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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등에 대한 기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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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일의 심해잠수 관련 전담 R&D 연구기관으로 설립 필요

- 건립 비용 : 12,495,902천원, 연간 운영비 : 11,481,097천원(연구사업비 100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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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난구조 전문인력 육성․관리와 해양개발의 심해 엔지니어 기반체계 구축․운영

- 건립 비용 : 49,032,877천원(장비비 포함), 연간 운영비 : 5,988,22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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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산업잠수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인증 자격증(IMCA, ADCI 등)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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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

Purpose &
Contents

○ Planning study for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Ocean rescue & 

salvage research center

 - Proposal of plan for the establishment and the management of (tentative 

name)Ocean rescue & salvage research center

 - Proposal of plan for the establishment and the management of (tentative 

name)Ocean rescue & salvage Training center

Results

○ Proposal of plan for the establishment and the management of (tentative 

name)Ocean rescue & salvage research center

 - The needs to establish exclusive R&D research institute about deep sea 

diving in Korea

 - Construction Cost : KRW 12,495,902, Annual operating expenses : KRW 

11,481,097 per annum (research project expenses 10 billion won included)

 - Feasibility study results : cost benefit analysis(BC) 1.429, when increasing 

the operating expenses : 1.116

○ Proposal of plan for the establishment and the management of (tentative 

name)Ocean rescue & salvage Training center

 -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salvage experts,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deep sea infrastructure based on ocean development

 - Construction Cost : KRW 49,032,877(equipment cost included), Annual 

operating expenses : KRW 5,988,228 per annum 

 - Feasibility study results : Cost benefit analysis(BC) 1.592, when increasing 

the operating expenses : 1.340

 - Financial investigation results : Difficulties in ensuring financial feasibility as 

a profitability analysis result is 0.495

○ The development road map of commercial diving

 - The need for setting policy for a marine development industry for growth 

Korean commercial diving

 - The need for issuing international certified certificates (IMCA, ADCI, etc.) 

for the domestic commercial divers’ overseas expansion

○ Establishing mid- and long-term road map and direction of development 

(progressive by stages)

 - Phase 1 (2018) : Specific preparation period for starting construction

 - Phase 2 (2019 ~ 2020) : Construction(introduction of equipment and building 

architecture), 2020 : Testing and completion of testing

Expected
Contribution

○ Using research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tentative name)Ocean rescue & 

   salvage Research/Training center

○ Using base data for training commercial divers and overseas expansion

○ Using base data for revitalization of the domestic diving industry

Keywords Diver

Ocean rescue 
& salvage 
research 
center

Ocean rescue 
& salvage 

Trainng center

commercial 
diving

international 
certified diving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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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획 연구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과 배경

가. 목 적
세월호 사고 등 국가적 재난과 점증하는 심해(공기잠수의 한계 수심 40m 보다 깊은 곳) 
해양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기반강화 로드맵을 기획하여 (가칭)해양구
조연구센터와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사업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나. 배경 및 개요
∘ 추진 배경은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 국회의원)’ 의 진상조사 결과를 꾸준히 개선 발전시키는 ‘해난구조연구센터’ 설립
의 필요성(근거: 2014년 세월호사고 국회국정조사 특위보고서)과 2014년 해양수산부의 
‘심해사고 대응력 강화 대책’ 에서 작성된 ‘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사업 제안 배경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와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따라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획연구” 의 성과물로 (가칭)해양구조연
구센터와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사업을 제안하였다.
∘ 기획 연구의 개요는 국가차원의 심해잠수능력 확충을 위한 해양구조(심해)와 관련된 
핵심 수단(기술, 인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반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조
시스템, 장비, 구조인력 등에 대한 기존체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심해잠수
능력에 관한 국가적 Needs 분석(민관의 수요, 정책적 수요), 기존 대안의 한계와 강화 
및 신규 정책 대안(사업)의 필요성, 세부과제 간 역할 분담 및 연계 방안을 포함한 국가
적인 기반 강화 로드맵 제시, 해수부 추진의 타당성 검토, 정책적, 기술적, 경제성 타당
성 분석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출처 : 2015년 공고된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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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사업의 필요성

∘ 세월호 사고 등 국가적 재난과 점증하는 심해 해양 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심해
잠수능력 확충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 서해훼리호(‘93년), 세월호(‘14년) 등 해양사고를 겪으면서 심해 구조 및 수색에 관한 
개선 보완시스템을 꾸준히 연구하고 전담하는 훈련 센터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구조잠수인력 모집/양성/자격/관리로 유사시 즉각 대응 가능한 평시 전문구조인력관리 
시스템 구축 (인력 풀제도, DB & Diving Log IT 전산화/국제화에 대한 연구 개발 필
요) 
∘ 심해잠수기법 도입 및 교육훈련시설 마련 등 구조잠수인력 육성 인프라 구축 필요
∘ 심해구조잠수장비 개발을 통한 심해 사고 대응력 강화 시스템 구축 연구 개발 필요
∘ 해양구조선진국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적합한 ‘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규모, 개념설
계, 운영 주체)’에 관한 연구 개발 필요
∘ 해양심해잠수산업 환경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필요
∘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국내/해외 관련법과 제도, 국제협력공조 체계 
등에 관한 연구 개발 필요
∘ 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교리교범, 매뉴얼 및 기술도서 도입/번역 사업 
등에 관한 연구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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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 목표 및 분야별 연구 중점

1. 목표 : 국가차원의 “해양구조 능력 확충”

[그림 1-1] 연구개발 목표

2. 분야별 연구 중점

가. 해양구조(심해)와 관련된 핵심 수단(기술, 인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반 강화 로
드맵 제시

∘ 구조시스템, 장비, 구조인력 등에 대한 기존체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심해잠수능력에 관한 국가적 Needs 분석(민관의 수요, 정책적 수요)
∘ 기존 대안의 한계 및 신규 정책대안(사업)의 필요성
  * 기존사업의 강화, 해외도입, 해외센터활용(교육파견 등) 등
∘ 세부과제간 역할 분담 및 연계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해양구조(심해) 시스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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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기반 강화 로드맵 제시
나. 심해잠수기술 확보 및 개선을 위한 기획연구

∘ 심해잠수기술 및 장비 기술트리 작성 및 국산화 Needs 분석
∘ 한국형 심해잠수기술 및 장비 개발 로드맵(소요 예산 및 연구개발체제 포함)
∘ (가칭)해양구조연구센터(심해잠수기술) 설립 타당성 검토
∘ 해양구조연구센터의 역할 정립(정부 및 다른 조직과의 관계 등) 및 중장기 단계별 계
획 수립
∘ 해양구조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비전, 법인격, 기능, 조직, 설립소요 예산 및 연
간 운영 예산 등)

다. 심해잠수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기획연구
∘ 심해잠수인력에 대한 국가적(민·관·군) Needs 분석
∘ 국내 심해잠수인력 양성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해외 해양구조훈련센터(유사시설 포함) 운영 현황
∘ 국가적 차원 심해잠수인력 양성 및 활용 계획 수립
∘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비전, 법인격, 기능, 조직, 설립소요 예산 
및 연간 운영 예산, 훈련프로그램 및 교재, 훈련시설 등)

라. 국가적 차원의 심해잠수능력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국내 심해잠수 전문인력 및 장비 운영 현황(민·관·군)
∘ 국내 심해잠수 전문인력 및 장비에 대한 DB 구축 및 운영 매뉴얼 작성
∘ 유사 시 심해잠수 전문인력 및 장비 긴급 활용 시스템 구축(제도적 개선방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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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추진체계

가. 연구 수행기관
∘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하고 협동기관으로 부
경대학교가 세부과제 1, 한국잠수산업연구원이 세부과제 2와 3을 수행하였으며,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피디엠코리아에서 수행하였다(그림 1–2).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과제 총괄 및 종합분석 수행
∘ 부경대학교에서는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방안 수립
∘ 한국잠수산업연구원에서는 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운영방안 수립 및 잠수인력 관리 시
스템 구축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분석

PDM코리아
책임자 : 한교남 소장

한국잠수연구원
책임자 : 정용현 박사

해양구조
훈련센터
설립/운영

한국잠수연구원
책임자 : 정용현 박사

해양구조
연구센터
설립/운영

부경대학교
책임자 : 김용재 교수

잠수
인력관리
시스템구축

KIOST
과제 총괄 및 종합

총괄과제 수행(로드맵 작성)

세부과제 조정/통제

기초자료수집

총괄 : 구성/운영안 마련

총괄 : 인력활용방안 마련

잠수인력 기본자료 구성기초자료수집

총괄 : 구성/운영안 마련

총괄 : 분석자료 검토

독립적 타당성 분석

[그림 1-2] 연구 개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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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수행 개요 및 경과
∘ 기간 : 2015년 01월 ~ 2017년 02월

일시 내용
2015.01.01 기획연구 공고 확인 및 준비 기간
2015.09.15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획연구” 협약체결
2015.10.06 기획연구 착수보고회 수행(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2015.10.15 기획연구 내부 kickoff 회의 수행(협동과제-부경대, 한잠원, PDM 코리아)

2015.11.02～04 진해 해군55전대 방문(잠수 시설 및 교육현황 견학)
2015.12.02 제1회 자문위원회 개최(광명역)
2015.12.12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기획연구 진행사항 업무 협의
2016.01.06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기획연구 진행사항 업무 협의

2016.01.07～08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산업잠수과 방문(잠수 시설 및 교육현황 견학)
2016.01.16.～23 INPP(프랑스), NHC(영국) 실증조사 수행(KIOST)

2016.01.19 보고서 작성 점검 1차 회의
2016.02.01 보고서 작성 점검 2차 회의
2016.02.18 제2회 자문위원회 개최(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6.03.24 기획과제 중간평가 (KIMST)

2016.04.05.～10 미국 NDSTC 방문 및 업무현황 조사
2016.04.18～23 중국 상하이/광저우 살베지 실증 조사

2016.05.23 해양수산부 협의체 구성 및 과제 검토 회의(해수부, 국민안전처, 해군 등)
2016.07.27 동부산대학교 산업잠수과 방문(시설 견학 및 토의)
2016.08.09 제3회 자문위원회 개최(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6.09.09 부처 간 협의체 1차 서면검토 결과 제출
2016.11.03 부처 간 협의체 2차 서면검토 결과 제출
2016.12.28 기획과제 최종평가 (KIMST)
2017.01.31 최종평가회 이후 최종보고서 수정본 제출
2017.02.20 해양수산부 협의체 최종회의(해수부, 국민안전처, 해군 등)

2017.03.20.~04.07 부처 협의체(해수부, 국민안전처, 해군 등) 최종보고서 검토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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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문가 자문위원회
1) 제1회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및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 12. 02(수) 12:30~17:00 (광명역 KTX 회의실)
∘ 참여인원 : 총 34인
∘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제안내용 총괄 발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발표 (부경대학교)
· 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운영 발표 (한국잠수산업연구원)
· 국가적 차원의 심해잠수능력 효율적 운영 발표 (한국잠수산업연구원)
· 사업 타당성 분석 (㈜피디엠코리아)
· 세부과제 1, 2, 3 에 대한 자문위원 자유 토론

2) 제2회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및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6. 02. 18(목) 13:30~17:00(해양과기원 서해관)
∘ 참여인원 : 총 44인
∘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제안내용 총괄 발표
· 세부과제 1, 2, 3, 사업 타당성 분석 발표
· 선진국 실증조사 결과 발표
· 내 외부 전문가 종합 토론(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KIMST 참가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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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회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및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6. 08. 09(화) 14:00~16:00 (해양과기원 이사부회의실)
∘ 참여인원 : 총 36인
∘ 주요내용 : 총괄발표 및 세부과제 1~4 발표(전문가 최종회의)

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부 주간 회의
1) 주간 회의 개요
∘ 목적 : 매주 연구 기관별 진행 사항 및 해수부 관심사항 중점토의
∘ 실적 : 70회(2015. 01. 01일 이후 매주 1~2회 이상 실시)

2) 회의 중점 및 주요 내용
∘ 매주 연구 수행 경과 확인 및 향후 연구 방향 설정
· 자문위원회 개최 등의 행정 업무 확인
· 보고서 작성 방향 토의 및 내용 확인

∘ 긴급한 연구 과제 내용 협의
· 해양수산부 요청 사항 토의 및 협의
· 과제별 연구 사항 토의

∘ 실증조사 계획 및 결과 공유
· 해외 실증조사(프랑스, 영국, 미국, 중국)를 위한 업무 협조 및 일정
· 국내 실증조사 유관 기관(10개 기관) 확인 및 업무 연락 등의 업무 수행

∘ 각종 보고회 준비 및 연구내용 확인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진도보고회, 해수부 협의체 보고회 등 쟁점 토의

∘ 진도보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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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회 진도보고를 위한 준비 사항 점검 및 내용 전달
∘ 국회상임위원회 자료 준비
·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 준비 및 내용 전달
※ 회의록은 연구노트에 수록하였음





제2장 국내·해외 실증조사 결과 분석

 제1절 국내 유관기관 실증조사 결과(종합)

 제2절 해외 유관기관 실증조사 결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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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내 유관기관 실증조사 결과(종합)

1. 조사 목적

국내 유관기관에 대한 실증 조사를 통하여 국가적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존 시설물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가칭)해양구조연구/훈련센터 설립 운용에 관한 효율적인 사업제
안에 목적이 있다.

가. 조사 대상 선정
∘ 실태조사 대상 : 국내 관련 전 유관기관/부대  
∘ 세월호 민․관․군 TF로 참여한 교육훈련 유관기관
∘ 국가기술자격(잠수기능사. 잠수산업기사) 교육훈련 유관기관
∘ 세월호 민․관․군 TF로 참여한 민간 및 예비역 전 다이버
∘ 잠수병 치료 및 잠수의사 교육훈련 기관

나. 실태조사 결과(분석 종합)
∘ 해군 교육훈련 대대 : 모의잠수훈련장(DDSS) 선급 및 IMCA/ADCI 가능성 
∘ 해군해양의료원 및 해양의학지원소 : 국립 잠수병치료병원 가능성 
∘ 폴리텍대학(강릉) 산업잠수학과: 산업잠수사 및 수중용접/절단잠수
∘ 동부산대학교 잠수학과 : 레저용 및 산업잠수사 양성
∘ 민간단체 및 협회기관 : 국가기술자격 잠수사 양성 및 설비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 교육훈련 설비 없음
∘ 구난관련 민간 산업체 : 교육훈련 설비 없음
∘ SSU/UDT 전우회 등 동호회 : 교육훈련 설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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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유관기관 실증조사 결과(종합)

가. 국가적 차원의 단계별 육성과 관리 정책 정립  
∘ 1차 체계 : 현행 국가기술자격(2개)와 SCUBA 공인자격 활성화 및 유지 정책
∘ 2차 체계: 한반도 서해안과 남해안 잠수수심이 약 100미터 이내 임으로 이에 적합한 
표면공급잠수체계(SSDS)자격의 Commercial Diving System 보편화로 100미터 잠수 수
심의 평시에는 수중산업에 종사하는 기반구조를 구축하는 정책
∘ 3차 체계 : 잠수심이 1차와 2차를 포함한 40미터 이내의 저 수심에서 부터 100미터 
이상 수심의 동해안과 대륙붕, EEZ해역을 대상으로 하는 포화잠수체계의 전문인력 육성
으로 수중산업과 Off shore산업(Oil&Gas) 등 국가적인 해양개발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
력을 구축하는 정책

나. 기존 시설물에 대한 한계와 기존 사업의 활성화 추진 필요
∘ 1차 체계의 기존 시설물 활성화 추진
· 동부산대학교 잠수학과 : 레저용 및 산업잠수사 양성
· 민간단체 및 협회기관 : 국가기술자격 잠수사 양성 및 설비

∘ 2차 체계의 기존 시설물 활성화 추진
· 해군SSU교육대 : 표면공급잠수체계(SSDS) 활성화
· 폴리텍대학(강릉) 산업잠수학과: 산업잠수사 및 수중용접/절단잠수

∘ 3차 체계의 기존 시설물 활성화 추진
· 해군 모의잠수훈련장(DDSS): IMCA/ADCI 회원학교 계약 가능성 협의 
· 해군해양의료원 및 해양의학지원소 ; 국립 잠수병 2차병원 가능성 협의

다. 세부적인 조사결과
∘ 과제2 별책1 실증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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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외 유관기관 실증조사 결과(종합)

1. 해외 유관기관 방문 및 개요

가. 유관기관 방문 대상 선정
1) 해외 잠수산업 훈련 기관 현황

국가 교육기관 산업잠수기업 해난구조기업
Australia 3 2 1
Belgium 1 1 1
Denmark 2 4 1
France 5 1 2

Germany 19 1 2
Greece 6 2 2
Italy 3 2 1

New Zealand 2 2
Norway 2 3 2
Sweden 2 2 1

Switzerland 2 1 1
United Kingdom 14 41 3

United States of America 12 16 3
출처 : 박상욱, 2013. 우리나라 심해잠수산업의 현 실태와 발전 방향

2) 해외 잠수인력 현황
∘ 잠수수심 200m 이상의 전문인력(포화잠수/구조) 인력 보유 현황
· 잠수수심 200m 이상에서 고도의 잠수 기술(포화잠수 등) 필요하여 선정함

국가 전문인력(전문가) 국가 전문인력(전문가)
미국 3,400명 벨기에 120명
영국 1,800명 네덜란드 110명

프랑스 450명 이탈리아 94명
노르웨이 400명 싱가포르 90명

출처 : IMCA 2011

3) 방문 대상기관 선정
∘ 해외 유관기관 실증 조사 대상은 다음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
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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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기관 : 유관기관(9개) 현황 및 결과
∘ 고압(Hyperbaric)장비를 교육훈련, 시험평가, 잠수질환, 응급치료 겸용 운영
∘ 운영 : 정부권한 대행과 정책지원 및 평시 수요 대비 해양사업 병행
∘ 민간 선박 인양 등 수습처리는 민간 기관(선주보험회사)에서 주관 수행
※ 중국 민간차원(상하이 살베지 등)에서 대응 : 중국 해경은 인양업무는 없고 구조임무 있음

국가명 기관명 주요업무 수익구조 비상시 
지원체계

영국 NHC1)

고압훈련기관
시험평가기관
국제재난안전
  컨설팅 기관
잠수병 응급조치기관

JAMES FISHER 그룹의
  자회사로
  28년간 경영
Certification 자격 발급
Hyperbaric system
  이용한 수익성 사업

인력 투입
24시간
  잠수병
  응급치료

프랑스 INPP2)
잠수/구조사 교육훈련
잠수병응급치료 연구
컨설팅 사업

운영 : 노동부 지방청
예산/수익 56억 원

인력투입
TUP3)
  시스템

중국

CRS4) 국가해양재난구조
해양재난구조/환경오염

교통운수부 소속
GDP15% 수익사업

한국해사안전국
기능과 유사

상하이 해양재난구조
선박인양

CRS 소속
해양재난구조/선박인양 CRS 지원

WuHu
공장

잠수장비제작 판매
R&D 개발 판매

상하이 살베지 소속
잠수장비제작 및 판매 CRS 지원

광저우 해양재난구조
선박인양

CRS 소속
해양재난구조/선박인양 CRS 지원

중국
잠수학교

산업잠수자격 교육
레저잠수자격 교육
잠수선박근무 교육
잠수선박운용 교육

CRS 소속
해양재난구조/선박인양 CRS 지원

미국
NDSTC5) 잠수구조자격교육

23개과정 1,200명/년
비영리 군사목적
외국인: 정부1천만 원

군통합교육
해경교육

NEDU6) 과학실험
극한환경 R&D 민/군R&D사업 -

1) 영국 고압연구원 (NHC : National Hyperbaric Centre)
2) 프랑스 잠수전문연구원 (INPP : Institut National de Plongee Professionnelle)
3) 이동형감압챔버 (TUP : Transfer Under Pressure)
4) 중국 해난구조국 (CRS : China Rescue & Salvage Bureau of MOC)
5) 미국 해군 잠수•구난 교육훈련센터 (NDSTC : Naval Diving and Salvage Training Center)
6) 미국 과학실험잠수연구원 (NEDU : United States Navy Experimental Diving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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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고압연구원(NHC)

가. Hyperbaric System 배치도

          
나. 조직 및 전략과 경영개념

∘ NHC社 조직은 아래의 4개 기관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30여명의 작은 인력과 조직력
으로 약 30년 동안 세계적인 수중산업회사(BP; British Petroleum 유전개발 등)들과 협
력업체 관계 및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노동부)의 권한을 위임받
아 산업잠수관련 국제적인 표준을 설립하고 관리 운영하는 IMCA의 지정 주요 교육기관
이다.
 ☞ NHC Training(심해잠수 전문인력 양성/교육훈련 고압훈련기관)
 ☞ NHC Testing(수중고압/고공항공업/부력 등 시험평가기관)
 ☞ NHC Consulting(FEMA 등 국제재난안전 등 컨설팅기관)
 ☞ NHC Emergency(24시간잠수병전문응급치료/119 잠수병응급조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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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HC의 경영전략과 수익사업 
∘ NHC社 사업 전략과 경영개념은 4개부서 별로 Hyperbaric의 수익성 사업을 수행하여 
평시의 소요와 유사시 소요를 겸용하는 경영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 4개 조직의 수익성 사업 협력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경영 개념은  
Hyperbaric Diving System으로 겸용하고 있었다.

고압훈련기관 시험평가기관 컨설팅기관 잠수병응급R&D 기관

 라. Divex 연구소의 고압장비 R&D 센터
∘ DIVEX(R&D 연구소)는 NHC 건물 내에 있었지만 JFD(James Fisher and Sons plc) 
기업의 계열 연구기관으로 별도 운영 중

< 고압장비 R&D 센터>

[그림 2-1] Bailout rebreather용 COBRA(수심 450미터) 및 TUP Diving System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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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잠수전문연구원(INPP)

∘ INPP가 수행하는 TUP 시스템은 수심이 낮은(100m 이내) 유럽 지역에 전형적인 
Commercial Diving system으로 한국의 서해와 남해에 도입이 필요하다(그림 2-2).
∘ 특히 살베지 선박이 필요 없는 Commercial Diving system임으로 상당한 경비와 투
자를 할 수 없는 한국의 영세한 구난업체에 도입이 필요하다.
∘ 심해잠수인력 교육훈련 커리큘럼(IMCA회원학교 과정 포함)

[그림 2-2] 프랑스 INPP 방문 및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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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 해군 잠수․구난 교육훈련센터(NDSTC)

가. NDSTC 교육훈련 시스템 및 장비확인
∘ 미 해군 Certification 검증제도 도입 및 교육훈련 시스템 도입 필요성 확인
∘ NDSTC 교육훈련장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잠수 및 원영 훈련 가능
∘ 목적에 부합한 챔버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 고유의 잠수 교육훈련 실시
∘ NDSTC 교육훈련 시스템 및 장비 확인
· Mk 5, Mk 27, Mk 37, 및 Rebreather SCUBA 장비 등(심해잠수 훈련 장비)
· 100미터 SSDS 훈련장(Mix Gas Diving 및 수중 용접/절단 훈련장)
· Open sea YDT(원해 잠수훈련텐더 YDT) 2척
· 선체인양 시뮬레이션 및 Salvage 모의 훈련장
· 표면공급잠수체계(SSDS) 부두 훈련장
· SCUBA Certification Diving (수심 : 10미터 풀장)
· 심해잠수 모의훈련장(Deep Diving Simulation) 
· 조난 잠수함 폐쇄트렁크 모의훈련장(Deep Diving Simulation) 

나. 미 해군 잠수․구난 교육훈련센터 종합(Needs)
∘ NDSTC는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교과과정과 심해잠수와 살베지 훈련장 시설을 갖춘 
곳이며, ‘언제, 어디서, 어떤 도전에든 직면할 전문 군사 다이버들을 훈련하여,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임무와 비전을 실천하고 있다.
∘ 교육훈련 측면에서 해안경비대(Coast Guard)을 포함하여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경찰, 
911 등의 잠수사를 모두 이곳에서 통합하여(joint training course) 매년 23개 과정에 1,200
명 이상의 학생을 훈련시키고 있어 미국 잠수사 교육훈련을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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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 해군 과학실험잠수연구원(NEDU)

가. 조직과 임무
∘ NEDU는  5개 부서조직으로 120명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투원의 파트너로서 
생물의학적인 연구와 독자적인 시험 및 장비와 절차의 평가를 통해 수중 작전 및 다른 
극한 환경에서의 유인작전을 지원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해결책 개발 활동 중
에 있다.
∘ NEDU는 NDSTC와 가까이 있으면서 심해잠수와 고압(Hyperbaric)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 실험 잠수와 살베지 분야의 R&D 연구를 지원하는 권위 있는 연구기관이다.

나. 주요 연구 주제
∘ 해저와 극한 환경 연구, 개발, 시험 및 평가 노력에 대해 전략적 계획하고 지원
∘ 다이버 저체온의 극한 상황에서의 과학적 실험 연구(그림 2-3)

[그림 2-3]  다이버 저체온의 극한 상황에서의 과학적 실험(스케치 자료) 

∘ NEDU의 주요 활동
· 잠수 원칙 및 정책에 관한 R&D, 공기 잠수 작업 및 혼합기체 표면공급잠수 작업, 폐쇄 
회로 및 반 폐쇄 회로 다이빙 작업, 잠수 의학과 재감압챔버 작업 등이 있다. 

∘ NEDU와 향후 협력 필요
· 한국과 NEDU 간에 심해잠수와 Salvage 분야의 R&D애 대한 학술적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 또한 진행 중인 R&D 연구센터와 훈련센터 설립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해
와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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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 해난구조국

∘ 중국 지역은 방문 협조 및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여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 되었으며, 북경에 위치한 교통운수부 해난구조국(CRS7)) 방문
을 상하이로 이동하여 북경의 해난구조국 부국장이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해난구조
국은 그림 2-4에서 나타낸 것처럼 구조와 구난을 함께 관여하는 중국 정부 기관이다. 
∘ CRS에는 9,000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중 3,000명의 테크니컬 스태프, 4,000명의 선박
직 인원과 400명의 잠수사가 있다.
∘ 199척의 선박이 있으며, 이중 76척은 구조전용선박이고, 123척은 구난가능한 선박이
다. 그리고 헬리콥터와 fix-wingones를 포함한 18개의 항공기가 있다.

[그림 2-4] 중국 해난구조국(CRS) 조직도

7) China Rescue and Salvage (CRS) : http://eng.crs.gov.cn (중국 해난구조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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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 상하이 살베지

가. 상하이 살베지 현황
∘ Shanghai Salvage(‘중국해양공학서비스상하이’라고도 칭함)는 1951년 8월 설립된 중
국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경영회사이면서 CRS 소속의 정부운영 살베지 전문회사이다.
∘ Shanghai Salvage는 상하이 황포(黃布)강 인근에 위치하였으며 600명의 엔지니어 기술
자를 포함한 약 1,900명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상하이 살베지 담당자로부터 획득
한 자료에 의하면, 포화잠수인력은 약 60명이며, 포화잠수 최대기록은 313.5 m 이고, 현
재 세계최대기록(500 m) 도전을 위해 diving support vessel이 건조중이며, 2018년도 중
에 도전 예정이다.
∘ 또한 해양예인, 해양 엔지니어링, 설치, 현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살베지 인양
과 다이빙 작업을 위해 약 40척의 특수 선박 및 엔지니어링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나. 실증조사 결과
∘ 상하이 살베지 현황 및 세월호 선체 인양 관련 의견 청취(그림 2-5)
∘ 상하이 살베지 측에서 KIOST와 해양재난구조 교류협력 MOU 체결 제의
∘ 구조장비(세월호 인양장비 등) 및 잠수병전문치료 의료장비 등 현황 수집
∘ 잠수학교 교육훈련 시설견학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수집
∘ 한국과 중국 간 잠수관련 협력 강화 필요성 공감
∘ 중국 교통운송부(CRS : China Rescue and Salvage)로부터 한국에서 해양구조연구센
터 및 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 시 적극 협조 의사를 확인하였다.

[그림 2-5] 상하이 살베지 방문 및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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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 상하이 잠수공장 및 Wuhu 공장

가. 중국 잠수공장 및 Wuhu 현황
∘ Shanghai Salvage는 잠수공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 WuHu 잠수장비 제작 공장은 6시간 이동 거리 관계로 방문하지 못하여 제작 공장의 
현황 PPT보고로 설명하였다(그림 2-6).

나. 중국 잠수공장 및 Wuhu 잠수장비 제작 현황
∘ WuHu 잠수장비제작공장은 세계적 기술 수준의 첨단 포화잠수 고압챔버, 집단 잠수병 치
료챔버, 각종 잠수시스템 및 장비 등을 직접 생산하여 수출 및 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해외 수출을 하고 있다.
∘ 세월호 인양 시 직접 사용할 철제빔을 제작한 모습과 현대중공업에 납품한 특수 압력 탱크
를 볼 수 있듯이 상하이 살베지는 해난구조와 이익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그림 2-6] 상하이 잠수공장(Wuhu) 현황 청취 및 토의

다. 중국 잠수공장 및 Wuhu 잠수장비 실증조사 결과 시사점
∘ 관심 있는 TUP Diving System은 영국 NHC 사의 원리를 모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 
생산 운용 중에 있었으며, 자체 생산한 잠수 장비에 관한 국제 공인 인증 절차도 진행 
중이었으며, 세계적 잠수 국가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다.
∘ 한국은 감압챔버/치료챔버 등을 제작하고 SCUBA 장비의 슈트 등이 생산이 가능하지
만 국내 생산 제품도 외국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그 외 잠수장비의 대부분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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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국 광저우 살베지 

가. 광저우 살베지 현황
∘ 광저우 살베지는 1974년에 얀타이 살베지와 함께 설립되었다(그림 2-7).
∘ 설립/운용의 법적 근거는 2003년 6월 28일 6개 각부 장관이 합의 서명한 ‘The 
Implementation of institutional Reform approved by six Ministers(2003년 6월 28일)’ 
문서에 의해 시행하여 오늘날 중국 해양재난구조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 총자산은 대형 예인선, 플로팅 크레인 및 반잠수 바지선을 포함하여 40척 이상의 다양
한 선박을 소유(약 26억 위안)하고 있다.
∘ 고위 관리 인력, 기술 인력 및 숙련된 인력을 포함한 600명 이상의 수석 인력을 소유
하고 있으며, 유출기름저장 침몰선박과 바다 오염방지의 응급 제거, 해양공학, 견인 및 
수송, 터널 공학, 수중프로젝트 엔지니어링, 도시 공학, 조선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광저우 살베지 기능과 역할
∘ Shanghai Salvage의 남방 이하와 남중국해 까지 공공 이익을 위하여 국제 협약, 항구
와 해양 침몰 잔해 제거, 국가에 의해 임명된 방재 임무와 사고 선박 구조, 인원 구조 
등 바다에서 생명과 재산을 구조한다.
∘ 또한 긴급 구제 작업, 구조 구난, 환경 개선, 견인, 중량물 인양,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다양한 해양 서비스를 수행한다.

[그림 2-7] 광저우 살베지 방문 및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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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국 잠수학교(中國潛水學校)

가. 중국 잠수학교 현황
∘ 중국잠수학교는 북경의 해난구조국(CRS)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가까이 위치한 광저
우 살베지에서 직접 통제 하에 운영 중이다. 
∘ 1978년 얀타이 지역에 설립되어 1985년부터 교육훈련이 시작되었으며 1993년에 이 
곳 광저우로 이동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 주요시설은 공기/HeO2 잠수시뮬레이션 훈련장, 검증풀장, TUP 시스템, 잠수장비실 및 
학과 교실 등이 확보되어 있다(그림 2-8).
∘ 학생 선발과 교육기간은 2~3년으로 되어있고 최초 입교 자격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
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림 2-8] 광저우 잠수학교 방문 및 관련 사진

나. 실증조사 결과
∘ 자격제도 및 교과과정 등 확인 및 한중 잠수학교 학생 교류 협의하였다.
∘ 한국에서 해양구조연구센터 및 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 시 적극 협조 의사 확인하였으
며, 단계별 예산반영을 통한 설립․운영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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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과거 해양사고와 관련된 국가적 Needs 분석(종합)

1. 해양사고의 정의 및 종류

가. 해양사고의 정의
1) 근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법률 제5809호)」 제2조
∘  국제기준 IMO Res. MSC.255(84)의 정의와 동일함

2) 정의
∘ 해양 및 내수면에서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아래의 경우를 포함한다.

·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 선박운용과 관련하여 선박 또는 육상·해상시설에 손상이 생긴 사고
·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 선박의 충돌·좌초·전복·침몰이 되거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된 사고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피해가 발생한 사고

나. 해양사고의 종류
∘ 해양수산부의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제공하는 해양사고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15개 항목

으로 세분화 하여 관리하고 있다.

· 충돌 : 항해중이거나 정박 중임을 불문하고 다른 선박과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 

다만, 수면하의 난파선과 충돌한 것은 제외

· 접촉 : 다른 선박이나 해저를 제외하고 외부물체나 외부시설물에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

· 좌초 : 해저 또는 수면하의 난파선에 얹히거나 부딪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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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 : 선박이 뒤집힌 것(충돌, 좌초 등에 의한 발생한 것은 제외)

· 화재·폭발 : 맨처음의 사고로서 발생한 것(충돌이나 전복 등에 따라 방생한 것은 제외)

· 침몰 : 충돌 내지 폭발 이외에 황천조우, 외판 등의 균열이나 파공, 절단 등에 의한

        침수의 결과 가라앉은 것

· 기관손상 : 주기관(축계를 포함한다), 보조보일러 또는 보조기기 등이 손상된 것

· 추진축계 손상 : 추진축계, 추진기 또는 클러치(동력전달장치)가 손상된 것

· 조타장치 손상 : (유압)조타장치 또는 키가 손상된 것

· 속구손상 : 속구 등이 손상된 것

· 인명사상 :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실종, 부상을 입은 것

· 안전저해 : 항해중 추진기에 폐로프,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기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 운항저해 : 사주 등에 올라앉아 선체에는 손상이 없으나 항해를 계소할 수 없게 된 때

· 행방불명 : 선박의 존부여부가 90일간 불분명하거나 기타 보험관계기관 등에서 행방

            불명으로 처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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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박의 종류
∘ 어 선 : 정치망어선, 양식어업선, 통발어선, 낚시어선, 근해채낚기, 근해트롤, 근해봉수

         망 등

∘ 상 선 : 화물선, 여객선, 유조선, 예선

∘ 화물선 : 일반화물운송선, 컨테이너선, 석탄운반선, 자동차운반선, 냉동냉장운반선 등

∘ 여객선 : 카페리선, 화객선, 유람선, 내·외항정기 여객선, 내·외항부정기 여객선 등

          (여객 13인 이상)

∘ 유조선 : 위험물운반선, 액화가스탱커선, 케미칼탱커선, 정제유운반선, 에틸렌운반선 등

∘ 예 선 : 견인용예인선,압항용예선,이접안용예선,기타 예선(예인선)

∘ 기타선 : 부선, 준설선, 여객도선, 유선, 관용선, 해경정/군함, 어업지도선, 요트, 모터보

          트 등

∘ 내항선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선박

∘ 외항선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선박

라. 선박피해의 종류
∘ 전손 : 선박이 침몰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좌초 및 화재 등으로 구조불능상태가 되거나

        수리하여도 선박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수리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없는 

        경우

∘ 중손 :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스스로 운항이 불가능하나 대수리를 하여야 운항할 수

         있는 경우

∘ 경손 : 전손 및 중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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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상사고 발생 현황 분석

가. 연도별 해상사고 발생 현황
∘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적극적인 해양사고 관리를 위해 2009년부터 선박 간 접촉, 정박선
박의 침수, 레저기구의 사고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선박사고 개념을 넓게 확대 하였다.

∘ 해상사고 현황(표 3-1)은 2009년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던 것이 2014년은 ‘세월
호’ 및 ‘501오룡호’ 침몰사고 등의 대형 재난사고를 계기로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였
다 (해양경비안전본부, 2015).

구분

연도별

발생 구조 구조 불능

척 명 척 명 척 명

‘09년 1,921 11,037 1,875 10,940 46 97

‘10년 1,627 9,997 1,569 9,844 58 153

‘11년 1,750 9,503 1,680 9,418 70 85

‘12년 1,632 11,302 1,570 11,217 62 85

‘13년 1,052 7,963 1,014 7,896 38 67

‘14년 1,418 11,180 1,351 10,695 68 485

평균 1,567 10,164 1,510 10,002 57 162

[표 3-1] 연도별 해상조난사고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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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기관별 현황
∘ 전체 사고대비 최근 6년 평균 구조현황을 보면, 선박은 1,567척에서 1,510척을 구조하
였고, 인명은 10,176명에서 10,002명을 구조하여 각각 96%와 98%의 구조율을 나타내고 
있다. 

∘ 구조 기관 대비 해경은 평균적으로 선박 1,027척, 인명 6,374명을 구조하여 전체 구조
에 대하여 각각 68%와 64%의 해상사고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어선과 민간자율구조대에 의한 해상사고자에 대한 조치 현황은 전체 조치에 대하
여 각각 6%와 4%를 기여율을 보이고 있다.

구분

연도별

총계 해경 어선 민간자율 구조대 자력항해 / 기타

척 명 척 명 척 명 척 명 척 명

‘09년 1,875 10,940 1,184 6,428 110 647 139 533 442 3,332

‘10년 1,569 9,844 1,140 5,831 75 463 98 495 256 3,055

‘11년 1,680 9,418 1,167 6,534 109 477 111 325 293 2,082

‘12년 1,570 11,217 1,008 6,500 97 893 155 421 310 3,403

‘13년 1,014 7,896 749 6,177 79 434 67 323 119 962

‘14년 1,351 10,695 912 6,770 121 733 54 332 264 3,384

평균 1,510 10,002 1,027 6,374 99 608 104 405 281 2,703

[표 3-2] 구조기관별 해상조난사고 조치 현황(구조불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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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역별 해상사고 발생 현황
∘ 동해 해역의 해양사고는 최근 6년 동안 평균 296척과 1,891명의 사고가 발생하여 총 
선박 사고의 18.8%와 총 인명 사고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 

∘ 서해 해역은 평균 574척과 4,080명의 사고가 발생하여 총 선박 사고의 36.6%와  총 인
명 사고의 40.1% 가 발생하고 있으며, 남해 해역은 평균 296척과 1,891명의 사고가 발생
하여 총 선박 사고의 44.5%와 총 인명 사고의 41.3%를 차지하고 있다(표 3-3).
∘ 사고 발생률은 남해가 가장 높으며, 이 해역은 동해의 사고 발생률보다 약 2.2배 높다.

구분

연도별

총계 동해 서해 남해

척 명 척 명 척 명 척 명

‘09년 1,921 11,037 358 2,128 779 4,241 784 4,668

‘10년 1,627 9,997 329 1,990 486 2,943 812 5,064

‘11년 1,750 9,503 371 1,763 663 4,066 716 3,674

‘12년 1,632 11,302 294 2,194 570 4,460 768 4,648

‘13년 1,052 7,963 197 2,005 423 3,115 432 2,843

‘14년 1,418 11,180 227 1,265 518 5,652 673 4,263

평균 1,567 10,164 296 1,891 574 4,080 698 4,194

[표 3-3] 해역별 해상사고 발생 현황 

19%

37%

44%

해역별해상사고 발생 현황 (평균)

동해 서해 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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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상사고 인명 피해 현황 분석

가. 우리나라의 과거 대형 해상 인명사고 현황 분석
∘ 1950년 이후의 우리나라 해상사고에 의한 사망자(사망+실종) 현황을 보면(표 3-4), 

1976년에 대화퇴어장에서 조업하던 어선선단이 기상악화로 327명이 사망한 것이 가장 
큰 해상재난이다. 

∘ 단독 선박은 1970년에 남영호에서 326명, 1953년 창경호에서 306명, 1993년 서해 페리
호에서 292명, 2014년 세월호에서 304명이 사망 및 실종되는 대형 사고로 분석되었다.

사고날짜 선명 사망실종자 사고해역 선종 원인

1951년 07월 11일 5편리호 110명 송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1953년 01월 09일 창경호 306명 다대포 앞바다 여객선 침몰

1953년 01월 25일 행운호 100명 서천 앞바다 화물선 침몰

1956년 01월 12일 태신호 66명 삼천포 앞바다 여객선 화재

1962년 01월 02일 어선단 24명 속초항 입구 어선 조난

1963년 01월 18일 연호 140명 전남 가지도 여객선 침몰

1967년 01월 14일 한일호 93명 가덕도 해상 여객선 충돌

1967년 01월 19일 당포함 39명 거진 동해상 군함 피격

1970년 12월 15일 남영호 326명 거문도 동해상 여객선 침몰

1973년 01월 25일 한성호 61명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1974년 02월 22일 해군예인정 159명 충무시 앞바다 군함 침몰

1974년 06월 28일 제863호 28명 거진 앞바다 경비정 피격

1976년 10월 28일 어선선단 327명 대화퇴 어장 어선 침몰

1980년 10월 31일 5봉종호 35명 울릉도 어선 침몰

1984년 04월 18일 동남점보페리호 12명 거문도 해상 여객선 조난

1985년 03월 15일 세진호 26명 제주 근해 어선 전복

1987년 03월 03일 영진호 35명 동중국해상 어선 침몰

1987년 06월 16일 극동호 36명 거제 해상 유람선 화재

1993년 10월 10일 서해 훼리호 292명 위도 여객선 침몰

2007년 05월 12일 골든로즈호 16명 다렌항 화물선 충돌

2007년 12월 25일 화학운반선 13명 여수해상 화물선 침몰

2010년 03월 26일 천안함 46명 대청도 근해 군함 피격

2010년 04월 02일 금양호 9명 대청도 근해 어선 침몰

2013년 10월 15일 파나마 화물선 11명 포항 앞바다 화물선 침몰

2014년 04월 16일 세월호 304명 진도군 여객선 침몰

2014년 12월 01일 오룡호 53명 베링해 어선 침몰

2015년 09월 05일 돌고래호 18명 추자도 부근 낚시어선 전복

[표 3-4] 1950년 이후의 우리나리의 대형 해상 인명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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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는 사고는 인류가 항해를 시작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고의 
한 유형으로 사고 발생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적·물적 피해규모가 크고 구조와 구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 최근의 해양사고는 조선기술 및 항해기법의 발전에 따라 해양 사고의 횟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선박의 대형화와 항행 선박의 증가 등에 따라 피해 규모와 사고의 위험성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그림 3-1).

[그림 3-1] 연도 별 해양사고 횟수와 인명피해(실종포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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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양사고의 유형별 원인 현황
∘ 해양사고의 원인 중 운항부주의(운항과실)는 충돌, 좌초, 전복, 침몰  등에 직접적 영
향을 미치고 있다(표 3-5).
∘ 최근 6년간의 원인별 해상사고는 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운항부주의, 정비불량, 화기취
급 부주의, 적재불량, 관리소홀, 연료고갈 등에 의하여 전체 선박사고의 81.3%가 발생하
고, 이에 따른 인명사고가 약 82.4%의 발생률을 보인다. 환경적 요인에 의한 기상악화
로 전체 사고 대비 선박 및 인명사고가 각각 약 5%의 발생률을 보인다.

사고유형별
해양사고의 원인 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

폭발 침몰 기관
손상

인명
사상 기타* 합계 구성비(%)

운
항
과
실

출항준비불량 - - 1 - - 3 - - - 4 0.3
수로조사불충분 - 1 - - - - - - - 1 0.1

침로의 선정 유지불량 7 - - 2 - - - - - 9 0.6
선위확인 소홀 - 4 41 - - 2 - - - 47 3.3
조선 부적절 32 16 7 8 - 4 - 4 - 71 5.0

경계소홀 701 14 10 - - 1 - 3 2 731 51.6
황천대비․대응 불량 9 2 5 15 - 13 - 1 - 45 3.2
묘박 계류의 부적절 1 - 1 - - - - - 1 3 0.2

항행법규 위반 125 1 - 1 - - - - - 127 9.0
복무감독 소홀 1 - - - 1 - - 1 - 3 0.2
당직근무 태만 7 2 4 2 - - - - - 15 1.1
운항과실 기타 11 9 4 4 1 5 - 4 1 39 2.8

선내작업안전수칙 미준수 - - 1 4 2 2 - 67 2 78 5.5
계 894 49 74 36 4 30 0 80 6 1,173 82.8

취급
불량
및

결함

선체, 기관설비 결함 1 - - 6 21 6 - 1 6 41 2.9
기관설비 취급 불량 3 3 - - 26 2 37 - 9 80 5.6

화기취급, 불량, 전선노후, 합선 - - - - 23 - - - 1 24 1.7
계 4 3 0 6 70 8 37 1 16 145 10.2

기

타

여객, 화물의 적재불량 - - - 8 3 2 - 1 4 18 1.3
선박운항관리 부적절 - - - 1 - 3 - 3 - 7 0.5
승무원 배승 부적절 - - - - - - - - - 0 0.0

항해원조시설 등의 부적절 - 1 - 1 - 1 - - - 3 0.2
기상 등 불가항력 14 1 5 3 8 2 - 1 1 35 2.5

기타 11 - 5 3 6 4 - 5 2 36 2.5
계 25 2 10 16 17 12 0 10 7 99 7.0

합계 1,821 106 158 100 165 88 74 172 51 2,735 100.0

[표 3-5] 해양사고 유형별 원인 현황(2009 ~ 2014) 

2014년 해양사고통계 p29,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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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의 원인으로는 운항부주의, 정비불량, 관리소홀 등의 인위적 원인과 기상악화
와 같은 자연적 원인, 그리고 기타 원인으로 구분된다. 해양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운항
부주의로 해양사고 원인의 절반을 차지하며, 인위적 원인이 70%이상이다(그림 3-2).
∘ 2014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발생원인(그림 3-3)을 분석하면 어선이 가장 많으며, 
2013년, 201년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하면 기관손상, 안전운항저해가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3-4).

[그림 3-2] 해양사고 발생 원인

  

[그림 3-3] 2014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발생원인
  

[그림 3-4] 2013, 2014년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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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3년간 선종별 인명 피해 현황
∘ 최근 3년간(2012년~2014년)의 해상사고의 의해 총 63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509명이 사망하고, 128명이 실종하였다(표 3-6).
∘ 선종별 인명 피해는 세월호를 포함하는 여객선에서 평균 57.1%의 사망자 발생율이 나
타났고, 다음으로 어선에서 28.2%의 사망률이 나타났다. 

∘ 전체 실종자에 대한 어선에 의한 실종자 발생률은 7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물
선에서 약 14%로 발생하였다.

연도
선종별 계 ‘12년 ‘13년 ‘14년 평균 비율(%)

총계
계 637 85 67 485 213

사망 509 64 48 397 170
실종 128 21 19 88 43

어선
(낚시포함)

사망 143 33 26 84 48 28.2
실종 95 17 16 62 32 74.4

화물선
사망 25 6 13 6 9 5.3
실종 16 0 3 13 6 14.0

여객선
사망 296 0 0 296 97 57.1
실종 12 0 0 12 4 9.3

유조선
사망 10 9 0 1 4 2.4
실종 3 3 0 0 1 2.3

관공선
사망 0     
실종 0     

레저선박
사망 4 0 3 1 2 1.2
실종 1 0 0 1 1 2.3

기타
사망 31 16 6 9 11 6.5
실종 1 1 0 0 1 2.3

[표 3-6] 선종별 인명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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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근 3년간 유형별 인명 피해 현황
∘ 해상사고의 유형별 인명 피해 현황은 침몰에 의해서 연평균 170명의 사망자중 64.1%
에 해당하는 109명이 사망하였다(표 3-7).
∘ 또한 기타 원인에 의해 것이 11.8%로 나타났다(표 2.9). 실종자도 침몰(37.2%) 및 기타 
원인(27.9%)에 의해서 전체 실종자의 65.1%의 28명이 피해를 당하였다.

연도
선종별 계 ‘12년 ‘13년 ‘14년 평균 비율(%)

총계
계 637 85 67 485 213

사망 509 64 48 397 170
실종 128 21 19 88 43

좌초
사망 14 11 2 1 5 2.9
실종 5 5 0 0 2 4.7

충돌
사망 31 11 7 13 11 6.5
실종 12 2 10 0 4 9.3

전복
사망 39 21 8 10 13 7.6
실종 5 4 0 1 2 4.7

침수
사망 7 7 0 0 3 1.8
실종 4 3 1 0 2 4.7

화재
사망 33 10 14 9 11 6.5
실종 20 6 4 10 7 16.3

침몰
사망 325 0 0 325 109 64.1
실종 47 0 0 47 16 37.2

기타
사망 60 4 17 39 20 11.8
실종 35 1 4 30 12 27.9

[표 3-7] 해상사고 유형별 인명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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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근 3년간 원인별 인명 피해 현황
∘ 해상사고의 원인에 따른 인명 피해는 거의 대부분이 인적요인에 의한 운항부주의에 의
해 연평균 119명이 사망하는 약 70%의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또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전체 사망자의 14.1%인 평균 24명이 사망하였다(표 3-8). 
∘ 특정 원인에 의한 실종자는 대부분 기상악화의 원인에 의해 34.9%가 발생하며, 그 다
음이 운항부주의에 의한 것이 25.6% 이다. 기타 원인에 의한 실종자도 27.9%로 높게 나
타났다.

연도
선종별 계 ‘12년 ‘13년 ‘14년 평균 비율(%)

총계
계 637 85 67 485 213

사망 509 64 48 397 170
실종 128 21 19 88 43

운항
부주의

사망 357 28 13 316 119 70.0
실종 32 9 10 13 11 25.6

화기취급부
주의

사망 14 3 5 6 5 2.9
실종 12 3 3 6 4 9.3

적재불량
사망 0 0 0 0 0 0.0
실종 0 0 0 0 0 0.0

기상악화
사망 71 28 12 31 24 14.1
실종 44 5 3 36 15 34.9

정비불량
사망 1 0 1 0 1 0.6
실종 4 4 0 0 2 4.7

기타
사망 66 5 17 44 22 12.9
실종 36 0 3 33 12 27.9

[표 3-8] 해상사고 원인별 인명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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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상사고 피해 현황 분석

가. 경제적 피해
∘ 해양사고는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되어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특히 최근 
발생한 해양사고인 세월호 침몰 사고(’14년 4월)의 경우 300여명의 인적 피해와 더불어 
약 2조1,562억 원(추정치)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었다8).
∘ 최근 5년간(‘09년~’13년) 연간 평균 754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약 253명의 인명
피해 신고되었다. 전체 해양사고 중 인위적인 재해로 인한 사고는 약 70%, 자연적인 재
해는 약 30%를 차지한다. 
∘ 최근 5년 중 ‘11년 해양사고가 총 94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사고 유형은 기
관손상, 충돌, 좌초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1년 해양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
관손상에 의한 해양사고가 261건으로 전체 약 28%를 차지하고, 충돌로 인한 발생건수
는 208건으로 약 22%를 차지하여 두 유형이 전체 해양사고의 50%를 차지하였다. ‘11
년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선박의 충돌로 인한 사고가 115명으로 전체 사고의 약 
4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된 사고가 90명으로 32%
를 차지하여 두 유형이 전체 인명피해 사고의 73%를 차지하였다.
∘ 최근 3년간 인위적인 재해로 인한 사고발생 건수는 평균 약 3%의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매년 약 66%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인명피해는 매년 약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예측･대응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 특히 ‘12년의 경우 발생한 해양사고 중 선박과 인명은 1,570척 11,217명이며, 전체 선
박사고 중 62척은 침몰･화재 등으로 완전히 소실되었고, 해양사고로 인해 85명의 소중
한 인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 ‘12년 해양사고를 선종별로 분석하면, 어선 및 낚시어
선 사고가 전체 선박 1,632척 중 1,114척(68.3%)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레저보
트･예부선 등의 기타선 사고가 423척(25.9%), 화물선 57척(3.5%), 여객선 25척
(1.5%), 유조선 10척(0.6%) 순으로 나타났다. 
∘ ‘12년 해양사고 위치를 분석해보면, 항내, 협수로 등 영해에서 발생한 사고가 1,426척
(87.3%)으로 대부분이 육지와 가까운 연안해역에서 발생하였고, 영해∼EEZ해역에서는 
167척(10.2%), EEZ 외측 해역에서는 39척(2.4%)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8)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및 전문가들 분석,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5/18/201405180024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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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피해
∘ 세월호(2014.04.) 및 돌고래호(2015.09.) 사고 등에 대한 국가적 해양사고 대응을 경
험하면, 제반 수중 환경의 악조건(조류, 시정, 파고 등)으로 인해 격실 내 진입을 못하
는 안타까운 장면을 경험하였다(그림 3-5).
∘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 문제로 크게 확산되며, 선박을 이용한 물류운송 및 
인력 운송을 기피하면서 사회․경제적 피해로 전이된다.
∘ 해양사고의 피해는 환경오염과 같이 생명 및 환경분야에도 큰 피해를 준다. 특히 여수 
기름유출사고(1995년 씨프린스호)와 태안 기름유출사고(2007년 헤이비스피릿호)는 비
록 인적 피해는 없었으나 여수와 태안 인근 해역의 광범위한 해역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준다.
∘ 대형 해양사고는 인적피해(사망 및 실종 등)로 연계되면서, 10년 평균 약 500명의 인
적피해가 발생했고, 대형사고 발생 시 인적피해는 높게 나타난다. 한 번에 많은 인적피
해가 발생하면 사회적인 불안을 초래하며, 인적피해에 대한 정부 조치에 대한 평가 및 
인명구조에 대한 정부의 능력을 불신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조활동을 통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형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구조에 필요한 인
력(잠수사 등)과 장비 및 신속한 구조에 대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림 3-5] 세월호 관련 사회적 이슈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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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형 해상사고 대응 사례 분석

가. 세월호 침몰 사고
∘ 사고 개요 :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부근 해상(맹골 수도)에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
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이다.
∘ 피해 상황 : 2조 1,562억원(추정치)의 피해액과 탑승인원 476명 중 사망 295명과 실
종 9명이며, 구조율은 36.1%(172/476)로 파악되었다. 
∘ 해양구조방법
· 오전 8시 52분 32초 (KST),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최초 신고 전화로 배가 침몰
하고 있음을 알림.
· 인근 해역에서 항해 중인 2,755톤급의 유조선 둘라에이스호 세월호의 구조를 위해 접
근하였고, 세월호에서 구조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둘라에이스를 확인하였음. 세월호는 
좌현에 대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둘라에이스호는 밀물 때여서 계속 밀리고 있었다고 
응답.
· 해양경찰은 출동 및 구조에 나서, 해경은 헬기 3대와 경비정 20척을 현장에 투입해 
헬기로 승객 35명을 구조했고, 123정으로 79명을 구조하여 인근의 진도나 목포시 등지
로 이송.
· 대한민국 해군도 구조작업을 위해 사고 해역으로 유도탄고속함 1척과 고속정 6척, 해
상초계가 가능한 링스헬기 1대 등을 투입.
· 민간 어선 선장 박영섭(56)은 16일 새벽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준비 중 수협목포어업
통신국이 송신한 긴급 구조 요청 신호를 받고, 병풍도 북쪽 1.5마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바로 뱃머리를 병풍도 쪽으로 돌림. 사고 현
장에 도착한 박 선장은 해경과 구조작업에 참여해 승객 27명을 구조.
· 조도면 청년회원 김형오(47) 역시, 이장단장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1.1t급 
소형어선을 몰고 구조작업에 동참하여, 총 25명을 구조.
· 그 외에도 메시지를 받고 10여분 만에 출항준비를 마친 조도면의 어선이 60여척, 어
민은 150여명에 달했으며 전속력으로 도착까지 20여분이 소요되었다고 전해져 초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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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민간 어선들이 큰 역할을 하였음이 밝혀짐.
· 정부는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응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가동에 들어
감.
· 수색 작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색 작업 종료를 발표한 11월 11일까지 총 209일간 
계속되었으며, 바다 밑수색은 거센 조류와 탁한 시야, 낮은 수온으로 작업에 큰 어려움
을 겪었음.

∘ 해양구조에 대한 조치 분석
· 인력분야 : 대형 해난사고에 대비한 구조 인력 부족, 구조 인력의 효율적 운용 부재, 
심해(수심 40m 이상) 잠수를 위한 특수 인력 부족
· 장비분야 : 대형 해난사고에 대비한 구조 장비 부족, 구조 분야 지원 장비 부족, 심해
(수심 40m 이상) 장비 부재, 
· 기타 :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가로 인한 혼선 초래(언론 통제 필요), 계획 대비 실행이 
아닌 현장 중심의 실행

나. 둥팡즈싱 호 침몰 사고
∘ 사고 개요 :  2015년 6월 1일 저녁 9시 30분경 '둥팡즈싱'(東方之星/동방의별)호가 중
국 양쯔강에서 456명의 승객을 태운 채 운항하다 강한 바람을 맞아 침몰한 사고이다.
∘ 피해 상황 : 탑승인원 454명 중 사망 442명, 구조율은 2.6%(12/454)로 파악되었다. 
∘ 해양구조방법
· 사고 당시 회오리바람 등으로 인해 배가 견디지 못하고 침몰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리커창 총리, 마카이 부총리, 양징 국무위원 등이 함께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작
업을 지휘함.
· 중국 당국은 10여 척의 배를 동원해 사고 수역 주변을 수색하는 동시에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수역은 젠리현 신저우(新洲)항에서 4㎞ 떨어진 지점으로 
해사, 공안, 교통, 무장경찰, 의료인력 등이 신저우항에 연합지휘부를 설치하고 구조작
업을 폄.
· 현지 기상사정이 좋지 않은데 더해서 침몰 지점의 물이 탁하고 물살이 거센 탓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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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자 수색에 난항을 겪음.
· 사고가 한밤중에 발생한데다가 승객 대부분이 단체 관광객이었고, 연령대도 70~80대
의 고령자가 많아 피해가 큼.
· 중국 당국은 사태 수습 작업 내내 실종자 가족의 현장 접근을 차단하고 언론을 통제
하여 사고 여파가 장기화되고 여론이 주목하는 것을 막으려 함.
·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이후 계속해서 현장에 접근하려 했으나 모두 제지당했으며, 구
조인력조차 접근에 제약이 까다로울 정도로 삼엄한 통제를 실시함.

∘ 해양구조에 대한 조치 분석
· 대응분야 : 기상악화로 인한 초기 대응 어려움(초등조치 불가능)
· 인력분야 : 대형사고에 대한 구조 경험 부족, 탑승객 대부분 고령으로 인력구조에 대
한 어려움이 있었음
· 장비분야 : 대형 해양사고에 대비한 구조 장비 부족
· 기타 : 언론 통제 가능(사회주의)으로 사회적 이슈화 차단

다. 돌고래호 침몰 사고
∘ 사고 개요 : 2015년 9월에 낚시꾼 20여명을 태운 9.77t 어선 돌고래호가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 침몰하여 20여명이 사망 및 실종되고 3명이 구조된 사고이다.
∘ 피해 상황 : 탑승인원 21명중 10명 사망하고 8명 실종하였으며, 구조율은 14.3% 
(3/21)로 파악되었다.
∘ 해양구조방법
· 9월 6일 오전 6시 25분 경 추자도 근처에서 오전 조업을 위해 나섰던 97흥선호
(9.77t)가 구조신호를 보내는 생존자들을 보고 직접 구조에 나서 3명을 구조 함.
· 구조된 인원들은 해경 경비함정에 인도되었으며, 추가적인 해경의 수색 실시.
· 전복된 선박의 표류에 따른 예측 지점과 실제 발견 지점의 큰 차이로 효율적이고 실
제적인 수색 및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음.

∘ 해양구조에 대한 조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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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분야 : 근처에 운항 중이던 어선에 의한 생존자 구조(거리상 초등조치 불가능)
· 인력분야 : 수색관련 인력 부족(전복에 의한 실종자 발생)
· 장비분야 : 수색을 위한 예측 모델의 정확도 및 장비 부족
· 기타 :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수색 및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음

라. 홍도 유람선 사고
∘ 사고 개요 : 2014년 9월 30일 오전 9시 14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선착장 
200m 앞 해상에서 유람선 바캉스호가 수중 바위에 걸려 좌초되었으나 109명 전원 구조
하였다. 
∘ 피해 상황 : 탑승인원 109명 전원 구조
∘ 해양구조방법
· 출동한 해경과 인근 어선이 구조작업에 나서 유람선에 타고 있던 관광객 104명, 승무
원 5명 등 총 109명을 전원 구조함
· 좌초된 선박이 침몰로 이어지기 전에 구조 및 구난 완료
· 해경은 인명구조 후 기름유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 조치를 취함
· 사고선박은 500t급 바지선에 예인돼 목포항으로 이동 함

∘ 해양구조에 대한 조치 분석
· 대응분야 : 해경의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 및 주변자원(어선)을 활용한 신속한 구조 
작업 전개
· 인력분야 : 좌초에 의한 인력구조 용이
· 기타 : 좌초에 의하여 전복 보다는 침몰까지 구조 시간 확보가 용이하였으며, 사고 발
생 해역이 선착장 인근으로 주변 자원 지원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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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사고 대응 조건 분석 결과

∘ 해양사고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는 침몰 가능성이 높
다. 침몰은 다른 해양사고에 비해 그 피해가 매우 크고(특히 인명피해), 구조·구난 또한 
매우 어렵다(3-6).

[그림 3-6] 해양사고 발생시 침몰 가능성
∘ 해양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초기 대응 능력 확보, 대응 프로세스 확보 및 내재화, 지휘
계통확립 및 준소, 체계적인 구조․구난 인적 자원 유지, 효율적 운용 및 지속적인 관리,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구조․구난을 위하여 심해(수심 40m 이상)에서 지원 가능한 인적 
자원확보, 체계적인 구조․구난 장비 유지, 효율적 운용 및 지속적인 관리 및 투자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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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대응을 위한 능력 확보
· 초기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박의 항행 관리, 통신 체계의 이원화, 구조 인력의 
24시간 대기 상태, 신속한 구조를 위한 인력 투입을 위한 이동수단 등이 필요하다. 초
기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수상 구조 체계를 보완하고 정비하여 효과적 대
응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대응 프로세스 확보 및 내재화
· 해양사고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응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이를 내재
화하여야 한다. 해양사고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의 
사고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확보되어야 한다. 확립된 대응 프로세스
는 구조․구난 인력은 물론 피해 당사자와 지원인력 등도 내재화되어 계획된 절차에 따
라 구조․구난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휘계통 확립 및 준수
·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구난의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어야 
하며, 지원세력의 동원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구난 인력 및 장비 그리고 지원 
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및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지휘계통을 확립하여야 한다. 
해양사고의 지휘계통은 해양사고의 유형과 피해범위, 그리고 구조․구난 인력 및 장비의 
구성을 토대로 결정돼야 한다.

∘ 체계적인 구조․구난 인적 자원 유지, 효율적 운용 및 지속적인 관리
· 해양사고의 규모에 따라 투입되어야 할 구조·구난 인력은 범위는 가변적이다. 따라서 
구조·구난 인력은 일정 수준의 상비조직과 그 외 예비조직으로 구성하여 구조·구난 상
비조직은 해양사고에 1차적으로 투입되며, 국가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관리되어야 
하며, 그 규모는 중급 규모의 해양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구조·구난 예
비조직은 상비조직에 포함되지 않은 구조·구난과 관련된 모든 인적 자원으로 국가 기관
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해양사고 발생 시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국가차
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구조·구난 예비조직의 인력의 유지를 위해 관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을 육성하여 인력의 도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해양사고에 대응하는 구조·구난의 인적자원은 잠수부는 물론 잠수지원인력, 잠수지원
함 운용인력, 수상구조인력, 수상함 운용인력, 공중구조인력, 구급인력, 기타 지원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구조·구난 인적 자원의 다양성은 효율적 운용을 위한 방법의 강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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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이를 위해 구조·구난 인적 자원의 투입을 관리/통제하여 보다 효율적인 성과
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구조·구난 인적 자원의 효율적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구조·구난 작업의 지연은 물론 2차 사고로 전개될 위험도 있다. 
· 해양사고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구난 인적 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구
조·구난 인력은 국가차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상비조직과 필요시 동원될 수 있는 예비조
직으로 구성하여 관리해야한다. 상비조직은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해양사고 발
생 시 구조·구난에 긴급 투입되는 조직으로 관리하고, 평상시에는 교육과 훈련을 통하
여 새로운 구조·구난 기술 개발과 경험을 축적해야한다. 예비조직은 국가기관이나 단체
에 소속되지 않은 민간차원의 구조·구난 조직으로 평상시에는 수중산업에 종사하며, 해
양사고 발생 시 동원될 수 있는 제도가 구축해야한다. 특히 국가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
되지 않은 민간차원의 구조·구난 인적 자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계되는 수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구난을 위한 심해(40m 이상) 지원 가능한 인적 자원 확보
· 해양사고 중 40m 이상의 침몰 사고는 일반적인 구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심해 침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심해 잠수가 가능한 특수 구난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심해 구조를 위한 구난 인력은 특별한 훈련과 경험을 축적해야 하므로 인력 확보에 많
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심해 구조를 위한 구난 인적 자원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서 일반적인 구조·구난 인적 자원의 관리와는 차별화 되어야한다. 아울러 심해 구
조를 위한 구조·구난 인력의 양성을 위한 방안이 실시되어 심해 구조가 가능한 구조·구
난 인력의 풀(Pool)의 확장이 필요하다. 

∘ 체계적인 구조․구난 장비 유지, 효율적 운용 및 지속적인 관리 및 투자 필요
· 해양사고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조·구난 장
비가 필요하다. 잠수장비, 응급장비, 지원함, 헬기 등 일반적인 구조·구난 장비는 물론 
통신장비, 수중카메라 등의 잠수지원 장비와 응급지원 장비, 그리고 잠수사의 안전을 
위한 감압 장비와 치료 장비 등 여러 가지 장비가 사용된다. 다양한 장비를 다량 확보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노후 장비의 폐기와 신규장비의 도입을 적절히 유지하여 
다양한 해양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구난 장비 유지가 필요하다. 
· 다양한 형태의 해양사고를 위해 투입되는 구조·구난 장비는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 많은 수량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조·구난 장비를 충분히 투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로 인해 보다 효율적인 구조·구난 장비의 운용이 필요하다. 구조·구난 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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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해양사고의 상황에 맞는 구조·구난 장비가 선정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투입될 수 있도록 장비 운용 측면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해양사고는 선박의 대
형화와 항행 선박의 증가 등에 따라 피해 규모와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추세로 구
조·구난 장비도 이에 맞추어 구비되어야 한다. 특히 구조·구난 장비를 정기적·지속적으
로 점검하여 노후하거나 불량이 발생한 장비를 폐기하고 이를 보충해야 하며, 새로운   
구조·구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조·구난 장비의 개발과 도입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 해양사고 중 40m 이상의 침몰 사고는 일반적인 구조·구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따
라서 심해 침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심해 잠수를 위해 특수 구조·구난 장비가 확보되
어야 한다. 특수 구조·구난 장비는 민간차원의 확보가 어려우며 국가차원에서 확보되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

∘ 해양구조와 관련된 프로세스, 인력, 장비를 3대 축으로 해서 일원화되고 강력한 지휘
계통의 확립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어 경험과 기술이 축적이 필요하다(그
림 3-7).

심해구난
관련 경험

축적

심해구난
관련기술

개발

심해구난
프로세스

구축

지휘계통
확립 심해구난

전문인력
확보 및 유지

심해구난
전문 장비 확
보 및 유지

해양구조
구난 확립

[그림 3-7] 해양사고 대응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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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해외 실증조사 결과와 관련된 국가적 Needs 분석

1. 국내 유관기관의 잠수인력 교육훈련 실태(종합)

 가. 민간 잠수사를 교육 훈련하는 국내 유관기관
∘ 폴리택대학(강릉) 산업잠수학과: 잠수사 양성 및 수중 용접 절단 산업잠수사
∘ 동부산대학 잠수학과 : 레저 및 산업잠수사
∘ 민간단체 및 협회기관 : 국가기술자격 및 SCUBA 국제인증 잠수사

 나. 기존 보유 시설의 겸용 및 활용 가능 분야
∘ 해군잠수훈련장(DDSS)―IMCA/ADCI 규격과 교수, 교보재 활용 가능성 검토
∘ 해군해양의료원-2차 잠수병치료병원 목적의 국립병원 가능성 검토

 다. 국내 유관기관의 잠수인력 교육훈련 실태(종합)
∘ 국내 유관기관의 잠수인력 교육훈련 실태 조사
· 해군SSU 교육훈련대 : 계급별(병, 부사관, 장교) 과정과 군사 목적 
· 해군잠수병 치료 및 해의원 : 잠수의사(MDO) 및 잠수기술사(MDT) 양성훈련
· 폴리택대학(강릉) 산업잠수학과: 잠수사 양성 및 수중 용접 절단 산업잠수사
· 동부산대학 잠수학과 : 레저 및 산업잠수사
· 민간단체 및 협회기관 : 국가기술자격 잠수사 양성 및 설비
· 구난관련 민간 산업체 : 잠수사 양성 및 설비 없음

◦ DivingLog(잠수기록부) 전산화(DRS) 추진과 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새로운 육성프로그램과 Certification 도입 신설 및 잠수Certification 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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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CA/ADCI 회원학교 수준의 새로운 기술도입이 필요하고, 유사시, 평시의 전문인력 육
성/관리를 위한 해양구조훈련센터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2. 해외유관기관의 잠수인력 교육훈련 실태(종합) 

가. 교육훈련 실태(종합) 
◦ 해외유관기관의 잠수인력 교육훈련에서는 잠수 및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훈련이 실시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 Hyperbaric 원리 소개 및 교육훈련 필요
◦ 잠수사 육성 관리를 위한 Hyperbaric Diving System 운영
◦ 심해잠수교육훈련용 Simulation System(DDSS) 운영
◦ 잠수사 생명 안전을 지원하는 Hyperbaric system 운영
◦ 국가 인증의 고압/저압 Test용 Hyperbaric system 운영
◦ 과학실험잠수(Experimental Diving)분야의 R&D사업 운영

나. 해외 유관기관의 잠수인력 교육훈련 실태(종합)
◦ 한국은 잠수교육훈련 장비를 잠수사용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잠수교육훈
련 장비를 잠수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Hyperbaric 원리를 이용한 민간산업의 수중산업 
개발 수단으로 인식하여 세계적인 수중산업회사(BP 유전개발 등)들과 협력 업체 관계를 
유지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유사시에는 민간 선박에 대한 해양재난 안전
사업을 부가적으로 하고 있어 국내 도입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영국 NHC 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① NHC Training(심해잠수 전문인력 양성/교육훈련 등 고압훈련기관),
 ② NHC Testing(수중고압/고공항공저압/부력 등 시험평가기관), 
 ③ NHC Emergency(24시간잠수병전문응급치료/119 등 잠수병응급조치/R&D기관), 
 ④ NHC Consulting( FEMA 등 국제재난안전 등 컨설팅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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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가적 차원의 R&D Needs 분석

1.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잠수관련 R&D 현황

해양수산부 수부 산하기관 고유사업 조사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NTIS)에서 해
양구조, 해양산업, 잠수산업, 선박사고, 해양재난, 심해산업을 키워드로 조사하였다.

가. 키워드 : 해양구조관련 R&D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유사과제) 과제명 분석년도 분석년도 

총 예산 과제당연평균

1
해양안전 구명을 위한 롤링저감구조  선
체형식 표류장비 및 Marine Equipment 
Design PLAT-FORM 기술개발

'15~'18 609 152

2 실시간 수중음향 영상화를 위한 송수신  
시스템개발 '14~'19 250 42

3 해상사고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Vehicle 장비 개발 '15~'16 154 77

나. 키워드 : 해양산업관련 R&D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유사과제) 과제명 분석년도 분석년도 

총 예산 과제당연평균
1 미래 해양 산업 기술 개발 사업 '15 10,768 10,768
2 해양수산기술 지역 특성화 사업 '15 4,171 4,171
3 안전기능성 해양용 스마트방수복에 관

한 연구 '14~'17 51 17

4 동해권 실시간 원격  해양탐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운용시스템 개발 '14~'18 407 102

5 선체 수중검사 자동화를 위한 자율무인 
시스템개발 '14~'18 180 45

6 알루미늄 경합금소재를 이용한 스틸소
재의 20% 경량화 해상용 헬리데크개발 '14~'16 458 229

7 음성분석을 통한 선박의 음주운항단속 
시스템개발 '14~'16 50 25

8 무인시스템플랫폼기술개발 '14~'17 213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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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키워드 : 잠수산업관련 R&D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유사과제) 과제명 분석년도 분석년도 

총 예산
과제당연

평균
1 해양 SUBSEA용 RISERCLAMP용 체

결 장치 '15~'17 200 100

2 Moon Pool 시스템구조를 적용한 실내
다이버보트 개발 '15~'18 120 40

3 무인잠수정용 일체형 추진 장치 기술 
개발 '13~'16 800 267

4 수중다이버용 웨어러블로봇 및 잠수지
원장비 기술 개발 기획 연구 '14~'15 74 37

5 하이브리드형 무인잠수정을 위한 제어
시스템 '13~'16 50 17

6 수중 활동자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제정
에 관한 연구 '15~'16 24 24

7 스쿠버다이버를 위한 센서 융복합 수
중 네비게이션 시스템 '14~'16 320 160

8 미래지향형 풀페이스(Fullface) 마스
크를 적용한 공기호흡기용 면체 개발 '11~'13 104 52

라. 키워드 : 선박사고관련 R&D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유사과제) 과제명 분석년도 분석년도 

총 예산
과제당연

평균
1 해류조사를 위한 HF 해양레이더 개발 '15~'17 280 140
2 여객선의 잔존부력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15~'16 155 78

3 선박의 결함탐지 및 수리용 로봇 개발 '14~'15 49 49

4 쾌속조형기를 활용한 선박충돌방지시
스템, AISconverter 개발 '14~'15 19 19

5 제한 수역에서의 선박운항시뮬레이션
기술고도화 '12~'14 502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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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키워드 : 해양재난관련 R&D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유사과제) 과제명 분석년도 분석년도 

총 예산
과제당연

평균
1 HNS 대응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대기

확산 예측 기술 개발 '15~'19 150 38

2 해저 침강 HNS 처리 기술 개발 '15~'19 40 10

3 HNS 탐지센서 및 무인이동체 기반 
모니터링 기술 개발 '15~-19 230 58

4 해양 재난 통보 시스템 '14~'15 100 100
5 해양재난 수색구조체계 개선 방안 '14 40 40

6 해양재난대응 매뉴얼 작성을 위한 연
구 '14~'15 44 44

7 다관절 복합 이동 해저로봇 개발 '10~'16 2,003 334

바. 키워드 : 심해산업관련 R&D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유사과제) 과제명 분석년도 분석년도 

총 예산
과제당연

평균
1 해양플랜트 Subsea 초고압 시험 인증 

연계 협력체계 구축 사업 '11~'14 3,945 1315

2 극지용 Disconnect able Turret의 자
동잠수 System 핵심 기술 개발 '15 30 30

3 최대수심 100미터에 운용 가능한 통
합제어형 친환경 SPM 시스템 개발 '15~'18 2,420 807

4 무인정 원격조종을 위한 양방향 해양
무선중계 통신기술 개발 '16~'17 51 51

5 심해유·무인잠수정 기술 개발 및 운용 
인프라 구축 - 기술개발 '13~'18 1,717 343

6 심해자원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 '12~'18 200 33

7
심해자원생산용 해양플랜트 시장진출
을 위한 해저장비 및 URF설치용 
3,000m급 심해설치공사 기술 개발 

'12~'18 7,631 1271

8 수심3000m급 ROV Launch and 
recovery System(LARS)개발 '15~'18 848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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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차별성 및 연계 가능성 분석
1) 차별성 분석
∘ 연구사업 분석 결과 장비 개발 위주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3-8).
∘ 해양구조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잠수산업 및 해양산업 등에 관한 연구 수행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 유사과제 조사 결과 해양구조를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구조훈련센터를 설립하여 인적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수행이 시급함을 시사한
다.

해양구조, 3

해양산업, 8

잠수산업, 8

선박사고, 5

해양재난, 7

심해산업, 8

해양구조

해양산업

잠수산업

선박사고

해양재난

심해산업

[그림 3-8] NTIS 검색 결과 산하기관 유사과제 키워드별 비율
2) 연계 가능성
∘ 해양구조연구센터와 관련된 산하 기관의 R&D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
된 연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해양구조연구센터 및 해양구조훈련센터에서 사업화 추진하고자 하는 초고압 산업
(Hyperbaric System)과 연계된 연구과제는 다수 존재하나, 전문적인 단체에서 꾸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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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이루어지는 않고 있다.
∘ 해양구조와 관련된 장비 개발과 관련된 R&D과제도 다수 존재하며,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R&D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와 향후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 이후에 연계하여 R&D 연구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해양구조연구센터를 운영을 통하여 기존의 선진국 장비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장비 개발 R&D가 꾸준히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민안전처 산하기관 R&D 현황

∘ 국민안전처의 R&D 현황에서 잠수관련 연구과제가 없으며, 발굴할 필요가 있다.
연
번 과제명 / 주요연구내용 14년 15년 16년 비 고

합 계 (백만원) 980 1,980 6,124 증4,500

1
불법 외국어선 퇴치제 및 스마트 살포기술

240 249 225

자체연구
<`14년 
착수>

비살상용 무기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극렬 저항자에게 폼(무스)형태의 접착제를 살포하
여 저항을 억제

2 해양특화 선박충돌 재현시스템 290 281 250해상에서의 사고 시 도주선박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
3 해양생물 DNA 분석시스템 개발 및 DB구축 450 450 400해양 발생 실종자의 신원확인 및 원인분석을 하기 위한 과학적 감정 기술 개발

4
HNS 유출사고 대응기술 및 장비개발

- 1,000 900육상 화학물질 사고 대응 체계 적용 문제점을 개선 해상 특화 대응체계 및 대응요원
의 보호 및 탐지, 분석 기술을 개발

5
해양사고 예방 대응을 위한 가상훈련체계 구축

- - 1,125 출연
<`15~>교육원 시뮬레이션훈련장(조함ㆍVTS 등 6종) 연계, 가상팀웍 훈련(인명구조ㆍ선체

수색 등) 및 일선 상황실 연동 훈련체계 개발

6
나노구조체 이용 유출유 및 부유성 HNS 방제기술 개발

- - 926
출연연구
<`16년 
신규>
3∼5년
연구 
진행

해수는 통과시키고 기름만 선택적으로 떠서 제거할 수 있는 자동화 유회수 장치 및 
기술을 개발

7
외부투입형 선박파공 봉쇄 장치 개발

- - 618봉쇄장치가 선박 벽면을 타고 선박 파공부에 자동 이동하여 파공부위에서 작동, 고압
으로 유출되는 기름을 차단하는 장치

8
위험물질 해상유출 확산방지 긴급대응 기술 개발

- - 555현 오일펜스가 유속 1노트에서 성능이 급격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2노트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

9
Big Data 분석 해양사고 위험도 평가 및 대응지원시스템

- - 1,125전 해역 해양오염 민감, 취약지역 선정 관련 평가기법 개발 및
최적의 대응시스템 개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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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연구동향 및 영역별 실태 조사9)

가. 국내 연구동향 분석 결과
1) 분야별 연구 동향
∘ 국내 연구동향을 연구영역별로 종합하면, 의료(25%), 기술(23%), 장비(22%), 안전
(15%), 입법(14%), 환경(2%) 순으로 나타난다(표 3-9).
∘ 연구보고서는 기술영역에서만 1건, 단행본은 기술영역, 장비영역에서 두드러지고, 학위
논문과 학술지논문은 의료영역에서 높은 비율의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 의료, 기술, 장비영역의 연구현황의 비율이 압도적이며, 안전, 입법영역이고, 심해에 
대한 환경영역은 연구비율이 현저히 낮다(그림 3-9).

국내
연구동향 학위논문수 학술지

논문수 단행본수 연구
보고서수 합계 백분율

(%)
안전 2 16 0 0 18 15%
환경 0 2 0 0 2 2%
입법 4 12 1 0 17 14%
기술 6 11 9 1 27 23%
의료 16 12 2 0 30 25%
장비 4 12 10 0 26 22%
총계 32　 65　 22　 1　 120 100%

[표 3-9] 국내 연구동향 조사표 (영역별) 

[그림 3-9] 국내 연구현황 분야별 분석그래프
9)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http://www.riss.kr/



60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획 연구

2) 연도별 연구동향 변화 분석  
∘ 그림 3-10은 연도별 국내 연구현황 분석 그래프이다. 본 그래프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 1990년대 실시된 10년간의 연구는 1980년대까지의 연구보다 높다.
∘ 2000년대 실시된 연구는 1990년대 연구보다 높으며,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연구
는 2000년대 10년간의 연구보다 많으며, 이런 경향은 심해잠수 및 구조 관련 전 영역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된다.
∘ 의료, 장비영역은 2000년대의 10년간에 비해 약간의 증가하였으며,  2010년대 5년
간의 연구추이는 감소하였다.
∘ 기술영역은 2010년대에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입법영역은 2000년대에 연구가 주춤했
으나 2010년대에 서서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환경영역은 1990년대와 2010년대의 연구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안전영역은 2000년
대부터 연구가 활발해졌고, 2010년대 들어서는 연구비율이 높다.

[그림 3-10] 연도별 국내 연구현황 분석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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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분석 및 시사점 
1) 안전, 입법, 기술 관련 교재 개발의 필요성

∘ 2000년대부터 안전영역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에 해당하는 단행본과 
연구보고서의 비율은 낮으며, 보다 활발한 연구를 통한 안전관련 교재개발이 시급하며, 
입법관련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점과 본 영역에서 학위논문과 단행본, 연구보
고서 수가 낮다는 것은 심해 해양 구조관련 규정이 보다 명확히 전달 가능한 교재 개
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기술영역 II의 잠수 인력 분야는 전체 기술영역에서 낮
은 비율을 차지한다. 심해 잠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매뉴얼 및 교재 개발이 보다 활
발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2) 심해 환경 분야 연구의 필요성
∘ 심해 환경에 대한 연구는 심해잠수 및 구조․구난산업 관련 연구의 기본이 되는 영역
임에도 침몰유조선에 대한 잔유 회수를 위한 연구위주로 이루어져있다.

3) 입법 영역에 대한 연구 및 인지도의 필요성
∘ 입법영역의 국내 연구 현황은 전 영역 중 하위권에 속하며, 이러한 연구의 미비는 해
난사고 법 규제, 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인지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해
난사고의 재발가능성을 의미한다.

4) 전문 심해 잠수인력 양성 제도의 필요성
∘ 스쿠버 인력양성에 대한 교재 및 연구개발에 비해 심해 잠수 인력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흡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교육 시스템 및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5) 정부지원의 필요성
∘ 무인 잠수정에 대한 국내의 활발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뿐만 아
니라 국내 연구가 미흡한 SAT 잠수 관련 챔버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폭적
인 정부지원은 심해 무인 잠수정의 장비기술개발이 필요하다.

6) 해양 사고에 대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장비개발 및 연구의 필요성
∘ 장비분야에 대한 연구내용은 대부분 무인잠수정에 관한 것이며, 그 외에도 드론 등과 
같이, 해양 사고 시 빠른 정보전달 및 빠른 인명구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비개발 연
구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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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립 및 운영 목표와 개념설계 방향

1. 설립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세월호 사고 등 국가적 해양재난과 점증하는 심해 해양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심해
잠수기술 확보 및 개선을 위한 (가칭)해양구조연구센터을 설립․운영한다(그림 4-1).

나. 중점 전략
∘ 심해잠수 분야의 장비, 시스템, 인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연구개발(R&D)을 
통한 심해잠수 및 구조․구난 기술에 대한 원천적인 기술 확보
∘ 예측 불가능한 해양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
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고 후 최단시간 내 복구 가능한 안전 시스템 구축 
∘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수중산업․해저산업․해양플랜트산업 등 해양개발산업을 개발하
고 발전시켜 해양산업에서 세계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여 국부 창출 

[그림 4-1] 해양구조연구센터의 설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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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 설계 방향과 역할 및 기능

가. 개념 설계 방향
∘ 심해잠수 분야의 장비, 운용체제, 인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연구개발(R&D)을 
통한 심해잠수 및 구조․구난 기술에 대한 원천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예측 불가능한 해
양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사고 발생에 대비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
계를 구축한다(그림 4-2).
∘ 한편, 사고 후 최단시간 내 복구 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며, 미래 고부가가
치 산업인 수중산업․해저산업․해양플랜트산업 등 해양개발산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해
양산업에서 세계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부 창출을 목적으로 본 과제에서 제안된 해양구조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정부, 산업, 
학계, 민간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 다양한 방법으로 해양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을 현실
화시키기 위한 개념모델을 구축한다.

[그림 4-2]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개념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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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할과 기능
1) 예방 (Preparation) 
∘ 평상시에 일반인들에게 사고사례를 홍보하고 해양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해양재난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이 되
도록 안전 교육 실시 
∘ 사고예측 시스템, 수중환경 예보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 관련 기술 및 시스템의 개발 
및 발전을 통해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잠수장비 및 구조기술 개발, 재난대응 시스템 개발을 통해 유사시 즉각적이며 효율적
인 구조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 확보 

2) 연구 개발 (R&D) 
∘ 심해잠수 및 구조 기술 개발을 통한 현장 대응 능력 강화 
∘ 잠수 매뉴얼, 안전 규제, 교육 교재 등 교육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며, 심해구조 연구
원, 교수진 등 인적 능력 배양 
∘ 심해잠수 및 구조기술 확보를 통한 관련 산업 및 수중산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산업
화 및 국제화 

3) 비상시 대응 (Response) 
∘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통한 구조/구난 자문 및 기술 협력 
∘ 국내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지역적 협조체계 
∘ 국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구조 활동, 시신 수습 등 구난 활동

마. 정부부처와 연계 및 협력(그림 4-3)
1)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양정책실) 
∘ 해사안전국/해양정책실 해양안전정책 및 기획 지원
∘ 해사안전국 해양안전·구조․구난과학기술 지원
∘ 해양잠수산업 인력양성으로 해양수중산업 견인



68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획 연구

∘ 해양정책실 해양신산업/해양플랜트 기술연구 지원
2)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 국민안전처 해양공간 자연재난 대응기술 연구 지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해난구조기술 
연구 지원
∘ 해난사고 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잠수시스템 및 인력 지원

3) 해군
 ∘ 해난사고 시 해군 해난구조대와 연계 협력 지원 

[그림 4-3]정부부처와의 연계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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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칭)해양구조연구센터 개념 설계(안)

1. 개념 설계 방향

가. 설립에 관한 법적 고려 사항
해양구조연구센터의 법적지위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KIOST 부설 연구기관, 민법 제 32조에 근거하여 법인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운영주체에 관한 고려 사항
1) 방안 1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 운영체계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
을 설치‧운영하는 체계
∘ 해양구조연구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심해잠수의 특성 및 개발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를 두어야 하며, 연구센터의 특성상 소요예산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기관의 운영 및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운영의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 설치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설치사례 :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과학관
∘ 장단점  비교 분석 결과

장점 단점

∘ 조직의 안전성, 자생력 제고 가능 
∘ 관련 전문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용이
∘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에 용이

∘ 전문 연구영역의 점진적 확대 어려움(전문가 부족)
∘ 연구사업의 자율적·독립적 운영 불가능
∘ 설립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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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안 2 :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 (조사연구기관·부설기관) 
∘ 운영체계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부출연기관
법 또는 대통령 특별법에 따른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도모
∘ 설치근거 및 사례 : 정부출연기관법, 대통령 특별법
∘ 설치사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 장단점 비교 분석

장점 단점

∘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 지속적인 조직의 안정성, 자생력 제고가능
∘ 전문적인 인력 구성

∘ 초기 출연금을 비롯한 안정적 재원확보 필요
∘ 관리감독기관과의 연계성 저하
∘ 자체 공공기관으로서 전문성, 수익성에 비해 상대적으
로 공공성에 비중이 큼

3) 방안 3 :  법인체 (민간 연구기관) 
∘ 운영체계 : 민법 제 32조에 근거하여 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
여 운영하는 방식(특수목적법인, 비영리 법인 등)
∘ 건립 주체가 법인 출연금을 통해 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법인의 이사장이 되어 연구기
관을 운영하고 지휘·감독
∘ 설치근거 : 민법 혹은 특별법,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지자체 조례
∘ 설치사례 : (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 장단점 비교 분석

장점 단점
∘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 지속적인 조직의 안정성, 자생력 제고가능
∘ 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법인체 운영 위탁용이

∘ 초기 출연금을 비롯한 안정적 재원확보 필요
∘ 초기 안정화 및 자립단계까지 시간소요
∘ 관리감독기관과의 연계성 저하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관리감독에 시간과 비용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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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편성 및 인력구성  

가. 고려 요소
∘ 해양구조연구센터의 조직 기본 기능은 심해잠수와 구조에 대한 기술, 수중산업 개발을 
위한 다양한 범위의 장비, 운용체제, 인력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개발(R&D)이며, 그 외 
각 조직 및 시설의 특징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능이 부여 될 수 있다. 
∘ IMCA에서 실시한 잠수관련 연구자료(책, 보고서, 발간물 등)를 종합한 결과, 내용에 
따른 분류를 실시한 결과, 기술, 입법, ROV, 안전 및 환경, 해양산업으로 분류하였다.
∘ SUT의 조직 및 역할 편성에 따른 결과, 교육 및 훈련부, 잠수 및 잠수함개발부, 정책
조정부, 해양산업부, 국제위원회, 출판부 등으로 분류하였다.
∘ 기초자료조사 결과, 세계잠수관련 대표기관의 연구영역, 해양산업의 대표기관의 조직 
및 역할편성, 수립한 미션에 따른 분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다음과 같은 조직편
성(안)을 제시하고자 한다(표 4-1).

기본조사 IMCA 연구 분류 SUT 조직편성 수립한 미션에 
따른 분류 최종 부서

기초자료조사 결과 잠수관련 대표기관 해양산업관련 
대표기관

해양구조연구센터
의 역할 및 미션 종합분석

인력기술 개발팀 교육 및 훈련부 전문가양성(교육) 인력 개발부 
잠수시스템 개발팀

잠수 및 잠수함 
개발부

심해잠수기술개발부
(장비개발팀)

(시스템개발팀)
(구조정개발팀)

구조장비기술 
개발팀 기술 장비, 기술 개발

구조잠수정 개발팀 원격조정 
무인잠수기(ROV)

정책기획실 입법 정책조정부 기획조정실
안전/환경 대민안전교육(인

식) 해양재난안전기술부
해양산업 해양산업부 산업화, 세계화 수중산업기술부

(조사분석팀)
(연구개발팀)
(대외협력팀)국제위원회

*지역적 
협조 체계 구축 

(정부-산업-민간-
학계)

[표 4-1] 조직편성 기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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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조직편성(안) 
1) 운영조직(안)  
∘ 조직편성 및 역할에 따른 조직편성을 1실, 3부, 9팀으로 조직 편성(그림 4-4 및 표 
4-2)

[그림 4-4] 해양구조연구센터 운영조직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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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 구성안

구분 계 관리직 기술직 연구직 행정직
2급 4급 5급 6급 6급 7급 8급 7급 8급 9급

합계 25 1 1 7 1 2 3 4 3 2 1
센터장 1 1 - - - - - - - - -
기획조정실 3 - 1 - - 1 - - 1 - -

기획실장 1 - 1 - - - - - - - -
부장 1 - - - - 1 - - - - -
총무팀 1 - - - - - - - 1 - -

해양재난안전 기술부 8 - - 1 1 - 2 - 2 1 1
기획팀 3 - - - 1 - 1 - 1 - -
기술팀 3 - - 1 - - 1 - - 1 -
운영팀 2 - - - - - - - 1 - 1

심해잠수 기술부 6 - - 4 - 1 - 2 - - -
잠수장비 개발팀 3 - - 2 - 1 - - - - -
잠수시스템개발팀 3 - - 2 - - - 1 - - -

수중산업 기술부 7 - - 3 - - 1 2 - 1 -
조사분석팀 2 - - 1 - - - 1 - - -
연구개발팀 3 - - 1 - - 1 - - 1 -
대외협력팀 2 - - 1 - - - 1 - - -

[표 4-2] 인력구성(안)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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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할 및 사무분장 
1) 기획조정실 (Planning & Coordination Office)

설립목적 해양재난·안전, 심해잠수, 수중산업의 발전 및 안전강화

수행역할
∘ 해양재난 안전을 대비하고, 위기대응역량강화 및 안전강화
∘ 심해잠수 기술의 장비, 구조정, 시스템 연구 및 개발
∘ 수중산업 전략적 육성 및 R&D 역량 강화

세부구성
∘ 3부 (해양재난 안전 기술부, 심해잠수기술부, 수중산업기술부), 
∘ 9팀 (해양재난안전 기획팀, 기술팀, 운영팀, 잠수장비 개발팀, 구
조잠수정 개발팀, 잠수시스템 개발팀, 수중산업기술 조사분석팀, 연
구개발팀, 대외 협력팀)구성

2) 해양재난안전기술부 (Marine Disaster/Safety Division)
설립목적 해양재난방지 및 효율적 구조를 위한 지식 고도화

수행역할
∘ 평상시 : 해양재난 안전 의 기획과 연구개발, 비상시대응을 위한 
체계구축, 인적요인 연구개발 활성화와 비상대응체계 구축
∘ 비상시 : 해양재난발생시 재난대책본부 역할, 신속한 구조 활동 지원

세부구성 3팀 (해양재난안전 기획팀, 기술팀, 운영팀) 구성

3) 심해잠수기술부 (Deep Diving Division)

설립목적 심해잠수 기술 고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행역할 심해잠수 장비 개발, 잠수시스템 개발 및 R&D 연구 사업

세부구성 2팀 (잠수장비 개발팀, 잠수시스템 개발팀)

4) 수중산업기술부 (Underwater Industry Division)

설립목적 창조경제 시대를 견인 할 수중산업 기술방향 정립과 수중산업 연구

수행역할 수중산업 기술방향 정립, 신규산업 기술연구 및 보급, 수중산업 기
술조사 분석, 연구개발 및 대외 협력

세부구성 3팀 (수중산업기술 조사 분석팀, 수중산업 연구 개발팀, 수중산업기
술 대외 협력팀) 구성



75 제4장 (가칭)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안)  

제3절

해양안전구조․구난 R&D 사업 규모(안)

1. 중점 사업 : 1개 기획사업과 3개 핵심 사업으로 구성

가. 해양안전구조․구난 R&D 연구 필요성
∘ 해양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R&D는 앞선 3장 4절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까
지 해양안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R&D 준비는 미비한 실정이다. 수중의 탐색 및 조사를 
위한 R&D는 주로 ROV 개발 및 심해잠수정 등에 크게 치중되어있다. 
∘ 해양안전을 위한 예방-대비-대응-복구 차원에서 종합적인 해양안전구조․구난 R&D가 
중요시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잠수 관련된 장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 체형
에 맞고, 우리나라 해양환경 실정에 맞는 잠수장비의 국산화가 시급하다.
∘ 이를 위하여 해양안전구조․구난 R&D에 대한 종합적으로 1개의 기획사업과 3개의 핵
심 사업을 제시한다.
(종합기획) : 해양산업·안전 R&D 3년 프로젝트 종합기획연구
(핵심-1) : 해양재난 안전 기술 연구
(핵심-2) : 심해잠수기술 장비 개발·시스템 구축 개발 연구
(핵심-3) : 수중산업기술 조사분석 연구개발에 관한 연구

∘ 핵심과제의 자세한 중점과제 및 연도별 R&D 수행 계획과 대략적인 예산안은 다음 페
이지에 수록하였다.
∘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R&D 연구에서 각 분야별 중점 연구는 아래와 같다.
  · 예방 : 해양환경변화 과학적 모니터링 기술 연구
  · 대비 : 해양재난환경 실시간 감시 및 경보기술 구축 연구
  · 대응 : 구조/구난기술 및 첨단 시스템 구축 연구
  · 복구 :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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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안전 R&D 연구를 위한 중점과제(예방-대비-대응-복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해양안전 및 구조‧구난 정책연구 방안
연구개발 및 기획 이슈 발굴 방안
유기적 안전 및 구조‧구난기술 융합 기획안 
해양환경 감시 및 평가 기술 개발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 구축
해양재난 예보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수중작업자에 대한 해양 정책과 안전정책 제도화 연구
잠수시스템 규격 표준화인증제도
국가 잠수기술자격제도  개발과  기반구조 구축
해난구조훈련 / 잠수 및 구조기술 교리교범 연구
잠수체계 장비의 시장 수익성 분석과 한국형 국산화 연구 개발
공기 질 분석기/정화기(O2 analyzer) 개발
해저케이블형 실시간 해류모니터링 기술 개발
해저고정형 파랑관측시스템 기술 개발
Wave Glider를 이용한 선박감시, 오염탐지 및 해양안전 지원 기술 개발
지진 및 폭풍해일 감시 시스템 기술 개발

유사시 즉각 대응 가능한 전문인력 관리 시스템 개발(잠수행정 전산화 시스템 (DSR) 개발 구축)
잠수시뮬레이션 체계 (DDSS: Deep Diving Simulation System) 개발
해난구조․구난 잠수훈련원(DSTD) 구축
해난구조․구난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헬기 이동용『Flyaway Kit』개발 및 초기 대응
잠수테이블  휴대용 전산화 (시계, 노트북)개발
SCUBA & Skin Diving 기술 개발
표면공급잠수시스템 개발
포화잠수시스템 개발
구조․구난전용 해저지형 탐사기 및 판독기 개발
신속 현장 투입형 수층조류측정기 개발

잠수사 지원용 물체인식음향가시화 체계 개발
선내 에어포켓 유지･생성용 수중기지 및 공기주입 기술
잠수체계(공기,혼합,포화)와 잠수의학의 Web응용체계 연구개발
잠수병 치료시스템 개발
해상구난을 위한 침몰 선박의 초기 침몰속도 제어 및 인양/이송기술 개발
선체 인양 구조․구난 기술 개발
수중 밀폐 격실  탐색용  소형 로봇 개발
1대기압(1ATM) 잠수슈트 개발
국제 구조․구난기술 협력 대응방안 연구
투명 구형 수중유인 잠수체 개발
수중수색 및 인양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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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도별 R&D 수행 계획

※ 연구센터 개도후 연구사업 수행(안)

구분 사업명 수행년도
2020 2021 2022 2023

종합기획
해양산업·안전 R&D 3년 프로젝트 종합기획연구

기획연구 - - -

핵심-1 해양재난 안전 기술 연구 - 해양 재난 안전/구조 기획에 관한 연구
해양재난 안전 기술에 확보 및 발전

해양재난 안전에 관한 국민지원 및 홍보 방안

핵심-2 심해잠수기술 장비 개발·시스템 구축, -
잠수장비(SSDS,포화잠수에 관한 장비 기초연구(1년)

잠수장비(SSDS,포화잠수에 관한 장비 기초연구(2년)

잠수장비(SSDS,포화잠수에 관한 장비 기초연구(3년)
잠수 시스템에 따른 연구 개발 잠수시스템 구축에 따른 R&D 연구 flyway kit/ 기타 시스템에 관한 개발 

핵심-3
수중산업기술 조사·분석 연구개발에 관한 연구

- 해양환경 감시 및 평가 기술 개발

해양자원·에너지 개발을 통한 국가전략 자원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에 관한 연구

국제 구조기술 협력 대응방안 연구

4. 연도별 연구 사업 규모

∘ 연구센터 설립 이후 (20년 개도 시) : ’20년 기획 10억원 (본 사업 ’21 ~ ’23년 총 
610억원)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수행년도 합계2020 2021 2022 2023
종합기획 해양산업·안전 R&D 3년 프로

젝트 종합기획연구 10 - - - 10
핵심-1 해양재난안전 기술연구 - 30 30 30 90

핵심-2 심해잠수기술 장비 개발·시스
템 구축 - 100 100 100 300

핵심-3 수중산업기술 조사·분석 연구
개발에 관한 연구 - 70 70 70 210

합계 10 200 200 200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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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초기 설비투자 예산 및 연간 운용예산 규모(안)

1. 건립 및 설비 규모

가. 건립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구분 주요사항 비고
위치 - -

연면적 2,602㎡ 공간구성 참고
부지면적 5,000㎡ 연면적 고려, 개략적인 부지면적 산정

인력 25명 인력구성 참고

[표 4-3] 해양구조연구센터 사업개요

주 : 부지면적의 경우 사업 대상지가 확보되지 않아 연면적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부지면적을 산정

나. 설비 규모

구분 수용규모(인) 실수(실) 원단위 면적(㎡)
사무실/연구실 센터장실 1 1 26.0㎡/1인 26 

기획조정실 3 1 14.8㎡/1인 44 
해양재난안전 기술부 8 1 14.8㎡/1인 118 

심해잠수 기술부 6 1 14.8㎡/1인 89 
수중산업 기술부 7 1 14.8㎡/1인 104 

부대시설 실험실 10  3 15.0㎡/1인 450 
장비보관 창고 　 3 100.㎡ 300 

강당 100  1 1.5㎡/1인 150 
세미나실 10  4 2.0㎡/1인 80 
도서실 　 1 100.㎡ 100 
식당 　 1 2.0㎡/1인 100

전용면적 계 　 　 　 1,561 
공용면적 계 　 　 　 1,041 
연면적 계 2,602

[표 4-4] 해양구조연구센터 공간구성

자료 : 연구과제 1 해양구조연구센터 조성사업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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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예산 및 운영비

가. 설립 예산
∘ (가칭)해양구조연구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설립 예산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계획 상 건립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부지매입
비 산정에 한계가 있어 본 사업성 분석에서는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의 공시지가를 참고
하여 부지매입비를 산정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지매입비 보상배율 1.4배(수도권 대
지 기준)를 적용한 부지매입비는 총 680,946천원으로 산정하였다.
∘ 설계비 및 감리비는 건축공사비 대비 적정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건축공사비 
5,862,306천원에 대한 설계비는 249,795천원, 감리비는 62,423천원으로 산출되었고,  
조사 및 용역비는 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장비 및 설비비) 대비 1%를 적용하
여 110,433천원으로 산정하였다.
∘ 장비 및 설비비는 각 연구부서별 개략적 단가를 적용하여 총 4,500,000천원으로 산정
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장비 및 설비에 대한 견적과정을 통
해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필요하고, 예비비는 건축공사비, 장비 및 설비비 도입 과정에
서 물량변동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 발생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비
의 10% 규모를 예비비로 산정하였다.
∘ 해양구조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은 12,495,902천원으로 산정하였다.

구분 단위 단가 사업비
부지매입비 5,000㎡ 128　 680,946 
건축공사비 2,602㎡ 2,253 5,862,306 

설계비 4.26% 5,862,306 249,795 
감리비 1.06% 5,862,306 62,423 

조사 및 용역비 1% 11,043,252 110,433 
장비 및 설비비 3식 1,500,000 4,500,000 

예비비 10.0% 10,362,306 1,030,000 
설립 비용 계 　 　 12,495,902 

[표 4-5] 설립 예산
단위 : 천원

주 : 부지매입비의 경우 건립후보지가 확정된 이후 변경될 수 있음



80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획 연구

다. 운영비
1) 인건비
∘ (가칭)해양구조연구센터 운영인력 25명에 대한 총 인건비는 913,055천원으로 산정

구분 2급
(20호봉)

4급
(15호봉)

5급
(15호봉)

6급
(15호봉)

7급
(15호봉)

8급
(10호봉)

9급
(5호봉) 합계

급여 연급여 55,200 43,200 36,000 31,200 28,800 21,600 19,800 -
인력 1 1 7 3 6 6 1 25

총급여 55,200 43,200 252,000 93,600 172,800 129,600 19,800 766,200
퇴직급여 - - - - - - - 63,850

복리후생비 - - - - - - - 83005
인건비 계 - - - - - - - 913,055

[표 4-6] 인건비 산정
단위 : 천원

연급여 : 행정자치부(2016).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참고

2) 운영비
∘ 인건비,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 11,481,097천원으로 산정

구분 운영비 비고
인건비 913,055 25명 기준, 급여,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 포함
운영비 568,042  일반운영비, 건물유지비, 장비유지비 등

연구사업비 10,000,000  2024년 이후 연구사업비 기준
운영비 계 11,481,097  

[표 4-7] 연간 운영비 종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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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건비 및 운영비 재원 조달 계획
∘ 운영주체에 따라 운영비 재원 조달 계획은 달라질 수 있으나, 앞서 제시한 해양안전 
R&D를 통한 재원을 조달 할 계획이며, 매년 200억 원 이상의 R&D 개발을 통하여 해
양구조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해양구조연구센터의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사업비는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계획
에서 제시한 중장기 연구계획의 연구비를 적용하였다.
∘ 해양구조연구센터 추진전략 및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운영초기 종합기획 연구를 위해 
10억 원이 필요하며, 이후 3개년간 핵심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200억 원의 연구비가 필
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운영 4년차 이후 후속과제에 대한 연구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인건비 및 운영비 재
월 조달 계획에서는 핵심과제 수행비 200억 원을 고려하여 연간 100억 원의 연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종합기획 1,000,000 -　 -　 -　 -　

핵심과제 1 -　 3,000,000  3,000,000  3,000,000  　-
핵심과제 2 　- 5,000,000  5,000,000  5,000,000  　-
핵심과제 3 　- 2,000,000  2,000,000  2,000,000  　-
후속과제 　- 　- 　- 　- 10,000,000 

합계 1,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10,000,000  

[표 4-8] 운영비 조달을 위한 연구사업 계획(안)
단위 : 천원

자료 : 제1과제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계획



82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획 연구

제5절

(가칭)해양구조연구센터 타당성 조사

1. 의견조사 종합

가. 전문가 조사
1) 해양구조 관련 인지도 조사
∘ 국내 해양구조 및 심해잠수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해양구조 관련 인지
도 조사결과 해양구조 기술, 시스템 및 인력 등 전반적인 대응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인
식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해양구조 관련 법제도 구축과 관련하여 미흡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전체
의 65.8%로 조사되며, 해양구조 관련 위기 대처능력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86.9%로 해양구조 관련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유관기관 협조체계에 대해서는 전체의 89.5%가 미흡한 수준으로 응답하였으며, 
잠수산업 발전 수준은 65.8%가 미흡한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 우리나라의 해양구조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양구조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시설 도입(전체의 29.39%), 해양구조 기술개발(19.74%), 관련 법제도 개선
(16.23%) 순으로 나타났다.

2) 해양구조연구센터 건립 관련
∘ 전문가 조사결과 국내 해양구조 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해 해양구조연구센터 건립이 
매우 필요한 수준으로 인식되었다.(전체의 92.1%, 매우필요 : 55.3%, 필요 : 36.8%)
∘ 해양구조연구센터 건립시기에 대해서는 전체의 55.3%가 ‘1년 이내 시행’이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고, ‘2년 이내 시행’이 28.9%, ‘3년 이내’가 13.2%로 건립계획이 조속히 진
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해양구조연구센터에 필요한 기능에 대한 조사결과 ‘해양안전 기술 개발’이 36.9%로 가
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해양안전 정책개발’ 27.6%, ‘수중산업 기술연구’ 25.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 해양안전 홍보’ 기능이 1.8%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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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조사결과 해양구조연구센터 건립은 ‘심해구조 장비 및 기술 수준 발전’(5점 
기준 4.5263), ‘해양구조 전문인력 양성’(4.5263), ‘국내 수중산업기술 발전기
여’(4.3421) 등 국내 해양구조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조사되었
다.

나. 국민의견 조사
1) 국가 해양재난 안전 대책 인지도
∘ 우리나라의 해양구조 관련 인지도에 대한 전 국민 설문조사(유효표본 1,000부) 결과 
우리나라 해양구조 수준은 응답자 전체의 93.2%, 심해구조 및 잠수산업 관련 기술수준
은 96.5%가 주변국가 대비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해양재난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해양안전 관련 종합대책 
수립’(67.5%), ‘심해잠수 및 구조 전문장비 등 인프라 구축’(14.5%) 순으로 조사되었다.

2) 해양구조연구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인식
∘ 국내 심해잠수 분야 기술 확보 및 개선을 위해 전문 R&D 연구기관인 해양구조연구센
터 조성에 대해 응답자의 98.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성사업 시작 시기로‘2년 
이내 조성사업 시작’이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해양구조연구센터 도입을 통해‘해양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력 강화’, ‘국민 해양안전 
경각심 강화’ 및 ‘해양재난 재발 방지 효과’ 등에 기여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종합분석
∘ 전문가 및 국민 의견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해양구조 관련 기술수준, 전문인력, 유관기관 연계체
계 및 법제도 등 제반환경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 및 국민 의견 모두 해양구조연구센터 건립에 대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
고 있으며, 조성사업 시기는 2년 이내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해양구조 관련 국내 제반여건 및 전문가, 국민 의견 모두 우리나라 심해구조 관련 기
술 발전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해양구조연구센터 도입은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심해잠수 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육성 외 해양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국민 해양안전 경각심 강화를 위한 홍보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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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구조기획 연구 결과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
∘ 사회적 편익 추정치를 사회적 비용과 비교하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해양구조연구
센터 설립・운영 계획의 추진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타당성 분석 보
고서 참조).
∘ 조성기간 및 운영기간(30년) 동안 발생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 본 경제성분석의 분석기간은 조성기간과 운영기간(30년)을 포함한 2017년~2049년이
며, 각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는 사업성분석이 시행되는 전년도인 2015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 경제성 분석을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제5판) (한국개발연구원, 2009)에서 제시한 5.5%를 적용하였다.
∘ 사업추진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은 사업조성을 위한 초기사업비와 운영기간 동안 발생
될 운영비용으로 구성되며, 총 비용은 현재가치 기준 150,543백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 전 국민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가구당 지불의사금액(4,010원)을 바탕으로 추정된 총 
사회적 편익은 현재가치 기준 215,059백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 비용편익분석(BC) 결과 1.429, 순현재가치(NPV) 64,516백만 원, 내부수익률(IRR) 
38.8%로 각 분석결과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분석결과 비고
할인율 5.5% 사회적 할인율 기준

기준년도 2015년 사업타당성 분석 실시일의 전년도 말 기준
목표년도 2020년 준공 목표년도
운영기간 30년 2020년 ~ 2049년

총사회적 비용 150,543백만 원 사업비 및 30년 운영비용의 현재가치
총사회적 편익 215,059백만 원 WTP 4,010원, 현재가치 기준

분석
결과

BC Ratio 1.429 BC Ratio 1.429 > 1.000
NPV 64,516백만 원 NPV 64,5196 > 0
IRR 38.8% IRR 38.8% > 5.5%

[표 4-9] 해양구조연구센터 경제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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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영비 증액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성 분석
∘ 본 연구에서 해양구조 연구센터의 운영비는 조직계획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일반운
영비, 건물 유지관리비, 장비 유지관리비, 운영예비비)로 구성된다.
∘ 본 과제는 기획연구 단계로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정확한 운영비를 추정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국내에는 해양구조와 관련한 전문 연구기관이 부재하여 신규 시
설운영 시 예상보다 많은 운영비 증액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이에 해양구조 연구센터의 경제성 분석에서 기준계획 대비, 운영비가 증가된다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고자한다.
∘ 운영비 증액시나리오는 기준계획 대비 인건비 및 운영비에 각 30%가 증액된다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성기간 및 운영기간(30년) 기간의 경제성분석을 실시한다.
∘ 분석결과 본 사업의 사회적 편익은 현재가치 기준 215,059백만 원이며, 초기 사업비와 증액
된 운영비를 포함한 총 사회적 비용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215,059백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 비용편익분석(BC) 결과 1.116, 순현재가치(NPV) 22,302백만원, 내부수익률(IRR) 
14.9%로 각 분석결과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분석결과 비고
할인율 5.5% 사회적 할인율 기준

기준년도 2015년 사업타당성 분석 실시일의 전년도 말 기준
목표년도 2020년 준공 목표년도
운영기간 30년 2020년 ~ 2049년

총사회적 비용 192,756백만 원 사업비 및 30년 운영비용의 현재가치
(인건비 및 운영비의 각 30% 증액 적용)

총사회적 편익 215,059백만 원 WTP 4,010원, 현재가치 기준
분석
결과

BC Ratio 1.116 BC Ratio 1.116 > 1.000
NPV 22,302백만 원 NPV 22,302 > 0
IRR 14.9% IRR 14.9% > 5.5%

[표 4-10] 해양구조 연구센터 운영비 증액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

라. 재무성 분석 미실시
∘ 재무성 분석은 국가적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미래의 현금유입(cash 
inflow)과 현금유출(cash outflow) 및 최초 자본투자(initial investment outlay)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 해양구조 연구센터의 경우, 공공 연구기관으로 최초 건립비용, 운영비용 등에 대한 현
금유출 계획은 수립이 가능하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특성으로 자체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별도의 재무성 분석은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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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가. 분석 개요
∘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을 분석 및 제시한다.
∘ 경제성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효과를 편익 또는 비용으로 계량화하여 비
용-편익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는 한편, 정책성 평가는 사업 시행으로 인
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 중에서 계량화하여 편익/비용 틀 속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사
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이다.
∘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포함해야 할 평가항목은 모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
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기본 평가항목은 제한된 공공예산을 투입할 때 평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평가항
목에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하는 기본 평가항목이다.
∘ 기본 평가항목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으로 구성된다.
∘ 사업특수 평가항목은 해양구조연구센터 사업을 평가하는데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평
가항목으로 본 분석에서는 국민 해양안전 인식 확산에 기여 정도, 국가 해양산업 발전기여 
정도를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분류 세부 검토내용

기본
평가항목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사업의 준비정도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재원조달 가능성
∙ 환경성
∙ 기술적 타당성

사업특수
평가항목 해양기여도 ∙ 국민 해양안전 인식 확산

∙ 국가 해양산업 발전기여

[표 4-11] 해양구조연구센터 정책적 분석 개요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09).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제5판)
주 : 지역균형개발 항목은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아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으며, 연구센터 특성을 고

려하여 기술적 타당성 항목을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에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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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법뿐만 아니라 상위계획과
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위계획은 대부분 20년(적게는 10년) 정도의 장기계획
으로, 개별사업들의 목적과 내용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하였다.
∘ 만일 상위계획의 내용과 사업이 목적이 연관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개발사업의 추진은 
정부의 정책달성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추진되는 것 자체에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유발하기도 한다.
∘ 이에 해당사업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또는 일치성을 검토하는 것을 사업추진의 타당
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해양구조연구센터에 대한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해양수산 발전 시행계획(2015.5), 2015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2015.2) 및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2014.4)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 국내 정책과의 적합성 검토 결과 심해잠수, 수중산업 및 해양플랜트 서비스업 관련 정책 부
서는 대표적으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로 수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
에 따라 수중에 관한 연구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해양관련 정책 중 심해에 관한 연구 및 안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대부분은 해상에 관한 연구에 한정되고 있어 해저 및 심해잠수에 관한 R&D 전문 연구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
∘ 잠수의 경우에는 레저 활성화에 관한 정책으로 한정적인 시야로 좁혀서 바라보고 있어 
레저에 관한 스쿠버 뿐 아니라 국내 수중산업 발전 및 해양구조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표면공급 또는 포화잠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해양산업과 해양안전에 관련되어 수중에서 작업할 수 있는 표면공급과 포화잠수에 관
한 전문적인 연구시설이 필요하다.
∘ 이상과 같이 국내 정책과의 적합성 검토 결과 해양구조연구센터에 대한 관련 부처 및 
사회적 요구는 매우 높은 상황이나, 관련 정책은 저조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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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서해훼리호(‘93년), 세월호(’14년) 사고 등 대형 해양재난 사고를 겪으면서 국가・사
회적으로 구조 및 수색에 관한 개선・보완시스템을 연구하고 전담하는 전문 연구센터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면서도 민간 잠수산업(Commercial Diving)에 대한 산업적 
기술적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 사업추진 의지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심해잠수기술 확보 및 개선을 
위한 연구의 실행방안으로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국민의 기대 및 선호도가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해양구조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주체의 추진의지 및 선호도는 매우 높다.

3) 사업의 준비정도
∘ 해당 사업의 준비 정도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 인력 및 재원의 투입 정도 
등 사업추진의 구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 사업의 준비 정도가 높을수록 사업의 목적 등이 정책방향과 부합하고 해당 사업에 대
한 높은 추진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심해잠수기술 확보 및 개선을 위한 연구(세부과제 1)을 통해 해양구조연구센터 건립
을 위한 기본방향, 비전 및 목표, 공간구상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 사업초기 해양구조연구센터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해양산업, 안전R&D 3년 프로젝트 
종합기획 연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핵심과제로 해양재난안전 기술연구, 
심해잠수기술 장비개발・시스템구축・구조정 개발 연구 및 수중산업 기술 조사분석 연
구개발에 관한 연구 등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목표 달성을 위
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였다.
∘ 해양구조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계획으로 해양안전기술부, 심해잠수부, 수중산업기
술부 등 총 25명의 인력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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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총 사업비 규모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124억 원으
로 추정되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은 연간 115억 원(연구사업비 포함)으로 추정하였
다.
∘ 해양구조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심해잠수 관련 전담 R&D 연구기관으로 국가 해양재난
을 대비하고 국가 해양개발산업 및 심해잠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연구
시설로 사업비를 포함한 총 소요재원은 국고(100%) 예산을 활용하여 조달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의 2015년~201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공공질서・안전분야 예산은 
2017년 18.1조원, 2018년 18.8조원 및 2019년 19.4조원의 예산지출이 계획되어 있다.
∘ 2017년부터 조성되는 해양구조연구센터 사업비는 2017년~2019년 공공질서・안전분
야 전체 예산의 0.0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합계 해양
산업

해양
환경

국제
원양

수산
정책

어업
자원

어촌
양식

해운
물류

해사
안전 항만 기타

예산 13,040 944 287 101 2,899 1,398 3,042 1,556 279 2,351 183
비율 100 7.3 2.2 0.8 22.2 10.7 23.3 11.9 2.2 18.0 1.4

[표 4-12] 해양수산부 2016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

자료 : 해양수산부(2016). 2016년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증가율
총지출 375.4 386.7 396.7 406.2 416.0 2.6

공공질서・안전 16.9 17.5 18.1 18.8 19.4 3.5

[표 4-13] 2015년 ~ 201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단위 : 조원, %

자료 : 기획재정부(2015).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연도별 사업비 0 0 1,141 4,058 7,297 12,496

국가재정 대비 비율 0 0 0.006% 0.022% 0.038% 0.022%

[표 4-14] 해양구조연구센터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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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성 평가
∘ 환경성 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인 평가와 함께 해당지역 주민들에 의한 
민원발생 여부 등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현재 수립된 제1과제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계획상 해양구조연구센터 건립 대
상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환경성 평가에 제약이 있다.
∘ 시설 건립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적 피해는 대부분 건설을 통해 발생되는 일반적인 문
제로, 이에 대한 저감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으로 예상이 가능한 사안들이며, 따라서 각 
항목에 대응하는 적절한 저감대책을 충실히 수립・이행한다면 환경적 위험요인을 최소
화하여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심해잠수 및 수중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유일의 전문 R&D 연구기관으로써 평시
에는 국민의 해양안전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체험관을 운영하는 시설로 계획되어 있어, 
시설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3) 기술적 타당성
∘ 해양산업안전 R&D 3년 프로젝트 종합연구, 해양재난안전 기술연구, 심해잠수기술 장
비개발・시스템구축・구조정 개발연구 등 연간 5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 수립을 
통해 전담연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중장기 연구 기반을 마련하였다.
∘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수행 과정에서 총 9개소의 해외 유관기관 및 5개 
국내 유관기관에 대한 방문・토의 등 해외 선진 잠수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한 실증조사
를 완료하였으며, 중국 현지조사 당시 심해잠수시스템과 수중개발 산업분야에 있어 한국
-중국 간 업무협력을 제의하는 등 해외 잠수기술 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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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양 기여도
1) 국민 해양안전 인식 확산
∘ 해양구조연구센터는 평상시에 일반인들에게 사고사례를 홍보하고 해양안전에 대한 중
요성과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형태로 해양
재난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이 되도록 안전교육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해양재난안전 운영팀을 운영하여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 인식제고, 인적사고 
예방 안전교육, 책자, 홍보동영상 등 안전교육 교재 개발 및 전파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
다.

2) 국가 해양산업 발전기여
∘ 해양구조연구센터는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수중산업, 해저산업, 해양플랜트 산업 등 
수중산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수중산업에서 세계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여 국부를 창
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심해잠수 및 구조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및 수준산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산업화 
및 국제화를 추진한다.
∘ 또한 수중산업 기술방향 정립, 신규산업 기술연구 및 보급, 수중산업 기술조사 분석, 
연구개발 및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창조경제 시대를 견인 할 
수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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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분석

가. AHP 평가 개요
1) 평가대상
∘ 본 AHP 분석의 평가대상인 제1과제 해양구조연구센터는 개발 연면적 2,602㎡, 예상 
사업비 12,495백만 원 규모로 계획되었다.
∘ 평가대상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는 비용편익분석(BC) 1.429, 순현재가치(NPV) 
64,516백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주요사항
사업규모 ∙ 부지면적 5,000㎡ / 연면적 2,602㎡
총 사업비 ∙ 12,495백만원

경제성 분석 결과 ∙ 비용편익분석(BC) 1.429 / 순현재가치 64,516백만원

[표 4-15] 해양구조연구센터 개요

자료 : 경제성분석 결과 참고

2) 조사 대상 집단
∘ 전문성, 공공성 등을 바탕으로 해양구조 관련 전문가인 해군/해경/유관기관 전문가, 관
련 산업 및 협회 전문가, 관련 분야 교수 및 연구진으로 구성된 총 24명의 평가자를 대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환류과정을 거치면서 응답 비일관도지수 0.15를 초과하는 평가자를 제외하여 총 9명
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구분 총 평가자유효샘플 비고(전공분야)

해군/해경/유관기관 8 2
국방부, 해군, 해안경비안전센터 등(북한학, 군사전략, 잠
수실무, 잠수과학기술, 국제협력안보 해사법학, 해양군사학 
등)

관련산업 및 협회 7 3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등(해사안전환경, 수산물리학, 정
치학, 외교학, 컴퓨터과학, 선박해양공학, 잠수실무)

관련분야 교수 3 1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수중고고학, 국가안보
정책, 해양잠수)

연구진 6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해양물리, 잠수실무, 수중음향학, 
안보과정)

합계 24 9

[표 4-16] 평가 조사 대상 집단 현황

주 : 외부 자문위원 대상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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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항목 가중치 산정
1) 제1계층 가중치
∘ 사전 가중치 범위 제시
·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등 제1계층의 가중치 산정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 2014)에서 제시하는 사전 가중치 산정범위를 평가자에게 제시하여 개방
형으로 설문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0.300 ~ 0.500 0.500 ~ 0.700

[표 4-17] 제1계층 사전 가중치 제시 범위

자료 : 기획재정부(2014).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R&D 정보화사업 기준 적용)

∘ 가중치 측정 결과
· 평가자 조사 결과 해양구조연구센터 타당성 조사를 위한 평가항목 중 제1계층 가중치
는 경제성 분석 0.367, 정책적 분석 0.633으로 정책적 분석 부문에 가중치를 우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0.367 0.633

[표 4-18] 제1계층 가중치 측정 결과

주 : 비일관도지수 0.15 이하 샘플 9개 기준

2) 제2계층 가중치
∘ 정책적 분석의 하위계층 평가항목을 위해 9점 척도를 기본형으로 사용하여 각 항목별
로 쌍대비교를 실시
∘ 제2계층 가중치 평가 결과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가 0.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해양기여도’ 0.317,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0.125 순으로 조사되었다.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해양
기여도

0.558 0.125 0.317

[표 4-19] 정책적 분석의 제2계층 가중치 측정 결과

주 : 비일관도지수 0.15 이하 샘플 9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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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계층 가중치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가중치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평가항목에서는 ‘사업추진의지’가 0.451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 일치성’ 0.317, ‘사업 준비정도’ 0.232 순으로 조사되
었다.

사업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 일치성 사업 준비정도

0.451 0.317 0.232

[표 4-20]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의 제3계층 가중치 측정 결과

주 : 비일관도지수 0.15 이하 샘플 9개 기준

∘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가중치
·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평가항목에서는 ‘재원조달 가능성’이 0.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기술적 타당성’ 0.3336, ‘환경성 평가’ 0.272 순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은 조사대상의 특성을 고려 시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평가항
목의 하위계층에 대한 가중치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기술적 타당성
0.392 0.272 0.336

[표 4-21] 사업추진상 위험요인의 제3계층 가중치 측정 결과

주 : 비일관도지수 0.15 이하 샘플 9개 기준

∘ 해양 기여도 가중치
· 해양 기여도인 평가항목에서는 ‘국가 해양산업 발전기여’가 0.519로 조사되었으며, 
‘국민 해양안전 인식 확산’은 0.481로 조사되어 두 가지 평가 항목 모두 유사한 정도로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 해양안전 인식 확산 국가 해양산업 발전기여
0.481 0.519

[표 4-22] 해양 기여도의 제3계층 가중치 측정 결과

주 : 비일관도지수 0.15 이하 샘플 9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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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 종합
∘ 해양구조연구센터에 대한 AHP 응답결과 평가자들이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가
중치는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가중치 (Weight)

경제성 분석 0.367

정책적 분석 0.633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0.558

사업추진의지 0.45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 일치성 0.317

사업 준비정도 0.232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0.125

재원조달 가능성 0.392

환경성 평가 0.272

기술적 타당성 0.336

해양 기여도 0.317

국민 해양안전 인식 확산 0.481

국가 해양산업 발전기여도 0.519

[표 4-23]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 측정 결과

주 : 비일관도지수 0.15 이하 샘플 9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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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안간 선호도 및 종합점수 산정
1) 경제성 분석 평가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와 같이 계량화 되어 나온 결과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2009)의 예비타
당성조사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준하여 평가자의 응답결과와 상관없이 표준점수 전환식을 
통하여 일관된 결과치를 반영하였다.
∘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 비율(BC)은 1.429이었으므로, AHP 표준점수 2.824로 환
산하여 종합 점수에 적용하였다.

구분 비용편익비율 AHP 표준점수
경제성 분석 1.429 2.824

[표 4-24] 경제성 분석 결과 표준점수 전환(전체)

주 : BC비율 표준점수 전환 = 5.11532 x ln(BC비율) + 1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09).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2) AHP 평가결과 종합
∘ AHP 응답결과 평가자들이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사업시행 또는 미시
행 평가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자 비일관도 지수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평가결과
평가자 3 0.054 0.814 0.186 사업시행
평가자 5 0.118 0.463 0.537 사업 미시행
평가자 7 0.059 0.780 0.220 사업시행
평가자 9 0.103 0.808 0.192 사업시행
평가자 12 0.093 0.802 0.198 사업시행
평가자 15 0.000 0.698 0.302 사업시행
평가자 17 0.000 0.684 0.316 사업시행
평가자 20 0.000 0.821 0.179 사업시행
평가자 23 0.000 0.718 0.282 사업시행

[표 4-25] 경제성 분석 결과 표준점수 전환(평가자 별)

주 : 비일관도지수 0.15 이하 샘플 9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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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합판단
1) 판단기준
∘ AHP 분석을 통해 도출된 종합평점을 근거로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계획에 대한 ‘사
업시행’과 ‘사업 미시행’대안 간 최종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 종합평점 결과 평가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AHP 평점이 0.50보다 높은지 여부에 
따라 평가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을 도출하며, 평가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
나, ‘사업시행’과 ‘사업 미시행’ 대안 간 차이가 미세할 경우 다음의 평가지표에 따라 정
책적 제언 결론을 도출하였다.

종합평점
시행:미시행 AHP < 0.45 0.45 ≤ AHP ≤ 

0.50
0.50 ≤ AHP ≤ 

0.55 0.55 ≤ AHP
100% : 0% - - 타당성 있음 타당성 있음
75% : 25% FeedBack 아주 신중 약간 신중 타당성 있음

50% : 50%
AHP<0.42
타당성 없음
AHP>0.42
약간 신중

신중 신중
AHP>0.58
타당성 있음
AHP<0.58
약간 신중

25% : 75% 타당성 없음 약간 신중 아주 신중 FeedBack
0% : 100% 타당성 없음 타당성 없음 - -

[표 4-26]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평점에 따른 결론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0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 보완 연구(제5판)
주 : 1) ‘시행 : 미시행’은 사업시행 평가자 수와 사업 미시행 평가자 수의 비율을 나타냄
     2)  AHP는 사업시행 대안의 AHP 종합점수를 나타냄

2) 종합평가
∘ 각 평가자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평가자 9명 중 8명(88.9%)이 사업 시행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시행 평가점수는 0.732로 분석되었다.
∘ 분석결과를 평가기준 표와 비교 시 ‘타당성 있음’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계획은 사업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사업시행 사업 미시행 검토의견
의견일치도 8 1 일치도 88.9% = 타당성 있음
종합평점 0.732 0.268 AHP평점 0.732 = 타당성 있음

[표 4-27] AHP평가 종합

주 : 비일관도지수 0.15 이하 샘플 9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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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립 및 운영 목표와 개념설계 방향

1.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잠수전문인력을 육성, 관리하고, 해양개발산업과 연계한 수중산업의 기반체계를 구축하
는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사업 제안을 목적으로 함

나. 운영 목표 개요
1) 국내 및 해외 실증조사 결과 반영하여 개념 설계

∘ 국내와 해외 실증조사(Site survey) 결과 도출된 수요(Needs) 반영
∘ 평시 해양개발, 유사시 현장 투입 대응 방식의 심해잠수 전문인력 운영 
∘ 한반도 해양환경과 해외 유관기관 실증조사 결과에 적합한 Needs를 반영
∘ IMCA/ADCI 회원학교 수준과 NCS 국가기술자격에 부합된 Certification 반영
∘ 해외 수준의 교육훈련과정과 기술 도입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과 시스템 반영
∘ 신설될 장비시스템과 기존 시설(해군, 해경)을 병용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반영
∘ 국내 보유의 교육훈련 및 해양의료원(잠수병) 시설 등의 이용을 반영
∘ 해군포화잠수훈련장(DDSS) 및 해양의료원 시설을 이용한 육성 관리 방안 반영
∘ 300미터 수심의 포화잠수훈련체계(DDSS)와 교관/학과과정 공유 방안 반영
∘ Commercial Diving과 IMCA/ADCI 회원학교 공인자격의 설립 운영을 반영
∘ 300미터 수심의 Commercial Diving과 IMCA/ADCI 회원학교 공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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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센터 설립 및 운영 개념 설계 방향
∘ 사람 가치, 안전 가치, 무결점 기술을 존중하는 국립 직업교육 훈련원 
∘ 고압기술(Hyperbaric)의 산업 극대화를 지향하는 국립 고압환경 인증기관 
∘ 덕목과 Partner를 존중하고 Leader를 꿈꾸는 명문 국립 기술인 양성기관
∘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인 육성 및 해양안전·재난환경의 Needs에 부합하는 최고의 
기술과 Leadership을 겸비한 전문기술인 양성
∘ 국립 고압환경 인증기관으로서 고압(Hyperbaric) 환경과 IMCA/ADCI 회원학교 
Certification을 인증하는 국립기관 역할

다. 중점 과업(Mission)
∘ 그림 5-1과 같이 중점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 과업 1 : 해양구조 잠수인력 육성 ․ 관리 체계 구축(구난 포함된 인력 양성)
         ☞ IMCA/ADCI 회원학교 Certification 발급과 기술인력 집단체계 관리 운영

∘ 과업 2 : Hyperbaric 고압/저압환경의 TEST(시험평가) 국가 인증기관 운영
         ☞ 수중/항공우주 R&D 장비 시험평가와 Certification 인증   

∘ 과업 3: 정부 Needs의 국립 해양안전․ 재난구조 컨설팅 전담기관 
         ☞ 기술 집단의 Think Tanker로서 정부의 해양재난 대응․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 과업 4: 잠수병 질환자 응급조치 및 1차 치료지원 전담기관 

[그림 5-1]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 포트폴리오 사업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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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용 주체

가. 설립에 관한 법적 고려 사항
∘ 해양구조훈련센터의 법적지위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
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수상에서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10(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에 의한 해경 설치 가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연구기관, 민법 제 32조에 근거하여 
법인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운영주체에 관한 고려 사항
1) 방안 1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 해양구조훈련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잠수의 특성상 국가 차원의 관련 전
문가를 두어야 하며, 훈련센터의 특성상 소요예산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
부 차원의 예산지원으로 기관의 운영 및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 설치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수상에서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10(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 설치사례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 장단점  비교 분석 결과

장점 단점
∘ 조직의 안전성, 자생력 제고 가능 
∘ 관련 전문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용이
∘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에 용이
∘ 기존 구축 인프라 응용 가능
∘ 장기적으로 심해잠수훈련장 건립을 위해 예산확
보 등 국가차원에서 노력중이며, 단기적으로 해군 
SSU 심해잠수 위탁 교육 중

∘ 법 및 제도의 규제 등으로 즉각적인 반응 어려움

2) 방안 2 :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 (조사연구기관·부설기관) 
∘ 운영체계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부출연기관
법 또는 대통령 특별법에 따른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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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도모
∘ 설치근거 및 사례 : 정부출연기관법, 대통령 특별법
∘ 설치사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 장단점 비교 분석

장점 단점
∘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 지속적인 조직의 안정성, 자생력 제고가능
∘ 전문적인 인력 구성 가능

∘ 초기 출연금을 비롯한 안정적 재원확보 필요
∘ 관리감독기관과의 연계성 저하
∘ 자체 공공기관으로서 수익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

3) 방안 3 :  법인체 (민간 연구기관) 
∘ 운영체계 : 민법 제 32조에 근거하여 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
여 운영하는 방식(특수목적법인, 비영리 법인 등)
∘ 건립 주체가 법인 출연금을 통해 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법인의 이사장이 되어 연구기
관을 운영하고 지휘·감독
∘ 설치근거 : 민법 혹은 특별법,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지자체 조례
∘ 설치사례 : (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 장단점 비교 분석

장점 단점
∘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 지속적인 조직의 안정성, 자생력 제고가능
∘ 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법인체 운영용이

∘ 초기 출연금을 비롯한 안정적 재원확보 필요
∘ 초기 안정화 및 자립단계까지 시간소요
∘ 관리감독기관과의 연계성 저하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관리감독에 시간과 비용소요

4) 운영주체 논의
∘ 운용 주체는 국가적 차원의 청문회 등을 통한 객관적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자격증 발급 기관이고, 
잠수사 인력양성 및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유사시와 비상시에 즉각 대응 가능한 훈련센
터로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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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편재 편성 설계(안)

가. 조직의 설계 개념 
∘ 조직설계 개념은 훈련센터 설립 목적, 역할 기능과 해양개발산업의 연계 사업에 적합
한 조직으로 설계(그림 5-2)
∘ 센터의 초기설비투자 대비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해 해외 실증조사(Site Survey) 결과
의 미래 Needs를 반영
∘ 특히 영국 NHC의 Hyperbaric을 이용한 수익사업의 포트폴리오와 센터의 경영 기법을 
조직의 설계개념에 반영하였으며, 센터의 집단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유사시, 전시(戰
時)에 국가 수요(National Needs)에 대응하는 미래 Needs를 조직의 설계개념에 반영
∘ 이를 종합하여 다음 [그림 5-2]에서 보듯이 준 정부 조직의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
장 예하에 1실 4부 8개과로 설정

[그림 5-2]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 조직의 설계 개념 

∘ 기존의 진해 해군SSU 및 해양의료원(잠수병), 폴리텍대학(강릉캠퍼스) 등 민․관․군 보
유 장비와 설비를 상호 협력하여 젊은이들의 국가자격(잠수사) Certification 실행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



106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획 연구

나. 편성의 기능 및 인원소요
∘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의 편성개념은 1실 4부 8개과에 다음 표 5-1 인원을 편성하
도록 설계하였다. 
· 기획조정실 : 센터장을 보좌하며, 훈련센터의 각 부의 업무 조정 통제 및 기획업무와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해양구조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업무를 수행
· 잠수인력양성부 : 심해잠수사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담당하며, 심해잠수사 자격 인
증 업무를 수행
· 고압시험부 : 고압장비를 활용하여 수중/우주 항공 및 관련 산업 장비 시험 평가와 
공인업무를 수행한다. 업무의 일부는 수익사업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잠수컨설팅부 :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국내 및 국제 재난 안전에 관한 컨설팅을 
담당
· 잠수의학지원부 : 정부의 잠수병 119 응급 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잠수병전문 치료 
병원과 연계하여 잠수병 치료 업무를 수행

∘ 편성 기능 및 인원 소요(안)
· 센터의 인원편성 기능과 인원 소요 판단은 다음 표 5-2에서 보듯이 약 35명으로 판단하였다.

 구 분 인력 소요(안) 비교
센  터  장 총괄 업무 및 사업의 CEO 역할 전문가 1명
기획조정실 센터의 중장기 로드맵 기획 및 사업 조정 5명

잠수인력양성부 교수(Prof.), 교관(Instructor), R&D 사업 10명 IMCA/ADCI 
인증 필한자

고압시험부 고압/저압 엔지니어, 정비사 7명 국가자격인증

잠수컨설팅부 잠수분야, 안전분야, 고압분야, 해양플랜트, 
기업분야, 경영분야, 해양재난분야 전문가 등 5명 교보재 관리

잠수의학지원부 잠수전문의, 치료챔버운용관, 잠수병전문치
료병원근무 경험 간호사 7명 IMCA/ADCI

전문의
계 35명

[표 5-1]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 편성 기능 및 인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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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편제편성 및 기능
1) 편재편성 인원(안)

구분 계 관리직 기술직 연구직  행정직
1급 3급 5급 6급 6급 7급 8급 7급 8급 9급

총계 35 1 5 8 2 8 2 7 - 2 -
센터장실 1 1 0 0 0 0 0 0 0 0 0

기획 조정실 5 0 1 1 0 1 0 0 1 1 0
기획실장 1 1 0 0 0 0 0 0 0 0

팀원 2 0 0 0 0 1 0 0 0 1 0
잠수인력양성부 10 0 1 2 2 1 2 1 0 1 0

부장 1 0 1 0 0 0 0 0 0 0 0
훈련과 5 0 0 1 1 1 1 1 0 0 0
교무과 4 0 0 1 1 0 1 0 0 1 0

고압시험부 7 0 1 2 0 2 0 2 0 0 0
부장 1 0 1 0 0 0 0 0 0 0 0

수중시험과 3 0 0 1 0 1 0 1 0 0 0
우주항공시험과 3 0 0 1 0 1 0 1 0 0 0
잠수컨설팅부 5 0 1 1 0 1 0 1 1 0 0

부장 1 0 1 0 0 0 0 0 0 0 0
국내과 3 0 0 1 0 1 0 1 0 0 0
해외과 3 0 0 1 0 1 0 1 0 0 0

잠수의학지원부 7 0 1 2 0 2 0 2 0 0 0
부장 1 0 1 0 0 0 0 0 0 0 0

응급지원과 3 0 0 1 0 1 0 1 0 0 0
고압치료과 3 0 0 1 0 1 0 1 0 0 0

[표 5-2] 해양구조훈련센터 편제 편성표(안)

2) 조직원의 역할과 기능
∘ 현장 중심의 해양구조 잠수인력 육성 ․ 관리를 위하여 IMCA/ADCI 회원학교 Certification 
발급 요구를 달성하는 교육훈련과 심해잠수 기술 인력을 집단 관리한다.
∘ 고임금과 고기술의 전문인력으로 Hyperbaric 고압/저압환경의 TEST(시험평가)장비를 활
용하여 수중/항공우주 R&D 장비 시험평가와 Certification 인증 사업을 수행한다.
∘ 기술 인력의 집단 Think Tanker로서 정부의 해양재난 대응․관리를 전담하면서 정부의 
해양안전․ 재난구조 컨설팅 사업을 수행한다.
∘ 잠수병 질환자 발생 시 현장 응급조치와 센터의 1차적 치료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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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Hyperbaric 시스템 및 장비설비규모(안)

1.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IMCA/ADCI 국제인증자격의 심해잠수인력 교육훈련과 포트폴리오 수익사업 수행을 위
하여 센터의 Hyperbaric 시스템 규모와 도입의 형상설계 산정을 목적으로 한다.

나. Hyperbaric 시스템의 형상설계 우선순위
∘ 우선순위 1: IMCA/ADCI 공인자격의 교육훈련 Certification 시스템 신규 도입을 우
선하였다.
∘ 우선순위 2: 국내 보유 중 활용 가능한 해군/민간 교육훈련 장비를 겸용하도록 산정
하였다.
∘ 우선순위 3: 형상설계는  1차적으로 교육훈련 시스템을 우선 도입하고, 2차적으로 포
트폴리오 사업 겸용 시스템(고압/저압)은 운용하면서 도입하도록 산정하였다.

다. 형상설계 우선순위의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설비 및 규모
1) Certification 교육훈련 사업 분야 

∘ 300미터 수심의 포화잠수모의훈련장(DDSS), 90미터 수심의 TUP 모의훈련장(TUP)
∘ 100미터 수심의 표면공급잠수시스템(SSDS), 40피트(12.2미터) 수심의 모의훈련 풀장
∘ 호흡기체 저장소, 잠수질환 의무실 및 R&D 연구실

2) Diving & Salvage 교육훈련장 설비 및 규모 분야
∘ 해상 Certification 잠수훈련선박(YDT), Salvage Simulation 훈련장
∘ 폭발물 처리 훈련장, 수중용접/절단 훈련장, R&D 연구실 
∘ 시스템 및 잠수장비 정비 훈련장, 강의 및 다목적 종합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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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압 장비 인정 사업을 위한 검토
1) 국제 및 국내 인정 관련 검토

∘ 국제 인증을 위해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10)의 인정이 필요하다. KOLAS는 국가
표준제도의 확립 및 산업표준화제도 운영, 공산품의 안전/품질 및 계량ㆍ측정에 관한 
사항, 산업기반 기술 및 공업기술의 조사/연구 개발 및 지원, 교정기관, 시험기관 및 검
사기관 인정제도의 운영, 표준화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조직으로서, 국가기술표준
원장이 KOLAS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1). 
∘ KOLAS 신청기관 요건은 규모, 성격, 업무영역 또는 소속된 국가에 관계없이 시험업
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면 누구든지 임의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국내 유사기관
∘ 고압 인정과 관련하여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선박플랜트연구소에서 수행중이다
(그림 5-3)12).
∘ KRISO에서는 2009년에 장비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부터 고압 테스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KOLAS 인정을 받아 고압챔버를 이용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0) 한국인정기구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11)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2014. 12.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 절차 연

구(최종보고서),  pp.11-12
12) 선박플랜트연구소 연구시설 소개 자료. www.kriso.re.kr/intro-facility/hyperbaric-chamber/

[그림 5-3] KRISO 고압챔버 소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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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yperbaric 시스템 및 장비설비규모(안)

가. 100미터 이상 수심의 잠수모의훈련장(HDSS) 
1) 상층부 구조물 : 챔버 3m×8m 3개 :생활챔버, 감압챔버, 이송챔버

2) 하층구조물 : 챔버 1개 3m×3m, 중앙통제실Console, Certification챔버작업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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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90미터 수심의 TUP 모의훈련장(TUP YDT: Yard Diving Tender)
∘ TUP는 이동식 모듈형 체계로 자동위치제어장비(DPII)가 설비된 선박 혹은 굴착기에 
탑재 할 수 있다. N-Sea사가 제공하는 건설 지원 및 조사 장비와 볼트 축력기, 물 분사
기, 수중 절단기 및 모래 제거 장비 등에 적용 가능  
∘ 분류기준 : Lloyd's Register(국제인증 등록 장비)
∘ 설계기준: IMCA D018/D023(3격실Lock) 및 IMCA D018/D024(Lock외 모든 부품)
∘ 잠수수심 : 10bar = 90 msw(실 해상)
∘ 시스템 무게 : 72 ton / 시스템 크기 : 14.1m × 3.5m
∘ 컨테이너 크기 : 20ft(화물규격 통일, 조종실, 장비실 등)

∘ 하부 구조물  :  Diver Consol, Diver 감압챔버, 호흡기체실 및 분석기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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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0미터 수심의 표면공급잠수시스템(SSDS)
1) SSDS 부두훈련장(부두 수심 : 10미터 수심) 

잠수사가 되기 위한 최초의 수중 훈련으로 약 70KG의 잠수장비와 납으로 제작된 특수
신발을 싣고 계단을 스스로 올라와야 다음 훈련과정을 받을 수 있음
Mk-37, Mk-27 이상 헬멧 운용과 PT검정을 통과하는 강인한 체력을 갖추어야 SSDS 
훈련이 가능

2) SSDS 탱크 훈련장(15피트 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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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SDS 탱크 훈련장 하층 구조물(15피트 수심) 
∘ 설비 : SSDS Console, 감압챔버, 호흡 기체 분석실, SSDS 장비 정비실 등

4) SSDS 탱크 모의 훈련장(Mixed Gas Diving 및 수중 용접/절단 훈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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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심 20미터 모의훈련 풀장
∘ SCUBA 및 SSDS 장비의 수중 숙달훈련 목적과 각종 Salvage Simulation 훈련 목적 달성이 가
능하도록 바닥에 철판 빔을 설치하여 수심을 3단계(2미터, 10미터, 20미터)로 설비한다.
∘ SCUBA 및 SSDS 장비의 수중 숙달훈련장

∘ 각종 심해 Diving Simulation 훈련장



115 제5장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운영(안)  

마. Diving & Salvage 교육훈련장 설비 및 규모
1) 부두 설비 Diving & Salvage 모의 훈련장
선체인양 : Air Lifting과 Crane Lifting 구조 기술로 침몰선체 인양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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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ving & Salvage Simulation 훈련장(세월호 교훈 모의 훈련장)
∘ 세월호 격실 진입 및 Salvage Simulation 훈련장
∘ 모의훈련장 : 극한 상황(강한 조류, 파고, 시정,) 모사와 격실 내 진입, 시신 수습, 선
체인양 시뮬레이션( Salvage Manual의 Lifting 기술 원리 훈련)

바. 잠수질환 의무실 및 R&D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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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호흡기체 저장소
∘ 호흡기체는 공기(Air), 산소(O2), 헬륨(He), 질소(N), 수소(H)로 구분되며, 보관 취급
에 주의가 요구되므로 보관 용기 탱크를 그림에서 보듯이 색깔로 표시함
∘ 특히 공기압축이나 혼합기체(Mixed Gas)는 주변 공기환경이 표준규격에 충족되어야 
하며 혼합기체의 산소분압율(%) 표시 의무화와 자동조절기를 시용함
∘ 다이버 호흡기체는 야외 공간에 별도의 Flask(산소, 헬륨, 질소, 압축공기, 자동조절
기)에 저장하여 저장 및 공급 시스템 설비함

아. 부대설비 및 지원 시설 분야
1) 강의실, 도서실 및 다목적 종합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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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행정 및 분임토의실

3) 부대설비 및 복지후생 시설
∘ 본관 : 교수·직원용 사무실, 회의실, 심해잠수 및 해양사고 종합상황실, 휴게실, 역사
관, 국기게양대, 남·여화장실 등이 포함된 건물
∘ 정문시설 : 정문근무자 사무실, 화장실, 정문 자동 출입시스템 등이 갖춰진 시설
∘ 기숙사 : 훈육관 및 훈련 학생 전원 수용 가능한 규모
∘ 식당 : 교육생을 포함한 전 직원이 식사 가능한 규모 

4) 다이버 체력단련 종합 훈련장
∘ 체력단련실 : 대심도 잠수 위해 체력단련이 필수이며, 언제든 사용할 수 있음
∘ 체력 검증 Test : PT 점검(턱걸이, 윗몸일으키기, 10마일 달리기 등) 

5) 조감도 및 형상 설계

[그림 5-4]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 조감도 및 형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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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교육훈련 과정 및 Certification 프로그램(안)

1.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현재와 미래 잠수인력 Needs에 적합한 해양구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
하기 위하여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의 심해잠수구조 교육훈련과정 및 Certification 프
로그램 기획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 개요
∘ Certification 프로그램은 현재 운용 중인 세계적인 권위의 미해군 Certification 제도와 
IMCA/ADCI 기준의 HSE 교과과정 및 Certification 제도에 부합토록 상정하였다.
∘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의 Certification 프로그램은 다음 총 12개 과정으로 편성하고 
과정별 교육훈련 목표와 교육훈련 과정은 세분화하였다.
① 수석잠수사(Master Diver) Certification교육훈련과정
② 잠수감독관(Supervisor) Certification 교육훈련과정
③ 포화잠수사(Saturation Diver) Certification 교육훈련과정
④ 1급잠수사(1st Class Diver) Certification 교육훈련과정
⑤ 2급잠수사(2nd Class Diver) Certification 교육훈련과정
⑥ SCUBA잠수사(SCUBA Diver) Certification 교육훈련과정
⑦ 잠수의무사(DMT : Diver Medic Technician) Certification 교육훈련과정
⑧ 잠수의무보조사(DMTR: Diver Medic Technician Refresher) Certification 교육훈련과정
⑨ 생명안전지원사(LST: Life Support Technician) Certification 교육훈련과정
 ROV조종사(ROV System Auditing & Assurance)
 수중용접사(Underwater welder) Certification 교육훈련과정     
 수중폭발물취급사(EOD: Explisive Ordinance Disposal) Certification 교육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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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Hyperbaric 고압환경의 해양안전·구조 사업 규모(안)

1. 목적과 개요

가. 목적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선진
국가의 보유 장비를 활용한 Hyperbaric 고압환경의 포트폴리오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센
터의 수익사업 규모 산출 및 추정하고자 하였다.

나. 수익사업의 도입 필요성
∘ 현실에서 해난사고 발생 빈도 대비 설립 및 투자예산의 효율성을 우려할 수 있다. 센
터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센터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잠수사를 
육성하는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Certification(자격증) 발급사업 등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경영기법 도입이 필요하다.
∘ 다음 총 8개 분야에서 수익사업을 산출 및 추정하였다(일부 사업은 추정 값)
☞ 국제인증잠수자격 Certification 사업(규모 : 5.8억 원)
☞ 잠수질환 응급지원 사업(규모 : 0.5억 원)
☞ 고압/저압 Hyperbaric Test 사업(규모 : 7.5억 원)
☞ 해양재난구조 컨설팅 사업(규모 : 15.0억 원) 
☞ 고압 Certification 사업(KS)(규모 : 16.0억 원)
☞ 민․관․군 Salvage 순회교육 사업 순회교육(순회 봉사)
☞ 수중근로자 DB 자동화 사업(규모 : 3.5억 원)
☞ 산ㆍ학ㆍ연 협력사업(규모 : 8.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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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초기설비 투자예산 및 연간 운용예산 규모(안)

1.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초기설비투자 예산 및 연간 운용예산 규
모를 추정 산출을 목적으로 한다.

나. 개요 및 적용 범위
∘ (가칭) 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초기의 설비투자 예산 소요와 완공 후
에 소요되는 연간 운용예산 소요를 추정 산출하였다.
∘ 초기 설비투자 예산은 국제 인증(IMCA/ADCI) 요구조건에 적합한 시스템 설비 예산
과 국제인증 인증이 가능한 교수 영입 예산 법위가지 포함되어 있고, 훈련센터가 설립되
어 개소한 이후에는 신입생 국비보조금 지급 및 센터의 연간 운영예산의 소요를 추정 
산출하였다.
∘ 적용 범위는 다음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음
첫째, 초기에 센터 설립을 위한 설비투자 예산 규모
둘째, 완공 및 설립 이후의 센터 연간 운용 예산 규모

2. 초기 설비투자 예산 규모

가. Hyperbaric 시스템 도입 예산 소요(안)    
∘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의 Hyperbaric 시스템은 IMCA/ADCI 회원학교의 교육과정과 
Certification 프로그램에 규격과 요구조건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 시스템/장비의 예산 단가는 IMCA/ADCI 회원학교의 Hyperbaric 시스템의 표준 규격이 
Lloyd 등 국제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기존의 국내 교육훈련 시설물을 이용 가능
한 부분은 국내 가격으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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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기 설비투자 예산 규모
∘ 본 과제의 경제성/타당성을 검증한 PDM코리아에서 제출한 초기에 센터 설립을 위한 
설비투자 예산 규모 산출 결과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초기 설비투자 예산 규모(종합) : 약 490억 원
∘ Hyperbaric 시스템(DDSS, TUP, Salvage, 풀장, 훈련장 등 포함) : 286억 원
∘ 건축비(건축비, 부대설비 포함) : 204억 원

구 분 단위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Hyperbaric
장비 및 
설비비

포화잠수훈련장 DDSS 1set 20,000,000 20,000,000 100m 이상
표면공급잠수시스템

SSDS 5set 100,000 500,000 10m 수심

수심 20m 모의 풀장 1식 500,000 500,000 SCUBA & SSDS 훈련
부두 설비 Diving & 
Salvage 모의 훈련장 1set 1,200,000 1,200,000

TUP Diving Sys. 1set 4,200,000 4,200,000 90m
고압치료 챔버 1식 1,500,000 1,500,000 10인용

잠수헬맷 시험평가 5set 20,000 200,000 
지원설비/교보재 1식 500,000 500,000 

소계 　 　- 28,600,000 초기 장비 및 설비　

건축 및 
부지

부지매입비 10,000㎡ 　 1,361,892 공공 부지　
건축공사비 6,265㎡ 2,188 13,708,549 2015공공건축공사비단가

설계비 4.06% 13,708,549 556,413   2016년 기준 적용
감리비 1.02% 13,708,549 139,319   2016년 기준 적용

조사 및 용역 비 1% 43,670,441 436,704    측량, 지질조사, 
기본계획 등

소계 16,202,877
에비비 10.0% 42,308,549 4,230,000 장비 및 건축비 10%
총 계　 　 　 49,03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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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간 운영예산 규모(초기 설비투자 이후)

가. 순수 연간 운영예산 규모(추정)
1) 직급 인건비 : 16 억 원

∘ 산출 기준 : 2016년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기준
∘ 인원 : 38명(직급 : 표 참조 및 외국인 전문 교수 포함)

구분 1급
(20호봉)

4급
(15호봉)

5급
(15호봉)

6급
(15호봉)

7급
(15호봉)

8급
(10호봉) 합계

급여 연급여 55,200 43,200 36,000 31,200 28,800 21,600 -
인력 1 5 8 10 2 9 35

총급여 55,200 216,000 288,000 312,000 57,600 194,400 1,123,200
퇴직급여 - - - - - - 93,600

복리후생비 - - - - - - 121,680
인건비 계 - - - - - - 1,338,480

[표 5-3] 해양구조훈련센터 직급 별 인원 편성 및 예산(안)
단위 : 천원

  (자료 : 2016년 공무원 봉급 기준표)

∘ IMCA/ADCI 외국인 전문 교수 3 명 : 3억 원 (1인 1억 원 책정)
∘ 결과적으로 운영인력 38명에 연간 소요되는 인건비는 총 1,638,480천원

2) 교수진 편성 및 소요 예산
∘ 교수진 편성은 국가 기술자격 기준을 만족하고 외국의 해양산업현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IMCA/ADCI 교육훈련이 가능한 전문가로 편성한다.
∘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 잠수인력양성부에 인원 10명의 교수진을 편성하며, 이들 중 
최소한 3인은 IMCA/ADCI 교육훈련이 가능한 외국인 교수로 편성한다.
∘ 교수진은 수석잠수사(Master Diver), 수감독관(Supervisor), 포화잠수사(Saturation 
Diver), 1급잠수사(1st Class Diver), 2급잠수사(2nd Class Diver), SCUBA잠수사
(SCUBA Diver), 잠수의기술사(DMT : Diver Medic Technician), 잠수의보조사
(DMTR: Diver Medic Technician Refresher), 생명안전지원사(LST: Life Support 
Technician), ROV조종사(ROV System Auditing & Assurance)과정, 수중용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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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water welder), 수중폭발물취급사(EOD: Explosive Ordinance Disposal) 
Certification 교육훈련과정 등 총 12과정의 교육을 담당한다.

 3) 기타 운영 유지비 기준(안)
∘ 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센터 시설·장비의 관리비 등
으로 구성한다. 
∘ 운영관리비는 운영기본경비와 시설관리 위탁비로 구분한다.
∘ 운영기본경비는 시설장비 유지비, 소모품비, 전산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 추진
비 등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기본경비이며, 시설관리 위탁비는 시설관리용
역비, 경비용역비, 청소용역비 및 매표용역비 등으로 구분한다.
∘ 유지관리비는 시설규모(연면적)과 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유사사례의 면적대비 비용을 
기준으로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였다.
∘  DDSS 훈련장 교육비 : 잠수수심 200m 포화잠수 9명용 비용(출처: 해군 제55전대)  

소 요 소요 비용(원) 산출 근거
호흡기체 산소(O2) 531,410 산소: 25,922CF×205원

헬리움(He) 147,159,980 헬리움: 321,310CF×458원

소모성
재료비

소다리임 8,400,000 1 Box(18kg×35Box)

산소분석기 4,900,000 분석기 Cell(부분압/%분석기)×14개

기타 100,000 실리카겔, 실리콘 구리스, 활성탄 등
계 160,559,980 1인 평균 약 1천 7백만 원

                                    출처 : 해군제55전대 DDSS훈련장, 201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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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센터의 운영비 종합
∘ 인건비,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 5,988,228천원으로 산정

구분 운영비 비고

인건비 1,338,480 35명 기준, 급여,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 포함
300,000 외국인 교수 인건비

일반운영비 1,500,000 교보재비용 등
건물유지관리비 627,849 건축물 대비 3.5%
장비유지관리비 840,000 장비비 대비 3.0%

운영예비비 1,381,899 운영비 대비 30%
운영비 계 5,988,228 재투자비를 제외한 연간 운영비 기준

[표 5-4] 연간 운영비 종합
단위 : 천원

 나. 훈련생 학비/보조금 및 외국인 모집(예측)
1) 훈련센터 입교 학생 수를 고려한 예산 소요
∘ 심해잠수사 1인당 연간 비용은 산소와 혼합기체 사용, 각종 장구 사용 등을 고려 시 
약 700여만 원의 순수 훈련비용이 소요된다.(출처: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예산편
성 기준) 따라서 연평균 50명의 교육생이 상주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한다고 가정할 때 
약 3억 5천만 원의 순수 훈련비용이 필요하다.

2) 보조금 및 외국인 모집(예측)
∘ 한국폴리텍대학의 기능사(국비직업훈련)과정과 기능장(국비직업훈련)과정 등을 참고 할 
수 있다.(자료 : http://www.korea.go.kr//기능사 및 기능장 국비직업훈련 과정)
∘ IMCA/ADCI회원학교로서 교수진과 장비, 교육훈련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동남아권 국
가의 일부 외국인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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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센터의 운영예산과 손익 분기점 분석

가. 준 정부기관의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
∘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는 준 정부기관의 운영주체에 의해 운영 및 관리된다. 
∘ 고압 환경의 해양안전·구조 사업이 훈련센터 개소 후에 연차적으로 발전하면서 5년 차
에는 [표 5-4]에서와 같이 사업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 예측한
다. 

Hyperbaric 수익 사업 수익예측 년차별 예측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① 국제공인잠수자격 Certification사업 5.8억 원 2 2 4 4 5.8
② 잠수질환 응급지원 사업 0.5억 원 0.1 0.1 0.2 0.2 0.5
③ 고압/저압 Hyperbaric Test 사업 7.5억 원 3 5 10 12 7.5
④ 해양재난구조 컨설팅 사업 15.0억 원 1 1 10 10 15.0
⑤ 고압 Certification 사업(KS) 16.0억 원 0 7.5 10 10 16.0
⑥ 민․관․군 Salvage 순회교육 사업 순회 봉사 순회 봉사 교육
⑦ 수중근로자DB자동화사업 3.5억 원 1 1 2 3 3.5
⑧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8.0억 원 0 5 5 5 8.0

총 계 56.8억 원 7.1 21.6 41.2 44.2 56.8

[표 5-5] 고압 환경의 해양안전·구조 사업 연차 별 예측

나. 운영 예산
∘ 훈련센터 연간 운영 예산은 인건비, 운영 유지비 등으로 이 예산은 훈련센터의 기본 
예산으로 지속 편성하고, 고압 환경의 해양안전·구조 사업으로 얻어지는 이익금은 정부 
출연금에 예속하여 예산과 이익사업이 조화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결국 예측한 이익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2024년부터 훈련센터 운영
비에 비해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훈련센터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며, 심해 잠수분
야, 고압분야, 해양개발 분야, 잠수의학분야에 새로운 성장을 담당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제6절

단기적 추진 강화 전략

1. 명칭 : ‘(가칭)국립고압기술훈련원(NHTC)’ 설립․운영

∘ 동 과제의 훈련센터 명칭을 ‘(가칭)국립고압기술훈련원’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 RFP 상의 센터의 명칭은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해난사고 발
생 빈도에 비하여 센터의 투자 예산의 효율성을 우려할 수 있어, 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의 경영기법 도입이 필요하다.
∘ 동 과제의 훈련센터 명칭에 관한 논의는 동 과제가 종료된 후에 정책적인 검토와 논의
가 필요하다.
∘ 명칭 변경의 필요성 
  첫째,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 명칭은 잠수사 교육훈련에 국한된 센터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현실에서 해난사고 발생 빈도에 비하여 설립예산의 효율성을 우려할 수 있다.
  셋째, Hyperbaric System은 잠수사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겸용하여 고압/저압 시험평
가사업, 잠수병 치료사업, 컨설팅사업, 유사 시 구조인력 투입 등 다양한 경영개념과 설
립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 상기의 명칭변경의 필요성에 따라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를 ‘(가칭)국립고압기술훈련
원(NHTC)’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였다.
∘ 명칭 변경 권고 : 한국어 - 국립고압기술훈련원(國立高壓技術訓練院)
                   영문- National Hyperbaric Technology Train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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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 타당성 조사

1. 의견조사 종합

가. 전문가 조사
1) 해양구조 관련 인지도 조사
∘ 국내 해양구조 및 심해잠수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해양구조 관련 인지
도 조사결과 해양구조 기술은 응답자 전체의 63.2%가 미흡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스템 
및 인력 등 전반적인 대응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해양구조 관련 법제도 구축과 관련하여 미흡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전체의 65.8%
로 조사되며, 해양구조 관련 위기 대처능력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86.9%로 해양구조 관
련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유관기관 협조체계에 대해서는 전체의 89.5%가 미흡한 수준으로 응답하였으며, 잠
수산업 발전 수준은 65.8%가 미흡한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 우리나라의 해양구조 발전을 위해서는 ‘해양구조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시설 도입’ (전
체의 29.39%), ‘해양구조 기술개발’ (19.74%), ‘관련 법제도 개선’ (16.23%) 및 ‘해양구
조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5.79%) 등의 개선・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2) 해양구조훈련센터 건립 관련
∘ 전문가 조사결과 국내 해양구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구조훈련센터 건
립이 매우 필요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전체의 92.1%, 매우필요 : 57.9%, 필요 : 34.2%)
∘ 해양구조훈련센터 건립시기에 대해서는 전체의 50.0%가 ‘1년 이내 시행’이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고, ‘2년 이내 시행’이 36.8%, ‘3년 이내’가 10.3%로 해양구조훈련센터 건립
계획이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해양구조훈련센터에 필요한 도입기능에 대해 조사결과 ‘심해 잠수인력 양성’이 43.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심해 잠수인력 자격관리’ 22.3%, ‘고압시험장비 운영’ 14.9%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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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잠수의학 지원업무’ 기능은 9.3%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나타났다.
∘ 전문가 조사결과 해양구조훈련센터 건립은 ‘심해구조 장비 및 기술 수준 발전’(5점 기준 
4.5263), ‘해양구조 전문인력 양성’(4.5263), ‘국내 수중산업기술 발전기여’(4.3421) 등 
국내 해양구조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국민의견 조사
1) 해양재난 안전 대책 인지도
∘ 우리나라의 해양구조 관련 인지도에 대한 전 국민 설문조사(유효표본 1,000부) 결과 
우리나라 해양구조 수준은 응답자 전체의 93.2%, 심해구조 및 잠수산업 관련 기술수준
은 96.5%가 주변국가 대비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해양재난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해양안전 관련 종합대책 
수립’(67.5%)으로 조사되었으며, ‘심해잠수 및 구조 전문장비 등 인프라 구축’(14.5%), 
‘심해잠수 구조 및 수색 전문인력 육성’(9.6%) 순으로 조사되었다.

2) 해양구조훈련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인식
∘ 심해 잠수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구조훈련센터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8.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성사업 시작 시기는 ‘2년 이내 조성사업 시작’이 
38.9%, ‘1년 이내’가 27.5%로 조속한 시행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 해양구조훈련센터 도입을 통해 ‘해양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력 강화’, ‘해양구조 전문
인력 양성’ 및 ‘국내 잠수의학 연구 및 전문인력 육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종합분석
∘ 전문가 및 국민 의견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해양구조 관련 기술수준, 전문인력, 유관기
관 연계체계 및 법제도 등 제반환경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 및 국민 의견 모두 해양구조훈련센터 건립에 대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
고 있으며, 조성사업 시기는 2년 이내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해양구조 관련 국내 제반여건 및 전문가, 국민 의견 모두 우리나라 심해잠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해양구조훈련센터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심해잠수 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육성과 국내 잠수의학 연구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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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해양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내 해양재난 및 해양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2.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구조기획 연구 결과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
∘ 사회적 편익 추정치를 사회적 비용과 비교하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해양구조훈련
센터 설립・운영 계획의 추진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 조성기간 및 운영기간(30년) 동안 발생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 본 경제성분석의 분석기간은 조성기간과 운영기간(30년)을 포함한 2017년~2049년이며, 
각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는 사업성분석이 시행되는 전년도인 2015년을 기준으로 한다.
∘ 경제성 분석을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제5판) (한국개발연구원, 2009)에서 제시한 5.5%를 적용
∘ 사업추진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은 사업조성을 위한 초기사업비와 운영기간 동안 발생
될 운영비용으로 구성되며, 총 비용은 현재가치 기준 106,125백만 원으로 추정
∘ 전 국민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가구당 지불의사금액(3,151원)을 바탕으로 추정된 총 
사회적 편익은 현재가치 기준 168,972백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 비용편익분석(BC) 결과 1.592, 순현재가치(NPV) 62,847백만 원, 내부수익률(IRR) 
17.2%로 각 분석결과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분석결과 비고
할인율 5.5% 사회적 할인율 기준

기준년도 2015년 사업타당성 분석 실시일의 전년도 말 기준
목표년도 2020년 준공 목표년도
운영기간 30년 2020년 ~ 2049년

총사회적 비용 106,125백만원 사업비 및 30년 운영비용의 현재가치
총사회적 편익 168,972백만원 WTP 3,151원, 현재가치 기준

분석
결과

BC Ratio 1.592 BC Ratio 1.592 > 1.000
NPV 62,847백만원 NPV 62,847 > 0
IRR 17.2% IRR 17.2% > 5.5%

[표 5-6] 해양구조훈련센터 경제성 분석 결과

주 : 사회적 할인율 5.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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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비 증액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성 분석
∘ 본 과제는 기획연구 단계로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정확한 운영비를 추정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국내에는 해양구조 전문 훈련센터의 운영사례가 없어서 신규 시
설운영 시 예상보다 많은 운영비 증액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이에 해양구조 훈련센터 운영 시, 기준계획 대비 30%의 운영비 증가요소가 있다는 시
나리오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 해양구조 훈련센터의 운영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건물유지관리비, 장비유지관리비, 
운영예비비로 구성되며, 각 세부비용에 모두 30%의 비용증가를 가정하고 조성기간 및 
운영기간(30년) 기간의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결과 본 사업의 사회적 편익은 현재가치 기준 168,972백만 원이며, 기준 사업비 
대비 증액된 운영비를 포함한 총 사회적 비용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126,103백만 원으로 
추정된다.
∘ 비용편익분석(BC) 결과 1.340, 순현재가치(NPV) 42,870백만 원, 내부수익률(IRR) 
13.8%로 각 분석결과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분석결과 비고
할인율 5.5% 사회적 할인율 기준

기준년도 2015년 사업타당성 분석 실시일의 전년도 말 기준
목표년도 2020년 준공 목표년도
운영기간 30년 2020년 ~ 2049년

총사회적 비용 126,103백만원 사업비 및 30년 운영비용의 현재가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0% 증액 적용)

총사회적 편익 168,972백만원 WTP 3,151원, 현재가치 기준

분석
결과

BC Ratio 1.340 BC Ratio 1.340 > 1.000
NPV 42,870백만원 NPV 42,870 > 0
IRR 13.8% IRR 13.8% > 5.5%

[표 5-7] 해양구조 훈련센터 운영비 증액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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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가. 분석 개요
∘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을 분석 및 제시하였다.
∘ 경제성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효과를 편익 또는 비용으로 계량화하여 비
용-편익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는 한편, 정책성 평가는 사업 시행으로 인
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 중에서 계량화하여 편익/비용 틀 속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사
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이다.
∘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포함해야 할 평가항목은 모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
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기본 평가항목은 제한된 공공예산을 투입할 때 평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평가항
목에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하는 기본 평가항목이다.
∘ 기본 평가항목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으로 구성된다.
∘ 사업특수 평가항목은 해양구조훈련센터 사업을 평가하는데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평가항목으로 본 분석에서는 국가 해양재난 대응능력 발전기여, 국가 해양산업 발전기여 
정도를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분류 세부 검토내용

기본
평가항목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사업의 준비정도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재원조달 가능성
∙ 환경성
∙ 기술적 타당성

사업특수
평가항목 해양기여도 ∙ 국가 해양재난 대응능력 발전기여

∙ 국가 해양산업 발전기여

[표 5-8] 해양구조훈련센터 정책적 분석 개요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09).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제5판)
주 : 지역균형개발 항목은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아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으며, 훈련센터 특성을 고

려하여 기술적 타당성 항목을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에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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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법뿐만 아니라 상위계획과
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위계획은 대부분 20년(적게는 10년) 정도의 장기계획
으로, 개별사업들의 목적과 내용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바탕 해야 한다.
∘ 만일 상위계획의 내용과 사업이 목적이 연관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개발사업의 추진은 
정부의 정책달성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추진되는 것 자체에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유발하기도 한다.
∘ 이에 해당사업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또는 일치성을 검토하는 것을 사업추진의 타당
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해군 등 국가기관 이외 기관의 기술, 장비 및 훈련시설 등 총체적 부실하다.
∘ 이상과 같이 국내 정책과의 적합성 검토 결과 해양구조훈련센터에 대한 관련 부처 및 
사회적 요구는 매우 높은 상황이나, 관련 정책은 저조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2014년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진상조사 결과와 2014년 
해양수산부의 ‘심해사고 대응력 강화 대책’ 에서 작성된 ‘심해잠수 교육시설 구축’에 관
한 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면서도 민간 잠수산업(Commercial Diving)에 대한 산업적, 
기술적 정책이 부족하며, 세월호 실종자 구조와 시신 수습에 투입된 잠수 자격의 혼란과 
보수 등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따라서 정부는 심해잠수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잠수 전문인력 육성과 평시에 해양개발산업과 연계한 수중산업 환
경 개선을 위해 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하고자 한다.
∘ 이에 해양구조훈련센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추진의지 및 선호도는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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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준비정도
∘ 해당 사업의 준비 정도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 인력 및 재원의 투입 정도 
등 사업추진의 구체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업의 준비 정도가 높을수록 사업의 목적 등이 정책방향과 부합하고 해당 사업에 대
한 높은 추진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심해잠수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세부과제 2)을 통해 해양구조훈련센터 건립
을 위한 기본방향, 비전 및 목표, 공간구상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 해양구조훈련센터는 해양구조 전문인력 육성・관리와 해양개발산업의 심해 엔지니어 
기반체계 구축・운영을 목표로 Master Diver, 포화잠수사, 1급/2급 잠수사 등 장기적으
로 심해잠수 전문인력 2,000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 이를 위해 IMCA/ADCI 회원학교 Certification 발급과 기술인력 집단체계 관리운영 계
획을 수립하였으며, Hyperbaric 고압/저압 환경의 Test 국가 인증기관 운영, 국립 해양
안전재난구조 컨설팅 전담기관 운영 및 잠수병 환자 응급조치와 1차 치료지원 전담기관 
운영을 위한 설립계획을 수립하였다.
∘ 해양구조훈련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계획으로 잠수인력양성부, 국립고압시험
부, 국립컨설팅부 및 잠수의학지원부 등 총 35명의 인력계획을 수립하였다.
∘ 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대상지는 건립계획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제시
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다.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 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총 사업비 규모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490억 원
으로 추정되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은 연간 60억 원으로 추정된다.
∘ 해양구조훈련센터는 국내 유일의 심해잠수 관련 전담 잠수인력 양성 및 잠수 장비 인
증기관으로 국가 해양재난을 대비하고 국가 해양개발산업 및 심해잠수산업 발전을 도모
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해양구조훈련시설로 사업비를 포함한 총 소요재원은 국고(100%) 
예산을 활용하여 조달되어야 한다.
∘ 기획재정부의 2015년~201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공공질서・안전분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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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7년 18.1조원, 2018년 18.8조원 및 2019년 19.4조원의 예산지출이 계획되어 있
다. 
∘ 2017년부터 조성되는 해양구조훈련센터 사업비는 2017년~2019년 공공질서・안전분
야 전체 예산의 0.08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합계 해양
산업

해양
환경

국제
원양

수산
정책

어업
자원

어촌
양식

해운
물류

해사
안전 항만 기타

예산 13,040 944 287 101 2,899 1,398 3,042 1,556 279 2,351 183
비율 100 7.3 2.2 0.8 22.2 10.7 23.3 11.9 2.2 18.0 1.4

[표 5-9] 해양수산부 2016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

자료 : 해양수산부(2016). 2016년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증가율
총지출 375.4 386.7 396.7 406.2 416.0 2.6

공공질서・안전 16.9 17.5 18.1 18.8 19.4 3.5

[표 5-10] 2015년 ~ 201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단위 : 조원, %

자료 : 기획재정부(2015).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연도별 사업비 0 0 2,585 14,230 32,218 49,033

국가재정 대비 비율 0 0 0.014% 0.076% 0.166% 0.087%

[표 5-11] 해양구조훈련센터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2) 환경성 평가
∘ 환경성 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인 평가와 함께 해당지역 주민들에 의한 
민원발생 여부 등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현재 수립된 제2과제 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운영계획상 해양구조훈련센터 건립 대
상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환경성 평가에 제약이 있다.
∘ 시설 건립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적 피해는 대부분 건설을 통해 발생되는 일반적인 문
제로, 이에 대한 저감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으로 예상이 가능한 사안들이며, 따라서 각 
항목에 대응하는 적절한 저감대책을 충실히 수립・이행한다면 환경적 위험요인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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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해양안전을 위한 심해잠수훈련기관으로써 시설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
다.

3) 기술적 타당성
∘ Hyperbaric Diving System 도입을 통해 낮은 수심의 SCUBA Diving에서 SSDS(표면
공급잠수), Saturation Diving(포화잠수)에 적용되는 생체물리학적인 산소고압 환경의 
잠수기술 확보가 가능하다.
∘ 또한 잠수자격의 교육훈련과 Certification 장비뿐만 아니라 R&D 장비와 상용장비에 
대한 고압/저압 환경의 TEST(시험평가)장비, 잠수병 질환자 응급조치 및 1차 치료지원
장비로 수압과 관련된 물리학적 장비로써 관련 기술 확보가 용이하다.
∘ Hyperbaric Diving System은 국가인증(KS, KR, Lioyd) 장비로서 잠수사 생명 안전을 
지원하는 Life Support, 수중장비, 케이블, 잠수정, ROV, 배터리, 각종 밸브 등 대한 압
력 Test 검증과 항공기 부품, 연료 탱크, 배터리 케이스 등에 대한 저압/고공 시험평가
(심해 8,000미터, 고공 55,000피트)에 적용 가능하다.

라. 해양 기여도
1) 국가 해양재난 대응능력 발전기여
∘ 해양구조훈련센터 건립 및 운영을 통해 심해잠수 전문인력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용되
는(IMCA, ADCI 등) 잠수사 자격증 제도가 신설되어 국제적 수준을 갖춘 전문인력이 
양성되며,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중 고압환경의 전문 기술인력 구축을 통해 유사 시 국가 수요에 부응하여 심해잠수 
능력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심해잠수 기술 및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문인력
이 양성되며, 잠수병 응급지원 사업을 통해 잠수병 질환자 응급조치 및 1차 치료지원 
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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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해양산업 발전기여
∘ 해양구조훈련센터 내 고압/저압 환경의 시험평가(TEST) 국가 인증 기관 운영을 통해 
수중 및 항공우주 R&D 장비 시험평가와 인증 등 산업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 수심 100미터 이상의 심해 엔지니어 육성 및 관리와 국제 자격의 상용성 경쟁체계 구
축 등을 통해 국내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4. 재무적 타당성 분석

가.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해양구조 연구센터 조성사업은 그 파급효과가 전 국민
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국가적인 관점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즉 경제성 분석을 주된 평
가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 사업타당성조사에 있어서 재무성 분석은 재정부담의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자체의 
재무적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주체의 관점에서 시
행하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 즉 재무성 분석 또한 부차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 재무성 분석은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미래의 현금유입(cash inflow)과 현금유출
(cash outflow) 및 최초 자본투자(initial investment outlay)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재
무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개별사업자의 입장이 아닌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여 사회적 순현재가치(NPV)를 측정하는 경제성 분
석과 구분된다.
∘ 재무성 분석은 잠재가격으로 평가되는 경제성 분석과는 달리 시장가격을 적용하며, 세
금, 이자비용 등 이전지출을 포함한 실질 현금유출입을 기준으로 하며, 시장이자율 및 
사업 위험 등을 고려한 재무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분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분석목표 사회적 순현재가치의 측정 재무적 순현재가치 측정
분석관점 국가 (국민경제적 입장) 해당사업 (사업운영주체 입장)

가치평가(측정가격) 잠재가격 시장가격
평가지표 비용편익분석(B/C) 수익성지수(PI)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 재무적 할인율

세금 등 이전효과 - 실질 현금유출입 기준으로 반영

 [표 5-12] 해양구조훈련센터 경제성 분석 결과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13).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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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비용
1) 비용계획
① 사업비
∘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사업비는 제세공과 및 부가가치세 등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총 55,323백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부지매입비 0 1,362 0 0 1,362
건축공사비 0 0 6,155 7,553 13,709

설계비 0 556 0 0 556
감리비 0 7 40 92 139

조사 및 용역비 0 437 0 0 437
장비 및 설비비 0 0 6,807 21,793 28,600

예비비 0 223 1,228 2,779 4,230
제세공과 0　 0　 596 1,350 1,946

부가가치세 0 100 1,300 2,944 4,344
합계 0 2,685 16,126 36,511 55,323

 [표 5-13]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제세공과 : 건축물, 장비 및 설비비 취득세 기준
부가가치세 :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조사 및 용역비, 장비 및 설비비 대비 10%

② 운영비 종합
∘ 인건비,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 경제성 분석에 적용된 비용과 
동일하게 5,988백만 원을 적용하였다.

구분 운영비 비고
인건비 1,338,480 35명 기준, 급여,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 포함

일반운영비 1,800,000 교수인건비, 교보재비용 등
건물유지관리비 627,849 건축물 대비 3.5%
장비유지관리비 840,000 장비비 대비 3.0%

운영예비비 1,381,899 운영비 대비 30%
운영비 계 5,988,228 재투자비를 제외한 연간 운영비 기준

 [표 5-14] 연간 운영비 종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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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매출
∘ 해양구조 훈련센터 운영을 통한 연간 매출 계획은 제2과제 연구기관인 한국잠수산업
연구원에서 추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 해양구조훈련센터 운영을 통해 국제인증잠수자격 Certification사업, 잠수질환 응급지원 
사업, 고압/저압 Hypeerbaric사업 등 8개 분야에 대한 해양안전・구조사업 운영이 가능
하며, 이를 통한 연간 매출규모는 총 5,630백만 원으로 추정된다.
∘ 해양구조 훈련센터 개소 후 해양안전 구조사업 운영 사업이 연차적으로 발전하면서 5
년차부터 5,630백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분 수익예측 비고
① 국제인증잠수자격 
Certification사업 580 잠수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사업
② 잠수질환 응급지원 사업 50 잠수병 질환 1차 응급 치료
③ 고압/저압 Hyperbaric Test 사업 750 국내업체 및 군 장비 시험평가 등
④ 해양재난구조 컨설팅 사업 1,500 해양재난구조 컨설팅사업 등
⑤ 고압 Certification 사업(KS) 1,600 수중, 항공, 선박 등 검사인증
⑥ 민․관․군 Salvage 순회교육 사업 0 순회교육 봉사
⑦ 수중근로자DB자동화사업 350 자격유지 보습교육사업 등
⑧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800 R&D개발사업 등
계 5,630

 [표 5-15] 해양구조훈련센터 운영매출 계획
단위 : 백만원

자료 : 세부과제 2 보고서 (p. 231~239 참조)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① 국제인증잠수자격 
Certification사업 200 200 400 400 580
② 잠수질환 응급지원 사업 10 10 20 20 50
③ 고압/저압 Hyperbaric Test 사업 300 500 1000 1200 750
④ 해양재난구조 컨설팅 사업 100 100 1000 1000 1,500
⑤ 고압 Certification 사업(KS) 0 750 1000 1000 1,600
⑥ 민․관․군 Salvage 순회교육 사업 0 0 0 0 0
⑦ 수중근로자DB자동화사업 100 100 200 300 350
⑧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0 500 500 500 800
계 710 2,160 4,120 4,420 5,630

 [표 5-16] 해양구조훈련센터 운영매출 계획
단위 : 백만원

자료 : 세부과제 2 보고서 (p. 2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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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
1) 연도별 현금흐름
∘ 해양구조훈련센터의 연도별 매출 및 비용에 대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할인율 수익 비용 편익-비용
불변가 현재가치 불변가 현재가치 불변가 현재가치

2015년 0.948 　0 0 0 0 0 0
2016년 0.898 　0 0 0 0 0 0
2017년 0.852 　0 0 2,685 2,287 -2,685 -2,287
2018년 0.807 　0 0 16,126 13,018 -16,126 -13,018
2019년 0.765 　0 0 36,511 27,936 -36,511 -27,936
2020년 0.725 710 515 5,988 4,343 -5,278 -3,828
2021년 0.687 2,160 1,485 5,988 4,117 -3,828 -2,632
2022년 0.652 4,120 2,685 5,988 3,902 -1,868 -1,217
2023년 0.618 4,420 2,730 5,988 3,699 -1,568 -969
2024년 0.585 5,630 3,296 6,588 3,857 -958 -561
2025년 0.555 5,630 3,124 5,988 3,323 -358 -199
2026년 0.526 5,630 2,961 5,988 3,150 -358 -188
2027년 0.499 5,630 2,807 5,988 2,985 -358 -179
2028년 0.473 5,630 2,661 5,988 2,830 -358 -169
2029년 0.448 5,630 2,522 6,588 2,951 -958 -429
2030년 0.425 5,630 2,390 5,988 2,542 -358 -152
2031년 0.402 5,630 2,266 5,988 2,410 -358 -144
2032년 0.381 5,630 2,148 5,988 2,284 -358 -137
2033년 0.362 5,630 2,036 5,988 2,165 -358 -130
2034년 0.343 5,630 1,930 6,588 2,258 -958 -328
2035년 0.325 5,630 1,829 5,988 1,945 -358 -116
2036년 0.308 5,630 1,734 5,988 1,844 -358 -110
2037년 0.292 5,630 1,643 5,988 1,748 -358 -105
2038년 0.277 5,630 1,558 5,988 1,657 -358 -99
2039년 0.262 5,630 1,476 6,588 1,728 -958 -251
2040년 0.249 5,630 1,399 5,988 1,488 -358 -89
2041년 0.236 5,630 1,326 5,988 1,411 -358 -84
2042년 0.223 5,630 1,257 5,988 1,337 -358 -80
2043년 0.212 5,630 1,192 5,988 1,268 -358 -76
2044년 0.201 5,630 1,130 6,588 1,322 -958 -192
2045년 0.190 5,630 1,071 5,988 1,139 -358 -68
2046년 0.180 5,630 1,015 5,988 1,079 -358 -65
2047년 0.171 5,630 962 5,988 1,023 -358 -61
2048년 0.162 5,630 912 5,988 970 -358 -58
2049년 0.154 5,630 864 6,588 1,011 -958 -147

합계 - 157,790 54,922 238,570 111,027 -80,780 -56,104

 [표 5-17] 연차별 매출 및 비용의 현금흐름(주 : 사회적 할인율 5.5% 기준)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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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 준 정부기관의 운영주체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해양구조훈련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 본 타당성 분석의 분석기간은 조성기간과 운영기간(30년)을 포함한 2017년~2049년이
며, 각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는 사업성분석이 시행되는 전년도인 2015년을 기준이다.
∘ 경제성 분석을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제5판) (한국개발연구원, 2009)에서 제시한 5.5%를 적용하였다.
∘ 사업추진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은 사업조성을 위한 초기사업비와 운영기간 동안 발생
될 운영비용으로 구성되며, 총비용은 현재가치 기준 111,027백만 원으로 추정가능하다.
∘ 해양구조훈련센터 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총 매출은 5,678백만 원이며, 사업 운영기간
(30년) 운영을 통한 총 매출은 현재가치 기준 54,922백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 수익성분석(PI Ratio) 결과 0.495, 순현재가치(NPV) -56,104백만 원으로 각 분석결
과 모두 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해양구조훈련센터는 해난사고에 대비하는 국민안전을 위한 기반시설로 재무적 타당성 외 
국가 사회적 관점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등을 포함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구분 분석결과 비고
할인율 5.5% 사회적 할인율 기준 적용

기준년도 2015년 사업타당성 분석 실시일의 전년도 말 기준
목표년도 2020년 준공 목표년도
운영기간 30년 2020년 ~ 2049년
총 매출 54,922백만 원 사업비 및 30년 운영 매출의 현재가치
총 비용 111,027백만 원 사업비 및 운영기간 총 운영비용

분석
결과

수익성지수
(PI Ratio) 0.495 PI Ratio 0.518 < 1.000
순현재가치

(NPV) -56,104백만 원 NPV -51,203 < 0
내부수익률

(IRR) - 운영손실로 내부수익률이 도출되지 않음

 [표 5-18] 해양구조훈련센터 재무성 분석 결과

주 : 사회적 할인율 5.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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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분석

가. AHP 평가 개요
1) 평가대상
∘ 본 AHP 분석의 평가대상인 제2과제 해양구조훈련센터는 개발 연면적 6,265㎡, 예상 
사업비 49,032백만 원 규모로 계획되었다.
∘ 평가대상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는 비용편익분석(BC) 1.592, 순현재가치(NPV) 
62,847백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주요사항
사업규모 ∙ 부지면적 10,000㎡ / 연면적 6,265㎡
총 사업비 ∙ 49,032백만 원

경제성 분석 결과 ∙ 비용편익분석(BC) 1.592 / 순현재가치 62,847백만 원

[표 5-19] 해양구조훈련센터 개요

자료 : 경제성분석 결과 참고

2) 조사 대상 집단
∘ 전문성, 공공성 등을 바탕으로 해양구조 관련 전문가인 해군/해경/유관기관 전문가, 관
련산업 및 협회 전문가, 관련 분야 교수 및 연구진으로 구성된 총 24명의 평가자를 대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환류과정을 거치면서 응답 비일관도지수 0.15를 초과하는 평가자를 제외하여 총 10명
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구분 총 평가자유효샘플 비고(전공 분야)

해군/해경/유관기관 8 3
국방부, 해군, 해안경비안전센터 등(북한학, 군사전략, 
잠수실무, 잠수과학기술, 국제협력안보, 해사법학, 해
양군사학 등)

관련산업 및 협회 7 4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등(해사안전환경, 수산물리학, 
정치학, 외교학, 컴퓨터과학, 선박해양공학, 잠수실무)

관련분야 교수 3 1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수중고고학, 국가
안보정책, 해양잠수)

연구진 6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해양물리, 잠수실무, 수중음향
학, 안보과정)

합계 24 10

[표 5-20] 평가 조사 대상 집단 현황

주 : 외부 자문위원 대상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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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항목 가중치 산정
1) 제1계층 가중치
∘ 사전 가중치 범위 제시
·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등 제1계층의 가중치 산정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 2014)에서 제시하는 사전 가중치 산정범위를 평가자에게 제시하여 개방
형으로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0.300 ~ 0.500 0.500 ~ 0.700

[표 5-21] 제1계층 사전 가중치 제시 범위

자료 : 기획재정부(2014).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타 재정사업 기준 적용)

∘ 가중치 측정 결과
· 평가자 조사 결과 해양구조훈련센터 타당성 조사를 위한 평가항목 중 제1계층 가중치
는 ‘경제성 분석’ 0.395, ‘정책적 분석’ 0.605으로 정책적 분석 부문에 가중치를 우선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0.395 0.605

[표 5-22] 제1계층 가중치 측정 결과

주 : 비일관도지수 0.15 이하 샘플 10개 기준

2) 제2계층 가중치
∘ 정책적 분석의 하위계층 평가항목을 위해 9점 척도를 기본형으로 사용하여 각 항목별
로 쌍대비교를 실시하였다.
∘ 제2계층 가중치 평가 결과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가 0.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해양기여도’ 0.332,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0.123 순으로 조사되었다.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해양
기여도

0.545 0.123 0.332

[표 5-23] 정책적 분석의 제2계층 가중치 측정 결과

주 : 비일관도지수 0.15 이하 샘플 10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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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계층 가중치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가중치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평가항목에서는 ‘사업추진의지’가 0.456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 일치성’ 0.296, ‘사업 준비정도’ 0.248 순이다. 

사업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 일치성 사업 준비정도

0.456 0.296 0.248

[표 5-24]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의 제3계층 가중치 측정 결과

주 : 비일관도지수 0.15 이하 샘플 10개 기준

∘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가중치
·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평가항목에서는 ‘재원조달 가능성’이 0.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기술적 타당성’ 0.429, ‘환경성 평가’ 0.165 순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은 조사대상의 특성을 고려 시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평가항목
의 하위계층에 대한 가중치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기술적 타당성
0.407 0.165 0.429

[표 5-25] 사업추진상 위험요인의 제3계층 가중치 측정 결과

주 : 비일관도지수 0.15 이하 샘플 10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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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기여도 가중치
· 해양 기여도인 평가항목에서는 ‘국가 해양재난 대응능력 발전기여’가 0.585로 ‘국가 
해양산업 발전기여’ 0.415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해양구조훈련센터의 주요 기능 
중 해양재난 대응능력 발전에 기여 정도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 해양재난 대응능력 발전기여 국가 해양산업 발전기여
0.585 0.415

[표 5-26] 해양 기여도의 제3계층 가중치 측정 결과

주 : 비일관도지수 0.15 이하 샘플 10개 기준

4)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 종합
∘ 해양구조훈련센터에 대한 AHP 응답결과 평가자들이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가
중치는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가중치 (Weight)
경제성 분석 0.395
정책적 분석 0.605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0.545
사업추진의지 0.456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 일치성 0.296
사업 준비정도 0.248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0.123
재원조달 가능성 0.407
환경성 평가 0.165
기술적 타당성 0.429

해양 기여도 0.332
국민 해양안전 인식 확산 0.585
국가 해양산업 발전기여도 0.415

[표 5-27]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 측정 결과

주 : 비일관도지수 0.15 이하 샘플 10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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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안간 선호도 및 종합점수 산정
1) 경제성 분석 평가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와 같이 계량화 되어 나온 결과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2009)의 예비타
당성조사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준하여 평가자의 응답결과와 상관없이 표준점수 전환식을 
통하여 일관된 결과치를 반영하였다.
∘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 비율(BC)은 1.592이었으므로, AHP 표준점수 3.379로 환
산하여 종합 점수에 적용하였다.

구분 비용편익비율 AHP 표준점수
경제성 분석 1.592 3.379

[표 5-28] 경제성 분석 결과 표준점수 전환(전체)

주 : BC비율 표준점수 전환 = 5.11532 x ln(BC비율) + 1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09).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2) AHP 평가결과 종합
∘ AHP 응답결과 평가자들이 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사업시행 또는 미시
행 평가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자 비일관도 지수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평가자 3 0.054 0.824 0.176
평가자 5 0.118 0.476 0.524
평가자 7 0.059 0.795 0.205
평가자 9 0.103 0.818 0.182
평가자 10 0.000 0.819 0.181
평가자 12 0.132 0.804 0.196
평가자 16 0.036 0.756 0.244
평가자 17 0.000 0.699 0.301
평가자 18 0.134 0.731 0.269
평가자 23 0.000 0.737 0.263

[표 5-29] 경제성 분석 결과 표준점수 전환(평가자 별)

주 : 비일관도지수 0.15 이하 샘플 10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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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합판단
1) 판단기준
∘ AHP 분석을 통해 도출된 종합평점을 근거로 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운영 계획에 대
한 ‘사업시행’과 ‘사업 미시행’대안 간 최종적 결론을 도출한다.
∘ 종합평점 결과 평가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AHP 평점이 0.50보다 높은지 여부에 
따라 평가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을 도출하며, 평가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
나, ‘사업시행’과 ‘사업 미시행’ 대안 간 차이가 미세할 경우 다음의 평가지표에 따라 정
책적 제언 결론을 도출한다.

종합평점
시행:미시행 AHP < 0.45 0.45 ≤ AHP ≤ 

0.50
0.50 ≤ AHP ≤ 

0.55 0.55 ≤ AHP
100% : 0% - - 타당성 있음 타당성 있음
75% : 25% FeedBack 아주 신중 약간 신중 타당성 있음

50% : 50%
AHP<0.42
타당성 없음
AHP>0.42
약간 신중

신중 신중
AHP>0.58
타당성 있음
AHP<0.58
약간 신중

25% : 75% 타당성 없음 약간 신중 아주 신중 FeedBack
0% : 100% 타당성 없음 타당성 없음 - -

[표 5-30]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평점에 따른 결론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0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 보완 연구(제5판)
주 : 1) ‘시행 : 미시행’은 사업시행 평가자 수와 사업 미시행 평가자 수의 비율을 나타냄
     2)  AHP는 사업시행 대안의 AHP 종합점수를 나타냄

2) 종합평가
∘ 각 평가자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평가자 10명 중 9명(90.0%)이 사업 시행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시행 평가점수는 0.746로 분석되었다.
∘ 분석결과를 평가기준 표와 비교 시 ‘타당성 있음’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운영 계획은 사업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사업시행 사업 미시행 검토의견
의견일치도 9 1 일치도 90.0% = 타당성 있음
종합평점 0.746 0.254 AHP평점 0.746 = 타당성 있음

[표 5-31] AHP평가 종합

주 : 비일관도지수 0.15 이하 샘플 10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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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장기 단계별 계획

1. 중장기 단계별 계획

∘ (가칭)해양구조연구센터 및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을 위하여 단계별 추진 방향 
수립

가.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제안 배경 : 구조기획 선행 연구 및 성과물에 대한 2개 단계별 추진의 필요성 대두
∘ 필요성 : 성과물에 대한 2017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가능하나, 2018년으로 연기 시 
세월호 특위의 후속사업 추진 필요
∘ 추진 방향 : 예산 반영 일정 고려 2개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나. 1단계 방안(2019년 착공 시)
∘ 목표 : (가칭)해양구조훈련/연구센터 설립 준비를 위해 테스트베드 전담반 운영하여 착
공을 위한 사전 준비 및 구체화된 사업 추진
∘ 2018년 : 착공을 위한 구제척인 준비기간
∘ 임무 및 역할 : 심해잠수체계구축 로드맵 제시, 필수 장비 및 실시설계 시행하며, 주관
부서와 상시 협의하며 로드맵과 세부일정에 따라 추진
∘ 과업
․ 성과물 1 : 도입 장비/시스템의 규격화와 사업 전산화 목록 List Up
    (최종 장비 선정 및 부지 최종 선정)
․ 성과물 2 : 세부적인 부대설비 실시설계 구체화 및 설계도면 제작 
․ 성과물 3 : 테스트베드 운영 요원 배치 및 사업 추진



152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획 연구

․ 성과물 4 : 국가기술자격제도 법제화 및 운영규정 설치 사업 추진
․ 성과물 5 : 심해잠수체계구축 Master Plan과 Road Map에 따라 추진
․ 후보 부지 : 경기도 안산, 부산 영도구, 전남 여수(해양경비안전교육원)
  ※  경기도 안산 : 신설 예정인 해양안전체험센터등과 연계, 부산 영도구 : KIOST 신
청사와 연계, 전남 여수 : 기존 시설에 추가하여 신설 가능

다. 2단계 방안
∘ 목표 : (가칭)해양구조연구센터 및 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을 위하여 단계별 추진 방향 수립

1) 목적과 전략
∘ 유사시에 즉각 대응하는 평시의 산업잠수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기관
∘ 해난사고 교훈과 문제점을 지속 발전 및 개선하기 위한 R&D 전문연구 기관
∘ 보유한 Hyperbaric 시스템을 이용한 수중산업 전담기관
∘ 전문인력을 활용한 정부 정책 지원 전담기관
∘ 2019년~2020년 : 착공(장비  도입 및 건물 건축)
․ 장비 도입 : 심해모의훈련장(DDSS, TUP). IMCA/ADCI Certification 교보재
․ 건물 건축 : 8,083 ㎡ (3층 건물의 훈련장과 부대 지원 설비 면적)

∘ 2021년 : 시험 평가 및 완공 
∘ 중점 과업 : Hyperbaric System 시험평가 및 완공
∘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 수익사업 규모 : 2022년부터 평균 30억 원 규모(예상)

․ 국제인증잠수자격 Certification 사업 (규모 : 5.8억 원)
․ 잠수질환 응급지원 사업 (규모 : 0.5억 원)
․ 고압/저압 Hyperbaric Test 사업 (규모 : 7.5억 원)
․ 해양재난구조 컨설팅 사업 (규모 : 15.0억 원) 
․ 고압 Certification 사업(KS) (규모 : 16.0억 원)
․ 민․관․군 Salvage 순회교육 사업 순회교육 (순회 봉사)
․ 수중근로자 DB 자동화 사업 (규모 : 3.5억 원)
․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규모 : 8.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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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해양구조연구센터 조직 구성(안)

[그림 6-2] 해양구조훈련센터 조직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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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심해구조 능력 확보를 위한 Needs 분석

1. 현재 해양구조 시스템 고찰

가. 제도 측면(Process Area)
∘ 해양 구조·구난 관련 법령은 수난에 처한 사람과 선박 등의 구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과 법 시행을 위한 수상에서의 수색∙구
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세부 규정을 명기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된다(표 6-1).

구분 법령 특   징 시행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수상구조법)

법    률 
제13440호 2016년01월25일

령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상구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30호 2016년01월25일

규칙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총 리 령 
제1244호 2016년01월25일

[표 6-1] 해양 구조·구난 관련 법령

∘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법률은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
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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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법률 외에 해양 선박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014.12.31.)이 있으며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규
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 되는 경우로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
․ 선박(여객선과 어선을 포함한다)이 충돌, 접촉, 좌초, 침몰, 화재 및 폭발 등으로 대규
모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유조선, 케미컬 운반선, LPG 운반선 등 위험물 운송선박에 적재된 화물 등의 폭발·화
재 등으로 선박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의 해양 선박사고로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재난

∘ 내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에 대한 본부 각 부서, 소
속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위기관리 활동
∘ 해양 선박사고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 전개되거나 전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매뉴
얼 및 대규모 해양오염 표준매뉴얼 중 어느 매뉴얼을 적용할 것인지와, 통합 중앙사고수
습본부의 설치·운영 여부 등은 자체위기평가회의(상황판단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어선 사고의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는 사고 주관부서 담당과장이 수행하고, 세부위기
관리활동은 어선의 등록·면허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체계 유지의 중요
성을 고려하여 해당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조직(인력) 측면(Human Resource Area)
∘ 현재의 해양 구조 조직은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산하기관인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국
방부 산하의 해군 해난구조대가 있다(그림 6-3).
∘ 2016년부터 해군 포화잠수훈련장을 활용하여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잠수 인력 양
성 중이며, 민간잠수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민간 잠수인력 DB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16년 말 95명 ⇒ 중장기적 569명 확충 계획
∘ 해군 해난구조대는 인력·장비·훈련 등 해양 구조·구난 분야의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
춘 조직이나 군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해군 작전 및 국가적 재난 시에 운용되고 있다.
∘ 국가기관 외 민간단체와 교육기관은 초급인력의 양성이나 기초 수준의 잠수자격시험의 
대행 등을 위주로 운용되며, 해양사고에 대응할 인적자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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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해양 구조·구난 관련 조직
다. 장비 측면(Product Area)

∘ 해양 구조·구난 장비는 잠수용 장비, 심해작업용 로봇 그리고 심해잠수정이며, 군, 연
구원, 대학, 기업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다.
∘ 해군 해난구조대는 인력·장비·훈련 등 해양 구조·구난 분야의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
춘 조직이나 군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해군 작전 및 국가적 재난 시 사용되고 있다.

라. 기술 측면(Skill Area)
∘ 스쿠버 잠수는 레저·스포츠용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해양 구조·구난 분야에 필요한 
SSDS(표면공기공급잠수)와 포화잠수는 수중공사, 채취형 어업 등의 특수 분야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 특히 포화잠수는 고도의 훈련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며, 해군에서는 포화잠수 훈련을 
해외(프랑스) 위탁 훈련과 군(해군 해난구조대) 자체 훈련 과정을 수립하여 실시되고 
있다.
∘ 해양 구조·구난에 필수적인 잠수 기술인 포화잠수의 기술 수준은 세계최고 수준이나 
군사용에 국한되어 있으며, 포화잠수 기술을 보유한 잠수사의 인원 비율은 매우 낮다
  ※ 세부과제3 설문 결과 : 잠수사(SCUBA, SSDS, 포화) 150명 중 9명, 6%
∘ 군을 제외한 다른 기관의 포화잠수는 기술과 장비, 훈련 시설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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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해양구조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

가. 조직 측면 취약점
1) 해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심해 잠수 인력 및 장비 의존성
∘ 대형선박재난 발생 시 심해 구조·구난은 유용한 인력과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해군 해
난구조대의 투입이 현재로서는 필요한 상황이다.
∘ 해경의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심해 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
지는 인력 및 장비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대형선박재난 발생 시 심해 구조·구난에서 해군의 역할이 중요
하지만, 국방임무에 제한적이므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경 또는 민간 기관
에서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나. 심해 전문 해양 구조·구난 담당 조직 부재
∘ 구조·구난 조직은 심해는 물론 수상구조, 천해구조 등 해양 사고 전체를 대응하는 형
태이다.
∘ 심해 구조·구난은 수상구조나 천해구조 등과는 달리 고도의 훈련된 전문인력과 첨단장
비가 필요한 분야이며, 따라서 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

다. 관련 민간 기관/단체의 육성 및 관리 미흡
∘ 심해 구조·구난은 다양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므로 기술과 경험의 축적
이 매우 중요하다.
∘ 또한 심해 구조·구난은 수상구조나 천해구조 보다 더 많은 인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 관련 민간 기관/단체의 협력이 중요하다.
∘ 따라서 관련 민간 기관/단체의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여 심해 해난사고 발생 시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라. 장비 측면 취약점
1) 기존 장비 네트워킹 부재
∘ 구조·구난 장비가 각 기관이나 단체에 구비되어 있으나 상호 교류 부재로 효율적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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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고가의 구조·구난 장비인 SSDS 장비, 포화잠수
장비, 심해 작업용 로봇, 심해잠수정 등은 다수의 기관이나 단체가 보유하지 못하고 군
과 해경 등 특수 조직과 일부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다.  
∘ 따라서 보유가 제한적으로 판단되는 구조·구난 장비는 보유 현황이 공개되어 필요시 
공유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구축할 필요성가 있다.
∘ 2014년 해양수산부에서 연구용역으로 장비 목록 및 분류 네트워킹으로 완성되었으며, 
현재 해수부, 해군, 해경, 선박플랜트, 구조협회 등에서 활용 중에 있다.

2) 심해용 특수 장비 부족
∘ 심해 구조·구난을 위한 특수 장비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심해 구조·구난을 위해서는 
심해용 특수 장비가 필수적이다.
∘ 심해 구조·구난에 필요한 특수장비는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구비할 필요가 있다.

3) 신규 장비 개발 미흡
∘ 심해 구조·구난을 위해서는 다양한 특수 장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1차적으로는 해
양 구조·구난 선진국의 심해 구조·구난용 장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는 해양 구조·구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심해 구조·구난 장비를 자체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해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특화된 심해 구조·구난 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4) 심해 구조·구난용 훈련장비 부재
∘ 심해 구조·구난을 위해서는 구조·구난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도 필요하지만 심해 구조·
구난의 인적 자원 육성과 기술 개발을 위한 훈련장비도 필요하다.
∘ 하지만 심해 구조·구난용 훈련장비는 군(해군 해난구조대)을 제외하면 모든 조직에서 
보유하지 못한다.
∘ 따라서 심해 구조·구난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훈련 시설 및 장비를 구
축하고 구조·구난 조직과 기관 그리고 단체가 이를 활용토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159 제6장 중장기 로드맵 설정  

마. 기술 측면 취약점
1) 군과 민간의 기술 격차
∘ 군(해군 해난구조대)과 그 외 조직, 기관, 단체의 기술 격차가 매우 크며, 이러한 상황
은 심해 구조·구난 시 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이다.
∘ 따라서 군(해군 해난구조대)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 기관, 단체의 지
원과 육성이 필요하다.

바. 국가기관 훈련 여력 미흡
∘ 심해 구조·구난은 특수한 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한 인적 자원의 유지와 신규 인적 자원의 편입 필요하다.
∘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심해 구조·구난을 위한 훈련 과정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심해 
구조·구난 인적 자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군(해군 해난구조대) 수준의 훈련이 가능한 시설과 제도를 구비
하여 심해 구조·구난 인적 자원의 유지와 확충이 필요하다.

사. 민간 기관/단체의 심해 훈련 부재
∘ 민간 기관/단체의 경우 심해 훈련이 부재하여 인적 자원의 유지가 불가능하다.
∘ 민간 기관/단체의 경우 군(해군 해난구조대)에서 배출된 인적 자원을 흡수하여 제한적
인 심해 구조·구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해당 인적 자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심해 구조·구난 능력은 퇴화 되었다.
∘ 따라서 민간 기관/단체의 인적 자원에 대한 심해 훈련 지원을 통한 심해 구조·구난 능
력의 유지가 필요하다.

아. 심해 구조·구난 기술연구 부재
∘ 심해 구조·구난은 인적 자원과 장비는 더불어 특화된 기술과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심해 구조·구난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 하지만 심해 구조·구난 관련 조직, 기관, 단체는 현장 중심의 조직으로 이론적 학술적 
기술 개발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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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심해 구조·구난 관련 학술적 연구를 전담하는 조직, 기관, 단체를 육성하고 지
원하여 심해 구조·구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심해 구조·구난 관련 조직, 기관, 단체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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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해양구조 시스템의 개선 방향

∘ 분석된 현재 해양구조 시스템의 취약점과 해양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건은 아래와 같이 
매핑 되었다(그림 6-4).

[그림 6-4] 취약점과 필요조건의 매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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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핑 결과를 분석하면 프로세스 측면과 인적 자원 측면, 그리고 장비 및 기술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그림 6-5).

[그림 6-5] 도출된 개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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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도적 개선 방향
1) 해양안전 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 방식 검토
∘ 재난관리의 방식은 재난의 유형별로 접근하는 분산관리방식과 재난의 통합성의 관점에
서 접근하는 통합관리방식으로 대별된다.

 재난관리방식 내용

분산관리방식 재난의 유형별로 접근하는 관점이며 발생 원인에서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식

통합관리방식 재난관리의 종합성과 통합성의 관점에서 모든 재난을 통합 관리
하는 방식

∘ 우리나라는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다원화되고 있는 기관의 주요기능을 통합한 
국가의 통합재난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2004년 정부역사상 최초의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이 출범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다.
∘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방식은 외형적으로는 통합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처’가 출범함으로 인하여 국
가의 안전관련 행정 및 법 제도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 국민안전처가 국가 전체의 안전행정 기능에 대한 통합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경우 해양안전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로서는 해양의 공간적·물리적 특성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전제로 안전
관리 행정기능의 독자성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수중 수색·구조의 경우 그 자체의 전문성에 따른 독자성 행정이 구축될 필요가 있으
며, 통합관리방식에 따를 경우 자칫 자주 발생하는 주류의 수색·구조 행정에 매몰될 우
려가 있다.
∘ 특히, 해양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색·구조 행정 기능은 통합관리방식 보다는 전문
성과 독자성에 따른 분산관리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결론적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수상에 대한 보편적 수색·구조 활



164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획 연구

동과는 달리 수중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은 전문성과 독자성이 인정된다.
∘ 특히 수중 수색·구조 활동의 경우에는 해양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
처에서 전문적으로 분산 수행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중 수색·구조 활
동은 대비·대응 업무로 해경본부 임무에 해당된다.
∘ 재난관리방식의 장·단점 비교13)

분산관리방식 통합관리방식
성격 재난 유형별 관리 통합적 관리

관련부처 및 
기관 다수 부처 및 기관이 관련 단일부처 조정하의 소수의 부처 

및 기관만 관련
책임범위와 

부담
재난사고에 대한 관리책임 및 

부담이 분산됨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 및 

부담이 집중됨
관련부처의 
활동 범위

특정 재난에 한정되고 기관별로 
다름

모든 재난에 대한 종합적 관리 
활동과 독립적 활동이 병행됨

정보전달 
체계(지휘체계) 정보 전달체계의 다원화 정보 전달체계의 단일화

제도적 
장치(관리체계) 복잡 보다 간편

장점

- 하나의 재난을 한 부처가 지
속적으로 담당하므로 경험 축적 
및 전문성 제고가 용이
- 하나의 사안에 대한 업무의 
과다 방지

- 재난발생시 총괄적 자원동원
과 신속한 대응성 확보
- 자원봉사자 등 가용자원을 효
과적으로 활용
- 재원확보와 배분 절차가 간소
화 됨

단점

- 복잡한 재난에 대한 대처 능
력에 한계
- 각 부처 간 업무의 중복 및 
연계 미흡
- 재원마련과 배분의 복잡성

-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름
- 부처이기주의 및 기존 조직들
의 반대가능성이 높고 업무와 
책임이 과도하게 하나의 조직에 
집중됨

13) 이의형, 201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방재안전공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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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측면 개선 방향
1) 심해 잠수 인력 및 장비의 다양화 필요
∘ 우리나라의 심해 구조·구난은 해군 해난구조대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군이라는 특성 때문에 민간 및 타 기관과의 인력 및 장비 활용성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유사시 군사적 목적상 인력 및 장비는 항상 보유한다. 따라서 해군의 인력 및 장비는 고
유의 형태로 존재해야하며,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의 구축이 필요하다. 

2) 심해 전문 해양구조 담당 조직 필요
∘ 현재 구조는 해경본부에서 민간 선박 구조 및 수중구조 임무를 주도로 수행하고 있으
며, 민간에서 산업잠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심해 잠수 분야의 해군 
인력 및 장비는 군 특수성으로 현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
이라 판단된다.
∘ 해군 외에는 심해잠수 인력양성 시스템이 부재하며, 대형 해양재난에 대비하여 신속하
고 효과적인 구조․구난을 위해 민간 잠수 인력 활동(동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 장비 측면 개선 방향
1) 기존 장비 네트워킹 개선 필요
∘ 우리나라의 심해 구조·구난 장비는 주로 해군 해난구조대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
고 있다. 군이라는 특성상 장비의 공동 활용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해양
경비안전본부에서는 SSDS 장비를 구입하여 활용 중이다. 민간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공동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공공의 목적으로 장
비를 구입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신규 장비 개발 필요
∘ 우리나라의 심해 구조·구난 장비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잠수 장비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우
리나라도 잠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잠수 장비의 국산화가 시급하다. 잠수 장비의 내수
화 및 수출을 위하여 국제 인증 자격에 맞춰서 개발 및 제작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비 
개발 및 제작은 공공기관에서 R&D 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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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 측면 개선 방향
1) 민간의 기술 능력 확보 필요
∘ 현재 민간에서 활동중인 잠수사들은 대부분 해군에서 전역한 인력이다. 해군에서는 자
체적인 기준(미해군 기준 준수)에 따라서 훈련을 수행한다. 국제적인 산업잠수 시장에서
는 국제적인 인증기관인 IMCA와 ADCI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발급받은 인원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인증기관인 IMCA와 ADCI의 잠수 자격을 
발급하는 기관이 거의 없다. 따라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 인증기관의 자
격을 갖춘 산업잠수사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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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잠수산업 Road map

1. 기술적 측면에서 잠수산업 수요와 미래 Needs

가. 심해잠수의 용어적 의미
∘ 심해잠수 용어에 관한 정의된 교리교범이나 관련 규정은 없다. 다만 심해잠수 용어는 
일반적으로 깊은 수심에서 잠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수심 40m 이상
(공기 스쿠버 잠수 호흡기체 기준)의 다이빙을 의미한다.
∘ 해군의 잠수교리 교범에 따르면 심해잠수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심해잠수란?

  해군작전사 자료에 따르면, 잠수체계 잠수기법은 SCUBA와 심해잠수로 구분하고 
있으며, SCUBA는 공기를 사용 40m까지 잠수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심해잠수는 수심과 사용기체에 따라 공기잠수, 혼합기체잠수, 포화잠수로 구분하고 
있다.

∘ 기술적 측면에서 잠수장비의 첨단 기술 발달로 장비의 형태보다 잠수 수심별로 수중 
작업이 가능한가에 중점으로 다음 3단계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구분할 수 있다. 
- 1차 단계 장비체계 : 수심 0m ~ 40미m 이내 수요를 담당 할 수 있는 운영 체계
☞ 우리나라는 SCUBA장비로 연안 수중공사를 하여 왔음으로 SCUBA 잠수기술과  
SCUBA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수심 40미터 이내의 수요를 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차 단계 장비체계 : 수심 0m ~ 100m 이내 수요를 담당 할 수 있는 운영 체계
☞ 한반도 서해안과 남해안 잠수수심이 약 100m 이내 임으로 이에 적합한 2차 육성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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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단계의 육성과 관리체계는 표면공급잠수체계(SSDS) 자격의 Commercial 
Diving System 보편화로 100m 잠수 수심의 평시에는 수중산업에 종사하는 기반구조를 
구축하고 유사시에는 해양재난의 잠수인력으로 투입이 가능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 3차 단계 장비체계 : 수심 0m ~ 300m 이내 수요를 담당 할 수 있는 운영 체계
☞ 3차 육성과 관리 체계는 잠수수심이 1차와 2차를 포함한 포화잠수체계(Saturation 
Diving System)의 전문인력 육성으로 동해안과 대륙붕, EEZ해역을 대상으로 수중산업과 
Off shore산업(Oil&Gas) 등 국가적인 해양개발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궁
극적으로 해저를 포함한 해양영토주권과 해저개발의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2. 산업적 측면에서의 잠수산업 수요와 미래 Needs

가. 바다는 해수면, 수중, 해저의 ‘3D 공간’의 자원이다. 
∘ 바다가 지닌 입체적인 공간의 해양자원이라는 의미이며, 해양개발산업은 바다가 가지
고 있는 광대한 해양자원, 에너지, 일자리(창조경제)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그림 
6-6).

 
[그림 6-6]  미래 전문인력 수요 인원 산출 내역

∘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심별 수중산업 종사자 전문인력 필요하다.
 ◦ 연안에서 수심 40미터 : 국가기술자격과 SCUBA 장비의 수중산업 종사자
 ◦ 연안에서 수심 100미터 : 표면공급잠수체계(SSDS)의 수중산업 종사자
 ◦ 연안에서 수심 100미터 이상: 포화잠수시스템의 수중산업 종사자

나. 국가 잠수 수심 목표 :  100미터 이상 (동해 심해저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 수중 잠수 가능) 
 ◦ 한국 바다 면적의 약 75%를 잠수 할 수 있으며, 정밀한 사람 손에 의한 수중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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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중잠수산업 현황14)

가. 산업잠수의 종류(표 6-2)
∘ 산업잠수의 종류를 표 6-2에 정리하였으며,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항만잠수(harbour diving) 
∘ 선박의 검사, 유지, 보수, 관리 그리고 항만 시설물 검사 등을 위해 항만 또는 그 주변
에서 진행되는 산업잠수 활동

2) 토목잠수(civil diving) 
∘ 내수면, 근해 또는 해안 등에서 진행되는 토목공사 관련 잠수
∘ 방파제, 교량 기초, 댐, 발전소 시설물, 풍력 발전 시설 등 목적물에 따라 다양한 프로
젝트가 포함

3) 해양잠수(offshore diving)
∘ 일반적으로 유전의 석유나 가스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산업잠수
∘ 해양의 인양이나 탐사 등의 프로젝트도 진행되지만 일반적으로 유전 및 가스전의 잠수
를 의미한다.
∘ 유전이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흔히 볼 수 없지만, 산유국들은 유전의 건설 및 유
지보수 관리를 위한 해저 프로젝트에 많은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고 있다.
∘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발전으로 풍력과 조력 발전시설 등의 건설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에 따른 산업잠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업종 활용분야 적용분야
항만잠수 선박의 검사, 유지, 보수, 관리 등 항만시설물 검사 등
토목잠수 내수면, 근해 또는 해안에서

  진행되는 토목공사
방파제, 교량 기초, 댐,
  발전소 시설물, 풍력발전 시설 등

해양잠수
해양플랜트
침몰선박인양
침몰선박 유류제거
  (HNS15) 관리 등)

유전의 석유나 가스시설 점검
해양 탐사(수중촬영 등)

[표 6-2] 산업잠수 업종별 활용 및 적용 분야

14) 임창용 : 산업잠수사 (http://www.SCUBAnet.kr/article/view.php?category=&article=518&page=1)
15) HNS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위험‧유해물질(화학물질)



170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획 연구

4) 산업잠수 업종별 잠수사 역할
∘ 일반적으로 산업잠수에서 잠수사의 역할은 수중에서 육안 검사 및 수중 촬영 등이 주
요 업무 이다. 그러나 해양플랜트 등에서는 수중 용접, 바파계 검사, 자켓 등에 연결선 
설치, 수중에서 구조물 위치 확인 등의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표 6-3).

업종 적용분야 잠수사 역할 잠수장비 잠수수심

항만잠수

선박의 검사 선박 육안 검사 및 촬영 SCUBA
수중카메라 10m 이내

선박의 유지 선박 육안 검사 및 촬영 SCUBA
수중카메라 10m 이내

선박의 보수 선박 파공 부분 보수 SCUBA
용접 등 10m 이내

선박의 관리 선박 육안 검사 및 촬영 SCUBA
수중카메라 10m 이내

항만시설물검사 항만 시설물 검사 및 촬영 SCUBA
수중카메라 20m 이내

토목잠수

방파제 공사 테트라포트 수중 위치 확인
테트라포트 이동로프 수중 제거

SCUBA
수중카메라 20m 이내

교량 기초 공사 교량 수중 위치확인
교량 설치시 수중 촬영

SCUBA
수중카메라 20m 이내

댐 건설 수중 촬영 SCUBA
수중카메라 20m 이내

발전소 시설물 수중 촬영 SCUBA
수중카메라 20m 이내

풍력발전 시설 풍력발전 지지대 수중 위치확인
수중 촬영

SCUBA
수중카메라 20m 이내

해양잠수

해양플랜트
해양플랜트 구조물 위치확인
구조물 설치(수중 조립 등)
수중 촬영
비파계 검사
자켓 등에 연결선 설치

SSDS
포화잠수
ROV
수중카메라
대형스패너

200m 이상

침몰선박인양 선박 인양줄 설치
수중 절단 및 용접

SCUBA
SSDS
포화잠수
수중절단기
수중용접기

40m 이내
100m 이내
200m 이상

침몰선박 유류제거 파공 봉쇄
유류제거 연결 호스 설치

SCUBA
SSDS
포화잠수
파공 봉쇄
연결 호스

40m 이내
100m 이내
200m 이상

[표 6-3] 산업잠수 업종별 잠수사 역할, 잠수장비 및 잠수가능 수심



171 제6장 중장기 로드맵 설정  

∘ 해저 웰(Subsea Well)의 작업을 위해서는 잠수부를 고용한다. 기본적인 해저 웰
(Subsea Well)은 머드라인(Mudline) 부유 시스템 상부에 부착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
조하기 위해 단순히 잠수부를 고용한다. 또한 잠수부는 웰 세척 운전을 보조하기 위한 
흐름선 및 제어 시스템을 연결하는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16).
∘ 그러나 현재 해양플랜트(수중분야)는 안전과 운용상의 문제로 장비(ROV: Remotely 
Operated Vehicle; 원격조정 무인 잠수장치) 등을 사용하고 있다.
∘ ROV는 1850년 8월 영국해협에 설치된 해저케이블 손상을 계기로 케이블을 해저에 묻
을 수 있는 장비의 개발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1930년대 말에 Bottom Crawling/ 
Towed Vehicle의 기본적인 형태가 등장하고, 1960년대 초의 상당 한 발전 이후 1975
년 경부터 해양유전업계의 발전과 함께 실용화되어, 다양한 수중작업이 가능하였다.17)

∘ 현재 우리나라 산업잠수에서는 ROV를 충분히 활용치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감한 
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ROV에 대하여 잠수사에 앞서 모든 수중작업
을 가능하게 하는 만물 상자로 이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관련 인원의 양성이나 
장비의 보급과 기술이전이 미흡한 실정이다.
 ∘ ROV는 아래와 같이 잠수사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 잠수사의 위해 환경 노출을 최소화 하거나 대신
·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수중 작업을 가능하게 하며, 잠수사의 수중 체류시간을 감소
· 위험, 유해 환경에서의 작업 (원자력 구조물, 오염지구 등)
· 잠수사의 잠수 불가능 수심에서의 작업

∘ 해양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장비로 마무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잠수부의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는 잠수부를 활용한 마무리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6) 김덕기, 2012. Subsea Production System에 대한 고찰, BSNAK, Vol. 49, No. 1. pp53-57
17) 수중공사업협의회 홈페이지 자료: http://www.komcc.or.kr/jamsu/jamsu2.htm#i



172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획 연구

나. 산업잠수의 발전 및 협회의 발생
∘ 세계 대전들을 거치면서 각국의 해군들이 잠수 및 수중 작전을 위해 장비를 개발하고 
군인들을 양성하면서 잠수에 대한 기술 빛 장비들이 발전하였으며, 경쟁적으로 더 깊이 
더 오래 잠수할 수 있는 이론, 장비 및 인력들을 양성하였다.
∘ 이러한 잠수 기술은 이후 유럽 북해, 미국 멕시코 만 등 거대 정유회사들의 유전 개발
과 함께 안전의 개념을 포함한 산업잠수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 또한 프랑스의 자크 이브 쿠스토 등 선구자들의 실험적인 연구 활동을 거치면서 심해
잠수 및 포화잠수 등의 개념들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 이런 산업잠수의 규칙들은 시장을 공유하는 지역에서 통용되는 규칙 등으로 발전하였
고, 국제 협약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 구체적인 자체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거대한 산유국이 밀집한 중동 국가들이 이
러한 국제 협약을 시장 규정으로 도입하였다.
∘ 거대 정유 회사들이 중동, 극동, 아프리카 등 에너지 산업 관련 규정이 없던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보유하고 있던 높은 수준의 산업잠수 규격들을 적용하여 시장을 점유하였다.
∘ 시간이 흐르고 이러한 규약들은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산업잠수 시장에 자리 잡게 되었
다.
∘ 현재 이러한 규약을 대표하는 협회로 IMCA(International Marine Contractors 
Association) 및 ADCI(Association of Diving Contractors International)가 있다.

라. 국외협회(IMCA와 ADCI) 현황
1) IMCA (International Marine Contractors Association)
∘ 영국 연방국을 중심으로 한 중동, 극동 등의 시장에서는 IMCA가 강세를 보인다.
∘ IMCA 쪽 시장에서는 만나는 대부분의 산업잠수사들은 영국 및 유럽국가, 호주, 캐나
다 그리고 남아공 등의 산업잠수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한 잠수사들이며, IMCA의 
회원사로 그 규정들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 IMCA는 해양 산업관련 국제협회이며, 해양 산업에 관한 많은 규정들을 두고 있지만 
잠수자체를 훈련하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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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연방 국가들 및 일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잠수 교육 및 관련 교육들을 인증
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영국의 해양 공기 잠수사(HSE Offshore Top-Up: Part1)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남아공 등 각 국가들이 가진 같은 레벨의 자격들을 IMCA에서 통합적으로 인증
하고 있다.
∘ 이러한 구분 및 인증은 포화잠수 자격증 및 각 레벨의 감독관 자격에도 적용되며, 
IMCA를 기반으로 한 국제 산업 잠수 현장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지고 적용되고 있는 규
정이며, 교육 인증 및 각 국가 인증 자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산업잠수 전반에 관한 규
정들을 홈페이지(www.imca-int.com)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IMCA의 영향을 받는 산업잠수 현장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중동 또는 극동의 석유 시
장 등이 있다.
∘ 이 시장 주변 산유국들은 해양 및 산업잠수에서 IMCA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장에서 열리는 산업잠수 현장의 산업 잠수사들은 각국에서 서로 다른 훈련
을 받고 각각 고용 되지만 IMCA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레벨로 분류된다. (Offshore 
Air Diver, Saturation Diver, Air Diving Supervisor, Saturation Diving Supervisor, 
Diver Medic, ALST, LST, Dive Tech, ROV Pilot, ROV Supervisor etc.)
∘ IMCA 회원 리스트

구분 총 회원 수

Contractor(도급계약) 448
Corresponding(협력사) 90

International Contractor(ICO)

(국제도급계약)
6

Mixed(혼합계약) 18
Supplier-Equipment & Services

(공급사-장비&서비스)
320

Supplier - Training & Personnel
(공급사-훈련&인력) 133

Temporary(임시회원) 6
합계 1,021

IMCA Member Listing as of 08-October-2014 from www.imca-int.com
http://www.imca-int.com/media/152587/imca_memberslist.pdf

∘ IMCA 활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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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태평양(Asia Pacific)
․ 중앙 및 북아메리카(Central and North America)
․ 유럽 및 아프리카(Europe and Africa)
․ 중동 및 인도(Middle East and India)
․ 남미(South America)

2) ADCI (Association of Diving Contractors International)
∘ 미국을 중심으로 한 멕시코만 그리고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ADCI가 강세이다.
∘ ADCI는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회사들 및 현지 잠수사를 위한 산업 규격(ADC)이 
국제화된 협회인데 미국 및 멕시코 만 등 인근 석유 시장에서는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 미국 내의 많은 교육기관 및 산업잠수 회사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 기관의 회
원으로서 그 규정을 따르는 곳이 많다.
∘ 기본적으로 교육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훈련 프로그램들은 IMCA에서 인증하는 교육
기관들과 서로 비슷하다.
∘ ADCI의 차별화 된 점은 실무에서의 근무 형태 및 혼합기체 잠수 규정 그리고 상위 자
격으로의 승급방법 등에 있다.
∘ 실무에서의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미국의 회사들은 전통적으로 일정 기간의 보조사
(Tender) 생활을 거쳐서 잠수사로 승격하는 형식을 갖고 있으며, 이는 미국 산업잠수 
시장만 갖고 있다.
∘ 잠수 한계에 대한 규정으로는 40m를 넘는 수심에서의 혼합기체 잠수를 인정하는 점이 
IMCA와 다르다.
∘ IMCA에서는 40m 보다 깊은 수심에서의 잠수는 포화잠수의 방법으로 수행하게 되어있다.
∘ ADCI의 상위 자격 취득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 기관의 훈련 및 자격 취득 이후 회사의 
고용 및 훈련 등을 통해 상위 자격을 취득 하게 되는데 회사 자체적으로 구성원의 상위 
자격 취득을 신청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경력을 증명해서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를 둔 것도 IMCA와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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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기본 자격 취득 및 자격 승급에 관한 규정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설명되
어 있다.(www.adci-int.org) 
∘ 국내 교육기관인 강릉의 한국폴리텍대학 산업잠수 학과 경우도 ADCI 체계에 준한 잠
수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산업잠수 회사 중에도 ADCI의 회원으로 그 규격
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
∘ ADCI 잠수학교 현황

국가 Commercial Diving School

미국

1. CDA TECHNICAl INSTITUE

2. DIVERS ACADEMY INTERNATIONAL

3. DIVERS INSTITUTE Of TECHNOLOGY

4. INTERNATIONAL DIVING INSTITUTE, LLC

5. LEONARD GREENSTONE MARINE TECHNOLOGY TRAINING CENTER

6. MINNESOTA COMMERCIAL DIVER TRAINING CENTER INC

7. NATIONAL UNIVERSITY POLYTECHNIC INSTITUTE

8. SANTA BARBARA CITY COLLEGE MARINE DIVING TECHNOLOGY

9. SOUTH CENTRAL LOUISIANA TECHNICAL COLLEGE

10. THE OCEAN CORPORATION

브라질 1. DIVERS UNIVERSITY ESPORTE AQUATICO LTDA

카나다 1. HOLLAND COLLEGE MARINE TRAINING CENTRE

칠레 1. CENTRO DE fORMACION TECNICA PROSUB LIMITADA

한국 1. GANGNEUNG CAMPUS Of KOREA POLYTECHNIC III

2016 Membership directory & resource guide, adc-ing.org
http://www.adc-int.org/files/ADCI%20BLUE%20PAGES%202016.pdf

마. 우리나라 산업 잠수 현황
∘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중국 등 언어와 산업 규격이 다른 일부 시장은 이러한 국
제 규약 등의 제약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 산유국일 경우 유전지역에서 국제 규정에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유국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산업잠수 활동에 대해서는 국제 잠수 관련 협의(IMCA나 
ADCI) 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다.
∘ 교육 및 훈련내용이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장의 구분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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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국제 규격과 상관없는 노동부 산하 잠수관련 자격 체계가 존재한
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잠수 활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으로서는 잠수 기능사 또는 잠수 산
업기사 그리고 사업자로서는 수중 사업과 관련된 국내 면허가 필요하다.
∘ 국내 업체들의 해외 공사와 관련하여 현지의 규정에 의해 회사나 개인 차원에서 면허
나 자격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산업잠수 시장은 국내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

1) 국내 산업잠수 관련 법규, 단체, 산업 잠수 현황
∘ 국내에는 산업잠수와 관련된 규정들이 우리나라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등으로 존재
한다.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국가공인 시험으로 잠수 기능사 및 잠수 산업기사 시험이 있
다. 국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사업체는 이러한 국내법들을 기반으로 준비하면 
산업 활동 가능하다.
∘ 대한전문건설업협회18)의 홈페이지에 수중공사업에 관련된 규정들을 찾아보면 개인 및 
회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으며, 또한 수중공사업협의회19) 홈페이지에도 산업 잠
수 관련 정보들이 많이 있다. 
∘ 우리 산업잠수 시장에는 우리 고유의 법규가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우리 법규에서 
규정하는 산업잠수의 규격이 해외에서 통용되는 자격과 면허가 많이 달라서 우리 산업
잠수업체 또는 개인이 해외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우리의 자격과 면허 등이 사용
되기 힘들다.
∘ 우리나라의 건설업 수준은 세계적이고 세계의 주요 건설 프로젝트들을 우리 업체들이 
수주하고 있다. 현재도 중동 각국의 신항만 공사들을 우리 업체들이 수주하여 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의 산업잠수 규격은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비나 안전 
등 여러 면에서 낙후되어 있는 수준이다. 
∘ 우리의 조선 기술은 세계적이고, 대형 선박, 유전 구조물, 시추선 등 해양 관련 해외 
수주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 산업잠수 자격이 국제시장에서 인정되기 힘들다. 
따라서 각종 해양 구조물의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 부분이 해외 업체들에 의해 협력 
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 설치에 사용되는 공사비의 대부분이 수중 시공 부분에 사용되는 
것을 고려할 때 안타까운 현실이다.

18) 대한전문건설업협회 홈페이지 : www.kosca.or.kr
19) 수중공사업협의회 홈페이지 : www.kom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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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국내 산업잠수회사 현황
∘ 최근 우리나라에도 해외 규격을 갖춘 산업잠수회사들이 국내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
고 있다. 하지만 해외 업체들의 규모와 비교하면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해외에
서는 오래 전부터 널리 사용된 포화잠수 장비를 보유한 국내 업체는 한 곳도 없다.
∘ 해외 석유 현장의 경우 안전 규정 상 한 현장에도 두 세대씩 배치되어야 하는 재압챔
버의 보급도 저조한 실정이다. 국내 일부 업체들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관련 법규의 모순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3) 국내 산업잠수 교육 및 훈련
∘ 우리나라에 산업잠수를 위한 전문적인 민간 교육기관은 아래와 같다.
․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 산업잠수 학과
․ 한국해양대학교 : 산업대학원과정에서 산업잠수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음
․ 동부산대학교 : 산업잠수학과

4) 산업잠수 교육 및 훈련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 국내 현장이 목표라면 국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고, 국내 산업잠수 
자격은 필기 및 실시 시험을 거쳐 발급 받으면 된다. 
∘ 실제적으로 필요한 훈련이나 과정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잠수 산업기
사의 경우 실무 경력 또는 학위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운영되는 아카데미 
과정이 서울 및 부산에 있다. 잠수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의 취득이 목적인 잠수사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에서는 산업잠수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2년제의 전문 과정
으로 재학 중 잠수 기능사 및 산업기사 시험을 지원할 수 있으며, 스쿠버 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ADCI의 텐더/다이버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해양 조사 분
야의 해양조사산업기사 및 용접, 측량 등 관련 자격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
회가 있다. 4년제 대학교에는 해양 공학과 등에서 해양 토목 및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
고 관련 분야의 자격 취득 및 취업으로 연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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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대학교 산업잠수과학기술과
․ 이미 실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잠수사들 중 더 심도 있는 연구 과정에 관심 있는 분들
을 위해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관리기술대학원에 수중잠수과학기술과가 개설되어있다. 산
업 잠수 뿐 아니라 총체적인 해양 분야에 대하여 관리자 차원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함
을 그 목표로 한다.
∘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우선 활동하고 싶은 시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미
국 내 산업잠수 회사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ADCI 관련 자격증 필요하다. 우선 미국 
내 산업잠수 회사에서 활동하고 싶다면 미국 현지의 산업잠수 교육기관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유럽 또는 그 동등 자격이 통용 되는 중동 또는 극동 등 유전 지역에서 활동하
고자하면 IMCA 관련 자격증 필요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남아공 및 캐나다 등 
IMCA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회사들에 이력서를 보내야 한
다.

바. 주요 국가별 잠수자격 및 법․규제 현황
1) 주요 국가별 잠수자격 현황 
∘ 세계잠수 자격은 등급이 수심별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향후 우
리나라도 자격체계 연구 시 수심별 자격등급이 되어야 국제자격인 IMCA, ADCI에 인증 
받을 수 있다. 호주(Australia)의 경우(표 6-4) 수심별 잠수시간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하고 있다. 
∘ 국내 現 국가기술자격인 잠수산업기사 및 잠수기능사 시험은 수심 5m에서 약식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5m 이상의 수심에서 작업 시 현장 작업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 ADCI는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가 member 학교임으로 각 자격별 기준을 알 수 
있으나 다른 국가 및 IMCA 인준 학교 자격은 member 학교만 가지고 있음으로 등급별 
자격취득 기준 파악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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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Range 
meters

minimum No of dives
(Cumulative dives in brackets)

Minimum time on bottom for 
dives-minutes

(Cumulative times in brackets)
2~8

3 (3) 60 (180)
3 (6) 40 (300)
3 (9) 30 (390)

9~14 3 (12) 30 (480)
15~20 3 (15) 20 (540)
21~23 3 (18) 15 (585)
24~27 2 (20) 15 (615)
28~30 1 (21) 10 (625)

[표 6-4] ADAS 수심별 잠수시간(참고)

∘ ADAS : Australian Diver Accreditation scheme (호주)
∘ DCBC : Diver Certification Board of Canada (캐나다)
∘ HSE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영국)
∘ ADCI : Association of Diving Contractors International (미국)
     -  ADCI 잠수자격 등급 규정은 현장적이고 실질적인 형태로 잘 구성되어 있으며 
        육상 내륙잠수와 해양에서의 잠수가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음
     -  강릉폴리텍 ADCI Member School로 자격발급체계 준수 : 
         신청 강릉폴리텍 → ADCI 미국본부 → 자격발급 ADCI 본부
∘ IDSA : International Diving Schools Association (現 프랑스 본부 활동 중), 
     -  IMCA(영국)기준 member diving school 국제다이빙학교 연합회
        (전 세계 IMCA인준학교 가입 활동, 년1회 정기회의)
     -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2004~2005 가입 활동
        ※ IMCA는 교육기관이 아님 : IDSA 회원 학교에 가입하면 IMCA 인준 
          잠수자격을 발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됨 

∘ 세계 잠수 자격 현황(표 6-5)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는 잠수 자격을 수
심별로 나눠서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과 유사하게 잠수자격을 수심 및 잠수시
간에 비례하고 발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면 현재 국가에서 발급하는 잠
수자격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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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association)

IDSA Level 1 IDSA Level 2 IDSA Level 3 IDSA Level 
4

Commercial 
scuba (30m)

Surface  Supplied Inshore 
Air Diver (30m)

Surface  Supplied Offshore Air Diver 
(50m)

Closed Bell  
Diver 

(100m)
Australia
(ADAS) Part  1 Part2 Part  3 Part  4

Belgium 　 OOW-SYNTRA  or
OTS-CFPME 　 　

Canada
(DCBC20))

Unrestricted 
SCUBA

Unrestricted SCUBA plus 
Restricted Surface  Supplied 

Diver

Surface  Supplied Mixed Gas Diver 
to 70m, or Bell diverUnrestricted Surface Supplied Diver 

to 50m + Unrestricted SCUBA
Denmark National  

SCUBA Diver 　 Surface  supplied diver to 50m 　

Finland National  
SCUBA Diver

National  Surface Supply 
Diver - 50m 　 　

France Class  1 
Mention A or B Class  1 Mention A Class  2 Mention A Class  3 

Mention A
The 

Netherlands Certificate  A 　 Certificate  B 　
Italy OSS 　 OTS.BF OTS.AF

New Zealand 　 　 Part  1 Part  2
Norway 　 　 NPD  Surface Diver NPD  Bell 

diver
South Africa Class  4 Class  3 Class  2 Class  1

Sweden Diver  
Certificate A Diver  Certificate B Diver  Certificate C Wet Bell 60m 　

UK
(HSE)

HSE  Part 4 or HSE  Part 3 + Task 
Training Module or HSE  Part 1 or HSE  Part 

2 or

HSE SCUBA
HSE SCUBA + HSE  

Surface Supply + Tools 
Training Module

HSE SCUBA + HSE  Surface Supply 
+ Tools Training Module + Surface 

Supplied Top Up
HSE Closed 

Bell

USA
(ADCI)

ADC  Entry 
level 

Tender/Diver

ADC Entry level Tender / 
Diver

(Not allowed to operate 
chamber)

ADC Mixed Gas Diver to 91m, or
Surface Supplied Air Diver to 57m
(Allowed the chamber driving by 

under supervisor)

Bell/Sat 
Diver

[표 6-5] 세계 잠수 자격 현황

20) DCBC : Diver Certification Board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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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인 산업잠수관련 단체인 IMCA, ADCI, ADAS의 기관별 자격을 구분하였다. 심
해잠수 작업 시 필요한 능력 및 역할에 따른 자격도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관들은 공통
적인 자격 외 19개 분야에 걸쳐 고유의 자격을 인증하거나 발급하고 있다(표 6-6).

IMCA(유럽) ADCI(미국) ADAS(호주) 종합
Diving Superintendent
(잠수 감독관)

dive supervisor
(잠수 감독관)

dive supervisor
(잠수 감독관)

Bell diving supervisor
(벨잠수 감독관)

Bell/Saturation diving 
supervisor(벨/포화 잠수 감
독관)

trainee dive supervisor 
(잠수사훈련 감독관)

Bell/Saturation diving 
supervisor(벨/포화 잠수 감
독관)

Air Diving supervisor
(공기잠수 감독관)

Air Diving supervisor
(공기잠수 감독관)

Air Diving supervisor
(공기잠수 감독관)

Mixed-gas diving 
supervisor(혼합가스 잠수 
감독관)

Mixed-gas diving 
supervisor(혼합가스 잠수 
감독관)

Life support supervisor
(생활지원 감독관)

Life support supervisor
(생활지원 감독관)

saturation support
(구조 지원)

Life support supervisor
(생활지원 감독관)

Entry-level diver
(초급레벨 잠수사) diver (잠수사) Entry-lever diver

(초급레벨 잠수사)
mixed gas diver
(혼합가스 잠수사)

mixed gas diver
(혼합가스 잠수사)

Air diver
(공기잠수사)

Air diver
(공기잠수사)

Air diver
(공기잠수사)

bell(surface)diver
(벨 잠수사)

bell(surface)diver
(벨 잠수사)

bell(surface)diver
(벨 잠수사)

senior dive technician
(수석잠수기술자)

saturation technician
(포화잠수기술자)

saturation technician
(포화잠수기술자)

Assistant life support 
technician
(생활지원기술자)

Assistant life support 
technician
(생활지원기술자)

senior dive 
technician(surface supplied 
only)(포화잠수 수석잠수기
술자)

senior dive 
technician(surface supplied 
only)(포화잠수수석잠수기
술자)

dive technician
(잠수기술자)

dive technician
(잠수기술자)

Tender(잠수사보조) Entry-level tender
(초급레벨 보조 ) Tender(잠수사보조)

Diver medic
(잠수사의료진)

medical support
(의료 지원)

Diver medic
(잠수사의료진)

chamber operator
(챔버 작동자)

chamber operator
(챔버 작동자)

ROV작동 ROV작동
hyperbaric tunnelling
(고압 터널)

hyperbaric tunnelling
(고압 터널)

trainer(트레이너) trainer(트레이너)

[표 6-6] 국외 잠수 기관별 인증 및 발급 자격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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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자격 구분에서 역할 및 목적이 비슷한 것들을 묶어 중분류로 하였고, 이를 감독, 
잠수사, 기술, 의료, 장비, 교육부분으로 다시 나눴다. 하위분류로는 각각의 해당 자격을 
나열하였다(표 6-7). 

감독관 잠수사 기술
dive supervisor
(잠수 감독관)

Entry-lever diver
(초급레벨 잠수사)

hyperbaric tunnelling
(고압 터널)

Bell/Saturation diving 
supervisor

(벨/포화 잠수 감독관)
mixed gas diver

(혼합가스 잠수사)
saturation technician

(포화잠수기술자)

Air Diving supervisor
(공기잠수 감독관)

Air diver
(공기잠수사)

Assistant life support 
technician

(생활지원기술자)
Mixed-gas diving supervisor

(혼합가스 잠수 감독관)
bell(surface)diver

(벨 잠수사)
senior dive technician

(surface supplied only)
(포화잠수수석잠수기술자)

Life support supervisor
(생활지원 감독관) Tender(잠수사보조) dive technician

(잠수기술자)

의료 장비 교육

Diver medic
(잠수사의료진)

chamber operator
(챔버 작동자) trainer(트레이너)

ROV작동

[표 6-7] 국외 잠수 자격 구분

∘ 그 외 관련 자격 (국외)
․ IMCA, ADCI, ADAS 이 외에 다른 국가 및 기관의 해양산업에서 부여하는 잠수 관련 
자격 중에는 수중용접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 캐나다 : DCBC(Dive Certification Board OF Canada) 심해 잠수 및 각종 감독관
․ 네덜란드 : NDC(Netherland diving centre) 심해 잠수 및 각종 감독관
․ 미국 : AWS(American Welding Association) 수중용접
․ 영국 : CSWIP(Certification Scheme for Personnel) 수중용접, 수중건설작업
․ 영국 : NWTS(National Welder Training standard) : 수중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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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례분석은 통계청의 한국 표준 직업 분류 및 한국 산업 인력 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 자격시험을 통해 국내 잠수 자격이 부여되며, 이는 잠수 기능사와 잠수 산업기사로 
구분된다(표 6-8). 잠수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상의 분류체계에서 건설의 토목
공사의 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 기술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은 개인이 종
목 별로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에 응시하며, 합격 후 자격증을 발급 받는다.

구  분 잠수기능사
(Craftsman Diver)

잠수산업기사
(Industrial Engineer Diver)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
1.잠수물리 
2.잠수위생 
3.잠수장비 
4.잠수작업

1. 잠수물리 및 해양학 
2. 잠수의학 및 생리학 
3. 잠수장비 
4. 잠수작업

실기 잠수작업 잠수현장관리 및 잠수작업 

수행직무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수중의 
물체나 상태를 조사, 탐색, 촬
영, 채집하거나 시설물과 구조
물을 검사, 보수, 제거 및 설
치, 인양하는 직무 수행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수중의 
물체나 상태를 조사, 탐색, 촬
영, 채집하거나, 시설물과 구
조물을 검사, 보수, 제거 및 설
치, 인양하고 인명구조, 수중
공사, 연구조사 등의 직무 수
행

[표 6-8] 국내 잠수 자격 구분

◦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면, 국내외 기관별 자격과정이 IMCA는 12개, ADCI는 10
개, ADAS는 9개, 국내는 2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그림 6-7).
◦ 앞서 설명한 내용처럼 국외는 수심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국내는 이러한 
조건을 따르지 않고, 수심 5m에서 약식으로 시험이 치러져 현장 적용에 많은 문제가 있
다. 따라서 국내에 새로운 자격제도가 시행된다면 수심별 자격 제도를 세분화하는 법령
이 재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MCA, 12

ADCI, 10
ADAS, 9

국내, 2

0

5

10

15

IMCA ADCI ADAS 국내

[그림 6-7] 국내외 사례를 비교한 기관별 자격과정 현황



184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획 연구

◦ 그림 6-8에 국내의 잠수자격증(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과 표 6-6에 정리한 국외 
잠수 자격증 현황을 비교하였다. 
◦ 국내 잠수산업기사의 직무내용은 스쿠버 잠수장비, 표면 공급식 잠수장비, 혼합기체 
잠수장비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구조 및 인양, 용접, 구조물 설치 및 해체,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발파 등의 수중시공 작업을 수행하고 관리·감독하는 직무를 말한다. 기본
적인 수중 잠수의 자격은 인증하며, 수중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직무를 부여한 것이다. 
◦ 잠수산업기사와 표 6-6을 비교하면 잠수 감독관, 공기잠수 감독관, 혼합가스 잠수 
감독관, 생활지원 감독관 및 잠수기술사에 해당한다.
◦ 국내 잠수기능사의 직무내용은 스쿠버 잠수장비, 표면 공급식 잠수장비, 혼합기체 잠
수장비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구조 및 인양, 용접, 구조물 설치 및 해체, 사진 및 비
디오 촬영, 발파 등의 수중시공 작업을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 잠수산업기사와 비교하
면 기본적인 수중 잠수만 가능하고 수중 작업의 관리·감독하는 직무는 없다.
◦ 잠수기능사와 표 6-6을 비교하면 초급레벨 잠수사, 혼합가스 잠수사, 공기잠수사, 잠
수사보조가 해당한다.

[그림 6-8] 국내 잠수자격증과 해외 잠수자격증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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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국가별 잠수자격 인증제도 현황
∘ 주요 국가별 잠수자격 인증제도를 표 6-9에 제시하였다. 각 국가별 특징은 국가에서 인
가한 민간단체에서 잠수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IMCA의 기준을 
따르며, 미국은 ADCI의 기준에 따라서 산업잠수를 발급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제 인증(IMCA 또는 ADCI)된 자격증 발급 기관이 거의 없으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자격증 발급기관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  가 인증제도 특   징

영  국

IMCA

(International Marine

Contractors Association)

▪영국 정부가 인가한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는 산업 잠수

자격증. 해군잠수교범을 바탕으로 영국인 잠수가 개발.

▪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60여 개 국가 800여 

회원사 보유.

미  국

ADCI

(Association

of Commercial

Diving

Contractors

International)

▪미국의 수중공사협회(ADCI)가 개발한 민간자격증으로 

타국과 달리 정부의 별도 잠수기준 준수 및 인증절차

는 없음.

▪ 미국의 수중공사업체들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방편

으로 활동 중.

호  주

ADAS

(Australian Diver

Accreditation Scheme)

▪ 영국의 IMCA 산업잠수자격증을 기초로 호주 정부가 

인가한 민간단체가 발급하는 잠수자격증으로 IMCA

자격증과 상호인증.

▪ 활동지역은 호주를 포함한 오세아니아, 영국, 아시아,

중동 등.

[표 6-9] 주요 국가별 잠수자격 인증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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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IMCA 운영 현황과 관련 국제인증자격 제도
∘ IMCA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IMCA는 국제해양도급계약 목적의 민간협회로서 민간잠
수시스템 및 다이버 자격 등에 대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들의 국제적인 
상거래 조직이다.
∘ IMCA는 해양 산업에 관한 많은 규정들을 가지고 있으며, IMCA 활동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아시아 태평양(Asia Pacific)
․ 중앙 및 북아메리카(Central and North America)
․ 유럽 및 아프리카(Europe and Africa)
․ 중동 및 인도(Middle East and India)
․ 남미(South America)

◦ IMCA 관리위원회는 해양계약산업 활동뿐만 아니라, 각 부서 별 활동의 일관성을 보
장하기 위해 기술부서와 핵심 부서들 간에 관련된 문제들도 해결하고 있다(표 6-10).

구 분 회원 수

Contractor(도급계약) 448

Corresponding(협력사) 90

International Contractor(ICO) (국제도급계약) 6

Mixed(혼합계약) 18

Supplier-Equipment & Services(공급사-장비&서비스) 320

Supplier - Training & Personnel(공급사-훈련&인력) 133

Temporary(임시회원) 6

합 계 1,021

[표 6-10] IMCA 국제 인증 자격 제도와 관련 회원 현황

    출처 : IMCA Member Listing as of 08-October-2014 from www.imca-int.com
  http://www.imca-int.com/media/152587/imca_memberslis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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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CA에서 Commercial Diving 민간잠수사 인증자격은 표 6-11과 같다. 

• Diving superintendent

• Air diving supervisor

• Air (surface) diver

• Life support technician

• Tender

• Senior dive technician

(surface supplied only)

• Dive technician

• Bell diving supervisor

• Bell (saturation) diver

• Life support supervisor

• Assistant life support technician

• Senior dive technician

• Diver medic

[표 6-11] IMCA 산업 잠수 인증자격(예)

∘ IMCA 국제공인자격 운영 현황과 관련 제도는 아래와 같다
․ IMCA는 자체적인 자격부여는 물론이고, 세계 각 회원학교가 있는 지부를 통해서 
IMCA의 자격 부여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그 권
위를 인정받고 있다.
․ IMCA 회원들의 잠수전문인력 육성/관리체계는 세계 각 나라에 HSE지부(잠수전문인
력교육훈련)를 두어 민간잠수시스템과 다이버 Certification 자격 등에 대해 인증서비스
를 제공하는 Commercial Diving 민간산업의 국제적인 민간 조직이다.
․ 국제공인자격 인증 제도와 절차는 IMCA 각 지부에서 인증을 위한 최소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공기와 벨 다이빙 관리자 및 생활 지원 기술자의 위치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실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다이빙 경험, 기본적인 이론 교육을 포함하며 해외 체험 감독 
및 다중 선택 이론 시험 설정과 독립적으로 IMCA에 의해 계약자를 고용하여 인증 과
정 절차를 거치고 있다. 
․ IMCA에서 인증하는 잠수자격은 3개의 범주로 나눠진다. 첫째는 공기를 사용한 표면
공급식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50m 이내에서 잠수작업을 할 수 있는 표면공급식 잠수사
(Surface Supplied Diver)자격, 둘째, 50m이상의 작업수심과 혼합가스를 사용하는 포
화잠수사(Closed Bell Diver)자격, 마지막으로 미국의 ACDE(Association of 
Commercial Diving Educators)에 속한 잠수학교에서 발급한 잠수자격으로 구분된다.
․ 일반적인 IMCA 인증 과정 순서는 Entry Level(입문 수준) → IMCA approved 
training course(IMCA 승인 훈련 과정) → Trainee Supervisor(견습 감독관) → Log 
experience as trainee/assistant level(견습자/보조로서의 경력 쌓기) → 회사의 추천서 



188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획 연구

제출 → IMCA Exam(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 IMCA의 Commercial Diving 민간산업 국제인증자격은 아래와 같다.
․ Commercial Diving 민간산업 공인자격은 IMCA의 4개 기술부 중 Diving Division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국가 별 지부는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남아프리카에 있다. 
․ IMCA의 HSE 지부 교육 과정으로는 잠수사 과정, 감독관 과정, 생활지원사 과정이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Commercial Diving 민간산업의 국
제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 사례로서 Supervisor 감독과 자격은 IMCA Air Diving Supervisor, IMCA Bell Diving 
Supervisor가 있고, 호주의 ADAS Offshore Diving Supervisor, 캐나다의 DCBC 
Offshore Diving Supervisor, 네덜란드의 NDC Supervisor 등이 있다. 네덜란드는 영해
의 작업에서만 유효하며 이외의 작업에는 IMCA의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
․ 영 연방 국가들 및 일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잠수 교육 및 관련 교육들을 인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HSE Offshore Top-Up: Part1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남아공 등 각 국가들이 가진 같은 레벨의 자격들을 IMCA에서 통합적으로 인증하고 있
다. 이러한 구분 및 인증은 포화잠수 자격증 및 각 레벨의 감독관 자격에도 적용되며, 
IMCA를 기반으로 한 국제 산업 잠수 현장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지고 적용되고 있는 
규정이며, 교육 인증 및 각 국가 인증 자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산업잠수 전반에 관한 
규정들을 홈페이지(www.imca-int.com)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IMCA의 영향을 받는 산업잠수 현장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중동 또는 극동의 석유 시
장 등이 있다. 이 시장 주변 산유국들은 해양 및 산업잠수에서 IMCA의 규정을 따르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장에서 열리는 산업잠수 현장의 산업 잠수사들은 각국에서 
서로 다른 훈련을 받고 각각 고용 되지만 IMCA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레벨로 분류된
다.
․ 세계 Offshore 현장의 다이버들은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지역의 IMCA 회원
의 다이버와 미주 지역의 ADCI회원 다이버로 양분하고 있었지만, 점차 ADCI 회원의 
많은 해양개발 기업들이 영국 IMCA 회원사로 가입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어 수중근
로의 시장은 IMCA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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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DCI 운영 현황과 관련 국제인증자격 제도
∘ ADCI(Association of Diving Contractors International)는 국제해양도급계약 목적의 
민간협회이며, 목표와 임무는 Commercial Diving 산업의 다이버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⑴ 산업 인력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훈련과 교육을 추진, ⑵ 산업 인력에 대한 적절하
고 충분한 훈련과 교육을 추진, ⑶ 수중 산업 내에서 자유로운 대화를 권장, ⑷ 
Commercial Diving 산업 및 수중 작업에 대한 ADCI 국제 컨센서스 기준을 준수하며 모
든 구성원은 책임을 다한다.
∘ ADCI 조직은 세계 기업회원, 준회원 학교 및 공급 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잠수 표
준 및 규정은 강제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오랫동안 미국 해안경비대, 석유산업연합
(OSHA)회사 등의 산업잠수와 관련된 규정으로 정유회사 및 산업잠수 회사들의 관련 
자격체계로 인식되고 있다.
∘ ADCI Commercial Diving School은 표 6-12와 같다. 

국가 Commercial Diving School

미국

1. CDA Technical INSTITUTE
2. DIVERS ACADEMY INTERNATIONAL
3. DIVERS INSTITUTE Of TECHNOLOGY
4. INTERNATIONAL DIVING INSTITUTE, LLC
5. LEONARD GREENSTONE MARINE TECHNOLOGY TRAINING CENTER
6. MINNESOTA COMMERCIAL DIVER TRAINING CENTER INC
7. NATIONAL UNIVERSITY POLYTECHNIC INSTITUTE
8. SANTA BARBARA CITY COLLEGE MARINE DIVING TECHNOLOGY
9. SOUTH CENTRAL LOUISIANA TECHNICAL COLLEGE
10. THE OCEAN CORPORATION

브라질 DIVERS UNIVERSITY ESPORTE AQUATICO LTDA
캐나다 HOLLAND COLLEGE MARINE TRAINING CENTRE
칠레 CENTRO DE fORMACION TECNICA PROSUB LIMITADA
한국 GANGNEUNG CAMPUS Of KOREA POLYTECHNIC III

[표 6-12] ADCI 민간 잠수 학교 현황

출처 : 2016 Membership directory & resource guide, adc-ing.org
       http://www.adc-int.org/files/ADCI%20BLUE%20PAGES%20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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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CI 국제인증자격 운영 현황과 관련 제도는 ADCI 회원학교의 Commercial Diving 
민간산업 국제인증자격 운영은 다음과 같다(표 6-13).

 • 초보 레벨 / 다이버(Entry-level tender/diver)
 • 에어 다이버(Air diver)
 • 혼합 가스 다이버(Mixed-gas diver)
 • 벨 / 포화 다이버(Bell/Saturation diver)
 • 공기 다이빙 감독자 (Air-diving supervisor)
 • 혼합 가스 다이빙 감독자(Mixed-gas diving supervisor)
 • 벨 / 포화 다이빙 감독자 (Bell/Saturation-diving supervisor)
 • 생활 지원 기술자 (Life-support technician)
 • 포화 기술자 (Saturation technician)

[표 6-13] ADCI 회원학교의 산업잠수 국제 인정 자격 운영 현황

∘ ADCI 일반 회원은 적용 가능한 규제와 규정을 준수하고, Commercial Diving의 어떤 
경우에도 국가규제 기관보다 더 엄격한 ADCI 국제합의 표준을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다. ADCI 준회원은 수중 활동의 수행에 관련된 인원 구성 요구 및 안전 기준을 
이해하고 평가 및 입찰 사양의 준비 안내와 지원을 제공한다. 
∘ ADCI 일반 회원사 다이빙 담당자는 할당된 작업을 반사 수행 할 수 있는 현재의 
ADCI 인증 카드를 보유해야하며, 이 인증 카드는 일반 회원 회사에 고용 후 90일 이내
에 획득해야 한다. 군사교육기관에서 발급 한 자격증은 개인이 직업을 입력하는 데 필요
한 기본적인 훈련을 받은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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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국 NHC 자격현황
∘ 영국 NHC와 관련한 자격 현황은 표 6-14와 같다. 
․ 심해잠수사 교육훈련 기초과정 (IMCA)  
․ 심해잠수사 교육훈련 초급 과정
․ 전문기술과정 (Supervisor : IMCA)
․ 포화잠수시스템 (16명 생활 챔버 및 DSV 시뮬레이션)
․ 잠수의학과정 (Medical ; IMCA)

구 분 자격 목록

Certification 
자격증

• Assistant Life Support Technician (IMCA) 
• Trainee Air/Bell Diving Supervisor (IMCA)
• Diver Medic Technician (IMCA) 
• Diver Medic Technician Refresher (IMCA) 
• Air/Bell Diving Supervisor(IMCA) 
• Diver Medic Technician(IMCA)     

Training
다이버 육성

• 해저분리/격리(Introduction to Subsea Isolations)
• 다이빙시스템 감사 및 보증(Dive System Auditing & Assurance)
• ROV 시스템 감사 및 보증(ROV System Auditing & Assurance)
• 다이빙 기술자(Dive Technician)
• 해저 리깅 및 리프팅(Subsea Rigging & Lifting)

[표 6-14] 영국 NHC 자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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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프랑스 운영 현황과 관련 국제인증자격 제도
∘ 프랑스의 INPP는 정부(노동부)의 권한 위임과 제도는 입법, 표준 훈련, 잠수정 선원 
훈련과 ROV 운영자 훈련, 고압 인증 센터, 고압 및 의료 절차, 국내 및 국제 조직 전문
가들이다.
∘ 프랑스 INPP는  IMCA 국제인증자격을 기본으로 운영하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Scuba Diving, surface supplied, Mixed Gas Closed Bell 
 (스쿠버 다이빙, 표면 공급, 혼합 가스 벨)
․ All hyperbaric operators (모든 고압 운용자)
․ Hyperbaric supervisor (고압 감독자)
․ Surface assistant (표면공급 보조자)
․ Live support technician (생명 지원 기술자)
․ Hyperbaric technician (고압 기술자)
․ Decompression chamber operator (감압 챔버 운영자)
․ Hyperbaric Medical Doctor – Nurse  (고압의학 의사 및 간호사)

∘ Hyperbaric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 Hyperbaric 교육훈련 프로그램
․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과과정
․ 심해잠수정/ROV 프로그램 교과과정
․ 수중 비파괴 Testing 프로그램 교과과정
․ 수중 작업 Certification 프로그램 교과과정
․ 생환구조-안전-프로그램 교과과정
․ 잠수질환 의사/보조사(포화) 프로그램 교과과정
․ 포화잠수 극한극복 프로그램 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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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미국 운영 현황과 관련 국제인증자격 제도
∘ SUBMARINE SCUBA DIVER (CIN A-433-0056, MASL P179360)
  오픈 서킷 스쿠버 장비, 다이빙 물리학, 다이빙 장비의 운용, 다이빙 부상 및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미분류 21일간의 코스이다. 교육훈련에는 수중 작업 프
로젝트, 선체 검사 및 자격 검증 등이 포함된다. 코스는 훈련자가 60피트(18.2 m)의 깊
이까지 훈련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
∘ DIVER SECOND CLASS (CIN A-433-0022, MASL P179101)
 공기와 스쿠버 다이빙 기술, 수중 수리, 탐사 및 검색 절차에 기초한 기본적인 명령어와 
훈련을 제공하는 미분류 100일간의 코스이다. 교육훈련으로 잠수 물리학과, 약물, 스쿠
버, 잠수부, 표면공급 다이빙 시스템, 수중 기구, 수중 용접 기법 및 용접 절차 등이 포함
된다. 수강생에게는 최대 190피트(57.9m)의 깊이까지 훈련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 DIVER FIRST CLASS (CIN A-433-0025, MASL P179011)
 다이빙 팀이 다이빙 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Second Class 
Divers를 제공하고, 다이빙 감독관의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제공하
는 미분류 40일간의 코스이다. 교육훈련으로 고급 다이빙 물리학과 의료, 다이빙 시스템 
인증, 모든 표면 공급을 위한 계획, 스쿠버 다이빙 및 모든 hyperbaric실 운영이 포함된
다. 전제되는 코스는 Diver Second Class (A-433-0022)이다.
∘ MEDICAL DEEP SEA DIVING TECHNICIAN (CIN A-433-0020, MASL P175577),
  팀 member/diver으로서 표면공급공기잠수를 수행하고 다이빙 수퍼바이저로서의 의무
와 규정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병원 승무원을 양성하는 119일짜리 
코스이다. 교육훈련에는 인체에 가해지는 압력의 영향을 알고 다이버의 병과 부상을 치
료하기 위한 고급 다이빙 물리학, 의학, 수중 생리학을 포함되며, 이는 해군 표준 감압 
표 사용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다. Hospital Corpsman의 전제 자격증이다.
∘ DIVER EXPLOSIVE ORDINANCE DISPOSAL (CIN A-431-0083, MASL P179190)
  공인된 61일간의 코스는 화학처리반(EOD)의 팀원으로서 MK-16스쿠버와 표면공급
다이빙 시스템 상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 요격을 갖춘 작
업 인력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는 다이빙물리학을 배우고 다이빙 부상을 식별하고 치
료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교육훈련은 수중 탐사, 선체 검사, 소형 선박 조종술, 수중 전
자 탐사 장비 도입, MCM operations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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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D MIXED GAS DIVING UBA(MK-16) (CIN A-431-0075, MASL P179194)
 미분류 10일간의 코스는 MK-16 closed-circuit 수중 호흡기를 사용하여 다이빙 업무
를 수행하고 유지하는 기본 훈련을 받은 자격 있는 인력을 제공한다. 교육훈련은 잠수 
폐쇄 회로, 비상 절차, 다양한 교정 정비, 예방 정비, 사전 예방적 유지 관리, 사전 잠수
와 UBA의 post dive, 보조장비(GTS, EBS) 사용법을 포함한다.
∘ HeO2 DIVER(A-431-0079, MASL P179192)
  HEO2 DIVER은 모든 종류의 surface supplied mixed gas diving(표면공급 혼합기체 
다이빙)을 수행하는 선별된 first class divers를 제공하는 14일간의 코스를 제공한다. 
교육훈련에는 혼합 가스 다이빙, 잠수용 의료 장비 및 transfer/mixing 장비 운용에 관
한 광범위한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전제 코스로는 U.S. Diver First Class, Diving 
Medical Technician, Basic Diving Officer or Diving Medical Officer가 있다.
∘ SATURATION DIVER (CIN A-433-0033, MASL P179195)
  선별된 first class divers, 깊은 심해 잠수부, 심해 잠수부, 해저 의료 장교를 위한 포
화잠수 이론을 제공하는 미분류된 18일간의 코스이다. 교육훈련에는 포화 잠수 이론, 대
기 감시 장비의 운용 및 유지 관리가 포함된다. 전제 코스는 U.S. Diver First Class, 
Diving Medical Technician, Basic Diving Officer or Diving Medical Officer이다.
∘ USMC COMBATANT DIVER (CIN A-433-0052;USMC N20L6H1)
  35일간의 코스이다. 여기에는 4개의 모듈로 나눠진 교육훈련이 있다. : Physical 
Conditioning, Combat diver fundamentals, USMC Open Circuit SCUBA, and USMC 
Closed Circuit operations. 본 코스는 현행 해병대 훈련과 임무 수행 기준에 따라 수중 
침투 전술 훈련을 제공한다.
∘ AMPHIBIOUS RECONNAISSANCE CORPSMAN (CIN A-432-0076)
 선별된 의료 기능, 의료진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훈련, 의무실 감독관 및 내부 입
찰자, SCUBA Reconnaissance, LAR V-member/diver V의 USMC 다이빙을 지원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SCUBA/LAR V Hospital Corpsman 다이버 인력을 제공하는 15일간
의 코스이다.
∘ MASTER DIVER (CIN A-433-0019)
  포화잠수 다이버들, E-7 또는 상위의 전문가를 평가하는 미분류된 10일간의 코스이
며, 해군 다이빙의 모든 면에 적격한 다이빙 수퍼바이저로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원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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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국 운영 현황과 국가인증 자격 제도 
∘ 중국 해난구조국(CRS) 관련법과 제도는 2003년 6월 28일 6개 각부 장관이 합의 서
명한 ‘The Implementation of Institutional Reform approved by six Ministers’ 일명  
해난구조개혁법 문서에 의해 오늘날까지 운용되고 있다.
∘ 이는 중국도 한국과 유사하게 60년 동안 반복되어온 고통을 겪어 왔으나 1972년 중국 
주은래 주석의 주도로 이를 단절시킨 계기가 되었으며, 이 법으로 중국잠수학교와 3개 
Rescue Bureau, 3개의 Salvage Bureau, 4개의 Flying Services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 중국 국가인증자격 운영 현황과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 
․ Commercial diver training, 
․ Skills training and identification of  Commercial divers, 
․ Recreation Diver Training(CMAS certificate), 
․ Diving supervision, 
․ Diving life support technician training(CCS certificate), 
․ Underwater welder training, Sailors, Motormen, Yacht drivers 

∘ 국가인증자격을 위한 중국잠수학교 제도와 현황은 표 6-15와 같다. 

구분 기간(년) 설립년도 입교조건 자격부여 교육목표

산업잠수 2 1985 남성/중고생
초급-중급-
고급-기사-

고급기사
구조, 

해양산업잠수사

레저잠수 3 2001 남녀/초중생 초급-중급-
고급

해양스포츠, 
인명구조사

잠수선박근무 3 2006 남성/초중고생 초급-중급-
고급 잠수선박 근무자

잠수선박운용 3 2006 남성/초중고생 초급-중급-
고급 잠수선박 운용자

[표 6-15] 중국잠수학교 자격구분 및 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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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에 과학잠수인증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 연구 분석21)

∘ 우리나라 잠수와 관련 법규는 “산업안전보건법” : 1981년 12월에 재정되었다.
․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 이 법에서 의미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산업안전
보건법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 있으며, 그 외 관련 법규로 “산업고건기준
에 관한규칙”,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규칙”, “고기압작업에 관한기준”이 있
다.
․ 이들 법규는 모두 국내의 산업잠수 활동에만 적용된다.

∘ 외국의 과학잠수 관련 법규
․ 미국 : 1977년 7월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는 잠수에 관한 규정을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에 공표하고 그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OSHA는 29CFR Part1910 - 
Subpart T "Commercial Diving Operation"에 산업잠수사들의 직업상 안전과 건강을 위
해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였다. OSHA의 권한이 적용되는 미국의 영토(해양 및 내수
면)에서는 모든 잠수작업이 이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초기에는 과학잠수도 직업 
활동의 일환이라고 해석되어 이 법규의 적용을 받았다. 미 연방규정 29CFR1910.402에
서 과학잠수는 “과학 연구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필요에 의해 과학, 연구 또는 교육 활
동의 일부로 피고용자에 의해 시행되는 잠수를 의미한다. 수중에서의 중량물 설치와 제
거, 파이프라인 및 이와 유사한 물체들의 검사, 건설, 폭파, 용접과 절단, 폭발물 사용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산업잠수의 작업들은 과학잠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 영국 : 모든 형태의 잠수와 관련된 법규는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서 
관장한다. HSE에서는 잠수작업의 형태를 외해(Offshore), 연안(Inland/Inshore), 과학/
고고학(Scientific/Archaeological), 미디어(Media), 레저(Recreational), 경찰(Police), 
군대(Military)로 분류하고 이들의 작업과 관련되는 규정을 ACoPs(Approved Codes of 
Practice)와 DWR97(Diving at Work Regulations)에 명시하고 있다. HSE는 잠수 종사

21) 강신영, 김호상, 2011. 과학잠수인증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35,1, 
pp1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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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잠수현장의 조사와 검사, 법률 집행, 자문 및 정보 제공, 표
준 제정, 기술 연구, 다이버 훈련 및 인증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
로 하여 영국에는 과학잠수감독위원회(Scientific Diving Supervisory Committee)가 구
성되어있고, 여기서 과학잠수분야의 규정 집행을 감독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
실은 각 잠수작업 형태의 자격인정을 규정에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과학 및 고고
학 분야의 경우 ‘외해’와 ‘연안’에 열거된 모든 등급의 다이버, 레저잠수의 경우․ 
CMAS(Confederation Mondale des Activities Subaquatics) three star 또는 다른 인
증단체의 경우 이와 동급의 인증, European Scientific Diver, Advanced European 
Scientific Diver, 프랑스의 Class 1(40m)과 Class 2(60m), 노르웨이의 
Dykkersertifikat Klasse S로 명시되어 있다. 과학잠수다이버는 잠수종 잠수, 포화잠수, 
DP(Dynamic Positioning) 선박을 사용하는 잠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 유럽 : 유럽의 EEA(European Economic Area)에 소속된 국가들도 스쿠버 장비를 사
용하는 수중과학의 연구 프로젝트 수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사항들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인증은 ‘과학잠수다이버’와 ‘고급 과학잠수다이버’ 2가지를 두고 
있으며, 국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과학잠수다이버 인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CMAS에는 과학잠수 분과에서 제정한 ‘Code of practice’가 
있으며, UNESCO에도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 일본 : 일본의 경우 과학잠수 활동은 일본잠수회가 결성된 1967년부터 시행되고 있었
으며 2009년 일본수중과학협회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체계화되고 있다. 협회 홈페이지
의 기사에 의하면 한 연구자의 잠수 사망사고가 연구종사자들에게 과학잠수 활동에 대
한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게 하여 책임자가 기준을 지키게 하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
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절감하여 협회 
결성에 결정적인 필요성을 부여하였다고 한다. 협회에서는 과학잠수와 관련된 활동기준
을 발표하였고 2010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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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별 잠수관련 법․규제 수립 현황 
① 미국 OHSA 미국산업안전보건청 (OSHA) Occupation
∘ 미국의 기본적인 법체계는 상/하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는 법(Act)과 하
위규정으로서 주무관장이 정하는 규정(Regulation)으로 구성되며, 산업안전보건 부문에 
있어서는 직업안전보건법(OSHAct)과 미연방규정 제 29장(29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이 중심 규정이다.
∘ 총 34개 조로 구성된 직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를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이 법에서 정하는 각종 규정을 숙지하고 근로자들에게 필요
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들은 안전보건규정을 준수해야함은 물론 자기와 관련되
는 안전 보건관련 정보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미국은 정부의 보건안전 부에서 잠수에 관련된 기준을 따로 제시하고 있음 
 · 일반적 산업(General Industry : 29 CFR 1910)의 세부 카테고리 
1910 Subpart T, Commercial diving operations (커머셜 잠수 운영) 
1910.401, Scope and application (범위 및 적용) 
1910.402, Definitions
1910.410, Qualifications of dive team
1910.420, Safe practices manual
1910.421, Pre-dive procedures
1910.422, Procedures during dive
1910.423, Post-dive procedures
1910.424, SCUBA diving
1910.425, Surface-supplied air diving
1910.426, Mixed-gas diving
1910.427, Liveboating
1910.430, Equipment
1910.440, Recordkeeping requirements
Appendix A, Examples of conditions which may restrict or limit exposure to hyperbaric conditions
Appendix B, Guidelines for scientific d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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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영국 보건안전청 (HSE) 잠수 관련 규제 
∘ 영국은 정부기관인 보건안전청(HSE : 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는 잠수부서
(HSE’s Diving Group)이 별도로 있으며, 잠수에 관련된 기준(HSE and diving)을 따로 
제시하고 있다. 
∘ 이 부서에서는 레저 다이빙에서부터 산업 잠수까지 모든 잠수 활동의 안전에 대한 업
무를 정부차원에서 관장하고 있다. 1997년 산업잠수규제(Diving at Work Regulations 
1997: DWR97)를 공표하여 단 한사람이라도 영국 전역에서 수행되는 모든 잠수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규제를 따라야 하는 엄격한 규제를 마련했다. 
∘ 산업잠수는 가까운 내수면부터 먼 외양까지 지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영국 전역에 걸
쳐 운영되는 매우 다양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잠수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인구는 약 5만 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③ 호주 국립해양방재안전과 환경경영당국 (NOPSEMA22)) 
∘ 호주 또한 정부의 국립해양방재안전과 환경경영당국에서 잠수에 관련된 기준(Diving 
Operations)을 따로 제시하고 있다. 

시사점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차원에서 법과 규제를 통해 잠수사 안전 관리를 직접 실시
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의무적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안전을 관리함. 

22) NOPSEMA : National Offshore Petroleum Safe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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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국가별 잠수관련 정책  
① 영국 
∘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경험이 많은 잠수사, 감독관, 지원팀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잠수사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이러한 전문인력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는 데 
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린다는 것을 일찍이 인지해 12개의 산업잠수 교육기관을 
정부 차원에서 직접 인증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해왔다. 
∘ 영국에는 영국 안전보건청 승인을 받은 산업잠수 교육기관이 12개가 있으며, 이 기관
들은 지난 몇 년간 연간 1,250명에 달하는 자격증을 발급했다. 안전보건청은 매년 12개 
기관들에 직접 방문조사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클로즈벨(포화잠수) 훈련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표면공기공급식 잠수 교육과정에 더욱 더 
심도있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안전보건청 잠수부서에서 규모가 큰 산업잠수 작업 환경(유전, 심해공사 등)에 
대해서는 직접 작업환경에 대한 위험평가, 사전 조사 등을 통해서 안전 관리를 실시하
며, 이러한 산업잠수 작업에 투입되는 잠수지원선박(DSVs)의 선령, 작동성, 위험성 등
을 사전에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 또한 위치별 잠수작업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외양에서의 잠
수작업과 내륙지역의 잠수작업의 연간 횟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수주액, 잠수
사의 임금 등 구체적인 변화까지 조사, 분석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심해에 대한 과학과 고고학 분야에서도 환경규제를 통하여 해양건설, 유전 
추출 또는 해양개발계획 보다는 심해과학과 고고학 조사를 우선시 하고 있다.
∘ 예전에는 레저다이빙이 스쿠버다이빙(scuba diving)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혼합기체, 
재호흡기23)(rebreather) 등을 사용하는 테크니컬 다이빙으로 증가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안전보건청 잠수부서의 조사관이 부족한 계획, 부적합한 위
험성 평가 절차, 응급사항 대처 실패 등에 직접 집중 조사하고 있다. 물론 레저 다이빙
의 운영 및 안전에 대한 주체는 정부에서 모두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 및 안전관
리는 관련 단체 및 협회에서 진행하지만, 잠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
사 및 평가는 정부가 직접 실시한다. 

23) 재호흡기 : 개방식 SCUBA와 달리 다이버가 내쉬는 기체를 재처리하여 다시 호흡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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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정부는 최근 언더워터센터(Underwater Center)에 36만 유로(한화 약 4억 5천만 원)
의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심해유전과 가스 산업에 투입될 전문인력의 부족 상황을 고려
한 투자이다. 2011년에 이 영역에 투입되는 잠수사의 평균 연령은 45~54세로 매우 노령화
되었기에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 금액은 약 42명의 잠
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② 미국  
∘ 1978년, 미국 해안경비대는 잠수지원선을 필요로 하는 심해잠수사에 대해 해안경비대
의 검사를 받게 하였으며, 잠수지원선이 필요 없는 심해잠수일 경우는 해안경비대의 사
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 미국 산업안전 보건청의 OSHA 규정을 반드시 따르게 하
는 등 실제 잠수환경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안전관리가 시행되어왔다. 
∘ 미국 잠수 규제인 OSHA의 규정은 매년 최신 동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왔으
며, 특히 이는 ADCI와 같은 민간 협회의 제의에 의해서 수정된 사례가 가장 많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민간 전문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책 및 규제에 반영하고 있다.  
∘ 미국 환경보호당국에서 2016년 4월에 발간한 다이빙안전메뉴얼 개정판 1.3의 발간은 안
전에 관한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연구하고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
는 다양한 환경에서 무리한 잠수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확률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심해환경의 위험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의한 것이다. 

시사점 
∘ 미국, 영국 등 잠수산업 선진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안전에 대한 매뉴얼
을 만들거나 규제를 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외양, 내륙 등 지리적인 
구분이나 활동의 구분 등 세부적인 구분을 통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
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영국은 잠수산업의 미래 수요예측 및 향후 문제점 분석을 통해 잠수사 전
문인력의 부족을 예측하여 교육기관에 직접 투자(펀딩)를 통해서 향후 발생할 잠
수산업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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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잠수산업 국․내외현황

가. 국내현황
1) 잠수 관련 인력 현황(표 6-16)
∘ 1984년 이후 잠수산업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는 2015년 기준 총 5,933명이 있으며, 
이 중 잠수산업기사는 706명으로 잠수기능사 5,227명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인력이다.
∘ 자격증 취득자의 증가추세는 2007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 잠수산업기사는 약 3배, 
잠수기능사는 약 1.5배 증가하였다.

연도
1984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잠수
산업
기사

332 22 23 44 39 38 54 51 34 69 706

잠수

기능사
2362 291 267 287 326 261 270 375 364 424 5,227

[표 6-16] 잠수 관련 자격증 취득 현황(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참조) 

2) 잠수 관련 사업 현황(표 6-17)
∘ 최근 10년 동안 잠수산업 관련한 수중공사업체수는 2008년 152업체에서 꾸준히 증가
하여 2014년에는 260업체가 존재하였다.
∘ 수중공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자자수는 연변동(2007년에 5,804명 → 2008년에 2,113명
으로 감소)이 크며, 연평균 3,501명이 수중공사업체에 종사한다.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사업체수 158 176 152 163 183 193 202 226 260 190

종사자수 4,648 5,804 2,113 3,488 4,074 3,723 2,469 2,710 2,483 3,501

[표 6-17] 전국 수중공사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국가통계포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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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공사업체의 연도별 기성실적 건수는 평균 1,220건이며, 평균 기성금액은 6,792억 
원이다. 기성금액은 1995년 2,906억 원에서 2005년 6,721억 원으로 증가하여 2014년
에는 7,035억 원으로 20년 동안 약 2.4배 증가하였다(표 6-18).

연도 199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05-’14)

건수 1,210 1,284 1221 1,203 1,107 1,170 1,127 1,170 1,275 1,378 1,268 1,220

금액
(억원)

2,906 6,721 6,709 7,397 6,600 6,713 6,315 6,121 6,334 7,977 7,035 6,792

[표 6-18] 연도별 수중공사업체의 기성실적 건수 및 금액(국가통계포털 참조) 

∘ 수중공사업의 해외건설 기성액은 2008년 51억 원에서 2014년 637억 원으로 증가하
였다. 연도별 평균 해외건설 기성액은 505억 원이다(표 6-19).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금액
(억원) 51 853 907 349 257 482 637 505

[표 6-19] 연도별 수중공사업 해외건설 기성액(국가통계포털 참조) 

3) 해양안전(구난) 분야
∘ 국내의 경우 해양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05년 2,293억 원에서 2011년 2,927억 
원으로 약 28%가 증가하였다.24) 인명피해는 2016년 기준 411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2012~2016년에 평균 대략 420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25).
∘ 구난산업은 미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등이 시장 점유 하고 있으며, 사고선박 인양
의 구난업은 미국(TITAN), 네덜란드(SMIT) 기업이 전 세계 대규모 사업을 독식하는 
체제이다.
∘ 해양안전(구난) 분야의 전 세계 시장은 2030년까지 320조원의 직접시장과 900조원의 
간접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4) 한국공학한림원 해양산업위원회, 2014. 2030 미래해양산업전략보고서, p17
25) 해양사고 통계,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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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내 구난기업 육성, 구조장비 개발 및 생산부문의 발전이 많이 
미흡한 실정이며, 연구개발 예산, 인적 역량, 법제도 체계 전반에서 세계 최고국 수준 
대비 약 40% 정도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 민간 구난자원 현황26)

∘ 국내 구난업체의 구난업 종사기간은 11년에서 15년이 가장 많고, 20년 이상 구난업에 
종사한 업체가 8개 업체이며, 가장 오래된 업체의 종사기간은 30년이다(그림 6-9). 외국
의 대표적 구난 기업의 종사기간은 네덜란드의 SMIT 사는 171년이며, 일본의 NIPPON 
살베지도 79년이다.
∘ 해외 구난기업의 종사기간이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해양산업의 차이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구난업체가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원 및 정책의 일관성과 국내구난업체의 자체적인 구난장비 및 기술적 향상이 요구된다.
∘ 우리나라 구난업은 2006년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누구든지 해양구난작업을 시행할 수 
있게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도록 개정(신고제도만 존치)되었다. 그러나 구난작업은 개인
의 경제적 활동일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보호, 인근항해선박 안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
어 공공재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민간구난업 활성화와 해양안전 보장을 위해 수
난구호법에 최소한 구난요건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27). 이에 2016년 12월 
규제 개선을 통하여 구난 자격증 신고제도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40조의 40의 규정
에 의하여 관할지방해운항만청장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구난업(선
박해철업)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그림 6-9] 우리나라 구난업체(좌)의 구난업 종사기간과 외국의 주요 구난업체(우)의 종사기간(년)

26) 최혁진, 이승국, 김선동, 황대식, 2013. 우리나라의 민간 구난자원 실태조사.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
회논문집, pp59-62.

27) 해양경찰청 2013. 해양사고 구난상황 대책 마련 시 구조협회 참여 확대 지시, 해양경찰청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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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산업의 시장 규모
∘ 그림 6-10에서 보듯이, 2011년 기준으로 해양산업은 전체 산업의 4.2%에 해당하는 
144조원 이며, 이중 산업잠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해양토목·건축, 해양기술서비
스, 해양관광·여가산업이 11조원으로 해양산업의 약 8%를 차지한다.28) 
∘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기업 수는 2012년 기준 40,180개이고, 해양기계 및 장비 관련된 
사업체가 거의 절반이다. 총 매출액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2.7% 성장하였으
나, 사업체의 규모는 10명 이하의 종사자를 가진 기업이 전체의 86%로 대부분의 기업
이 영세하다.29)

∘ 2008년 추정 기준으로 해양산업분야에 약 98만 명의 인력이 있으며, 2020년까지 총 
소요 인력이 약 1,386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표 6-20). 이중 2020년에 필요한 전
문인력은 약 95천명으로 해양플랜트 산업 약 26,210명, 해양에너지 분야 23,976명, 해
양레저장비에서 13,285명, 해양바이오가 7,047명, 해저열수광상에서 2,015명 순이다.30)

[그림 6-10] 해양산업의 시장규모: 해양산업 내 비중(2011년 기준)

28) 한국공학한림원 해양산업위원회, 2014. 2030 미래해양산업전략보고서, p137.
29) 김요섭, 정동원, 유승훈, 2016. 해양수산업의 시장규모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Ocean and Polar 

Research, 38(1), pp59−70
30) 한기원, 안요한, 현우용, 2013. 해양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정책 연구, 연구보고서,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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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2008년 추정

총 인력

2020년 예상

총 인력수요

2020년 예상

전문인력 수요

전문인력

비중

해양신재생에너지 25,674 명 46,107 명 23,976 명 52.0%

해양플랜트 388,525 명 415,210 명 26,210 명 6.0%

해저열수광상 1,945 명 11,700 명 2,015 명 7.0%

해양레저장비 16,000 명 89,760 명 13,285 명 14.8%

해양바이오 2,873 명 21,634 명 7,047 명 32.7%

총계 435,017 명 584,411 명 72,533 명

[표 6-20] 중장기 해양신산업 분야별 전문인력 예상 수요

6) 해양플랜트산업 현황 및 전망31)

∘ 해양플랜트산업의 유전 개발시 잠수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잠수사의 위험성
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잠수사가 투입되는 공정을 장비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
이다. 그렇지만 해양플랜트산업과 잠수사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해양플랜트산업에 대
한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았다.
∘ (국내현황) 국내 건조업체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이 주도하며, 개
조는 싱가포르의 Keppel이 시장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ʻ08~ʻ12년까지 매년 약 
90~240억불 수주로(점유율 약 30%대) 세계 1위를 차지하며 드릴십, FPSO 등 고부가 
대형설비 제작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표 6-21). 
∘ (시장현황) ʼ13년(韓 29.5% ↔ 中 37.9%), ʼ14년(韓 13.1% ↔ 中 40.3%)에 중국의 
약진으로 1위를 내주고, 싱가폴의 경우 주로 개조시장, 해양지원선 시장을 주력으로 
2012년 6%대에서 ʻ13년 이후 12~13%로 2배 이상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구분
2012 2013 2014

금액(Bn$) % 금액(Bn$) % 금액(Bn$) %

이동식

한 국 21.9 29.7 18.8 29.5 4.6 13.1
중 국 14.6 19.8 24.2 37.9 14.2 40.3
싱가폴 4.6 6.2 8.4 13.2 4.3 12.2
브라질 18.2 24.7 1.7 2.7 0.6 1.7
유 럽 7.7 10.4 6.3 9.9 5.4 15.3
기 타 6.7 9.1 4.4 6.9 6.1 17.3
세 계 73.7 100.0 63.8 100.0 35.2 100.0

고정식

[표 6-21] 해양플랜트산업 수주 점유율 

31) 산업통상자원부, 2015. 2013-2014 산업통상자원백서, p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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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전망) 유가하락, 세계 경제회복 지체 등으로 당분간 발주사들의 신규 개발투자 
감소 예상. 중장기적으로 육상자원 감소, 심해개발 증가 등에 따라 발주가 지속될 것으
로 전망. 석유개발 지역이 onshore→offshore, 천해→심해로 이동하는 추세이다.32)

∘ 표 6-22에서 해양플랜트 시장은 2010년 1,400억 달러에서 2020년 3,200억 달러로, 
2030년에 5,000억 달러로 연평균 6.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다.33) 그러나 이 전망
치는 최근 저유가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추산이어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다소 오래된 전망치이지만, 해양플랜트 중 해상플랫폼, 해저시스템(subsea) 등 부문별 상
대적인 시장규모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제시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34)

(단위: 억 달러)
년도

항목 2010 2015 2020 2030 CAGR**

해양플랜트 1,452 2,303 3,275 5,039 6.4%
해상플랫폼 372 547 749 1,056 5.4%

Subsea 450 793 1,165 1,898 7.5%
기타(URL*등) 630 963 1,361 2,085 6.2%

자료: 기획재정부, 2012. Douglas Westwood, 2012, KISTI 작성
*URL: Umbilicals, Risers & Flowlines(생산된 원유와 가스를 해상플랫폼에서 이송하는 장비)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연평균복합성장률)

[표 6-22] 전세계 해양플랜트 시장 규모 전망

∘ (경쟁국 동향) 해양플랜트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표 6-23).

[그림 6-11] 전세계 해양산업 전망
32) 산업통상자원부, 2015. 2013-2014 산업통상자원백서, p232
33) 나도백, 2013. 해양플랜트 산업의 시장과 경쟁 구도, KISTI Market Report, 3(9), pp19~23
34) 도현재, 2014. 국내 자원개발 해양플랜트산업의 과제와 대응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 연구보고서,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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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수주목표액을 800억 달러, 기자재 국산화율을 50%, 엔지니어
링 국내수행률을 60%까지 끌어올리는 해양플랜트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 중국은 2020년까지 해양플랜트 육성계획을 마련하여 산업분야의 규모 확대, 기술혁신,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일본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삼소,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계획(2020)을 수립하여 약 2조 5000억 엔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육성목표
(2020)

▶해양플랜트 생태계 조성, 수주 역량제고 (수주액 800억 달러)▶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고부가가치화  (국내 수행 비율 60%)▶기자재 산업 육성, 시장 진출 확대(국산화율50%)

▶ 5~6개 국제 경쟁력 갖춘 해양플랜트 제조기업 육성▶연간 4,000억 위안(약 640억 달러) 달성▶ 국제 시장 점유율 35% 이상, 핵심 시스템 및장비 국산화율 50%

▶2020년까지 2.5조 엔 해양 개발 관련 시장 창출▶국제 경쟁력 갖춘 해양 산업 육성▶교육 연구 산업 기술 개발 해양산업종합연구 개발기구 설립, 해양 인재 교육과 해양 산업 기술 기반 구축

추진 과제

▶국산 기자재 경쟁력 확대▶전문 엔지니어링 역량 확보▶해양플랜트 종합 역량 확보▶산업 생태계 인프라 조성

▶대형 국유 기업 집중 육성 산업 규모 확대▶기술 혁신 강화, 핵심 시스템 및 관련 장비 개발 능력 향상▶효율적 현대 제조 체계 구축▶대외 개발 확대 및 주요 혁신 사업 추진

▶해양 자원 개발 프로젝트 지원▶국제 경쟁력 기반 기술 향상▶혁신적 건조 체제 구축 생산 기반 강화▶대규모 리스크 관리 금융 및 재정 지원 제도 마련▶종합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주요 시장 ▶ 글로벌 진출(미국, 브라질, 유럽, 중국, 동남아등)

▶현 단계 국내 수요 충족 위주, 향후 글로벌 진출 확대
▶자국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진출

주요 제품 ▶심해 시추선, FPSO, LNG- FPSO, LNG-FSRU* 등
▶자율 승강식 플랫폼, FPSO 개조, OSV* ▶해양 탐사, 굴삭 기기, ROV/AUV* 등

자료: 日本海洋産業强化育成, 2012, 해양수산, 2012, 11, 지식경제부, 2012. 5 자료 참조, KISTI 재작성
*LNG-FSRU: LNG 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부유식 가스 저장, 재기화설비)
*OSV: Offshore Support Vessel
*ROV/AUV: Remotely Operated Vehicle/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표 6-23] 한 ․ 중 ․ 일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계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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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내 심해 잠수사 활용 기관 현황
∘ 해양사고 등 유사시 상황에 맞는 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동원 또는 소집 가능토록 분류
하기 위하여 업체별 능력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였다.
∘ 등급평가기준은 국․ 내/외 선박구난 실적, 보유 잠수전문인력 현황, 보유 선박, 잠수장
비 보유 현황, 구난실적, 기업신용보고서 등을 객관적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평
가하였다(표 6-24).
∘ 실증조사 결과 잠수인력은 176명(40m 이내 116명, 이상 60명)이며, 심해잠수전문인
력 보유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A급(3개 업체) : 40m이상의 심해잠수 및 구조능력 및 국내/외 선박구난실적을 보유한 
업체 
∘ B급(6개 업체) : 제한된 40m이상의 심해잠수 및 구조능력을 보유하고, 국내 선박구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C급(13개 업체) : 천해 선박구난 및 인명구조 능력을 보유하고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
하기에는 일부 제한이 있으나 타업체와 공동 및 필요시 지원능력을 보유한 업체
∘ D급(6개 업체) : 업체 단독으로 선박구난 및 인명구조 수행에는 제한이 많은 업체
∘ 등록된 수중공사 업체 378(2016년 기준)35)

∘ 대부분 열악한 구난업체이며, 이중 10개 업체(2.6%)만 정상 운영

35) 대한전문건설업협회(2016), http://www.kosca.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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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체명
해외

입찰

국내

입찰

선박

척수

잠수

장비

잠수

인력

구난

실적

종합

등급

1 ㈜고려수중개발 × × 3 a 3 × D

2 (주)금용해양산업 × ◌ 3 d 7 ◌ B

3 경기잠수풀 × × × d 5 × D

4 공인잠수개발 ◌ ◌ 4 b 20 ◌ A

5 대진수중개발 × × 3 b 1 × C

6 미래해양기술 × × × d 6 × D

7 서해수중 × × 5 c × × D

8 알파잠수기술공사 × ◌ 6 a 15 ◌ B

9 언딘(UMI) ◌ ◌ 10 a 20 ◌ A

10 오대양산업개발(주) × × 1 c 1 × C

11 유성수중개발 × ◌ 3 b 3 ◌ B

12 ㈜대상오션 × × 2 b 6 × C

13 오션씨엔아이 × ◌ 2 d × ◌ B

14 대한수중공사 × × 2 c × × D

15 (주)아주토탈 × × 3 d × × D

16 인터수중마린 × × × b 3 × D

17 중앙수중개발 × × × d × × D

18 (주)창우해양 × × 1 b 6 × C

19 코리아살베지 ◌ ◌ 5 a 6 ◌ A

20 태평양해양산업 ◌ ◌ 5 c 34 ◌ A

21 통영수중개발 × ◌ 1 c 4 ◌ C

22 팔팔수중개발 × ◌ 7 a 6 ◌ B

23 (유)피케엘 × × 3 d × × D

24 한국살베지 × × 7 b 6 × C

25 한국해양기술 × × 3 b 11 × C

26 (주)현대해양개발 × × 10 a 6 × C

27 해양수중공사 × × 1 b 3 × D

28 해양개발공사 × ◌ 1 b 4 ◌ B

합계 91 176

[표 6-24] 구난업체 총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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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현황
1) DW (Douglas Westwod) 세계 유전 관련 전망 2017-2021
① 세계 유전 장비 시장 예측 2017-202136)

∘ DW(Dougals Westwood)는 최근 3년간 하락세에 있던 세계 유전 장비 시장이 2017년 
1분기에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2017년~2021년을 대상으로 예측한 연안 유
전 장비 지출에 대해 평균 4%의 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그림 6-12).
∘ 2017년~2021년 동안 연안 유전 장비 지출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 4%로 전망하였으
며, Onshore Rigs & Rig 장비는 2013년~2016년 동안 77% 감소하여 회복 중에 있으
며, 가장 빠른 성장률(GAGR 15%)을 나타내고 있다. 중서부 연안에서 유전 장비 지출
은 향후 5년간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측 기간 동안 연간 해외 비용이 –9%씩 
감소할 것이다. 공급 과잉 설비 사장의 결합과 새로운 고정 및 부유 생산 주문의 부재는 
연평균 각각 –9%와 –2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유전 장비 시장은 2017년 
12%증가하지만, 외해의 장비 감소로 –1%로 예상된다. 
∘ 2017년~2021년까지 장기저인 측면에서 세계 유전 장비 시장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된다.

[그림 6-12] 연안에서 장비 유형별 유전 장비 지출 2012-2021
36) Douglas Westwood 홈페이지 :
http://www.douglas-westwood.com/report/drilling-and-production-forecast/world-oilfield-equipment-m

arket-forecast-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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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계 Drilling & 유전 시장 예측 2017-202337)

∘ DW(Dougals Westwood)에서는 세계 Drilling & 유전 시장 예측(2017년~2023년)을 
OPEC이 주도하고 11개 비 OPEC 산유국에 의하여 조정된 유전 생산 감소는 전 세계적
으로 석유 및 가스 부문의 단기 전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DW는 2017년에 균형 
잡힌 시장을 전망하지만, 2018년은 이전에 재개된 프로젝트의 이행으로 공급 과잉을 전
망하였다. 
∘ 해양 석유 생산량은 2019년을 정점으로 2020년 초에 공급 부족이 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러한 상황은 가까운 장래에 OPEC 회원국들이 석유&가스 생산 준수에 관계없이 
예상하고 있다.
③ 세계 유전 서비스 시장 예측 2017-202338)

∘ DW(Dougals Westwood)에서는 세계 유전 서비스 시장의 전망을 2016년 1780억 달
러에서 2021년 552억 달러(2014년 대비 52% 하락)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
였다. OPEC의 조정 생산 감축에 이어, 미국의 비전통적인 시추 활동에 대한 반등을 기
대하며, 글로벌 OFS(Oilfield Services) 시장은 2017~2021년 동안 전년 대비 5% 성장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그림 6-13).

[그림 6-13] 세계 유전 서비스 시장 예측 2012-2021

37) Douglas Westwood 홈페이지 :
http://www.douglas-westwood.com/report/drilling-and-production-forecast/world-drilling-production-

market-forecast-2017-2023/
38) Douglas Westwood 홈페이지 :
http://www.douglas-westwood.com/report/drilling-and-production-forecast/world-oilfield-services-mar

ket-forecast-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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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저 시설물 설치 추진 요인의 변화39)

∘ 국외의 수중시설물 설치는 점차 천해에서 심해로, 보완적인 생산기술 개발, 원격 유전 
개발, 열악한 환경의 유전 개발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설비 투자가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되며, 다음은 아시아와 라
틴아메리카가 각각 총 투자비용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다(그림 6-14).

[그림 6-14] 지역별 설비투자 예상 비율, 2015-2019

39) Ben Wilby, 2015. Subsea Infrastructure Growth Tempered by Oil Price Collapse. GLOBAL MARKET 
TRENDS,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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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해지역의 원유 및 가스 생산량 전망40)

∘ Douglas-Westwood, 2015에 의하면 offshore에서의 생산량은 2014년까지 정체를 보
였으나, 2021까지 전 세계 생산량이 약 23%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그림 6-15). 
천해에서는 가스 시추의 성공으로 2021년까지 약 17% 성장이 전망되며, 심해에서는 
2021년까지 약 32%의 성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천해 지역의 일일 원유 생산량 변동 추세(그림 6-16)를 보면 2021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 심해 지역의 일일 원유 생산량 변동 추세(그림 6-17)를 보면 2021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이며, 브라질과 서아프리카, 미국과 멕시코의 심해에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
망하였다.

40) Douglas-Westwood, 2015. World drilling & production market forecast 2005-2021. p13-15

[그림 6-15] Offshore에서 총 원유 생산량의 연변동 추세 200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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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천해 지역의 원유 생산량 변동 추세 2005-2021

[그림 6-17] 심해 지역의 원유 생산량 변동 추세 200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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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수중 시설투자 전망41)

∘ (미래 수중시설 투자 전망) 전세계적으로 2014~2018년 사이에 연해지역(offshore)의 
유전관련된 시설에 최근 5년과 비교하여 80% 성장한 1,170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전
망된다(그림 6-18).
   (https://www.spe.org/en/ogf/ogf-article-detail/?art=266)

[그림 6-18] 최근 전세계 수중시설 투자비용 변화 전망

5) 해양기술서비스
∘ 해양석유·가스, 해양에너지 등 생산을 위해 건조된 해양플랜트의 운송, 설치, 시운전, 
운영, 유지보수, 해체 등 구조물 관련된 세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시장은 2011년 기
준 약 1,450억 달러(145조원)로 평가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8,800억달러(880조원)
까지 비약적으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 된다(그림 6-19).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 건조
는 세계 1위이나 전체 부가가치의 50%를 점유하는 서비스기술은 취약. 세계 최고국과 
비교하면 약 60%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42)

41) Kian Zi Chew, 2014.  Global Subsea Market Outlook from an Asia Pacific Perspective. 4th Asian 
Subsea Conference and Exhibition, p31 

42) 한국공학한림원 해양산업위원회, 2014. 2030 미래해양산업전략보고서,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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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해 시설의 유지보수, 개량, 운영(MMO)을 위한 지출은 2010-2014년의 4,370억 달
러에서 2015~2019년 사이에는 약 5.4% 성장한 4,820억 달러의 시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이중 북아메리카와 아시아가 전체 예상지출의 4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43)

[그림 6-19] 2010-2014년과 2015-2019년 사이의 지역적 총 MMO 지출

43) Douglas-westwood, 2015. World offshore maintenance, modifications, and operations market 
forecast 2015-2019,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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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시설 해체 산업 시장 전망44)

∘ 외해의 원유 및 가스 시설의 해체 시장이 2015년에 50.5억 달러로 형성되고, 2020년
까지는 이 시장이 79억 달러로 성장하고, 2025년에는 88.5억 달러 시장으로 발전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6-20).
∘ 2015-2020년 동안 시설 해체 시장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CAGR)이 9.4%이고, 
2020-2025년 사이에는  약 2.3%의 연평균 성장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반
적인 글로벌 해양석유 및 가스 해체시장은 10년의 예측 기간 동안 약 5.8%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림 6-20] 글로벌 해양 석유 및 가스 시설 해체 시장 전망
44) Visiongain, 2015. Offshore oil & gas decommissioning market report 2015-2025-Prospects for the 

Gulf of Mexico Sea, Asia-Pacific & the rest of the world in the low oil price environment, p162



219 제6장 중장기 로드맵 설정  

7) 수심별 해양시설 분포 현황 및 전망45)

∘ 현재 생산시설은 대부분 수심 200m 이내의 천해에 총 3,100개 시설 중 2,681개 시설
이 분포해 있으며, 수심 200~500m 사이에 존재하는 시설은 아메리카와 유럽에 전반적
으로 분포하고 있다. 수심 1500m 이상에 존재하는 시설의 59개가 가운데 90%가 아메
리카에 존재한다. 이들 시설의 대부분은 고정형 시설이다(그림 6-21).
∘ 현재 개발 중인 시설은 221개가 있으며, 이중 148개가 수심 200m 이내에 존재하며, 
수심 500m 이상에 56개가 있다(그림 6-22).
∘ 잠재적인 개발 후보지는 2,853개 지역이 있으나, 수심 200m 이내에 1,872개가 있고, 
수심 500m 이상에는 674개가 있다(그림 6-23).

[그림 6-21] 수심별 현재 석유·가스 생산 시설 현황

[그림 6-22] 수심별 개발중인 석유·가스 생산 시설 현황

[그림 6-23] 수심별 잠재적 석유·가스 생산지 현황

45) Clarksons Research, 2016. Oil and gas supply. Offshore intelligence monthly, vol.6(3),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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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의 해양산업 규모
∘ 중국은 2014년의 해양생산 총액 6조 위안에서 2015년에 6.5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7%의 산업 성장을 보이고 있다(표 6-25).46)
∘ 주요 해양산업 분야 중 산업잠수와 관련된 해양석유&가스, 해양공정건축업, 해양관광
은 2014년에 1.3조 위안에서 2015년에 1.4조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구분
2014년

생산액 (억 위안)

2015년

생산액 (억 위안)

전년 대비 

증감률(%)

해양생산 총액(GOP) 59,936 64,669 7.0

해양산업 35,611 38,991 8.2

주요해양산업 25,156 26,791 8.0

해양수산 4,293 4,352 2.8

해양석유&가스 1,530 939 -2.0

해양광업 53 67 15.6

해양염업 63 69 3.1

해양화학공업 911 985 14.8

해양생물의약업 258 302 16.3

해양전력업 99 116 9.1

해수이용업 14 14 7.8

조선업 1,387 1,441 3.4

해양공정건축업 2,103 2,092 15.4

해양교통운송업 5,562 5,541 5.6

해양관광 8,882 10,874 11.4

해양공공부문 10,455 12,199 8.7

해양연관산업 24,325 25,678  

[표 6-25] 2015년도 중국 해양산업 생산총액 및 전년도 대비 증감률

46) 출처 : http://www.soa.gov.cn/zwgk/hygb/zghyjjtj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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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업잠수 인력 및 연봉 현황
∘ (미국 잠수인력 현황) 미국 노동부47)는 산업잠수(commercial divers, 49-9092) 인력
은 2014년 4,400명에서 2024년 6,000명으로 약 37% 증가로 예상하며, 전체 고용인력
의 증가율 6.5%보다 높고, 증가하는 직업군의 6위에 해당한다.
∘ (산업잠수 종사자 연봉) 그림 6-24를 보면 산업잠수 분야의 수중용접 종사자의 연봉
은 연안지역(onshore) 작업 시에 미국은 약 9만 달러이고, 캐나다 및 뉴질랜드가 약 6
만 달러이며, 근해지역(offshore) 작업은 오스트레일리아가 14만 달러, 캐나다가 약 11
만 달러이다.48)

[그림 6-24] 주요 선진국의 수중용접 종사자의 작업 해역에 따른 평균 연봉

∘ (영국 산업잠수 현황) 영국은 750여개의 회사에 53,000명 이상의 산업잠수 인력이 종
사를 하고 있으며, 서비스 및 생산에서 89억 파운드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49)

47) 출처 : http://www.soa.gov.cn/zwgk/hygb/zghyjjtjgb/
48) 출처 : 미국 노동부 , http://www.bls.gov/
49) 출처 : http://www.professionaldivingacademy.com/careers-in-diving/#thesubsea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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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잠수 인력 활용 방안
1) 국내 산업잠수 활성화 방안
∘ 1984년 이후 잠수산업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는 2015년 기준 총 5,933명이다. 자격
증 소지자 중 국내 산업잠수에 활동하는 인원에 대한 통계 파악은 어려우며, 수중공사업 
종사수주는 9년(2006년~2014년) 평균 3,501명으로 파악되었다. 
∘ 기획연구 세부과제 3(p. 70, 표2-24)의 설문결과 27개의 업체에서 근무하는 잠수인
력은 179명이고, 평균 8.1명으로 파악된다. 전국 수중공사업 사업체수는 평균 190로 
(표 6-17) 평균 잠수사 인원을 적용하면 1,539명이다. 그러나 국내 수중공사업은 대부
분 영세한 업체로 잠수인력을 평균 2~3명 정도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중공사
업 사업체 중 잠수인력은 약 500여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설문에 참여한 구난업체 잠수인력 중 수심 40m까지 잠수 가능한 업체는 10개
로 조사되었다. 국내 구난업체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형 구난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다.
∘ 그 이유는 구난업체 선정 시 선박의 손해보험회사가 불성공 무보수조건(No cure No 
Pay) 및 최저가격 입찰조건으로 구난업체와 계약을 하며, 상선의 경우 주로 선주상호보
험인 P&I(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선체보험 및 화물보험 등에서 구난 비
용을 지급하고 있고, 어선의 경우 수협 보험을 통해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 그리고 현재 국내구난업계는 구난상황 발생 시 보험회사가 선정한 외국구난업체가 진
입하고 있으며, 국내구난업체의 장비 및 기술 등의 부족으로 외국구난업체와 경쟁이 어
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악순환으로 국내구난업체의 자립과 성장이 어려운 환경이다.
∘ 따라서 외국 구난업체의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구난작업 신고’ 업무 이행강화를 위한 
정책적 마련과 국내구난업체의 자발적인 장비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2) 국내 산업잠수사 해외 진출 방안
∘ 국내 산업잠수사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증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현재는 국내에서 국제 인증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다만 한국
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에서 ADCI에서 인증하는 용접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 현재 국내 잠수자격증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는 국내 기업에서 해외에 수주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이다. 잠수사는 국내 기업과 계약을 한 것으로 근본적인 해외 진출이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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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잠수 시스템 기준 필요성 및 국제 협력 방안을 위한 기존 연구를 보면(표 6-26)50) 
국내 제도의 문제점에서 보듯이 잠수사의 안전을 위해 개선하고 국제적인 기준/규격을 
신속하게 수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 및 규격을 신속하게 수용함으로써 국제무대에 동
조해야 할 것으로 연구하였다.
∘ 그리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향후 국내에서 진행되는 수중공사에 국내의 유능한 잠수사
와 잠수 장비들이 투입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수중 건설의 국제무대에도 당당히 나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목록 국내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국제적

활동

잠수 관련 국제 협약 

국내 미채택

국제 협약, 규격 검토 및 수용

․관련 단체에서 규격의 기준화 요구

․산·학·연 합의체 결성으로 국내 기준 

규격을 국제화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국제 기준 검토 및 국내 

수용 미흡

국제통용 시스템 

운용요원 및 

잠수사 자격

챔버 운용요원 교육 및 

인증 자격 없음
잠수/구조 전문기술단체 활성화

․전문 교육기관 및 대학(원) 육성으로 

국제적 자격인정
잠수사 자격에 대해서만 

인정

시스템 정비 

유지

장비 수입 의존(운용유지 

비용 과다)

잠수 자격 기준 제정으로 잠수/구조 장

비 표준화 및 국산화 추진

국내 수요 저조 및 

국산화 미흡 국제통용 인증/검사 단체 육성

정기 검시 미실시

[표 6-26] 잠수 시스템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 따라서 국내 산업잠수사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국제적으로 인증되는 자격
증 취득 가능한 기관을 건립하여 전문적 인력 양성을 통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해외의 산업잠수는 미국, 유럽, 아프리카, 호주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구난과 관련된 선주보험협회와 관련된 업체와 연관하여 해외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50) 박종엽, 강신영, 2011. 잠수 시스템의 국내 표준 및 안전 기준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마린엔지니어링
학회지, vol. 35-6, pp856-860 (ISSN 1226-9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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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중산업분야 개발 가능성 아이템

가. 과제명 : 한국형 해난구조․혼합기체잠수 기술 연구개발 
1) 제안자 : 김도현 (부경대학교 객원교수)

과 제 명 한국형 해난구조⋅혼합기체잠수 기술 연구개발

필요성
(문제점)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해난사고는 천안함 폭침,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문제인 경우가 많다. 또한 그 유형과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발생 장소 또한 예측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 초기대응을 신속히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유형별 분류와 이에 따른 

대응 절차⋅방법이 구체화 정립되어 있지 않다.

해역별 가용 선박과 장비, 인원 등을 점검하고, 긴급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이는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난사고에 대한 구조 의뢰는 보험사, 선주 또는 이들의 대

리인들이 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 구난업체들은 영세하며 인지도가 낮고,

기술력 또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외국 업체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왔다.

세월호 사고의 경우, 초기대응의 미숙은 물론, 향후 대책 수립에도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아직도 외국의 기술자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해난구조에 필수적인 잠수 기술⋅장비의 표준화는 물론,

기준⋅지침 또한 매우 취약하여, 안정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천안함 구조현장에서 해군잠수사의 죽음과 민간 자원봉사 잠수사의 잠수

병 치료, 세월호 현장에서 민간잠수사 두 명의 죽음과 빈번한 잠수병 치

료 등은 사전준비, 현장 운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다.

나아가 공기잠수의 한계수심과 해저체류시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혼합기체잠수 장비⋅기술의 연구개발이 시급하다. 이는 향후 포화잠수 장

비⋅기술 확보에 초석이 될 것이다. 경신호(995.41톤, 방카C 2,560 kl 적재,

수심 98m)의 경우, 1988년 사고당시의 조사와 응급조치는 일본 업체,

2010∼2011년 재조사와 잔존유류 제거작업은 네덜란드 업체가 수행하였

다. 따라서 심해 해난구조 기술의 연구개발 또한 시급하다.

기본적 해난구조 기술 중의 하나인 인양작업은 중량물을 다루고, 동적장

력(Dynamic force)이 고려되어야 하며, 다양한 장비와 복잡한 구조물⋅장

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맞는 치밀한 사전준비와 안전하고도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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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안전사고 – 2차적 피해가 발

생하지 않아야 한다. 예기치 않은 사고에도 대처해야 한다. 인양, 나아가 

해난구조 현장에서의 2차적 사고와 피해사례는 생각보다 많은 실정이다.

물론 모든 현장을 위한 매뉴얼은 있을 수 없지만, 기본적인 해난구조 매

뉴얼의 작성이 시급하다.

현장에서 1차 구조된 선박 등은 안전한 곳으로 이송되어야 하며, 대부

분 예인하게 된다. 이 또한 동적 인장력이 고려되어야 하며, 적합한 예인

선, 예인장치(예인색 포함) 등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좌초의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주변 환경⋅상황을 파악하여, 적합

한 구조기술을 결정해야 한다. 인양과 예인의 기초적 기술이 응용되며, 필

요한 사전 작업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필요성
(문제점)

이렇듯 해난구조는 가용 선박과 장비, 인원들을 제때에 신속히 투입해

야 하며, 여러 분야의 기술들이 복합(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본 과제는 해사, 해양

에 관련된 것이므로 당연히 해수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연구
목표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해난사고 사례를 분류⋅분석

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특히 우리나라 해난사

고 발생 장소의 환경은, 세월호 참사처럼 매우 열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환경과 한국 실정을 고려한 해난구조 기술의 연구개발을 목표로 한

다.

해난구조에 필수적인 잠수는 수심과 주변 환경, 장비에 따라 제약을 받

게 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공기잠수(허용 한계수심: 50m)에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심과 해저체류시간(작업시간)에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제

약들을 극복하기 위한 장비와 비포화 혼합기체잠수(허용 한계수심: 75m,

IMCA 기준)기술의 연구개발을 목표로 한다. 더욱이 잠수는 수중환경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위해 요소와 제약이 뒤따른다. 따라서 안전성과 효율

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연구
내용

다양한 해난사고를 분류⋅분석하고, 이에 따른 구조 사례를 분석⋅연구

한다.

해난사고의 유형에는 침몰, 전복, 좌초, 충돌, 화재, 기관(조타장치 등 포

함)손상 등이 있다. 이들을 구조하기 위한 인양, 예인, 이초, 부력 복원⋅

조절 등의 장비와 기술을 연구개발 한다.

해난구조는 시간을 다투어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 해역

을 대상으로, 해난사고 발생 시의 신속 대응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한다.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인명구조⋅수색 기술을 연구개발 한다.

해난사고 예방과 해양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해난 사고⋅구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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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해난구조 매뉴얼을 작성한다.

현재 국내의 잠수안전 기준은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세계적 수준의 기

준을 제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을 연구개발 한다. 이에는 장비, 인

력, 운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를 고려한 산업⋅해난구조 잠수 매뉴얼을 

작성한다.

수심⋅해저체류시간의 제약을 최소화 하는 혼합기체잠수 장비⋅기술 연

구개발 한다.

해⋅조류,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입⋅출수 시스템 (LARS:

Launching and Recovery System, 세계적 권고사항) 연구개발 한다.

활용분야
및 기대효과

해난구조

n 해난사고 사례 분류⋅분석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사고 예방

은 물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한다.

n 해난구조 긴급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한다.

n 관련업계에 기술이전을 함으로써 원천기술의 확보는 물론, 경쟁력을 

높인다.

n 고부가 가치를 지닌 해양⋅수중 관련 산업으로의 기술 확산 효과는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n 인지도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며,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n 후진국과 개도국들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한 국위선양과 외교적 지위 

향상, 나아가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킨다.

n 전문인력 양성과 훈련을 한다.
혼합기체잠수

n 공기를 호흡매체로 한 공기잠수는 해난구조, 해양산업, 과학, 스포츠⋅

레저, 군사 분야 등에서 원천기술이다. 특히 해난구조⋅산업잠수는 세

계적으로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하

지만 현재 국내 실정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 본 과제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 관련 분야에 응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n 공기잠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혼합기체잠수 장비⋅기술 개발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향후의 포화잠수(200

∼300m) 기술개발의 초석이 된다.

n 해양⋅수중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져온다.

n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n 전문인력 양성과 훈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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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제명 : 해양안전 수중로봇 개발
1) 제안자 : 김용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과 제 명  해양안전 수중로봇 개발

필요성
(문제점)

∘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이, 한국연안의 극한해양환경에서 선박 침몰, 조난 등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강조류에 강인하고 악시계
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중로봇 개발 필요. 

   - 우리나라 연안에는 많은 항만구조물, 교량의 교각, 침매터널 등이 있으며 
안전에 필수적인 주기적 수중 정밀검사를 위하여 한국연안 극한환경에 적용
할 수 있는 수중로봇 개발이 시급함. 

   - 한반도 연안을 따라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재앙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극한환경에 강인한 수중로봇 개발이 필요함.  

   - 해안, 강, 댐 등 수상사고 시 인명손실을 방지하고 극한환경에서도 구조 활동을 
감당할 수 있는 해양안전 수중로봇은 국가적으로 확보가 시급히 필요함. 

 ※한국연안 극한해양환경 정의(서해를 중심으로) : 조류 4kts 이상, 탁도 20NTU 
이상

연구
목표

∘ 한국연안 강조류(4Kts)를 극복하고 수중 100m 이상 유영할 수 있는 수중로봇 
개발

∘ 침몰선박 등 수중물체 주변에서 발생하는 강조류를 극복하고 정확한 위치(Route 
Keeping / ± 2m 이내 오차, Station Keeping / ± 1m 이내 오차) 유지할 수 
있는 수중로봇 개발

∘ 한국의 서해안과 같이 20NTU 악시계에서도 시야를 확보하고 정확한 위치를 
유지 할 수 있는 초음파 센싱 기술 개발    

∘ 한국연안 극한환경의 강조류 및 와류를 극복할 수 있는 Vector Thrust 탑재 
및 강인제어 가능 수중로봇 개발

∘ 교량의 교각, 댐, 침매터널 등을 정밀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는 수중로봇 개발 
∘ 한국연안 극한환경에서도 조작 및 운용이 용이한 수중로봇 개발

주요연구
내용

∘ 한국연안 조류 극한환경에 강인한 수중로봇 개발 
 - 유체해석을 통한 강조류(4kts)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 유체력 저항을 갖는 

수중로봇 선형 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 강조류에서의 수중로봇 동적거동 해석
- 강조류 극복 벡터추진기(Vector Thrust) 설계 및 최적배치 연구 

∘ 한국연안 악시계 극한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초음파 센싱 기술 개발 
- 수중작업을 위한 On-Line, Off-Line 물체인식, 모자이킹, 로봇운영 등 초음

파 센싱 기술 개발
- 초단거리 고출력 Laser, Optical Vision등을 사용하여 정밀 스캔 및 로봇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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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
∘ 한국연안 조류 및 와류 극한환경의 수중로봇 제어 기술 개발

- 강조류(4kts) 측정 기술 개발
- 극한환경의 수중로봇 위치 및 자세제어를 위한 복합항법과 제어기술 개발

(위치 정확도 : Route Keeping / ± 2m 이내 오차, Station Keeping /± 1m 이내 오차)
∘ 한국연안 극한환경의 교각, 댐 등 수중구조물 검사 시스템 구현

- 성능 검증을 위한 시스템 구현
- 수중로봇 운용을 위한 시스템 구현

활용분야
및 기대효과

∘ 활용분야 
- 한국연안 극한환경에 강인한 수중로봇 개발은 우선적으로 국가 해상 재난의 

구조 로봇으로 활용하며, 
- 한국연안 및 내수에 건설된 약 15,000개 이상의 교량의 교각, 댐 등의 안전을 

위한 주기적 전수검사에 활용하여 국가기간시설의 안전성을 도모
∘ 연계방안

- 한국연안의 극한환경에서 해양플랜트 유지관리, 해양탐사, 해저 케이블 조사 
및 검사 등의 수중로봇에 핵심기술 적용 가능

- 미래 해양수호의 해양무인체계에 핵심기술 적용 및 활용이 가능

∘ 기술적 기대효과
- 강조류 환경에서 작업 가능한 강인한 수중로봇 선체 및 추진기술 확보
- 악시계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한 초음파 센싱 기술 확보 
- 강조류 환경을 극복하는 수중로봇 플랫폼 제어기술 확보
- 강조류 환경에서의 수중로봇 정밀 항법 기술 확보
- 강조류 환경에서의 수중로봇 플랫폼 운용기술 확보

∘ 사회적 기대효과 
- 국가차원의 해양사고 극복을 위한 수중안전로봇 확보로 국민안전 도모
- 기존 4노트의 강조류 환경에 투입이 불가한 수중로봇 기술 공백을 채워 수중

구조물 안전성 확보 
- 세월호 사고와 같은 선박의 침몰에서 구조, 인양 등의 해양구조 활동 가능하

여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
∘ 경제적 기대효과

- 한국연한 극한환경에서 선박 침몰의 구조, 탐사 활동은 경제적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효과가 큼

- 우리나라 연안에 건설된 수중구조물 안정성 확보는 검사 및 조사로 파급된 
경제적 가치를 훨씬 초월할 수 있음  

- 극한환경 극복 수중로봇 핵심 기술은 해양플랜트 유지관리, 해양탐사, 해저 
케이블 조사 및 검사 등에 활용 할 수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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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제명 : 국가 잠수관련 법령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 제안자 : 민병국 (한국폴리텍대학교강릉캠퍼스 교수)

과 제 명 국가 잠수관련 법령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필요성
(문제점)

∘   국가 잠수관련 법령이 30년 전에 국제적으로 인준되지 않은 일본이 자체적
으로 제정하여 사용하는 잠수관련법을 번역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규정과 사용에 맞지 않고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실제적으로 미국
의 해군기준이 전 세계에 표준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서도 
미 해군의 잠수작업에 대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잠수관련 일본법은 일본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본도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연구
목표

∘  현재 시행중인 산업잠수관련법과 현장에서 사용하는 잠수관련 규정들을 
비교하고 조사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과 현장과의 괴리감을 조사 연구 분석

∘  잠수작업 관련법을 연구함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의한 법령들을 연구조사 
하여 우리나라의 잠수관련 법령의 개정하는 자료 제공 및 개정 기반 마련 

주요연구
내용

∘ 잠수관련 산업안전법
  - 산업안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자율안전신고 절차에 관한고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고기압작업기준
  - 유해 ․ 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활용분야
및 기대효과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잠수관련법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 법으로 개정. 
잠수산업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잠수작업 및 고기압 작업에 대한 각종 산
재 및 고기압질병 발생을 예방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하도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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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제명 : 수중작업용 스마트 잠수헬멧 개발
1) 제안자 : 민병국 (한국폴리텍대학교강릉캠퍼스 교수)

과 제 명 수중작업용 스마트 잠수헬멧 개발

필요성
(문제점)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잠수작업용 헬멧은 서양인의 체형에 맞게 설계되
어 있는 기성품을 수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체형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음

연구
목표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잠수작업용 헬멧은 수중이나 해저에서 일정시야
가 확보되어야 작업이 가능하므로 우리나라의 수중 및 해중은 동해바다
는 수중시야가 좋으나 서해 및 남해바다는 조류가 심하고 수중시야가 
혼탁함으로 인하여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기능을 보유한 수중작
업용 헬멧 개발이 필요함

주요연구
내용

∘ 혼탁한 수중 및 해저에서 작업이 가능한 멀티기능을 갖는 헬멧
  - 소나기능이 가능한 수중작업용 헬멧 연구
  - 조류가 강한 곳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 수중작업에 대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3차원적인 헬멧 연구

활용분야
및 기대효과

∘ 우리나라 바다의 특성에 따른 작업이 가능함으로 수중시야가 흐린물
이나 혼탁한 흑탕물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헬멧이며 세계에서 최초개발 
제품으로 수중작업용 헬멧의 국산화 및 외화절감과 해외수출로 잠수장
비관련 제조업분야 활성화로 고용증대
∘ 동남아시아는 해양석유자원 개발이 풍부하고 잠수작업이 많으므로 
수중작업용스마트헬멧 개발 시 수출이 가능하며 해양산업의 선진국으
로 진입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가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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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과제명 : 국내 잠수작업용 감압테이블 개발에 관한 연구
1) 제안자 : 민병국 (한국폴리텍대학교강릉캠퍼스 교수)

과 제 명 국내 잠수작업용 감압테이블 개발에 관한 연구

필요성
(문제점)

∘ 현재 산업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수작업관련 법령은 현장과의 
괴리감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음
 - 감압에 대한 이해도 어렵고 감압에 필요한 압력조정을 현장잠수작
업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적으로 적용에도 어려움이 있음
 -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수감압테이블은 민간인이 아닌 미 해군 
기준으로 한 것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중잠수작업 근로자들
의 체형에 맞는 감압테이블은 현재 전무한 상태

연구
목표

∘ 미국 등 유럽의 영국, 프랑스, 캐나다 , 뉴질랜드, 호주 등 잠수 선진 
국가들은 각 나라들의 실정에 맞는 잠수감압테이블 개발하여, 현장에
서 활용하고 있음으로, 각국의 잠수감압테이블을 연구하여 우리 수중
잠수작업실정과 체형에 적합한 한국형 및 아시아인들에 적합한 감압테
이블을 개발 필요

주요연구
내용

∘ 수중잠수 선진국들의 감압테이블을 비교 연구하여 한국형에 적합하
고 아시아인들에 적합한 감압테이블 연구 개발

활용분야
및 기대효과

∘ 우리체형에 적합한 감압테이블을 개발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잠수
작업 감압테이블로 활용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잠수 선진국으로 위상 
강화 및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 우리체형에 맞는 감압테이블이므로 수중잠수작업 중 안전한 감압테
이블로 감압함으로서 잠수 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잠수질병의 감소 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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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과제명 : 인명구조용 마이크로 ROV 개발
1) 제안자 : 황대식 (한국해양구조협회 구조본부장/상임이사)

과 제 명 인명구조용 마이크로 ROV 개발

필요성
(문제점)

∘ 촌각을 다투는 수중 구조 상황에서 잠수사가 투입되려면 사고현장까지의 장비 
및 인력의 이동 잠수장비의 세팅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 현장에 도착하였
다 하더라도 현장사정(유속, 시정, 수온, 파도 등)에 의하여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함. 따라서 신속한 이동과 휴대 그리고 즉시 투입이 가능한 소형 ROV(영상 
및 음파탐색 그리고 로봇팔 장착)가 필수적임
 
∘ 기존 ROV는 중대형으로 선박과 항공이동에 제약을 받으며 투입 역시 많은 시간
이 소요됨 또한 선내 진입 및 유속에 취약함

∘ 세월호 사고 시에도 잠수사가 현장여건이 부합하지 않아 초기 수차례 잠수사 
투입에 실패하였고 본격적인 수색구조를 위한 하잠줄 설치에 2일 소요됨

∘ 당시 마이크로 ROV가 있었다면 투입하여 발생초기 1차 수색구조 하잠줄 설치를 
ROV 전원 및 컨트롤 라인으로 하여 이후 2차 잠수사가 투입하여 가이드라인을 
확장하는 원만한 수색구조 활동이 가능하였고 국민 불안과 원성을 해소할 수 있었
음

∘ 기존 보유한 중대형 ROV는 가격 또한 고가이고 취급 및 이동(중장비 사용)관리, 
운용(선내투입이 어려움)의 제약으로 인명 구조용으로는 부적합

연구
목표

∘ 운용 가능수심은 300m
∘ 운항속력은 4노트 이상
∘ 총중량은 4Kg~6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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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는 38×29×23 cm(가로×세로×높이)
∘ 영상은 HD카메라 수평화각 90도 대각선화각 140도 흑백/칼라
∘ 전원은 12V 110V/220V 겸용
∘ 위치저장 및 설정지역 탐색기능
∘ 영상 및 음파 탐색기능
∘ 선체접착 궤도 운용가능
∘ 기타 방사능 탐지 및 비파괴 기능 및 거리 두께 측정기능 포함

주요연구
내용

∘ 소형 ROV 방수(300m), 방진, 방충 기능 개발연구
∘ 75Kw 이상의 출력과 전후, 좌우, 상하 자세유지 및 운항동력 개발연구 
∘ 중량 6Kg이내 크기 38×29×23 소형화 바디 및 프레임 개발연구
∘ 소형 영상 및 음향탐색장비 개발연구
∘ 소형 선체 접착형 궤도 개발연구
∘ ROV 컨트롤박스 및 저장장치 개발연구
∘ 중성부력 케이블 개발연구
∘ 위치저장 및 설정지역 탐색 개발연구

활용분야
및 기대효과

∘ 수중 익수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수중탐색 및 인명구조
∘ 잠수 불가 극한 상황 시 하잠줄 설치 수색구조 선결작업
∘ 다이버 모니터링 및 잠수안전
∘ 수중 보안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 및 검사
∘ 수중 범죄수사 활용 및 증거 채증
∘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 연구
∘ 해양조사 및 탐사
∘ 원자력 발전소 파이프랑인 및 시설 검사 및 관리
∘ 선박 및 선저 검사
∘ 폭발물 및 위험물 조사 및 검사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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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잠수 Road map

∘ 잠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제자격기준 기반의 교과/교보재 등을 개발하여 잠수인력
을 훈련하고 양성해야한다.
∘ 양성된 잠수인력은 국내수중공사에 진출하여 잠수산업에 종사하며, 향후 언어(영어)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국제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수중산업분야 개발 아이템 수요조사 결과 잠수산업은 인력에서 장
비(기계)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심해 장비 개발도 중요한 핵심 기술 
개발 분야로 발전해야 한다.

가. 잠수인력양성
1) 교관/교보재 개발 : 2017년~2019년
2) 국제자격기준 기반 구축 : 2017년~2020년
3) 잠수인력 훈련/양성 (포화잠수, 감압/가압 기술, 다이빙벨 운영) : 2019년~2022년

나. 국내수중공사진출
1) 항만잠수분야
∘ 선박검사, 유지보수, 항만시설물 검사

2) 토목잠수분야
∘ 수중용접, 토목공사, 해저구조물

3) 해양잠수분야
∘ 유전가스전, 수중로봇, 해저케이블

다. 국제시장진출
1) 해외 수중공사 인력 진출
2) 해외 유전 및 가스전 공사 확보
3) 국제 인증 자격보유인력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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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가적 기반강화 Road map

1. 세부과제 간 역할 분담

∘ 그림 6-23에 심해구조/구난 능력 확보를 위한 세부과제 간 연계도를 작성하였다.
가. 세부과제 1 :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 해양구조를 위한 장비 및 구조 기술에 관한 연구 업무 수행
∘ 해양구조 전문 연구기관으로 운영, 해양재난 발생 시 컨설팅 역할
∘ 해난사고 교훈과 문제점을 지속 발전 및 개선하기 위한 R&D 전문 연구 기관
으로 운영

나. 세부과제 2 : 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운영 
∘ 해양구조를 위한 산업잠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기관
∘ 보유한 고압(hyperbaric) 시스템을 이용한 수중산업 전담기관

다. 세부과제 3 : 국가적 차원의 잠수인력 효율적 운영방안
∘ 민간 심해잠수 및 구조전문인력 DB 구축
∘ 유사 시 심해잠수 전문인력 및 장비 긴급 활용 지원 시스템 운영
∘ 운영 프로그램 개발(Modeling & Simulation 프로그램)

[그림 6-25] 심해구조/구난 능력 확보를 위한 세부과제 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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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적 기반 강화 로드맵

∘ 해양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치료까지 모두 가능한 국가적 기반 
강화 로드맵을 작성하였다(그림 6-26).

가. 3단계 기반 강화 로드맵
1) 1 단계(구축기) : 심해잠수 대응능력 확보
∘ 심해잠수 훈련 체계 구축
∘ 잠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2) 2 단계(발전기) : 수중산업 발전, 자격 배포
∘ 수중산업 개발 및 연구 추진
∘ 국제 공인 자격증 배포

3) 3 단계(완성기) : 국제인증 기관 달성
∘ 국제공조체제 구축
∘ 국내외 인력 지원 체계 구축

2단계

1단계

3단계

발 전 기
수중산업 발전, 자격 배포

구 축 기
심해잠수 대응능력 확보

완 성 기
국제 인증 기관 달성

잠수 대응능력 확보
- 잠수 훈련 체계 구축
- 잠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수중산업 발전 및 자격증 배포
- 수중산업 개발 및 연구 추진
- 국제 공인 자격증 배포

국제 인증 기관 달성
- 국제공조체제 구축
- 국내외 인력 지원 체계 구축

[그림 6-26] 국가적 기반 강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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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구조와 관련된 핵심수단에 대한 종합적 기반 강화 Road map



제7장 결  론

 제1절 결론 및 종합

 제2절 정책적 제언





241 제7장 결  론  

제1절

결론 및 종합

1. 결론 및 종합

∘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획연구”는 2015년 9월 해양수산부에
서 발주하여 1년간 “해양구조연구센터”와 “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
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 연구수행 내용은 국가적 소요와 미래 Needs 분석, 실증조사를 통한 국내외 잠
수 관련 운용 실태 파악, 해양구조연구센터 및 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운영 방안 
마련, 타당성 분석을 통한 설립 근거 마련하였고, 국가적 기반강화를 위한 중장
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 수행 내역
2015년 9월 15일 협약 체결을 하여, 3번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매주 주간 
회의를 통한 연구 내용 수행을 하였다.
국내 유관기관 실증조사 수행(5개 기관), 국외 유관기관 실증조사 수행(9개 기
관), 자세한 내용은 별책에 수록하였다.

나. 국내외 유관기관 실태 조사 결과
∘ 국내 유관기관의 잠수인력 교육훈련 실태 조사
․ 해군 해난구조대 교육훈련대 : 계급별(병, 부사관, 장교) 과정과 군사 목적 
․ 해군잠수병 치료 및 해의원 : 잠수의사(MDO) 및 잠수기술사(MDT) 양성훈련
․ 한국폴리텍대학(강릉) 산업잠수학과: 잠수사 양성 및 수중 용접 절단 산업잠수사
․ 동부산대학 잠수학과 : 레저 및 산업잠수사
․ 민간단체 및 협회기관 : 국가기술자격 잠수사 양성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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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난관련 민간 산업체 : 잠수사 양성 및 설비 없음
․ Diving Log(잠수기록부) 전산화(DRS) 추진과 관리제도 도입 필요
․ 새로운 육성프로그램과 Certification 도입 신설이 필요

∘ 해외 실증조사 결과 해외(영국, 프랑스, 중국, 미국 등) 해양구조 인프라 운영
은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형태였으며, 특히 중국의 해양
구조‧구난 관련 산업이 선진국 위치에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특성과 유사하였다.

다. 해양사고 원인 분석 및 대응
∘ 해양사고는 인류가 항해를 시작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고의 
한 유형으로 사고 발생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규모가 크고 구
조 및 구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 해양사고의 원인으로는 운항부주의, 정비불량, 관리소홀 등의 인위적 원인과 
기상악화와 같은 자연적 원인, 그리고 기타 원인으로 구분되며, 가장 큰 원인은 
운항부주의로 해양사고 원인의 절반을 차지하며, 인위적 원인이 70%이상이다.
∘ 해양사고 대응 사례 분석에서 구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 체계 구축, 
주변 자원(어선)을 이용한 신속한 구조 작업 전개 등의 골든타임 내의 조치가 
중요하다.
∘ 해양사고 대응 필요조건은 초기 대응 능력 확보 등 12가지로 분석되었으며, 
해양구조와 관련된 프로세스, 인력, 장비를 3대 축으로 해서 일원화되고 강력한 
지휘계통의 확립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어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
어야 한다.

라. 해양구조‧구난관련 R&D 분석 결과
∘ 대부분 개별적인 기관 및 대학에서 장비 개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적
인 기관을 통해서 장비, 기술 등의 전문적 R&D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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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칭)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안)
1) 사업개요
∘ 기본방향 : 국내 유일의 심해잠수 관련 전담 R&D 연구기관
∘ 반복되어온 대형 해양재난과 해양구조의 문제 해결
∘ 심해잠수 및 구조 원천기술 확보로 수중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
∘ 운영주체 : 국가 기관의 국립 센터로 설립․운용

2) 조성계획
∘ 공간구성 : 해양구조연구센터는 연구기능 수행을 위한 연구실과 실험실 및 세
미나실 등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
․ 공용면적을 포함한 총 연면적은 2,602㎡로 산정
․ 현재 해양구조연구센터 조성 사업지는 검토 중에 있으며, 부지면적은 연면적 
및 조경시설 규모를 고려 5,000㎡로 가정함

3) 설립 예산
∘ 해양구조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총 건립비용은 12,495,902천원으로 산정
∘ 인건비,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 11,481,097천원으로 산정

4) 조직 및 인력구성
∘ 해양구조연구센터는 총 1실 3부 11팀으로 구성되며, 총 인원은 25명으로 구성
∘ 해양재난사고 발생 시 정부, 지자체, 비영리단체, 일반인, 대학, 산업체 연구소 
및 잠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5) (가칭)해양구조연구센터 타당성 조사
∘ 전문가 및 국민 의견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해양구조 관련 기술수준, 전문인력, 유관기
관 연계체계 및 법제도 등 제반환경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 및 국민 의견 모두 해양구조연구센터 건립에 대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조성사업 시기는 2년 이내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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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었다.
∘ 해양구조 관련 국내 제반여건 및 전문가, 국민 의견 모두 우리나라 심해구조 
관련 기술 발전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해양구조연구센터 도입은 타당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 심해잠수 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육성 외 해양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력 강화
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국민 해양안전 경각심 강화를 위한 홍보기능에 대한 추
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비용편익분석(BC) 결과 1.429, 순현재가치(NPV) 64,516백만 원, 내부수익률
(IRR) 38.8%로 각 분석결과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운영비 증액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 BC 1.116, NPV 22,302백만  
원, IRR 14.9%로 분석결과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재무성 분석 미실시
․ 재무성 분석은 국가적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미래의 현금유입
(cash inflow)과 현금유출(cash outflow) 및 최초 자본투자(initial investment 
outlay)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 해양구조연구센터의 경우, 공공 연구기관으로 최초 건립비용, 운영비용 등에 
대한 현금유출 계획은 수립이 가능하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특성으
로 자체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별도의 재무성 
분석을 수행할 수 없었다.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해양구조연구센터에 대한 관련 부처 및 사회적 요구는 매우 높은 상황이나, 관
련 정책은 저조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 종합분석
․ 각 평가자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평가자 9명 중 8명(88.9%)이 사업 시행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시행 평가점수는 0.732로 분석되었다.
․ 분석결과를 평가기준 표와 비교시 ‘타당성 있음’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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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계획은 사업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바.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운영(안)
1) 사업개요
∘ 기본방향 : 해난구조 전문인력 육성・관리와 해양개발산업의 심해 엔지니어 기
반체계 구축・운영
∘ 추진전략
해양개발산업 기술과 해양재난구조 대응 전문가 육성 ․ 관리 구축
심해 엔지니어 육성․관리와 국제자격의 상용성, 경쟁체계 구축
포트폴리오 사업의 국가인증기관과 고객이 만족하는 성과물 창출
한반도 해양영토 주권 확장과 새로운 바다사랑 캠페인 사업

∘ 운영주체 : 국가적 차원에서 국립 센터로 설립․운용
2) 조성계획

∘ 해양구조훈련센터는 연구기능 잠수훈련실, 해양잠수의학실습실 등 훈련시설과 
해양재난 종합상황실 및 강의실 등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
∘ 공용면적을 포함한 총 연면적은 6,265㎡로 산정
∘ 현재 해양구조훈련센터 조성 사업지는 검토 중에 있으며, 부지면적은 연면적 
및 조경시설 규모를 고려 10,000㎡로 가정함

3) 설립 예산
∘ 해양구조훈련센터 건립을 위한 총 건립비용은 건축공사비, 장비 및 설비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49,032,877천원으로 산정
∘ 인건비,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 5,988,228천원으로 산정

4) 조직 및 인력구성
∘ 해양구조훈련센터는 총 1실 4부 8개과로 구성되며, 총 인원은 35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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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구조훈련센터 타당성 조사
∘ 전문가 및 국민 의견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해양구조 관련 기술수준, 전문인력, 유관기
관 연계체계 및 법제도 등 제반환경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 및 국민 의견 모두 해양구조훈련센터 건립에 대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조성사업 시기는 2년 이내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 해양구조 관련 국내 제반여건 및 전문가, 국민 의견 모두 우리나라 심해잠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해양구조훈련센터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 심해잠수 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육성과 국내 잠수의학 연구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해양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내 해양재난 및 해양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비용편익분석(BC) 결과 1.592, 순현재가치(NPV) 62,847백만원, 내부수익률
(IRR) 17.2%로 각 분석결과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운영비 증액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 BC 1.340, NPV 42,870백만
원, IRR 13.8%로 분석결과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재무성 분석
․ 수익성분석(PI Ratio) 결과 0.495, 순현재가치(NPV) -56,104백만원으로 각 
분석결과 모두 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해양구조훈련센터는 해양사고에 대비하는 국민안전을 위한 기반시설로 재무적 
타당성 외 국가 사회적 관점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등을 포함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해양구조훈련센터에 대한 관련 부처 및 사회적 요구는 매우 높은 상황이나, 관
련 정책은 저조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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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분석
․ 각 평가자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평가자 10명 중 9명(90.0%)이 사업 시행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시행 평가점수는 0.746로 분석되었다.
․ 분석결과를 평가기준 표와 비교 시 ‘타당성 있음’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됨
에 따라 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운영 계획은 사업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사. 산업잠수 개발 Road Map 제시
∘ 산업잠수는 항만잠수, 토목잠수, 해양잠수로 구분되어지며, 산업 잠수의 발전은 
해양개발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특히, 해외에서는 거대 정유회사들의 유전 개발과 함께 발전하였으며, 산업잠
수의 규칙들은 시장을 공유하는 지역에서 통용되는 규칙으로 발전하여 국제협회
(IMCA, ADCI)가 만들어졌다.
∘ 우리나라에서 해외 산업잠수로 진출에는 국제협회 자격증을 획득한 인력이 부
족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현재 국내 자격증을 통한 해외진출은 개인적인 
자격증 형태가 아니라, 국내 대기업에서 수주한 해외 공사를 국내 인력이 투입
되는 형태이고, 따라서 개인적으로 해외 산업잠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필수
적으로 국제협회 자격증이 필요하다.

아. 중장기 로드맵 개념 설정과 발전 방향
1) 중장기 단계별 계획
∘ (가칭)해양구조연구센터 및 (가칭)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을 위하여 단계별 추
진 방향 수립
∘ 제안 배경 : 구조기획 선행 연구 및 성과물에 대한 2개 단계별 추진의 필요성 대두
∘ 필요성 : 성과물에 대한 2018년 예산에 반영을 통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확정
하여 2019년부터 착공할 수 있는 후속사업 추진 필요
∘ 추진 방향 : 2018년 예산 반영 일정 고려 2개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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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단계 방안
∘ 목표 : (가칭)해양구조훈련/연구센터 설립 준비를 위해 테스트베드 전담반 운영
하여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 및 구체화된 사업 추진
∘ 2018년 : 착공을 위한 구제척인 준비기간
∘ 임무 및 역할 : 심해잠수체계구축 로드맵 제시, 필수 장비 및 실시설계 시행하
며, 주관부서와 상시 협의하며 로드맵과 세부일정에 따라 추진

3) 2단계 방안
∘ 목표 : (가칭)해양구조연구센터 및 해양구조훈련센터 설립을 위하여 단계별 추
진 방향 수립
∘ 2019년~2020년 : 착공(장비  도입 및 건물 건축)
∘ 장비 도입 : 심해모의훈련장(DDSS, TUP). IMCA/ADCI Certification 교보재
∘ 건물 건축 : 8,083 ㎡ (3층 건물의 훈련장과 부대 지원 설비 면적)
∘ 2020년 : 시험 평가 및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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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적 제언

1. 단계별 실시 및 예산 반영 필요

∘ 동 사업은 2014년 8월 세월호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발제로 시작된 ‘해양구
조연구센터 설립 ․ 운영 등에 관한 기획연구’ 사업은 4개 연구기관과 3차에 걸친 
3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 동 사업은 시간적으로 2017년 예산 반영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기획연
구가 종료됨에 따라 본 사업 추진(실시 설계 등)이 필요하다. 
∘ 본 과제는 2개 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
∘ 1단계(2018년) : 기획연구를 구체화하는 실시설계 조사 용역
∘ 2단계(2019년) : 장비 도입 및 부지 선정/건축으로 본격적인 본 사업 추진
․ 2019년~2020년(2년) : 착공 및 장비도입 설비

∘ 설립 및 운영 : 2020년 시험 평가 및 전력화 완공 후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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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적 강화 전략

∘ 실천적 강화 전략으로 동 사업은 (가칭)해양구조연구센터와 (가칭)해양구조훈
련센터 설립을 위해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추진이 필요하다.
 ① 타당성 조사(규격, 크기 등)
 ② 실시설계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필요(정책사업의 추진)

∘ 테스베드 운영 사업은 현 인원으로 겸직이 불가하며, 주무부서의 감독으로 하
는 본 사업을 전담하는 별도 구성/운영이 필요
∘ 임무 : 로드맵과 추진일정에 따라 주무부서와 상시 협의하여
 ① 장비 규격 및 타당성 용역
 ② 실시설계 기초조사 용역
 ③ 사업단 운영

∘ 성과물
․ 성과물 1 : 도입 장비/시스템의 규격화와 사업 전산화 목록 List Up
․ 성과물 2 : 세부적인 부대설비 실시설계 구체화 및 설계도면 제작  
․ 성과물 3 : 테스트베드 운영 요원 배치 및 사업 추진
․ 성과물 4 : 국가기술자격제도 법제화 및 운영규정 설치 사업 추진
․ 성과물 5 : 심해잠수체계구축 Master Plan과 Road Map에 따라 추진

∘ 운용 기간 : 1년(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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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최종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획연구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최종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

한 사업의 연구개발성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

하여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