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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 목적

○ 한·페루(중남미) 간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인적교류, 최신 해양과학 정책·정

보 교환 및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① 해양자원 부국과의 연구거점 구축 필요

○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글로벌화에 따라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의 확보 경쟁이

점차 심화

○ 반면, 해양자원 부국의 자원민족주의 경향이 심해지면서 이들의 보호체계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

○ 이에 따라 해양 연구거점을 통해 자원보유국과 개발협력사업을 증대시키고 기술이전을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자원민족주의 현상을 극복하는 win-win 전략이 필요

○ 또한 연구거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해양경제영토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② 중남미 지역과 해양과학기술협력의 가치

○ 광물자원, 석유, 천연가스 등 광물 에너지 자원과 생물자원(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자원공급

처 역할 가능

○ 인프라 개발에 대한 높은 수요, 풍부한 젊은 노동력, 높은 경제성장의 가능성 등으로 상품시

장으로서의 가치

○ 태평양이라는 공통된 연구지역을 가짐으로써 기후변화 등과 같은 전지구적인 국제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파트너로서의 가치

○ 높은 생물다양성을 보유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구분야의 확대 및 상호간 해양과학기술 역량의

제고 가능

○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양자원 개발, 해양 및 연안에

서의 환경문제 해결, 엘리뇨와 같은 기후변화 연구, 해양생물다양성의 활용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한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특히 기술이전에 대한 수요 증가

○ 중남미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높임으로써 글로벌화와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속

에서 경제파트너라는 공감대 형성 필요

③ 해양과학기술 인력 교류 기반 구축 및 활성화

○ 해양과학기술 인력양성을 통한 개도국 과학인력풀 형성

○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외국인 신진연구자들의 국내 유치 필요

○ 대개도국 과학자 및 정책입안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력 교류 기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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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산업적 측면

① 중남미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술 연구 및 산업 교두보 마련

○ 해양 관련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국내 연구기관 및 산업체 진출 확대

○ 해양과학기술분야 인력교류로 한․중남미간 협력사업 확대

○ 중남미 국가와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국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가능

② 해양자원 개발 추진 용이

○ 해양생물(광물)자원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통해 자원개발 추진 용이

○ 해양자원 부국의 현황 파악을 통해 우리나라 자원 수급 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

③ 중남미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

○ 해양자원개발과 환경관리와의 연계 등 해양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협력활동을 통해 중남미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 가능

④ 경제적 파트너로서의 입지 확보

○ 중남미 지역에 대한 기술 원조와 자원, 에너지, 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가능

⑤ 해양과학기술 우수 인력 공급

○ 중남미 과학자 및 정책입안자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연구 추진 용이

○ 해양과학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우수 연구인력 유치 용이

다. 사회문화적 측면

① OECD DAC 회원국으로서 역할 필요

○ 대개도국과의 개발협력에서 양적․질적으로 국제수준에 비추어 미흡

○ 수원국이 원하는 원조분야․사업을 우리의 강점과 노하우와 결합할 수 있는 전략 추진 필요

○ OECD DAC의 국제개발협력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양 관련 협력사업을

통해서 중남미 지역에서 실현 가능

○ 이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제협력의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의 지지 획득 가능

② 중남미 지역에서 우리나라 영향력 강화

○ 국내 선진기술 이전을 통한 우리나라 영향력 강화

○ 교류 및 상호이해 증진을 통한 친한 인사 양성 필요

○ 한․중남미간 협력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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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개발 범위

구  분 내    용

최종목표
□ R&D 허브 설치 운영을 기반으로 중남미 국가와의 해양과학기술 협력 체제 구축과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실질적 협력 추진

최종목표
설정근거

□ 한·페루 정부간 해양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양해각서(2010.10)를 시작으로 한·페루(중남

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이행약정서 체결(2012.7), 한·페루 공동위원

회(2012.11)를 통해서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가 개소(2012.11)되어 

중남미 지역에서의 R&D 허브 기반을 구축하였음 

세부목표

□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 현지 수요 기반 협력과제 발굴‧추진‧수행

□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 연구개발 최종목표, 설정근거, 세부목표 >

가. 사업 추진내용

①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력 플랫폼 구축·운영

○ 한·페루 정부 간 회의(운영위원회/연 1회) 개최, 중남미지역 해양관련 최신동향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운영, 뉴스레터 발간, 주페루한국대사관 전문을 통한 관련 기관 배포, 한·중남

미 간 교류활동 지원

② 현지 수요기반 협력과제 발굴·추진·수행 지원

○ 페루 및 중남미지역과의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국제심포지엄 및 전문가 회의

개최, 한·페루간 협력과제 수행 지원 등

③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 단기간 능력배양 프로그램 수행 및 지원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연계 인적자원 양성 등

추진

나. 사업 추진체계

○ 한·페루(중남미) 센터는 “한·페루 간 해양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10)” 체결 후 국가

간 체결한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이행약정서

(`12)”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양국 간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협력과 교

류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운영 됨

○ 주요 기관

- (총괄) 한국 해양수산부 / 페루 생산부 : 사업의 총괄기획 및 종합적인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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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운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 페루 해양연구소(IMARPE): 국가 간 종합 관리 감

독 기구인 한국 해양수산부와 페루 생산부의 주요 권한을 위임 받아 센터를 운영하고 국가

간 운영위원회 개최 및 공동연구사업 수행 추진

- (한·페루(중남미) 센터) 한·페루(중남미) 간 해양과학기술협력의 플랫폼 역할 수행, 국가 간

운영위원회 운영 및 의결사항 추진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시행

○ 센터 운영을 위한 주요 협의체

- 국가 간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과장급) : 센터 운영상황 보

고, 양국 간 공동관심사 및 현안 공유와 논의, 주요 협력사업 선정·추진·관리·감독 등

- 한·페루(중남미) 전문가 자문위원회 : 한·중남미 전문가로 구성하여 한·페루(중남미) 해양과

학기술공동연구센터의 신규 협력 사업에 대한 자문과 운영 자문 등 시행

< 사업 추진체계도 >

다. 사업 성과지표

○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력사업 성과지표의 도출

- 동 사업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한·페루(중남미)와의 해양과학기술 협력

체제 구축과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실질적 협력 추진을 최종목표로 함

- 한·페루(중남미)센터는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 플랫폼으로써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고, 상호 협

력 및 발전 지원에 대한 성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설정 함

- 이에 한·페루(중남미) 센터의 주요 3대 기능인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현

지 수요 기반 협력과제 발굴·추진·수행’,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을 주요 성

과 목표로 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가시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성과를 중심으로 세부

지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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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지표유형 내용

한중남미 
해양과학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운영

사회적 성과/
결과지표

Ÿ 한중남미의 최신 해양 정보 제공 및 주요 연구 내용/활동 등에 대한 

성과 확산 결과 측정

Ÿ 사업의 핵심성과 지표로 40% 가중치 부여

* 측정산식  : 정보 발송 건수, 회의개최, 성과확산 건수 

현지 수요기반 
협력과제 

발굴‧추진‧수행 
지원

사회적 성과/
결과지표

Ÿ 한중남미 간 해양관련 협력 추진 현황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Ÿ 사업 수행목표에 부합하는 주요 성과로 30% 가중치 부여

* 측정산식 : 세미나 개최, 워크숍 자료집 발간, 논문게재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사회적 성과/
결과지표

Ÿ 능력배양 프로그램 및 ODA사업 발굴,지원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Ÿ 사업 수행목표에 부합하는 주요 성과로 30% 가중치 부여

* 측정산식 : 프로그램 실시, ODA 사업 지원 보고서 

<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력사업 성과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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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라.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

가. 국내 기술 및 산업 동향

① 대개도국과의 과학기술협력 현황

○ 개도국과의 협력사업 및 프로그램들은 주로 소규모일 뿐 아니라 쌍방향적이고 호혜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음

○ 해양과학기술분야에서도 해양자원의 확보, 기후변화 등의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 상호간

해양과학기술 역량의 제고,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자원의 수출 및 시장 확대, 경제적 국제적

파트너로서의 공감대 형성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도국과의 협력은 아직까지 초기단계

임1)

② 중남미 지역과의 과학기술 협력 현황

○ 1985년 브라질과 과학기술협력 시작

○ 1988년 남극세종기지가 준공되면서 중남미 국가들과의 과학기술협력 확대

○ 코스타리카의 기술연구소인 CRIT와 우리나라 연구기관 간의 과학기술협력사업을 통해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수요 창출, 개발경험 및 관련 노하우 전수

○ 2008년도부터 한국-코스타리카 생물소재 연구센터를 개소하는 등 중남미 지역의 생물자원 확

보를 위한 협력활동이 본격화

○ APEC회의,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의 과학 기술작업반 회의, 한중남미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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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및 한중남미 고위급포럼 개최 등을 통한 한국과 중남미 지역 간의 협력 강화 노력 병행

③ 페루와의 협력 현황

○ 한․칠레(2003) 및 한․페루(2011) FTA 체결과 한․콜롬비아 FTA 체결 추진 등 중남미 지

역 국가들과의 협력 가속화

* 페루 교역규모가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약 세배로 급증

○ 2009년 OECD DAC 가입 후, 개도국 대상 ODA를 확대하고 있으며, 페루는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원하는 나라임

○ 한․페루 정부간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포함한 양해각서 체결

(2010.10)

○ 제 1차 한페루 정부간 공동위원회 개최(2012.4)

○ 2012년 5월 한․페루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시키고, 생명공

학, 해양과학, 자원과학, 에너지, 석유화학, 기초과학, 인적자원개발 등의 분야를 우선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검토하기로 협의

④ 중남미 지역과의 해양과학기술협력 현황

○ 칠레와의 남극 공동연구를 제외한 아르헨티나와의 수산과학기술교류협력, APEC 해양환경보

전과 해양조사기술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이 2003년도부터 시작되었으나 규모가 매우 작음2)

○ ‘중남미 국가와 해양자원 공동연구사업’(2008년 시작)을 통해 2회의 워크숍과 2회의 교육훈련

을 통해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협력주제를 발굴하는 등 협력기반 구축

○ 이러한 활동만으로는 그 지역의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협력여건을 분석하여 공동연구과

제를 추진하는데 한계 존재

○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 체제 마련 필요

⑤ ‘중남미 국가와 해양자원 공동연구사업’ 수행(2008.4-2011.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중남미 지역 해양과학기술 분야 인적 네트워크 형성

- 중남미 7개 국가 contact point 확보

- 2회의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력 워크숍과 2회의 중남미 과학자 대상 교육훈련을 통해 중

남미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관계자 약 54여명, 국내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관계자 150명,

IOC 및 국제기구 관계자 2명 참가

○ 중남미 국가와의 공동연구과제 추진

- 중남미 지역으로부터 해양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의향 선언서 도출

- 중남미 지역으로부터 해양에너지, 생물다양성 및 생명공학, 수산양식 개발, 해양환경관리, 연

안관리 총 5개 분야 23개의 희망연구과제 제안서 접수

- 아르헨티나 조력발전 개발을 위한 정부 및 관련기관 방문, 후보지역 조사 탐색, 예비타당성

조사 제안서 제출

- 페루 IMARPE로부터 바이오에너지, 유류유출, 연안관리 분야 총 3개의 구체적인 공동연구과

제 제안서 접수

○ 해양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 거점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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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페루 정부 간 해양과학기술 전반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2008.11)

- 한페루 정상회담에서 한국측이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설립 제안, 페루측에서

환영의사 표시

-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한․페루 정부 간 양해각서 체결

(2010.10)

- 제 1차 한․페루 정부 간 공동위원회 개최(2012.4 페루)

나. 국외 기술 및 산업 동향

① 개도국 동향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2001, 오하네스버그) 이래, 기술이전 및 능력배양

(Capacity Building)의 중요성이 전 UN 활동에 걸쳐 강조되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을 비롯한

많은 개도국에서 선진국과의 해양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요구

② 주요국 동향

○ 해양강대국들은 해양경제영토 확대 위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협력 및 국

가 간 신뢰구축 조치를 위해 해양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활용

○ 중남미 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간파한 주요 선진국들이 기회 선점을 위해 경쟁

적으로 진출

○ 미국은 다양한 협력활동을 통해서 전지구적 해양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 일본은 국제기구와 대양별 주요 거점 국가와의 협력체제 구축 추진

○ 중국은 제 3세계 자원 확보를 위한 원조 중심의 국가와의 협력을 강력하게 추진, 중남미 지역

의 농산물, 석유, 광물자원 확보 노력3)

③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 육상자원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해양자원에 대

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

○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해양경계 미 획정지역에서 자원공동개발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

상

○ 해양자원 부국의 보호체계 강화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해양거점을 통한 해양자원의 개발 전략

수립 및 수행 필요

④ 페루의 해양과학기술협력 수요 및 협력 의지

○ 풍부한 해양광물 및 해양생물다양성으로 해양자원의 높은 경제적 가치 존재

○ 수산업 등 해양 관련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관계로 해양 관련 기술협력에 대

한 높은 수요 존재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중심지로서 범지구적 해양문제와 관련된 공동연구의 가치가 높으며,

엘리뇨 등의 기후변화 현상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인해 국제적 공동연구 참여

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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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과학기술분야에서의 대개도국과의 기술협력은 주로 공적개발원조(ODA)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7년 해양수산부 ODA

기금은 8.3억원으로 국제협력재단(KOICA)를 포함한 정부기금의 약 0.15%에 불과함. 

2) 2003년도 APEC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양환경보존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해양조사기술 교육훈련프로그램은 2007년도부터 시

작되었으며 중남미 지역은 평균적으로 연간 2-3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음

3)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중남미, 2008,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p.23-24

○ 우리나라 발전의 경험을 중시하고 상호보완적 경제․기술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각종 경제

개발사업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기대

○ 페루 해양연구소(IMARPE)가 그동안 한국과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활동에서 중심교섭점

(Central Contact Point)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를

연구소내에 개설하여 지원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

○ 제 1차 한․페루 공동위원회에서 ‘센터 설립 및 이행약정서’에 대한 정부 간 서명 추진 및 센

터 개소식 일정에 대해 합의

다. 국내외 동향 분석

① 기술동향 분석 요약

강점 약점

Ÿ 기존 ‘중남미지역과의 협력사업’으로 중남미 지역 

해양과학기술 협력 인적 네트워크 구축  

Ÿ 페루생산부 및 페루해양연구소(IMARPE)가 중남미 지역 

중심교섭점으로서 적극적 협력 의지 피력

Ÿ 풍부한 해양생물(광물) 자원 개발, 기후변화 연구, 환

경문제 해결 등 해양과학기술협력 수요 증가

Ÿ 중남미 지역으로의 해양과학기술이전  가능 역량 보유

Ÿ 개도국과의 협력활동이 대부분 소규모이며, 호혜적 관

점이 결여

Ÿ 중남미 지역과의 실질적 협력활동을 구체화 할 수 있

는 체제 부족

Ÿ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해 전문가간 의사소

통 및 협력활동에 어려움이 많음

Ÿ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중남미 지역 문화적, 정치

적, 법제적 협력 현황 파악 미흡

기회 위협

Ÿ 한․칠레, 한․페루 FTA 체결 및 한․콜롬비아 FTA 체결 

추진으로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협력 가속화

Ÿ 중남미 지역의 한국과의 해양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높

은 수요 

Ÿ 제 1차 한․페루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한페루(중

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설립 추진 용이

Ÿ 한페루 정부간 ‘한페루(중남미) 공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이행약정서’ 서명 추진

Ÿ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Ÿ 해양대국들의 해양경제영토 확대 위한 전략적 정책 수

행 및 국가간 신뢰구축을 위해 해양분야에서의 협력활

동 활용

Ÿ 중남미 지역의 정치적 상황 혹은 해당부처의 이해관계

에 따라 협력활동이 크게 영향을 받음

Ÿ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협력활동을 통해 중남미 지역

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외 동향 분석 결과 >

② 종합 결론

○ 중남미 지역은 해양자원 부국인 동시에 기후변화, 해양생물자원 개발,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선진국과의 해양과학기술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임

○ 중남미 지역과의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와 공동연구과제를 구체

화하여 수행하기 위한 체계 부재로 효과적인 기술이전과 공동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많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이를 위해 2008년부터 ‘중남미 국가와의 해양자원 공동연구사업’을

통해서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등 협력기

반 마련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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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1차년도(2012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중남미 지역 협력기반 구축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

(천원)
수행기관

한‧페루(중남미)해양

과학기술공동연구센

터 설립

•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이행약정서를 토대로 한‧페루(중남미)해양

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설립 추진 

•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

체계 근거 마련

•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선정 및 파견

•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 

시작

  -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개소식

  - 제 2차 한·페루 해양과학공동위원회 개최

143,000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페루와의 협력분야 

도출

• 한·페루 전문가 세미나 개최

• 한중남미 자문위원회 구성

중남미 지역과의 

해양 공동연구 

추진여건 조사

• 중남미 지역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해양과학기술 현황 분석 

1)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설립

○ 페루생산부 차관, 한국 국토해양부 차관, 주페루한국대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등이 참석

하여 센터 개소식 거행

○ 2차 한․페루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을 위

한 위임사항 확정하였음. 이에 따라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조직(한국과

페루 측 각 공동소장 및 행정인력으로 구성), 한 페루 운영위원회 역할, 한 중남미 자문위원

회 구성, 행정 운영 재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

구센터 운영 체계에 대한 근거 마련

○ 2차 한 페루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라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공동소장 및 행정원 파견(2013.1) 및 운영 시작

○ 한국 측, 중남미 측 해양과학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

터 자문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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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루와의 협력분야 도출

○ 페루생산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한 협력 분야 수요 파악

-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생물자원 개발, 기후변화,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요청

○ KIOST-IMARPE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통한 IMARPE 수요 파악

- 해양자원 보존 위한 환경오염, 생물자원 개발, 바이오연료, 기후변화 연구 등에 깊은 관심 표

명

○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세미나 개최를 통한 우선 협력분야 협의, 자문위원회의 결과

를 한․페루 운영위원회에 권고안으로 제출 예정

- 중남미 측에서 현재까지 제출한 공동연구과제를 19가지로 정리,추후 contact point 및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키로 협의

- 1차년도는 페루와의 공동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생물자원, 기후변화 주제)

- 차후년도부터는 다자간 공동연구, 융합사업을 추진하여 페루 이외의 국가도 공동연구에 참여

○ 생물자원 개발 관련 공동연구 추진(페루)

- ‘고급어종 생산성 향상 및 자연생태 ’주제로 양측 국가에서 연구과제로 개발, 공동추진키로

합의

○ 기후변화 관련 공동연구 추진

-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해역에서의 해류 모니터링을 통한 동서 열대 태평양의 원격 상관

성 연구(페루 IMARPE, 콜롬비아 CIOH와 추진)

○ 한 중남미 공동연구 선정평가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

○ 해양심층수 개발 관련 기술이전 추진(도미니카 공화국)

3) 중남미 지역과의 공동연구 여건 조사

○ 페루 IMARPE, 콜롬비아 INVEMAR, CIOH 방문을 통한 연구 현황 및 인프라 파악

○ 중남미 지역 IOC 해양관측 포럼을 통한 해양 관측 현황 파악

○ 중남미 지역 해양 관련 기관 정보 및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한 중남미 7개국의 사회적, 법제적,

해양과학기술 현황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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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2013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한·페루 공동연구대상 선정 및 협력기반 구축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

(천원)
수행기관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

술공동연구센터 운영

•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해양 관련 정보 제

공(한국어 스페인어 작성)

•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역할 및 전반적 활동 내용을 담은 홍보 

브로셔 제작 및 배포

•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한‧페루(중남미)해

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지침서 작성

• 한·페루 운영위원회 개최 143,000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한·페루간 협력활동 수행

• 한·페루 공동연구과제 선정

  - 기후변화, 생물자원 분야 공동연구 추진

• 공동연구 선정, 평가 수행에 대한 지침서 

작성

• IMARPE 해양생물 실험을 위한 양질의 해수 

공급 및 필터시스템 관련 기술이전

  - IMARPE 해수 공급 및 필터시스템 구축 

관련 설계도 지원 및 기술자문 수행

• 공동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1)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

가) 홈페이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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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남미 지역 해양 관련 정보 제공

① 한국 및 중남미 지역 해양 관련 소식 제공(해외 월간보고)

②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활동 현황 소개

○ 공동연구 추진, 해양이슈 관련 정부·기관 지원, 센터 주최 행사 개최

③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활동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발표

○ 학술대회명: 학·연·산 연구성과 교류회 및 공동국제학술대회 (한·중남미간 지속가능 환경모델

개발을 위한 협력 구축)

○ 일시/장소: 2013년 11월 27일/한국외국어대학교

○ 주최: 한국연구재단

○ 주관: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 서울시립대학교

○ 발표 제목: 페루 포함 중남미 지역과의 해양협력 활동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다)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홍보 브로셔 제작 및 배포

○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홈페이지 핵심 내용을 주로 하되, R&D 프로그램,

기술지원 프로그램, 센터 주관 프로젝트 등 공동연구 추진 및 주요 협력활동을 중점적으로 소

개 (※ 국문, 영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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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중장기 로드맵 작성

2) 페루 포함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활동

가) 공동연구 추진

① IMARPE 과학자 방문 및 공동연구 추진 협의

○ 목적 : 한국해양과학기술 현황 이해 및 해양생물 및 기후변화 분야 공동연구 추진

○ 방문기간: 2013.12.1.~7.

○ 방문 과학자: 페루 IMARPE 선임본부장외 과학자 4명

○ 주요 결과

- 해수취수필터링 리모델링 설계 진척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 일정 합의

- 한·페루산 넙치종 성장 비교 시작키로 합의

- 페루 IMARPE에서 연안 오일플랫폼에 장비 장착, 데이터 수집 제안, KIOST에서 필요 예산

검토 후 추진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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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 추진협의 > < 연구시설 견학 >

② 유용생물자원 탐색 및 생산성 향상 연구

○ 목적: 페루 유용생물자원 탐색 및 생산성 향상

○ 공동연구기관: KIOST(한국), IMARPE(페루)

○ 연구기간: 2014.1. – 12.

○ 주요 내용:

- 페루 자연산 넙치의 성장조사, 생물생산 치어생존율 향상, 페루 연안 돔류의 생태조사

○ 예산: 한국 측 59,496,800원, 페루 측 183,070,800원 

○ 추진 현황 및 계획

- 넙치를 중심으로 한국과 페루산의 성장비교와 치어생존율 향상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행

- 현지 시장조사를 통해 월별 넙치 길이/무게 자료를 수집중임

- 2014년 8월 중으로 넙치 수정난으로 수조실험 시작하기 합의함

- 넙치 종묘 생산과정의 단계별 기술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양국간의 기술적 차이 분석 예정

임

- 연안 유용생물 탐색과 관련하여서는 현지 어시장 가격 및 소비패턴, 기본 생태자료를 수집하

기로 함

③ 페루 북부 연안 변동성 연구

○ 목적: 페루 북부 연안 해양관측자료 수집·분석

○ 공동연구기관: KIOST(한국), IMARPE(페루)

○ 주요 내용

- 석유회사 오일 플랫폼 활용 모니터링 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설치, 자료 수집

○ 연구기간: 2014 – 2016

○ 예산: 165,000,000원(한국), 82,720,000원(페루)/2014년

○ 추진현황 및 계획

- 페루 Tara 항 인근 SAVIA-Peru 소유의 오일플랫폼의 해양관측장비 계류타당성 조사 수행

- 장비 운송과 계류작업에 IMARPE 연구선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11월 중 연구선 활용가능

시기에 장비 설치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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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IA-Peru에서도 시설관리 차원에서 해양관측자료의 필요로 적극 협조 의지 표명

- 오일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 현재 페루 IMARPE와 SAVIA-Peru간 MOU 체결 추진 중임

< SAVIA IMARPE 직원과 현장답사 > < 페루 Tara항 오일플랫폼 >

④ 에콰도르 산타 에레나 MPA 지역 관리 방안 모색

○ 목적: 에콰도르 에레나 지역 해양생물다양성 조사 및 MPA 관리 능력 향상

○ 공동연구기관: KIOST(한국), INP(에콰도르)

○ 주요내용

- 산타 에레나 MPA 지역 해양생물다양성 조사 및 해양생물도감 기술자문을 통한 MPA 관리

및 홍보 지원

○ 추진 현황 및 계획

- 에레나 지역 공동 수중생태 조사 수행(2014.4.한국측 3명, 에콰도르측 3명 참여)

- 에콰도르 수산연구소와 MOU 체결(2013.10)

- 에콰도르 수산연구소의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기로 함

< 산타 에레타 라 파렛섬 > < 수중조사 >

나) 제 2차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심포지움 및 자문위원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4. 5.29.~ 30.페루 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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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공동연구 추진 현황 보고 및 향후 공동연구과제 추진방안 논의

○ 참석자

-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코스타리카, OLDPESCA, OSPESCA, CPPS,

IOC, 한국 대표 등 20명

○ 결과

-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활동 및 한·페루간 공동연구 추진 현황 공유

- 바다목장, 해양관측, 생물종 개발 및 질병관리, 기후변동 및 변화 관련 공동연구 제안

- 제안된 공동연구 중 기후변동사업에 대해 기존의 지역프로그램 및 국가프로젝트를 통합하

여 중남미 국가간 공동연구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함

- IMARPE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2014년 11월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개최예정인 국

제기후변동포럼에서 side-bar meeting을 통해 구체적 협의 예정

<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심포지움 > <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자문위원회의 >

다) 기술이전

① 해수 취수·필터링 시스템 기술자문

○ 목적: IMARPE 내 여과조 취수관 리모델링 설계 및 개선공사 자문

○ 자문방법

- 페루 현지 출장, IMARPE 과학자 한국시설 견학을 통한 직접자문 및 원격자문(E-mail)

○ 자문 주요내용

- 해수취수·필터링 시스템 개선방안 자문(2013.6)

- 시설규모 계획안 제공(2013.7)

- 기자재 산출 및 규격 자료 제공(2013.9)

- 공사 기본설계서(시설개념 설계도, 예산내역서) 제공(2013.10)

- 실물 배치도, 생물검정 실증실험실 기술소개(2013.12)

- 페루기업과 한국기업의 공동 수급 체결을 위한 역할 분담 및 방법 제시(2014.2)

- 시설 배치도면 완성 및 실측 수치도 도면(안) 제공(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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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RPE 해수필터 시설 > < 해수필터리모델링 관련 협의 >

② ‘페루 양식훈련센터 설립 및 운영’추진

○ 목적

- 상업적으로 중요한 종 양식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 대상기관: 페루 IMARPE

○ 사업기간/규모

- 2015.~ 2017./30억 (※ 양식센터 부지 및 관련 인력은 페루생산부에서 제공)

○ 추진방법

- ODA를 통한 사업비 확보(2014년 부처별 ODA 사업지원 예정)

③ 해양쓰레기 관련 능력배양

○ AMETEC 해양쓰레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행 시 페루 과학자 참여

- 일시 및 장소: 2014.6.30.~7.7

- 주제: 해양쓰레기(Micro-debris)

- 주요 훈련내용: Macro-debris 현지조사/시행성과 발표, Micro-debris 모니터링 및 분석기술

교육

- 참석자: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도국 10인 ※ 페루: Sara Purca (IMARPE)

라) 해양산업화 지원

○ 페루 해양갑각류 산업화 연구 추진

- 페루생산부와 생산기술연구소(ITP)에서 무니다(작은 홍게)에 대한 산업연관성(양식가능성, 화

장품, 의약품 및 조미료 등)과 연계할 방법 모색

- 국내기업(키토라이프)으로부터 홍게 유용물질 추출 및 상품화 기술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답

변을 얻었으며, 추후 페루생산기술연구소와 구체적인 협의 필요

※ 생산시설은 페루에서 제공, 기술이전에 대한 지분은 공유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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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홍게 관련 산업화 공동연구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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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2014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한·페루 공동연구 수행 및 협력분야 확대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

(천원)
수행기관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 관련 협력활동 

가교역할 수행

• 한중남미 간 해양 정보 제공 및 한‧페루(중남

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활동 홍보  

  -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홈페이지에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

동연구센터 활동 및 해양 정보 제공

  -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활동 월간 보고

  - 분기별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 중남미 지역 해양 정책 편람 발간

20,000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 이슈 발굴 및 의사결

정 지원

  - 한페루 운영위원회 개최

  -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심포지움 

및 자문위원회 개최

  - 공동연구과제 개발 및 수행 지원 

30,000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 한·페루간 공동연구 수행

  - 페루 북부 연안 변동성 연구

  - 한·페루산 넙치 성장비교 및 치어생존율 

향상 연구

43,000

•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 공동연구과제 기반 마련 위한 MOU 체결

  - 기후변화 관련 중남미 지역 통합 프로그램 

개발

  - 기타 중남미 지역과의 공동연구 추진

  - 중남미 지역과의 해양과학기술 협력 모델 

제안

30,000

중남미 

해양과학기술이전 및 

산업화 지원 

• 페루  IMARPE 해수취수필터링 시스템 리모델

링 기술자문

  - 페루  IMARPE 해수취수필터링 시스템 리모

델링 기술자문

  - 해양 관련 ODA사업 추진

20,000

1)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 관련 협력활동 가교역할 수행

가) 중남미지역 해양 관련 정보 제공

① 한국 및 중남미지역 해양 관련 소식 제공

○ 해외월간보고 및 최신동향: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주요 활동 및 중남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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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해양 관련 최신 정보 중 일부 주요내용 분석․제공(매월 제공)

○ 뉴스레터 발간(2014.8., 2015. 4., 6.): 한국과 중남미 지역의 뉴스, 미디어, 신문, 인터넷 등을 통

해 해양이슈 선별을 통해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

터, 한국, 페루, 중남미지역으로 분류하여 제공

※ 외교부, 해양수산부, 코이카, 해양 관련 기관 중남미 관계자, 중남미 관련 학회 및 기관에게 배포

②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지원

㉮ ‘페루 북부연안 모니터링’을 위한 KIOST-IMARPE간 특별의향서 체결 지원

○ 주요목적: 페루 북부연안 모니터링 장비 설치 및 자료 수집

○ 연구책임자: KIOST(신창웅박사), IMARPE(Dimitri Gutierrez 박사)

○ 연구기간: 2014.10. ~ 2016.9.(약 2년, 연구기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연구책임자간 의사소통 지원 및 협약 문서 검토, 해당 심의위원회에 협약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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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북부연안 모니터링’과제 수행 지원

○ 모니터링 장비 설치 관련 관세 통과, 장비 설치를 위한 관련 기업의 협조, 페루측 연구자와의

의사소통 지원

㉰ KOICA 사업 추진 지원

○ ‘페루 해양변동성과 엘니뇨 관측 역량강화 사업’ 및 ‘페루 유용생물자원 생산기술개발 및 수산

양식기술이전 사업’ 제안서 초안 검토 및 수정

○ 해양수산부, 외교부, 주페루한국대사관, 주페루KOICA사무소, 페루외교부, 페루생산부와의 수

시 접촉을 통해 사업 채택 지원

㉱ ‘페루 생물자원 개발’ 공동연구 추진

○ 협약 추진 및 문안 검토, 페루측 책임과학자와의 의사소통 지원

○ 페루 넙치 성장조사 조사방법 제시(페루산과 한국산 넙치의 성장비교 분석을 위한 조사방법

제시)

○ 페루 IMARPE 넙치 종묘생산시 초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시

㉲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과의 협력 추진

○ Elva Escobar 멕시코국립자치대학 해양과학․소호연구소장 KIOST 방문, 연구협력을 희망하

였으며, 향후 멕시코국립자치대학 과학자들과의 세미나 개최하기로 협의함(2015.4.9. KIOST)

나) 중남미 지역 해양 편람 발간

○ 제목: ‘중남미 동태평양 국가와 아르헨티나의 해양정책 및 연구에 대한 분석’: 해양연구 현황

및 수산업 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어/스페인어 발간)

○ 대상 : 중미 및 남동태평양국가, 아르헨티나

○ 주요내용 : 유엔해양법협약 가입현황, 해양 연안 연구 구조, 어업연구 현황, 해양기관목록

○ 중남미 해양편람 업데이트 초안(스페인어본) 작성

- 내용 구성

국가별 지리적 특성, 생산력 특성, 해양․연안 생태계 및 자원, 해양입법, 국제조약 및 협정,

연구․교육 및 훈련을 포함하여 1차 발간본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함

-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최종본 작성, 번역 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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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 이슈 발굴 및 의사결정 지원

① 2014-2015년 한·페루 운영위원회 개최

○ 목적

-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를 포함한 한·중남미 해양협력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승인/권고

○ 일시/장소

- 2014.9.15./페루생산부

○ 참석자:

- 한국측: 여기동 사무관(해양수산부), 장도수, 오승용, 김경진 박사(KIOST)

- 페루측: Paul Phumpiu 수산차관, Jaime Mendo 수산차관고문, Jose Allemant 총괄실장,

Fabrio Flores 양식과장, Maria Barron 국제협력과장(페루생산부), Dimitri Gutierrez 해양기

후부장, Carla Aguilar 양식부장(IMARPE)

- 센터: 석봉출, Jorge Zuzunaga 공동소장, 홍승현, Mirtha quiespe 직원

○ 주요 결과

- 2013~2014년 센터 주요활동 보고 검토 및 승인

- 2014~2015년 센터 주요활동계획 승인

- 2014~2015년 공동연구과제 승인

- ‘ 한․페루 넙치종 성장비교 연구’와 ‘IMARPE 해수취수 필터링 시스템 관련 기술자문’, ‘페

루 북부 연안 변동성 연구’

- 한·중남미 자문위원 명단(18명) 승인

- KOICA에 제출한 ‘페루 해양변동성과 엘니뇨 관측역량 강화사업’과 ‘양식기술훈련센터를 통

한 기술이전사업’ ODA 제안서에 대해 페루생산부에서 한국측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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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자문위원회의 개최

○ 목적

- 중남미 지역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적응 및 저감에 대한 계획, 프로그램/프로젝트 현황 조

사

- 2차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기후변화 국제공동연구 사업계획서 작성

○ 참석자

- 중남미측 자문위원 9명 및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공동소장 2명

○ 주요 결과

- 2차 자문위원회 회의록 최종본 완성

-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및 적응 관련 프로젝트

현황 자료 수집

- 에콰도르와 OSPESCA에서 기후변화 관련 국제공동연구사업 제안

ㅍ권고사항: 자문위원회 내용을 반영한 기후변화 국제공동사업 제안서 초안 작성하여 4차 자

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토의하기로 함

2)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가) 사업 중장기 전략 수립

① ‘중남미지역 해양협력 중장기 전략’

○ 주요 결과

- ‘동남태평양지역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육상기원 오염물질 처

리 등 연안관리’, ‘해양생물다양성 조사 및 해양생명공학’, ‘유용생물종 개발 및 양식기술이

전’,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및 대응’, ‘해양에너지(조력발전)개발’ 7개 협력주제를 우선 선

정하였으며, 각 협력주제에 따라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 및 역할, 협력과제 추진 및 재원 확보 전략

등 사업 추진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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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페루간 공동연구 수행

① 페루 북부 연안 변동성 연구

○ 진행상황

- 2014년 5월 플랫폼 현장 답사 및 관측계획 협의(2014.5.)

- 한페루 운영위원회에서 과제 승인(2014.9.)

- KIOST-IMARPE 간 페루 북부 연안 변동성 연구을 위한 특정의향서 체결(2014.10.)

※ 한국측 책임자: 신창웅, 페루측 책임자: Dimitri Guiterrez

- 페루 북부해역 석유 플랫폼에 수온, 염분, 유속을 관측할 수 있는 장비 계류(2014.12.)

< 관측 장비 계류 참여자 > < 유속 관측장비 >

- 플랫폼에 설치된 장비 유지보수, 자료획득, 재 계류(2015.5.)

< 장비 회수 및 보수작업 >

○ 주요 결과

- 관측자료 1차 획득(수온, 염분, 유속) 및 1차 자료분석

○ 의의

- 해양분야에서 한국과 페루의 최초 공동연구 관측 성과

ㅍ5개월 이상의 정밀 계류관측이 페루에서 최초로 이루어짐

- 4월말 이후 저층과 상층의 수온의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엘니뇨에 의해 발생되는 켈빈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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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일 가능성이 있음

② 한·페루산 넙치 성장비교 및 인공생산기술 관련 공동연구

○ KIOST-IMARPE 간 ‘유용생물자원 탐색 및 생산성 향상 연구’ 일환으로 ‘한·페루산 넙치

Paralichthys adspersus 번식 및 양식연구‘에 대한 특정의향서 체결 추진

- 한국측 책임자: 강문수, 페루측 책임자: Maria Elena Jacinto

- 책임자간 초안 작성 및 검토 완료, 기관 검토 진행 중

○ 체결 예정일 : 2015년 하반기(2015년 8월)

다)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① 한․중남미 해양협력 모델 제시: 논문 발간

○ 제목: 한․페루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잠재성 고찰; 협력 현황과 이슈 및 미래방안 탐색

○ 저자: 김경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하상섭(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집필

○ 중남미연구 제 34권 1호(2015.2.) pp.317~356

○ 주요 내용

-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중남미 지역과의 해양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필요

성, 한․페루간 해양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시사점

○ 의의

- 본 사업의 경험과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와 페루간의 해양과학기술 협력현황을 되짚어보고

중남미지역과의 협력방향 제시

- 향후 중남미 지역과의 해양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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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칠레 해양과학기술 전수 세미나 참석 및 강연

○ 배경

- 2014년도 공공외교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해양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

최

○ 일시 및 장소: 2014.12.17 주칠레한국대사관

○ 주최: 주칠레한국대사관

○ 강연자: 석봉출 박사

○ 참석자:

- 칠레 발파라이소 카톨릭대학 해양과학연구센터 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해양과학기술 전문

가 약 30여명

○ 강연내용: 해양탐사, 위성 등 한국의 해양과학기술분야 소개

③ 칠레수산진흥연구원과의 협력가능분야 발굴 추진

○ 일시 및 장소: 2014.12.17., 칠레수산진흥연구원

○ 참석자

- 석봉출 센터 공동소장, Enrique Aranda Orrego IFOP 해양조업담당관(칠레수산진흥연구원,

IFOP)

○ 주요 협의 내용

- 양측이 공동연구사업 진행 및 협력가능분야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함

④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페루 IMARPE 방문

○ 일시: 2015.6.9.

○ 주요 결과

-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방문 및 IMARPE 원장, 부원장 및 센터 공동소장

과 면담

- KIOST-IMARPE 간 공동연구 추진 현황을 재점검하고 IMARPE 양식기술 능력배양을 위한

방안 논의



- 28 -

⑤ 페루 Tacna 국립대학 방문

○ 목적

- Tacna 대학의 해양수산 관련 협력방안 논의

- FONDEPES Tacna와의 협력방안 논의

○ 참석자

- 신창웅, 강성지, Castillo Raul(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Tacna 대학(총장,

부총장, 국제협력부장, Luis Espinoza 교수 등

○ 방문일자: 2015.6.

○ 주요 결과

- 수산양식, 해양오염, 해양자원, 인력양성분야에서 협력 희망(Tacna 대학)

- 양식기술개발 교육훈련센터 설립 예정(FONDEPES도 투자 예정), 한국의 양식기술 전수받기

를 희망함

○ 향후 계획

- 한국 방문, 양식 관련 기관 방문 및 구체적 협의 예정

⑥ 한․중남미 국내자문위원회의 개최

○ 일시/장소: 2015년 6월 29일/서울 토즈 종로회의실

○ 참석자:

-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국내자문위원 및 중남미사업 관계자 11명

○ 주요 결과

- 한․중남미해양과학기술협력사업 수행 주요 결과 공유

- 중남미 해양편람 공유 및 보완점 자문

- 주요 국가별 해양협력 중장기 전략 초안 검토 및 보완사항 제시

- 2015년 하반기에 개최될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국제전문가 워크숍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의 공동개최 방안 논의

-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

○ 후속조치

- 자문위원 의견 반영하여 중장기 전략 수정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간 한중

남미 해양과학기술 국제전문가 워크숍 개최에 대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 페루(중남미)해

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간 구체적 협의

3) 기술이전

가) ODA 사업-페루 해양변동성과 엘니뇨 관측 역량강화 사업

○ 사업 제안서 제출(2014.7.)

○ 한․페루운영위원회에서 페루생산부가 ODA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 약속

(※ 한․페루운영위원회 의사록, 2014.9.)

○ KOICA 1차 심의 통과(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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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예비조사 기획회의 개최(2014.12.19. KOICA)

- 참석자

고철환 교수(서울대), 신창웅, 이웅열(KIOST), 문상원 농어촌개발팀장, 장봉희 과장, 이찬우

녹색환경팀 전문관, 이정헌 동남아2 팀 과장(KOICA)

- 주요 결과

장기간의 데이터 분석 처리 공동작업이 필수적인 바 관측장비 설치 이후 5년 사업기간으로

추진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활동과 연계

해양수산부 부처 차원의 공공협력사업으로 추진 가능

예비조사시 수원기관 조직/인력 및 정책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 페루 해양변동성과 엘니뇨 관측 역량강화 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추천 요청

2014.12. 해양수산부

○ 사업예비타당성 조사

- 목적: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여건 및 페루 국내환경 점검

- 조사단: 전동철, 이웅열(KIOST), 장봉희(KOICA), 신창웅(한중남미센터)

- 일자: 2015.2.1.~2.10

- 방문기관:

페루해양연구소(IMARPE), 페루생산부/Piura정부, 페루어업연구소 산하 해양수산인력개발원,

페루지구물리연구소, 페루기상청, 페루해양조사원, Coasta Mira, 주페루 KOICA 현지사무소

- 주요 결과

농․어민, 지자체 뿐 아니라 산업체 등 각계각층에서 엘니뇨 정보 요청현황 파악

페루범부처엘니뇨위원회에서 매월 소집할 정도로 중요사안임을 인지

페루 IMARPE 원장 등과 실행계획 전 항목에 대한 점검

장비 조달방식 장단점 및 페루해양과학조사 관련법령/절차 파악

페루 Piura지방정부(관측기기 계류 지방)의 적극적인 협조 약속 받음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및 제안서 작성

- 제출 일자/방식: 2015.2.28.(국문/영문)

- 사업기간/예산: 2016.1.1.~2019.12.31.(48개월)/8백만불

- 사업 목적

페루 중북부 자연재해 취약지역 피해 저감

해양기후변동과 엘니뇨 영향 관측․감시역량 강화

- 사업 주요내용

엘니뇨 발생과 같은 해양기후변동을 감시하는 해양관측장비 제공

페루북부해안의 2개 관측정선 장비 계류

심해 해양장비 계류방법 훈련

해양자료처리, 품질정도관리, 자료 자동축적, 지리정보, 가시화방법 전수

엘니뇨 감시 및 예측노력에 대한 인식 증진

- 사업수행주체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를 통해서 KIOST와 IMARPE가 수행

EFEEN은 이행당사자와 사업수행 조정

○ KOICA 연심회 통과(2015.3.)

○ 외교부 심의 통과(2015.4.)

○ 기재부 심의 통과(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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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수취수․필터링 시스템 관련 인프라 개선사업 기술자문

○ IMARPE 예산 미확보로 기술자문 지연, IMARPE측에서 KIOST에 2016년도 예산을 반영한

협약체결 요청(2015.7.3.)

○ IMARPE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정의향서 체결 중

- 한국측 책임자: 강문수, 페루측 책임자: Maria Elena Jacinto

- 책임자간 초안 작성 및 검토 완료, 기관 검토 진행 중

- 협약 주요 내용

목적: IMARPE 해수취수필터링시스템 현대화

한국측: 해수취수필터링시스템 설계 및 공사 자문

페루측: 해수취수필터링시스템에 필요한 장비 구입, 공사비 제공

페루측에서 공사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기술자문 시행

- 체결 예정일 : 2015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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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2015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한․중남미 지역간 협력활동 활성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
수행기관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관련 협력활동 

가교 역할 수행

• 한중남미 간 해양 정보 제공 및 센터 활동 

홍보 

  - 센터 홈페이지에 센터 활동 및 해양 정보 

제공

  - 센터 활동 월간 보고

  - 분기별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 센터 운영 및 성과보고서 작성

20,000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 이슈 발굴 및 의사결정 

지원 

  - 한․페루 운영위원회 개최

  -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심포지움 

및 자문위원회 개최

  - 공동연구과제 개발 및 수행 지원

40,000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페루해양연구소

(IMARPE)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 한·페루간 공동연구 수행

  - 페루 북부 연안 변동성 연구

  - 생물자원 개발 연구

70,000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페루해양연구소

(IMARPE)

•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 공동연구과제 기반/수행을 MOU/협약서 체결

  - 기후변화 관련 중남미 지역 통합 프로그램 

개발

  - 기타 중남미 지역과의 공동연구 추진

30,000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중남미 

해양과학기술이전 

• 중남미 과학자 대상 능력배양 실시

  - 교육훈련을 통한 페루 과학자 능력배양

  - 해양 관련 ODA사업 추진

10,000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1)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 관련 협력활동 가교역할 수행

가) 한중남미 간 해양 정보 제공 및 센터 활동 홍보

① 센터 월간 업무보고 및 최신동향 발간

○ 제공횟수: 2015.7.~2016.5, 총 9회

○ 주요내용: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주요 활동 및 중남미지역 해양 관련 최

신 정보 중 일부 주요내용 분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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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센터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 발송횟수: 2015.8., 10., 12., 2016.2., 총 4회

○ 배포처: 외교부, 해양수산부, 코이카, 해양관련기관 중남미 관계자(12명), 중남미관련 학회 및

기관(총 361명), 한국해양학회(회원수 약 1400명)

○ 주요내용: 한국과 중남미 지역의 뉴스, 미디어,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해양이슈 선별을 통해

주요 내용을 요약,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한국, 페루, 중남미지

역으로 분류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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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홈페이지 운영: 한·중남미 지역 해양 정보 업로드

○ 한국 및 중남미 해양소식(한국 16건, 중남미 35건, 스페인어 페이지 게시물수 포함), 센터 뉴

스레터 8건(스페인어 페이지 포함), 센터소식 10건 총 69건 정보 업로드

○ 홈페이지 주소: kope-lar.org

④ 중남미지역 해양편람 발간

○ 발간일: 2016.7.

○ 목적: 한·중남미지역 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대상국가: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 코스타리카, 지역공동체 차원의 해양관련 국제기구

○ 주요내용

- 1차 중남미해양편람 업데이트

- 국가별 지리적 특성, 생산력 특성, 해양 연안 생태계 및 자원, 해양인프라(항만 시설 및 해양

운송시스템 등)

- 해양관련 정부기관 및 관련 연구소, 대학

- 유엔해양법협약(CONVEMAR)의 정의에 의한 해양지역 현황

- 해양제도(해양법 및 수산개발법), 해양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

- 해양과학기술 현황(수산, 해양관측, 연안관리 및 해양생물자원관리, 생명공학, 인력양성 등)

- 국제협력현황 등

○ 향후계획

-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에게 배포

⑤ 페루 경제산업 정보 해양수산분야 뉴스 제공

○ 제공기간 및 횟수: 2016.5.4.~현재, 총9회

○ 주요내용: 주페루한국대사관의 ‘페루 경제산업 정보’에 해양수산 뉴스를 매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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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 성과보고서 발간

○ 목적:

- 4년(2012.~2016.)간의 사업수행의 주요 성과 요약

- 향후 사업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사업성과 홍보

○ 주요 연구결과

- 한 중남미 지역간 해양관련 협력활동 가교역할 수행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해양 관련 정보 제공: 10회 뉴스레터 발송, 총 28회 최신동향 제공, 총 2회 중남미 해양편람

발간, 1회 중남미 해양협력여건조사보고서 발간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이슈 발굴 및 의사결정 지원: 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력 전략 수립, 총

4회 한 페루 운영위원회 개최

센터 활동 및 사업 결과 홍보: 총 5개 학술대회 발표, 센터 홍보브로셔 제작 및 배포, 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공동연구발굴 추진 수행

공동연구사업 발굴 추진: 16개 과제 제안서 도출, 6건의 협약 체결, 총 4회 한 중남미 해양

과학기술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위원회 개최

협력과제 수행: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 연구, 페루산 넙치 번식 및 양식연구

- 기술이전을 통한 능력배양

해수취수 필터링 시스템 리모델링 기술자문

ODA 사업 발굴 및 추진(총 5개 사업 제안, 1개 사업 승인)

페루 해양기후변동 관측역량강화사업 시행예정(2016.하반기)

페루 양식기술 교육훈련 실시(2016.7. 페루)

AMETEC을 통한 교육훈련 실시

나)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이슈 발굴 및 의사결정 지원

① 한 페루 운영위원회 개최

㉮ 제2회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5.10.27.(화), IMARPE(페루 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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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한국측: 정재관 사무관(해양수산부), 김현영 국제협력부장, 임충규 감사부장, 김경진 박사(한

국해양과학기술원)

- 페루측: Rossy Yesina Cumbe Cedeno 수산개발정책국 경쟁력강화지원과장, Ivan Telmo

Gonzales Fernandez 수산개발양식과장, Elizabeth Ramos Fernandez 경쟁력강화지원과 전문

가(페루생산부), Marilu Bouchon Crrales 수산자원 투자국장(IMARPE)

- 센터측: 신창웅 한국측 공동소장, Raul Castillo 페루측 공동소장, 강성지 연구원, Luis Diaz

페루측 행정원

○ 주요결과

- 센터 2014-2015 활동보고 및 예산결산 승인

- 제 1회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의결사항 이행 검토

페루측: IMARPE측의 예산집행 지연은 페루측 행정시스템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 때문

에 발생. 독립계좌 설립에 대해 노력하겠음

- 2015-2016년 센터활동 계획 검토 및 승인

- 한 페루간 협력사업

‘페루 연안용승 변동성 연구사업’은 KIOST IMARPE간에 체결한 특정의향서에 따라

2015~2016년에도 수행하도록 함

페루 유용생물자원 탐색 및 생산성 향상사업’은 2015년 11월말내로 협약하여 진행함

‘IMARPE 해수취수필터링 시스템 리모델링 기술자문사업’은 IMARPE에서 예산이 확보 되

는대로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기로 함

한국측에서 2016년부터 ‘페루 해양변동성 및 엘니뇨 관측 역량강화사업’을 약 4년에 걸쳐 7

백만불을 지원하기로 함을 언급하고 페루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페루측에서 적극

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함

- 자문위원 명단 변경 승인

- 센터 명칭 통일 관련 추후에 MOU 개정과 같이 협의하기로 함. 또한 공동위원회와 운영위원

회 명칭을 명확히 하는 부분도 MOU 개정시에 같이 논의하기로 함

- 2016년 한 중남미 자문위원회 개최 관련

제 5차 한 중남미 해양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한국에서 개최 논의

㉯ 제3회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6.5.17.(화), 페루생산부(페루 리마)

○ 참석자

- 한국측: 정재관 사무관(해양수산부), 김현영 국제협력부장, 김경진 책임기술원, 강문수 제주국

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장(KIOST), 신창웅 공동소장(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

동연구센터) 등

- 페루측: Lourdes Hemoza Ramirez, Alfredo Garcia Hesinas, Julio Cortazar La Rosa(페루생

산부), Jorge Tam Malaga modelado(페루해양연구소), Raul Castillo Rojas(한 페루

(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페루 측 공동소장)

○ 주요 결과

- 2015-2016년 예산결산(안)이 투명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양국의 협력 사업이 정상적으

로 추진되었음을 승인함

-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 연구” 사업기간을 연장, “해수취수 모니터링” 사업은 페루 측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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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확보하는 대로 추진하기로 함

- 양측 간 해양과학기술 협력사업의 성과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페루생산

부와 페루 해양과학연구소(IMARPE)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매년 책자로 발간

- “한 중남미 해양과학기술전문가 워크숍”을 금년 하반기에 한국에서 개최

- 페루 넙치 양식기술 교육훈련을 위해 페루 측 전문가 2명을 한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

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에 파견(2016.7.4.일부터1개월 간)하는 데 합의함

- MOU 개정 내용 중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센터의 영문명칭 등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기로 함

② 중남미지역 해양과학기술협력 전략 수립

㉮ 전략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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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주요 전략

㉰ 주요 국가별 협력주제/과제

○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 연구, 해양기후변동 관측역량강화, 해양 관련 인프라 향상, 수산양식기

술이전(능력배양)

○ 에콰도르: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및 대응, 해양생태계조사 및 MPA 관리, 수산양식기술이전

(능력배양)

○ 콜롬비아: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생물자원연구 및 생명공학, 육상기원 오염물질 처

리

○ 칠레: 해양에너지 개발(조력, 파력, 풍력 발전 등)

○ 코스타리카: 생물자원 연구 및 생명공학, 수산양식기술이전(능력배양)

○ 다자간 협력: 남동태평양협의체 동남태평양기후변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국가별 주요협력주제/과제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추진함

○ 운영위원회 승인 혹은 예산이 확보된 과제(페루 북부연안 변동성 연구, 페루 해양기후관측역

량강화, CPPS지역 기후변화 대응위한 해양관측 현황 파악, 페루넙치 양식 교육훈련, 콜롬비아

해양미생물활용)

○ 전략적 수행이 필요한 과제(태평양지역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 해양생물자원 확보, 해양에너

지)

○ 능력배양을 통한 한국기업의 현지진출이 용이한 과제(해양 관련 인프라(시설/장비) 향상,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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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가능사업, 기후변화 대응기금 활용사업)

㉲ 중남미지역 단 중 장기 로드맵

다) 한 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국제심포지움 및 자문위원회 개최

① 한 중남미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국제심포지움 및 자문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5.10.29, Delfines Hotel(페루 리마)

○ 참석자: Francisco Arias(콜롬비아 INVEMAR 소장), Antonio Marbres(페루 Piura 대학 연구

부총장), Renato Quiñonez(칠레 UDEC 대학 양식연구소장), Javier Valladares(아르헨

티나 자문관), Marcello Nilo(CPPS 과학부장), Atonio Porras(자문관), 신창웅, Raul

Castillo(센터 공동소장), 김현영 국제협력부장, 김경진 박사, 정재관 해수부 사무관

○ 주요결과

- 센터 추진/수행사업 주요 추진사항 공유

-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제안서 발표(총 6개의 제안과제 발표)

콜롬비아: 태평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능력배양

페루: 기후변화 관련분야 연구원간의 회의를 통해 협력방안 논의

칠레: 기후변화가 양식업(소규모 양식)에 미치는 영향/ 남중칠레에서의 해양 Time Series

연구로의 참여/ 소규모 수산 양식 산출물의 부가가치 증가

※ 칠레기금을 활용하여 한국측과 협력 가능

아르헨티나: 해양관측에서의 공통적 지표 선정/ 관측자료 교류를 위해 중남미 데이터 센터



- 39 -

설립 제안/ 국제기구 표준에 맞춘 자료 정보교환에 대한 자료 분석, 모니터링

자료에 대한 협력 및 조율/ 이동연수팀(TF) 구성하여 이동식 교육(이동교육강

좌 및 기관방문교육) 수행

CPPS: 정보 및 자료 수집 분석을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 다자간 프로젝트의 경우 센

터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면 함/ 기후변화 대응, 태평양 연안에 미치는 연구

에 대한 프로토콜 구축/ 연수프로그램 정비 제안

OSPESCA: 소규모 어업인으로부터 자료 수집/ 기후변동과 수산자원량간의 상관관계 규명/

정보 배포/ 센터의 사업(특히 기후변화 프로젝트)에 OSPESCA 포함시킴/ 자료

수집 프로토콜 인증/ 능력배양 제안

-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에 BID 등 여러기관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

○ 총평

- 해양관측을 페루 이외의 다른 지역(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수산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함

- 영세어민 등의 지역공동체에 파고, 기후변화, 오염 등의 자료 배포를 통해 직접 기여하는 것

이 필요함

- 후속 조치로서 중남미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후 변화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

졌으면 함(젊은 과학자 포함)

- 센터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때 미리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나라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고려

하기 바람

② 2015년 한 중남미 해양수산 포럼 지원

○ 일시 및 장소: 2015.10.28, Delfines Hotel(페루 리마)

○ 참석자: 페루 생산부(PRODUCE), 페루해양연구소(IMARPE), 남태평양협의체(CPPS), 중앙아

메리카수산양식기구(OSPESCA), 페루 까야오국립대학교(UNAC), 칠레 콘셉시온대학교 통합

양식센터 관계자 등 70여명(총 5개 국가, 6개 국제기구 및 수산업계 참석)

○ 후원: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 주요세션

- 세션1: 한국 수산업의 현재와 미래, 양식의 해외진출과 필요조건, KMI- UNAC 공동연구 중

간보고 등

- 세션2: 페루의 수산정책과 규제, 페루 해양현황 및 연구센터 운영경험 소개, 기후변화 및 이

에 따른 중앙아메리카 수산업과 양식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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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부경대 장영수 교수, Francisco ARIAS 콜롬비아 해양연구소장, 김현영 KIOST 국제협

력부장, 김철희 Kotra 리마무역관장

○ 주요발표내용

- 한국 수산업(KMI 류정곤 선임연구원)의 현재와 미래 : 한국 수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설명하고

글로벌 경제, 기후변화, 새로운 수요패턴, 기술발전, 소비자의 가치 등 주요 메가트렌드를 중심

으로 한국 수산업의 발전방향 소개

- 양식의 해외진출과 필요성((주)블루젠 코리아 이우재 대표) : 페루에서 양식업을 성공시키기 위

한 주요 요건(어종 선택, 인프라 구축)을 노르웨이 연어양식과 틸라피아 양식 사례를 통해 설

명

- State of the Fishery, Ocean, Sea port logistics industry and Future Plan for cooperation in

PERU(UNAC Jorge Saluero 교수) : 현재 KMI- UNAC가 공동으로 진행중인 연구내용을 페

루의 수산분야, 해양분야, 항만 물류분야를 중심으로 소개

- 페루의 수산정책과 규제(페루생산부 Yasenaie Cedeo 박사) : 페루의 수산업(어종)에 대한 소개

및 어획활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규제에 대해 설명

- 페루 해양 현황 및 연구센터 운영경험 소개(Raul Castillo 소장) : 중남미지역 해양수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현황과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 소개

-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중앙아메리카 수산업과 양식업(OSPESCA Antonio Porras 의장) :

OSPESCA는 중남미 지역 수산업 및 양식업 관련 조직으로 전 중남미지역을 관리하며, 현재

중남미 지역은 기후변화 문제로 생물다양성의 손실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엘리뇨와 같은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DB화하여 많은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이를 제

공하고 있다고 설명

- 지역협력을 위한 허브(CPPS Marcelo Nilo 박사) : CPPS는 지역 국가간 이익조정의 역할을 담

당하고 있으며 보존과 관리라는 2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불법어업과 기후변화에 관련한 연구

를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

- 수산관리 : 복잡한 사회생태학적인 시스템(칠레 콘셉시온 통합양식센터 Renato Andres 소장) :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수산관리의 주요 실패요인으로 불안

정한 데이터, 경제적 부조합, 연구중심의 관점 등을 지적함

라) 공동연구과제 개발 및 수행지원

① ‘엘니뇨와 한반도 기후에 관한 워크숍’ 참석 및 엘니뇨 대응 ODA 사업 협의

○ 일시 및 장소: 2015.10.6., KIOST 이사부 회의실

○ 참석자: Dimitri Gutierrez, Cecilia Pena(IMARPE) 등 국내 외 초청 전문가 및 원내관계자 등

72명

○ 발표자

- 센터 관계자: 신창웅(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공동소장)

- 페루측: Dimitri Gutierrez, Cecilia Pena(페루해양연구소)

○ 목적: 엘니뇨에 대한 이해와 예측을 위한 연구 방향 논의, 페루 전문가와 엘니뇨 대응 ODA

협의 및 의견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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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니뇨와 한반도 기후에 관한 국제 워크숍 프로그램 >

< 주요 발표자료: Impacts on El Niño on Peruvian Economy and the prevention role of the 

Multisectoral El Niño Committee(ENFEM)(발표자: Dimitri Gutierrez) >

< 주요 발표자료: El Niño event and its impact on Peruvian fishery(발표자: Cecilia Peña) >

② 제5차 한-페루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2016.5.12., 페루 외교부 회의실

○ 참석자: 신창웅 공동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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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의제

- 2015년 한-페루 정상회담 평가

- 교역활성화 및 우리기업 투자확대

- 개발협력 (※ ‘해양기후관측역량강화 사업’ 안건 포함)

- 과학기술, 방산, 보건의료, 전자정부, 교육, 세관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 양자 협정

- 국제무대 협력

○ 지원사항

- 페루 ODA 사업 점검 위한 기초자료 및 자문제공

③ ‘기후변화: 도시와 환경’ 학술대회 공동개최

○ 일시 및 장소: 2016.6.23.(목), 연세대 광복관 및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자: 이재학(한국해양과학기술원), Ivonne Montes(페루지구물리연구소) 외 국내외전문가

20여명

○ 주요세션

- 세션1: 기후변화 대응과 향후과제

- 세션2: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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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과 산업

< 2016 기후변화와 도시환경 국내학술대회 프로그램 >

< 2016 기후변화와 도시환경 국내학술대회 >

< 페루지구물리연구소(IGP)관계자(Ivonne Montes Torres) 발표: 지역 해양-대기 상호작용 및 영향 >

④ 한 중남미 해양수산 포럼 지원

○ 2015년 제1회 한 중남미 해양수산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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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2015.10.28, Delfines Hotel(페루 리마)

- 참석자: 페루 생산부(PRODUCE), 페루해양연구소(IMARPE), 남태평양협의체(CPPS), 중앙아

메리카수산양식기구(OSPESCA), 페루 까야오국립대학교(UNAC), 칠레 콘셉시온대학

교 통합양식센터 관계자 등 70여명(총 5개 국가, 6개 국제기구 및 수산업계 참석)

- 주요 지원사항: 중남미 발표자 섭외 및 행사 지원, 센터 활동 홍보

- 주요세션

세션1: 한국 수산업의 현재와 미래, 양식의 해외진출과 필요조건, KMI- UNAC 공동연구 중

간보고 등

세션2: 페루의 수산정책과 규제, 페루 해양현황 및 한 중남미센터 운영경험 소개,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중앙아메리카 수산업과 양식업 등

토론: 부경대 장영수 교수, Francisco ARIAS 콜롬비아 해양연구소장, 김현영 KIOST 국제

협력부장, 김철희 Kotra 리마무역관장

○ 제2회 한중남미 수산포럼 지원

- 일시 및 장소: 2016.7.21, Delfines Hotel(페루 리마)

- 주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하에서의 한 페루 수산협력방안 논의

- 참석자: 한국 및 중남미 수산분야 산학연 관계자

- 주요 의제: 페루 신정부 해양수산정책, 한국양식정책 및 기술개발 현황, 페루 어류생산기술

다각화 방안

⑤ 한 페루 지역경제협력 세미나 지원

○ 목적

- 2016년 중남미 핵심국과의 지역경제협력사업 관련, 페루 남부 지방정부(Arequipa, Tacna,

Moquegua, Puno, Cusco 등)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의 페루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추진방법

- 페루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한 페루 지역경제 협력 세미나를 개최, 페루측이 요청한 협력 분

야를 중심으로 양측간 협력제고 방안 논의

○ 주최: 주페루한국대사관, Tacna 주정부

○ 일시 및 장소: 2016. 7.15(금), Tacna 주정부 소재 호텔

○ 주제: 한 페루 지역경제협력 강화 (산업/과학/수산업을 중심으로)

○ 참석자: 페루 남부지방(Arequipa 등 8개 주) 주지사/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전문가 등 100여명

⑥ 국제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한 On-line Survey 지원

○ 조사 일시: 2016.6.22.~7.23

○ 목적: 한국에서 기획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대상 “국제해양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

한 의견 수집

○ 조사내용: 국제해양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잠재적인 수혜자들의 수요 및 요구사항 조사

○ 대상자: 개발도상국 내 해양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 연구자, 기술자, 교사, 공무

원, NGO 단체 및 개인

○ 주요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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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 사업 개발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센터의 중남미 네트워크(페루를 비롯한 중남미

자문위원)를 통하여 협조를 구함(2016.6.29.)

< 국제교육프로그램 관련 온라인 설문 조사 >

⑦ 해외생물자원개발 사업 책임자 페루 방문 지원 논의

○ 일시 및 장소: 2016.5.12., IMARPE

○ 참석자

- KIOST: 이희승, 석봉출, 신창웅, 이정현

- IMARPE: Germán Vásquez-Solís 원장, Carla Aguilar Samanamud 부원장, Carmen

Yamashiro Guinoza 저서생물부장 외 2명

○ 목적: 생물다양성연구 페루측 파트너 물색

○ 주요결과

- 페루해양연구소(IMARPE) Patricia Carbajal Enzian 박사 지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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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가) 한·페루간 공동연구 수행

① 페루 북부 연안 변동성 연구

○ 2차 유지보수 및 자료 획득(2015.11.)

- 관측기간: 2015년 5월 22일부터 2015년 11월 16일 (174일)

- 참여자: 신창웅, 김동국(KIOST), Dimitri Gutierrez 외 5인(IMARPE)

- 페루측 참여범위: 장비 유지보수 출장 전반적인 일정 조율, 자료획득 및 자료분석에 공동연

구자 참여

- 자료획득: 수심별 수온, 수심 10 m의 수온과 염분, 4 m 간격의 유속

- 정비사항: 부착생물 제거 및 Thermistor chain, ADCP battery 교체

< Thermistor chain > < Microcat 회수 > < ADCP 2차 재계류 >

○ 미국지구물리학회(2015 AGU Fall Meeting) 참석 및 논문발표

- 일시 및 장소: 2015.12.14.~12.18

- 참석자: 신창웅(KIOST), Dimitri Gutierrez(IMARPE)

- 발표제목: Results of monitoring of Equatorial Front at the northern Peruvian coastal site

since December 2014(저자: 신창웅, Dimitri Gutierrez)

- 페루 북부해역에서 수집한 1, 2차 수온, 염분, 유속 자료를 분석 연구결과 발표: 남서 방향

의 유속이 강하게 흐른 다음 약 20일 후에 저층까지 수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인은

적도에서 연안을 타고 전파하는 켈빈파의 영향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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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of monitoring of Equatorial Front at the northern Peruvian coastal 

site since December 2014 >

○ 3차 유지보수 및 자료 획득(2016.5.)

- 관측기간: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6년 5월 27일 (193일)

- 참여자: 신창웅(KIOST), Dimitri Gutierrez(IMARPE)

- 자료획득: 수심별 수온(12월 31일까지), 4 m 간격의 유속(193일)

- 정비사항: 부착생물 제거 후 ADCP 재계류

- 특이사항: Thermistor chain과 Microcat을 부착한 로프 및 케이블 전단되어 장비 손망실

< 절단 TP cable과 Microcat 부착 로프 > < 3차 유지보수를 위한 ADCP 회수 >

○ 향후계획

- 페루 UPCH 대학 석사과정 논문에 활용

- OceanSITES에 지연모드 정점으로 등록 추진

- AGU 발표 내용 학술논문으로 발표

- 특정의향서 협약기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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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페루산 넙치 Paralichthys adspersus 번식 및 양식연구

○ KIOST-IMARPE 간 ‘유용생물자원 탐색 및 생산성 향상 연구’ 일환으로 ‘한·페루산 넙치

Paralichthys adspersus 번식 및 양식연구‘에 대한 특정의향서 체결(2015.12.9)

- 책임자: 강문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Lili Carrera (IMARPE)

- 연구목적: 페루산 넙치 Paralichthys adspersus 유생단계이후 번식능력 개선 및 최적화 기술

응용

- 연구기간: 2015.12.9.~2017.12.8.(2년)

- 예산: 207,367,200원/2년 (한국), 242,760,000원/2년 (페루) ※ In-kind contribution 포함

- 주요내용

페루측 과학자 양식기술 습득

습득한 양식기술을 Paralichthys adspersus에 적용

< KIOST-IMARPE 간 양식기술자 특정협약서 >

○ 페루해양연구소(IMARPE)와 양식기술교육훈련 관련 협의

- 일시 및 장소: 2016.5.18.(수), 페루해양연구소(IMARPE)

- 참석자: 페루해양연구소(IMARPE)원장 및 부원장, 정재관 사무관(해양수산부), 김현영, 강문

수, 김경진(KIOST), 신창웅(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 제주양식산업 현실과 발전방안 발표

발표자: 강문수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소장

참석자: 페루 넙치 양식전문가 20명

제주 육상 양식시설 및 육상 종묘생산시설 및 품종별(넙치 등 어류, 전복 및 해삼) 육상양식

시설 현황 소개, 발전방안 제안

- 교육훈련 주요 내용 및 일정 협의



- 49 -

< 페루해양연구소(IMARPE)와 양식교육훈련 협의 >

○ 종묘생산 양식 매뉴얼 완성(2016.7.)

< 양식 매뉴얼-종묘생산 >

○ 한국 양식전문가 페루 방문 및 세미나 개최

- 일시: 2016. 7. 12-15.

- 장소 및 대상: IMARPE(리마 본원 및 분소 양식분야 전문가), Paita(IMARPE 북부 해역 분

소 및 국립대학), Tacna(페루 남부지역 전문가), 리마 수산엔지니어링 협회(민

간양식분야 전문가)

- 참석자: 강도형 박사(KIOST)

- 발표주제

주제1: 한국 양식 산업의 발달: 현재와 미래

주제2: 한국의 넙치 양식 발달

- 목적: 한국의 양식 기술 소개 및 페루 양식기술 자문

- 공동연구기관 주요 활동내역: IMARPE 측에서 교육대상 페루전문가들의 초청 및 섭외, 현지

기관과 일정 협의 및 세미나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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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마 수산엔지니어링 협회 수산관련 국제컨퍼런스 홍보 포스터 >

나)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① 피우라 지방정부 방문 및 ODA 사업 협력 논의

○ 일시 및 장소: 2015.11.10., 페루 피우라 지방정부 회의실

○ 참석자

- 센터 관계자: 신창웅, 강성지, Raul Castillo, Luis Diaz

- 대사관 관계자: 홍승인 공사참사관, 이유리 조사역

- Reynaldo Hilbck 피우라 지사 및 정부관계자 다수

○ 주요 내용

- 한·중남미센터 소개 및 ‘페루 해양변동성과 엘니뇨 관측 역량강화 사업’ 발표

- 피우라 지방정부 관계자: 현재까지 지역 내에서 엘니뇨현상이 미친 영향력과 2015-2016년

엘니뇨 발생에 대응한 정부의 모니터링 및 예방 활동 발표

< 피우라 지방정부 방문 및 ODA 사업 협력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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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ynaldo Hilbck 지사는 ODA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함

② FONDEPES (Fondo Nacional de Desarrollo Pesquer) Paita 방문

○ 일시 및 장소: 2015.11.10., 페루 Paita 소재 FONDEPES 회의실

○ 참석자

- 센터관계자: 신창웅, Carlos Raul Castillo Rojas

- FONDEPES 관계자: Freddy William Castillo Palacios(지역 조정관), Carlos Enrique

Requena Suyon(훈련전문가), Juan Gabriel Rivera Casamayo(기획․예산부장)

○ 주요내용

- 차기 ODA 사업의 일환으로 FONDEPES 내에 기상측정 장치(안테나) 설치를 위한 상태 조사

- FONDEPES 측에서 한국과 협력 가능성을 표하였으며 특히 훈련, 혁신, 안전 그리고 생산

분야에 관심을 표현하였음

< FONDEPES Paita 방문 >

③ IMARPE Paita 분소 방문

○ 일시 및 장소: 2015.11.10., IMARPE Paita 분소

○ 참석자

- 센터관계자: 신창웅, Carlos Raul Castillo Rojas(공동소장)

- IMARPE 관계자: Edward Barriga Rivera(Paita 분소 소장)

○ 목적: 시설, 인프라, 수행되고 있는 연구활동 현황 조사

○ 주요 결과

- 원양, 심해, 연안어업, 생물측정방식과 수산 생물 샘플링 작업을 기반으로 무척추동물을 추

적, Mancora, Talara, Paita, Las Delicias, Parchique와 Puerto Rico의 어업정보를 기록, 분

석. 주요 분석 어종은 대구, 오징어, 안초비, 가리비임

- Paita와 Sechura 지역의 해양 조건을 모니터링, 월별, 분기 별, 반기 및 연간 보고함. 중요한

모니터링 정보는 첨단장비를 갖춘 Callao 본원에 실시간으로 전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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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RPE Paita 분소 방문 >

④ 페루지구물리연구소(IGP) 방문 및 기후변화 관련 연구 파악

○ 일시 및 장소: 2016.1.15., 페루지구물리연구소(IGP)

○ 참석자: 신창웅, Raul Castillo, Luis Diaz

○ 목적: IGP의 현황과 기후변화 관련연구 파악

○ 현황

- 기후연구

대기 및 수권연구부에서 담당

ENFEN 회의 주관: 2015년 3월부터 1년간

해양관측장비 및 시설은 없고 공개된 자료와 모델 결과 활용

1월 중에 cluster (20 nodes, 20 Terra Flops, 예산 약 2백만불)구축 완료

⑤ 페루생산기술연구소(ITP) 현황 파악

○ 일시 및 장소: 2016.3.14., 페루 생산기술연구소(ITP)

○ 참석자: 신창웅, Raul Castillo, Luis Diaz

○ 목적: ITP의 기능과 해양과학기술 협력 분야 파악

○ 페루생산기술연구소(ITP) 개요

- 페루생산부(PRODUCE) 산하 연구소

- 페루생산부와 한국의 생산기술연구소는 2015년도에 MOU를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음

< 페루 생산기술연구소(ITP)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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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해양분야에서의 한 페루간 협력방안 논의

○ 일시 및 장소: 2016.5.16.(월), 주페루한국대사관

○ 참석자: 장근호 주페루한국대사, 정재관 사무관(해양수산부), 김현영, 김경진, 강문수(KIOST),

신창웅 센터 소장

○ 주요 면담내용

- KMI 주관 세미나(2016.7. 페루)에 양식 관련 한국과학자(KIOST)를 초청하기로 함

- 따끄나주지사 일행 6월 한국 방문 시 KIOST의 제주센터 방문 예정, KIOST에서 적극 협조

하기로 함

- 페루 현지 투자를 받을 경우 한국 광어알 수입 가능성 언급

- 주페루한국대사가 한국과학자(젊은 과학자)를 페루로 파견, 페루 현안문제 공동연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해수부에서 적극 추진키로 함

- KOICA 페루 해양기후변동 관측역량강화사업 2단계 수행 시 CPPS(에콰도르, 칠레, 콜롬비

아, 페루) 참여방안을 검토키로 함

- KOICA 사업 이외에도 해양수산분야 연구 확대 필요성 공감

- 2016년 10월 한중남미 워크숍 개최 시, 산업계 인사 의견 수렴을 위한 별도의 섹션 개최 요

청하였으며, 해수부에서 적극 반영키로 함

- 페루와의 협력활동에 한국 해양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16

년 10월 한국에서 KIOST KMI 공동으로 한중남미 워크숍을 개최예정임을 설명함

< 주페루한국대사관 방문 >

⑦ 페루수로 항로국(DHN) 방문 및 현황 파악

○ 일시 및 장소: 2016.5.18.(수), 페루 수로 항로국(DHN)

○ 참석자: 정재관 사무관(해양수산부), 김현영, 강문수, 김경진(KIOST), 신창웅(한 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 쓰나미부

페루 지구물리연구소(IGP)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페루국가시스템을 통해서 경보함

18개의 조위 관측지점이 있으며, 2016년 일본으로부터 8개의 조위관측장비를 제공받아 운용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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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페루 Tacna 주정부관계자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 지원센터 방문

○ 일시 및 장소: 2016.07.01.(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 지원센터

○ 방문자: 오마르 히메네스 플로레스(Tacna 주지사), 호르헤 오르띠스 파우첵(경제개발국장), 엔

리께 알다베(주지사 기술자문관), 이우현(통역)

※ 수행: 강도형, 김경진, 김새슬(KIOST)

○ 주요 활동

- KIOST 및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 지원센터 소개

- 제주 양식현황 조사

- 양식센터 및 양식장 방문

Tacna 주지사 및 일행 제주센터 및 양식시설 방문

○ 후속조치

- Tacna정부와 한국 양식기술이전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

⑨ 페루 Tacna 대학, 지방정부와 센터 간의 해양과학 협력

○ 일시 및 장소: 2016.6.30., Tacna 국립대학

○ 방문자: 신창웅, Raul Castillo 공동소장

○ 목적: 2005년 6월 페루 Tacna 대학방문 후속 조치로 한국 양식기술 이전과 학위 과정 관련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논의

3) 중남미 해양과학기술이전

가) 중남미 과학자 대상 능력배양 실시

① KOICA 페루 해양기후변동 관측역량강화 사업

○ 개요

- 사업기간: 2016-2019(4년)

- 사업금액: 700만불

- 사업목적: 페루 연안 해양수온 측정을 통한 엘니뇨현상 관측 및 대응역량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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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해양기후 관측 기자재 지원, 데이터 처리센터 구축, 역량 강화, 사업관리 및 기타

○ 추진경과

- KOICA 사업 선정(2015.12.)

- 외교부, 공공협력기관으로 KIOST 선정(2015.12.)

- KIOST-IMARPE간 KOICA 사업 추진 협의(2016.5.18. IMARPE)

IMARPE측에서 KOICA 사업수행을 위해 ‘모니터링센터’ 공간(약 3모듈정도)을 마련하였으

며 KOICA 사업 개시를 계기로 기자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음

한국측에서 프로젝트개요 발표를 희망하였으며 한국측도 적극 협력키로 함.

- 심층기획조사 (2016.5.-7.)

목적: 구체적 사업 범위, 한국-페루 양측간 분담사항, 사업 세부 추진계획, 전략 및 일정, 사

업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방안

주요 조사 일정: 장비 및 통신 분야(2016. 5. 20-25), 자료 관리 및 모니터링, 역량강화 분야

(2016.7.4.-8)

○ 향후 사업 추진 일정

- 2016. 7 : 기획조사 완료 및 결과 보고

- 2016. 8 : 협의의사록 서명(KOICA 사무소, 수원기관간)

- 2016. 10 : 공공협력사업 약정 체결 의뢰(KOICA 본부-KIOST 본원)

- 2016. 11 : 공공협력사업 약정 체결

② 페루산 넙치 Paralichthys adspersus의 번식 및 양식

○ 추진현황

- KIOST-IMARPE 간 ‘유용생물자원 탐색 및 생산성 향상 연구’의 일환으로 ‘한·페루 산 넙

치 Paralichthys adspersus 번식 및 양식연구‘에 대한 특정의향서 체결(2015.12.9.)

- IMARPE 양식전문가의 교육훈련을 위한 한국 파견 계획 수립(2016.2.)

- IMARPE 이사회에 교육훈련 계획 제출 및 승인(2016.5.)

- 페루 생산부에서 교육훈련계획 반송(2016.5.)

사유: 페루 법률에 따라 아시아 출장 체재비 기준(500불/일)에 어긋남

< IMARPE 측 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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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묘 생산 양식 메뉴얼 완성(2016.7.)

○ 한국양식전문가를 페루에 파견하여 양식교육프로그램 진행(2016.7.)

- 일시 및 장소: 2016.7.12.-7.15, 페루해양연구소(IMARPE) 및 피우라 국립대학, 따끄나 지방정

부, 엔지니어 협회 등

- 참석자: 강도형(한국해양과학기술원), 양준봉(하나원수산)

- 발표주제

주제1: 한국 양식 산업의 발달: 현재와 미래(강도형)

주제2: 한국의 넙치 양식 발달(양준봉)

③ 해수취수 필터링 시스템 관련 인프라 개선사업

○ 개요

- 책임자: 강문수(한국), Maria Elena Jacinto(페루)

- 협약 주요내용

목적: IMARPE 해수취수필터링시스템 현대화

한국측: 해수취수필터링시스템 설계 및 공사 자문

페루측: 해수취수필터링시스템에 필요한 장비 구입, 공사비 제공

페루측에서 공사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기술자문 시행

○ 추진경과 및 현황

- 엘니뇨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로 예산 미확보

- 제3회 한 페루운영위원회에서 IMARPE에서 2017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기로 함

(2016.5.)

< 해수취수공급 및 필터링 시스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지연사유서(IMAR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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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년도(2016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한․중남미 지역간 협력활동 활성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

(천원)
수행기관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협력 

플랫폼 구축

• 한중남미 간 해양 정보 제공 및 센터 활동 
홍보 

  - 센터 홈페이지에 센터 활동 및 해양 정보 
제공

  - 센터 활동 월간 보고
  - 분기별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 성과보고서 배포 

60,000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 이슈 발굴 및 의사결
정 지원

  - 한․페루 운영위원회 개최
  -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심포지움 

및 자문위원회 개최와 이를 통한 수요자 
니즈에 기반을 둔 통합 이슈/연구주제 리
스트 도출

  - 공동연구과제 개발 및 수행 지원

110,000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페루해양연구소

(IMARPE)

현지 수요 기반 

협력과제 

발굴‧추진‧수행 지원

• 한·페루간 협력과제 수행 지원
  - 페루 북부 연안 변동성 연구
  - 생물자원 개발 연구

45,000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페루해양연구소

(IMARPE)

• 중남미 지역 국제기구와의 협력과제 수행 
  - CPPS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관

측현황 및  데이터 격차 
30,000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남동태평양

협의체(CPPS)

•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 공동연구과제 기반/수행을 MOU/협약서 체

결
  - 기후변화/생물자원 관련 공동연구과제 발

굴 및 추진
  - 기타 중남미 지역과의 공동연구 추진

30,000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 중남미 과학자 대상 능력배양 실시
  - 교육훈련을 통한 페루 과학자 능력배양
  - KOICA 페루 해양기후변동성 관측역량강화

사업 지원 

10,000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1)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협력플랫폼 구축

가) 한중남미 간 해양 정보 제공 및 센터 활동 홍보

① 센터 월간 업무보고 및 최신동향 발간

○ 제공횟수: 2016.8.~2017.2, 총 7회

○ 주요내용: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주요 활동 및 중남미지역 해양 관련 최

신 정보 중 일부 주요내용 분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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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센터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 발송횟수: 2016.8., 10., 12., 2017.2. 총 4회

○ 배포처: 외교부, 해양수산부, 코이카, 해양관련기관 중남미 관계자(12명), 중남미관련 학회 및

기관(총 361명), 한국해양학회(회원수 약 1400명)

○ 주요내용: 한국과 중남미 지역의 뉴스, 미디어,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해양이슈 선별을 통해

주요 내용을 요약,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한국, 페루, 중남미지

역으로 분류하여 제공



- 59 -

③ 홈페이지 운영: 한·중남미 지역 해양 정보 업로드

○ 한국 및 중남미 해양소식(한국 15건, 중남미 46건, 스페인어 페이지 게시물수 포함), 센터 뉴

스레터 8건(스페인어 페이지 포함), 센터소식, 주요행사, 보고서 37건 총 106건 정보 업로드

○ 방문자수: 1039명(2017.5.8. 기준)

○ 홈페이지 주소: kope-lar.org

④ 페루 경제산업에너지 동향에 해양수산분야 뉴스 제공

 ○ 제공기간 및 횟수: 2016.8.1.~현재, 총 40회

 ○ 주요내용: 주페루한국대사관의 ‘페루 경제산업 정보’에 해양수산 뉴스를 매주 제공



- 60 -

나)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이슈 발굴 및 의사결정 지원

① 제4회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7.3.27.(월), 페루생산부(페루 리마)

○ 참석자

- 한국 측 대표: 정재관 사무관(해양수산부), 정회수, 김경진, 권주안, 김새슬(KIOST)

- 페루 측 대표: Alfredo Mesinas 생산부 차관 보좌관, Iván Fernández 수산양식정책부 부장,

Rossy Yesenia Chumbe 모니터링 평가부 부장(PRODUCE), Luis Alberto

Vasquez Espinoza 물리해양연구부장, Jorge Alfredo Flores Mego 양식부장

(IMARPE)

- 센터 측: 전동철 소장, Raul Castillo 소장, 이정현(KOPE-LAR)

○ 주요결과

- 2016~2017년도 센터 주요활동 실적 검토/승인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 연구사업: 3년 연장 합의

페루 생물자원개발 사업: 2년 연장 합의

IMARPE 해수취수처리 시스템 현대화 사업: IMARPE 측 예산 확보되면 수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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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이행검토

KIOST와 IMARPE가 협의하여 센터 운영지침을 마련, 페루생산부와 한국해양수산부 검토

하여 최종 승인예정

- 센터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② 제3차 한 중남미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국제심포지엄 개최

○ 일시 및 장소: 10.18(화)~19(수), 신라스테이 제주

○ 주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GCC-KOLAC),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KOPE-LAR)

○ 참석자: 한국과 중남미 지역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한 중남미 해양과학기술 자문위원, 해양

관련 전문가 총 40여명(발표자 19명(중남미 전문가 6인))

○ 주요내용

- 한국과 중남미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 관련 연구현황 공유

- 한 중남미 지역간 기후변화 관련 협력사업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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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5차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자문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10.19(수), 신라스테이 제주

○ 참석자: 센터 공동소장, 한 중남미 자문위원 등 관계자 21명

○ 주요내용

- 센터 추진/수행사업 주요 추진사항 공유

2015-2016 엘니뇨 관측 및 영향 워크숍(2016.7.18.-19, 페루 피우라) 결과 보고

- 한 중남미 지역 간 기후변화 관련 협력사업 발굴 추진

CPPS: Pilot project initiative- CPPS지역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관측 현황 및

데이터 격차 파악

에콰도르: 해양산성화, 무어링 관측, 연안공동체 및 기후변화(엘리뇨, 라니냐 변화에 대한 사

전적응),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종 피해에 따른 에콰도르 국민 복원력(resilience)

구축, 이와 관련한 기술적 과학적 지원, 해양연안연구에 특화된 훈련활동, 기후변

화 관련 경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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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수산양식분야에서의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네트

워크 및 모니터링 역랑 강화 필요

KIOST: ‘적도태평양지역 연안 엘니뇨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제안

- 중남미지역에서의 해양 데이터 교환 및 정보 수집을 위한 프로토콜 및 표준화 개발 필요성

공감

   

④ 2012-2017 한중남미간 해양협력이슈 주제 리스트 도출

○ 개요: 양자간 회의 및 세미나, 기관방문을 통한 협력이슈(도전과제) 도출, 한 중남미해양과학

기술전문가 국제심포지움, 중남미해양관측포럼,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

센터 자문위원회 등의 자료를 기반

○ 주요 협력이슈

- 지속가능한 해양생물자원 개발(11), 기후변화(24), 해양에너지(4), 생명공학(3), 해양환경보존

(2), 해양연구인프라개선(3), 총 47개 협력주제가 도출되었으며, 14개의 주제가 사업화되거나

협력과제로 추진중*

협력분야 주제

1.지속가능한 
해양생물자원

개발

1-1.해양생물다
양성 

① 생물다양성 조사(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② 해양생물다양성‧생태계 보존(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아르헨티나)

③ 생물종 개발 및 질병관리(페루)

1-2.수산‧양식

① 페루넙치 재생산(양식기술개발)(페루)

② 지속가능한 양식기술개발(OSPESCA, OLDPESCA, 페루, 에콰도르, 칠레)

③ 바다목장 건설(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④ 생태계접근을 통한 수산관리 활동계획 수립(OLDPESCA)

⑤ 수산자원량 평가기법 향상(페루)

⑥ 양식에서의 단계별 치료를 통한 비브리오패혈균 및 병원성 세균통제(페

루)

⑦ 지역적 수산업에서의 에너지효율 연구(OLDPESCA)

⑧ 영세수산업의 수산‧양식생산량 부가가치 증대(칠레)

2.기후변화
2-1.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① 기후변화 모델링 역량 강화(페루 기후변화변동성 예측역량 강화사업 포

함,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 한‧중남미간 해양과학기술 협력분야 및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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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된 주제 혹은 과제는 하나로 통합하였으며, 굵은 글씨는 사업화되거나 협력과제로 추진중인 과제

○ 협력주제가 사업화 혹은 구체적으로 추진된 과제

- 한국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경우: 2-1-①, 2-1-③, 4-①

예측

②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 연구(페루)

③ CPPS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관측 현황 및 정보격차 파악

(CPPS, 한국)

④ 해양관측 자료 및 정보 표준화, 교환(페루, 콜롬비아, 칠레, CPPS, 아르

헨티나, 한‧중남미자문위원회) 

⑤ 콜롬비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연안용승 연구(콜롬비아)

⑥ 해양관측 자료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질 통제(CPPS)

⑦ 해양관측 네트워크 확대(에콰도르, 칠레,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

⑧ 원격탐사를 통한 해양관측시스템(아르헨티나)

⑨ 표층엽록체 위성 이미지 판독(에콰도르)

⑩ 부이를 통한 ENSO 관측시스템(페루)

⑪ 위성탐사기술 역량강화(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페루)

⑫ 체계적인 기후정보 수집(아르헨티나)

⑬ 적도태평양 연안엘리뇨 조기경보 모니터링 시스템(한국)

⑭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해역을 포함한 동서 열대 태평양의 원격 상관

성 연구(한국,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2-2. 기후변화 
영향 및 저감, 

적응

① 기후변화로 인한 페루 엔초비 어분생산변화와 국제어분가격에 미치는 영

향분석(한국, 페루)

② 기후변화에 따른 소규모어업‧양식에 미치는 영향(OSPESCA(중미), 칠레)

③ 연안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수단설계(에콰도르, 콜롬비

아)

④ 대도시에서의 오염감축(아르헨티나)

⑤ 연안공동체와 기후변화(엘리뇨‧라니냐에 대한 사전적응)(에콰도르)

⑥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종 피해에 따른 에콰도르 국민복원력 구축(에콰도

르)

⑦ 수산양식분야에서의 기후변화 영향 파악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차원에

서의 네트워크 및 모니터링 역량 강화(칠레)

⑧ 수산‧양식활동에서의 지역적 기후변화의 평가, 감축을 위한 모니터링

(OSPESCA)

⑨ 해양산성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생지화학프로세스 연구(콜롬비아)

⑩ 기후변화 영향 관련 생태계, 수산업, 육지활용의 악화 파악(콜롬비아)

3.해양에너지

① 온도차 발전(도미니카공화국)

② 에너지 개발 위한 해조류 연구(페루)

③ 조력, 조류에너지 개발(칠레, 아르헨티나)

④ 해양심층수 개발 및 응용(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4.생명공학

① 카리브해 해양생물대상 생리활성 유용물질 목록(콜롬비아, 한국)

② 페루 해양갑각류 산업화(페루 홍게 유용물질 추출 및 상품화 기술이전)

③ 해양생명공학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전략개발(콜롬비아)

5.해양환경 
보존

① 해양관리에서의 정책입안(페루)

② 해양오염관리(콜롬비아, 페루)

6.연구인프라(
시설) 개선

① 해수취수필터링 시스템 리모델링(페루)

② 해수양식 훈련 및 생산센터 설립‧운영(한국)

③ 콜롬비아 데이터센터 설립(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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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측에서 제안한 과제에 대해 한국측이 공통관심을 표명하고, 예산을 확보한 경우*:   

1-2-①, 2-1-②, 1-1-①, 2-1-④

* 중남미측에서도 예산과 인력을 투입

* 큰 규모의 사업보다 소규모의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

- ODA사업 아이템으로 발굴, 양측이 서로 협력하여 추진한 경우:2-1-①, 3-①, 6-②

- 전략적으로 중남미측 수요에 맞춰 추진한 경우: 1-2-①, 1-2-⑤

- 한 중남미 해양과학기술전문가 국제심포지움, 자문위원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수요

이며, 장기적으로 한국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 2-1-④, 2-1-⑥

- 중남미측에서 요구하고 우리나라 민간기업 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4-②, 6-①

○ 협력주제 추진 전략

- 2016년에 수립한 한중남미해양과학기술협력 추진전략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진

2) 현지 수요 기반 협력과제 발굴, 추진 수행 지원

가) 한 페루간 협력과제 수행

① 페루 북부 연안 변동성 연구

㉮ 19회 Pacific Asian Marginal Seas Meeting(PAMS) 참석 및 논문 발표

○ 일시 및 장소: 2017.4.11~13, 한국 제주

○ 행사규모: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이탈리아 등 과학자 약 150여명

○ 발표자: 신창웅 박사

○ 발표제목: 2015-2016 엘니뇨 기간의 페루 북부해역의 수온과 해류의 변동(Variations of

coastal currents and water temperature at the northern Peru during El Niño 2015-2016)

○ 주요내용

- 엘니뇨에 의한 페루북부연안 해역의 수온과 해류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페루 북부해

역 플랫폼에 수온과 유속 관측장비를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계류하여 얻은 자료

를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함

㉯ 2017년 한국해양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

○ 일시 및 장소: 4.18~19, 부산 BEXCO

○ 발표자: 신창웅 박사

○ 발표제목: 2015-16 엘니뇨가 페루북부 해양환경에 미친 영향

○ 주요내용

- 엘리뇨에 따른 Kelvin Wave 변화에 따라 온도, 염분 변화(양의 온도이상이 저층에서 지속)

- 식물플랑크톤 생체량과 종 조성에 변화 발생(정상치의 1/3 수준, 규조류 급격히 감소, 외해종

으로 대체, 적도표층수 유입)

- 엔초비 바이오매스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6년 엘리뇨가 약해지자 다시 증가

㉰ 국제학술지에 투고할 논문 초고 완성

○ 논문 제목: Variations of coastal currents and water temperature at the northern P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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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El Nino 2015-2016

○ 저자: 신창웅 박사(KIOST), Dimitri Gutierrez

나) 중남미 지역 국제기구와의 협력과제 수행

① 남동태평양협의체(CPPS)와의 공동연구

○ 과제명: CPPS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관측 현황 및 데이터 격차

○ 기간: 2016.10.6.-2017.4.5.

○ 협약예산: 30,000,000원(CPPS 15,000USD)

○ 목적

- CPPS(페루,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지역의 해양모니터링 시스템(해양연구 및 제도 포함)

현황 파악

- 기후변화 대응 관련 능력배양프로그램을 위한 해양연구 활동 가이드라인 설계

- 데이터 격차를 메우기 위한 활동계획 권고

○ 추진경과

- CPPS와의 공동연구 협약(2016.10.6.)

- CPPS와의 공동연구 중간 검토회의, 진행상황 공유 및 후속 협력활동 논의(2017.3.24., CPPS

회의실)

- 결과보고서 제출(2017.5.4)

○ 주요 결과

- 기후변화 관련 해양관측 자료 현황

많은 자료가 국가해양자료센터에서 관리

* 대부분의 자료는 NOAA 혹은 세계관측데이터 프로젝트, ECLAC(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IFEN(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tudies of El

Nino Phenomena), CPPS, ERFEN 등 국제기구 프로젝트 결과로 이루어짐

고정부이, 부유부이, 글라이더, CTD를 통한 온도, 염분, 전기전도도, 파고, 해수면 등 측정

크루즈탐사의 경우 해파, 해수온도, 염분, 해류, 화학변수 및 플랑크톤 측정

칠레, 페루가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짧은 관측주기)

CPPS 주관으로 남동태평양 크루즈탐사가 매년 1회(통상적으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시행)

있으며, 관측자료 수집방법(관측지점 및 관측깊이, 관측장비))과 데이터처리(데이터처리 매뉴

얼) 등을 공유하는 워크숍이 사전에 개최됨

- 데이터 격차(Data Gap)

국가별 해양자료데이터센터(NODC)에 해양관측자료가 관리되고 있으나 과거 역사적인 자료

(historical data)와 기관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측 자료 중 NODC에 공유되지 않은 자료가

많음

해양관측지점 및 자료 획득 부분에서 공간적(관측지점), 시간적인 분포(관측시기)가 균일하

지 않음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관측자료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에 반하여 해양관측지점은 감소하고

있거나(콜롬비아, 칠레, 페루), 년도에 따라 극심한 변동을 보임(콜롬비아, 칠레, 페루, 에콰

도르)

- 기후변화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변환

NODC이외의 자료 공유를 위하여 1차 자료가 아닌 통계적 자료 사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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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관측자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내삽 혹은 외삽 등의 통계처리가 필요하여 4개의 국

가가 동일한 통계처리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역사적 자료의 디지털 변환 필요

이와 관련된 전문가 능력배양 필요

- 후속조치(Action Plan)

기후변화 변동성 파악위한 자료처리 관련 전문가워크숍 개최

자료처리 관련 중기프로젝트 수립 및 시행

다) 협력과제 발굴 및 추진

① 한페루 정부간 MOU 체결 추진

○ 추진경과

- 2010년 9월부터 양해각서 개정내용 협의

- 제 2회, 3회 한 페루 운영위원회에서 면대면 협의

- 한국 측 양해각서 사인본 페루 측에 송부(2017.3.)

○ 주요 개정내용

-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변경

- 2010년 체결된 MOU의 한 중남미센터 명칭과 2012년 체결된 ‘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이행약정서’의 센터 명칭 일치: 이행약정서 명칭을 따르기로 함

- 센터 명칭 약칭은 ‘KOPE-LAR’로 일원화

- 재원마련 부분 신설: 협력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양측의 예산 한도내에서 재원을 마련하며,

양측의 재정부담은 개별 협력과제의 특정협력의향서를 통해 결정됨

- 갱신기간: 5년마다 자동갱신으로 수정

② KIOST-콜롬비아 해양연구소(INVEMAR) MOU 체결

○ 체결일: 2016.10.18.

○ 주요내용

- 양기관이 각각 3만불을 부담하는 공동연구 제안서(Marine microorganisms with potential

biological activity)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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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 연구사업’ 협약 연장

○ 배경

- 기존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 연구사업’ 협약기간이 만료되고, KIOST-IMARPE간 공동연구 연장

희망에 따라 제 3,4차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에서 3년간 협약연

장 의결

○ 협약연장방식: 기존 KIOST-IMARPE간 체결한 특정의향서*의 부속서(Addendum)형태로 체결

* 협약기간: 2014.10.부터 2년

○ 부속서 주요 내용

- KIOST에서 모니터링 장비*를 IMARPE에 이관*하고 본 협력사업 수행에 활용

* 장비 유지 및 관리비(보험료 포험)를 IMARPE에서 부담

- 2016.10.28.로부터 3년간 유효

3)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가) 중남미과학자 대상 양식기술 관련 능력배양 실시

① 페루, 에콰도르 한국 친환경양식기술 소개, 현지 양식기술 자문 및 현황 파악

○ 일시 및 장소: 2017.4.17.~23, 페루 리마/에콰도르 과야킬

○ 해당 자문 전문가: 이규태 대표이사(네오엔비즈)

○ 주요 활동

- 한국 친환경양식기술(물사용량 절감, 폐수배출량 저감, 에너지 사용절감, 생산성 향상, 수산물

품질 향상 기술) 소개

- 현지 양식기술 실험장(해수어 먹이생물 배양시설, 양식시설) 방문 및 자문

- 페루, 에콰도르 현지 양식기술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주요 결과

- 페루 해양연구소 먹이생물용 동식물 플랑크톤 배양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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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플랑크톤 배양 시설 동물플랑크톤 배양 시설

기술적 
문제점

Ÿ 식물플랑크톤 대량배양기술 부족

Ÿ 낮은 광도

Ÿ 비효율적 이산화탄소 ⋅공급

Ÿ 낮은 식물플랑크톤 배양 밀도

Ÿ 교차 오염

Ÿ 동물플랑크톤 대량배양기술 부족

Ÿ 소규모 동물플랑크톤 배양 수조

Ÿ 낮은 동물플랑크톤 배양 밀도

Ÿ 낙후된 순환여과장치 및 기술 활용

개선 방향

Ÿ 생산비용절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방안

Ÿ 형광등 또는 LED등 적정 광량 공급 시설

Ÿ 식물플랑크톤 배양 용기 종류 및 크기

Ÿ 이산화탄소 공급 효율 향상 장치

Ÿ 식물플랑크톤 밀도 측정 장치

Ÿ 계대배양 프로토콜 및 교차 오염 방지 프로

토콜

Ÿ 생산비용절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향

상 방안

Ÿ 동물플랑크톤 대량배양장치

Ÿ 고밀도 식물플랑크톤 공급

Ÿ 대량사육을 위한 산소공급 장치

Ÿ 순환여과시스템 이용효율성 검토

Ÿ 계대배양 프로토콜 및 교차 오염 방

지 프로토콜

- 페루해양연구원 해수어 양식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향

기술적 문제점

Ÿ 작은 수조 규모 및 적은 수조 개수
Ÿ 저급 순환여과시설
Ÿ 부화기술 부족
Ÿ 먹이 영양 공급 기술 부족

Ÿ 낮은 친어 관리 밀도
Ÿ 낮은 치어 양성 밀도
Ÿ 긴 양성 기간

개선 방향

Ÿ 생산비용절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방안

Ÿ 부화기술
Ÿ 사료기술
Ÿ 초기 자어 먹이 종류

Ÿ 먹이 공급 기술
Ÿ 어류 성장 속도 개선 기술
Ÿ 수질관리기술
Ÿ 친어, 자어, 치어 관리 프로토콜
Ÿ 질병 예방 및 초기 대응 프로토콜

○ 페루 양식기술 관련 주요 검토의견

- 페루는 자연 수산자원량이 풍부하여 잡는 어업이 주요 산업이고 양식을 중요시하지 않았으

나 최근에는 수산자원 포획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양식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

각은 하지만 이 문제가 시급하거나 진지한 분위기는 아니라고 판단됨.

- 양식산업 정책 결정 부재, 투자 부족, 추진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전국에 2개 정도의 양식

장밖에 없음

- 양식 연구 투자는 수산자원, 해양관측에 비해 후순위여서 페루해양연구원 자체에서 양식 투

자 비용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마련은 상급 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민간은 양식업을 하는 업체가 2개 정도 밖에 안되어 민간협력을 기대하기는 당장은 쉽지 않

을 것으로 보임. 한국업체가 페루 광어 양식에 투자하여 몇 년간 노력하였으나 현재는 사업

을 포기하고 철수한 것을 고려하여 민간 투자사업 실패이유 파악과 대안 마련 필요

- 세미나나 견학 같은 단기적 방법 이외에 중장기적인 접근방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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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공여사업 추진

① 2017 KOICA 카리브지역 무상원조사업 추진

○ 사업명: 기후변화로 인한 카리브 백사장 침식 대응방안 수립

○ 사업기간/사업비: 2017~2018/344만불

○ 주요 내용

- 카리브 국가연합 18개 국가 중 8개국가* 대상 모니터링 기자재 지원, 마스터 플랜 수립 등

해안침식 모니터링 역량 강화

*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트리니다드 토바고, 안티구아 바부다, 그레나다, 자메이카,

파나마

○ 수원기관: 총괄은 ACS(카리브국가연합: Association of Caribean States), 기술담당 쿠바 해양

연구소 및 각국 해양담당기관

○ 배경 및 추진경과

- 2016.6.: 제 7차 ACS(카리브국가연합: Association of Caribean States) 정상회의 계기 외교장

관 지원공약 및 표제사업 발굴

- 2016.10: ACS측으로부터 공식 PCP 접수

- 2016.10.29.~11.1: 심층기획조사 실시: 사업 및 예산(안) 구체화 요청(KIOST 참석, 사업추진

자문)

- 2017.1.: PCP 수정(안) 접수

- 2017.3.: ‘기후변화로 인한 카리브 백사장 침식대응방안 수립사업’조사를 위한 전문가 파견 협

조 요청(KOICA, 2017.3.6.)

- 2017.4.: 사전전문가회의 참석, 사업 개요 발표 및 향후 추진 방향 논의

- 2017.4.22.~30.: 기획조사 실시(자메이카, ACS, KIOST 전문가 참여), KOICA-ACS 협약 체결

○ 향후 계획

- KOICA-KIOST 협약체결(2017.하반기)

- 사업시행(2017.하반기)

② 콜롬비아 해양예보시스템 능력배양사업 추진

○ 사업명: 콜롬비아 해양예보시스템 연구능력 확충사업

○ 사업기간/사업비: 2018~2021년/2,000백만원

○ 목적

- 콜롬비아 연안통합관측 및 예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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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콜롬비아 실시간 해양관측 네트워크 및 해양예보시스템 구축

- 콜롬비아 해양예보전문가 양성

○ 배경 및 추진경과

- 2016.6.: 콜롬비아해양학위원회(CCO)-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간 양해각서 체결

- 2016.7.: 수원국으로부터 원조요청서(PCP) 접수

- 2016.9.: KIOST 콜롬비아 대사 면담

- 2016.9.: CPPS(남동태평양협의체)가 콜롬비아 운영해양예보시스템(COOS)와의 공동협력 의사

를 KIOST에 보내옴

- 2016.10: 콜롬비아 현지방문 조사 및 사업계획서 수립

○ 향후 계획

- 2019년 KOICA 사업 제안서 제출 예정

③ KOICA 페루 해양기후관측 모니터링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사업기간: 2016 ~ 2019 (4년)

○ 사업예산: 7백만불 (USD)

○ 추진경과

- 2014.07.: 사업 제안서 제출

- 2014.11.: 코이카 1차 심의 통과

- 2014.12.: 사업 예비조사 기획회의 개최

- 2014.12.: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전문가 추천 요청(해양수산부)

- 2015.02.: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2015.12.: KOICA 사업 선정

- 2015.12.: 외교부, 공공협력기관으로 KIOST 선정

- 2016.05.: KIOST-IMARPE간 KOICA 사업 추진 협의(IMARPE)

* IMARPE측에서 IMARPE에서 사업 수행위한 모니터링센터 공간 마련 약속

- 2016.5.-7.: 심층기획조사(KIOST 박요섭, 전동철, 김성대)

목적: 구체적 사업 범위, 한국-페루 양측간 분담사항, 사업 세부 추진계획, 전략 및 일정, 사

업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방안

주요 조사 일정: 장비 및 통신 분야(2016. 5. 20-25), 자료 관리 및 모니터링, 역량강화 분야

(2016.7.4.-8)

- 2016.07.: 2차 심층기획조사보고서 제출

- 2016.08.: 페루 코이카사무소에서 코이카본부에 심사판정 의뢰

- 2016.11.: APCI에서 페루해양연구소(IMARPE)로 공문 발송

* 페루 코이카에서 현 프로젝트가 승인되지 않았음(부이장비에 대한 높은 위험성과 보험료

분담 등의 문제)

- 2017.03.: 해수부, KIOST, 페루코이카소장 면담

* 페루 코이카사업의 문제점 확인 및 사업 추진 관련 논의

- 2017.4.~5.: 기존 페루코이카기획조사보고서 재검토 및 재기획 추진(엘리뇨, 능력배양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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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 홍보

가) 제8회 중남미연구소/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국내학술대회

(한국의 라틴아메리카연구-역사와 전망) 발표

○ 일시 및 장소: 2016.12.10.,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 콤플렉스

○ 발표자: 김경진

○ 발표제목: 중남미 기후변화 대응현황 및 한중남미 해양기후변화협력

나) KIOST 공식블로그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홍보 자료 게시

○ 게시일자: 2017.4.24

○ 주요내용

- 센터 설립 과정, 활동, 수행 사업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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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http://blog.kiost.ac.kr/220990991794

다) 논문 발표

○ 논문제목: 페루 지속가능한 수산업현황과 한계 그리고 국제협력 연구(중남미연구 제 35권 4호

(111~152), 2016년)

○ 저자: 김경진(KIOST), 조정희(KMI), 하상섭(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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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년도(2017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한․중남미 지역간 협력활동 활성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

(천원)
수행기관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협력 플랫폼 

구축

• 한중남미 간 해양 정보 제공 및 센터 활동 홍보 

  - 센터 홈페이지에 센터 활동 및 해양 정보 제공

  - 센터 활동 월간 보고

  - 분기별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60,000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 이슈 발굴 및 의사결정 지원

  - 한․페루 운영위원회 개최

  - 공동연구과제 개발 및 수행 지원

110,000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페루해양연구소

(IMARPE)

현지 수요 기반 

협력과제 

발굴‧추진‧수행 

지원

• 한·페루간 협력과제 수행 지원

  - 페루 북부 연안 변동성 연구

  - 생물자원 개발 연구

  - 기후변화로 인한 페루 엔초비 생산량 변화에 따른 

어분가격 영향 연구

45,000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페루해양연구소

(IMARPE)

• 중남미 지역 국제기구와의 협력과제 수행 

  - CPPS 지역의 해양관측 데이터프로세스 개발 
30,000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남동태평양협의

체(CPPS)

•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 공동연구과제 기반/수행을 위한 MOU/협약서 체결

  - 기후변화/생물자원 관련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 기타 중남미 지역과의 공동연구 추진

30,000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 중남미 과학자 대상 능력배양 실시

  - 교육훈련을 통한 과학자 능력배양

  - ODA 사업 발굴 및 추진 

10,000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1)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가) 한중남미 간 해양 정보 제공 및 센터 활동 홍보

① 센터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 발송횟수: 2017.8., 12., 2018.1. 총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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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포 처: 외교부, 해양수산부, 코이카, 해양관련기관 중남미 관계자(12명), 중남미관련 학회

및 기관(총 361명), 한국해양학회(회원수 약 1400명), 한국해양수산기업협회(회원사

약 260여개)

○ 주요내용: 한국과 중남미 지역의 뉴스, 미디어,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해양이슈 선별을 통해

주요 내용을 요약,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한국, 페루, 중남미지

역으로 분류하여 제공

② 홈페이지 운영: 한·중남미 지역 해양 정보 업로드

○ 홈페이지 주소: kope-lar.org (※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검색 가능)

○ 한국 및 중남미 센터소식, 주요행사, 보고서 등(한국 50건, 중남미 29건, 스페인어 페이지 게시

물수 포함) 총 79건 정보 업로드

○ 방문자수: 2524건(2018.1.29. 기준)

○ 방문자 유입경로 분석 결과

- 방문자 유입경로 분석 결과 2017년 10월 한 달 직접방문 방문자 수가 900건 이상으로 급증.

대부분이 페루 현지 페루해양연구소(IMARPE) 내부 IP를 통해 접속하였음이 확인됨

- 한 페루(중남미)센터(KOPE-LAR)에서 대왕오징어 수산자원량 평가 세미나 및 CPPS 지역

해양데이터 프로세싱 워크숍이 개최된 2017년 10월에 페루 IMARPE 직원들이 KOPE-LAR

홈페이지 컨텐츠를 활용하면서 방문자수가 급등한 것으로 판단됨

- 페루 현지 행사개최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업로드하여, KOPE-LAR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 방문자수 증가를 위해 ‘2017년 KOPE-LAR 센터 뉴스레터’ 발간물 등 성과 홍보자료를

추가적으로 게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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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페루(중남미)센터 홈페이지 자료 게재 > < 한·페루(중남미)센터 홈페이지 방문자 분석자료 >

< 한국해양수산기업협회 밴드 자료 제공 > < 뉴스레터 발송 >

나)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이슈 발굴 및 의사결정 지원

① 제4회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후속조치

○ 제4회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주요결과

- 일시 및 장소: 2017.3.27.(월), 페루생산부(페루 리마)

- 2016~2017년도 센터 주요활동 실적 검토/승인

·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 연구’: 3년 연장 의결

·‘ 페루 생물자원개발(페루산 넙치 번식 및 양식연구)’: 2년 연장 의결

○ 후속조치

-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 연구

· 부속서 상 IMARPE로 이관된 장비 유지 보험료를 IMARPE 측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미포

함되어 추가 공문을 교환한 뒤 협약서 체결을 진행하기로 협의(2017.3.28., 페루 리마)

· IMARPE로부터 모니터링 장비 관리 유지비용 및 보험료 부담 공문 수신(2017.4.21.)

·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 연구사업 부속서 체결(2017.5.)

※ 협약서 상 체결날짜는 2016.10.27.이나 실질적으로 체결절차가 완료된 날짜는 2017.5.임

· 모니터링 장비 기증절차 완료(2017.11.8.)

· 페루 북부연안 모니터링 장비 계류 예정(2018.3., 페루 탈라라)

- 페루 생물자원개발 (페루산 넙치 번식 및 양식연구)

· IMARPE 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페루 양식기술 교육훈련이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

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IMARPE 원장 측에서는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2017.3.28., 페루

리마)

· 페루 생물자원개발 (페루산 넙치 번식 및 양식연구) 부속서 체결(2017.7.11)

· 페루 양식기술자 대상 양식교육훈련 실시(2017.11.6.~10., KIOST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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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 연구사업 부속서 >
< 페루 생물자원개발 

(페루산 넙치 번식 및 양식연구) 부속서 >

2)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가) 한·페루간 공동연구 수행

① 페루 북부 연안 변동성 연구

○ 책임자

- 한국 측: 신창웅 책임연구원

- 페루 측: Dimitri Gutierrez

○ 연구기간: 2014.10.27.~2019.10.27

○ 목적: 페루 북부연안 해양 자료 수집, 연안 엘리뇨 예측 위한 자료 활용

○ 당해연도 연구실적

- 페루 북부 모니터링 자료 분석결과 학술 발표

· 일시 및 장소: 2018. 2. 12-16/ 미국 오리건 포틀랜드

· 학회: Ocean Science Meeting

· 제목: Variations of Coastal Currents and Water Temperature at the Northern Peru

during El Niño 2015-2016

· 저자: 신창웅, DImitri Gutierrez

- 페루 북부 해역 플랫폼에 수온·유속 관측 장비 계류

· 계류 일시: 2018.3.9.-19.

· 한국측 책임자: 신창웅 / 페루측 책임자: Dimitri Gutierrez

- 논문 제출 예정(2018.3.)

· 목표저널: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 제목: Effects of the El Niño 2015-2016 on Currents and Temperatures in the Northern

Peruvian Coast (페루북부 연안의 수온과 해류에 나타난 2015-2016 엘니뇨 영향)

· 저자: 신창웅, Dimitri Gutierr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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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an Science Meeting 발표사진 > < Ocean Science Meeting 발표 포스터 >

※ 추진경과 등은 ‘다. 공동연구과제 기반 마련 위한 MOU/협약 후속조치’에 기술함

② 페루산 넙치 Paralichthys adspersus 번식 및 양식연구

○ 연구기간: 2015.12.9.~2017.12.8.

○ 연장기간: 2017.7.11.(서명일)~2019.7.11.

○ 책임자

- 한국 측: 강문수 소장

- 페루 측: Lili Carrera Santos

○ 추진경과

- 협약 연장(부속서) 체결(2017.7.11.)

- 협약서 내용 변경: 페루과학자 한국 교육훈련 기간(한달->1주일)

○ 주요결과

- 페루 양식전문가 대상 양식교육훈련 실시(2017.11.6.~10, KIOST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 지원

센터)

- 훈련생 결과보고 발표(2017.11.10.)

- 주페루대사관에 페루 양식 교육훈련 실시 결과보고 공문 발송(2017.11.23.)

③ 기후변화로 인한 페루 엔초비 생산량 변화에 따른 어분가격 영향 연구

○ 추진 배경

- 최근 국제 어분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량 감소 그리고 어분원료가 되는 어종의 고부가

가치화 정책 등으로 인한 공급량이 감소됨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음. 후발 양식

국가의 어분 수요 증가로 인해 어분 수급의 불균형이 가중되고 있음

- 칠레와 페루가 어분 생산량이 전 세계 어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페루 어분생산량

이 국제 어분시장에 큰 영향을 미침. 페루 어분은 대부분 엔초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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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어획량이 어분생산량과 어분가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연구목적

- 페루 어분의 주요 원료가 되는 엔초비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엘니뇨와 같

은 기후변화 및 기타 요소연관성 파악

○ 추진체계

< 연구 추진체계 >

○ 참여자: 김경진(KIOST), 조정희(KMI), 장창익(부경대), 유병서(서인바이오), 하상섭(한국외대)

○ 추진경과

- IMARPE 측에 어분 관련 통계 요구자료 요청 송부(2017.8.18.)

: 페루 기후변화와 엔초비 포획량 변화(1980-2016)

: 어분 생산량/수출량 변화(1980-2016)

: 페루 어분 수입국과 수입비율(198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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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어분 가공 현장 조사(2017.10.19., 페루 리마 Pesquera Diamente) 및 페루 현지 전문가

회의 개최(2017.10.23., 페루 리마 IMARPE)

· 페루 어분생산 3위 기업인 Diamante사 방문, 어분 생산 공정 이해

· 엔초비 어분생산에 미치는 경제성 평가가 가능한 주요 변수 선정 논의, 기후변화 요소를 중

심으로 하되, 주요 분석 변수를 발굴하여 분석하기로 함

- 어분 연구 보고서 초안 작성·검토 및 수정을 위한 어분 연구 관련 국내 전문가 회의 개최(총

6회)

· 1차 회의(2017.7.19., 서울역 리저스센터 회의실)

· 2차 회의(2017.8.9., 서울역 리저스센터 회의실)

· 3차 회의(2017.9.13., 서울역 회의실)

· 4차 회의(2017.12.4., 부산역 토요코인 회의실)

· 5차 회의(2018.2.8., KIOST 부산신청사 회의실)

· 6차 회의(2018.2.23., 서울역 리저스센터 회의실)

- 페루 현지 전문가와의 2차 회의 개최(2017.10.)

- IMARPE로부터 어분 관련 통계자료 입수(2017.11.)

- 어분 보고서 초안 완성(2018.01.)

- 어분 보고서 수정본 작성(2018.02.)

- 어분 보고서 발간(2018.03.)

○ 주요 결과

- 해양수산자원량은 기후변동에 따라 장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왔음. 인간 수산활동 시작이전에

도 기후변동에 따라 엔초비 자원량이 주기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 기후변화 지표로 활용되는 해수표면온도와 엔초비양육량, 어분생산량, 어분가격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해수표면온도는 엔초비 양육량과 반비례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어분생산량의 감소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강한 엘니뇨가 발생하는 경우에 엔초비양육

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연안엘니뇨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기 때문에 엘니뇨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엔초비 어획량을 파악하는 데 중요함

- 생산되는 어분양은 엔초비양육량의 2.24~2.36% 정도로 가공 축소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엔

초비 양육양의 증가는 어분생산량의 증가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침

- 국제어분가격의 상승도 페루 어분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페루 어

분생산량과 페루 수출가격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높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페루 어분수출가격의 상승이 원천적으로 생산감소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음

- 기후 변화 이외에 어분가격에 미치는 요소는 남획으로 인한 엔초비 양육양 감소에 의한 가

격 상승, 개별선박할당제도(IVQs) 등의 정책적 요소, 중국발 어분 수요 및 반료동물 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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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수요 증가, 대체어분, 고급어분생산량 증가에 따른 어분 가격 상승 등이며 기후변

화 요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어분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많음

- 우리나라입장에서 어분 가격의 안정성 및 안정적 수입확보를 위해서 (1) 어분 공급 측면에서

주요 어분 생산국과의 수산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한 현지 진출, (2) 어분 구매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단체적인 대응으로 조직적인 어분 구매, (3) 새로운 펫푸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신규 어분 수요에 대한 대응, (4) 시장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이 제안되

었음

나) 중남미지역과의 협력

① 남동태평양협의체(CPPS) 지역 해양/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해양데이터 프로세싱

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8.10.24(화)~26(목), 델피네스 호텔(페루 리마)

○ 주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KOPE-LAR),

남동태평양협의체(CPPS)

○ 참석자: 페루생산부 차관, IMARPE 원장, 주페루한국대사, 한국, 중남미 전문가 30여명

○ 주요결과

- KIOST-CPPS 공동연구결과(Status of Ocean Observations and Data gaps for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 CPPS Countries) 공유

: 그동안 수행해 온 CPPS 회원국의 기후변화 관측자료 현황 발표, 문제점을 논의함. CPPS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평가와 현업화를 위한 향후 5년 계획 제시함

- KIOST에서 개발한 해양자료동화 시스템과 이를 적용한 기후예측시스템, 해양예측 시스템

소개 발표(발표자: 김영호(KIOST))

- KIOST의 운용해양학을 위한 자료 관리 시스템에 대해 소개(발표자: 김성대(KIOST))

- CPPS에서 엘니뇨 예측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ERFEN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발표자:

Marcelo Nilo(CPPS))

- CPPS 회원국 별 해양자료와 해양/기후 예측 시스템 소개 발표

: 각 나라들의 기후예측을 위한 연구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해 소개함. 주로 해양 기상 예측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해양예측과 기후예측에 대한 계획들을 소개하였음. CPPS 4개국

이 해역을 공유하고 있고 해양 및 기후 관련 현황도 비슷하여 해양 자료와 해양과 기후예측

시스템에 대한 공동 활용에 관심이 높았음

- 해양자료 공동활용 및 해양/기후 예측기술 향상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향후 가능한 협력방안

논의

: 중남미 참가자들은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배양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모델을 CPPS지역

에 적용하기 위한 경험 전수 등을 통해 개별 시스템을 개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우리 측

은 개도국의 해양자료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국제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CPPS가 주도하여 이들 지역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국제기구 프로그램에 제안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조언함. CPPS에서 우리 측 제안을 검토하여 회원국들에게 교육주제와 필요한 이유

를 문의하는 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며 본 워크숍 후속조치에 대해 우리나라

와 추후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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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력과제 발굴 및 추진

① 칠레와의 협력 논의

○ 출장자: 전동철, Raul Castillo 공동소장

○ 일시 및 장소: 2017.8.31.~9.1, 칠레 Arturo Prat 국립대학

○ 주요내용

- Arturo Prat 국립대학과의 양해각서 체결 및 공동연구 관련 회의 참석

- 페루외교부 주관 칠레 2개 대학교를 포함하여 페루-칠레 국경부근에 위치한 4개 대학을 대

상으로 공동교육 프로그램 진행 관련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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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페루 Chita(돔종류) 양식 개발을 위한 경험과 연구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 추진배경

- Tacna 국립대학 방문 및 총장 면담을 통하여 페루 남부 Tacna 지역 자치단체 및 대학과의

협력 논의(2017.8.31.~9.1, 페루 Tacna 국립대학) 결과 Chita(돔종류) 양식 개발을 위한 경험

과 연구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함

○ 일시 및 장소: 2017.11.22.~24, Tacna 국립대학(페루 Tacna)

○ 주관: 한 페루(중남미)센터(KOPE-LAR), 페루해양연구소(IMARPE), Tacna 국립대학(UNJBG)

○ 참석자: IMARPE, KOPE-LAR, 칠레국립대학 포함 페루-칠레 국경 4개 대학 관계자 50여명

○ 주요내용

- Chita 양식 관련 경험 및 연구결과 발표

- Fondepes 양식장을 방문하여 Chita(돔종류), Corvina(방어종류)의 양식 과정 견학

- Chita 양식 세미나 보고서 발간(2018.3.)

③ 페루 메를루사(대구종)의 유전적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7.12.4.~6, IMARPE(페루 리마)

○ 주관: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KOPE-LAR), 페루해양연구소(IMARPE)

○ 참석자: Javier Gaviola Tejada 원장(IMARPE), P. Martinez 교수(스페인 Vigo대학), Raul

Castillo, 전동철 공동소장(KOPE-LAR) 외 리마 지역 대학 관련 전문가 등

○ 주요내용

- 메를루사의 유전자학, 유전 위험성 평가, 유전관리와 양식 최신동향 관련 발표 및 토론 진행

- 추후 보고서 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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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연구과제 기반 마련을 위한 MOU/협약 후속조치

① 페루 북부 연안 변동성 연구

○ 추진경과

- 제3회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시 사업기간 연장 승인

(2016.5.17., 페루 리마)

- 제4회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시 연구기간 3년 연장, 모니터링

장비 관리, 유지비용 및 보험료 IMARPE 측 부담하기로 결정(2017.3.27., 페루 리마)

○ 연구기간: 2014.10.27.~2016.10.27.

○ 연장기간: 2016.10.27.~2019.10.27.(3년)

- IMARPE부터 모니터링 장비(ADCP 장비) 관리 유지비용 및 보험료 부담 공문 수신

(2017.4.21.)

- 페루 북부 연안 변동성 연구 협약 연장(부속서) 협약 완료(협약서 상 날짜는 2016.10.27.로 체

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2017.4. 중 체결)

○ 부속서 주요내용

 1. KIOST에서 모니터링 장비를 IMARPE에 이관*하고 본 협력사업 수행에 활용

  * KIOST에서 제공한 장비 관리‧유지비(보험료 포함)는 IMARPE 부담

 2. 기존 특정의향서의 부속서(Annex) 형태로 협약

- ADCP 장비 기증절차 완료(2017.11.8.)

○ 향후계획

- 모니터링 장비 계류(2018.3.2., 페루 탈라라)

② 페루 생물자원 개발(페루산 넙치 번식 및 양식 연구)

○ 추진경과

- 제3회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시 사업기간 연장 승인

(2016.5.17., 페루 리마)

- 제4회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시 연구기간 2년 연장 승인

(2017.3.27., 페루 리마)

- IMARPE 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페루 양식기술 교육훈련이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

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IMARPE 원장 측에서는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2017.3.28., 페루 리

마)

- 페루 생물자원개발 사업(페루 넙치양식기술 향상) 부속서 체결(2017.7.11.)

- 페루 양식기술자 대상 양식교육훈련 실시(2017.11.6.~10., KIOST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 지원

센터)

3)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가) 양식기술 관련 능력배양 실시

○ 일시 및 장소: 2017.11.6(월)~10(금), KIOST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 지원센터 및 영어법인 해연

○ 훈련생: IMARPE 소속 양식기술자 2인(Melissa Montes Montes, Jhon Poul Alvar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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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2015년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결과 후속조치로 KIOST와

IMARPE 간 체결된 ‘페루산 넙치 Paralichthys adspersus 번식 및 양식연구’(사업기간:

2015.12.9.~2019.12.8.)’의 일환으로 수행

○ 교육일정

일자 교육내용/방문기관 강연자(소속)

11.6(월)

Ÿ 한국 양식현황과 제주도 넙치 양식산업 규모 등의 전반적인 산업 

동향, 넙치 양식 매뉴얼 전반
임봉수(솔포투)

Ÿ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방문

: 참치와 방어, 다금바리 등 대형 어종 양식 연구시설, 킹넙치 보

급센터 견학

Ÿ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방문

: 넙치를 비롯한 제주도 서식 어종 양식시설 견학

11.7(화)

Ÿ 넙치 친어 먹이 공급방법 교육

Ÿ 넙치 양성장 사료(MP, EP) 제작 교육

Ÿ 수조관리 요령 교육

Ÿ 친어 및 수정란 생산 교육

윤영석, 박기태, 
서종표(해연)

11.8(수)

Ÿ 넙치 종묘 먹이공급방법 교육

Ÿ 넙치 종묘 수조 및 수질 관리요령 교육

Ÿ 먹이생물 이론 교육

Ÿ 먹이생물 배양기술 현장 교육

김성훈, 
박기태(해연)

11.9(목)
Ÿ 민간양식장(비봉), 양식사료 생산업체(대봉엘에프), 행원육상양식단

지 등 방문, 양식시설 및 사료생산과정 견학

11.10(금) Ÿ 양식교육 훈련 결과 보고

○ 주요 교육내용

- 한국 양식현황과 제주도 넙치 양식산업 규모 등의 전반적인 산업 동향과 친어관리, 산란 및

부화, 먹이생물 배양, 사육방법 등 넙치양식과 관련된 이론교육

-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등 유관 연구기관 방문

- 민간양식장(비봉), 양식사료 생산업체(대봉엘에프), 행원육상양식단지 등 방문, 양식시설 및

사료생산과정 견학

- 한국 전문가 6명 강의, 관련기관 5곳 방문

○ 훈련결과

- 훈련생들은 제주 양식장 규모와 연구시설 유지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넙치성장 시간단축, 대량 증식을 위한 다양한 양식방법과 도구/장비, 사료, 항생제 등의

세세한 정보에 대하여 조사함

- 훈련생들은 우리나라 양식기술수준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본국에 돌아가서 관련 기관 및

민간기업들과 훈련결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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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페루 수산자원량평가 능력배양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10.19(목)-20, 페루 IMARPE

○ 참석자: IMARPE 원장, 부원장, 대왕오징어 관련 전문가 20여명

○ 추진배경 및 중요성

- 2016년 하반기부터 대왕오징어 어획량 급감, IMARPE 원장이 한국 자원량평가기법 습득 요

청

- 우리나라 대왕오징어 쿼터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 주요결과

- ‘페루 해역의 대왕오징어 직 간접적 평가방법 현황 및 적용 분석’ 워크숍 결과 요약 발표 및

2017년 11월 예정인 대왕오징어 탐사에 대한 자문 실시(발표자: Raul Castillo 센터공동소장)

- ‘해양수산 자원량 추정방법과 자원평가 모델’ 강연 및 기술자문(강연자: 장창익 부경대 교수)

: 자원 평가와 자원량 추정방법, 자원평가 모델, 생태계기반 평가방법 강의

: 페루의 기존자료를 토대로 자원량 추정, 적합한 추정방법과 추정치를 사용을 권고.

IMARPE에서 계획하고 있는 11월 크루즈 탐사방법에 대한 조언 제공

- 페루 북부 Paita 지역의 대왕오징어 가공공장 현장 방문을 통한 페루 대왕오징어산업 현황

파악

○ 향후계획

- 3월초 IMAPRE원장 면담 및 대왕오징어 관련 전문가와 구체적 교육내용 협의

- 교육훈련 실시(강연자 : 장창익 외 전문가 1명, 2018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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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ODA 사업 추진 지원

○ 사업명 : 카리브해 해안리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백사장 침식 모니터링 및 조사사업(자메이카

연안침식 이해 및 대응 역량 강화)

○ 책임자: 진재율 박사(KIOST)

○ 참여자: 김경진 박사(KIOST) 외 5인

○ 사업기간: 2018.3.~2020.6.

○ 총 사업비: 90만불

○ 사업내용

- 기후변화로 인한 자메이카의 연안침식 피해전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메이카의 연안침식 대응능력 제고

- 자메이카 연안침식 이해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의 연구결과 및 대응방안을 검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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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일자 추진내용

2016.6
Ÿ 제 7차 ACS(카리브국가연합: Association of Caribean States) 정상회의 계기 외

교장관 지원공약 및 표제사업 발굴

2016.10 Ÿ ACS측으로부터 공식 PCP 접수

2016.10.29.~11.1 Ÿ 심층기획조사 실시: 사업 및 예산(안) 구체화 요청(KIOST 참석, 사업추진 자문)

2017.1 Ÿ PCP 수정(안) 접수

2017.3.
Ÿ ‘기후변화로 인한 카리브 백사장 침식대응방안 수립사업’조사를 위한 전문가 파

견 협조 요청(KOICA, 2017.3.6.)

2017.4 Ÿ 사전전문가회의 참석, 사업 개요 발표 및 향후 추진 방향 논의

2017.4.22.~30 Ÿ 기획조사 실시(자메이카, ACS, KIOST 전문가 참여), KOICA-ACS 협약 체결

2017.12 Ÿ ‘자메이카 연안침식 이해 및 대응역량강화’ 기술제안서 제출

2018.3 Ÿ KOICA-KIOST 협약체결 예정 

4) 성과홍보

가) 한 중남미 협력 관련 출판물에 원고 게재

○ 발간물명: 4차 산업혁명 시대 한·중남미 기후환경 협력(한국외국어대학교중남미연구서 라틴

아메리카 총서 12)

※ ISBN: 979-11-5901-207-5 94080

○ 제목: 한·중남미지역간 해양과학 협력 현황 및 발전방안 제언

○ 저자: 김경진 박사(KIOST)

○ 주요내용

- 중남미 지역과의 해양과학기술 협력 필요성 및 협력활동 현황 소개, 협력활동의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한계점 극복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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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최신해양과학동향집 발간 및 배포

○ 발간물명: 2017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뉴스레터

○ 발간일자: 2018.2.28

○ 주요내용

- 센터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발간한 뉴스레터를 한권에 수록

- 센터 활동 관련 국내외 보도자료 수록

○ 배포처

- 해양수산부, 코이카, 해양관련기관 중남미 관계자(12명), 중남미관련 학회 및 기관(총 361명),

한국해양학회(회원수 약 1400명), 한국해양수산기업협회(회원사 약 260여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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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년도(2018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한․중남미 지역간 협력활동 활성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협력 플랫폼 구축

• 한중남미 간 해양 정보 제공 및 센터 활동 홍보 

  1) 중남미지역 해양관련 최신동향 정보 제공

  -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 센터 홈페이지에 센터 활동 및 해양 정보 제공

  2) 성과확산

  - 뉴스레터 등 해양정보 책자 등 보고서 발간

  - 기후변화로 인한 페루 엔초비 생산량 변화에 따

른 어분가격 영향 연구 논문 게재

  - 보도자료

65,000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 이슈 발굴 및 의사결정 지

원

  - 한․페루 운영위원회 개최

  - 공동연구과제 개발 및 수행 지원

50,000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페루해양연구소

(IMARPE)

현지 수요 기반 

협력과제 

발굴‧추진‧수행 지원

• 한·페루간 협력과제 수행 

  - 페루 북부 연안 변동성 연구

  - 양식기업진출을 위한 투자지침서

93,000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페루해양연구소

(IMARPE)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 중남미 과학자 대상 능력배양 실시

  - 교육훈련을 통한 과학자 능력배양

  · 페루산 넙치 번식 및 양식기술 교육훈련

  · 페루 대왕오징어 자원량 평가 교육훈련

  - ODA 사업 발굴·추진·수행 지원

50,000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1)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가) 한중남미 간 해양 정보 제공 및 센터 활동 홍보

① 센터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 발송횟수: 2018. 4., 7., 10., 2019.1. 총 4회(센터 13건, 한국 14건, 페루 15건, 기타 중남미 24건,

스페인어 페이지 게시물수 포함)

○ 배포처: 외교부, 해양수산부, 코이카, 해양관련기관 중남미 관계자(12명), 중남미관련 학회 및

기관(총 361명), 한국해양학회(회원수 약 1400명), 한국해양수산기업협회(회원사 약

26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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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한국과 중남미 지역의 뉴스, 미디어,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해양이슈 선별을 통해

주요 내용을 요약,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한국, 페루, 중남미지

역으로 분류하여 제공

② 수산기사 제공

○ 페루 수산관련 기사만 별도로 주페루한국대사관에 제공, 해양 관련 기관으로 페루수산경제정

보 전문으로 발송(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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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홈페이지 운영: 한·중남미 지역 해양 정보 업로드

○ 홈페이지 주소: www.kope-lar.org

※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검색 가능

○ 한국 및 중남미 뉴스레터, 주요행사, 보고서 등 건 정보 업로드

나) 성과 확산

① 한 페루(중남미)센터 최신해양과학동향집 책자 발간 및 배포

○ 7차년도 사업기간 뉴스레터 및 언론보도자료로 구성

②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주관 출판기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8.6.4(월), 페루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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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조준혁 주페루한국대사, 한국대표단, 센터, Fredy Sarmiento Betancourt 페루 영세산

업체생산위원회 위원장, 해양·과학기술 관련 국회의원, 페루생산부, IMARPE, 해양·과

학 관련 기관·대학 관계자 등 50여명

○ 배포물: 센터 활동보고서(2012-2017), 2017 센터 뉴스레터, 2015-2016 엘리뇨 워크숍 결과보고

서, CPPS 기후변화 예측/모델링을 위한 해양관측데이터 프로세싱 워크숍 결과보고

서, 치타 양식 국제워크숍 결과 보고서 등 KOPE-LAR 주요 활동과 성과, 페루 엘니뇨

및 양식분야 연구활동 성과,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활동 결과 등 총 5종의 보고서가 소

개되었음

○ 주요 성과: 조준혁 주페루 한국대사 및 페루 측 해양·과학기술 관련 국회의원, 페루생산부 및

IMARPE 관계자 등 50여명 참석하였으며 국내·외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효과 극대화

③ 센터 활동 관련 주페루한국대사관 홈페이지 혹은 볼레틴으로 배포(총 5회)

④ 국내 논문 게재

게재일 논문명

저자

학술지명
Vol.

(No.)

국내

외

 구분
주저자

교신

저자

공동

저자

2018.8.
 페루 기후변동 엘니뇨의 해양과학 특징 및 
이의 어분 생산량-가격 변동 상관관계 고찰

김경진 하상섭 중남미연구 37(3)
한국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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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이슈 발굴 및 의사결정 지원

① 제5회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8. 6. 1. 페루 생산부내 회의실

○ 참석자:

- 한국측: 정재관 사무관, 강현주, 허성표, 조가람(KIOST)

- 페루측: Alfredo Garcia, Yepez Pinillos(페루생산부), IMARPE 등 8명

- 센터: 김경진 한국 측 공동소장, Raul Castillo 페루측 공동소장 등 4명

○ 주요 결과

- 2017-2018년도 센터 주요활동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와 2018-2019년도 센터 주요 활동 및

예산 사용계획을 검토하고 승인

- 기존 협력과제 관련,“페루 연안용승 모니터링사업”은 지속 수행

- “고급어종(페루산 넙치) 생산성 향상 및 자연 생태 연구”는 KIOST와 IMARPE간 신규 협약

서를 체결하기로 의결

- 신규 협력과제 관련, “페루 양식기업 진출을 위한 투자가이드라인”은 추진하기로 의결

- “양식장비 공여”,“엔초비·대왕오징어 자원량평가 교육훈련”,“페루 직접식용소비 어업권 분석

및 어업권 개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총 3개의 협력과제 가운데 페루 측에서 우선 순위

와 예산을 고려하여 한국측이 최종 결정하기로 의결

- KOPE-LAR 중장기 발전전략 초안 작성 의결

- KOPE-LAR 운영지침 관련, 페루생산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의견을 주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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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5회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후속조치

○ 신규협력사업 관련

- “양식장비 공여”,“엔초비·대왕오징어 자원량평가 교육훈련”,“페루 직접식용소비 어업권 분석

및 어업권 개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총 3개의 협력과제 가운데 페루 측에서 예산을 조

정하여 모두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 모두 수행

- 페루 민간양식기업 투자가이드라인 작성

○ 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초안 작성

- 2018.8.25. 한국측 초안 작성 및 한국측 검토 요청

- 2018.9.11. 페루측 초안 검토 요청

- 2018.9.23. 페루측 검토의견 제출

- 2018.11.8. 한·페루 운영위원회에 최종초안 제출

초안 주요 내용

ㅇ 센터 개요
- 센터 설립 배경 및 성격, 기능

- 센터 현황

- 협력과제 발굴, 추진, 수행지원 등 주요 성과

ㅇ 센터 장기발전전략 설립의 필요성
- 센터 운영 및 협력활동 문제점 분석

* 센터 역할 및 임무 재정립, 협력분야 및 과제 발굴· 추진의 한계점 분석

- 대외여건 분석(중남미지역으로의 협력확대 필요성 분석)

ㅇ 센터 장기발전전략(2019-2028)
- 비전 및 목표(공통협력수요에 기반한 협력을 통한 양측간 해양과학기술 발전)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센터 정보제공기능 발굴 기능 강화, 협력과제 발굴·추진방법

다양화, 중남미지역으로의 협력과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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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어종(페루산 넙치) 생산성 향상 및 자연 생태 연구”관련 협약내용 관련 조율 중

2)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가) 한·페루간 공동연구 수행

① 페루 북부 연안 변동성 연구

○ 책임자

- 한국 측: 신창웅 책임연구원

- 페루 측: Dimitri Gutierrez

○ 연구기간 : 2014.10.27.~2019.10.27

○ 목적

- 페루 북부연안 해양 자료 수집, 연안 엘리뇨 예측 위한 자료 활용

○ 당해연도 연구실적

- 페루 북부해역 모니터링 장비 계류(2018.03.09 ~ 03.19)

- 페루 북부해역 모니터링 장비 회수 및 재계류(2018.09.10 ~ 09.13)

* CTD 25시간 관측: 2018.9.11.15:00-9.12.16:00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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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투고

② 페루 민간양식기업 진출위한 투자가이드라인 발간

○ 배경

- 제 5회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2018.6.1.)

* 우리나라에서 양측의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수행하자고 제안하고 페루에서 적

극적으로 수락한 과제로서, 투자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킬 내용은 양측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

○ 목적

- 본 협력과제는 한국과 페루정부가 상호간의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한 과제

로서, 우리나라 양식기업 페루 진출 촉진 및 페루측 양식산업 발전을 위하여 양식기업진출

가이드라인 발간

○ 추진실적

- 센터, 페루생산부, 코트라, 우리원, 페루 수산양식법 전문가 등 전문가그룹 구성

- 전문가그룹 회의 5회 개최(6.25., 7.24., 9.7., 11.8., 11.28, 페루생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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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설립 절차 관련 자문회의 수시 개최

○ 페루 양식 관련 자료 수집·분석(2018.4.~12.)

○ 보고서 세부 목차 작성(2018.9.)

○ 페루양식 현황 관련 설문 작성 및 배포(2018.10~11)

- 주요 질문: 양식기업 설립 이유, 양식종 선택방법 및 이유, 양식기업 설립 승인과정 및 운영

시 어려운 점,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

- 페루 민간수산협회, 민간양식협회에 설문지를 배포했으나 응답자가 10여명에 그쳐 페루양식

현황 부분은 페루생산부에서 제공한 통계자료와 관련보고서를 참조하였으며, 심층인터뷰를

통해 회사설립 및 운영을 통한 페루 양식현황, Lessons learned을 내용을 수집하기로 함.

○ 양식기업 인터뷰(2019.2.)

- 송어(Capri Comio), 넙치(World Dream Fish Peru), Tilapia Azul(틸라피아), 가리비

(Acquapisco, Seacorp), 새우(Ecosac), 총 6개 기업과 페루생산부산하 국립수산보건청

(SANIPES)와의 인터뷰 실시

- 회사 규모, 설립 동기 및 절차, 회사설립 및 운영에서의 어려움. 양식발전을 위한 페루정부에

요청하는 사항, 양식회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인터뷰 함

* SANIPES의 경우는 양식수출품 승인절차에 대한 질의

< 송어 양식회사-Capri Cornio > < 새우양식회사-Ecosac >

< 틸라피아 양식회사-Tilapia Azul > < 가리비양식회사-Seacorp >

○ 페루 양식기업 설립 절차 초안 작성(2018.10.~)

○ 투자가이드라인 최종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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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력과제 발굴 및 추진

① 제 15회 페루 어업공학학회 및 제 8회 국제어업공학학회(CONIPESCA) 개최

○ 일시 및 장소: ‘18.6.25. ~ 29., 피우라 국립대학

○ 주 최: 페루 어업공학협회,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 참가자

-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스페인, 미국, 한국 등 연구자 및 기업가 200여명

○ 목적

- 어업 관련 양식, 가공, 마케팅, 환경분야에서의 연구결과 공유

○ 실적

- ‘기후변화에 따른 엔초비 생산량과 어분가격과의 상관성 연구’ 결과 발표(김경진)

② 제 6회 페루 해양과학학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2018.10.22.~26. 국립 호세 산체스 대학

○ 주최: 국립 호세 산체스 대학, 와쵸, 리마시

○ 후원: IMARPE

○ 참석자: 페루 해양 관련 기관, 학계, 정부 전문가 및 관계자

- 기후, 해양, 수산, 환경 관련 100여개 발표

- ‘연안침식의 이해와 관리’발표 (김경진, 10.23.

③ 해양에너지 관련 협력 지원

○ 배경: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페루 및 아르헨티나와의 해양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타진을 위한 지원 요청

○ 일시 및 장소: 2018.11.13.(페루), 2018.11.15.(아르헨티나).

○ 방문자: 홍기용, 김경환(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경진 소장

○ 방문기관: 페루 국가수로항해국(DHN) 및 아르헨티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혁신센터

○ 주요 결과 및 의견

- 한국 해양에너지 관련 연구 현황 소개

- 페루 DHN 및 아르헨티나 PAMPA AZUL 프로그램 소개

- 페루는 해양에너지 전문가는 없지만, 선박 건조, 해군 방위산업, 해양에너지 관련 협력의지가

있음

- 아르헨티나는 PAMPA AZUL을 통해 해양 관련 연구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2014-2017년 해

양에너지와 관련한 1단계 타당성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음.

- 두 나라 모두 풍부한 파력, 조력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없다

고 판단됨

- 다만 페루 DHN은 안정적인 예산과 운영인력(약 500명),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의 적극적인

협력의지 표시로 협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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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가) 수산자원량평가 교육훈련 수행

○ 배경:

- 2016년 하반기부터 대왕오징어 어획량 급감, IMARPE 원장이 한국 자원량평가기법 습득 요

청(2017.03.)

- 한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페루 대왕오징어 자원량평가 세미나(2017.10.) 개최, 이의 후속조치

로 IMARPE에서 페루 대왕오징어자원량평가 교육훈련 시행 요청

- 제 5회 한페루 운영위원회 및 후속조치에서 승인(2018.6.)

○ 목적

- 페루 수산생물의 생태계기반 자원량평가기법 향상

○ 주최

- KIOST, KMI, 페루 국립산마르코스대학

○ 교육훈련 일시/장소: 2018.11.12.~23/산마르코스국립대학

○ 공동주최기관: KIOST, KMI, 산마르코스국립대학

○ 프로그램구성: 강의 및 실습, 팀과제 수행 등

○ 강의자: 장창익교수(부경대) 외 3명(한국측 1명, 페루측 2명)

○ 훈련대상: 수산자원량 평가 전문가 및 대학원생(학사이상) 15명

○ 훈련방법: 강의, 실습, 개별 및 조별 과제 후 평가

○ 주요 실적 및 성과

- 교육훈련 매뉴얼 작성(영문,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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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수행

- 언론배포(페루 Andina 신문, KIOST, 한국 언론자료 배포, 외교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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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식(2018.11.23., 16:00~17:00, 산마르코스국립대학 수학과학대강당)

- 참석자

조준혁대사, 김웅서 KIOST 원장, Orestes Cachay Boza 총장, Betty Millan Salazar 생물과

학대학장(산마르코스국립대학) 등 30여명

- 수료증 수여

조준혁대사, 김웅서 원장, 산마르코스대학 총장, 장창익 교수

- 우수방문교수증 수여: 김웅서 원장, 장창익 교수

* 우수방문교수 컨퍼런스 개최(2018.11.23. 13:30~15:30, 산마르코스국립대학 수학과학대강당,

김웅서 원장, 장창익 교수 발표)

○ 만족도 조사

- 15명의 교육훈련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환경, 교육훈련 만족도 등 30개 항목에 대해 평

가 실시

전반적인 평가, 훈련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대부분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하고 있으며, 본 교육훈련에서 제시한 생태계기반평가기법이 페루수산자원관리 해결방안

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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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식기술 관련 능력배양 실시

① 페루 양식장비 구입 관련 자문(2018.6. 허성표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② 양식장비 공여(바이오필터, 워터펌프 약 10,000불)

③ 페루 양식전문가 대상 양식교육훈련 실시

○ 일시 및 장소 : ‘18.10.8.~12./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 지원센터

○ 교육 대상자 : IMARPE 소속 양식전문가 2인

○ 주요내용

- 넙치의 산란, 채란, 부화, 먹이생물 배양, 치어 사육 등 넙치 종묘생산 관련 교육

- 한국의 양식시설 및 양식기술, 양식 현황 교육

- 수산과학 유관 연구기관 방문 및 양식현장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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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결과

- 훈련생들은 제주 양식장시설과 유지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넙

치성장 시간단축, 대량 증식을 위한 다양한 양식방법과 도구/장비, 사료, 사용하는 항생제 등

의 세세한 정보에 대하여 조사함

- 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받았음

○ 만족도 평가

- 교육훈련 만족도 실시 결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특히, 종묘관리법과 먹이 변환과정

및 비율, 그리고 사료 제작방법 등을 배운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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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DA 사업 발굴·추진·수행 지원

① 카리브해 해안리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백사장 침식 모니터링 및 조사사업 지원

○ 목적 및 주요 내용

- 기후변화로 인한 자메이카의 연안침식 피해전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메이카의 연안침식 대응능력 제고(90만불)

- 캐리비안 모래연안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캐리비안연합을 주축으로 캐리비안국가들 연

안침식 평가 및 대응역량강화 실시(4백만불))

○ 2018년도 지원사항

- 캐리비안 연안침식과정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참석 및 발표, 교육훈련 참관 및 프로그램 진행

방향 협의

- 참석기간/장소: 2018.8.5.~9.파나마시티(총 교육훈련기간: 8.6.~8.21.).

- 발표

· ‘연안침식 원인 및 관리방법 소개-한국 및 선진국 사례’

·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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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진행 참관 및 교육진행 과정 및 프로젝트 진행방향 협의

② ODA 사업 발굴 및 추진

○ 페루 양식단지 조성사업

- 제 5차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한·페루간 신규 협력과제인 ‘페루 민간양식기업 진출

투자가이드라인’ 수행(2018.6.~2019.2.)

- 페루에서 민간양식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와 법, 규정이 까다롭고, 수시로 수정되어 해

외기업이 페루에 기업을 설립하기 어려움

- 동 협력과제의 상대기관인 페루생산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고 양식기업

을 장려하는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싶다고 밝힘(투자가이드라인 4,5차 회의(2018.10, 12.)

- 주페루한국대사관과 협의하여 ODA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페루생산부와 구체적인 실무회

의를 통해서 수원국수요요청서(PCP)를 작성하기로 함(2018.12.)

○ 페루 인공어초 조성사업

- 제 5차 운영위원회에서 6차 운영위원회 개최시, ‘인공어초를 통한 연안생산력 향상’사업을 논

의하기로 협의(2018.6.)

- 페루해양연구소로부터 인공어초 사업 제안서 수신(2018.9.)

- 한국측 제안서 검토(2018.10.)

- 제 6회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에서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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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년도(2019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한․중남미 지역간 협력활동 활성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협력 플랫폼 구축

• 한중남미 간 해양 정보 제공 및 센터 활동 

홍보 

 1) 중남미지역 해양관련 최신동향 정보 제공

-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 센터 홈페이지에 센터 활동 및 해양 정

보 제공

 2) 성과확산

- 뉴스레터 등 해양정보 책자 등 보고서 

발간

- 보도자료

70,0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페루해양연구소

(IMARPE)

•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 이슈 발굴 및 의사결

정 지원

- 한ㆍ페루 운영위원회 개최

- 공동연구과제 발굴, 개발 및 수행 지원

20,0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페루해양연구소

(IMARPE)

현지 수요 기반 협력과제 

발굴‧추진‧수행 지원

• 중남미지역 기획과제보고서 작성

• 한·페루간 협력과제 수행 

- 페루 북부 연안 변동성 연구

74,0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페루해양연구소

(IMARPE)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 ODA 사업 발굴·추진·수행 지원 20,0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가) 한중남미 간 해양 정보 제공 및 센터 활동 홍보

① 센터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 발송횟수: 2019. 4., 7., 10. 총 3회(센터 6건, 한국 10건, 페루 7건, 기타 중남미 14건, 총 37건

제공, 국문, 스페인어본)

○ 배포처: 외교부, 해양수산부, 코이카, 해양관련기관 중남미 관계자(12명), 중남미관련 학회 및

기관(총 361명), 한국해양학회(회원수 약 1400명), 한국해양수산기업협회(회원사 약

26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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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한국과 중남미 지역의 뉴스, 미디어,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해양이슈 선별을 통해

주요 내용을 요약,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한국, 페루, 중남미지

역으로 분류하여 제공

② 수산기사 배포

○ 총 34건의 정보 배포

- 주페루한국대사관 전문 혹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문을 통해 관계기관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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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심도있는 정보 제공

○ 보고서 혹은 저널 종합·요약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문을 통해 관계기관에 배포(2건)

- 페루 수산업 경제와 불법어분 생산현황(2019.3.21.)
참고문헌: Oceana Peru(해양자원보호 비정부기관)의 불법어분생산 연구(2019.2), 생산부 통계자료 및 리마상공회

의소(CCL) Boletin No 64 요약

- 엘니뇨현상이 경제활동 및 GDP에 미치는 영향(2019.8.19.)
참고문헌: 「Impacto del Fenómeno El Niño sobre la actividad económica (2017), 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Ú, Gerencia de Información y Análisis Económico, Gerencia Central de Estudios

Económicos, 22p.」, 「Impacto del Fen´omeno de El Niño a la Econom´ıa Peruana (2017), 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Ú, Documento de Trabajo No. 97」, 「Fair Weather or Foul?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El Niño (2015), IMF working paper WP/15/89(2015), 28P.」

④ 홈페이지 운영: 한·중남미 지역 해양 정보 업로드

○ 홈페이지 주소: www.kope-lar.org

※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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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및 중남미 뉴스레터, 주요행사, 보고서 등 건 정보 업로드

나) 성과 확산

① ‘페루 민간양식기업 진출지원위한 투자가이드라인(영문본)’ 발간 및 출판기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2019.07.19. 10:00 ~ 11:00/델피네스호텔

○ 행사주최: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KOPELAR), 페루생산부 공동 주최

○ 참석자:

- 한국 측 대표: 조준혁 주페루한국대사, 코트라, 센터 소장 및 직원

- 페루 측 대표: 로시오 바리오스 페루생산부장관 및 차관, 말빈 팔마 국회의원, IMARPE 소

장, 해양·과학 관련 기관·대학 관계자, 양식 관련 민간기업 관계자 90여명

○ 결과

- 페루 일간지 Andina(7.13.), 중남미 일간지(Oannes, 7.15.) 동 행사 게재 (KOPE-LAR y

PRODUCE presentaran Guia en sector acuicola)

- KIOST 및 한국 일간지(머니투데이, 뉴시스 등)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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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9년 뉴스레터 발간

○ 8차년도 사업기간 뉴스레터 및 언론보도자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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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도자료

○‘페루 민간양식기업 진출지원위한 투자가이드라인(영문본)’ 발간 및 출판기념회

- 페루 일간지 Andina(7.13.), 중남미 일간지(Oannes, 7.15.) 동 행사 게재 (KOPE-LAR y

PRODUCE presentaran Guia en sector acuicola)

- KIOST 및 한국 일간지(머니투데이, 뉴시스 등) 게재

○ “2017-2019년 남동태평양지역에서의 기후변동영향에 대한 국제심포지움 개최

- 머니투데이(9.27.), 전자신문(9.27), 투데이에너지(9.27.)

다)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이슈 발굴 및 의사결정 지원

① 제 6회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5.21. 페루생산부

○ 참석자:

- 한국 해양수산부, KIOST, 페루 생산부 및 IMARPE, 한페루센터 관계자 등 20여명

○ 주요 결과

- 2018-2019 센터 주요활동 실적 및 예산 집행 승인

- 2019 센터 주요활동 및 예산 계획 승인

- “페루 연안용승 모니터링 사업’ 3년 연장키로 합의

- 2017-2019 태평양지역 기후변화 영향 국제워크숍 개최 승인

- “페루 양식산업 진흥을 위한 양식단지조성” ODA사업으로 추진하며 PCP 제출키로 합의

- “인공어초를 통한 연안생산성 향상사업”을 한국전문가 자문을 통한 타당성조사와 함께 ODA

PCP 제출

- 생물자원 재생산 향상개발 관련 공동연구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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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조치활동

- “페루 연안용승 모니터링 사업’ 3년 연장(기존 협약서의 부속서 형태로 체결, 2019.10.14.)

- 2017-2019 태평양지역 기후변화 영향 국제워크숍 개최(2019.9.25~26. 페루 리마)

- “페루 양식산업 진흥을 위한 양식단지조성” KOICA ODA사업 PCP 제출(2019.6.27.,

2019.9.30.)

- “인공어초를 통한 연안생산성 향상사업” 타당성조사 실시(2019.6.24~29.) 및 KSP ODA사업

PCP 제출(2019.9.27.)

- “ Broodstock management: Reproduction control and genetic improvement” 제목으로 공동

연구과제 추진

라) 한 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력 플랫폼 활용

① 장기적 인적자원양성 프로그램(2019년 런던의정서 공학석사과정 중남미지역 후보

자 지원)

○ 추진경과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2019년 런던의정서 공학석사과정(LPEM) 페루 후보생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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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 LPEM 담당자와의 추진방법 관련 협의(2018.12.)

- 주한국페루대사에게 런던의정서 공학석사과정 페루 후보생 추천 요청 서한 전달 및 협조 요

청(2018.12.)

- 주페루한국대사관과 후보 추천 관련 협의 및 페루 관련기관에 후보생 추천 요청 공문 송부

(2019.1.)

- 페루국립수로항해국 등 관계기관 접촉 및 협조요청(2019.3.)

- 페루측 3명 후보생 지원(2019.5., 국립수로항해국, 페루생산부, 페루환경부)

- 페루측 후보생 중 1명 합격통보(2019.6. Manuel Alguilar, 페루국립수로항해국)

- 페루측 선정자 석사과정 시작(2019.9.)

② 해양쓰레기 교육훈련 지원

○ Training Workshop to Fosster Marine Debris Experts(2019.10.7.~12.,부산)

- 페루 해양연구소 해양쓰레기 관련 전문가 섭외, 교육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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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수요기반 협력과제 발굴 추진 수행 지원

가) 페루 연안용승 모니터링사업(페루 북부연안 변동성연구)

○ 책임자

- 한국 측: 신창웅 책임연구원

- 페루 측: Dimitri Gutierrez

○ 연구기간 : 2014.10.27.~2019.10.27

○ 목적

- 페루 북부연안 해양 자료 수집, 연안 엘리뇨 예측 위한 자료 활용

○ 당해연도 실적

- 제 6회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동 사업기간 3년 연장 의

결(2019.5.21. 페루 생산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페루해양연구소간 사업기간 연장 협약체결(부속서 형태, 2019.10.14.)

- 국제학술대회 발표(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impact of climate Variability on South

Pacific area: Period 2017~2019, 2019.9.25~26., 페루 DHN) “Comparison of the 2017 coastal

El Nino with 2015-2016 El Nino and its impacts on the primary production of the

Peruvian c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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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 관련 논의(2019.10.1. 페루해양연구소)

기존 연구 지속 및 2015-2016 엘니뇨현상과 2017년 연안 엘니뇨현상에 대한 관측자료 분석

으로 공동논문 작성 추진

내부조석파에 의한 수온과 유속의 일변화가 크게 나타남을 지난 조사에서 확인하고 식물플

랑크톤과 동물플랑크톤의 단주기 물리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대조기와 소

조기에 각각 25시간 연속관측을 물리, 화학, 생물 연구팀과 공동 실시 합의

- 페루 북부해역 모니터링 자료 획득 및 장비 재계류(2019.10.02 ~ 05. 페루 딸랄라), 페루해양

연구소 보유자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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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투고

논문제목 저자 저널 비고

Impact of the 2015-2016 El Niño on Net Primary 
Production along the Peruvian Coast

신창웅, 
강현우

Journal of marine 
Science

2019.10.1
4. 투고

나) 페루 고급어종 생산성 향상 및 자연생태 연구

○ 추진경과

- 5,6회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페루 바다물고기 재생산 향

상’관련 신규 공동연구과제 추진 승인

- KIOST-IMARPE 간 신규 공동연구과제 관련 협의(2019.6.~현재)

IMARPE측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KIOST에서 자문을 해주는 식으로 협의 진행(참고문

헌 제공 포함)

“ Broodstock management: Reproduction control and genetic improvement” 제목으로 공동

연구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넙치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광주기와 온도를 대상으로

실험설계 예정

다)‘페루 민간양식기업 진출지원 위한 투자가이드라인 발간’후속조치

○ 목적: 우리나라 양식기업 페루 진출 촉진 및 페루측 양식산업 증진

○ 배경 및 추진경과

- 제 5회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2018.6.1.)

- 투자가이드라인 국문본 발간(2019.2.)

* 페루 양식현황, 페루 양식기업 설립 절차, 페루 양식기업 사례를 통한 고찰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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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추진실적

- 투자가이드라인 영문본(2019.7.) 발간

- 페루 민간양식기업 진출위한 투자가이드라인 출판기념회 개최(2019.7.19.. 페루 리마)

- 관련 학계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판기념회 개최(2019.10.19. 아레끼빠국립대학)

- 페루 민간양식기업 진출지원 위한 투자가이드라인 국내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9.10.10.(목), 제주대학교 융합바이오센터

참석자: 제주양식산업발전협의회, 제주대학교, 어류연구소 등 양식관련 기관 15명

목적: 투자가이드라인 내용 설명 및 양식기업 수요 파악

배포물: 페루 양식기업 진출 지원위한 투자가이드라인

결과: 페루 양식산업 진출 수요 및 희망 진출방식 파악(한국은 기술을 페루는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협력하여 진출하고자 함)

의의: 우리나라 양식산업 페루 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및 진출기반 마련, 투자가이드

라인 발간 협력과제 수행을 통하여 페루측 ODA 수요 파악, 2021년 코이카 정부부처

제안사업으로 발굴,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됨

라) “2017-2019년 남동태평양지역에서의 기후변동영향에 대한 국제심포지움”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9.25.~26/페루 국립수로항해청(DIHIDRONAV)

○ 참석자: 한국, 페루, 에콰도르 관련 기관 전문가 45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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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2017-2019 남동태평양지역에서의 기후변동

- 엘니뇨 모니터링 및 예측 정보 공유

엘니뇨/라니냐에 의한 해양생태계 및 생물자원의 영향 공유

엘니뇨 피해예방 및 피해 복구 경험 공유

엘니뇨에 의한 페루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종합토론

○ 홍보결과 :머니투데이, 전자신문, 투데이에너지 등 게재

○ 의의: 한페루센터를 중심으로 동태평양지역에서의 기후변동영향에 대한 국제적 연구결과 공

유, 센터 및 우리원 역할 위상 제고

마) 에콰도르와의 협력 추진

○ 배경 및 추진경과

- 2019.4. 주한에콰도르대사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의 협력 제안

- 2019.4. 에콰도르 해군 해양정치과 과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방문

- 2019.7.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에콰도르 해양연구 현황 파악 및 협력 추

진 관련 협의

갈라파고스 보존 60주년 기념 과학심포지움 참석 및 갈라파고스 연구현황 파악(2019.7.2-3.

에콰도르 산타크루즈)

찰스다윈재단 방문 및 잠재력 협력분야 파악(2019.7.4. 찰스다윈재단)

해군해양연구소(INOCAR) 방문 및 잠재적 협력분야 협의(2019.7.9. INOCAR)

INOCAR, 갈라파고스와 에콰도르 EEZ 사이 공해지역 공동조사 제안(우리원 연구선 활용)

및 KIOST-INOCAR 간 MOU 체결 희망의사 표시

- 2019.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MOU 초안 및 공동조사 소요 비용산정서 송부, ‘ 2017-2019 동

태평양 기후변동에 대한 영향 국제심포지움’참가 및 연구결과 발표 요청

- 2019.9. INOCAR 전문가‘ 2017-2019 동태평양 기후변동에 대한 영향 국제심포지움’참가 및

연구결과 발표

- 2019.10. 주한에콰도르대사관 방문 및 향후 협력추진방향 협의

MOU를 최대한 빨리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추진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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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MOU 수정 관련 협의, MOU 체결

- 해양공동조사 관련 추가 협의를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 추진

바) 기획과제 수행

○ 추진배경 및 목적

- 동 사업 1차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7년 동안, 한·중남미지역간 해양정보 제공, 공동연구, 능력

배양 등 다양한 협력활동의 수행을 통해 확보한 협력네트워크와 성과,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

남미지역의 변화된 협력환경을 반영하여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도출할 시점임

- 한중남미해양과학기술협력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전반적으로 검토, 미흡한 점과 개선할 점,

그리고 한계를 분석하고, 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우리나라 정부의 해양과학기술

발전방향과 국제협력 추진방향과 일치하도록 비전과 목표, 향후 추진방향을 도출

-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역할 재정립

- 중남미지역으로의 협력활동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도출하여 이와 관

련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추진경과

- 2019.2. 세부협력과제 추진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

- 2019.4. 기획보고서 주요 목차 작성

- 2019.5.~9. 기존 자료 분석 및 기획보고서 초안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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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9 기획보고서 초안 검토의견 및 세부협력과제 수정 요청

- 2019.11. 기획보고서 수정

- 2019.12. 기획보고서 최종본 발간

○ 발굴된 협력과제(과학기술외교 I)

- 공동연구

남동태평양 연안 물리환경 변동성 연구

갈라파고스 해역 수중소음 환경 모니터링

남동태평양 열수광물자원 분포 연구

한·중남미 해양에너지 공동개발

페루 상업용 생물자원 재생산 향상 연구(추가 예정)

- 기술이전/협력(능력배양)

인공위성기반의 어장환경 및 어선공간활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페루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면양식 역량강화사업

카리브해 연안침식 대응

코스타리카 통합연안관리 역량배양

페루 연안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어초 조성사업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 달성을 위한 역량배양-‘수산자원 평가 및 관리과정’ 교육

훈련

페루 영세민 역량강화 사업(어업 분야)

페루 소규모 양식장 구축 시범시업

사) ODA 사업 타당성 조사

○ “인공어초를 통한 연안생산성 향상사업” 타당성 조사

- 배경 : 제6회 한 페루 운영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 승인

- 일시 및 장소: 2019.6.24.~29. 페루 따끄나 지역 및 페루해양연구소(IMARPE)

- 참석자: 명정구(우리원) Ruslan Pastor(IMARPE), 김경진, Raul Castillo(센터), 따끄나 생산

부, 따끄나 국립대학 교수 등 10여명

- 주요 활동:

인공어초 조성 후보지역(따끄나주) 현지 답사

따끄나주 국립대학 및 지자체 담당자 면담

수집된 자료 분석 및 향후 추진 협의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주요 결과

인공어초 조성지역 최종 선정

타당성조사 및 보고서 주요 내용 협의

KSP 제안서 작성 관련 협의

타당성조사보고서 및 KSP 제안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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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무상원조(ODA) 사업 발굴·추진·수행 지원)

가) ‘카리브해 해안리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백사장 침식 모니터링 및 조사사업’ 수행 지원

○ 책임자: 진재율 박사(KIOST)

○ 참여자: 김경진 박사(KIOST) 외 5인

○ 사업기간: 2018.3.~2020.6.

○ 총 사업비: 90만불

○ 목적 및 주요내용

- 기후변화로 인한 자메이카의 연안침식 피해전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메이카의 연안침식 대응능력 제고

- 캐리비안 모래연안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캐리비안연합을 주축으로 캐리비안국가들 연

안침식 평가 및 대응역량강화 실시(4백만불))

○ 당해연도 실적

- 제 3차 ACS(카리브해국가연합) 협력 컨퍼런스 참석 및 동 프로젝트 홍보

- 참석기간/장소: 2019.3.27.~29. 니카라과 마나과

- 주요 활동

ACS 연안침식 대응역량강화 프로젝트 및 ACS-KOICA 프로젝트 현황 공유

홍보비디오 상영 및 홍보책자 배포

한국측 동 프로젝트 관련지지 및 협조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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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카프로젝트 홍보동영상 상영 > < GCF 발표 >

< 한국 발언 > < 홍보책자 >

나) ODA 프로젝트 추진

①“페루 기후변화 대응 해면양식 및 수산지원조성기술 역량 강화 사업”

○ 배경:

- 제 5차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한·페루간 신규 협력과제인 ‘페루 민간양식기업 진출

투자가이드라인’ 수행(2018.6.~2019.2.)

- 페루에서 민간양식기업을 설립하기위한 절차와 법, 규정이 까다롭고, 수시로 수정되어 해외

기업이 페루에 기업을 설립하기 어려움

- 동 협력과제의 상대기관인 페루생산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고 양식기업

을 장려하는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싶다고 밝힘(투자가이드라인 4,5차 회의(2018.10, 12.)

- 제 6회 한·페루정부간 운영위원회(2019.5)에서 동 사업을 ODA 프로젝트로 추진키로 합의

○ 추진경과:

- 페루생산부와 PCP 내용에 대한 회의 수시 개최(2019.6.~9.)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21년 KOICA 정부부처제안사업 수요조사 제안서 제출(2019.6.17.)

- 페루생산부, 1차 PCP 코이카페루사무소에 제출(2019.6.27.)

- 사전협의대상사업으로 선정(2019.7.17.)

- 사전협의자료 제출(2019.7.26.)

- 외교부와 사전협의(201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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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공동기획 대상사업 선정(2019.9.11.)

- 페루생산부 최종 PCP 페루 APCI를 거쳐 코이카에 제출(2019.9.27.)

- 코이카 공동기획 조사단 페루 방문 및 실사(2019.11.)

* 페루생산부와 동 사업 추진에 대해서 수시로 회의를 통해 의견조율 및 자문 지원

< 공동기획조사-넙치양식기업 방문 및 

기술현황 파악 >
< 공동기획조사- 현장 부지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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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주요 내용

○ 수원국: 페루

○ 사업기간: 2021년~2025년(5년)

○ 총 사업비: 11,000백만원(약 9백만불)

○ 사업제안자: 오승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사업목적

- 해면양식 연구개발 센터 건립을 통한 해면양식 기술 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조성 및 생산기술
확보, 해당지역 주민 소득창출 및 삶의 질 개선, 식량안보 증진, 관련 산업 발전 도모, 국가차원의 지역균형
발전 및 해양환경 보존 및 관리 방안 수립에 기여

○ 주요 내용

- 페루 Ancash 연안지역 해면양식단지 구축 및 수산자원조성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파견, 해면양식 연
구개발센터 건립, 연안 환경조사, 해면양식 및 수산자원조성기술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의의

- 코이카 정부부처 사업으로 선정될 시, 우리나라 페루 민간양식산업 진출 기반 확보 및 수산

양식분야에서의 SDG14 달성에 기여

②“코스타리카 지속가능청색경제를 위한 통합연안관리 및 해양공간계획”(코이카 다자

간개발협력사업)

○ 배경:

- 제 15회 IOCARIBE회의에서 Vladimir Ryabinin IOC 사무총장 및 Cesar Toro IOCARIBE

사무국장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코이카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카리브해 해안리질리언

스 강화를 위한 백사장 침식 모니터링 및 조사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IOC와 ODA 사업을 추

진키로 협의(2019.5.6. 아루바)

○ 추진경과:

- 2019.6. 2021년 코이카다자간협력사업으로 추진키로 합의

- 2019.6. PCP초안 작성 완료

- 2019.9.~10. 코이카다자간협력사업 주요협력국가 대상 동 프로젝트 관련 수요 파악

- 2019.9.~10. IOC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역할 협의

* 연안침식관리 부분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이외의 다른 부분은 IOC에서 담당

- 2019.10. 코스타리카정부에서 적극적 협력 의사 표명

- 2019.10. PCP 최종초안 작성 완료

- 2019.10. 코이카엘살바도르사무소에 PCP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

- 2019.10. IOC, 코이카에 PCP 제출

○ 사업 주요내용

1. 수원국: 코스타리카

2. 사업기간: 2021년~2025년(4년)

3. 총 사업비: 6백만불

4. 사업제안자: IOC(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사업목적

- 코스타리카 통합연안관리, 해양공간계획 및 지속가능청색경제 역량 강화

6. 주요 내용

- 지역규모에서의 통합연안관리전략 시범시행을 위한 잠재적 사이트 지도 작성 및 시범관리전략 개발
- 지역적, 국가적 연안·해양생태시스템, 활용 및 압력 파악
- 지역시범사이트에서 시행될 경제지표 개발
- 통합연안관리/해양공간계획 관련 역량 프로그램 수행
- 연안침식연구 및 관리 지원, 예측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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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인공어초를 통한 연안생산성 향상사업”

○ 배경:

- 제 5차 운영위원회에서 6차 운영위원회 개최시, ‘인공어초를 통한 연안생산력 향상’사업을 논

의하기로 협의(2018.6.)

- 페루해양연구소로부터 인공어초 사업 제안서 수신(2018.9.)

- 한국측 제안서 검토(2018.10.)

○ 추진경과:

- 2019.5. 6차 운영위원회에서 동 사업을 ODA사업으로 추진하고 한국전문가 자문을 통한 타당

성조사를 수행하기로 합의

- 2019.6. 페루 따끄나 지역 타당성조사 수행(한국: 명정구 박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문)

- 2019.7. KSP PCP 초안 작성

- 2019.8. PCP 초안 검토 의견 제시 및 수정본 작성

- 2019.9. 페루해양연구소 2021/2022 KSP 사업 PCP 제출(한국측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제

출)

○ 사업주요내용

1. 수원국: 페루

2. 사업기간: 2021년~2022(2년)

3. 총 사업비: 2억원

4. 사업제안자: 페루생산부(페루해양연구소), 한국(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사업목적

- 페루 해안 해양생태계 보존과 지속가능한 연안생물자원 생산을 위한 인공어초 설치, 운영 및 생물자원
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기술 체계 지원

6. 주요 내용

- 기술 교육 진행- 분야별 전문가 페루 방문 및 국내 현장 답사를 통한 실무 기술 교육 진행 (총 4 회)
- 인공 어초 제작, 설치, 운영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 진행 (총 4회)
- 인공어초 적지 평가, 환경 모니터링 등 현장 실습 (총 2회)
- 인공어초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가이드 북 발간 (각 1회 발간)
- 페루 정부 인공어초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 회의 (총 2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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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년도(2020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한․중남미 지역간 협력활동 활성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협력 플랫폼 구축

• 한중남미 간 해양 정보 제공 및 센터 활동 

홍보 

  -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 최신 해양정보 제공 

70,0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페루해양연구소

(IMARPE)

•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 이슈 발굴 및 의사결정 

지원

  - 한중남미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종합성과 

및 기획보고서 

20,0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페루해양연구소

(IMARPE)

• 한‧페루(중남미)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10,0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페루해양연구소

(IMARPE)

• 한중남미해양과학기술협력 플랫폼 활용

  - 센터 활용 만족도조사

  - 워크숍 등 비대면 회의 개최 

20,0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페루해양연구소

(IMARPE)

현지 수요 기반 협력과제 

발굴‧추진‧수행 지원

• 페루 북부 연안 변동성 연구(페루 연안용승

모니터링사업)

• 페루 고급어종 생산성 향상 및 자연생태 연

구

• 에콰도르와의 공동연구 추진

44,0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페루해양연구소

(IMARPE)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 무상원조(ODA)사업 발굴·추진·수행 지원 20,0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가) 한중남미 간 해양 정보 제공 및 센터 활동 홍보 (계획: 24건, 달성: 47건)

① 중남미지역 해양관련 최신동향 정보 제공

○ 발송횟수: 2020년 1월, 4월, 6월, 10월 총 4회 발송

- 한·페루(중남미)센터에서는 분기별로 스페인어와 국문으로 구성된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발송

- 센터 6건, 한국 13건, 페루 13건, 기타 중남미 13건으로 총 45건의 소식을 전함

○ 배포처: 외교부, 해양수산부, 코이카, 해양관련기관 중남미 관계자(12명), 중남미관련 학회 및

기관(총 361명), 한국해양학회(회원수 약 1400명), 한국해양수산기업협회(회원사 약

260여개)

○ 주요내용: 한국과 중남미 지역의 뉴스, 미디어,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해양이슈 선별을 통해

주요 내용을 요약,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한국, 페루, 중남미지

역으로 분류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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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고서 및 책자 발간

○ 2020년 한페루(중남미)센터 뉴스레터 모음집

- 2020년에 발간한 뉴스레터 모음집을 책자로 발간하여 관련기관 및 한국해양산업협회 등 관

련 기업에 배포

○ 2014년~2020년 KOPE-LAR 활동보고서

- KOPE-LAR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KOPE-LAR 활동보고서(스페인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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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 이슈 발굴 및 의사결정 지원 (계획: 1건, 달성: 1건)

① 종합성과 및 기획보고서

○ 내용

- 2021년 일몰에 따른 동 사업의 종합성과 및 기획보고서 발간

- 기획보고서를 통해 센터 중장기발전전략(안)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중심

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프로그램 등 기획

○ 향후계획(안)

- 종합성과 및 기획보고서 발간을 통해 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전면 수정

- 본 보고서를 토대로 차년도에 사전기획연구보고서 추진

다) 한 페루(중남미)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1건, 달성: 1건)

① 2020년 한·페루(중남미)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 주요내용

- 2020년은 코로나 19 발생 및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지속으로 인하여, 상호간의 왕래가등

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상적인 운영위원회 개최가 불가능하였던 상황임

- 이에 따라, 한국과 페루 양국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이례적으로 2020년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제6차 공동운영위 의결안 이행보고서를 제출 하는 것으로 운영

위원회 개최를 갈음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을 완료함

- 보고서 주요내용으로는 제6차 공동운영위에서 의결된 안건 이행보고, 공동 소장 교체에 대한

보고, KIOST-IMARPE 간 신규 공동연구과제 관련 협의, KOPELAR 운영지침 영문본 페루

생산부 검토 등임

* 한·페루(중남미)센터 운영위원회

- 매년 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1) 이전년도와 차후년도의 센터 주요활동 및 계획을 검토/승인, (2) 추
천된 공동연구과제 검토/승인, (3)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후속조치를 의결함

- 해양수산부, 페루생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페루해양연구소 및 협력과제 활동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14년부터 `19년까지 총 6차례 운영위원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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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 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력 플랫폼 활용 (계획: 4건, 달성: 11건)

① 한·페루(중남미)센터 활용 만족도 조사

○ 뉴스레터, 수산기사 등 해양정보 제공 측면과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지역간의 협력활동에서 동

센터 활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수행

○ 대상: 중앙정부조직, 지자체, 공사/공단, 협회/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개인

○ 주요결과

-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중남미지역과의 협력활동을 통해 한·페루(중남미)센터를 알게됨

-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등의 사유로 한·페루(중남미)센터를 활용함

- 향후 한·페루(중남미)센터가 강화해야할 부분은 협력사업의 발굴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봄

- 또한, 단순기사외에 분야별 깊이 있는 자료 분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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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워크숍 등 회의 개최(비대면 포함)

㉮ 한-페루 소장 간 정기화상 회의 개최(9건)

○ 배경: 코로나19로 인해, 페루 국경이 폐쇄되어 KOPE-LAR 한국측 공동소장의 정상파견이 불

가능한 상황이며 페루 내에서도 전 국민 의무격리기간으로 인해 KOPE-LAR가 위치한

IMARPE도 재택근무 중임. 이에 따라, KOPE-LAR 소장 및 직원간 정기화상 회의 개

최

○ 내용: 격주로 화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KOPE-LAR 운영 및 한-페루 연구자간 교류 활성화

방안, 공동연구 진행 사항 점검 등을 추진함

○ 개최 건수: 한페루센터 소장 상견례를 포함하여 9차례 화상회의 개최

상견레 및 제1차 화상회의(6.9) 제2차 화상회의(6.30) 제3차 화상회의(7.16)

제4차 화상회의(8.14) 제5차 화상회의(9.22) 제6회 화상회의(10.6)

제7회 화상회의(10.20) 제8회 화상회의(11.17) 제9회 화상회의(11.25)

㉯ 2020 한-중남미 해양수산포럼 공동개최

○ 일시 및 장소:'20.9.11(금) 22:00~ 익일 02:00 / 서울 인터콘티넨탈

○ 주요 참석자(한국측)

- KIOST : 김웅서 원장, 권석재 부장, 김희진 실장, 박준용 소장, 신창웅, 허기영, 허성표, 박한

산 등

- KMI : 장영태 원장, 조정희 본부장, 마창모 실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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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페루대사관(前 조준혁 대사), 인하대(김춘선 교수), KOEM(장준영 팀장), KOICA(강형철

소장)

○ 주제 : (포럼1) COVID-19이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포럼2) 기후변화 및 수산·양식분야에서의 국제협력 

○ 방식: 온라인 회의 진행 (ZOOM 활용), 한-스페인어 통역 제공

○ 참석규모: 중남미지역 약 100여명 참석

○ 본 포럼과 연계하여 페루 영세어민 역량강화 교육훈련 실시(강연자: KIOST 장연식)

㉰ 한·중남미 해양수산협력 관계자 회의

○ 일시 및 장소: `20.7.30.(목) 16:00~20:00 / 서울

○ 참석자 (기관 가나다순):

-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 조준혁 (전)대사

- (인하대) 김춘선 교수, (KOICA) 강형철 소장, (KIMST) 서경석 실장, (KOEM) 장준영 팀장

- (KIOST) 권석재 부장, 박준용 소장, 김희진 실장, 조가람

- (KMI) 조정희 본부장, 한덕훈 센터장, 문석란 전문연구원, 전혜은 연구원

○ 주요결과

- 한-중남미 해양수산협력 사업 및 아이템 공유

- (KIOST-KMI 공동협력) `20년 한·중남미 해양수산 포럼 개최 관련 논의

- 기관 간 한-중남미 신규 협력사업 발굴 논의

- 차년도부터 한페루센터 운영위원회(KIOST 주관)와 한중남미포럼(KMI주관)을 연계하여 개

최

- 향후 공동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간 한·페루(중남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KMI

한덕훈 센터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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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수요기반 협력과제 발굴·추진·수행 지원

가) 페루 북부 연안 변동성 연구

○ 책임자

- 한국 측: (KIOST) 신창웅 책임연구원

- 페루 측: (IMARPE) Dimitri Gutierrez

○ 사업기간 : (1차) 2014.10.27일부터 2년 (KIOST-IMARPE 특정의향서)

(2차) 2016.10.28일부터 3년 연장 (KIOST-IMARPE 부속합의서1)

(3차) 2019.10.15일부터 3년 연장 (KIOST-IMARPE 부속합의서2)

○ 사업목적: 페루 북부해역 적도전선의 역학적 특성 파악

○ 당해연도 실적

- 그간 연구성과 결과보고서 발간

나)‘페루 고급어종 생산성 향상 및 자연생태 연구’의 후속연구 추진

○ 배경

- '페루 고급어종 생산성 향상 및 자연생태 연구'가 종료됨에 따라, 후속연구에 관한 협약 필

요

- 5,6회 한·페루(중남미)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페루 해양생물 생산성 향상'관련 신규 공동연구

과제 추진 승인

○ 당해연도 실적

- ('20.06) IMARPE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바탕으로 KIOST 연구진 회의 개최

('20.10) KIOST-IMARPE 연구진 간 화상회의 개최

- 한-페루간 신규 공동연구 제안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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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도출된 제안서를 통해 KIOST-IMARPE간 공동연구 협약서 체결(1년 협약)

- 코로나 19등 팬데믹 사태를 대비하여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제작 예정

- KMI와 연계하여 장기 및 체계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축

다) 에콰도르와의 해양 협력 추진

○ 배경 및 추진경과

- ('19.4.) 주한에콰도르대사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의 협력 제안

- ('19.4.) 에콰도르 해군 해양정치과 과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방문

- ('19.7.) 한·페루(중남미)센터 에콰도르 해양연구 현황 파악 및 협력 추진 관련 협의

- ('19.10.) 주한에콰도르대사관 방문 및 향후 협력추진방향 협의

○ 당해연도 실적

- ('20.04)주한에콰도르대사관 방문을 통해 공동연구 아이템 선정 및 향후 공동연구 방향 논의

- 주요결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에콰도르 해양연구소(INOCAR)와의 공동연구 협의에 따라 제안서 작성



- 136 -

3)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가) 무상원조(ODA)사업 발굴·추진·수행 지원

① UNESCO/IOC와 KOICA 다자간개발협력사업 발굴

○ 배경

- 제 15회 IOCARIBE회의에서 Vladimir Ryabinin IOC 사무총장 및 Cesar Toro IOCARIBE

사무국장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코이카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카리브해 해안리질리언

스 강화를 위한 백사장 침식 모니터링 및 조사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IOC와 ODA 사업을 추

진키로 협의(2019.5.6. 아루바)

- 2019년 추진한 3개의 ODA사업의 재추진 여부 조사를 통해 재추진 결정

○ 주요내용

- 연안침식관리 부분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이외의 다른 부분은 IOC에서 담당

○ 당해연도 실적

- IOC에 연안침식관리 부분 PCP 제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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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년도(2021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한․ 중남미 지역 간 협력활동 활성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협력 플랫폼 구축

• 한중남미 간 해양 정보 제공 및 센터 활동 

홍보 

  -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 센터 홈페이지에 센터 활동 및 해양 정보 제공

50,0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페루해양연구소

(IMARPE)

• 한‧페루(중남미)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20,0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페루해양연구소

(IMARPE)

• 한중남미해양과학기술협력 플랫폼 활용

  - 워크숍 등 비대면/대면 회의 개최 

  - 기획연구 추진 

50,0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페루해양연구소

(IMARPE)

현지 수요 기반 협력과제 

발굴‧추진‧수행 지원

• 페루 북부 연안 변동성 연구(페루 연안용승

모니터링사업)

• 페루 해양 생물자원의 생산성 향상 연구 

44,0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페루해양연구소

(IMARPE)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 무상원조(ODA)사업 발굴·추진·수행 지원 20,0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가) 한중남미 간 해양 정보 제공 및 센터 활동 홍보(계획: 24건, 달성: 64건)

① 중남미지역 해양관련 최신동향 정보 제공

○ 발송횟수: 2021년 1월, 4월, 11월, 12월 총 4회 발송

- 한·페루(중남미)센터에서는 분기별로 스페인어와 국문으로 구성된 E-Book 형태의 뉴스레터

를 제작하여 발송

- 특히 3분기, 4분기 뉴스레터 부터는 KMI와 공동 발간을 통해 보다 다양한 해양관련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함

- 센터 8건, 한국 17건, 페루 19건, 기타 중남미 20건으로 총 64건의 소식을 전함

○ 배포처: 외교부, 해양수산부, 코이카, 해양관련기관 중남미 관계자(페루 해양연구소, 페루 까야

오대학 등), 중남미관련 학회 및 기관(총 361명), 한국해양학회(회원수 약 1400명), 한

국해양수산기업협회(회원사 약 260여개)

○ 주요내용:

- 한국과 중남미 지역의 뉴스, 미디어,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해양이슈 선별을 통해 주요 내

용을 요약,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한국, 페루, 중남미지역으로 분류하여

제공하였음

- 또한, 해양 클러스터 기관 중 하나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뉴스레터 공동 발간을 통

하여 다각적인 현지 해양수산 관련 정보 및 현황을 파악하고,중남미 지역의 해양수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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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 페루(중남미)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① 2021년 제7회 한·페루 운영위원회 개최

○ 목적

- 센터를 포함한 한·중남미 해양협력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승인/권고

○ 일시/장소 : 서면 결의 관련 절차 진행 중 (한국 세종, 페루 리마)

○ 주요 의제

- (한국측) 해양수산부 황진실 사무관

- (페루측) 생산부 Albina Ruiz Ríos 수산양식차관 대리

○ 주요 의제

- 2020년 센터 주요활동결과 보고 및 운영비 결산

- 2021년 센터 활동 계획 보고

* 운영위는 통상 한페루센터가 소재한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어왔으나, 작년에 이어 금년은 코

로나 19로 인해 대면 회의 개최 불가. 이에 2021년도 한페루센터 운영위는 서면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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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력 플랫폼 활용

① 워크숍 등 회의 개최(코로나19에 따라 화상회의 등 적극 활용)

㉮ 한-페루 소장 간 정기화상 회의 개최(총15건)

○ 배경: 2021년에도 지속된 코로나19 유행 및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인해 페루측은 재택근

무를 계속 실시함에 따라 한페루센터 한국 측 공동소장의 파견이 불가능하였음. 이에

따라 격주 간 KOPELAR 소장 및 직원 간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함

○ 실적: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를 통해 KOPELAR 운영 및 한-페루 연구자간 교류 활성화 방안,

공동연구 및 양식분야 교육훈련 진행 사항 점검 등을 시행하였음

제10차 화상회의(1.8) 제11차 화상회의(1.19) 제12차 화상회의(05.06)

제13차 화상회의(5.18) 제14차 화상회의(6.11) 제15차 화상회의(6.22)

제16차 화상회의(7.21) 제17차 화상회의(8.17) 제18차 화상회의(8.31)

제19차 화상회의(9.14) 제20차 화상회의(1.19) 제21차 화상회의(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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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화상회의(11.16) 제23차 화상회의(11.30) 제24차 화상회의(12.16)

㉯ 한-페루 연구자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비대면회의 개최(총2건)

○ 배경: 대면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한-페루 연구자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비대면회의로 변경

하여 추진코자 함

○ 내용

- KIOST-IMARPE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1.02.24 21:30-10:05(한국기준), ZOOM

참석자: 신창웅, Dimitiri Gutierrez, Luis Vasquez, Noel Dominguez

주요내용

* 페루의 COVID19 상황 공유

* 페루북부연안 변동성 연구 관련 현재 상황 논의, 향후 계획,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기획

토의(페루 전체에 현황(사업과 장비)은 ENFEN(페루엘니뇨위원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서

파악하는 것을 제안 받음)

* 페루(IMARPE)와의 공동연구관련 사항 논의

기획연구에서 필요한 양식을 보내주면 페루측의 연구계획 및 내용을 작성해 주기로 함

- KIOST-IMARPE 간 양식 관련 공동연구를 위한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1. 5. 24. 10:00 , ZOOM

참석자: (KIOST) 오승용, 김이영 등 (KOPELAR) 이지선, 욜란다 (IMARPE) 릴리 등

주요내용

* 작년 판데믹으로 인해 산란작업을 하지 못한 사유 등 실험어의 크기 및 프로젝트에 부적

합 상황 전달 등

* 시범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협약체결 필요성 논의

* 시범프로젝트 내에 있는 화상교육훈련 2건에 대한 한국측 의견 문의 등

㉰ ‘21년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소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1. 5. 31.(월), 14:00 ~ 15:00, 본원 행정동 중회의실2 및 화상회의(ZOOM)

○ 참석자 : 한페루(중남미)센터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10명

○ 주요내용

- 21년 한페루센터 상반기 활동 보고 및 하반기 계획 공유

- 한·페루(중남미)센터 사전기획연구보고서 작성 관련 논의(해양과학국제연구사업 일몰에 따른

KIOST 해외 인프라 활용 활성화 중장기 방안 개발 필요성 안내, 보고서 작성 요청 및 인정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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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KICCOF) 개최 (상/하반기 총 2회 개최)

1) 상반기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KICCOF) 개최

○ 행사명: 2021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 (2021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ference

on Oceans and Fisheries)

○ 일자/장소: 2021년 2월 23일 ~ 3월 3일 中 3일 /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 Ballroom(2F) / 화상

회의 플랫폼 Zoom

* 중남미 (2월 23일~24일) / 남태평양 (2월 25일) / 아프리카 (3월 2~3일) 예정

○ 주제: POST-COVID 19 시대 해양수산 개발협력 방향

○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 소개, 해양수산 자원관리 및 글로벌 이슈 논의, POST

코로나 시대의 권역별 맞춤형 ODA 수요 논의 등

2) 하반기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KICCOF) 개최

○ 배경: 아세안,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규 ODA사업 개발을 통한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 확대

추진 등

○ 일자/장소 : ‘21. 11. 9(화)~10(수)/ 서울 여의도콘래드호텔(온오프)

○ 참석자

- KIOST 원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FAO 사무총장, 주

한 필리핀/페루/케냐/키르키스스탄 대사 등

○ 세션 구성

- (세션1_ 개회식 및 특별강연) 해양수산 ODA 주요 협력사례 소개, KICCOF의 발자취 소개,

VIP 연사 특별 강연 등

- (세션2,3,4_ 3개 권역별 컨퍼런스) ①한-중남미(페루 등) ②한-아세안(인니 필리핀 등) ③한-

아프리카(세네갈 등) ODA 정책 및 주요 현안 발표, 공여국/수여국/국제기구별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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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국제협력 발전방안 토론 등

- (세션5_ 특별세션) FAO 세션_ ‘수산어업 삼각협력의 도전과 기회’

○ 주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 내용: KOPELAR에서는‘중남미 지역의 효율적인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중남미

세션을 개최하였으며, 한페루(중남미)센터 마르셀리아노 공동 소장, KIOST 허성표 박사

가 발표에 참여함

㉲ 에콰도르(INOCAR)와의 공동연구 추진 회의 개최

○ 공동 연구 추진 배경 및 추진경과

- ('19.4.) 주한에콰도르대사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의 협력 제안

- ('19.4.) 에콰도르 해군 해양정치과 과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방문

- ('19.7.) 한·페루(중남미)센터 에콰도르 해양연구 현황 파악 및 협력 추진 관련 협의

- ('19.10.) 주한에콰도르대사관 방문 및 향후 협력추진방향 협의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1.02.02. 10:00(한국기준), ZOOM화상 회의

- 참석자 : (KIOST) 박준용 소장, 김희진, 조가람, 최복경 등 (INOCAR) LEONARDO

ALVARADO, OTHONIEL PALACIOS, MARCELO ASCOTA 등

- 주요내용

한페루센터 및 INOCAR 기관 소개 및 공동연구 추진 관련 연구 계획, 추진 일정 등 논의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KIOST-INOCAR 간 MOU 체결 추진 협의 등

* 향후계획 : ‘21. 12월 현재 KIOST와 해군해양국(INOCAR는 ’21년 에콰도르 내 개각 등으

로 인하여 해군 해양국으로 편입되어 MOU 체결 또한 INOCAR의 상위 기관

인 해군 해양국과 체결 추진됨)과의 금년 MOU 체결 완료를 목표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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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 기획세션 개최

○ 배경: 향후 해외연구거점들이 연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The Pacific

Triangle Project’에 대한 사전 기획중이며, 기획 세션을 개최를 통해 다양한 해양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위함

○ 일자/장소 : ‘21. 11. 4.(목) 15:45~17:45/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 C

○ 참석자

- 한페루(중남미)센터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등 약 50명

○ 주요 내용

- ‘The Pacific Triangle Project : 해양과학·수산양식분야 미래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연

구개발 사전기획’을 주제로 기후변화, 해양관측, 해양환경 모니터링, 해양 예측, 수산 양식,

해양 정책 분야에서 발표 진행

-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기획연구 설문 조사 시행하였으며 약 120명 설문 응답 완료, 설문

내역 등을 참고하여 사전기획연구보고서 작성

② 사전기획연구 보고서 작성

○ 배경

-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협력사업’ 등의 해외 연구거점들의 사업들이 2021년에 일몰제로 인

하여 종료되고 새로운 전략을 가진 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임

- 해양영토권 강화,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 수산자원 보존 등 산적한 국내 해양수산 현안을 해

결하기 위한 해양수산 분야 글로벌 거버넌스 고도화를 달성하려면 정부지원의 국제협력 프

로그램 기획연구 필요

○ 주요내용:

- 남태평양에 위치한 3개의 KIOST 해외 거점을 중심으로 연계 활용 극대화를 통한 글로벌 해

양 데이터 확보 기반 구축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국가 R&D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성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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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 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양식분야 교육 실시

○ 교육기간 : 2021. 9월 ~ 10월

○ 교육대상 : 페루 IMARPE 측 양식에 관심있는 누구나

○ 교육방식 : ZOOM 이용 온라인 강의(비실시간 녹화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 참가혜택 : 교육 수료증 발급(수료자 대상) ※수료기준 : 테스트 통과

○ 교육구성 : 총3강 구성(기초과정 총3강)

○ 주요내용

-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 양식 방법 등 온라인 교육 훈련 및 컨설팅 실시

- 수료자 선정(테스트 실시: 구글 폼 이용), 수료증 발급(첨부 사진 참조)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산출 등 시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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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명
교육

방법
인원 교육일정 시수 강사

기 초

제1강. 양식장 운영1
-유수식 육상 양식 방법 소개

온라인
50명내
외

9/3(금)
10:00-11:00
(한국기준)

1h
KIOST

허성표박사

제2강. 양식장 운영2
-순환여과방식 양식 방법 소개

온라인
50명
내외

9/17(목)
10:00-11:00
(한국기준)

1h
KIOST

허성표박사

제3강. 사료 영양학
-어류 양식을 위한 사료 영양학 개론

온라인
50명
내외

10/1(목)
10:00-11:00
(한국기준)

1h
KIOST

허성표박사

2) 현지 수요기반 협력과제 발굴·추진·수행 지원

가) 페루 북부 연안 변동성 연구

○ 책임자

- 한국 측: (KIOST) 신창웅 책임연구원, 페루 측: (IMARPE) Dimitri Gutierrez

○ 사업기간 : (1차) 2014.10.27일부터 2년 (KIOST-IMARPE 특정의향서)

(2차) 2016.10.28일부터 3년 연장 (KIOST-IMARPE 부속합의서1)

(3차) 2019.10.15일부터 3년 연장 (KIOST-IMARPE 부속합의서2)

○ 사업목적: 페루 북부 연안 해양 자료 수집, 연안 엘리뇨 예측을 위한 자료 활용

○ 실적 : 적도전선 관측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페루 북부해역 해양물리 시계열자료 등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논문 투고 완료

나) 페루 해양 생물자원의 생산성 향상 연구

○ 배경

- '페루 고급어종 생산성 향상 및 자연생태 연구'가 종료됨에 따라, 후속연구에 관한 협약 필요

- 5,6회 한·페루(중남미)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페루 바다 물고기 생산성 향상'관련 신규 공동

연구과제 추진 승인

○ 주요내용

- 한-페루 연구자간 양식관련 신규 공동과제 제안서 도출하였으나 페루 내 코로나19 대유행

및 대통령 선거, 개각, 탄핵 소추안 발의 등으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혼란으로 인하여, 협약

체결을 위한 IMARPE 내부 절차가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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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시범 공동연구 결과보고서는‘21년 9월~10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던 페루

해양 생물자원 관련 교육 훈련의 결과 보고서로 대체함

3)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가) 무상원조(ODA)사업 발굴·추진·수행 지원

○ 배경: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통해 우리나라와 수산물 생산, 가공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하고 있는 페루에 수산양식 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수산양식 기술 산업의 남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수산식량자원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2022년 신규 ODA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 발굴에 성공

○ 사업 개요

- 사업명 : 페루 기후변화 대응 수산양식교육 역량 강화사업(Capacity Building for

Aquaculture Education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 in Peru)

- 기간 : 2022-2025년 (총4년)

- 총 사업 예산 : 6,000백만원 ('22년 : 500백만원)

- 주요 내용 : 수산양식교육을 위한 시설 구축(교육연수동, 숙소동 및 실험실습동 총3개동) 및

수산양식교육 프로그램 구축

○ 추진경과

- (‘21.02) 2022년 무상원조 사업 시행계획 해수부 제출

- (‘21.05) KOPELAR- 생산부 간 ODA 추진 관련 논의 회의 개최

- (‘21.10) 2022년 신규 ODA 수행을 위한 주페루한국대사관과의 협의 회의 개최

- (‘21.11) 2022년 신규 ODA 수행을 위한 주한페루대사관과의 협의 회의 개최

- (‘21.11) 사업 추진 관련 KOPELAR-페루 외교부-페루 생산부-IMARPE 간 회의 개최

○ 향후계획

- 수산양식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안) 및 운영 계획(안) 마련 등 2022년 신규 사업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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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KOPELAR-페루 생산부 간 회의 사진 ‘21.10 주페루대사관과의 회의 사진 

‘21.11 주한페루대사와의 면담 사진 ‘21.11 KOPELAR 및 페루 부처 등과의 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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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1.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1) 한중남미 해양정보 제공

○ 센터의 주요 활동과 한국과 중남미 해양이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뉴스레터를 발간

- 센터활동 63건, 한국 89건, 페루 97건, 중남미 126건, 기타 16건의 정보를 포함하여 총 27회

391건을 배포함

○ 페루를 대상으로 최신 해양·수산 기사를 주페루한국대사관 전문을 통해 관련 기관에 배포

KOPE-LAR 뉴스레터 홈페이지 페루 동향 정보

2) 현지 수요기반 협력과제 발굴 및 추진 수행 지원

○ 중남미지역과의 국제워크숍, 학술행사 개최(13건)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페루해양연구소(IMARPE)와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 연구’를

수행

○ 협력과제 추진 및 수행을 위한 협약(MOU) 체결 지원(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3)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 능력배양 프로그램 수행 및 지원

- 런던의정서 공학석사과정(LPEM) 중남미지역 후보자 지원 (2회)

- 페루 해양연구소(IMARPE) 해수 취수 필터링 시스템 기술자문 실시(1회)

- 양식기술 교육훈련 실시(2017년, 2018년, 2021년)

- 수산자원량평가 교육훈련 실시(2018년)

- 교육훈련 지원 (2014년, 2019년)

- 능력배양 세미나 (2016년, 2017년, 2018년)

기술자문 양식기술 교육 훈련 능력배양 세미나

○ ‘12∼’19년 간, 총 8건의 ODA사업을 추진, 그 중 2건의 ODA사업을 발굴하여 수행을 추진함

○ 카리브해 해안리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백사장 침식 모니터링 및 조사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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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수행 결과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가)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슬협력 플랫폼 구축 운영

①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KOPE-LAR) 설립 및 운영

○ KOPE-LAR를 페루해양연구소 내 구축 완료하였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페루 해

양연구소(IMARPE)에서 공동으로 운영

○ 한페루 정부간 회의는 한페루 양국의 주요 협력사항 등 공동연구과제 승인, KOPE-LAR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매년 운영위원회 개최되며 총 7차례 개최됨

② 한·중남미 해양정보 제공

○ 센터의 주요 활동과 한국과 중남미 지역의 뉴스, 미디어, 신문, 인터넷 등에서 해양이슈의 주

요 내용을 요약하여 뉴스레터를 발간함으로써, 관련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양에 대한

관심제고와 이해 증진, 그리고 정보 수요 충족

- 외교부, 해양수산부, 코이카, 해양관련 기관 중남미 관계자, 중남미 관련 학회 및 기관, 한국

해양학회, 한국해양수산기업협회 등으로 배포되며 연 3-4회 주기로 발간

- 센터활동 63건, 한국 89건, 페루 97건, 중남미 126건, 기타 16건의 정보를 포함하여 총 27회

391건을 배포함

○ 페루를 대상으로 최신 해양·수산 기사를 주페루한국대사관 전문(페루 산업경제정보/ 수산경제

정보)을 통해 관련 기관에 배포

○ 정보 제공 책자 발간

③ 사업성과 홍보

○ 해양 관련 세미나, 학회 발표 등을 통해 한중남미 협력사업, 한국 해양과학기술 및 센터 현황,

사업성과 소개

- 한국 및 중남미지역의 해양관련 전문가들에게 센터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발표함

○ 한·중남미간 협력에 대한 센터 활동 언론 기사 배포

페루 수산자원량평가 교육훈련 

페루 일간지 Andina 게재(`18.11.)

페루 민간양식산업 진출지원 위한 

투자가이드라인’출판기념회, 

뉴시스(`19.7.22.)

엘니뇨와 한반도 기후에 관한 

국제워크숍, 인천일보(‘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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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 수요기반 협력과제 발굴·추진 수행 지원

① 중남미지역과의 국제워크숍, 학술행사 개최(13건)

○ 한중남미간 협력수요 파악 및 공동연구결과 공유, 전문가 교류지원을 위해 국제워크숍 등 학

술행사를 다수 개최함

- ‘12∼’19년 간, 총 13회의 행사를 개최, 약 536여명의 전문가 교류를 지원하여 한·중남미간 협

력수요를 파악함

- 기후변화 및 수산양식관련 학술행사가 제일 많이 개최된 것을 비추어볼 때, 중남미지역에서

는 기후변화 및 수산양식 관련 수요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심포지엄

페루 Chita(돔종류) 양식 

개발을 위한 경험과 연구에 

관한 국제 세미나

2017-2019년 

남동태평양지역에서의 

기후변동영향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② 협력과제 대표성과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페루해양연구소(IMARPE)와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 연구’를

수행

- 본 연구는 전 세계의 기후를 좌우하며 페루 수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ENSO(El Niño

Southern Oscillation)와 페루연안 용승에 대한 연구이며 적도전선 관측을 위한 모니터링 시

스템 구축, 페루 북부해역 해양물리 시계열자료 확보를 목표로 함

-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연구결과를 국내외 학술대회에 발표 및 논문 투고

미국지구물리학회(2015 AGU Fall Meeting) 공동연구결과 포스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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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력과제 성과물(결과보고서 등)

○ 해양 및 수산과 관련한 한국과 중남미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 심

화 및 해양과학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과제 발굴 및 수행 지원

○ 한중남미사업은 저예산의 사업으로 주로 워크숍 개최, 교육훈련 실시, 보고서 발간 등 단수

교류, 협력 중심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성·단기성(1년) 과제를 산발적으로 수행

④ 협력과제 추진 및 수행을 위한 협약(MOU) 체결 지원

○ 정부 및 기관 간 MOU 체결지원을 통해 한·중남미 간 협력과제 발굴의 토대를 마련함

- 한·페루(중남미)센터 설립을 위해 한국 해양수산부와 페루 생산부 간 MOU 체결 지원을 시

작으로 에콰도르 수산연구소, 콜롬비아 해양연구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와 MOU

체결을 지원한 바 있음

○ 한·페루(중남미)센터 주도의 한-중남미간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함

다)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① 장기 능력배양 프로그램 수행 및 지원

○ 런던의정서 공학석사과정(LPEM) 중남미지역 후보자 지원 (2회)

- 런던의정서 공학석사과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2년간 전문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와 동시운영함

○ 페루 해양연구소(IMARPE) 해수 취수 필터링 시스템 기술자문 실시(1회)

- IMARPE 내 여과조 취수관 리모델링 설계 및 개선공사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직적자문 및

원격자문(E-mail)의 형태로 진행됨

IMARPE 해수필터 시설 해수필터리모델링 관련 협의

② 단기 교육훈련 수행 및 지원

○ 제1차 양식기술 교육훈련 실시(‘17.11.6～10)

- 한국 양식현황과 제주도 넙치 양식산업 규모 등의 전반적인 산업 동향과 친어관리, 산란 및

부화, 먹이생물 배양, 사육방법 등 넙치양식과 관련된 이론교육과 관련 연구기관(5곳) 및 양식

시설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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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1차 양식기술 관련 교육훈련 

교육훈련생 결과보고서

○ 제2차 양식기술 교육훈련 실시(‘18.10.8～12)

- 넙치의 산란, 채란, 부화, 먹이생물 배양, 치어 사육 등 넙치 종묘생산 관련 교육, 한국의 양식

시설 및 양식기술, 양식 현황 교육, 수산과학 유관 연구기관 방문 및 양식현장 실습 등

○ 수산자원량평가 교육훈련 실시 (‘18.11.12～23)

- 2016년 하반기부터 페루의 대왕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여 페루 해양연구소( IMARPE)측에서

한국의 자원량평가기법 교육훈련을 요청함

○ 교육훈련 지원 (2건)

- AMETEC 해양쓰레기 교육훈련시, 페루 해양연구소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음 (‘14.6.30～7.7)

- Training workshop for foster marine debris experts(2019.10. 부산, 페루해양연구소 전문가

1명)

○ 양식분야 비대면 온라인 교육훈련 실시 (‘21.9. ~ ‘21.10)

- ZOOM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기초강의 총3강 교육 실시

- 전체 강의 참석 및 수료증 발급을 위한 테스트 과정을 거쳐 총 5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만족도 조사를 통해 페루측 응답자 전원이 전반적인 프로그램 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

으며, 또한 응답자 전원이 교육 재참석 의사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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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능력배양 세미나 (3건)

○ 한국 양식산업 현황 및 넙치 기술개발 세미나 개최(‘16.07)

- 종묘생산 양식 매뉴얼 완성 및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페루 해양연구소의 양식부분 능

력배양 기회를 제공함

○ 한국 친환경양식기술 소개 및 현지 양식기술 자문(‘17.04)

- 세계인구의 지속적 증가속 단백질 공급을 위한 양식산업의 중요성, 현재 양식기술의 문제 진

단,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5가지 미래양식기술 개발 전략 강조 등

○ 해양수산 자원량 추정방법과 자원평가 모델강연 및 페루 대왕오징어 자원량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자문 (‘18.10)

- ‘해양수산 자원량 추정방법과 자원평가 모델’ 강연 및 기술자문 등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페루 해양연구소(IMARPE)측으로부터 수산자원량 평가 교육훈련 실시를 요청함

페루 수산자원량평가 능력배양 세미나 

③ ODA 사업 발굴 추진

○ 한·페루(중남미)센터가 위치한 중남미지역은 개도국으로써 능력배양 등의 수요가 많고 사업이

저예산임을 감안하여 사업초기부터 ODA사업 발굴을 목표로 추진

- ‘12∼’19년 간, 총 8건의 ODA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 2건의 ODA사업을 발굴하여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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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함

- 페루 인공어초 ODA사업 발굴을 위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페루 기후변화 대응

해면양식 역량강화사업은 공동기획조사단 방문시 지원한 바 있음

페루 인공어초 사업 타당성 조사 

페루 기후변화 대응 해면양식 역량강화사업 공동기획조사단 방문 

④ 중남미지역 ODA 사업 지원

○ 카리브해 해안리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백사장 침식 모니터링 및 조사사업 지원

- 캐리비안 연안침식과정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참석 및 발표, 교육훈련 참관 및 프로그램 진행

방향 협의를 지원함(‘18.8.5~9, 파나마시티)

- ‘연안침식 원인 및 관리방법 소개-한국 및 선진국 사례‘ 발표

연안침식 원인 및 관리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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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1) 단계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 해당 없음

   (2) 연차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퍼센트)

설정
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실적치
목표달성도
(%)

최종
목표

한중남미

해양과학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운영

한페루(중남미)해양

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설립

1건 5

-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 기술
공동연구센터
설립 여부

ㅇ 설립 완료(1건) 100

한페루(중남미)해양

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

6건

이상
5

- 홈페이지 운영
여부

- 운영위원회 개최
건 수

- 센터 활용 만족
도 조사건 수

ㅇ 운영위 개최(7건) 117

중남미지역

해양정보제공

450건

이상
10 - 정보제공 건 수

ㅇ 해양정보 제공
(545건)

- 뉴스레터(327건)
- 페루 해양수산기
사 배포(211건)

- 정보제공책자(7건)

121

사업 성과 홍보(성과

확산)

16건

이상
20

- 논문, 협력활동
관련 보고서(뉴
스레터 포함)
발간 건 수

- 언론보도자료 배포
건 수

ㅇ사업성과홍보(19건)
- 논문(4건)
- 사업성과발표(5건)
- 언론보도자료(10건)

118

현지 수요기반

협력과제

발굴 추진 수행

지원

협력과제 추진, 수행을

위한 협약서 체결

6건

이상
10 - MOU, 특정의향

서 등 협약건 수

ㅇ 협약서체결(10건)
- MOU 체결 지원
(4건)

- 협약서 체결 지
원(6건)

166

페루 포함

중남미지역과의

협력과제/활동 발굴,

추진, 수행

17건

이상
20

- 국제학술워크숍개최,
협력과제/활동 건
수

ㅇ 협력과제 수행
(26건)

- 개최 건수(15건)
- 성과물(11건)

152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단기간 능력배양

프로그램 수행

5건

이상
15

- 교육훈련프로그램
/ 자문 수행 건
수

ㅇ 단기 능력배양
(8건)

- 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5건)

- 능력배양 세미나
(3건)

160

장기간

능력배양프로그램 지원

2건

이상
5 - 석사과정 프로그

램 지원 건 수

ㅇ 장기 능력배양
(3건)

- LPEM 지원(2건)
- 기술자문(1건)

150

ODA사업 발굴, 추진,

수행 지원

6건

이상
10

- 코이카 등 ODA
사업 발굴, 추진,
수행 지원 과제
건 수

ㅇ ODA사업 발굴/
지원(10건)

- ODA사업 발굴
추진(9건)

- ODA사업 지원
(1건)

167

1차
년도
(2012)

한 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설립

한 페루(중남미)해양과

학기술공동연구센터

설립

1건 30

- 파견과학자 및
현지인력 선정

- 한 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개소식

ㅇ설립 완료(1건) 100

한·페루 전문가

세미나 개최

한·페루 전문가 세미나

개최
1건 30

- 페루와의 중점
협력분야 협의
실적 보고서 발간

ㅇ한중남미 공동연
구 선정평가 보
고서(1건)

100

중남미

지역과의 해양

공동연구 추진

여건 조사

중남미 지역과의 해양

공동연구 추진 여건

조사

1건 40

- 중남미 지역과의
해양협력추진 여
건조사 보고서
발간

ㅇ중남미지역 협력
여건보고서(1건) 100

2차
년도

한 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홈페이지 구축 1건 20 - 홈페이지 구축

건수
ㅇ한국어/스페인어
홈페이지 구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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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퍼센트)

설정
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실적치
목표달성도
(%)

(2013)

공동연구센터

운영

완료(1건)

중남미 지역 해양 관련

정보 제공
10건 10

- 중남미 지역 해
양 관련 정보 제
공 건수

ㅇ정보제공(12건)
- 해외 월간 보고
10건

- 뉴스레터 발간 2
건

100

한 페루(중남미)해양과

학기술

공동연구센터 홍보

브로셔 제작 및 배포

1건 10
- 한 페루(중남미)
센터 홍보 브로
셔 제작

ㅇ한 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
동연구센터 홍보
브로셔 제작 완
료(1건)

100

한·페루 운영위원회

개최
1건 10

- 한·페루 운영위원
회 개최 결과 보
고서

ㅇ운영위원회 결과
보고서(1건) 100

한·페루 간

협력활동

수행

한·페루 공동연구과제

선정
2건 10

- 한·페루 운영위원
회 개최 결과 보
고서

ㅇ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서(1건) 100

공동연구 선정, 평가,

수행에 대한 지침서
1건 10 - 지침서 ㅇ지침서 (1건) 100

IMARPE

해양생물실험을 위한

양질의 해수 공급 및

필터시스템 관련

기술이전

1건 20 - 설계도 및 자문
일지

ㅇ해수 공급 및 필터
시스템 관련 설계
도 및 자문일지
(1건)

100

공동연구과제 제안서 2건 20 - 공동연구과제 제
안서

ㅇ페루 북부 연안 변
동성 연구 제안서
(1건)
ㅇ페루 양식 및 훈련
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제안서(1건)

100

3차
년도
(2014)

한·중남미지역

간 해양 관련

협력활동

가교역할 수행

한 페루(중남미)해양과

학기술공동연구센터

활동 및 해양정보 제공

13건 10

- 뉴스레터 3회 이상
-한 페루(중남미)센
터활동 보고 건 수
- 중남미지역 해양
환경 관련 동향
정보 제공 10회
이상

- 각 회당 150명
이상 발송

ㅇ뉴스레터 3회, 센
터활동 보고 및 중
남미지역 해양환경
관련 동향정보 제
공 11회(총14건)

100

중남미 지역 해양편람

발간
1건 15 - 중남미지역 해양

편람 발간

ㅇ‘중남미 동태평양
국가와 아르헨티나
의 해양정책 및 연
구분석’ 발간(1건)

100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국제심포지움 및

자문위원회 개최

1건 10
- 국제심포지움 발
표자료집 및 자
문위원회 권고안

ㅇ중남미 기후변화의
영향 파악, 저감을
위한 프로그램 현
황 보고서’ 및 자
문위원회 권고안
(1건)

100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공동연구

발굴/추진/수행을

포함한 사업

중장기전략 수립

1건 10

- 공동연구 발굴/추
진/수행을 포함한
사업 중장기전략
수립(사업 예산
증액 관련 내용
포함)

ㅇ페루, 에콰도르, 콜
롬비아, 칠레 해양
협력 중장기 전략
수립(1건)

100

페루 연안 적도전선

모니터링 연구 및

한·페루산 넙치

성장비교 및

치어생존율 향상 연구

1건 15 - 공동연구 수행
진도 보고서

ㅇ페루 연안 적도전
선 모니터링 연구
진행보고서 작성(1
건)
ㅇ한 페루산 넙치 성
장비교 및 치어생
존율 향상 연구를
위한 특정의향서
초안 작성(1건)

100

공동연구과제 기반

마련 위한 MOU 체결
1건 10 - MOU 서명본

ㅇ‘페루 연안 적도전
선 모니터링 연구’
를 위 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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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퍼센트)

설정
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실적치
목표달성도
(%)

KIOST-IMARPE
간 특정의향서 체
결(1건)

중남미 지역과의

해양협력 모델 제안
1건 15

- 중남미 지역과의
해양협력 관련
논문

ㅇ‘한․페루 해양과
학기술 국제협력
잠재성 고찰’ 논문
발간(1건)

100

기술이전

페루 IMARPE

해수취수필터링 시스템

리모델링 기술자문

1건 15 - 기술자문 건 수

ㅇ페루 해양변동성
및 엘니뇨 관측 역
량강화사업 추진경
과 보고서(1건)

100

4차
년도
(2015)

한ㆍ중남미

지역 간

해양관련

협력활동 가교

역할 수행

한중남미 간 해양 정보

제공 및

한 페루(중남미)해양과

학기술공동연구센터

활동 홍보

13건 15

- 뉴스레터 3회
- 한 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활
동 보고

- 중남미지역 해양
환경 관련 동향
정보 제공 10회

- 각 회당 150명
이상 발송

ㅇ뉴스레터 4회, 센
터활동보고 및 중
남미 지역 해양관
련 동향정보 제공
9회, 페루 해양수
산정보 9회(총 22
회)

100

한 페루(중남미)해양과

학기술공동연구센터

활동 포함 성과보고서

발간

1건 30

- 한 페루(중남미)해
양과학기술 공동
연구센터 활동 포
함 중남미사업 성
과보고서

ㅇ한중남미 해양과학
기술협력사업 성과
보 고 서
(‘2012~2016’)(1건)

100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국제심포지움

및 자문위원회 개최

1건 10
- 국제심포지움 및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서

ㅇ한중남미 해양과학
기술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위원회 발
표 보고서(1건)

100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한·페루간 공동연구

수행
1건 20 - 공동연구 추진/수

행 진도보고서

ㅇ미국지구물리학회
(2015.12. 샌프란시
스코) 발표자료

100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1건 10

- 공동연구과제 기
반/수행을 위한
MOU 혹은 협약
서

ㅇKIOST-IMARPE
간 페루 양식기술
향상을 위한 특정
의향서 체결

100

중남미

해양과학기술이

전

중남미 과학자 대상

능력배양 실시
1건 15

- 교육훈련 시행경
과 보고서 및 기
술이전 사업 추
진 경과 보고서
건 수

ㅇ페루넙치양식 교육
훈련 매뉴얼(1건)
ㅇ양식교육훈련 추진
경과 보고서(1건)

ㅇKOICA 페루 해양
기후변동성 관측역
량강화사업 현지기
획조사결과 초안(1
건)

100

5차
년도
(2016)

한중남미

해양과학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한중남미간 해양정보

제공 및 센터 활동

홍보

3건 2.5

- 한 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뉴스레터 발송
(4회)

ㅇ뉴스레터 발송
(4건) 100

10건 2.5

- 한 페루(중남미)
해양과학 기술
공동연구센터
활동 보고 및
중남미지역 해
양환경 관련 동
향 정보 제공
건 수

ㅇ센터 월간보고 및
최신동향 자료 7건

ㅇ페루 해양수산정보
40건 제공(총47건)

100

1000건 2.5 - 회당 발송 건수

ㅇ센터 홈페이지, 학
회, 중남미 관계자
들을 통해 회당
1,700건 발송

100

1000건 2.5 - 홈페이지 방문자수 ㅇ홈페이지 방문자
1,036명 100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이슈 발굴 및

의사결정 지원

1건 20

- 한중남미 해양과
학기술전문가 국
제심포지움 발표
자료집

ㅇ한중남미 해양과학
기술전문가 국제심
포지움 발표자료집
(1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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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퍼센트)

설정
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실적치
목표달성도
(%)

- 2012~2017 한중
남미간 해양 협
력이슈/주제 리
스트

ㅇ 2012~2017 한중남
미간 해양 협력이
슈/주제 리스트(1
건)

현지 수요 기반

협력과제

발굴 추진 수행

지원

한·페루간 협력과제

수행
1건 20 - 논문 초안 ㅇ논문 초안 작성(1

건) 100

중남미 지역

국제기구(CPPS)와의

협력과제 수행

1건 20

- 공동연구 결과보
고서(CPPS지역
해양관측 현황파
악, 데이터 격차
정보 제공)

ㅇ공동연구 결과보고
서 1건(CPPS 지역
해양관측 현황파악
10점, 데이터 격차
정보 제공 10점)

100

협력과제 발굴 및 추진 1건 10
- 협력과제 수행을
위한 MOU 혹은
협약서

ㅇKIOST-콜롬비아
해 양 연 구 소
(INVEMAR) 간
MOU 체결(1건)

ㅇKIOST-IMARPE
간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 연구’ 협약
연장(1건)

100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중남미 과학자 대상

능력배양 실시
1건 10

- 페루 양식분야
전문가 기술자문
시행경과보고서

ㅇ페루 양식분야 기
술자문 시행 경과
보고서(1건)

100

기술공여 사업 추진 1건 10 - KOICA 사업 추
진경과보고서

ㅇKOICA 사업 추진
경과 보고서(1건) 100

6차
년도
(2017)

한중남미

해양과학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한중남미간 해양정보

제공 및 센터 활동

홍보

3건 2.5

- 한 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
동연구센터 뉴스
레터 발송 건 수

ㅇKOPELAR 뉴스레
터 발송(3건) 100

45건 5

- 한 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활동 보고 및
중남미지역 해양
환경 관련 동향
정보 제공 건수

ㅇ홈페이지 해양 관
련 자료 업로드
(79건)

ㅇ민간업체 정보 제
공 횟수(뉴스레터
포함 5회)

100

2000건 5 - 회당 발송 건수

ㅇ센터 홈페이지,
학회, 협회, 중남
미 관계자들에게
회당 2033건

100

1500건 2.5 - 홈페이지방문자수 ㅇ홈페이지 방문자
수 2524명 100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이슈 발굴 및

의사결정 지원

1건 5

- 한 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결
과 후속조치활
동 건수

ㅇ한 페루(중남미)
센터 운영위원회
결과 후속조치활
동 보고서(1건)

100

현지

수요

기반

협력과제

발굴 추

진 수행

지원

양자

간

협력

과제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연구’ 수행결과

발표

1건 15
- 논문 투고 최종본
- 공동연구 진행보
고서

ㅇ논문(‘Effects of
the El Niño
2015-2016 on
Currents and
Temperatures in
the Northern
P e r u v i a n
Coast’)

ㅇ기후변화 공동연
구 진행보고서

100

기후변화로 인한 페루

엔초비 생산량 변화에

따른 어분가격

영향연구

1건 20 - 연구결과보고서

ㅇ기후변화로 인한
페루 엔초비 생
산량 변화에 따
른 어분가격 영
향 연구결과보고
서(1건)

100

다자

간

협력

과제

CPPS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관측데이터프로세

싱 개발

1건 15

- CPPS 지역 기후
변화 대응 해양
관측데이터프로
세싱 전문가 워
크숍 발표자료집

- 워크숍 결과보고서

ㅇCPPS 지역 기후
변화 대응 해양
관측데이터프로
세싱 전문가워크
숍 발표자료집(1
건)

100

공동연구과제 기반 1건 10 - 체결한 MOU 혹은 ㅇ페루 넙치 재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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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퍼센트)

설정
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실적치
목표달성도
(%)

마련 위한 MOU

후속조치
협약서 후속조치
활동 건수

산 및 양식기술
개발연구사업 특
정의향서 부속서
(1건)

ㅇ페루 북부연안
변동성연구 관련
협약기간 연장
특정의향서 부속
서(1건)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중남미 과학자 대상

능력배양 실시
1건 10

- 양식분야 기술공
여 추진경과 보
고서

ㅇ양식분야 기술공
여 추진경과보고
서(1건)

100

기술공여 사업 추진 1건 10 - ODA사업 발굴
및 추진 건수

ㅇ코이카 자메이카
연안침식 이해
및 대응역량강화
기술제안서(1건)

100

7차
년도
(2018)

한중남미

해양과학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한·중남미 간 해양정보

제공 및 센터 활동

홍보

48건 10
- 중남미지역 해양
관련 최신동향
정보 제공 건수

ㅇKOPE-LAR 뉴
스레터 4건(66건
의 센터, 한국,
페루, 중남미 정
보 수록)

ㅇ주페루한국대사
관 수산기사 38
건 이상 제공

100

4건 20 - 성과확산 건수

ㅇ뉴스레터 등 해
양정보 책자 등
보고서 발간(1건)

ㅇ기후변화로 인한
페루 엔초비 생
산량 변화에 따
른 어분가격 영
향 연구 논문 게
재(1건)

ㅇ보도자료(2건)

100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이슈 발굴 및

의사결정 지원

1건 5

- 한 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결과
후속조치활동 건
수

ㅇ한 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공
동연구센터 운영
위원회 결과 후
속조치활동 보고
서(1건)

100

현지 수요 기반

협력과제

발굴 추진 수행

지원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연구’ 수행결과

발표

1건 20 - 논문 게재

ㅇ논문 제출 및 수
정본 제출(1건)
ㅇ공동연구 추진결
과보고서(1건)

100

페루 양식기업 진출을

위한 투자지침서 발간
1건 20 - 투자지침서

ㅇ투자지침서(가이
드라인) 작성(1
건)

100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중남미 과학자 대상

능력배양 실시
2건 20

- 페루산 넙치번식
및 양식 기술 교
육훈련 보고서
(만족도조사 포함)

- 페루 대왕오징어
자원량평가 능력
배양 활동 보고서
(만족도조사 포
함)

ㅇ페루산 넙치번식
및 양식 기술 교
육훈련 보고서(1
건, 만족도조사
포함)
ㅇ페루 수산자원량
평가 교육훈련
결과보고서(1건 ,
만족도조사 포
함)

100

무상원조(ODA) 사업

발굴·추진·수행 지원
1건 5

- 코이카사업 발굴·
추진·수행 지원보
고서

ㅇ코이카사업 발
굴·추진·수행 지
원보고서 (신규
ODA사업 2건 발
굴)

100

8차
년도
(2019)

한중남미

해양과학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한·중남미 간 해양정보

제공 및 센터 활동

홍보

48건 10
- 중남미지역 해양
관련 최신동향
정보 제공 건수

ㅇ정보제공(48건)
- KOPE-LAR 뉴
스레터 정보 23
건
- 뉴스레터 외 정
보제공 25건

100

2건 10 - 성과확산 건수
ㅇ뉴스레터 등 해
양정보 책자 등
보고서 발간 1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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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퍼센트)

설정
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실적치
목표달성도
(%)

이상
ㅇ보도자료 1건 이
상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이슈 발굴 및

의사결정 지원

1건 5

- 한 페루(중남미)
센터 운영위원
회 결과 후속조
치활동 건수

ㅇ한 페루(중남미)
센터 운영위원회
결과 후속조치활
동

100

한중남미해양과학기술

협력 플랫폼 활용
1건 5 -석사과정 지원 건수

ㅇ장기적 인적자원
양성 프로그램
(석·박사과정) 지
원(2건)

100

현지 수요 기반

협력과제

발굴 추진 수행

지원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연구’ 수행결과

발표

1건 10 - 논문 게재 ㅇ논문 게재(1건) 100

‘페루 민간양식기업

진출지원위한

투자가이드라인 발간

후속조치

1건 10
- 투자가이드라인

관련 출판기념
회/설명회 개최

ㅇ투자가이드라인
관련 출판기념회
/ 설명회 개최

100

기획과제 수행 1건 20 - 기획과제보고서 ㅇ기획과제보고서
(1건) 100

ODA사업 타당성 조사 1건 10 - 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ㅇ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1건)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무상원조(ODA) 사업

발굴·추진·수행 지원
1건 20

- 코이카사업 발굴·
추진·수행 지원보
고서

- ODA 관련 페루
관계기관 PCP 1
건

ㅇ코이카사업 발
굴·추진·수행 지
원보고서(1건)
ㅇODA 관련 페루
관계기관 PCP
(수요국수요계획
서) (1건)

100

9차
년도
(2020)

한중남미

해양과학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45)

한·중남미 간 해양정보

제공 및 센터 활동

홍보

24건 5

- 중남미지역 해양
관련 최신동향
정보 제공 건수
(24)

ㅇ중남미지역 해양
관련 최신 동향
정보 제공 횟수
(24건)

100

한중남미 지역 간

해양이슈 발굴 및

의사결정 지원

1건 10 - 종합성과 및 기
획보고서

ㅇ종합성과 및 기
획보고서(1건) 100

한 페루(중남미)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1건 5

- 한 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의
사록

ㅇ한 페루(중남미)
센터 운영위원회
이행보고서(1건)

100

한중남미해양과학기술

협력 플랫폼 활용
4건 25

- 센터 만족도 조사
- 워크숍 등 비대
면 회의 개최

ㅇ해양정보 제공
및 센터 활용 만
족도 조사 (1건)
ㅇ워크숍 등 비대
면회의 개최(4건
이상)

100

현지 수요 기반

협력과제

발굴 추진 수행

지원

(40)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연구’ 수행
1건 15 - 공동연구 결과보

고서

ㅇ공동연구 결과보
고서(1차년도~9
차년도 추진수행
결과)

100

‘페루 고급어종 생산성

향상 및 자연생태

연구` 추진

1건 15 - 공동연구 제안서 ㅇ공동연구 제안서
(1건) 100

에콰도르와의 공동연구

추진
1건 10 - 공동연구 제안서 ㅇ공동연구 제안서

(1건) 100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15)

무상원조(ODA)사업

발굴·추진·수행 지원
1건 15

- 코이카사업 발굴·
추진·수행 지원보
고서

ㅇ코이카사업 발
굴·추진·수행 지
원보고서(1건)

100

10차
년도
(2021)

한중남미

해양과학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55)

한·중남미 간 해양정보

제공 및 센터 활동

홍보

24건 10
- 중남미지역 해양
관련 최신동향
정보 제공 건수

ㅇ중남미지역 해양
정보 제공(64건) 100

한 페루(중남미)센터 1건 10 - 한 페루(중남미) ㅇ의사록(1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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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 해당사항 없음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

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

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여율

1

‘한-페루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잠재성 고찰: 
협력현황과 이슈 및 

미래방안 탐색

중남미

연구

김경진, 

하상섭

Vol.34 

No.1 

[2015]

대한민국
한국외국어대

학교 중남미

연구소

비 SCIE 2015.2.

G704-00170

4.2015.34.

1.012

(공동1저

자)

2
페루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현황과 한계 
그리고 국제협력 연구

중남미

연구

김경진, 

하상섭

Vol.35 

No.4 

[2016]

대한민국
한국외국어대

학교 중남미

연구소

비 SCIE
2016.11.

 

G704-00170

4.2016.35.

4.003

(공동저

자)

3

페루 기후변동 엘니뇨의 
해양과학특징 및 이의 

어분생산량-
가격변동 상관관계 고찰

중남미

연구

김경진, 

하상섭

Vol.37 

No.3 

[2018]

대한민국
한국외국어대

학교 중남미

연구소

비 SCIE 2018.8.

10.17855/j

las.2018.5

.37.3.161

(주저자)

4

2015-2016년 엘리뇨 기간 
중 페루 북부 해안에서 

관측한 비정상적으로 강한 
해류

한국연

안방재

학회지

신창웅, 

구띠에레

스 

디미트리

Vol.08

No.4
대한민국

한국연안방지

학회
비 SCIE 2021.10 2288-7903 (주저자)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퍼센트)

설정
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실적치
목표달성도
(%)

운영위원회 개최 센터 운영위 의
사록

한중남미해양과학기술

협력 플랫폼 활용
4건 35

- 워크숍 등 비대면
/대면 회의 개최

- 사전기획연구보고
서

- (온라인) 교육훈련

ㅇ워크숍 개최(3회
이상), 사전기획
연구보고서(1건),
교육훈련(1건)

100

현지 수요 기반

협력과제

발굴 추진 수행

지원

(30)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연구’ 수행
1건 15 - 국내논문

ㅇ페루 북부 연안
변동성 연구 논
문(1건)

100

‘페루 해양 생물자원의

생산성 향상 연구`

수행

1건 15 - 시범 공동연구
결과보고서

ㅇ교육훈련 결과보
고서(1건) 100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15)

무상원조(ODA)사업

발굴·추진·수행 지원
1건 15

- ODA사업 발굴·
추진·수행 지원
보고서

ㅇODA 신규 사업
발굴완료, 보고서
(1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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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1 ‘한중남미간 지속가능 환경모델 
개발 위한 협력구축’ 김경진 ‘13.11 한국외대 대한민국

2
칠레 해양과학기술 전수 세미나 참석 

및 강연 김경진 ‘14.12. 주 칠레 한국대사관 칠레

3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국내학술대회 김경진 ‘15.05 한국외대 대한민국

4 해양환경에너지 학회 김경진 ‘15.02 한국 한국

5 글로벌 경제·환경문제 세미나 김경진 ‘19.11 니카라과 마나과 니카라콰 마나과

6 KIOST-IMARPE간 학술세미나 김경진 ‘12.11 페루 리마 페루

7
제2차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심포지움 및 자문위원회 김경진 ‘14.05. 페루 리마 페루

8 제3차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심포지움 및 자문위원회 김경진 ‘15.10. 페루 리마 페루

9 엘니뇨와 한반도 기후에 관한 워크숍 김경진 ‘15.10 한국 안산 한국

10  ‘기후변화: 도시와 환경‘ 
학술대회 공동개최 김경진 ‘16.06 한국 서울 한국

11 2015-2016 엘니뇨 관측 및 영향 
워크숍 김경진 ‘16.07 페루 리마 페루

12
 제3차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국제심포지엄 및 제5차 

자문위원회 개최
김경진 ‘16.10 한국 제주 한국

13
페루 메를루사의 유전적 관리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 세미나 김경진 ‘17.12 페루 리마 페루

14  페루 치타양식개발 위한 경험과 
연구에 관한 국제세미나 김경진 ‘17.08 페루 리마 페루

15
제 15회 페루 어업공학학회 및 제 
8회 국제어업공학학회 공동개최 김경진 ‘18.06 페루 리마 페루

16  남동태평양지역 해양/기후변화 예측 
해양데이터프로세싱 워크숍

신창웅 ‘18.10 페루 리마 페루

17
페루 민간양식기업 진출지원 위한 
투자가이드라인 국내기업 대상 

설명회
김경진 ‘19.10 한국 제주 한국

18 남태평양에서의 기후변동 영향에 
대한 국제심포지움

김경진 ‘19.09 페루 리마 페루

19 2020 한-중남미 해양수산포럼 장연식 ‘20.09 한국 서울 한국

20 2020 한-중남미 해양수산포럼 허성표 ‘20.09 한국 서울 한국

21 2021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KICCOF)_상반기

박준용 ‘21.02 한국 서울 한국

21
2021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 

KICCOF 허성표 ‘21.11 한국 서울 한국

22 2021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 
KICCOF_하반기

마르셀리아
노 ‘21.11 페루(온라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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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허용방식

 □ 보고서 원문 (총22건 :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 9건, 보고서 등 13건)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2012 중남미사업연구개발계획서 2012.05

2013 한중남미사업 연차실적계획서(2차년도) 2013.08

2014 한중남미사업 연차실적계획서(3차년도) 2014.09

2014
제 2회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국제심포지움 및 

자문위원회 발표자료집 2014.12

2015 한중남미사업 연차실적계획서(4차년도) 2015.06

2015 엘리뇨와 한반도기후에 관한 국제워크숍 초록집 2015.10

2016 종묘생산 양식 매뉴얼 2016.07

2016 한중남미사업 연차실적계획서(5차년도) 2016.08

2016 제3차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국제심포지엄 
초록집

2016.10 

2017 한중남미사업 연차실적계획서(6차년도) 2017.05

2017
CPPS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위한 해양관측 현황 및 

데이터 격차’결과 보고서 2017.12

2018  기후변화로 인한 페루 엔초비 생산량 변화에 따른 
어분가격 영향’보고서 2018.02

2018 한중남미사업 연차실적계획서(7차년도) 2018.03

2018 수산자원량평가 교육훈련 매뉴얼(영문, 스페인어) 2018.11

2019 페루 민간양식산업 진출지원 위한 투자가이드라인 국문 2019. 02
영문 2019. 07

2019 한중남미사업 연차실적계획서(8차년도) 2019.03

2019  페루 인공어초 타당성 조사보고서 2019.10

2020  페루 기후변화 대응 해면양식 역량강화사업’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2020.01

2020 한중남미사업 연차실적계획서(9차년도) 2020.02

2020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 연구(페루 연안용승 
모니터링)’결과보고서

2020.04

2021 사전기획연구보고서 2021.12

2021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협력사업 최종보고서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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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ㅇ 국내표준

번호 인증구분1」 인증여부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3」 제안/인증일자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1

」 표준명 표준기구명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3」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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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실시(이전)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천원)

국외

(달러)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천원) 국외(달러)

합계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수출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yyyy년 yyyy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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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효과

구분 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생산인력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산정 방법 비용 절감액(천원)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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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1 유치 ‘21.09.01~ 콜롬비아

런던의정서 

공학석사과정

(LPEM)

해양과학

KIOST에서 2년간 
전문석사과정 프로그램 
수료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 

2 유치 ‘21.09.01~ 페루

런던의정서 

공학석사과정

(LPEM)

해양과학 〃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1 언론 기사 배포 인천일보
엘니뇨와 한반도 기후에 관한 

국제워크숍
2015.10

2 언론 기사 배포 한라일보 등
제3차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7.10

3 언론 기사 배포 부산일보
중남미지역 기후변화 전문가 워크숍 

개최
2017.10

4 언론 기사 배포
 Andina

(페루)

Corea concluye programa de 

capacitation para evalucion de 

recursos pesqueros

2018.11

5 언론 기사 배포 브릿지경제

KIOST, 해양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지향 페루 수산자원량평가 교육 

수료식

2018.11

6 언론 기사 배포 부산일보
KIOST, ‘페루 수산자원량평가 

교육훈련’개최
2018.11

7 언론 기사 배포
 Andina

(페루)

Kope-Lar y Produce presentarán guía 

en sector acuícola
2019.07

8 언론 기사 배포 뉴시스
페루 민간양식산업 진출지원 위한 

투자가이드라인’출판기념회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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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 밖의 성과]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해당 시 작성합니다)

  5) 목표 달성 수준 

9 언론 기사 배포
 Andina

(페루)

Lanzan guía para promover 

inversiones en acuicultura en el 

Perú

2019.07

10 언론 기사 배포 머니투데이 등
동남태평양에서의 기후변동 영향에 

대한 국제심포지움 개최
2019.09

11 온라인 홍보 Youtube 온라인 양식 교육훈련 홍보 2021.10

○ 양식기술 교육훈련 실시(3회)

- 제1차 양식기술 교육훈련 실시(‘17.11.6～10)

- 제2차 양식기술 교육훈련 실시(‘18.10.8～12)

- 양식분야 비대면 온라인 교육훈련 실시 (‘21.09.～‘21.10)

○ 2020 한-중남미 해양수산포럼 공동개최(‘20.09.11～‘20.09.12)

○ 2021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 개최(KICCOF) (2021년 상반기/하반기 총 2회 개최)

추 진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설립

○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설립 완료(1건)
100

○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운영

○ KOPELAR를 페루해양연구소 내 구축 완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과 페루 해양연구소(IMARPE)에서 공동으로 운영 중임 

○ KOPELAR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한/페루 양국의 주요 협력사항 

등 공동연구과제 승인, KOPELAR 운영관련 세부사항 논의 진행(7건) 
100

○ 중남미지역 해양정보제공 ○ 센터의 주요 활동과 한국과 중남미 지역의 뉴스, 미디어, 신문, 

인터넷 등에서 해양이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뉴스레터를 발간

○ 뉴스레터 포함 정보 제공 책자 발간 등을 통해 해양수산 관계자 

등에 최신 해양·수산 관련 정보 제공함(총609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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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4-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 해당사항 없음

 4-2. 자체 보완활동

- 해당사항 없음

 4-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 해당사항 없음

○ 사업 성과 홍보(성과 확산) ○ 해양 관련 세미나, 학회 발표 등을 통해 한중남미 협력사업, 한국 

해양과학기술 및 센터 현황, 사업성과 소개 

○ 논문 발표(3회), 사업성과 발표(5회), 한중남미 간 협력에 대한 

센터 활동 언론 기사 배포(10회), 보고서 발간(12건)등을 통해 

사업 홍보 활동 수행(총 30건)

100

○ 협력과제 추진, 수행을 위한 

협약서 체결

○ 정부 및 기관 간 MOU 체결지원을 통해 한·중남미 간 협력과제 

발굴 토대 마련(총6건) 100

○ 페루 포함 중남미지역과의 

협력과제/활동 발굴, 추진, 

수행

○ 한중남미간 협력수요 파악 및 공동연구결과 공유, 전문가 교류

지원을 위해 국제워크숍 등 학술행사를 다수 개최함

○ ‘12∼’21년 간, 총 15회의 행사를 개최를 통해전문가 교류를 

지원, 한·중남미간 협력 수요 파악

100

○ 단기간 능력배양 프로그램 

수행

○ 양식 기술 교육(3회) 및 수산자원량평가 교육훈련, 능력 배양 

세미나(3회) 개최를 통해 능력 배양 지원 (총7회) 100

○ 장기간 능력배양프로그램 지원 ○ 런던의정서 공학석사과정(LPEM) 중남미지역 후보자 지원을 통해 

학위 취득 지원 완료(총2건) 100

○ ODA사업 발굴, 추진, 수행 

지원

○ ‘12∼’19년 간, 총 8건의 ODA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 2건

의 ODA사업을 발굴하여 수행 완료(총11건: 8건 추진, 2건 수행, 

1건 수행 예정) 

  - 콜롬비아 해양예보시스템 능력배양’ (‘16)

  - 자메이카 연안침식 이해 및 대응역량강화(‘19)

○ 또한, 신규 ODA 사업(페루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60억

/‘22~‘25년)을 발굴하여 2022년도부터 신규 사업 수행 예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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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1. 목표 달성도

연도별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중남미 지역 

협력기반 구축

(1차년도)

 -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설립

 - 페루와의 협력분야 도출

 - 중남미 지역과의 해양 공동연구 추진여건 

조사

 -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설립 완료(100%)

 - 페루와의 중점협력분야 협의 실적 보고서 

발간(100%)

 - 중남미 지역과의 해양협력추진 여건조사 

보고서 발간(100%)

한·페루 

공동연구대상 선정 

및 협력기반 구축

(2차년도)

 -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

 - 한·페루간 협력활동 수행

 - 한페루(중남미센터) 센터 홈페이지 개설 

완료, 해양 관련 정보 제공, 센터 중장기 

로드맵 작성등 센터 운영(100%) 

 - 공동연구 추진 등 한·페루 간 협력 활동 

수행(IMARPE 과학자 방문 및 공동연구 추

진 협의, 유용 생물 자원 탐색 및 생산성 

연구 추진 등)(100%) 

한·페루 공동연구 

수행 및 협력분야 

확대

(3차년도)

 -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 관련 협력활동 가

교역할 수행

 -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 중남미 해양과학기술이전 및 산업화 지원 

 - 한중남미 간 해양 정보 제공 및 한‧페루

(중남미)센터 활동 홍보를 통한 가교 역

할 수행(100%)

 - 페루 북부 연안 변동성 연구 수행(100%)

 - 페루  IMARPE 해수취수필터링 시스템 리

모델링 기술자문을 통한 기술 이전 지원

(100%)

한․중남미 지역간 

협력활동 활성화

(4차년도)

 -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관련 협력활동 가교 

역할 수행

 -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 중남미 해양과학기술이전 

 - 뉴스레터를 통한 한중남미 간 해양 정보 

제공 및 센터 활동 홍보를 통한 가교 역

할 수행 (100%) 

 -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과제 수행결과 

발표, 공동연구과제 기반 마련 위한 MOU 

체결 완료(100%)

 - 페루넙치양식 교육훈련 매뉴얼 발간 등  

(100%)

한․중남미 지역간 

협력활동 활성화

(5차년도)

 -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 현지 수요기반 협력과제 발굴‧추진‧수행 지원

 -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 뉴스레터를 통한 센터 활동 및 해양 정보 

제공 등 플랫폼 구축(100%)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연구’수행결과 발

표, 공동연구과제 기반 마련 위한 MOU 

체결 등(100%)

 - 중남미 과학자 대상 양식기술 관련 능력

배양 실시(100%)

한․중남미 지역간 

협력활동 활성화

(6차년도)

 -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 현지 수요기반 협력과제 발굴‧추진‧수행 지원

 -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 뉴스레터를 통한센터 활동 및 해양 정보 

제공 등 플랫폼 구축(100%)

 - 기후변화로 인한 페루 엔초비 생산량 변

화에 따른 어분가격 영향 연구 등(100%)

 - 중남미 과학자 대상 능력배양 실시, 기술 

공여 사업 추진(100%)

한․중남미 지역간 

협력활동 활성화

(7차년도)

 -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 현지 수요기반 협력과제 발굴‧추진‧수행 지원

 -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 뉴스레터를 통한 센터 활동 및 해양 정보 

제공 등 플랫폼 구축((100%)

 -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연구’ 수행결과 

발표 , 양식기업 진출을 위한 투자지침

서 발간(100%)

 - 중남미 과학자 대상 능력배양 실시, 무상

원조(ODA) 사업 발굴·추진·수행 지원

(100%)

한․중남미 지역간 

협력활동 활성화

(8차년도)

 -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 현지 수요기반 협력과제 발굴‧추진‧수행 지원

 -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 한·중남미 간 해양정보 제공 및 센터 활

동 홍보, 한중남미 지역간 해양이슈 발굴 

및 의사결정 지원 등 플랫폼 구축 (100%)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연구’ 수행결과 



- 171 -

5-2. 관련 분야 기여도

가. 기술적 측면

○ 중남미 국가 수요와 우리나라 현황을 고려한 중남미 국가별 잠재적 협력 분야를 도출해 냄으로

써, 우리나라와 중남미 지역 상호 호혜적 공동연구 사업 추진 및 수행

○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중남미 연구기관 간 해양과학기술협력

확대

○ 중남미 국가와의 해양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활성화

○ 해양과학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우수 연구인력 유치 용이

나. 경제․산업적 측면

○ 중남미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높임으로써,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라는 공감대 형성

○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추진으로 국내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의 중남미

지역과 협력 확대

○ 해양 관련 사업이 경제수입원인 중남미 국가들의 해양산업 발전 촉진제 역할

다. 사회문화적 측면

○ OECD DAC 일원으로서 중남미 지역 해양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중남미 지역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해 우리나라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제협력의 파트너로서 국제사

회의 지지 확보

○ 중남미 국가 정책입안자 및 과학자 교섭점을 확보함으로써, 추후 국가별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발표, 기획과제 수행 등 협력과제 수행

(100%)

 - 무상원조(ODA) 사업 발굴·추진·수행 지

원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100%)

한․중남미 지역간 

협력활동 활성화

(9차년도)

 -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 현지 수요기반 협력과제 발굴‧추진‧수행 지원

 -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 뉴스레터를 통한 센터 활동 및 해양 정보 

제공 등 플랫폼 구축(100%)

 -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연구’ 수행, 에

콰도르와의 공동연구 추진 등 (100%)

 - 무상원조(ODA) 사업 발굴·추진·수행 지

원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100%)

한․중남미 지역간 

협력활동 활성화

(10차년도)

 -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 현지 수요기반 협력과제 발굴‧추진‧수행 지원

 -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 

 - 뉴스레터를 통한 센터 활동 및 해양 정보 

제공 등 플랫폼 구축(100%)

 - ‘페루 북부연안 변동성연구’논문 게재, 

양식 분야 온라인 교육훈련 수행 등 

(100%)

 - 무상원조(ODA) 2022년 신규 사업 발굴 완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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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6-1. 연구개발성과의 관리계획

6-2.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플랫폼 재정립

○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기능 및 조직 재정립

-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해양과학연구기관의 시스템 차이와 정서적/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위

원회의 의사결정 및 공동연구사업의 발굴 진행상의 문제점 발생. 이에 양 국가와 기관간의 의사

결정 및 사업진행 등의 행정 환경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감안한 기능 및 조직의 재정립

- 2016년 이후 개최되지 않는 자문위원회에 대하여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 중남미 해양과학기술 협력 인력풀 운영체계 재정비 및 활용

- 중남미 국가 중 해양과학기술의 협력 및 정보 교류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국가 및 분야를 특정

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인력풀을 재정비(한국, 페루, 중남미)

- 전문가 인력풀에 대한 기본 정보(소속, 연구 분야, 실적)를 협력 국가 및 인력풀 구성원들에게

제공하여 상호 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

- 전문가 인력풀 구성원은 자문위원회 참여, 공동연구사업 발굴 및 수행에 대한 우선권 부여하는

등의 활용방안 제시

○ 기존 사업에서 한국과 중남미 간의 해양과학기술 정보 수집 및 제공을 하는 단순 기능에서 공동

연구사업 발굴을 위한 맞춤형 자료수집 및 제공으로 기능 확대

- 기존 사업에서 수행한 한·중남미 간 해양 정보 제공 및 센터 홍보활동은 일방적 정보제공의 역

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국가-다분야 정보 수집에 예산 및 인력 문제 해결 노력

- 중남미 국가 중 해양과학기술의 협력 및 정보 교류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국가 및 분야를 특정

하여 자료 수집하고 분야별 자료 제공 형태로 개선

-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전문가의 실적과 관련된 자료 제공

- 한·중남미 공동연구 사업발굴을 위한 관련 해양과학기술 협력 부분에 대하여 현안문제 파악, 공

동연구 기술 수준, 연구 인프라 등의 맞춤형 자료 수집 및 배포

- 자료 수집에 필요한 공식 사이트 및 개인 홈페이지 목록 및 검색어 목록 작성

작성자 : 박준용

※ 공동연구사업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

○ 공동연구사업 선순환 체계 구축 필요성

- 한·페루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개소 이후 63개의 공동연구과제(안)를 발굴하였으나 실제로

수행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 것은 11건에 불과함. 이들 과제는 페루에 국한된 과제로 중남미 국가

대상의 과제로 발전하지 못함

-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초기부터 ODA 사업을 통해 중장기 대형과제로 확대하고자 노력하여

8개의 ODA 사업을 발굴·지원 하였으나, 실제 사업으로 수행된 것은 2개 과제에 불과함

- 이러한 문제 발생은 공동연구사업 발굴 시스템의 부재와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판단됨

- 공동연구사업 발굴-기획-수행-관리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후속 과제 발굴 및 사업을 장기화로

확장 시킬 수 있는 선순환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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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공동연구사업의 종료 후 지속적인 자료 생산과 활용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 마련

- 연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비는 각 유관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환경

공단 등)의 노후장비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등과의 연계 방안을 고려

- 공동연구사업과 관련된 연구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 하고 장기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 마련

○ 공동연구사업 선순환 체계 수립 및 활용

- 연구 기획과제 발굴 및 수행과 공동연구사업 관리를 위한 선순환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발굴 체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과제를 발굴할 수 있음. 또한 일회성 단기 과제 종료 후 관리

및 활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KIOST의 해외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한 국제공동 연구인프라 구축 및 연구 기획 추진

-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태평양해양과학기지,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에 관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열대 태평양 종합 해양환경변화 연구 과제 기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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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표 >

구분(정량 및 정성적 성과 항목) 연구개발 종료 후 5년 이내

국외논문

SCIE

비SCIE

계

국내논문

SCIE

비SCIE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학사

석사

박사

계

사업화

상품출시

기술이전

공정개발

제품개발 시제품개발

비임상시험 실시

임상시험 실시

(IND 승인)

의약품

1상

2상

3상

의료기기

진료지침개발

신의료기술개발

성과홍보

포상 및 수상실적

후속 사업(한․페루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진행 1건

 3) 연구성과의 보안등급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12조 참조

7. 기타사항

7-1.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록한 연구시설 장비 현황

구입
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장소)

ZEUS장비
등록 번호

7-2.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록한 연구시설 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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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력사업 최종보고서 증빙자료 

2) The Pacific Triangle Project(PTP) 사전기획 연구보고서

2. 
1)

2)

< 참고 문헌 > (해당사항 없음)



[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해양과학국제연구」연구개발사업 한·중남미 해

양과학기술협력사업 최종보고서이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한 「해양과학국제연구」연구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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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The Pacific Triangle Project (PTP) 사전기획

Ⅱ 사전기획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사전기획연구 목적

실시간 전지구 해양자료 획득 및 미래 해양식량자원 확보 기반 마련

2. 연구개발 필요성

정책적

필요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민 해양안전 및 미래 해양식량자원 확보

해양외교 역량 강화

기존 해외 해양과학 인프라 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제협력 리더쉽 기반 마련

과학적

필요성

기후변화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전지구 실시간 해양관측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기능 이해 및 변동성 예측 기술 개발

해외 해양과학 인프라 연계 활용을 통한 국제협력 연구사업 개발

사 회

·

경제적 

효 과

기후변화에 민감해진 대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보다 신속·정확한 해양정보 제공 필요

국내 해양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필요

해외 진출을 위한 해양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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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전기획사업의 기본방향 및 전략

1. 사전기획사업의 개념, 범위 및 추진전략 방향

개    념
“향후 미래에는 데이터가 중심이 되고 이를 주도적으로 확보한 국가가 

우위를 점한다.”는 전제에서 사전기획 진행

범    위
본격적인 기획연구를 위한 태평양 중심 연구 추진 전략 및 

주요 연구내역 도출

기본방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시한 대양 관측·모니터링 자료 확보 기반 강화

기본방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외 해양식량(수산양식)자원 확보 기반 강화

기본방향 우리나라 해양 정책의 국제교류 및 역량강화 기반 마련

기본방향 기존 해외 해양연구 인프라에 대한 활용도 강화

기본방향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 해양과학 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해외거점 활용 체계 강화

남태평양에 위치한 3개의 KIOST 해외 거점(Pacific Triangle)*을 중심으로 

연계 활용 극대화를 통한 글로벌 해양 데이터 확보 기반 구축
1단계

세부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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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1단계 세부전략을 통해 구축된 연구기반을 토대로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R&D 사업 

개발 및 수행

Ÿ 2단계로 북태평양 그리고 남극과 북극을 포함하는 거대 프로그램(가칭 Oceans Grid) 

기획 추진

2단계
세부전략

2. 사전기획연구의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해양과학 및 수산·양식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한 

미래 해양이슈 대응역량 강화

목    적 실시간 전지구 해양자료 획득 및 미래 해양식량자원 확보 기반 마련

목    표

Ÿ 예측 모델링에 필요한 

해외 주요 지역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획득 

체계 및 시스템 구축

Real-time Global 

Ocean Data

Ÿ 미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수산·양식 기술교육, 

양식가능 해외 어종 발굴 

및 산업화 연계

Overseas Fisheries 

& Aquaculture

Ÿ 해양공간계획 국제협업을 

통한 자료교류와 해양 

생태환경 지속이용 가능 

정책 개발 및 해양외교 

기반 체계 마련

International MSP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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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내역사업별 사전기획

열대 태평양과 한반도 주변 해양의 해양기후 상관성 연구

목 표

§ 열대 태평양 KIOST 해외 연구거점 실시간 해양환경 관측체제 구축

§ 기후변화에 의한 열대 태평양의 변화 파악

§ 열대 태평양의 변화가 한반도 주변 해양에 미치는 영향 파악

필 요 성

§ 기후변화를 모의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결과검증과 자료 동화가 가능한 양질의 자료가 필요

§ 기후변화 대응 자료확보를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외연구센터 인근 해역에 실시간 

해양환경 관측체계 구축 필요

기술개발

내 용

§ 실시간 해양환경 관측체제 구축 및 실시간 자료 생산

- 실시간 해양 및 기상 관측시설 구축

- 실시간 자료전송체제, 자료저장 장치, 자료 질 검정, 자료 배포 체제 구축

- 관측 정선에 대한 글라이더 운영

§ 열대 해양과 한반도 기후변화와의 상관성 분석기술

- ENSO와 홈볼트 해류, 연안용승, 연안 생산성과의 상관성

- 서태평양에서 ENSO에 의한 북적도해류 변동, 태풍발생과의 상관성

- ENSO가 ITF의 수송량에 미치는 영향

국제협력 해양관측 기술 개발

목 표 § KIOST 해외연구센터를 기반으로 한 해양관측 인프라 구축과 고품질 해양관측정보 획득

필 요 성

§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발생과 예측 불확실성 증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량 감축 움직임(탄소중립 등)과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해양관측에 대한 국가적 요구 확대

§ 석유/가스 등 채굴을 위한 해양구조물의 폐기 대신 재활용 정책 전환으로 해양관측 용도 활용 

필요

기술개발

내 용

§ KIOST-태평양 장기 해양관측네트워크 확보

- 해양관측네트워크 구축 설계, 신규 구축 및 재활용 해양관측 인프라 검토

- 해양관측네트워크 인프라 제작 및 설치

§ 기후변화 이해를 위한 장기 해양관측정보 획득

- 협력국 보유 장기 해양관측정보 공유 체계 개발

- 빅데이터 기반 KIOST-태평양 정보 관리 체계 확보

- KIOST-태평양 장기 해양관측네트워크 기반 고품질 해양정보 획득 기술 고도화



요

약

문

  v

기후변화에 민감한 연안지역 모니터링 자료 축적 기술 개발

목 표
§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해외 연구거점 국가 대상으로 연안지역 모니터링 및 자료 측적 

기술개발

필 요 성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시 연안침식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해빈 자료 수집 필요

§ 기후변화에 의한 해외 연안환경 변동을 사전연구하여 국내 연안과 비교함으로써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

기술개발

내 용

§ 해외 연안 모니터링 기술 개발

- 비디오 모니터링 타워를 이용한 연안 파랑 및 해안선 변동 모니터링 기술 개발

- 드론을 이용한 3차원 연안지형변동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연안 퇴적물 이동 모니터링 기술 개발

§ 해외 연안 모니터링 자료의 실시간 전송 및 관리 기술 개발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연계한 실시간 전송 기술 개발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한 자료 관리 및 자료처리 자동화 기술 개발 

국제협력을 통한 해양 예측정확도 향상 기술 개발

목 표 § 해외 인프라 기반을 중심으로 한 지역해 규모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변동성 예측기술 개발

필 요 성

§ 우리 관할해역 이외에서 해양 관측자료 확보 어려움

§ 기존 해외 해양과학 인프라의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미비

§ 전지구와 지역해 규모의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해양변동성 예측기술은 초기단계임

§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지구, 지역해, 연안역 규모의 해양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 확보 

중요

§ 기후변화 예측모델링을 위한 입력자료 및 검증자료의 안정적 확보

기술개발

내 용

§ 지역해 규모 통합해양예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해양 및 해양기상 수치모델링 구축 및 검증

- 해양예측시스템 정확도 평가

§ 해양모델링을 위한 해외 인프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해양관측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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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용싱물자원의 지속가능한 Blue Foods 생산 기술 개발

목 표 § 지속가능한 유용생물자원 개발 및 보존 기술 구축

필 요 성
§ 지속가능한 유용해양생물자원 개발 환경 조성 미비

§ 미래 해양식량자원 개발 및 보존을 통한 해양생태계 서비스 기반 가치 창출 필요

기술개발

내 용

§ 해외 유용해양생물자원 개발 기반 구축

- 유용해양생물자원 탐색(개발 후보군), 기반환경 조사 및 자원 확보

- 번식 mechanism 연구 및 영양대사학적 연구(먹이생물 및 영양소요구량 조사)

§ 유용생물자원 생산 기반 구축

- Target species 선정 및 종자생산 기술 개발

- 성장단계별 사육기술(사육환경 및 사료공급체계) 개발

- 질병 대응 체계 개발

§ 유용생물자원 생산 상용화 구축

- Target species 완전 양식기술 개발

- 유용생물자원 생산 전문가 교육

- 완전 양식기술 매뉴얼 작성 및 상용화 방안 구축

국제 해양디지털 클러스터를 통한 해양위기 대응 및 관리 정책 개발

목 표 § 국제 해양디지털 클러스터를 통한 해양위기 대응 및 관리 체계 구축

필 요 성

§ 디지털 협력은 모든 지구적 문제해결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정치 패권전쟁에서 

아국에 대한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지구적 문제에 직결된 태평양의 이슈를 다루고 환태평양 경제를 이끄는 해양산업과 국가 

외교전책을 지원하는데 해양과학기술에 기반한 정보가 매우 중요

기술개발

내 용

§ 디지털 해양협력 컨텐츠 발굴 및 네트워크 범위 확인

§ 디지털 해양협력을 위한 정보 구축 및 활용 목록화

§ 협력 컨턴츠별 활용 체계 구축

§ 시범해역 적용 및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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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효과

과 학

기 술 적

효 과

해외 연구거점 활용성 극대화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해양과학기술 인지도 상승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환경 변동성의 이해 및 해외 자료의 독립적 수집은 전지구 및 지역해의 

예측모델 개발 및 정확도 향상 기여

한국 주도의 해외 실시간 해양관측 인프라를 구축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실시간 해양관측 인프라 고도화 및 자동화 기술 축적

경 제 적

효 과

국외 해양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신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의 해외진출 기대

해외 연구거점을 활용한 국제 해양관측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국제협력 연구사업 개발 및 

국내 기술의 이전과 관련된 ODA 사업 발굴 가능

해양관측시스템 운영 및 보호에 대한 정책적 관리 방안 도출로 선진국으로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기대하며, 이로 인한 부가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 가능

사 회 적 

효 과

기후변화의 국내 관심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해양정보 제공 가능

한국 주도의 국외자료 확보를 통하여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글로벌 규모의 해양관측정보 획득으로 해외 해양재난사고 발생 시 대응력이 확대되고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가능

국 제

협력관계

효 과

해외 연구거점을 활용한 국제 해양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환태평양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국제사회의 영향력 제고

다자협력에 기반하여 국제사회 디지털 협력의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 외교정책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위상제고에 기여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및 재난 대응, 유용생물자원 개발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제협력 리더쉽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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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전기획사업의 개요

1 추진배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외 연구거점의 국제공동연구 기능 활성화

❍ 해외 연구거점이 국제 교류 네트워킹 차원에서만 유지되고 운영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하여 연구거점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해외 연구거점의 인프라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중장기 방안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공동연구의 

선순환 체계 확립 필요성 대두

❍ 한·페루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의 경우 중남미 해양과학기술의 허브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그림 1.1)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역할은 인력, 인프라, 예산 문제로 인하여 거의 전무한 

상태임

[그림 1.1]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기능 및 운영체계

국가R&D사업 일몰제에 따른 새로운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

❍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협력사업’ 등의 해외 연구거점들의 사업들이 2021년에 일몰제로 

인하여 종료되고 새로운 전략을 가진 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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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영토권 강화,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 수산자원 보존 등 산적한 국내 해양수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해양수산 분야 글로벌 거버넌스 고도화를 달성하려면 정부지원의 국제협력 

프로그램 기획연구 필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래 해양과학 선도를 위한 국제 해양연구플랫폼 구축

❍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 인프라 간의 연계한 기능 강화 및 국제해양연구플랫폼 

구축 필요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외 연구거점 이외의 다른 기관들의 해외 연구거점을 연계한 

다부처·다기관 인프라 활용 필요

해양과학 국제협력 주도 기반 마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해양수산부에서는 IOC, PICES 등의 해양과학관련 주요 국제기구원 연 

10억원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그림 1.2)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국제협력 공동연구는 미비함

❍ 해양수산 부문은 국가간 월경성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 외교력의 중요성 증대

❍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해양(수산 포함) 국제협력 공동연구 및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한 시점임

[그림 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과학 주요 국제기구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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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외 해양과학연구 거점 현황

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외 해양과학연구 거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중국 한·중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1995년 설립)을 시작으로, 축 태평양 

과학기지(2000년 설립), 미국 NOAA-Lab(2010년 설립), 영국 PML(2011년 설립), 페루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2012년 설립), 인도네시아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2018년 설립)의 6개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부설연구소인 극지연구소 

에서 남극세종과학기지(1988년 설립)와 북극다산과학기지(2002년 설립) 운영 중에 있음(그림 

1.3)

❍ 이 중 한·중센터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그리고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는 국가 간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센터이고, 나머지 거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자체 구축한 해외 연구거점임

❍ 각자 고유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해외 연구거점 간 연계하여 진행되는 연구 

사업은 없음(BOX 1 참조)

[그림 1.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외 해양과학연구 거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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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외 해양과학연구 거점 현황

구분
한·중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한·페루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한·인니 해양과학공동

연구센터

설립 연도 1995년 2012년 2018년

위 치 중국 청도 페루 리마 인도네시아 치르본, 자카르타

목 적

Ÿ 한·중 양국간 해양분야의 교류 

및 협력 추진

Ÿ 양국의 해양과학기술 및 

관리수준 공동 제고

Ÿ 해양환경 보전,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 촉진

Ÿ 중남미 지역에서의 R&D 허브 

설치 및 운영

Ÿ 중남미 국가와의 해양과학기술 

협력체제를 구축

Ÿ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실질적 

협력 추진

Ÿ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해양과학기술 협력 거점 확보

Ÿ 공동연구과제 발굴, 인적 교류, 

역량강화 등 실질적 협력 추진

Ÿ 신남방정책 실현 도모

협 력 주 체 중국 자연자원부 페루 생산부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와 

반둥공과대학(ITB)

주요 사업

황해 대형조류 대발생 모니터링, 

북서태평양 기후변화, 한·중 

에너지 개발, 한·중 해양공간계획 

관련 사업

없음
인도네시아 치르본의 해양 및 

연안 기초조사와 역량강화 사업

연 구 장 비 

현 황
없음 없음 연구선, 멀티빔, 드론 등

구분 태평양해양과학기지 
KIOST-NOAA 

Lab

KIOST-PML

Science office 

설립 연도 2000년 2010년 2012년

위 치 마이크로네시아 축주 미국 실버스프링 영국 플리머스

목 적

Ÿ 태평양 지역 국가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Ÿ 해양자원개발, 기후변화, 

환경보전연구 등 해양과학기술 

관련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전진기지

Ÿ 미주 해양연구기관 동향 분석 

및 신기술 발굴 

Ÿ 한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 기획, 수행 및 

성과 도출

Ÿ Plymouth Marine 

Laboratory와의 공동연구과제 

도출 및 협력과제 수행

Ÿ 영국 및 유럽 해양과학기술 

동향 정보 수집

협 력 주 체 - 미국 NOAA 영국 PML 

주요 사업 없음 없음 없음

연 구 장 비 

현 황

실내외 배양동, 냉동시료보관실, 

CTD, 동결건조기, 채수기, Auto 

clave, 증류수 제조기, 플랑크톤 

네트, 연구선 등

없음 없음



제1장 사전기획사업의 개요  5

나. 태평양 주변 해외 연구거점의 환경 특성

1) 지리적 여건

❍ 한국과 가장 가까운 태평양과학기지의 경우 약 4,000km 떨어져 있어 연구원과 장비 이동에 

어려움이 있음

❍ 태평양과학기지(마이크로네시아), 한·페루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페루),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인도네시아)는 낙후 국가에 위치하고 있음

❍ 저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해외 연구거점은 한국과 달리 열대성 기후 또는 사막성 기후로 

자연환경이 열악함

2) 문화적 여건

❍ 해외 연구거점과의 교류에 있어서 방해요인으로는 언어장벽, 생활문화 차이, 정책･행정 시스템 

차이임

❍ 페루의 경우 대통령 탄핵 등의 정치 불안정 요소가 있으며 다른 해외 연구거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3) 기본 인프라 여건

❍ 도로, 상하수도, 전력 및 통신 등 기본 인프라 여건이 매우 열악함

4) 연구 인프라 여건

❍ 마이크로네시아, 페루, 인도네시아는 해양과학기술 후진국으로 연구 장비 및 시설이 부족하고 

연구장비 관리·운영 시설 및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

❍ 공동연구 또는 해양 장비 운용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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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2  해외 연구거점 국가의 기후변화 현황

n 페루(한·페루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의 기후변화 현황

§ 페루는 전체 인구의 52%가 연안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 기후변화에 의한 연안환경변화는 연안 

거주민의 경제 및 안전에 큰 영향을 준다. 연안을 따라 흐르는 해류와 주변 수온에 의하여 수산자원에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강한 엘니뇨 시기의 난류는 주요 어종인 멸치 등의 어류자원을 급감시켜 연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페루의 지역에 따른 인구 분포 현황]

과거 기록 미래 예측

1960년 이후 1℃ 상승 2065년까지 평균 최고 기온 2~3℃ 상승

북부 우림지역 강수량 감소 2065년까지 평균 최저 기온 4~6℃ 상승

지난 10년간 폭우 강도, 이류(mudflow), 산불 빈도 2배 증가 연안을 따라 강우 증가

1970년 이후 홍수 60% 증가 2100년까지 해수면 0.5 m 상승

[페루의 기후변화 미래 예측 및 주요 기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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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2  해외 연구거점 국가의 기후변화 현황 (계속)

n 태평양 제도(태평양해양과학기지)의 기후변화 현황

§ 태평양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마이크로네시아는 태평양 제도 중 한 국가이다. 태평양 제도는 

태평양 상의 날짜 변경선과 인접한 경선 180°를 기준으로 하여 동서 해역에 분포하는 여러 섬들을 

말한다. 이곳의 폭풍(storm)과 강우는 엘니묘 남방진동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 10 cm의 해수면 

상승은 폭풍 해일을 3배로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평양 제도의 국가 분포 및 배타적경제수역도]

과거 기록 미래 예측

1961년 이후 10년에 0.18℃씩 상승 2050년까지 0.6~1.4℃ 상승

1990년 이후 10~15 cm 해수면 상승 2050년까지 17~48 cm 해수면 상승

해수면 온도는 1970년 이후 10년에 0.07~0.23℃씩 상승 2050년까지 해수면 온도는 0.9~1.4℃ 상승

[태평양 제도의 기후변화 미래 예측 및 주요 기후 영향]



8  The Pacific Triangle Project (PTP) 사전기획 연구보고서

 Box 2  해외 연구거점 국가의 기후변화 현황 (계속)

n 인도네시아(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의 기후변화 현황

§ 인도네시아는 81,000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여러 섬들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42백만명이 고도 

10 m 이하에 거주하고 있어 연안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기후는 엘니뇨 남방진동에 강한 영향을 

받으며 연안의 산호 및 맹그로브 등이 수온과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받는다.

[인도네시아의 강수량 분포도]

과거 기록 미래 예측

10년에 0.04℃씩 상승(1985~2015) 2050년까지 0.8~2.0℃ 상승

2050년까지 0.8~2.0℃ 상승 2056년까지 15~45 cm 해수면 상승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미래 예측 및 주요 기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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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기획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문제점

가. 필요성

1) 정책적 필요성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및 미래 해양식량자원 확보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연안침식 가속화, 홍수 증가, 태풍 발생률 증가 등 

연안 거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시급

❍ 기후변화, 해양오염, 불안정한 어업관리 등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쳐 다양성이 줄고 

어업자원이 고갈되고 있어 미래 해양식량자원의 확보가 시급함

❍ 미래 해양식량자원 개발 및 보존을 통한 해양생태계 서비스 기반 가치 창출 필요

해양외교 역량 강화

❍ 환태평양 연안국 중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산과 해양관광이 주요한 경제영역으로 해양과학 

기술에 기반한 선진국의 지원을 고대

❍ 환태평양경제공동체의 유대성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주요한 활용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존 해외 해양과학 인프라 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제협력 리더쉽 기반 마련

❍ 강대국의 세계 경제·정치 패권전쟁에서 환태평양 벨트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임

❍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및 재난 대응 유용생물자원 개발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제협력 리더쉽 기반 구축이 가능

2) 과학기술적 필요성

기후변화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한 전지구 실시간 해양관측 인프라 구축

❍ 기후변화를 모의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결과검증과 자료동화가 가능한 양질의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외 연구센터들을 거점으로 하는 해외 해역 

실시간 해양 모니터링 자료 확보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시 연안침식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해변 자료 수집 필요

❍ 연애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국외의 침식가속화 연안 모니터링 장료 확보를 통한 

대응모델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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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한국 주도의 글로벌 실시간 해양관측 데이터 확보 및 한국 주도의 

국제프로그램 진행 필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기능 이해 및 변동성 예측 기술 개발

❍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지구, 지역해, 연안역 규모의 해양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 확보 중요

❍ 국내 자체의 엘니뇨･라니냐 관련 자료 획득 및 예측 체계 수립 필요

해외 해양과학 인프라 연계 활용을 통한 국제협력 연구사업 개발

❍ 현재 해외연구센터는 주로 해외 동향정보 수집 및 ODA 중심의 제한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한국 주도의 국제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 인프라 확충 필요

3) 사회･경제적 필요성

기후변화에 민감해진 대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보다 신속･정확한 해양정보 제공 필요

❍ 정보의 가치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서 양질의 해양정보 확보 필요

❍ 기후변화에 의한 체감 위험도를 줄이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해양자료 제공 필요

국내 해양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필요

❍ 해양과학 및 수산·양식 분야의 국제협력은 관측장비, 데이터산업, 수산·양식산업 등의 기술이전 

으로 연계되어 국내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이 용이

해외 진출을 통한 해양 신산업 육성 방안 마련 필요

❍ 효율적 해양공간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생물자원의 가치 창출 원천 기술 개발, 상용화 및 

미래 신산업 개발 방안 필요

나. 문제점

1) 정책적 문제점

❍ 데이터 안보･패권 차원의 대양 관측 및 예측 자료 확보 국제공조 방안 미흡

❍ 기존 해외 해양과학 인프라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미비

❍ 해양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부족

❍ 해양공간계획을 위한 중장기 예측 정보 확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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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적 문제점

❍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실질적인 국제공동연구 R&D 사업 개발과 진행 어려움

❍ 해양 예보모델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해외 주요 거점 해양관측(모니터링) 자료 부족

❍ 해외 해양과학 인프라 연계 활용을 통한 거대 해양과학 R&D 연구사업 부족

3) 사회･경제적 문제점

❍ 국내 해양 조사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 부족

❍ 해외수산물 수출입 및 해외어업자원 개발을 위한 정보 및 중계 해외 인프라 부족

❍ 국내 어획량 감소에 따른 수산물 수급 여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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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기획사업의 추진 체계

❍ 본 사전기획사업은 [그림 1.4]와 같은 추진 체계도로 진행예정임

❍ 해양과학(기후변화), 해양 관측, 연안 관측, 해양 예측(수치모델링), 수산･양식, 해양정책의 6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기획을 진행

❍ 1단계는 사전기획 단계로 사전 기획 보고서 초안을 작성 후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2021년 

12월에 사전기획보고서 완성

❍ 2단계는 KIOST, KMI,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들과 기획 보고서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도출된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기획보고서 초안을 작성. 기획보고서 

초안에는 RFP 분석, 로드맵, 대내외 환경분석, 예산 조달 계획 및 타당성 조사 내용을 포함. 

이후 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 후 최종 기획보고서 완성

[그림 1.4] 사전기획사업 추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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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전기획사업 기본방향 및 전략

1 사전기획사업의 개념, 범위 및 추진 전략 방향

개    념
“향후 미래에는 데이터가 중심이 되고 이를 주도적으로 확보한 국가가 

우위를 점한다”는 전제에서 사전기획 진행

범    위
본격적인 기획연구를 위한 태평양 중심 연구 추진 전략 및 

주요 연구내역 도출

기본방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시간 대양 관측·모니터링 자료 확보 기반 강화

기본방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외 해양식량(수산·양식)자원 확보 기반 강화

기본방향 우리나라 해양 정책의 국제교류 및 역량강화 기반 마련

기본방향 기존 해외 해양연구 인프라에 대한 활용도 강화

기본방향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 해양과학 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해외거점 활용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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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기획연구의 비전 및 추진 전략

가. 비전, 목적 및 목표

비    전
해양과학 및 수산·양식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한 

미래 해양이슈 대응역량 강화

목    적 실시간 전지구 해양자료 획득 및 미래 해양식량자원 확보 기반 마련

목    표

Ÿ 예측 모델링에 필요한 

해외 주요 지역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획득 

체계 및 시스템 구축

Real-time Global 

Ocean Data

Ÿ 미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수산·양식 기술교육, 

양식가능 해외 어종 발굴 

및 산업화 연계

Overseas Fisheries 

& Aquaculture

Ÿ 해양공간계획 국제협업을 

통한 자료교류와 해양 

생태환경 지속이용 가능 

정책 개발 및 해양외교 

기반 체계 마련

International MSP 

Cooperation

나. 추진 전략

“향후 미래에는 데이터가 중심이 되고 이를 주도적으로 확보한 국가가 우위를 점한다”는 

전제에서 사전기획 진행

추진전략
기존(KIOST 등) 해외 인프라의 활용 극대화를 통한 해외 해양 관측자료·정보 확보체계 

구축

추진전략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실시간 해양 관측·예측 데이터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발굴

* 해외 주요 해역에 대한 해양관측 데이터 확보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 획득

추진전략
미래 수산·양식 식량자원 개발을 위한 해양생태 국제협력 R&D 사업 개발

* 해외 해양생태 자료 확보

추진전략

해양공간계획(MSP) 국제협력을 통한 국외 해양 자료·정보 확보 및 해양외교 기반 마련

* 해외 인프라의 해양외교 허브 플랫폼 기능 부여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 교육(ODA) → 국제협력연구(R&D) → 해양수산산업 분야 국제협력(R&DB) → 해양외교 플랫폼 구축

추진전략
이원화(Two-tracks) 전략을 통한 연구사업 개발:

1) 해양과학 분야는 R&D사업 위주;

2) 수산·양식 분야는 ODA사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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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계별 세부전략

남태평양에 위치한 KIOST 해외 연구거점 3곳을 중심으로 연계 활용 극대화를 통한 

글로벌 해양 데이터 확보 기반 구축 및 미래 해양이슈 해결 국제역량 강화

세부
전략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외 연구거점 간 연계하는 

Pacific Triangle* 기반 구축

* 엘리뇨& 라니냐 활동지역인 태평양과학기지, 한페루센터 그리고 한인니센터를 연결한 삼각형

국제협력 ODA 사업과 국가 R&D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 증대

교육기능 강화 → 해양연구기능 강화 → 해양수산 산업진출 기반 마련 

→ 해양정책(외교) 역량 강화

해외 연구거점에 대하여 1차적으로 해양수산 ODA 사업 진행을 통한 교육기능 

강화를 통한 해외 연구거점 국가와의 신뢰 확보

2차적으로 해양 과학 및 환경 교육기능 강화를 통한 해외 연구거점 국가에서의 

해양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 전문인력 양성

세부전략 1과 2를 통해 구축된 해양수산 연구기반을 토대로 국제공동연구

(특히 미국) 프로젝트 R&D 사업 개발 및 수행

세부
전략

세부
전략

세부
전략

세부
전략

세부
전략

2단계로 북태평양 그리고 남극과 북극을 포함하는 거대 프로그램(가칭 Oceans 

Grid) 기획 추진

세부
전략

1단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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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세부전략

남태평양에 위치한 3개의 KIOST 해외 연구거점(Pacific Triangle)*을 중심으로 

연계 활용 극대화를 통한 글로벌 해양 데이터 확보 기반 구축
1단계

세부
전략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국가 R&D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성과 확대1단계
세부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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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세부전략

Ÿ 1단계 세부전략을 통해 구축된 연구기반을 토대로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R&D 사업 

개발 및 수행

Ÿ 2단계로 북태평양 그리고 남극과 북극을 포함하는 거대 프로그램(가칭 Oceans Grid) 

기획 추진

2단계
세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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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핵심기술 사전 도출

1 핵심기술 도출 필요성

❍ 해외 연구거점의 지리적, 문화적, 기본 인프라 및 연구 인프라의 문제점을 고려하였을 때 기초가 

되는 여건을 0으로 가정하고 시작해야함

❍ 장거리임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관측 장비 및 시설은 자동화(automation), 실시간(real time), 

연결성(connectivity)을 고려해야 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그림 3.1)

❍ 학제 및 문화의 연계/동기화를 통하여 국제협력의 연결점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 핵심기술 도출 고려사항

2 핵심기술 예상수요 도출

❍ 사전기획에 대한 외부의견 수렴을 위하여 2021년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의 기획세션으로 

‘The Pacific Triangle Project: 해양과학 및 수산·양식분야 미래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사전기획’을 개최하여 6개 분야에 대한 구두발표 및 의견수렴을 하였음(그림 3.2, 

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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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외부의견 수렴을 위한 한국해양학회 기획세션 개최

❍ 핵심기술 예상수요 도출을 위하여 2021년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 기간(2021년 11월 4일 

~ 2021년 11월 5일) 동안 해양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그림 3.3)

[그림 3.3] 사전기획연구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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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한국해양학회 중 설문조사 사진

❍ 설문응답자는 총 113명으로 대학교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해양관련자가 87.6%였음

❍ 설문응답자의 전공분야는 해양물리 23.4%, 해양화학 13.1%, 해양생물 27.1%, 해양지질 

21.5%, 그 외 전공자가 14.9%였음

❍ 설문내용은 국제협력의 중요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외연구 거점 활용, 해외 연구거점을 

활용한 자료 수집,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외의 해외 연구거점 활용, 해양정책 분야의 해외 

연구거점 활용에 대한 것으로 사전기획보고서의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함임

가. 국제협력의 중요도

❍ 우리나라 해양과학발전을 위하여 국제협력(공동연구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매우 중요+중요)이 

전체 응답자의 97%였음

[그림 3.5] 해양과학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중요도 응답 결과

❍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기후변화연구가 72.6%로 가장 높았으며, 해양자원 

연구 44.2%, 국외자료확보가 39.8%로 비슷한 응답을 보였음(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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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국제협력 필요분야 응답 결과

❍ 참여하고 싶은 국제협력의 유형으로는 공동연구 수행이 70.5%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는 

연구인력 교류 42%로 나타났음(복수응답)

[그림 3.7] 참여하고 싶은 국제협력 유형 응답 결과

❍ 국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해양관측자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75.2%, 중요하다는 의견이 

23.9%였으며, 미래 식량자원으로써의 해양수산자원 확보를 위하여 국제협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54.0%, 필요하다는 의견이 40.7%였음

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외연구 거점 활용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외 연구거점에 대한 얼마나 알고 있냐는 질문에 매우 잘 알고 있다는 

14.2%, 잘 알고 있다는 22.1%, 보통은 27.4%, 조금 알고 있다는 18.6%, 전혀 모른다는 

17.7%로 응답하여, 향후 연구원의 해외 연구거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해외 연구거점을 활용한 국제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은 매우 필요와 

필요는 각각 47.8%와 47.8%로 응답자의 95.6%로 높게 나타났음

❍ 국제공동연구를 수행 시 활용하고 싶은 해외 연구거점은 태평양과학기지가 6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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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활용 해외 연구거점 응답 결과

❍ 해외 연구거점을 연계한 연구아이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관측자료 수집이 

각각 77.7%와 62.5%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수산·양식이 14.3%로 응답하였음 

(복수응답)

[그림 3.9] 해외 연구거점을 연계한 연구아이템 응답 결과

❍ 해외 연구거점 확충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매우 필요 33.6%와 필요는 46.9%로 높게 나타났음

❍ 해외 연구거점에 설치되었으며 하는 연구시설로는 관측장비 74.3%, 분석실험실 42.5%, 

해양정보 교류시설 42.5%, 관측시설(육상) 27.4%, 장비유지보수 시설 13.3%, 수산·양식 

실험실 11.5% 순으로 나타나 해외거점에 관측장비 및 시설(육상 및 실험실), 해양정보 

교류시설, 수산·양식 실험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복수응답)

[그림 3.10] 해외 연구거점에 설치 시설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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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 연구거점을 활용한 자료 수집

❍ 해외 연구거점을 활용하여 해외 해양자료를 확보할 필요에 대한 질문에 매우 필요 48.7%, 필요 

48.7%로 높게 나타났음

❍ 자료 수집에 활용할 해외 연구거점으로는 태평양과학기지가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중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42%, 한·페루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36.6%,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22.3% 순으로 응답했음(복수 응답)

[그림 3.11] 자료 수집 활용 해외 연구거점 응답 결과

❍ 해외 연구거점을 연계한 해양자료 확보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필요 41.6%, 필요 49.6%로 높게 

나타났음

❍ 해외 연구거점 활용하여 수집하는 자료에 대하여 해양물리자료 58.9%, 해양생물자료 53.6%로, 

해양화학자료 34.8%, 해양지질자료 26.8%, 수산·양식자료 13.4%, 해양정책자료 11.6% 순으로 

응답했음(복수응답)

[그림 3.12] 해외 연구거점 활용 수집 자료 응답 결과

❍ 구체적으로는 수온, 염분, 해류, 유속, 파랑, 지형, 해수면, 플랑크톤, 영양염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음

❍ 자료들은 모니터링 자료가 94.4%로 단발성 자료 자료 14.6%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 

지속 관측 모니터링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 자료들은 실시간 70.8%로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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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생산되는 데이터 생산량은 1TB 이하가 75%로 조사되었음

❍ 자료의 시공간 범위는 연안 51.7%, 외해 48.3%로 조사되었음

❍ 자료의 관측 주기는 36.5%가 시 단위가 가자 높았으며 일 단위 32.4%, 계절 단위 31.1%, 분 

단위 16.2% 순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3.13] 필요 자료의 관측주기 응답 결과

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외의 해외 연구거점 활용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외의 기관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8%만 

‘예’로 대답하였음

❍ 다른 기관의 해외 연구거점과 공동연구를 하는 이유는 관측, 자료 교류, 시료확보 등으로 

대답하였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외 연구거점의 연구기능이 활성화 되면 한국해양과학 

기술원의 연구거점의 연계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외 연구거점의 개선사항으로 연구거점의 홍보, 사용자 확대, 안정적인 

관측자료 생산 등으로 지적하였음

마. 해양정책 분야의 해외 연구거점 활용

❍ 해외 연구거점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정책분야의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필요 

40.7%, 필요 49.6%로 응답하였음

❍ 지원이 필요한 정책연구 분야는 기후변화 67%, 해양환경오염 및 쓰레기 44%,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37.6%, 연안관리 23.9%, 해양공간관리 19.3%, 수산 및 양식 8.3% 순으로 

나타났음(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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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지원이 필요한 정책연구 분야 응답 결과

바. 핵심기술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요약

❍ 해양과학연구 발전을 위하여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공동연구수행과 연구인력 

교류가 필요함.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기후변화 연구, 해양자원 확보, 국외 자료확보 등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해양관측 자료가 중요하며 미래 식량자원으로 수산자원 확보도 필요함

❍ 해외 연구거점을 통한 국제협력 또는 공동연구가 필요하며 이들 거점을 연계하여 기후변화 

대응, 관측자료 수집, 수산·양식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 해외 연구거점의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관측장비 및 시설, 해양정보 교류 시설, 수산·양식 및 

시료/자료 분석 실험실이 필요함

❍ 해외 해양자료는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가 필요하며, 연안과 외해 자료가 모두 필요함

❍ 해외 연구거점을 활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연구거점의 홍보와 현장관측 자료 확보가 

필요함

❍ 해외정책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해양환경오염 및 쓰레기,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연안 및 

해양공간 관리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연구 인프라가 확대된 해외 연구거점을 연계하고, 기후변화와 

수산·양식 등과 관련된 실시간 관측자료 확보와 해양정책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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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기술 연계방안 및 활용방안

❍ 국제협력 필요분야 및 해외 연구거점을 연계한 연구아이템 등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6개의 핵심기술을 도출하였음

[그림 3.15] 핵심기술 도출

❍ 6개의 핵심기술은 해외 자료수집, 기후변화 대응, 해외 수산자원 확보로 연계되어 횔용됨

[그림 3.16] 핵심기술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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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내역사업별 사전기획

1 열대 태평양과 한반도 주변 해양의 해양기후 상관성 연구

가. 기술개발 개요

1) 기술개발의 목표

❍ 열대 태평양 KIOST 해외 연구거점 실시간 해양환경 관측체제 구축

❍ 기후변화에 의한 열대 태평양의 변화 파악

❍ 열대 태평양의 변화가 한반도 주변 해양에 미치는 영향 파악

2) 기술개발의 정의

❍ 해양기후 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해양-대기 환경요소를 관측하여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기술

❍ 열대 태평양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변하는 현상을 분리·분석하는 기술

❍ 한반도 주변 해양에 열대 태평양이 주는 영향과 관련성을 분석하는 기술

나. 기술개발 필요성

❍ 열대 태평양의 표층 해류 시스템은 동태평양에서 북미 연안을 따라 적도로 향하는 캘리포니아 

해류, 남미 연안을 따라 적도로 향하는 훔볼트 해류, 이들 해류의 연장으로 열대 태평양 동에서 

서로 흐르는 북적도해류와 남적도해류, 북적도해류와 남적도해류의 남쪽에 각각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북적도반류와 남적도반류, 북적도해류가 필리핀 연안에서 분기되어 북으로 향하는 

구로시오와 남으로 향하는 민다나오 해류, 그리고 남적도해류가 호주 동쪽에서 분기되어 적도로 

향하는 파푸아뉴기니 연안류와 남쪽으로 향하는 동호주 해류로 구성되며 태평양 대순환의 

중심축에 있음 

❍ 열대 태평양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으로 인하여 보통 서쪽이 동쪽보다 수온이 높은데 

대표적인 기후 변동 현상인 엘니뇨 남방 진동(ENSO: El Niño Southern Oscillation)으로 

인해 평균적인 상태보다 열대 서태평양과 열대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거나 높을 수 있음

❍ 엘니뇨가 발생하면 서태평양의 수온이 평소보다 낮고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 열대 

해역을 따라 형성되는 워커 순환 (Walker circulation)이 변형되어 인도네시아에 비가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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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고 페루 북부 연안에 홍수가 발생함. 이 기후 현상은 열대 태평양뿐만 아니라 해들리 

셀(Hadly cell)에 의해 지구 전체로 전파됨

❍ 엘니뇨와 반대로 라니냐는 열대 서태평양의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지고 동태평양의 수온은 

낮아지는 현상으로 엘니뇨 못지않은 기상이변을 가져옴 

❍ 엘니뇨 남방 진동(ENSO)은 해양과 대기가 상호작용하면서 발달과 소멸을 반복하는데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예측이 어려움. 따라서 열대 태평양에 부이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에 활용하고 있음. 대기에 비하여 해양에서 파급되는 영향은 

아직 밝혀진 것이 적음

❍ 한국해양과기술원의 한·페루와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태평양해양과학기지는 ENSO의 

발달, 성숙, 소멸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음

❍ 남반구 동태평양 열대지역에 있는 페루 해역은 연안용승에 의해 생물 생산성이 매우 높아 

멸치(Peruvian anchovy)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잡는 곳임. 열대 북서 태평양에 있는 

미크로네시아는 웜풀 해역에 있는 태풍 발생 근원 해역이고 ITCZ의 영향을 받아 표층 염분이 

낮음. 태평양과 인도양의 경계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해양 열염순환의 중심에 해당하는 

태평양의 따뜻한 물이 인도양으로 통과하는 인도네시아 통과류(ITF: Indonesian Through 

Flow)가 존재함. 페루, 미크로네시아, 인도네시아는‘지구의 기후를 주무르는 마법의 손’이라고 

불리는 엘니뇨의 영향 아래 있음. 따라서 열대 태평양에 존재하는 KIOST 해외 연구거점에서 

장기적인 해양 관측을 지속한다면 각 센터의 특성에 맞는 연구와 기후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축적할 수 있음

❍ 기후변화를 모의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결과검증과 자료 동화가 가능한 양질의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외 연구거점 인근 해역에 실시간 해양환경 

관측체계 구축이 필요함

다. 기술개발 국내외 현황

1) 국내 기술현황

❍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우리나라 연근해에 대한 폭넓은 관측을 수행하고 있음. 정선해양관측은 

1965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어 우리나라 연근해의 기후변화 연구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연안 양식장과 어장 인근에 실시간 관측 부이를 운영하고 있음

❍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주요 항구에서 조위를 관측하고 있으며 수온과 염분 

기상자료도 추가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어 해양 기후변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어도, 신안 가거초, 옹진 소청초에 과학기지를 운영하며 해양·기상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Ocean Site에 등록하여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 해양기후 변화 분석은 대기와 해양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대기의 영향은 비교적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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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으나 외해에서 전파되는 해양의 영향은 변화가 적고 변형되어 

나타나므로 분석이 어려워 잘 알려지지 않음

2) 국외 기술현황

❍ 1982-1983 엘니뇨가 전 세계 기후에 영향을 주어 이상기상이 발생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열대 태평양의 해양·기상을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상태를 감시하며 엘니뇨를 예측할 수 

있는 TAO array 프로그램이 시작됨

❍ 대양을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현상을 파악하고 모델에 관측자료를 동화하기 위하여 Argo 

프로그램이 작동 중이며 현재 약 3,800여 개의 부이가 전 세계의 해양을 떠다니며 수직적 

수온·염분 분포를 관측하여 위성을 통해 자료를 전송 중임 

❍ 기후변화 예측 모델은 단순한 해양 순환 모델에서 지금은 해양과 기상이 접합된 모델을 넘어 

생태환경 요소까지 고려하는 지구 시스템모델을 운영하고 있음

❍ 미국, 일본과 중국의 태평양 선점을 위한 해양·기상 관측 경쟁에서 페루, 미크로네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열대태평양과 대양 관측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들 나라의 특성에 맞는 관측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함. 따라서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프로그램과 더불어 

KIOST 해외거점의 특성에 맞는 관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료를 융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라. 상세기술개발 내용

실시간 해양환경 관측체제 구축 및 실시간 자료 생산

❍ 실시간 해양(수온, 염분, 압력, 유속) 관측 시설 구축(부이/플랫폼)

❍ 실시간 기상(기온, 기압, 습도, 바람) 관측 시설 구축

❍ 실시간 자료전송체제 및 자료저장 장치 구축

❍ 자료 질 검정 및 자료 배포 체제 구축

❍ 관측 정선에 대한 글라이더 운영

열대 해양과 한반도 기후변화와의 상관성 분석기술

❍ ENSO와 훔볼트 해류, 연안용승, 연안 생산성과의 상관성 

❍ 서태평양에서 ENSO에 의한 북적도해류 변동, 태풍발생과의 상관성 

❍ ENSO가 ITF의 수송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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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추진전략

❍ KIOST 거점 국가들의 해양·기상·기후 연구기관과 모니터링 해역 선정

❍ KIOST 거점 국가들의 관련 부처와 모니터링 협조 MOU 체결 

❍ 한국과 KIOST 거점의 국가 연구기관들의 모니터링 예산 확보

❍ KIOST 거점 고유 기능으로 해양·기상 모니터링 추가

❍ KIOST 거점 모니터링 자료 분석 국제 공동연구과제 개발 및 수행

바.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열대 태평양의 기후변화가 한반도 주변 해역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

❍ 지구 시스템 예측모델의 자료동화 입력자료로 관측자료를 제공함으로 예측성능 향상 

❍ KIOST 해외 연구거점 국가와 국제 공동 프로그램의 일부를 담당하여 국제적인 해양외교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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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3  Headly Cell

§ 지표면에서 받는 태양에너지는 적도에서 크고 극지방에서 작다. 이 차이로 열대지방에서는 

상승기류(저기압)가 형성되고 극지방에서는 하강기류(고기압)가 형성된다. 열대지방에서 상승한 공기는 

고위도로 가는데 지구 자전 영향력으로 북동쪽으로 향하면서 극지방까지 가지 못하고 차가워진 

공기는 위도 약 ±30°에서 하강하며 고기압을 형성한다. 이곳을 기점으로 공기는 적도와 극지방으로 

향한다. 극지방으로 향하는 공기는 극지방에서 내려오는 공기와 위도 ±60°에서 만나게 되어 

상승기류(저기압)가 생성된다. 적도에서 ±30°까지의 순환을 Hadley Cell, ±30°에서 ±60°의 공기 

순환을 Ferrel Cell, ±60°에서 극지방까지의 공기 순환을 Polar Cell이라고 한다. 

https://history.aip.org/climate/xGenCirc.htm

Global atmospheric circulation in the light of liquid 

turbulent Earth's interior idea.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23414614_Gl

obal_atmospheric_circulation_in_the_light_of_liquid_turb

ulent_Earth%27s_interior_idea/figures?l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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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4  ENSO와 Walker Circulation

§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에서는 북동무역풍 남반구에서는 남동무역풍으로 인해 열대 태평양의 따뜻한 

표층수는 인도네시아 쪽으로 몰리게 된다. 한편 남동무역풍은 남아메리카(페루) 연안에 연안용승을 

일으키고 표층의 수온은 외해보다 낮다. 연안용승과 더불어 적도에서도 남동무역풍은 표층의 해수를 

북서와 남서 방향으로 밀어내 적도 용승이 발생하여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표층이 따뜻한 warm 

pool이 존재한다. 남북방향의 대기순환 cell과 마찬가지로 열대 해역에서도 동서 방향의 대기순환 

cell이 존재한다. 즉, 열대 서태평양의 warm pool 해역에 상승기류가 형성되어 저기압이 되고 이 

자리에 동쪽에서 오는 공기가 채워진다. 열대 서태평양에서 상승한 공기가 열대 동태평양에서 

하강하여 다시 서쪽으로 순환하는 공기 흐름을 Walker Circulation이라고 한다. 이 순환 ENSO(El 

Niño Southern Oscillation)에 의해 변한다. 어떤 이유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느려지면 열대 

서태평양의 따뜻한 물이 동쪽으로 이동하면 서태평양은 평소보다 차가워지고 동태평양은 평소보다 

따뜻하게 되는 El Niño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상승기류도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평소와 반대가 

되는 Walker Circulation이 일어난다. 반대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강하게 되면(La Niña) 평소의 

Walker Circulation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 열대 해역에서 일어나는 순환은 Hadley Cell을 

변화시키고 지구 전체 기후와 해양에 영향을 주게 된다.

평균적인 Walker Circulation과 ENSO에 변화되 순환 모식도. 

https://climas.arizona.edu/content/what-el-ni%C3%B1o%E2%80%93southern-oscillation-e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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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협력 해양관측 기술 개발 (KIOST 해외연구센터 연계)

가. 기술개발 개요

1) 기술개발의 목표

❍ KIOST 해외연구센터를 기반으로 한 해양관측 인프라 구축과 고품질 해양관측정보 획득

2) 기술개발의 정의

❍ 기후변화 이해와 대응, 해양재난재해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해 KIOST 해외연구센터를 

기반으로 전지구 규모의 해양관측망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술개발 

나. 기술개발 필요성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발생과 예측 불확실성 증대 

❍ (예) 중국 내륙 폭우 → 양자강 담수 방류량 사상최대 기록 → 우리 해역 고온 및 저염수 피해 

확대 등 

❍ 주요 해양현상의 연변동성 확대와 이로 인한 해양재난재해의 예측 불확실성 증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량 감축 움직임(탄소중립 등)과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해양관측에 

대한 국가적 요구 확대 

❍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규모의 해양정보 확보 필요 

석유/가스 등 채굴을 위한 해양구조물의 재활용 정책 전환으로 해양관측 용도 활용 필요 

❍ 노후 및 자원개발 패러다임 변화로 폐기되는 동남아시아(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석유/가스 

시추 해양구조물 증가 

❍ 폐기 예정인 해양구조물의 해양관측 및 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움직임 있음 

다. 기술개발 국내외 현황

국가 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 국내 해양관측은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해양관련 공공기관 및 출연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과 산업계에서는 연구과제 기반의 

중단기 관측을 주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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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해양조사원은 국가해양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으며(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 해양과학 

기지, 조위관측소, 해양관측소, 해양관측부이 등이 포함됨

❍ 현재 해양관측자료는 해양관측시스템 운영 기관에서 실시간 및 지연모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시간해양관측정보시스템(KOOFS),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MEIS), KODC 

등에서 관측자료를 취합하여 제공하고 있음

❍ 동해 남부해역에는 기상청 해양관측부이 등이 해양기상을 관측하고 2개월 간격의 국립수산 

과학원의 정선 관측이 실행되고 있으나, 해양환경의 장기적인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해양관측요소의 관측은 수행되고 있지 않음

[그림 4.1] 국립해양조사원의 국가해양관측망 현황

 

1) 국외 기술현황

(미국) 장기 실시간 시계열 관측 및 무인 이동형 해양관측 플랫폼을 연계한 3차원 Ocean 

Observatory를 통한 통합해양관측체계(IOOS; Integrated Ocean Observing System))로 발전

❍ 미국 NOAA의 IOOS는 17개의 연방정부기관, 11개의 지역연합 등으로 구성되며 737개의 

국가관측플랫폼과 335개의 지역관측플랫폼 등이 관측을 수행하는 미국의 

통합해양관측시스템으로서 역할 수행 중

❍ 미국은 IOOS를 통해 장기 실시간 시계열 관측과 무인 이동형 해양관측 플랫폼을 연계하고 

있으며, 미국 국립과학재단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OOI(Ocean 

Observatories Initiative)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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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Integrated Ocean Observing System(IOOS)의 구성

❍ IOOS는 ‘연안 및 해양 통합관측시스템 법안(ICOOS Act)’에 의해 운영되며, NOAA가 

연방정부기관을 대표하여 운영을 주도하고 있음

❍ ICOOS Act는 2009년 3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최종 승인되었으며, NOAA 내에 U.S.IOOS 

Program Office가 설치되어 있음 

❍ IOOS는 해양관측을 수행하는 연방정부기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영역도 포함하며, 

해양관측시스템 활용계획 수립과 관측자료 및 전달 체계 표준화 등의 기능을 담당

❍ IOOS는 국가의 정책 법안을 기초로 다양한 기관들이 운영 중인 해양관측시스템의 통합과 연결 

강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본 기획연구 수행 시 벤치마킹할 우수 사례로 참조 중임  

미국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OOI(Ocean Observatories Initiative) 

프로그램 수행

❍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장기 시계열 관측을 위해 2007년 후반부터 착수

❍ OOI는 기상, 해양과 해저면의 물리, 화학, 지질 및 생물학적 변수를 관측하기 위하여 

네트워크화된 해양관측 인프라로서 연안, 지역해, 전지구 규모의 관측에 이르는 집중적인 

관측정보 제공

❍ Coastal & Global 규모의 각 노드들은 고정형 플랫폼과 이동형 플랫폼들을 동시에 활용하여 

높은 해상도의 시공간 관측자료 수집 중

❍ Station PAPA 등은 기존 운영되던 표층 관측 플랫폼에 다수의 수중 계류장비 및 프로파일러가 

추가되었으며 글라이더들은 이와 같은 고정형 플랫폼 사이를 이동하면서 관측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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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OOI의 관측시스템 구성

(영국 NOC, 스페인 PLOCAN) 해양 고정 플랫폼을 활용한 해양과학조사를 포함한 다목적 활용

❍ 석유 플랫폼을 거점으로 하여 해저케이블 관측망, 무인체 해양관측을 위한 수중 및 수상 통신 

게이트웨이, 전력 공급, 관측기술 개발 등의 연구개발 수행 중 (National Oceanography 

Center, 영국)

❍ 해양플랫폼을 해양연구 목적의 인프라로서 구축하여 해양에너지 개발 연구, 3차원 

해양관측시스템 개발, 해저케이블 관측망 구축 등 해양모니터링 체계 개발 (PLOCAN, 스페인)

[그림 4.4] 심해 무인해양관측 체계 구축을 위한 해양구조물 활용계획

 (출처: 영국 N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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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해양구조물을 거점으로 한 해양 모니터링 체계

(스페인, PLOCAN(The Canary Island Oceanic Platform))

4차 산업혁명기술 분야를 접목한 해양관측에 대한 국가정책 지원 증가 

❍ (유럽) 해양구조물을 활용한 ICTS(Uniqu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로서 PLOCAN(The Oceanographic Platform of Canary Islands) 구축 및 운영  

❍ 해양에너지 연구, 실증 및 운영, 최첨단 무인 수중 해양장비(수중글라이더, AUV, ROV 등)의 

운영 거점

❍ 각종 해양연구 및 관련 단체들의 훈련장, 그리고 해양기술 혁신 허브로서 활용 중 

❍ 29개(‘18년 기준)의 연구 프로젝트가 PLOCAN을 베이스로 수행 중에 있음 

[그림 4.6] PLCOAN의 전경과 ICTS로서 PLOCAN의 첨단 해양관측 및 연구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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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세기술개발 내용

KIOST-태평양 장기 해양관측네트워크 확보 

❍ 해양관측네트워크 구축 설계, 신규 구축 및 재활용 해양관측 인프라 검토

❍ 해양관측네트워크 인프라 제작 및 설치

기후변화 이해를 위한 장기 해양관측정보 획득 

❍ 협력국 보유 장기 해양관측정보 공유 체계 개발 

❍ 빅데이터 기반 KIOST-태평양 정보 관리 체계 확보 

❍ KIOST-태평양 장기 해양관측네트워크 기반 고품질 해양정보 획득 기술 고도화 

마. 추진전략

❍ 국제 해양관측 프로그램들과의 연계하여 시공간적으로 공백 구역 보완

❍ 협력국 기반 해양관측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화석연료 채굴 인프라의 해양 관측/연구 시설로서 재활용 

바.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국제 해양관측 프로그램 연계 및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해양분야 위상 확대 

❍ 폐기되는 화석연료 채굴 장비 재활용 기술 개발로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에 기여 

❍ 협력국 기반 해양관측시스템 운영/보호에 대한 정책적 관리 방안 도출로 선진국으로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기대하며, 이로 인한 부가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 가능 

❍ 글로벌 규모의 해양관측정보 획득으로 해외 해양재난사고 발생 시 대응력이 강화되고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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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5  해양관측의 중요성

§ 해양관측은 장기적인 해양환경변화의 이해와 대응, 그리고 위성원격탐사나 예측모델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담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실제 관측값을 제공한다.

§ 고정점(부이, 관측타워 등)을 활용한 장기 시계열 관측, 연구선 등 선박을 활용한 정선 관측, 

드리프터(ARGO 등)를 활용한 3차원 관측, 그리고 위성을 활용한 공간 관측을 통해 관측자료 들을 

획득하고 있으며, 전지구 규모의 자료 공유체계가 마련되어 있다(GOOS 등).

§ 최근에는 첨단 무인 해양관측로봇이 해양관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해양의 시공간적인 관측 

해상도가 향상되고 있다.

§ 특히 무인 해양관측로봇을 통한 극한 해양환경(태풍, 남북극 해역, 심해 등)에 대한 관측자료 확보로 

기후변화 이해와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 무인 해양관측로봇(Saildrone)을 활용한 해양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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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에 민감한 연안지역 모니터링 자료 축적 기술 개발

가. 기술개발 개요

1) 기술개발의 목표

❍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해외 연구거점 국가 대상으로 연안지역 모니터링 및 자료축적 

기술 개발

2) 기술개발의 정의

❍ 해외 해수면 급상승 연안지역에서의 연안지형변동 모니터링 기술 개발

❍ 해외 연안 모니터링 자료의 실시간 전송 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

❍ 해외 연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자료 공유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수립

나. 기술개발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시 연안침식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해빈 자료 수집 필요

- 페루, 인도네시아 및 남태평양의 도서국가들은 해양과 인접한 나라들로 해수면 상승 시 

연안침식에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기간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 수집 및 국가간 

자료공유 필요

❍ 과거 30년간 한반도 연안 평균 해수면은 9.36cm 상승하였음. 평균 해수면 변동은 황해, 남해 

및 동해에서 각각 2.07mm/yr, 2.41mm/yr 및 3.70mm/yr로 동해가 가장 해수면 변동이 

심함

❍ 한반도 해역의 표층수온은 1968년부터 50년간 1.12도 상승. 같은 기간 전 세계 해역의 

표층수온이 평균 0.62도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2.2배 높게 오른 수치임

❍ 연안은 해수면 상승, 수온 상승 등의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역임. 연안 거주민은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연안재해에 취약하여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

❍ 연안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됨

❍ 기후변화에 의한 해외 연안환경 변동을 사전연구하여 국내 연안과 비교함으로써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국제 연안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해양관련 데이터를 독자적으로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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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개발 국내외 현황

1) 국내 기술현황

❍ 국내의 연안 평균 해수면은 30년간 9.36cm 상승하였으며 표층수온은 1968년부터 50년간 

1.2℃상승하였음. 세계 해역의 표층수온이 평균 0.62℃ 상승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약 2배 이상 

상승하였음(세계일보, 2018년 8월 4일)

[그림 4.7] 한반도 해역별 표층수온 변화(세계일보, 2018년 8월 4일)

❍ 2021년 7월 동해의 해면수온 및 해수면은 전지구 관측값의 월평균값에 비하여 0.3℃와 5.7cm 

상승한데 비하여 동해의 경우 월평균값과의 차이가 2.7℃와 9.7cm로 전지구의 상승값보다 

높게 나타났음(해양기후예측센터, 2021)

[그림 4.8] 한국주변해역 및 전지구의 해면수온과 해수면의 월평균 대비 상승값 

(해양기후예측센터, 2021)

❍ 해수면 상승의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관측소에서 해수면 상승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 

중에 있음

❍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표층수온에 대한 모니터링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수행 중에 있음

❍ 해빈지형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연안관리법에 의거하여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수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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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리공단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표고를 이용하여 평균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4.9]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터(해양관리공단 해수면상승 시뮬레이터)

❍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드론사진측량 기법을 이용한 해안선 측량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단기 및 장기 해빈변화 분석, 태풍･고파랑 

등에 의한 단기 침식 발생 시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비디오 모니터링을 수행 중에 있음

❍ 기후변화에 의한 연안환경 모니터링인 국내 연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국외 자료의 관측 

및 비교 연구가 진행된 바는 없음

2) 국외 기술현황

❍ 미국은 NOAA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연안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해수면 상승 

관측을 위하여 세계 290개소의 연안 및 대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미국의 해수면 상승에 대한 

취약지역을 지도 서비스하고 있음(Global Ocean Monitoring and Observing, 

DIGITALC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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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미국 NOAA의 세계 해수면 상승 자료 수집 지점

(Global Ocean Monitoring and Observing)

[그림 4.11] 미국 NOAA의 해수면 상승 취약지역 지도 서비(DIGITALCOAST)

❍ 유럽은 EU의 지구 관측 프로그램인 Copernicus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관련된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을 하고 있음. Sentinel-6 인공위성을 이용한 연안 모니터링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Copernicus, https://www.esa.int/)

❍ Sentinel-6는 10일마다 지구 얼음이 없는 바다의 최대 95%를 매핑하여 해양 안전을 위한 

해류, 풍속 및 파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 예정임(EUROPEAN SPACE AGENCY, 

https://www.esa.int/)

❍ 호주의 연안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Coastcare Victoria’에서는 호주 빅토리아주의 2,000km 

연안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안지형, 파랑, 퇴적물 이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드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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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학을 결합하여 연안지형자료를 획득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처리 및 데이터 접근을 위한 웹 

데이터 포털을 개발(Victoria State Government, https://www.marineandcoasts.vic.gov.au/)

[그림 4.12] 호주 빅토리아주의 연안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념도(Victoria State Government)

라. 상세기술개발 내용

해외 연안 모니터링 기술 개발

❍ 비디오 모니터링 타워를 이용한 연안 파랑 및 해안선 변동 모니터링 기술 개발

❍ 드론을 이용한 3차원 연안지형변동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연안 퇴적물 이동 모니터링 기술 개발

해외 연안 모니터링 자료의 실시간 전송 및 관리 기술 개발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연계한 실시간 전송 기술 개발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한 자료 관리 및 자료처리 자동화 기술 개발

해외 연안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수립

❍ 연안 모니터링 자료의 공유 정책 방안 마련

❍ 연안 모니터링 장비의 관리 및 망실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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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추진전략

해외 연구거점을 활용한 연안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 및 기후변화 대응 연구의 다양화

❍ 열악한 해외 연구거점의 연구 인프라에 대한 심층 이해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기술 개발

❍ 관리가 용이한 저가형 관측장비를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연안 모니터링 기술 개발

❍ 국내 연안환경과 유사한 연안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국내 연안환경 변화와의 비교 분석 수행

❍ 기후변화의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해외 연안지형변동 사례 연구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리더쉽 기반 구축

❍ 해양관측기술 후진국 대상의 해외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국제협력 인프라 구축 시스템 확립

❍ 원격 모니터링 장비의 관리 및 제어 기술 개발로 전지구적 자료획득 인프라 구축

❍ 해외 연구거점과 주변 대학 및 연구소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

바.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우리나라 주도의 해외 연안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국제 연안연구 프로그램의 연계 가능

❍ 해외 연구거점의 활용 극대화를 통한 연구거점의 기능 확대와 주변 대학 및 연구소와의 연계 

가능

❍ 해외 연구거점 국가와의 국제공동연구를 위하여 상대국으로 연안 모니터링 기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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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6  기후변화와 연안환경(지형) 모니터링의 중요성

n 기후변화의 민감지역 연안

§ 기후변화는 연안 시스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인간활동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연안의 경우 

바다와 육지에서의 기후변화 영향이 집적되어 나타나게 된다. 

§ 기후변화는 폭풍, 파랑, 해수면, 수온/기온, 이산화탄소 농도, 범람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소들은 바다와 육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최종적으로 연안재해로 나타나게 된다. 

[기후변화의 연안 영향 모식도((Nicholls et al, 2007))

§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은 연안침식을 가속화 시키고 폭풍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킨다. 이는 

해안의 폭을 줄어들게 하고 폭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던 사구를 사라지게 한다. 결국 기후변화는 

연안에서 폭풍에 의한 피해를 증가시키게 된다.

[기후변화가 연안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리적 과정(West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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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6  기후변화와 연안환경(지형) 모니터링의 중요성 (계속)

§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연안침식을 비롯한 연안재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연안 

거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연안재해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하여 더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n 연안환경 모니터링의 중요성

§ 기후변화가 연안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기후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연안재해를 야기하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안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연안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선별하여 관리를 함으로써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 해수면 상승에 의한 연안환경 변화를 알기 위하여 연안지형의 변화와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해수면 상승은 폭풍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넓게 하여 연안침식을 가속화 

시킨다. 연안침식은 퇴적과 침식의 균형이 깨져 침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연안지형을 변화시킨다. 

§ 일반적으로 연안지형변동 모니터링은 육상과 해저 지형의 변화 조사, 퇴적물 특성조사, 퇴적물 이동 

조사, 퇴적역학 조사 등으로 나누어진다. 연안 특성상 조사가 쉽지 않고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연안 모니터링 기술 개발 및 장기 관측이 필요하다.

§ 지속적인 연안지형변동 모니터링을 통하여 퇴적물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고 

프로세스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안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해수면 상승이 영향 범위 및 연안재해 

피해 범위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책입안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연안 퇴적물 이동 모식도(Victoria Stat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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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7  드론과 비디오 모니터링 타워를 이용한 연안환경 모니터링 기술

n 드론을 이용한 연안 모니터링

§ 최근 드론의 장착할 수 있는 센서의 소형화와 다양화로 인하여 연안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다.

§ 드론의 영상을 이용하는 드론사진측량 기술을 적용하면 수 cm의 해상도를 가지는 3차원 

정밀지형자료와 정사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드론사진측량 기법을 이용한 연안지형조사]

§ 열적외선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이용하면 해수면 온도의 측정이 가능하며 주변 해수 온도와의 

차이를 이용하여 해저 지하수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Lee et al., 2016).

[드론의 열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해저 지하수 배출 조사 결과(Lee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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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7  드론과 비디오 모니터링 타워를 이용한 연안환경 모니터링 기술 (계속)

§ 다분광센서가 장착한 드론을 이용하면 연안의 해조류의 분포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Taddi et al., 

2020)

[드론의 다분광센서를 이용한 해조류 분포(Taddi et al., 2016)]

§ 드론에서 찍은 해양 쓰레기 이미지를 딥러닝 기법으로 분류하여 해양쓰레기 지도를 만들 수 

있다(Fallati et al. 2019).

[드론 영상을 이용한 해양쓰레기 분류(Fallati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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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7  드론과 비디오 모니터링 타워를 이용한 연안환경 모니터링 기술 (계속)

§ 다수의 비디오를 설치한 비디오 모니터링 타워를 이용하면 해안선 변화와 파랑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들 자료를 이용하면 해빈 폭과 면적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 하지만 영상자료 용량이 크기 때문에 대용량 자료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외 연구거점에 설치하기 위하여 기본 인프라의 확인이 필요하다.

[비디오 모니터링 타워를 이용한 연안 모니터링 결과(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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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협력을 통한 해양 예측정확도 향상 기술 개발

가. 기술개발 개요

1) 기술개발의 목표

❍ 해외 인프라 기반을 중심으로 한 지역해 규모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변동성 예측기술 개발

2) 기술개발의 정의

❍ 지역해 규모의 통합 해양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환경의 변화를 연구

❍ 해양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한 실시간 해외 해양관측 자료 연계 체계 구축 

나. 기술개발 필요성

❍ 우리 관할해역 이외에서 해양 관측자료 확보 어려움  

- 국제공조를 통해 해양 관측자료의 공유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는 매우 제한된 

자료만 활용 가능

❍ 기존 해외 해양과학 인프라의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미비

- KIOST의 기존 해외 인프라에서는 관측장비의 유지․보수의 한계로 인해 정도 높은 관측자료 

생산이 어려움

❍ 전지구와 지역해 규모의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해양변동성 예측기술은 초기단계

- 해양전용 시뮬레이션을 위한 컴퓨팅 자원(H/W) 절대 부족 

❍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지구, 지역해, 연안역 규모의 해양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 확보 중요

- 해수면 상승에 의한 생존 위기 직면 (태평양 도서국가)

-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로 인한 침수범람 위기 (인도네시아)

- 해수온 변동에 따른 수산자원 확보와 보존 위기 (남중미)

-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발생 빈도, 강도 증가에 따른 연안도시의 해일고, 침수범람 위험 예측

❍ 기후변화 예측모델링을 위한 입력자료 및 검증자료의 안정적 확보

- 전지구, 지역해 규모의 해양순환 예측을 위한 기본 관측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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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개발 국내외 현황

1) 국내 기술현황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치모델링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해양예측 

정확도 향상 연구’를 수행면서 해양예보시스템(KOOS: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을 운영 중에 있음(그림 4.13). 이를 위하여 200 여개의 실시간 관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자료를 획득하고 있음

[그림 4.13] 해양예보시스템(KOOS)

❍ 국내에서 전지구 해양순환예측시스템의 구축은 기상청에서 영국기상청과 공동연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음

❍ 기상청에서는 대기-해양 결합 예측모델을 통하여 한반도 해양위험기상(태풍, 해무, 해일 등) 

예측 모의성능을 향상시키고자 각 대기,해양모델에 대한 자료동화를 적용하였고, 인공지능과 

통계기반기법을 활용하여 파랑모델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모수화식을 개선하였음

❍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1개의 광역모델과 2개의 근해모델, 5개의 연안모델, 9개의 항계모델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였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WRF-DA, Coastal-KOOS 

와 함께 현업 운영 중임

2) 국외 기술현황

❍ 전지구 해양순환예측시스템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음 

(그림 4.14, 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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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세계 각국에서 운영 중인 해양예측시스템 개발 현황

<표 4.1> 전지구 해양예측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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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미국의 전지구 해양예보시스템

[그림 4.16] 유럽의 전지구 해양예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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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호주의 전지구 해양예보시스템

[그림 4.18] 중국의 전지구 해양예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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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세기술개발 내용

지역해 규모 통합해양예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해양 및 해양기상 수치모델링 구축 및 검증

❍ 해양예측시스템 정확도 평가

해양모델링을 위한 해외 인프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해양관측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활용

마. 추진전략

❍ 국제협력을 통하여 신뢰성과 안정성이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지역해 통합해양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환경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음

❍ 전지구-지역해-한반도 해양순환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예측시스템의 구축

❍ 실시간으로 획득되는 국외자료를 이용하여 해양 예측정확도 향상 기술 개발

바.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전지구 및 지역해 해양예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를 해외에서 직접 획득함으로써 외국자료에 

대한 종속 탈피

❍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과 해양예측관련 국제프로그램의 활동으로 국제사회에 기여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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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유용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Blue Foods 생산 기술개발

가. 기술개발 개요

1) 기술개발의 목표

❍ 지속가능한 유용생물자원 개발 및 보존 기술 구축

2) 기술개발의 정의

❍ 해외 유용생물자원 최적 생산기술 공정 개발 

❍ 환경변화·재난 대응 유용생물자원 생산 안정화 기술 개발 

❍ 해외 유용생물자원 개발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보 및 협력 체제 구축 

나. 기술개발 필요성

지속가능한 유용해양생물자원 개발 환경 조성 미비 

❍ 해외 유용생물자원 생태·생리학적 정보, 연구 인프라(시설 및 인력) 및 현장 기반 기술 환경 

정보 부족

❍ 해외센터 주재국과의 상호협력 방안 미비

미래 해양식량자원 개발 및 보존을 통한 해양생태계 서비스 기반 가치 창출 필요

❍ 효율적 해양공간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생물자원의 가치 창출 원천 기술 개발, 상용화 및 

미래 신산업 개발 방안 필요

❍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및 재난 대응 유용생물자원 개발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다. 기술개발 국내외 현황

1) 국내 기술현황

❍ 국내 양식 생산량은 2017년 기준 천해양식어업이 231만 6천 톤, 내수면 양식어업이 2만 8천 

톤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5.9% 증가하였으며, 양식 생산량의 98.8%가 천해양식어업으로 

대부분 해면에서 생산되고 있음

❍ 천해양식어업 품종별 생산량은 해조류가 176만 톤(76%)으로 전체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며, 패류 43만 톤(18.5%), 어류 8만 6천 톤(3.7%), 기타 수산동물 3만 5천 톤(1.5%), 

갑각류 5천 톤(0.2%) 순으로 생산량이 많음. 최근 10년간 갑각류와 기타 수산동물, 해조류는 

연평균 11.6%, 9.4%, 7.5%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어류는 같은 기간 연평균 1.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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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양식어업 품종별 생산량은 어류가 2만 3천 톤(82.5%)으로 가장 높았으며, 패류 5천 

톤(16.8%), 기타 수산동물 154톤(0.5%), 갑각류 25톤(0.1%) 순임

<표 4.2> 품종별 양식 수산물 생산량 동향(2008∼2017년)

❍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전통적 양식 기술은 수심이 얕은 바다 혹은 갯벌에 말목을 박아 자연 

혹은 인공 종묘를 부착시켜 양성하는 지주식 양식, 종패 혹은 치패를 어장에 뿌려 일정기간 

지나 수확하는 씨부림 양식과 굴의 산란기에 굴이 부착할 수 있는 돌을 갯벌 등에 던져두어 

양식하는 투석식 양식과 같이 어장을 평면적으로 활용하는 바닥식 양식, 패류 및 기타 

수산동식물이 부착할 수 있는 기질을 말목, 부표, 뗏목, 밧줄 등에 매달아 물속으로 내려 기르는 

수하식 양식, 대나무, 합성섬유그물 등을 뜸과 닻을 이용해 띄워 김 등을 양식하는 부류식 양식 

기술이 있음

❍ 내만 혹은 외해에 가두리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류, 패류를 사육하는 가두리 양식, 해수를 끌어와 

양식에 공급하여 오염된 사용수와 환수하는 유수식 양식, 사육수를 여과하여 재사용하는 

순환여과식 양식,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설물 및 사료 찌꺼기, 암모니아 등의 오염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사육수에 양성하여 수질을 관리하는 것으로 여과장치가 필요 없고, 

배출수가 없는 바이오플락 양식 그리고 순환여과식과 바이오플락 양식시스템을 빌딩과 같은 

다층으로 구성하여 양식하는 빌딩양식 기술이 있음

❍ 국내 양식 기술의 경우 종자생산, 자치어 및 성어 사육, 대상생물 성장을 위한 완전사료 개발 및 

사양 관리 및 사육환경관리 등 target species에 대한 전 life cycle 관리 등 양식을 위한 

전문지식 및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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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외해 가두리 양식, IoT 및 ICT 기반의 양식 기술 개발 및 친환경양식기술 개발과 더불어 

생명공학기술의 접목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첨단기술의 도입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기술 선도형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양식산업은 글로벌화, 기후변화, 국제양식규범의 강화, 지속가능개발 목표의 설정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영향 즉, FTA 등 무역자유화의 확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양식수산물 교역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외 

양식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친환경 양식을 위한 글로벌 양식규범 이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국제양식규범은 항생제 사용관리 및 제한(life cycle assessment, LCA), 양식 사료 관리, 

지속가능한 양식 증명 시행 등 국제적으로 식품안전, 환경보호, 지속가능성 등의 관심 증대에도 

불구, 소규모 양식어가 비율이 높은 아시아 지역은 참여하지 않고 있어 향후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임  

2) 국외 기술현황

❍ 세계적으로 어업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또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양식 생산량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세계 어류 소비 비율 역시 양식 비율 높을 것으로 예측됨

❍ 국외 양식기술은 수산종자, 수산물양성, 질병관리, 사료개발, 양식기자재, 양식 관리, 수산물 

운송 및 수산물 가공 분야 등으로 세분화되어 다양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관된 

다국적 기업들의 서비스 제공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주요 양식국가의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덴마크의 경우 양식 생산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양식수출량 50% 확대, 기자재 및 종묘 수출 200% 등의 계획이 담긴 “2020 양식 전략”을 

발표하고 양식 생산에 따른 환경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양식장 면적당 생산량, 사료량을 

제한하여 최적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순환여과양식 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현재 모듈형 양식 시스템, 다양한 양식기자재 및 여과기술 등이 개발됨. 또한 

지속적인 개발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지식 클러스터를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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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세계 포획 어업 및 양식 생산량

[그림 4.20] 양식업의 역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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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세계 어업 및 양식업 생산, 이용 및 무역

❍ 노르웨이의 경우 대규모 해상 가두리 내 사료 공급 장치, 수중카메라, 산소 및 수온 등 수질 

센서가 설치되어 실시간 모니터링 등 원격 제어 기술을 개발함. 양식 기자재 개발을 위한 

산업체-연구기관-교육기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연구로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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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AKVA사 스마트 해상 양식장

 (출처: http://www.akvagroup.com/)

❍ 페루 지역의 경우 양식 잠재력이 높은 종인 doncella(Pseudoplatystoma fasciatum), 

dorado(Brachyplatystoma spp.), zúngaro(P. tigrinum)과 같은 아마존 어류와 yellowfin 

tuna(Thunnus albacares), skipjack(Katsuwonus pelamis), croaker(Cilus gilberti), 

peruvian rock seabass(Paralabrax humeralis), peruvian grunt(Anisotremus 

scapularis), fine flounder(Paralichthys adspersus) 뿐만 아니라 거대조류인 

Macrocystis piryfera, Lessonia trabeculata and L. nigrescens 등이 양식개발 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현재 페루 양식업의 주요 지역으로 Tumbes 지역은 새우 양식업, 

가리비는 Piura와 Ancash, 틸라피아의 경우 San Martin과 Piura, 무지개송어는 Junín, 

Huancavelica, Pasco 및 Puno 지역이며, 다양한 아마존 어류는 San Martin, Loreto, 

Ucayali 및 Madre de Dios 지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4.22] 페루 내 주요 양식생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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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세기술개발 내용

해외 유용해양생물자원 개발 기반 구축

❍ 유용해양생물자원 탐색(개발 후보군), 기반환경 조사 및 자원 확보

❍ 번식 mechanism 연구

❍ 영양대사학적 연구(먹이생물 및 영양소요구량 조사)

❍ 유용해양생물자원 개발 기초 교육

유용생물자원 생산 기반 구축

❍ Target species 선정 및 종자생산기술 개발

❍ 성장단계별 사육기술(사육환경 및 사료공급체계) 개발 

❍ 질병 대응 체계 개발

❍ 유용생물자원 생산 기본 교육

유용생물자원 생산 상용화 구축

❍ Target species 완전 양식기술 개발

❍ 유용생물자원 생산 전문가 교육

❍ 완전 양식기술 매뉴얼 작성 및 상용화 방안 구축

마. 추진전략

해외 유용해양생물자원 개발 기반 구축 

❍ 각 해외기지 기반 유용해양생물자원 현지 조사를 통한 개발 후보군 탐색 및 선정, 양식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환경 조사 및 친어자원 다량 확보 

❍ 선정된 양식 대상종 친어로부터 대량 종자생산을 위한 환경인자(수온, 염분 등) 및 호르몬 처리 

방안 등 번식 mechanism 기초 연구

❍ 자치어 관리를 위한 먹이 습성 기반 먹이생물 배양 및 영양 생리학적 기초 연구

❍ 각 해외기지 연구소, 대학 및 산업체과의 공동 연구(친어 수집 등 모든 분야)를 통한 공동 기술 

개발 네트워크 구성 

유용생물자원 생산 기반 구축

❍ 각 해외기지별 Target species 선정 후 대량 종자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최적의 대량 종자 생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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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어 사육을 위한 먹이생물 대량 배양, 단계별 먹이 순치 기술 개발, 미성어 사육을 위한 

인공배합사료 개발을 위한 영양소 요구량 파악

❍ 성장단계별(자어, 치어, 미성어) 최적 성장을 위한 사육환경(수온, 염분, 암모니아, 아질산, 

용존산소 등) 파악 및 사료공급체계(사료공급횟수, 사료공급률 등) 개발 

❍ 각 성장단계별 질병 현황 및 각 질병별 대응 체계 개발 및 구축

❍ Target species life cycle 기반 양식체계 구축 및 각 단계별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용생물자원 생산 상용화 구축

❍ Target species의 전주기 완전 양식기술 개발 및 대량생산 체계 구축

❍ 공동 기술 개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양식 교육 체계 구축 

❍ 대상생물 완전 양식기술 매뉴얼 작성 및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대량생산 및 상용화 방안 구축

바.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국내 연계 양식 개발 프로그램 구축  

❍ 국내 양식 산업계 및 관련 산업계 진출 기반 마련 및 신산업 창출   

❍ 해외 연구거점의 기능 확대 및 주변 대학, 연구소와의 연계 강화

❍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 식량자원 확보 기술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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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8  미래 식량자원으로써의 Blue Food 중요성

1. Blue Food란?

§ Blue food란 어류, 이매패류, 해조류와 같은 수산자원을 포함하며 바다, 강, 호수, 연못, Race-way, 

양식장 사육수조에서 생산되는 생물들, 다시 말해 수자원을 이용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식용 

유기체들을 포함한다. Blue food는 중요한 영양공급원임에 동시에 전세계 수억 명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 Blue Food는 기아와 영양실조를 종식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식량 

공급을 육상에서 해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전달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 Blue Food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 체계에 많은 부분에 기여하고 있고 향 후 수십년동안 전 세계 

인구를 지속해서 먹일 수 있는 중요한 지구 자원이다.

2. 전세계 영양 공급원으로써의 Blue food

§ UN의 Food Systems Summit 정상회담으로 인해 Nature 저널에서는 Blue food로써 해양 유래 

식품이 건강하고 지속할 수 있는 형태로 전세계 기아에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blue 

food평가(Blue Food Assessment) 연구 결과를 게시하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의 사람들이 소규모 어업과 양식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규모 어업과 

양식업을 통해 전 세계 어획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인간들이 먹는 수산 식품의 6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 해양 유래 식품의 영양적 다양성은 육상 유래 식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 

3,753개의 해양 유래 동물 식품 분류군의 영양소 함량은 원양어류, 조개류 및 연어류가 쇠고기, 

양고기, 염소, 닭고기 또는 돼지고기보다 영양가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omega-3 long-chain 

polyunsaturated fatty acids, vitamins A, vitamins B12, calcium, iodine, iron 그리고 zinc). 

최근 보고서들에 의하면 영양 데이터와 식품 시스템 모델을 결합한 데이터는 2030년까지 수산 식품 

생산의 급격한 증가가 1억 6600만 명의 영양 부족을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더 많은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현재까지 영양실조는 여러 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해결을 위해 UN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2021년에 5세 미만의 어린이 중 1억 4,900만명(22%)이 발육부진이고, 4,500만명이 쇠약 

상태이다. 최근 연구결과들에서는 비타민 A 결핍이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국가들의 어린이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아연결핍은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의 모든 어린이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식이 

부족은 사람들이 여러 영양소 결핍과 그에 따른 사망률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이다. 주로 식이 관련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심혈관질환은 전세계 사망률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2017년에 

1,780만명이 사망하였다. 이는 2020년에 COVID-19로 인해 사망한 약 200만명 보다 많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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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8  미래 식량자원으로써의 Blue Food 중요성 (계속)

[육상 동물성 식품과 해양 동물성 식품의 영양 다양성 비교]

§ 2019년 EAT-Lancet Commission 보고서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식단의 역할을 위해서는 

식물성 식품만으로는 적절한 양의 미량영양소를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Blue food를 전세계 주요 

식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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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8  미래 식량자원으로써의 Blue Food 중요성 (계속)

[Blue food 소비 증가로 인한 미량영양소 섭취량 변화]

§ 개발도상국들의 영양실조 문제 상대적으로 선진국 국가들의 육상 동물성 식품 과다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과체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Blue food로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영양실조, 

기아문제가 발생하는 국가에게 생산품과 기술을 보급하게 된다면 전 세계 영양소 격차를 줄이거나 

채울 수 있다.

§ 2021년 9월에 개최된 유엔 식량 시스템 정상회담에서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하자는 주제를 주제로 

토론하였다. 거의 7억 명(세계 인구의 약 9%)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따라서 Blue food와 같이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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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8  미래 식량자원으로써의 Blue Food 중요성 (계속)

§ 양식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식품산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Blue foo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식업 기술개발도 단순히 수익을 위한 구조가 아닌 기후변화, 생계형 종사자 그리고 고급 

영양공급원으로써의 전환이 필요하다.

3. 기후변화와 Blue food

§ 최근에 Blue food 생산은 육상 동물성 식품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고하고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Blue food가 가지는 가장 큰 이점은 

육상 단백질원(축사 및 농장)에서 해양 단백질원(양식 및 어업)으로 전환이고, 해양 단백질원 대체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의 일부이다. 

[생산방식과 지역에 따른 주요식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 Blue food 생산 다양성에는 환경 스트레스 요인을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으로서 양식업에는 많은 유망한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예: 순환 양식 시스템, 

근해 양식 및 식물성 사료).

§ Blue food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은 환경적인 절충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역적. 문화적 

고려없이 환경에 초점을 맞춘 개입은 더 광범위한 지속 가능성 목표를 훼손하는 사회적, 경제적 

상충관계를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lue food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식품산업중 

하나이며, 지속 가능성을 향한 확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시기에 도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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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8  미래 식량자원으로써의 Blue Food 중요성 (계속)

[식품으로써의 Blue food 기능]

§ Blue Food Assessment의 보고서에 따르면 Blue food에 대한 수요는 2050년 까지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는 결국 양식업의 확장으로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 결국 Blue food는 사람과 지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점을 실현하려면 Blue 

food를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blue food생산을 위한 적절한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Blue food는 특히 세계에서 식량공급이 가장 불안정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영양가 있고 지속 

가능하며 정의로운 미래의 식품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영향은 야생 포획 및 양식 부문 모두에 걸쳐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산 식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물성 식품 생산 부문 전반에 걸친 환경 

영향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양식업과 자연산 어업은 거의 항상 붉은 고기 생산보다 온실 가스 

배출량이 적고 토지 사용량도 적다. Blue food 생산 확장성은 인간 건강과 관련된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접한 생태계, 산업 및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정책과 

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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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 해양디지털 클러스터를 통한 해양위기 대응 및 관리 정책 개발

가. 기술개발 개요

1) 기술개발의 목표

❍ 국제 해양디지털 클러스터를 통한 해양위기 대응 및 관리 체계 구축

2) 기술개발의 정의

❍ 태평양 지역 연구거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해양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 및 운영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문제, 해양자원 이용경쟁 심화 등 다양한 해양위기를 대응·관리 전략 

모델 제시

나. 기술개발 필요성

(Why? 디지털 협력)

❍ 팬데믹을 거치면서 디지털 사회로의 혁명적 전환을 이룬 것처럼 보이나, 세계적으로 디지털 

격차의 문제는 심각

- 최빈국, 빈곤층(선진국의 경우에도 취약계층 중심으로) 디지털 래그(Digital lag)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 불평등도 심화되어가고 있음

❍ 국제사회 적극적인 의제설정자인 UN은 SDG 실현을 위해 ‘디지털 협력’을 주요 의제로 

대두시키고 주도적으로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음

❍ 디지털 협력은 모든 지구적 문제해결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정치 패권전쟁에서 

아국에 대한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Why? 환태평양 / Pacific-Triagle)

❍ 강대국의 세계 경제·정치 패권전쟁에서 환태평양 벨트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임

❍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아세안 지역과 전통적인 지정학적 외교정책으로 어느 하나와 배타적 

관계보다는 다원적 외교를 추구해 왔으나 최근 중국 주도의 아시아 경제질서가 구축됨에 따라 

미국의 견제와 전략 경쟁이 심화

- 과거에는 자율성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지역적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미중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 경제질서 구축 흐름이 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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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에 이어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지역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되

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 경제질서 구축

-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통해 한-아세안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중 경쟁에 의한 배타적 구조가 형성되는 것보다 아세안의 각종 제도적 

매커니즘을 중심으로 포용적 지역제도가 형성되는 것이 국익 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

*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새로운 신남방정책으로 제시한 내용중에 해양쓰레기 대응 

능력강화, 섬마을 및 연안도시 개발 등이 포함

- 전략적 협력을 위한 새로운 채널 및 의제발굴 욕구 >> 한-아세안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디지털 클러스터 역할 필요

❍ 중남미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국 우방국이었으나 팬데믹 상황 속에 중국의 전략적 외교로 

중국과의 관계 강화로 변화 시작하였고 디지털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한 정책 추진 중

- 우리나라는 뉴딜정책의 혁신,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내세워 대중남미 디지털 가치외교 추진 

착수

❍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은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등 지구물리적 변동, 원인 규명과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의 핵심

- 전세계 연안 중 해양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곳은 환태평양 지역에 

포함된 아세안 권역

- 전세계 가장 큰 수산물 공급처는 태평양 바다이며, 수산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와 

불법어로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가장 첨예한 지역은 환태평양의 주요 어장들임

(Why? 해양과학기술 협력)

❍ 지구적 문제에 직결된 태평양의 이슈를 다루고 환태평양 경제를 이끄는 해양산업과 

국가외교정책을 지원하는데 해양과학기술에 기반한 정보가 매우 중요

❍ 개별연구 등을 통해 산발적인 과학자료가 생산되거나 전지구 혹은 지역해별 해양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영역별 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고 있으나 환태평양대의 미래를 위한 통합적인 

자료 관리 및 활용 방향을 고려한 대응 노력이 부재

-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연구센터(한·페루센터, 한·인니센터, 남태평양기지)는 

환태평양 연안의 해양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있어 매우 유리

❍ 우리 기관의 해외센터만으로 해양공간정보를 확보하고 활용체계를 마련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타 기관의 해외센터와의 협력, 다른 선진국의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등을 고려

❍ 공간적 범위가 방대하고 고려해야 할 이슈가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상하여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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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개발 국내외 현황

(UN 중심)  

❍ 세계 텔레커뮤니케이션 증진 컨퍼런스(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WTDC) 개최(2021.11. 아디스 아바바)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비연결의 연결(Connecting the Unconnected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개최. 후속 조치로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ITU, 유엔난민기구(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등이 위기 시 인도주의적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실무그룹 등을 

조직 중

❍ UN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신기술의 사용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율성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UN 전체 시스템에 적용 예정(2021)

❍ UN은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모델(transformative model)’을 발굴하기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와 UNICEF가 

추진하는 ‘GIGA Initiative’와 같은 연결성 확대 사업을 지원중  

- GIGA 이니셔티브에는 19개국의 80만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 현재 케냐, 시에라 

리온, 카자흐스탄, 브라질 등에 설립되어 있는 3천여 개 학교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터넷을 

설치하는 성과를 냄

    >> (함의) 인류 기여, 공공성, 인권, 글로벌 연결성

(세계 기업)

❍ Microsoft, Amazon.com, DeepMind, Google, Facebook과 같은 많은 세계적 IT 

선도업체은 ‘공정성, 포용성, 신뢰성, 설명성, 안전성, 투명성, 책임성’ 등의 원칙에 기반을 둔 

A.I.의 개발, 사용 및 관리감독 지침을 마련

❍ 세계적 IT 선도업체들은 ICT와 A.I.의 인류에의 기여 방안을 모색 중이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데이터, A.I. 모델, 디지털콘텐츠를 통한 모범 사례 발굴 중

(주요 국가)

❍ 초강대국의 군사안보 갈등에서 촉발된 기술경쟁의 진영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가치와 인권문제로 더욱 가중되고 가속화 될 것

❍ 국가들의 기술외교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연결성에 중점을 둔 전략적 접근 

노력이 지속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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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세기술개발 내용

디지털 해양협력 컨텐츠 발굴 및 네트워크 범위 확인(1단계)

❍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해양이슈 검토 및 디지털 협력 컨텐츠 개발

❍ 협력 컨텐츠별(수산, 해양쓰레기, 해양공간관리 등) 네트워크 범위 및 채널 구축

❍ 컨텐츠별 디지털 협력의제 검토 및 해양위기 대응 체계 기본 구상

디지털 해양협력을 위한 정보 구축 및 활용 목록화(2단계)

❍ 해외센터와 협력기관을 중심으로 협력 가능 정보 및 활용 목록화 

❍ 수혜국 이슈 대응을 고려한 협력 컨텐츠 검토 

❍ 수혜국 해양관리 제도를 고려한 정보 활용성 검토

❍ 이슈별 의사결정 핵심 자료 확보, 생산 계획 마련

협력 컨테츠별 활용 체계 구축(3단계)

❍ 수혜국 해양관리 제도를 고려한 활용체계 구축

❍ 협력 컨텐츠별 해외센터와 협력기관의 역할 정립

시범해역 적용 및 공동활용시스템 구축(4단계)

❍ 시범해역 대상으로 적용 및 활용체계 구체화

❍ 지속적인 운영체계 및 관리지표 도출

❍ 협력기반 의사결정 모범 사례 생성(수혜국 의사결정 실 적용 사례)

마. 추진전략

해외 센터와 협력기관을 중심으로 확보, 접근 가능한 모든 협력 정보 구축을 고려

❍ 해외센터와 협력기관이 기구축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 등만을 대상으로 할 시, 정보의 제한으로 

활용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

❍ 해외센터와 협력기관은 정보 구축 및 협력의 기반 혹은 통로로써의 역할로 고려

적용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해양이슈를 검토하고 UN 등 국제사회 디지털 협력의제를 충분히 고려한 

컨텐츠 발굴

❍ 국제사회 디지털 협력의제(글로벌 연결성, 디지털 공공재/포용성, 디지털 역량강화, 디지털 

인권, 디지털 신뢰성과 안보)를 고려하여 해양이슈를 검토하고 협력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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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쟁속 기술외교에 필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이슈를 고려하고 아국의 외교 

정책방향을 고려한 협력체계 도출 

❍ 환태평양 지역,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방향과 기조를 반영하여 디지털 

해양협력이슈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성 고려

바.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다자협력에 기반하여 국제사회 디지털 협력의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 외교정책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위상제고에 기여

❍ 우리원 해외센터 뿐 아니라 환태평양 지역 다양한 연구센터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양분야 

연구영역 확장에 기여

❍ 데이터 수혜국의 해양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구축할 뿐 아니라 제도 및 정책적 활용까지 

지원함으로써 기술·정책의 통합 수출 모범사례로 활용

❍ 구축된 네트워크와 디지털 협력 운영·관리 체계 도입을 기반으로 협력 프로그램의 종료 후에도 

지속성/연속성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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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대효과

과학기술적 효과

❍ 해외 연구거점 활용성 극대화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해양과학기술 인지도 상승

❍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환경 변동성의 이해 및 해외 자료의 독립적 수집은 전지구 및 지역해의 

예측모델 개발 및 정확도 향상 기여

❍ 한국 주도의 해외 실시간 해양관측 인프라를 구축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실시간 해양관측 인프라 고도화 및 자동화 기술 축적

경제적 효과

❍ 국외 해양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신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의 해외진출 기대

❍ 해외 연구거점을 활용한 국제 해양관측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국제협력 연구사업 개발 및 국내 

기술의 이전과 관련된 ODA 사업 발굴 가능

❍ 해양관측시스템 운영/보호에 대한 정책적 관리 방안 도출로 선진국으로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기대하며, 이로 인한 부가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 가능 

사회적 효과

❍ 기후변화의 국내 관심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해양정보 제공 가능

❍ 한국 주도의 국외자료 확보를 통하여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 글로벌 규모의 해양관측정보 획득으로 해외 해양재난사고 발생 시 대응력이 확대되고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가능 

국제 협력관계 효과

❍ 해외 연구거점을 활용한 국제 해양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환태평양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국제사회의 영향력 제고

❍ 다자협력에 기반하여 국제사회 디지털 협력의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 외교정책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위상제고에 기여

❍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및 재난 대응, 유용생물자원 개발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제협력 리더쉽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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