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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획연구는 해양수산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전망 분석을 통하여 해양수산 신산

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임

첫째, 해양수산산업의 현재와 미래 분야로서 해양수산산업을 세분화(전통산업과 신산

업 구분)하여 국내‧외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해양수산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의 성장동력화 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둘째, 해양수산 신산업의 사업화 전략으로서는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이전 촉진과 해

양수산 신기술인증제도(NET)를 통한 사업화 성공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정책지원 방안으로서는 해양수산산업의 신규시장 

40조원 창출, 국가 GDP 기여도 7% 달성, 신규 일자리 5만명 창출(‘17) 목표를 제시

하고,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음

➀ 해양수산 분야 R&D 강화 : 산업별 차별화된 R&D 육성‧지원, 일자리창출 중심의 

R&BD 투자 강화, R&D 시스템 전문화‧효율화

➁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창출 : 해양수산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BT･IT･ET･NT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新Biz 시장창출을 통한 신산업 발굴

➂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통한 벤처‧중소기업 육성 : 기술실증 및 기술사업화 촉진, 

벤처‧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역‧광역권별 특화전략산업 육성

➃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 법제정 및 제도 개선,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해양수산 거버넌스 추진체계 정비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해양수산산업, 기술기획, 미래예측, 사업화 전략, 정책지원

영 어
Oceans and Fisheries Industry, Technological Planning, 

Future Forecast, Industrialization Strategy, Polic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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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제1장 개 요

기획연구의 목표

○ 해양과학기술의 사업화 전략 및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 및 활성화 정책지원 

방안 수립

기획연구의 내용 및 범위

세부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해양수산산업 경쟁력 제고  

중점지원 사업 기술기획

▪ 미래예측을 통한 첨단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도출

▪ 대내외 환경 및 시장 전망 분석을 통한 미래 환경 및 미래

연구 분야 예측

▪ 미래예측에 근거한 첨단 연구개발기술 분야 도출

▪ 해양수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점지원 사업 도출

▪ 선도사업화 대상 기술 및 중점지원 사업 도출

▪ 지역・광역별 특화전략산업 지원 사업 제시

해양과학기술의 사업화 전략 수립

▪ 해양 R&D 기술사업화 성과분석

▪ 해양 R&D 기술사업화 및 상용화 추진실적 분석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사업･과제 검색 활용

▪ 해양 R&D 분야의 민간・지자체 참여 및 투자비율 저조 원인 분석

▪ 선도 해양과학기술의 사업화 

추진전략 수립

▪ 최적 사업화 추진전략 방안 수립

▪ 지속발전 가능한 육성 전략 수립

해양수산산업 진흥 및 활성화  

정책지원 방안 수립

▪ 정책목표 설정 및 정부지원 정책

방안 수립

▪ 해양수산산업 현황 분석 및 미래 경쟁력 분석

▪ 정부지원 활성화 정책 방안 수립

▪ 해양수산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투자 및 재원도출 방안 제시

▪ 해양수산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방안 및 기능 강화 방안 수립

▪ 해양수산산업진흥법 제정 등의 법제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 해양수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별 역할 정립 및 각 

부처 관련 사업 종합조정 방안 제시

* 정부(지자체 포함), R&D전문기관, 대학, 해양기업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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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구의 추진체계 및 과정

○ 본 기획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의 참여 수행으로 정책수립 및 사업기획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자회의, 자문회의 등을 통한 연구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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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8개월 동안의 연구 기간 중 3차례의 실무자회의, 6차례의 자문회의를 통

해 기획연구 수행 전반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과제 수행 중 해양수

산부 사업담당관 및 관리기관(KIMST)과 협의를 통해 과제 추진현황을 점검

하였음.

날짜  회의 세부내용 비고

‘12.12.28 과제 착수 과제 착수

‘13.03.07 중간 보고 중간 점검 KIMST

‘13.06.14 1차 자문회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적용 가능한 지정헤택 도출

‘13.07.03 2차 자문회의
지역･광역별 특화전략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한 육성기반 조성

‘13.07.10 3차 자문회의 해양수산 신산업 사업화 성공전략

‘13.07.17 1차 실무자회의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회의

‘13.07.22 4차 자문회의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별 경제적 파급효과

‘13.08.02 2차 실무자회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대책(안) 협의

‘13.08.07 3차 실무자회의 
해양수산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양수산 신산업 

신성장동력 방안

‘13.08.20 5차 자문회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대책 논의

‘13.08.22 6차 자문회의 차별화된 산업별 육성 지원 전략 

‘13.08.27 과제 종료 과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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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양수산산업의 현재와 미래

제1절 해양수산산업 개념 및 특성

해양수산산업의 개념

○ 법령상 정의(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조)

- ‘해양수산산업’은 해운･항만･수산･해양과학기술개발･해양환경･해양관광 및 해양정보 

관련 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의미

* 일본: 해양기본법에 의거해 해양의 개발, 이용, 보전 등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정의

* 중국: 인류가 이용 가능한 해양자원 및 공간에서 각 종류의 생산 및 서비스 활동으로 정의

○ 표준산업분류상의 정의

- 해양공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또는 해양기반의 활동으로부터 파생된 생

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관련된 산업

‣ 해양자원을 채취･활용하거나, 해양공간 이용 또는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한 활동

(해양기반형 활동)

‣ 해양 활동에 투입재를 공급하거나, 해양으로부터 산출된 재화･서비스를 생산의 주

요 요소로 사용 또는 해양이용과 보호활동에 필요한 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해양연관형 활동)

해양수산산업의 분류

○ (개념적 구성) 해양수산산업 분류에 있어서 표준화된 국제적 기준이 없는 가

운데 크게 ‘해양수산 전통산업’과 ‘해양수산 신산업’으로 구성

- 해양수산 전통산업은 해운, 항만, 조선, 수산 등 성숙기 혹은 포화기에 근접한 

분야를 의미

- 해양수산 신산업은 심해저 광물자원, 신재생에너지, 해양레저･관광, 해양플랜트 등 

태동기 혹은 도입기 단계에 들어가는 분야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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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양수산산업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통산업과 신산업 구분

‣ 특히, 해양수산 신산업은 기술주기상 현재 태동기 혹은 도입기 단계에 있는 활동들로, 

‘20년까지 시장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활동

* 연구개발 성과에 따라 그 실현 여부와 시기가 유동적이며, 현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해양보호와 이용 관련 그 밖의 새로운 활동들이 대두 가능

○ 주요 해양국가의 해양수산산업 분류 사례

- 주요 선진해양국가에서의 해양수산 신산업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영국, 프랑스, 중

국 등이 해양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중국이 해양생명공학산업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는 해양관련 기술집약적 산업을 해양기술산업으로 분류

<표 1> 주요국의 해양수산산업 분류

부문 해양수산산업 분류 현황

해 양

수 산

전 통

산 업

수산업
- 포획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산업 등

- 미국, 프랑스 등은 수산물 유통 포함

해양광업, 해저 

석유･가스산업
- 해당 산업이 존재하는 국가는 모두 포함

조선, 해양 장비 등 

제조업
- 모든 국가가 해양수산산업에 포함

해양 건설･토목 - 명칭이나 분류방식은 다르나 모든 국가가 포함

해양운송･항만산업 - 모든 국가가 포함

해양관광 -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국가 포함(음식･숙박업 포함)

해 양

수 산

신 산 업

해양 

신재생에너지산업
- 영국, 중국이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하고, 프랑스는 해양신재생에너지와 

연안 화력･원자력발전을 발전업에 포함

해양 생명공학산업 - 중국은 해양수산산업에 별도로 분류되어 포함

해양기술 관련산업 - 캐나다는 기술집약적 산업을 해양기술산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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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양수산산업 동향 분석

1. 국내･외 산업 동향

해양수산산업의 규모와 전망

○ 세계 해양수산산업 시장 규모(매출액 기준)는 ‘10년 기준 약 2.6조 달러로 

추정되며, ‘20년에는 약 4.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KMI, ‘11년)

- 해양수산 산업의 시장가치는 신재생에너지, 해양바이오산업, 해양레저산업 등이 규

모가 작고 성장초기단계임에도 높은 성장률을 보여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주목

* 세계 해양수산산업의 연평균 성장률('10∼'20)은 4.7%로, 세계 GDP 성장률(3.2%)을 크게 

웃도는 고성장 전망(KIMST, '11)

<표 2> 세계 해양수산산업의 규모와 전망

산업명
매출액(억달러) 총  

증가율(% )

연평균  

증가율(%)2010년 2020년

해 양

수 산

전 통

산 업

수산업 4,743 5,734 20.9 1.9

해저석유･가스산업 8,531 15,662 83.6 6.3

해양기기･장비산업 812 1,260 55.2 4.4

선박･해양플랜트제조업 1,530 1,530 0 0

해양토목･건축업 2,200 3,585 63.0 5.0

해운산업 4,602 6,857 49.0 4.1

해양기술서비스산업 530 1,012 90.9 6.7

항만산업 462 688 48.9 4.1

해양 연구개발 218 301 38.1 3.3

해양관광 2,322 3,603 55.2 4.4

해 양

수 산

신 산 업

해양광물자원산업 30 70 133.3 8.8

해수담수화산업 92 270 193.5 11.4

해양에너지산업 1 30 2,900.0 40.5

해상풍력발전산업 22 679 3,295.0 40.9

해양바이오산업 36 72 100.0 7.2

이산화탄소 해중저장산업 0 45 - -

합 계 26,131 41,398 58.4 4.7

※ 자료 : 해양수산산업 분류체계 수립 및 해양수산산업의 역할과 성장전망 분석을 위한 기획연구(KMI,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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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3국(한, 중, 일) 해양수산산업 규모

○ (중국) ‘12년 해양 총생산은 5조 87억 위안(약 908조 4,364억원)으로 중국 

전체 GDP의 9.6%(우리나라 GDP의 69%)를 차지하고, ‘20년까지 GDP의 

20% 수준 목표 제시(‘10년)

* 국가과학기술 R&D(약 23.8조원) 대비 해양 R&D(약 1.7조원) 비중은 7.2%를 차지('09년)

○ (일본) 해양 총생산액이 19조 9,728억엔이며, 제1차 산업의 생산액은 1조 

5,780억엔, 제2차 산업의 생산액은 8조 8,074억엔, 제3차 산업의 생산액은 

9조 5,874억엔 차지(‘10년)

○ (한국) 해양수산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134조원으로 전체 산업 시장규모인 

3,124조원의 4.3%를 차지(‘10년)

- 해양수산산업의 총 부가가치액*은 72조원으로 국가 GDP(약 1,173조원)대비 약 

6.1%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간 취업자 수**는 633,887명으로 전체 산업 취업자 

수의 3.1%를 차지

* 직접 창출 부가가치액은 약 37.8조원, 간접 유발 부가가치액은 약 34.2조원으로 전체 산업 

부가가치액 1,152.6조원의 3.3%, 3.0%를 차지

** 해양수산산업 직접 취업자수는 633,887명(간접 취업자수는 449,685명)

<표 3> 동북아 3국의 해양수산산업 생산액 비교 (‘10년 기준)

구분 중국(억위안) 일본(억엔) 한국(억원)

1차 산업

(어업, 광업, 양식업 등)

2,683

(46조원)

15,780

(21조원)
80,790

2차 산업

(제조업, 토목, 건설 등)

22,982

(393조원)

88,074

(116조원)
748,969

3차 산업

(서비스, 레저, 관광 등)

24,422

(417조원)

95,874

(127조원)
508,709

해양수산산업
50,087

(856조원)

199,728

(264조원)
1,338,468

※ 자료: 중국 국가해양국 ‘12년 중국해양경제통계 공보,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 ‘09년 해양수산산업 활동상황 

및 진흥에 관한 조사보고서, ( )은 ‘10년 기준 각국 환율 적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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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내 해양수산 전통산업과 해양수산 신산업의 산업구조 현황(‘10년)

(단위: 억원)

구분

산출액(시장규모) 부가가치액 무역
취업자수

(명)값
비중

(%)
값

비중

(%)
수출 수입 수지

전 산업 31,240,374 100 11,525,808 100 6,186,165 6,090,995 95,170 20,354,611

해양수산산업 

전체
1,338,468 4.3 378,226 3.3 857,999 558,223 299,776 660,524

해

양

수

산

전

통

산

업

어업 75,153 0.2 32,264 0.3 2,813 8,267 -5,454 153,000

해운산업 345,555 1.1 32,878 0.3 320,994 145,585 175,409 33,471

항만산업 35,226 0.1 17,470 0.2 4,242 22,559 -18,316 19,689

선박제조업 291,546 0.9 87,556 1 256,021 38,611 217,411 132,178

해양기기･
장비제조업

101,201 0.3 26,417 0.2 38,554 24,976 13,578 26,706

해양광업 5,637 0.0 3,631 0 66 250,304 -250,238 1,799

소계 854,318 2.6 200,216 1.8 622,690 490,302 132,390 366,843

해

양

수

산

신

산

업

해양기술

서비스산업
14,486 0 9,356 0.1 1,317 2,655 -1,338 15,383

해양연구

개발
6,019 0 4,047 0 257 75 182 7,464

해양공공행정 

및 교육
42,946 0.1 28,057 0.2 8 0 8 39,803

수산물 유통･
가공업

89,264 0.3 23,122 0.2 20,347 33,601 -13,254 73,703

해양식품･
화학･생명

공학산업

70 0 31 0 1 0 1 13

해양토목･건

축업
28,350 0.1 12,723 0.1 0 0 0 18,270

해양관광･
레저산업

64,478 0.2 29,037 0.3 3,906 0 3,906 117,454

해양플랜트

제조업
238,537 0.8 71,637 0.6 209,473 31,590 177,881 21,591

소계 484,150 1.5 178,010 1.5 235,309 67,921 167,386 293,681

※ 주: 각 자료들의 객관적 정밀도가 높은 부분에 대하여 재분석 및 인용함 

※ 자료: 2010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12년), 2010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해양산업의 국민경제적 지위 및 파

급효과 분석(유승훈, ‘12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통계 발표(‘13년), 어업생산동향조사(통계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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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정책 동향

해양수산산업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포석을 위해 주요국들은 조직개편 및 해양

정책 강화

미국

○ 2010년, 해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통합적 국가해양정책 수립

※ 국가해양위원회(National Ocean Council, NOC)와 해양공간계획

(Marine Spatial Planning, MSP)을 통해 일원화된 국가해양정책을 조화롭게 추진

○ 오바마 2기 출범에 따라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해양환경 분야에 역량 집중 

○ 2013년, 해양경제, 안전/보안, 연안･해양복원 등을 강조한 ‘국가해양정책 실행계획’ 수립

EU

○ EEA(European Environment Agency)는 기후변화, 외래종침입, 해양산성화를 해양에서

의 3대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3대 전략으로 오믹스연구, 대양연구, 생물자원관리 등을 

선정(‘10년)

○ 유럽 해양에너지로드맵 2050(‘10년)을 통해 달성 가능한 정량목표치 제시

※ 총 수요전력 15%(645TWh) 해양에너지로 대체, 연간 1억 3,630만톤 CO2 저감

○ 2013년, 유럽해양위원회(European Marine Board)는 이슈해결을 위한 해양과학의 역할 

제시, 차세대 해양관측인프라 구축 전략 등이 포함된 ‘Navigating the Future(IV)’ 수립

일 본

○ 2010년, 메탄하이드레이트 생산기술 개발,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채광기술, 석유･천
연가스 부존상황 조사를 위해 2,050억원 투입

○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분야에 해양에너지, 해양광물자원개발 강화 등을 포함

※ 화석연료의 자주개발비율을 2030년까지 현재(26%)의 2배 수준 증가

○ 2013년, 해양분야 정부예산은 전년대비 약 2,000억엔 증가한 1조 5,506억엔

(‘12년 1조 3,466억엔)

※ 해양에너지/해저광물자원개발, 해양주권수호를 위한 해상보안체계 강화 등에 예산 증액

○ 2013년, 해양신재생에너지 부분과 해양수산산업 진흥 부분의 내용을 보강하고, 해양안전보

장을 위한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연계를 강화한 ‘제2차 해양기본계획(2013-2017)’ 수립

중 국

○ 2050년 해양과학기술 개발 3대 목표인 지속적인 해양자원 이용, 해양의 건강성과 안전, 

해양력 강화를 위해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2050’ 수립(‘09)
※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생명공학, 해양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해양수자원 등을 전략

적 우선 추진대상으로 설정

○ 2010년, 해양과학기술이 해양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50% 이상 향상시키겠다는 ‘국가해양

수산산업발전계획요강’ 확정

○ 2013년, 국가해양국내 중국해경 신설 및 해양관련 범부처 통합조정기구인 국가해양위원

회 신설(제12기 제1차 전국인민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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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수산 전통산업의 현황 및 전망

해양수산산업의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분류

○ 전술한 해양수산산업의 전통산업과 신산업은 기 연구된 자료들로, 본 고에서

는 새로이 해양수산산업의 전통산업과 신산업을 분류

○ 본 연구의 해양수산산업의 전통산업은 해운산업, 항만산업, 물류산업, 조선

산업, 수산업으로 정의하고, 신산업은 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플랜트산업, 

해양바이오산업, 해양광물산업, 해양심층수산업, 해양에너지산업, 해양환경

산업, 해사안전산업, 온실가스처리산업, 첨단로봇･장비산업으로 분류

* 해양레저･관광산업은 해양관광산업과 마리나산업으로 구분

<표 5> 본 연구에서의 해양수산산업에 대한 전통산업과 신산업 분류 

구분 세부내용

해 양

수 산

전 통

산 업

해운산업 건화물, 컨테이너, 유류 및 석유화학제품, 기타 시장 등

항만산업
항만하역업, 검수업, 감정업, 검량업,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등

물류산업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등

조선산업 상선, 어선, 군용선, 건화물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및 탱커선, 기타선 건조 등

수산업 어업(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양식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등

해 양

수 산

신 산 업

해양레저 ‧관광산업
(해양관광산업) 해양생태관광, 해변관광, 유람선 및 크루즈 관광 등

(마리나산업) 마리나항만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해양플랜트산업
해양자원을 개발･이용을 우한 관련시설 및 장비 제작 ‧운영과 서비스 

제공 일체의 산업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생물체에서 얻은 물질과 정보를 활용하여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산업

해양광물산업 탐사업, 시추 및 채광업, 제련업, 관련 장비 생산업 등

해양심층수산업 해저 200m 이하의 해수를 활용한 산업

해양에너지산업 파력, 조력,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보급업 등

해양환경산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

방제업, 유창청소업 등

해사안전산업 선박항해, 안전설비, 선박환경설비, 해양교통시설, 선박검사 등

온실가스처리산업 온실가스 포집･저장･운반업 및 저장 후 관리 서비스업 등

첨단로봇 ‧장비산업
수중환경 탐사･지원, 구조물 시공 상태 감시･유지관리 수행 가능한 로

봇 및 장비 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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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운산업

(개념) ‘해운’(Shipping)이란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 및 화물의 지리적 이

동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운송서비스업을 지칭

○ 법률상 산업범위에는 해상화물운송사업과 해상여객운송사업은 물론 해운

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을 포함(해운법 제2조)

* 해운산업 비중(韓銀 '12년 서비스무역세분류 기준) : 화물 88.1%, 여객 0.03%, 

기타 11.87%

○ 업종으로는 화물운송사업에 운송화물 기준으로 건화물, 컨테이너, 유류 및 

석유화학제품, 기타 시장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 '11년 세계 해상물동량 90억톤 중 건화물 40.2%, 컨테이너 16.3%, 유류 30.0%, 

기타 13.5%

- 여객운송사업은 여객을 목적지로 단순 운송하는 일반 여객시장과 해운산업이 관

광･레저와 융합된 크루즈시장으로 구분 가능

- 해운중개･해운대리점･선박대여･선박관리업은 ‘해운부대사업’으로 통칭

(현황) 우리 해운산업 선박량은 세계5위 수준, 세계 해운시장의 3.8% 점유

* 지배선대: '03년 25백만톤 → '05년 29백만 → '07년 37백만 → '11년 55백만 

** 주요 해운국('12년): (1위) 그리스(15%), (2위) 일본(14%), (3위) 독일(9%), (4위) 중국(8%), 

(5위) 한국(4%)

○ 산업의 전체 매출은 ‘11년 42조원 수준이며, 해운산업의 GDP는 우리나라 전체 

GDP 대비 2~3%로 추정(‘10년 기준)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 내항･외항 여객･화물운송시장 총산출액 합계로는 2.9% 수준 

⇒ 다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액으로는 2.0% 수준

- 국가 전체 수출입물동량의 99.8%를 운송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연간 300억불 내

외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 5위, 서비스 1위 산업

* 5대 수출품목(년/억$) : 석유제품 567, 반도체 509, 승용차 423, 선박 382, 해운 315('12년),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산업 외화수입(1,109억불) 중 해상운송부분(315억불)이 28.4%로 1위

(전망･해운산업 위기극복과 크루즈･해양플랜트서비스, 선박관리산업 등 新시장 육성을 

통해 ‘17년까지 외화수입 400억달러 산업으로 성장



xvi

나. 항만산업

(개념) 물류 기반시설인 항만을 경유하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 이

르기까지 존재하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인 간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물리

적인 경제활동

○ 업종으로는 크게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 관련사업으로 구분

- (항만운송사업) 항만하역업, 검수업, 감정업, 검량업

-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용역업(통선, 경비, 줄잡이, 선박청소, 오물제거, 소독, 폐

기물의 수집･운반 등),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등

(현황) 외국계 글로벌터미널운영사(GTO)의 국내항만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강화되

고 있으며, 물동량 증가폭은 둔화･정체

*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시장에서 외국계 운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역 능력기준 

44.8%로 상당히 높은 비중임

** 국적선사 대비 외국적 선사의 컨테이너 취급 물량 비율(부산항) : 61%('09년 기준)

○ 항만시설 과잉공급, 대형화주 및 글로벌 대형 선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성급한 규제완화 등으로 출혈경쟁 심화

(전망･목표) 항만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항

만생산성 향상

다. 물류산업

(개념)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운송･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
매･정보통신 관련 산업

○ 업종 구분은 화물운송업(육상운송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등), 물류 시설

운영업(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등), 물류서비스업(하역업, 화물주선업 등) 

등으로 구분되며, 개념적으로 해운업･항만운송업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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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세계 물류시장은 ‘12년 약 3.7조달러(4,070조원)로 추정되며, ‘20년 8조달러 

규모로 증가 전망(‘08년 美 Datamonitor社)

○ 국내 물류산업 총 매출 규모는 ‘11년 기준 약 90조원 규모로 추정(전체 매출액 

중 해운업은 약 45조원~50조원 규모)

<표 6> 국내 물류산업 현황

구분 ‘05 ‘06 ‘07 ‘08 ‘09 ‘10 ‘11

매 출 액 ( 조 원 ) 57.1 57.9 67.7 90.6 75 87.6 89.2

업 체 당  평 균 매 출 액 (억 원 ) 3.4 3.5 3.9 5.4 4.5 5.2 5.4

물 류 기 업 ( 천 개 ) 165 164 172 168 167 168 170

고 용 규 모 ( 천 명 ) 556 550 566 556 550 545 548

※ 자료: 통계청, 「2011 운수업통계조사」잠정치 발표자료 기준(‘12. 11)

○ 무역규모 1조달러(세계 9번째), 수출규모 세계 7위 등 무역대국의 위상에 

비해,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점유비중은 낮음

- 전 세계 물동량의 12%를 차지하나, 세계시장 점유율은 2.2%에 불과

('12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물류경쟁력 순위에서 155개국 중 21위)

* 우리나라 해상 교역량 : 1,069백만톤(전 세계 해상교역량 : 9,011백만톤 중 11.9%)

** 매년 美 Armstrong & Associate가 발표하는 「세계 3자물류 매출 순위(Global 3PL Top50)」

에 따르면, 50위권 내 우리기업은 2개社(범한판토스, 글로비스)에 불과(미국 18개, 독일 6개, 

일본 6개, 프랑스 4개, 스위스 2개, 덴마크 2개)

(전망･목표) ‘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 Global Top 5 물류기업 배출

○ 해양수산부는 세계 선도 해운･물류기업을 벤치마크하여 해운기업의 사업영역 

다각화를 통한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육성에 주력

* 전 세계적으로 육운･해운･하역 등 전통적인 업종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하나의 물류기업이 

육･해･공 물류를 Total Service하는 것이 최근 추세

**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투자 형태도 해운기업의 터미널 개장(해외 항만 건설･운영)

과 3PL 진출(현지 육운기업 M&A), 육운기업의 해상･항공운송업 진출(선박･전용기 확보) 

등 다각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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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선산업

(개념) 전통 조선산업은 해운･수산･군수산업 분야 등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선박의 

설계, 건조, 부품소재 연구･개발의 복합산업

○ 다만, 해양자원개발 및 생산산업 수요확대(원자재價↑)와 기술진보에 따른 

해양플랜트* 분야 성장으로 조선산업 정의･범위도 점차 확대

* 해양플랜트 : 해양자원 개발을 위해 바다의 석유나 가스를 탐사･시추･생산･보조하는 시설  

⇒ 정부조직 : (舊)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 (現)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

양플랜트과 

○ 업종으로는 전통적 조선산업에 상선과 어선, 군용선 등으로 대분류가 가능

- 상선시장은 다시 선종에 따라 건화물선과 컨테이너선, 유조선 및 탱커선(석유화학

제품선), 기타선(가스선, 크루즈선,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세분

- 해양플랜트는 용도상 시추설비(DrillShip 등), 생산설비(FPSO 등)로 구분

(현황) 조선산업은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업종 우위를 바탕으로 수주액 세계

1위(‘09~‘10 제외), 10대 조선소 중 6개가 국적 조선소

<표 7> 韓, 中, 日 수주량 및 수주금액 비교

(단위: 백만CGT, 백만달러(US))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한 국
수주량 32.4 18.1 4.4 12.7 13.7 7.5

금액 94,291 67,981 14,190 33,853 48,098 29,984 

중 국
수주량 32.8 19.5 8.3 20.8 10.9 7.1

금액 81,133 51,093 16,155 39,239 23,563 15,450 

일 본
수주량 13.9 10.0 2.0 6.2 4.5 2.9

금액 36,317 28,652 3,700 10,994 9,157 5,203 

※ 주: 1) CGT(Compensated Gross Tonnage) : 수주선박의 부가가치 환산 톤수, 조선분야에서 활용  2) 세계 

10대 조선소 : 1～6위 삼성･대우･현대중･STX･현대삼호･현대미포 등 한국, 7～10위 中 3개, 日 1개
※ 자료: Clarkson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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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극심한 해운시장 침체에 따른 수주감소 여파로 ‘12년 조선산업 수출액

은 382억불로 4위 기록, ‘11년(1위, 545억불) 대비 크게 하락

- 특히, 건화물선, 탱커선 등을 건조하는 중･소조선소는 중국과 경쟁심화 등으로 대

부분 채권단･법정관리 중, 국내 조선소간 양극화 심각

(전망･목표) 세계 조선능력 과잉에 따른 구조조정과 해운침체에 따른 발주감소, 

中･日 경쟁심화 등에도 기술격차 확대(친환경 분야 등)로 세계 1위 수성

마. 수산업

(개념)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수산업법 제2조) 및 융복합을 통한 산

업 전체의 가치증대를 위해서는 수산업의 확장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전후

방 연관 산업까지로 확대

* 어업 =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전통어업) + 양식(양식업)

** 수산업을 어업(1차 산업) + 가공･정비･어구제작(2차 산업) + 유통･관광･요식(3차 산업) 

등을 포함하는 고도화된 6차 산업인“수산산업”으로 개념 확장 필요

○ 산업 내 업종에는 양식업, 연근해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가공업, 어획물 

운반업 등이 있음

* 생산규모('12) : 양식 1,489천톤 > 연근해 1,091천톤 > 원양 575천톤 > 내수면 28천톤

(현황) 전통적 수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 해양생물로부터 신의약, 신물질, 신소재 개발 등 해양생명공학 산업 육성

* 세계 시장규모는 ‘11년 30조 384억원 규모(건강기능성식품, 바이오연료, 화장품시장 

등 고려)

- 차세대 양식산업 발굴(1조원 품목 육성), 해외 양식어장 개발, 아열대어종 산업화

- 수산 R&D 체계 개선을 통해 수산물의 세계 일류 상품화 추진

○ 어획량 수준(314만톤, ‘11)을 ‘17년까지 376만톤으로 증대

- 연근해 어업은 어선수는 줄이고 자원량은 늘려 생산량을 증대(124→150만톤)하고,

- 양식어업은 R&D 강화와 친환경 촉진으로 생산량을 증대(139→116만톤)하는 한편, 

원양어업은 원양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생산량 증대(51→60만톤)



xx

○ 수산물 가공산업은 ‘10년 5.4조원 규모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산업 

구조는 영세한 상황이며,

* 수산물 가공업체 대부분(97%)은 매출액 평균 10억원 수준('10년, 통계청)

- 국내 수산가공품은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냉동품(64.5%)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

* 수산가공품('12, 189만톤) : 냉동품 64.5%, 해조제품 10.1%, 연제품 6.9%, 통조림 4.5% 등

(전망･목표) 첨단･기술집약적인 양식산업 육성, 수산물 유통체계 혁신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해외자원개발) 국내 생산량의 급격한 증량은 곤란한바 해외 개발역량을 확

충하여  원양어업을 종합 해외자원개발산업으로 육성

- ‘12년 해외 수산자원 생산량은 총 92만톤이며, ‘17년 110만톤 목표

* 현재('12): 원양어업 58만톤 + 해외합작 어업 21만톤('11) + 양식･가공 등 13만톤('10)

** 목표('17): 원양어업 60만톤 + 해외합작 어업 25만톤 + 양식･가공 등 25만톤

○ (수산물가공업) 타산업과의 융합, 기술혁신, 신기술 창출 등을 통해 고부가

가치 글로벌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 수산물가공업 매출 2배 증대(매출액 5.4조원('10) → 10.8조원('20)) 

** 수산물가공업 수출 2배 증대(수출액 145만$('10) → 290만$('20)

○ (신개념 양식산업) 양식기자재 및 배합사료 시장 확대 등 사료관련 서비스산업 

창출로 세계 5대 양식수산물 생산 국가로 도약

* (양식수산물) '17년까지 166만톤 생산(전체 수산물 생산의 45.7%)

** (배합사료 시장) '17년 6,000억원으로 현재 시장규모의 4배 확대

○ (낚시산업) 낚시 관련 인프라 구축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통해 낚시인구

를 확대하고 낚시관련 신산업 창출

* 낚시산업의 목표: ('12) 낚시인 573만명 → ('17) 800 (40%↑)

○ (관상어산업) 양식 및 품종 기술 개발, 생산 여건 개선과 연관시장 창출을 

통해 관상어 시장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

* 관상어산업의 목표(수출액) 0.1백만불('12) → 10백만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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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백신사업) 양식분야 항생제를 대체하고 친환경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산분야 백신사업(BT융합) 추진

* (백신기술력) ('13) 선진국대비 60% → ('18) 선진국대비 75%

** (항생제사용) 6회/1년 → (백신 후 항생제 사용 횟수) 2회/1년

4. 해양수산 신산업의 현황 및 전망

가. 해양광물산업

(개념) 해양으로부터 전략금속자원(구리･망간･코발트･금 등) 등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자원을 탐사･개발하는 것에 관련된 산업

○ 심해저 광물(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탐사･개발이 대표적이며, 해수

에 녹아있는 금속자원(리튬 등) 추출, 해저석유･가스(메탄하이드레이트 포

함)* 개발 등도 포함

* (참고) 관련법령 및 정부업무분장상 석유･가스 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

○ 업종으로는 광물자원 부존지역을 탐사･조사하는 탐사업, 해양광물 채취를 위

한 시추 및 채광업, 해양광물에서 전략금속을 뽑아내는 제련업, 관련 장비･해
양플랜트 생산업, 전문인력육성업 등이 포함

(현황) 세계적으로 산업화 이전단계*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가 독점광구확보 

및 기술개발에 집중

* (사유) 육상광물의 개발여력 존재, 완전한 상업생산 기술 미개발 등

○ 우리나라도 국가R&D로 독점광구 탐사･확보, 상업생산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

며, 일부 기업(대우조선해양･포스코 등)도 국가R&D에 참여

(전망･목표) 해양광물 상업생산시 연 32.7억 달러(심해저광물, 해수리튬 기준*) 이

상의 수입대체효과를 얻도록 기술개발 등 R&D를 지속 추진

* (연간 목표) 망간단괴 3백만톤 생산시 25억 달러, 열수광상 30만톤 생산시 3.2억달러, 

망간각 100만톤 생산시 3.5억 달러, 해수리튬 1만톤 생산시 1억 달러 수입대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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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저광물을 중심으로 해양광물산업의 실질적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을 ‘15년까지 마련(현재 기획연구 중)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광물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육상광물 및 석유･가스개발을 중심으로 

제정･운용되며, 해양수산부 소관의 기타 해양광물 관련 법제는 없음

나. 해양에너지산업

(개념) 육상자원 고갈,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력, 조력, 조류, 해상풍

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보급하기 위한 산업

○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파력과 해상풍력을 연계･결
합한 복합발전 기술개발도 추진(‘13년～)

* 해양에너지 분야는 조력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기술개발 단계로 산업화는 미흡한 상황 

(현황)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 따

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 전망이나,

* 국내의 총에너지 수요는 2010~2015년 기간 중 연평균 3.3% 증가하여 2015년에는 

2010년 대비 17.6% 증가한 307.1백만 TOE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국내･외적으로 해양에너지 개발분야는 시험개발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실용

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시화호 조력발전은 연간 553천GWh(10만 가구 공급량) 수준

(전망･목표)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원별(조류, 파력, 온도차 발전) 실용화 기술개발 추진(‘18)

다. 해양플랜트산업

(개념) 해양자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해 관련시설 및 장비를 제작･운용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산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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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양플랜트 산업의 생애주기(Value Chain)

(현황) 세계적으로 해상플랫폼은 약 7,50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브라질, 아･태, 

서아프리카가 신흥지역으로 부상

* 해상플랜트는 전체 설비의 27% 수준이며, 해저장비 비중 상승 전망

○ 세계 해양플랜트 산업 규모는 ‘12년 약 3,200억 달러에서 매년 300억 달러 

이상 성장 전망이며,

○ 국내적으로는 건조 부문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건조 외 

부문은 경쟁력이 극히 저조한 실정

- (건조) ‘10년 기준으로 세계 국제공모 신조 물량의 약 59% 차지 

<표 8> 세계 국제공모 신조 물량 현황

구분 한국 싱가포르 중국 기타 계

금 액 ( 십 억 달 러 ) 14 6 2.5 1.4 23.9

비 중 ( % ) 58.6 25.1 10.5 5.9 100.0

- (건조 외) 해상플랫폼 기자재 국산화율 20% 수준, 해저장비는 전무하며, 건조 이

후 서비스부문(운송~해체)의 경쟁력은 극히 미흡

(전망･목표) 현행 건조중심의 해양플랜트 산업을 해상기반의 운영 서비스산업과 연

계함으로써 신규 사업영역 확장 필요

*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 서비스시장은 생애주기 상 총부가가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게는 신규 사업영역 확장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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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플랜트 핵심기술역량 및 산업계 근접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해양플랜

트산업지원센터’ 구축･운영(‘15년)

라. 해양바이오산업

(개념) 해양생물체에서 일어나는 현상, 구조 및 기능을 이해하여 얻은 물질과 정보

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해양바이오산업은 대체에너지, 의약품, 산업용 소재,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

(현황) 세계 시장규모는 ‘11년 약 4.3조로 추정되며 연평균 12%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OECD 생명공학분과)

* (비중) 미국이 45%를 차지, 한국은 약 1.5∼2.0%로 작은 규모(GIA, '08)

○ '09년 한국의 해양 바이오 기술수준은 세계 16위권(미국 1위)이며, 분야별로 

차이는 있으나 선진국 대비 60~80%의 기술수준(KIMST, '11년)

(전망･목표) 해양의 높은 생물다양성으로 인해 원천물질 개발 및 독점적 물질 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으며*, 경쟁력을 갖춘 IT, BT 기술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 선점 가능

* 해양생물종은 全생물종의 80%에 달하고, 심해･극지 등 환경에 적응하여 유용한 생리작용

을 가지고 있어 육상생물 대비 제품화 성공률이 2.2배임

○ 해양생명자원 확보, R&D 강화, 산업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16년까지 해양

바이오산업 세계 7대 강국 실현(Blue-Bio 2016, '08년)

마. 해양심층수산업

(개념) 해양심층수의 특성*을 활용한 해양의 신성장 산업

* 200m이하의 해수로 저온(3~4℃ 유지)과 청정성을 유지하며 미네랄이 풍부

(현황) 해양심층수산업은 초기단계(‘08년부터 산업화)로 먹는 물 산업* 위주로 

형성되어 해양심층수산업의 다목적 활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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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물 업체는 취수관 건립 등 초기투자비 과다와 경기침체로 경영애로

** 1차산업(에너지, 수산업 등), 2차산업 (먹는물, 식품), 3차산업(해수냉장 등)

○ 현재 6개의 면허업체가 있으며, 국내 업체의 매출규모는 115억원* 수준(‘12년)

* 해양심층수 원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등 직접 매출액 기준이며, 심층수 첨가 화장품･식품 

등 간접 효과를 포함시 연300억원 정도로 추정됨

** 국외 해양심층수 시장(직접매출액) 규모(대만 300억, 일본 5,000억원)

(전망･목표) 해양심층수의 식품범위 확대* 등 지속적 산업활성화**를 통해 ‘20년 

매출액 1,000억원(‘14년 150억) 목표 

* 해양심층수를 농축･탈염한 미네랄농축수(식품원료 사용불가)･탈염수(김치, 두부 등에 한정 

사용) 등의 사용 확대

○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1,000RT) 및 해수온도차 발전(300Kw) 

등 개발

○ 노령사회를 대비하여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레저산업(타라소테라피 등)도 개발

바. 해양레저･관광 산업

해양관광산업

○ (개념) 해양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해양을 매개로 형성된 연안공간에

서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과 관련한 영리활동을 포괄

- 주요 업종으로는 해양 레저·스포츠(마리나 포함), 해양생태관광, 해변관광(해수욕, 

어촌·도서 관광 등), 유람선 및 크루즈 관광 등이 있음 

ㅇ (현황) 세계 시장규모는 ‘05년 2,352억 달러, ‘09년 2,680억달러로 추정되며, 

- 국내 시장규모는 ‘10년 약 80조원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3% 수준

○ (전망･목표) 동북아시아 해양관광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20년까지 세

계 해양관광시장 점유율 4% 달성

* (해양관광수요) 연평균 9% 증가 전망(KMI) : '08. 139백만명 → '14. 218백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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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산업

○ (정의) 마리나항만 건설업 외 요･보트 임대, 수리 둥 서비스업, 숙박시설 등 

종합서비스 시설 관련 산업, 제조업까지 포함하는 개념

- 주요 업종으로는 마리나항만 건설업, 서비스업(마리나 관리･운영, 장비 임대･수리, 판

매, 교육, 급유, 급수, 숙박･요식 등), 제조업(장비 제작, 디자인, 의장 등)으로 구분

○ (현황) 레저 패러다임 변화로 마리나산업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시장 규모는 약 300억 달러로 매년 43%씩(‘05~‘10년) 성장 추세

* (전세계 요･보트 생산대수) '12, 약94만대 → '20, 100만대 규모

- 한국 마리나산업은 미국, 호주 등에 비해 초기 단계이나 향후 중국, 일본,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와 네트워크 구축 시 고성장 예상

* '08년 5,227대 → '10년 7,988대 → '12년 12,175대(매년 33.2%씩 성장)

○ (전망･목표) 마리나 서비스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20년까지 약 3만명의 일

자리 창출 및 2.6조원의 경제효과 달성 기대

사. 해양환경산업

(개념) 육상 및 해상 기인 쓰레기로 인한 해양경관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해양

폐기물에 대한 정화사업

○ 업종으로는 폐기물해양수거업･퇴적오염물질수거업･폐기물해양배출업･해양오

염방제업･유창청소업 등이 있으며, 선박자원 순환관리업(선박해체 등), 해상

선박피해 평가･측정업 등도 부각되고 있음

(현황) 국내적으로 해양쓰레기의 특성상 오염기인이 다양하여 정확한 발생 추정량 

산출이 어려우나 연 평균 85천톤 정도 수거

* ‘13년 현재 해양환경관리업의 사업규모는 약 1,300억원 정도로 추정

○ 국제적으로 런던협약(‘94.1)에 따라 해양쓰레기 투기에 대한 국제 규제가 강

화되고 있으며, 한국도 의정서 준수국으로 투기량 감축 추진

* 우리나라 해양투기량 : ('06) 900만㎡ → ('13) 1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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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목표) 육상폐기물(해양쓰레기의 70%) 해양투기 Zero화 추진하여 ‘13년까지 

분뇨･분뇨오니, ‘14년까지 폐수･폐수오니 배출 금지

아. 해사안전산업

(개념) 선박의 안전과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비 및 제품 생

산과 선박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

○ 관련 업종으로는 선박항해･안전설비, 선박환경설비, 해양교통시설, 선박검사 등

(현황) 과거에는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제･개정되는 선박안전･환경기준의 

법제화 및 이행에 주안점

○ 현재는 국제해사분야의 각종 규제를 단순히 수용하여 이행하는 단계를 넘어 

산업으로 연계하고 안전관리 조직을 시스템화하여 전문기업으로 육성

과거 미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설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기술개발 및 세계시장 선점

(‘19년까지 80조원 시장 형성)

해상교통관제(VTS) 시설 설치･운영
VTS 시설 국산화 추진

(‘22년부터 수입대체 연간 100억원)

선박온실가스 배출규제 이행
친환경선박 시험･인증･표준화 시스템 개발 및 국제 규범

화 추진(‘15년까지 200조원 시장형성)

해양교통시설 설치･운영
첨단지능형 e-Navigation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

(‘23년까지 200조원 시장 형성)

규제 이행을 위한 소극적 안전관리 안전관리의 표준화, 선진화로 안전관리 산업 창출

[그림 3] 해사안전산업 창출 사례

(전망･목표) 지속적 강화 추세인 안전･환경 국제규제의 산업화 전환에 역량을 집중

하여 막대한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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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온실가스처리산업

(개념) 온실가스처리산업은 기후변화 해결방안으로 온실가스 포집, 회수, 저장 및 

전환 기술과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연료의 효율화와 청정화 분야를 포함

○ 주요 업종은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기술(CCS: Carbon Capture & Storage)

로 온실가스 포집업, 온실가스 저장업, 온실가스 운반업, 온실가스 저장 후 

관리 서비스 등을 포함 

-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삭감대상으로 꼽힌 온실가스는 6가지로 이산화탄소

(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화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6불화유황(SF6)

(현황) 교토의정서 연장(DOHA 2012, COP18･CMP8) 등 온실가스 저감 정책 지속

과 에너지, 회소자원 등 국가간 자원확보 경쟁 심화로 각국의 기술보호 정책 강화

○ ‘12년 12월 카타르 ‘도하 기후 게이트웨이’의 통과로 교토 의정서는 ‘13년 1

월부터 예전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청정개발체계(CDM), 공동이행제도(JI), 

배출권거래제도(ETS) 등은 ‘20년 말까지 교토의정서에 참여하는 선진국의 

감축수단으로 인정

- 연장된 교토의정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만 규제. (미국, 러시아, 

일본, 뉴질랜드 참여 거부, 캐나다 탈퇴, 중국과 인도 등 주요 개도국 불참)

(전망･목표) 정연료시스템 개발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과 고부가가치 

플랜트시장 진출 

○ ‘30년 CCS 세계시장 규모는 4,529억달러(450조원) 시장으로 성장 예상(한국

전력연구원, ‘07년)

- CO2 사후 처리 기술로 CCS&U(Carbon Capture Storage & Utilization)는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 제고 및 국가 주력 산업의 지속 성

장에 기여하고 부상하고 있는 세계 탄소시장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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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첨단로봇･장비산업

(개념) 미래형 해양 개발을 위한 해양 구조물의 수중 작업능력 고도화 및 수중 환

경조사･탐사 지원, 해역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구조물 시공 상태 감시･유지관리

를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로봇 및 장비 개발 산업

(현황) 대형 해양구조물 수요 증대, 해양에너지 플랜트 건설 가시화 등으로 수중로

봇은 정부의 융·복합 기술 우선 정책으로 부상

○ 수중작업능력 고도화를 위한 다기능 지능형 수중 로봇 기술 분야의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는 모든 국가에서 비교적 꾸준한 양적 성장

* 전체 총 2,538건 중 일본 775건, 미국 480건, 한국 342건, 유럽 138건으로 나타남

- 모든 기술 분야에서 일본이 가장 많은 출원 활동, 한국에서는 핵심기반기술 분야

에서 가장 많은 출원, 그 다음으로는 수중조사로봇, 지반조성, 수중유지관리, 매

설, 구조물 시공 로봇 분야의 출원 순서

- 국가별 기술력은 일본과 미국이 연구개발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가별 시장 

확보력도 일본과 미국이 주도

* 미국의 경우 주된 관심 분야는 해저, 공해, 지상에서 군사용으로 특화된 이동체 개발 

(전망･목표) 해양자원, 해양플랜트 등에 있어 최근 급속히 부각되고 있는 산업간 

연계를 통한 ICT, ET와의 융･복합기술 창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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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수산 신산업의 사업화 전략

제1절 현황과 문제점

(근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 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 기술 사업화: 개발기술을 직접 제조활동에 활용하여 체계적 이익을 창조하는 행위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활동

(국내 현황) 정부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R&D 생산성은 답보 

상태

○ 최근 20년간 국가 연구개발은 20배 이상의 성장세로 GDP 대비 R&D 비중과 

절대 규모에서 세계 상위권에 위치

- 국가 R&D 투자(‘09년) : 약 38조(OECD 7위) GDP 대비 3.57(3위)

- 해양과학기술 R&D투자 예산은 연평균 18% 증가로 국가 R&D투자 예산 연평균 증

가율 11%를 상회(‘12년)

○ 국내 기술 활용 및 기술이전 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 기술이전 건당 생산성(기술료 수입(억원)/이전건수): 미국(55.62), 유럽(8.95), 

한국(3.19)

- 해양과학기술의 경우 해양 인프라의 지속적 구축을 통한 산업화 달성단계 진입

○ 산･학･연 협력 등 개방형 혁신 부족, R&D성과의 이전·사업화 역량 미흡 등

으로 혁신동력 창출은 더딘 행보

* 공공기관의 기술창업 건수('10년): 한국 0.65, 미국 4.24, 캐나다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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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현황) 주요 선진국들은 기술이전 활성화와 지식재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R&D 사업화 정책 추진

[미국]

▪ 연구결과 사업화, 산학협력 교류증진, 우수기술기업 성장 등 기술 사업화 과정을 

CONNECT*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

* CONNECT 프로그램: 스프링보드 프로그램, 기술 및 생명공학 금융포럼,  우수혁신

신상품 시상 등 세부 프로그램 운영

▪ SBIR(중소기업혁신연구: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등을 통해 기술 사

업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EU]

▪ 통합 해양정책의 수립을 통해 해양수산산업을 미래 신성장 부문으로 재평가

▪ IRC(기술혁신연계센터: Innovation Research Centre)를 구축해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추진 중

▪ 기업과 공공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지식이전 증진을 위한 자발적 이니셔티브 제정

(Responsible Partnering)

▪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지식을 사업에 이용하도록 쿠폰제도를 통해 비용 일

부를 지원

▪ 민간과 공공기관의 고위험 R&D 프로젝트에 융자제공을 위해 신규리스크 분담 재정

기구 설립(Risk-sharing finance facility: RSFF)

[중국]

▪ 국무원의 전략적 신흥산업의 쾌속육성에 관한 결정에서 해양관련 산업을 7대 중점 산

업영역을 선정, 관련 정책 수립

▪ 제12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 해양분야 기초원천핵심개발과 전략적 신

흥 산업을 해양경제발전의 핵심이 되도록 육성할 것을 비전으로 제시

▪ 기술이전 시법기구 및 기관 선정을 통해 기술상용화 우수사례 선정 및 다양한 이전 

모델 개발

[일본]

▪ “신사업지원기관” 지정을 통해 다양한 기술이전 시 사업화 관련 서비스 제공

▪ 대학의 기술이전 활성화와 지식재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대학의 지식재산을 집약하여 

관리하는 사업화전문기구 신설 논의

▪ 기업에 라이센싱 가능한 특허공유 데이터베이스인 “J-STORE” 운영

▪ 해양의약품 및 신소재 개발 등 기술개발의 상용화를 일본 생명공학 분야의 경쟁력 

있는 산업계와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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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해양수산 R&D의 연구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 혹은 제품의 기

능, 성능 및 안정성을 평가해 줄 수 있는 기술 인증 인프라 구축 미비

○ (인프라) 국내에서는 해양생물산업, 수산연구정보, 로봇 개발, 해양 레저, 소

프트웨어 지원 등의 해양 관련 센터는 존재하나 상용화 가능한 기술의 설계, 

시작품 제작 및 실험을 위한 해양 R&D 실용화 센터는 미설치

- 상용화가 가능한 대형 기술의 완성품 조기 생산을 위해 예비설계, 기술 검증 등 

실해역 실험장을 포함한 실용화 센터 구축 시급

-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는 미약한 실정

* 국내 해양수산 관련 기술 국산화율은 약 5% 내외로 추정

○ (사업화 저해요인) 기술 및 연계체계 부족

- 장기간에 걸친 실해역 실증이 필요한 특성으로 인해 개발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산

업화 초기 단계는 시장규모가 작아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절감 등 경쟁력 제고에 한계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역량 부족,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연계 부족

○ (사업화 저해요인) 정부정책 및 환경 개선 미흡

- 해양수산산업의 기술수요와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기술 발굴 및 사업 추진 미흡

- 해양수산산업 연관 부처의 다변화로 발생되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 결여 및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해 특정산업(조선･해양 분야)을 독점하거나 혹은 협력체제의 미흡(해

양환경, 수산 분야)이 발생

(해소방안) 기술수준, 낮은 경제성, 열악한 산업기반 등 불리한 국내여건을 극복하

고 해양수산산업개발, 보급을 촉진하는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RPS 도입 확대,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 도

입 및 지속적인 가격관리 등 해양수산산업 시장창출에 대한 재정부담 경감 유도

- (시장창출) 민간부문, 특히 대･중소기업의 참여를 통한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 성

숙도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 (단기) 정부주도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 추진 

- (장기) 기술개발 및 양산에 의한 제조원가 하락, 대기업의 본격적 참여, 수출산업

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주도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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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통한 해양수산산업 원천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 투자로 기술개발과 산업화 지원

- 중소기업 및 중소벤처를 지원하는 미래 해양기술 개발사업(R&BD)의 예산확대(총 

예산대비 10%) 및 사업화 성공시 인센티브 확대

제2절 사업화 성공 전략

4대 추진전략를 통한 신성장동력 사업의 사업화 촉진

○ 맞춤형 정부지원

- 해양수산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사이버 네트워크 구축, MT 클러스터 구축

- 해양과학기술 융복합 촉진제도 도입 및 해양과학기술 R&D 사업화 전문 인력 양성

* 가칭 ‘해양기술 사업화 촉진법’ 제정 및 가칭 ‘해양수산산업융합지원센터’ 설립

** 산학연 협력･연계 대학원 설립･운영 및 공공연구기관 의무채용 제도 도입 

- 해양수산산업 전담부서 설치 및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중소기업의 규모

화와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해양수산 신산업 평가 인증시스템 구축

-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 또는 제품의 기능, 성능 및 안정성 

등을 평가해 줄 수 있는 기술 인증체제 구축

* 규격이 없는 제품이나 해양수산산업기술에 대한 잠정인증제도 도입

- 기술가치 평가시스템 구축

○ R&D성과 사업화 기업 정책지원

- (조세·금융지원) 해양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연구소 

기업, 교수･연구원 실험실 창업기업 등의 법인세 및 초기자금 지원

○ 해양수산 신산업의 시장조성 지원

- 시장가격 차액 지원 제도, 정부 우선구매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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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정책지원 방안

제1절 비전 및 목표

비  전 신해양 가치 창출로 선진 해양강국 실현

목  표

시장창출 부가가치창출 일자리창출

40조원 신규시장

134조원(‘10) → 170조원(‘17)
GDP 기여도 7% 달성

6.3%(‘10) → 7.0%(‘17)
4만명 신규 고용

66만명(‘10) → 70만명(‘17)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R&D) 강화 

▪ 산업별 차별화된 R&D 육성･지원

▪ 일자리창출 중심의 R&BD 투자 강화

▪ R&D 시스템 전문화･효율화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창출

▪ 해양수산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BT･IT･ET･NT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 新 Biz 시장창출을 통한 신산업 발굴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통한 벤처･중소기업 육성

▪ 기술실증 및 기술사업화 촉진

▪ 벤처･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지역･광역권별 특화전략산업 육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 법 제정 및 제도 개선

▪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해양 거버넌스 추진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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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략별 추진과제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R&D) 강화

○ (산업별 차별화된 R&D 육성･지원) 산업별로 현황, 여건, 발전가능성, 장애

요인, 산업계 니즈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해당산업에 특화된 육성방안 발굴

○ (일자리창출 중심의 R&BD 투자 강화) 단･중･장기적 생활보급형 중심의 해

양창조경제 선도 기술개발 사업

○ (R&D 시스템 전문화･효율화) 유형별 특성에 따라 기초･미래선도형, 공공･인
프라형, 상용화형 등 3개의 유형으로 재정립하고, 성과목표, 사업 관리 (과

제기획→평가→실용화)를 차별화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창출

○ (해양수산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해운･항만･수산 등 전통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산업간 개방과 

협력, 융･복합을 통해 산업의 시너지 창출

○ (BT･IT･ET･NT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해양과학기술과 ICT, BT, ET 등 

신기술간 창조적 융합(Convergence)을 통한 창의적인 신산업 발굴

○ (新 Biz 시장창출을 통한 신산업 발굴) 규제의 산업화 및 극지개발 관련 

신산업 발굴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통한 벤처･중소기업 육성

○ (기술실증 및 기술 사업화 촉진) 벤처･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기술혁신 지원 

대폭 강화

○ (벤처･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인력·장비 지원 및 배정

을 통한 기술개발 역량강화

○ (지역･광역별 특화전략산업 육성) 권역별로 특화된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산업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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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 (법 제정 및 제도 개선) (가칭)해양수산산업진흥법 제정 및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해양수산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를 지정

하여 해양플랜트, 신재생에너지, 해양생명공학 등 수요가 많은 분야의 현장

실무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고경력･은퇴 과학자 활용

○ (해양 거버넌스 추진체계 정비) 다양한 부처가 관련된  해양수산 신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처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토대로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제3절 해양수산산업진흥법(안) 제정을 통한 육성기반 조성

(목적) 해양수산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강화함으로써 해양수산산업의 국가 

경쟁력 시스템 확충 

(위상)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해양수산산업진흥법(안) → 개별법

○ 해양수산 부문 최상위법인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하위법령으로 해양수산

산업에 특화 

- 부문별 해양수산산업의 상위법령으로 해양수산산업 전반을 포괄하고 개별법보다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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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구조) 해양수산산업진흥법(안)의 구조

<표 9> 해양수산산업집흥법(안)의 구조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해양수산산업 진흥계획
해양수산산업 진흥계획 수립, 해양수산산업 실태조사, 해양수산산업

진흥위원회 설립

제3장 해양수산산업 진흥
해양수산산업진흥협회 설립, 해양수산산업 정보제공,해양수산산업 

기술개발, 해양공간관리

제4장 해양수산산업 진흥기반 조성
해양수산산업 연구기관 지정, 해양수산산업 전문인력 양성, 해양수

산산업 정보화 촉진

제5장 해양수산산업 진흥 지원

해양수산산업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해양수산산업 표준화 지원, 해

양수산산업 재정 지원, 해양수산산업 진흥기금 설치, 해양수산산업 

세제 지원 및 특별 지원, 해양기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해

양벤처기업 육성 지원

제4절 투자재원 확보 방안

○ (주요 부처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지역혁신사업계정, 지역개발사업

계정)과 국가 R&D사업, 과학문화사업 중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을 주요 목적

으로 추진하는 부처사업 활용

○ (지역특화 부처사업) 특정지역에서 지역의 해양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지

방비의 대응투자를 통해 유치·추진되는 부처사업 활용

○ (지자체 자체사업)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해양과학기술 관련 사업

○ (기금조성사업) 해양수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으로 

경정 등의 스포츠사업, 복권기금활용에 따른 수익의 일정부분을 해양수산산

업진흥기금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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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해양수산산업의 현재와 미래

제1절 해양수산산업 개념 및 특성

해양수산산업의 개념

○ 법령상 정의(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조)

- ‘해양수산산업’은 해운･항만･수산･해양과학기술개발해양환경‧해양관광 및 해양정보 관

련 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의미

* 일본: 해양기본법에 의거해 해양의 개발, 이용, 보전 등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정의

* 중국: 인류가 이용 가능한 해양자원 및 공간에서 각 종류의 생산 및 서비스 활동으로 정의

○ 표준산업분류상의 정의

- 해양공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또는 해양기반의 활동으로부터 파생된 

생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관련된 산업

‣ 해양자원을 채취･활용하거나, 해양공간 이용 또는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한 활동

(해양기반형 활동)

‣ 해양 활동에 투입재를 공급하거나, 해양으로부터 산출된 재화‧서비스를 생산의 주요 

요소로 사용 또는 해양이용과 보호활동에 필요한 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해양연관형 활동)

해양수산산업의 분류

○ (개념적 구성) 해양수산산업 분류에 있어서 표준화된 국제적 기준이 없는 

가운데 크게 ‘해양수산 전통산업’과 ‘해양수산 신산업’으로 구성

- 해양수산 전통산업은 해운, 항만, 조선, 수산 등 성숙기 혹은 포화기에 근접한 분야를 

의미하며, 

- 해양수산 신산업은 심해저 광물자원, 신재생에너지, 해양레저‧관광, 해양플랜트 등 

태동기 혹은 도입기 단계에 들어가는 분야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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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해양수산 산업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통산업과 신산업 구분

‣ 특히, 해양수산 신산업은 기술주기상 현재 태동기 혹은 도입기 단계에 있는 활동

들로, ‘20년까지 시장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활동

* 연구개발 성과에 따라 그 실현 여부와 시기가 유동적이며, 현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해양보호와 이용 관련 그 밖의 새로운 활동들이 대두 가능

○ 주요 해양국가의 해양수산산업 분류 사례

- 주요 선진해양국가에서의 해양수산 신산업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영국, 프랑스, 중

국 등이 해양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중국이 해양생명공학산업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는 해양관련 기술집약적 산업을 해양기술산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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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주요 해양국가의 해양수산산업 분류

부문 해양수산산업 분류 현황

전 통

해 양

산 업

수산업
- 포획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산업 등

- 미국, 프랑스 등은 수산물 유통 포함

해양광업, 

해저 석유・가스산업
- 해당 산업이 존재하는 국가는 모두 포함

조선, 해양 장비 등 

제조업
- 모든 국가가 해양수산산업에 포함

해양 건설･토목 - 명칭이나 분류방식은 다르나 모든 국가가 포함

해양운송･항만산업 - 모든 국가가 포함

해양관광
-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국가 포함

(음식･숙박업 포함)

해 양

신 산 업

해양 신재생에너지산업
- 영국, 중국이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하고, 프랑스는 해양

신재생에너지와 연안화력･원자력발전을 발전업에 포함

해양 생명공학산업 - 중국은 해양수산산업에 별도로 분류되어 포함

해양기술 관련산업 - 캐나다는 기술집약적 산업을 해양기술산업으로 분류

‣ 영국의 해양수산산업 분류

해양수산  

산업 분류

 1. 수산 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2. 석유･가수 석유추출, 가스추출

 3. 골재채취 준설

 4. 조선 선박건조, 수리

 5. 해양장비 해양플랜트 장비, 선박건조 및 수리장비 공급

 6. 해양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조력발전, 파력발전

 7. 건설 항만건설, 해양플랜트 건설, 연안침식방지시설 건설

 8. 해운 해상운송

 9. 항만 창고보관, 하역, 선박구조 등

 10. 항해･안전 등대, 해안구조활동, 선박검색, 연안방어활동 등

 11. 교육･훈련 교욱기관 종사자

 12. 해저케이블 전력 및 통신 케이블, 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13. 해운서비스 금융, 법률서비스, 회계 등

 14. 라이센스･임대 해양플랜트관련 장비임대, 석유・가스 탐사 라이센스 등

 15. 연구･개발 연구, 출판, 고등교육기관 등

 16. 해양환경 해수정화, 환경단체 활동 등

 17. 방위 해군

 18. 레져활동 크루즈 관광, 레저장비, 요트, 해양 레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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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해양수산산업 분류

산업섹터 산업분류 산업분류

해 양  

건 설 업
해양관련 건설업 석유･가스파이프파인 및 관련 건조물 건설, 기타 토목공사업

해 양 생 물

자 원

어란부화업 및 양식업 어류양식 및 어란부화업, 갑곡류양식업

어업 어업(어류, 조개류)

해산식품가공업
해산식품캔제조업

선어 및 냉동해산식품 가공품제조업

해산식품소매업 어류 및 해산식품소매업

해 양 광 물

석탐암, 모래 및 자갈 모래 및 자갈채광건설업, 모래채취업(공업용)

석유 및 가스탐광 및 

제조업

원유 및 천연가스광업, 유정 및 가스정업, 석유 및 

가스조업지원업, 물리채광 및 지도제작 서비스업

조 선  및  

수 리 업

소형선조선 및 수리업 소형선조선 및 수리업

대형선조선 및 수리업 대형선조선 및 수리업

관 광  및  

여 가 업

소형선(보트) 소매업 소형선(보트) 소매업

음식업
완전서비스 레스토랑, 한정서비스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경식 및 논알콜음료 식당

호텔 및 숙박시설업
호텔(카지노호텔제외) 및 모텔

조식포함 숙박시설

경박시설업 정박 시설업

레저용 차량주차장

및 캠프장
레저용 차량주차장 및 오락 캠프장

수상관광투어 수상관광수송

스포츠용품 스포츠용품, 경기용품 제조업

오락 및 레크레이션 

서비스업

기타관광수송,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 

레크리에이션용품 랜탈업, 오락 및 레크레이션 서비스업(기타)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원 및 식물원, 자연공원 및 기타유사시설

해 상 운 송

외항화물해운업 외항화물 해운업, 연해 및 5대호여객 해운업

여객해운업 외항여객 해운업, 연해 및 5대호여객 해운업

해운서비스업 항만조업, 선항취급업, 항행서비스업, 기타 수상수송지원업

탐사 및 항행기기 탐사, 탐지, 항행, 유도, 항공 및 항해시스템 및 기기 제조업

창고업 보통창고업, 냉장창고업, 농산물저장보관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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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해양수산산업 분류 사례

해양수산  

산업 분류

민간부문

수산식품업 어업, 양식, 해초식품, 수산가공업

해사골재채취 모래, 자갈, 실리카 등

전력생산 화력발전, 핵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등

조선 및 수리업 상선, 군함, 보트 등의 건조 및 수리

해양건설 항만, 댐, 운하, 준설, 해양구조물, 사석(沙石)

해저 케이블 해저 전선의 제조, 설치, 유지 등

해저 석유 및 천연가스 석유 가스 개발, 장비 제조 등

연안관광 음식업, 숙박업, 박물관 등

해상운송 선박 및 항만 운영, 화물운송, 여객운송 등

해양금융서비스 해상보험, 금융 등

공공부문

해군 해군의 유지, 훈련, 장비, 운영 등

공공정책 해양안보, 해양안전, 선원교육, 프로그램 지원

연안 및 해양보호 해양오염예방, 우염물질의 감소, 복원 등

○ 표준산업분류상에서는 ‘해양 기반형 산업’과 ‘해양 연관형 산업’으로 구성되

고, 해양 연관형 산업은 다시 ‘전방연관 산업’과 ‘후방연관 산업’으로 분류

- 산업의 종류와 기술이 발전하여 점차 고도화 되고 있으며, 전통적 해양수산산업군

이 많은 해양기반형 산업보다 해양수산 신산업군의 다양한 해양연관형 산업으로

의 발달이 요구됨.

‣ 해양 기반형 산업: 해양자원 채취, 해양 공간 이용, 해양환경 관리 등을 위한 활동

으로서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

‣ 해양 연관형 산업: 해양 기반형 활동에 전문화된 투입재를 공급하거나 해양 기반

형 활동으로 산출된 재화나 서비스를 주요 생산 요소로 사용하는 경제 활동

* 전방연관형 산업: 해양 기반형 활동으로 산출된 재화나 서비스를 주요 생산 요소로 사용하는 산업

* 후방연관형 산업: 해양 기반형 활동에 전문화된 투입재를 제공하는 산업

- 해양 기반형 산업과 해양 연관형 산업은 다음과 같은 제1차와 제3차 산업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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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해양기반형 산업의 구성

산업특성 산업명 주요 활동

1차  산 업

어업 해면어업, 양식업

해양광업
해양광물자원 및 해저 석유가스 개발, 골재채취, 해수용존 

유용광물 회수 등

소금채취업 천일염 생산

해양토목･건축업 해양토목, 해양시설물 건축, 해저 통신 및 전기 공사 등

3차  산 업

해운산업 해상 화물 및 여객 운송

해양발전산업 조력, 조류, 파력, 염도차, 해수온도차, 해상풍력 발전 등

해양기술서비스업
해양 탐사, 조사, 측량, 관측, 해양 시설물의 운영, 보수, 

유지 등

해상 공공서비스 방재, 안전관리, 해상 보안 등

<표 1-3> 해양연관형 산업의 구성

산업특성 산업명 주요 활동

2차  산 업

수산물 가공업 수산가공식품 제조

해양화학･의약･바이오산업 해양 생물 및 기타 자원을 이용한 제조업

해양기기･장비제조업
해양 기반형 활동에 특화된 기기 장비 자재 제작, 

해양자원 가공을 위한 기자재 제조

선박 및 

해양플랜트제조업
각종 선박 및 플랜트 건조, 선박 부분품 제작

해상화물취급업

(항만산업)
하역, 보관, 도선 및 정박 서비스 등

3차  산 업

수산물 유통업 수산물 도매

해양기술서비스산업
각종 해양 설비 장비 구조물 설계, 자료처리 및 해석, 컨설팅, 

소프트웨어 제작, 정보시스템 개발 등

해양 연구개발 해양 R&D

해양 공공행정 및 교육 해양 행정, 해양관련 교육 및 훈련

해양관광･여가산업
수족관 및 해양관련 전시시설 운영, 

해양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업, 수산물 유통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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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산업을 분류하는 주요 기준은 활동 공간과 투입재 및 산출재의 성격이며, 

해양수산산업은 다음 6개 유형 중 하나의 유형을 가짐

➀ 해양자원을 채취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활동

➁ 해양 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활동

➂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해양조사 활동 포함)

➃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투입재를 공급하기 위한 활동

➄ 해양으로부터 산출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사용하는 활동

➅ 해양의 이용과 보호 활동에 필요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상기 6가지 유형 중 ➀~➂ 유형은 해양 공간에 이루어지는 활동들로서 해양기반형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➃~➅ 유형은 해양기반형 활동을 뒷받침하거나 해양기반형 

활동으로부터 파생된 해양연관형 활동이라 할 수 있음

[시 사 점]

해양수산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분류에 대해서는 해양연관형 활동에 초점을 두고, 

현재 산업화 이전단계의 기술개발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향후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

은 산업군을 신산업분야로 분류

※ 해양자원･에너지･플랜트･바이오, 해양레저관광, 기후변화, 해사안전, 해양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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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산업의 중요성과 특성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 국가미래핵심연구분야로서 해양개발을 

원자력, 우주개발과 함께 3대 국가전략계획(National Projects)으로 선정, 관련 연구

기관으로 집중·육성해왔으며, 이를 통해 국격을 높여왔음.

 해양수산산업의 중요성

○ 글로벌 당면과제는 해양의 잠재력 활용을 통해 극복 가능

- 기후변화 대응: 해양은 생명의 원천으로 지구의 기후 조절자

- 자원고갈 대응: 해양은 무한한 자원의 보고로서 전통자원의 보완 내지 대체 가능

- 경기침체 대응: 해양은 다양한 산업 부문 포괄, 전후방 파급효과 큼

[그림 1-2] 글로벌 당면과제와 해양의 가치, 해양수산산업의 위상

○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제3의 물결」
- 인류문명 발전과정을 농업화혁명, 산업화혁명, 정보화혁명으로 구분

- 해양개발을 정보통신, 우주개발, 생명공학과 함께 제3의 물결을 주도할 4대 핵심

산업의 하나로 언급

○ 폴 케네디(Paul Kennedy)

- 해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세기와 21세기를 3M의 시대로 정의하고, 특히 21

세기는 해양의 세기가 될 것으로 전망

* 20세기의 3M은 선교사(Missionary), 군사(Military), 상선(Merchant)

* 21세기의 3M은 다국적 자본(Multi-national capital), 매스미디어(Mass media), 해양(Mar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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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 「미래의 물결」(2007)

- ‘25년 한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등과 함께 

세계 11대 강국으로 부상 

- 그간 한국이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강력한 세력이 되지 못한 3가지 요인으로 ‘농업

기반의 관료형 전통’, ‘해양수산산업 소홀’, ‘창조적 계급 육성 실패’ 등 지적

○ 해양 수산 산업은 해양과학 기술과 타 분야의 기술을 융합하는 형대로 발전 

진해하고 있으며, 특히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와 Ocean Energy 분야의 융합 방향이 우리나라 해양 R&D 결과물을 활용

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1-3] 미래 해양 기술의 융합 방향

 해양수산산업의 특성

○ 해양수산산업 특성을 산업연관효과, 지속가능성, 후생 증대 효과, 성장 잠재

력 측면에서 전망(지식산업정보원, ‘12년)

- 첫째, 다양한 해양 분야가 포괄되어 높은 산업연관효과 발생최근 각광받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부터 해양바이오산업, 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자원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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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되며, 산업간 연관성이 높아 시너지 효과가 큼.국내 해양수산산업에서 생

산량이 100달러 증가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59달러(SOC 산업의 경우 58달러), 

해양수산산업 생산액이 1백만 달러 증가할 경우 고용창출효과는 4.95명(SOC산업

은 4.12명)으로 해양수산산업의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가 SOC산업 보다 크

게 나타남

- 둘째, 육상자원 부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가능해양

자원 개발을 포함한 해양수산산업은 환경 친화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 셋째, 해양관광 발전을 통한 높은 국민 후생증대 효과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패턴

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해양관광의 발전가능성은 높음 

- 넷째, 해양수산산업이 가지는 무궁무진한 성장잠재력해양수산산업은 신기술 적용 

및 신산업 발굴을 통해 기본의 따라잡기(catch-up)형에서 선도자(trend-setter)

형 발전전략으로 추진 중이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수

요확보가 가능함

 해양수산산업의 문제점

○ 국내 해양수산산업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나 분류체계 구축

은 초기형성 단계로, 해양수산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반의 여건

과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실정

- 해양수산산업 분류체계 수립, R&D기술 실용화 촉진전략 수립, 해양수산산업의 역

할과 성장전망 분석 등의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으나, 

- 해양과학기술의 사업화 전략, 해양수산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기술‧정책의 체계적‧
종합적인 기본계획(안)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 

○ 해양수산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전

주기 R&D 개발을 통한 핵심역량 확보, 산업계 근접 지원 등의 필요성 증대

-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역량 강화

- 핵심기술, 인프라, 전문인력 조기 확보, 산·학·연 연계·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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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환경분석

(정책환경변화) 세계 각국은 해양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의 통합 해양정책 추진

* 일본: 총리가 본부장인‘종합해양정책본부’ 설립('07), 미국 :‘범부처 해양정책 

테스크포스’설치('09), 중국 :‘국가해양위원회’신설 및‘국가해양국’확대('13)

○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적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추진('13.7)

*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 신시장 창출로 연결하는 

국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13.6)

○ 해양수산부는 ‘생명-생산-생활이 넘치는 바다, 바다를 통해 국민의 꿈과 행

복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정과제 및 실행계획 수립('13.4)

* ①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 ②전통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산업화 구현, ③ 

MT(Marine Technology) 기반의미래성장동력창출, ④국민힐링(healing) 해양공간조성(경제

환경) 세계적 경기 침체 지속 및 선진국 주도의 국제규제강화 등에 따라 국내산업의 글로

벌 시장 경쟁력 약화

(경제환경변화) 미국발 금융위기(‘08), 유럽 재정위기(‘11)로 인해 해운·조선·수산 

등 전통적인 해양수산 산업의 침체 장기화 우려

○ '11년 해양수산산업의 GDP 기여도 감소 : 7.1%('08) → 6.3%('11, 약 75조

9000억원)

○ 해양수산산업내선박, 해운산업비중감소: 1.87%('08) → 1.75%('11), 1.52%('08) 

→ 0.95%('11)

○ ‘12년 상반기 대비 ‘13년 상반기 수산물 수출 물량 8.3%, 금액 11.2%로 대폭 감소

(사회환경변화)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규제 관련 신기술

의 선점을 통하여 다국적 선도기업의 시장독점력 강화

* 북유럽 및 일본 대기업이 IMO의 ‘선박용 미분무수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규제('02.7.1)’ 

유도로 시장 점유(우리 기업은 '03년 기술을 개발하고도 가격 공세로 상업화 실패) (사회

환경) 에너지･자원부족 심화, 기후변화 기인 자연재해 증가, 해양영토경쟁 심화 등으로 해

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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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식량수급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의 가치 인식

과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을 위한 국제적 노력 증가

* 유엔정상회의(Rio+20)를 통한 바다의 지속가능한 발전 보고서 채택('11)

** 유엔 세계해양평가제도구축사업(UNRP, '10~), OECD 2030 미래해양경제사업('11~)

○ 미래 활동 기반인 해양 영토와 자원을 수호하고, 해양경제영토를 확대하는 

등 자주적 해양 활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대

* 한국, 중국, 일본 등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자격 획득('13.5) (기술환경) 전통적인 해

양수산업에서 탈피하여 국가 주도로 타 분야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첨단 신산업 

창출 도모

(기술환경변화) 선진국들은 미래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양자원, 해양바이오, 해양플

랜트 분야에 대한 국가주도의 기술개발 강화

○ 미국은해양광물, 해양의약품, 유럽은해상풍력파력, 해양에너지플랜트기술

개발주도

* '11년 국내 해양 플랜트 수주는 260억 달러이나, 기술 국산화율은 20% 수준

○ 중국은 ‘해양경제 발전계획(‘12.5)’을 통해 해양플랜트, 해양바이오 기술을 

근간으로, 5년간('11･1'15) 해양수산 신산업 비중을해양총생산의 30%까지 확

대추진

○ 일본은 중국과의 센카쿠 분쟁, 한·중과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직면하여 ‘12
년 해양관측, 해양자원조사에 1,860억엔(약 25,300억원) 투입

○ 고부가가치 특수 선박, 무인수중 운용체계, 항만･물류 자동화 등 혁신적 미

래첨단기술개발 경쟁 심화

- 유럽을 중심으로 LNG, FPSO(원유생산저장설비), SRU(유황회수시설)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특수 선박 수주 경쟁과 항만 물류 자동화 시스템 도입 보편화

- 일본은 ‘07년에1,567억엔(약 2조원)을투자하여 무인 수중 운용 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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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렌드와 해양수산산업 발전동인, 각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등을 

정성적으로 고려하여 각 산업의 미래 시장규모 예측

[그림 1-4] 메가트렌드와 해양수산산업 발전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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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 SWOT 분석은 해양수산산업 분야에 대하여 국내에서 보유한 내부 자원 및 

능력의 강점과 약점을 가감 없이 분석하고 주변 여건의 위협과 그로부터 오

는 도약과 발전의 기회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함

○ 이를 바탕으로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및 강점을 활용

하여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

 

1. 시장개방과 선진국의 투자 확대로 해양의 

글로벌 경쟁 심화

2. R&D 투자에 대한 질적 혁신성과와 제도 

개선 요구

3.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로 기술사용자의

요구와 괴리

1. ICT･NT･BT 등 기술 융･복합은 

해양수산기술의 고유 속성

2. 해양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예산 확대 추세

3. 해양수산산업 시장의 글로벌화

1. 해양수산 기업의 국제 경쟁력 취약

2. 다양하고 창의적인 신진연구진 참여 부족

3. 해양수산 R&D 근거 미비

1. 해양수산의 통합으로 일원화된 정책추진 가능

2. 특화된 사업 역량, 노하우, 인프라 보유

3. 해양수산 전문성을 갖춘 부처 정책 입안자의 

강력한 의지

SWOTSWOT

분 석분 석

SO 전략 WO 전략

▪ 과감한 투자전략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필요

▪ 실행력 강화를 위한 R&D 추진 및 지원 체계 

정립

▪ 연구개발 관련 기관간 능동적 연계를 통한

통합 시너지 창출

▪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 융･복합 신산업 분야

발굴 및 지원

▪ 해양수산 기업과 신진 연구자지원 프로그램 

확대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정 및 R&D 통합

관리 체계 구축

ST 전략 WT 전략

▪ 사전 타당성 검토 확대로 현장중심, 성과 연계형 

R&D 추진

▪ 국제규제 등 시장 흐름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 발굴

▪ R&D의 결과물인 정보, 자료, 시설 등 

성과 활용 체계 구축

▪ 해양수산 기술 및 산업 동향 분석 및 

공유체계 구축

▪ 기술 요구를 반영한 R&D 추진 형태 다양화 

및 사업체계 정비

▪ 공정성과 전문성 담보를 위한 평가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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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MT 대분류 기술명

1 해양자원 해수 중 극미량(0.1mg/리터) 유용 희유금속(우라늄, 스트론튬, 루비듐 등) 회수 기술

2 해양자원
에너지 효율이 1kWh/㎥(현재 3~4kWh/㎥) 부근으로 줄어든 경제성이 있는 

해수 담수화 기술

3 해양자원 심해 및 극지에 매장된 메탄하이드레이트의 경제적 생산기술

4 해양자원 수심 5,000m 이하 해저 유용광물자원(망간단괴 등) 채광 및 수송 설비시스템

5 해양자원 전기 및 수소 생산 등을 위한 다목적 해양복합발전 플랜트 기술

6 해양자원 유비쿼터스기반 실시간 해양환경(동식물･미생물판독 등) 평가･예측 시스템 기술

7 해양자원
해양의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HNS,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 

사고 오염현장 24시간 내 처리기술

8 해양자원 광역･실시간 해양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초소형 플랑크톤형 센서로봇 기술

9 해양자원 CO2 암석화 및 해저 고정 기술

10 해양생명공학 해양생물유래 난치성 의료약품개발 기술

11 해양생명공학 해양생물 특이 생명현상 규명을 통한 모델 생물 개발 및 모사 소재 기술

12 해양생명공학
해양자원의 활용성 강화를 통하여 식자재,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해양생명

공학기술

13 해양생명공학 저온효소를 활용한 산업공정 효소개발

14 해양생명공학 혈액 보존형 바이오 폴리머 개발

15 해양관측･예보

초정밀 해저 지각활동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M6 이상의 지진 진원지역 주변 

50km 이내, 해저하 1,000m 이상 지각 심층부의 변형응력 변동 측정을 통해 

지진예측정밀도 향상)

16 해양관측･예보 통합해양관측시스템 기반 한국형 해양예보시스템(정확도 90% 이상) 구축 기술

17 해양관측･예보 위성 연계 실시간 해저면 정밀탐사용(수평분해능 1.0m 이내) AUV 기술

18 해양공학 청정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해양에너지 등) 플랜트 선박 기술

[그림 1-6] 해양수산산업의 SWOT분석

2040 해양과학기술 분야 미래기술 도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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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MT 대분류 기술명

19 해양공학 해수용존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선박 기술

20 해양공학 100노트급 초고속･초대형 친환경 화물선 실용화 기술

21 해양공학
특수 소재를 이용 일반선박의 쇄빙기능 장착 구현 기술

(북극해 결빙해역과 중위도 해역 동시운항)

22 해양공학 선박, 수중구조물 등에 대한 자가진단 및 무인수리 시스템 구축 기술

23 해양공학 해상 플랫폼이 필요 없는(platform-less) 해양자원생산 플랜트 기술

24 해양공학 복합발전 및 에너지저장 효율화 기반 초대형 에너지 자립형 해상 신도시 구축 기술

25 해양공학 육상 및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Recycling 해상도시 구축 기술

26 해양공학
해저기지(수심 200m 이내, 500명 상주) 구축 기술

(에너지 공급 및 생명유지 등 안정성 확보 기술)

27 해양공학 해양 극한지(극지･심해저 등) 탐사 및 작업을 위한 자율형 수중로봇 기술

28 해양공학
해저기지(해저도사, 해저자원개발 플랫폼 등)와 지상을 연계하는 잠수함･차량 

복합형 교통수산(Trans Submarine 2040) 구축 기술

29 해양공학 자유로운 수중활동이 가능한 초경량 압력 저항 슈트 및 초소형 자가호흡장치 기술

30 해안공학・물류
기후변화 대비 연안재해를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해상 구조물 건설 및 

운용 기술

31 해사안전 항만 도선(자동 입출항, 자동 이접안) 자동화 시스템 기술

32 해사안전
전복･충돌･좌초 등의 해난사고 발생을 반감시키기 위한 위험 경고 및 자동회피

시스템 기술

33
해양연구 

인프라
복합에너지원을 활용한 이동형 극한지 과학기지 구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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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양과학기술 분야 기술적 실현예측 시기 분석

기술적  

실현예측시기
기 술 명

2015년

- 위성-무인 부이를 경유한 AUV(자율수중로봇) 등의 해중 활동 텔레미트리기술

- 바람, 파도, 조류 등의 해양에너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기술

- 일본의 EEZ내 해상 어디에서도 육상과 같은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브로드밴드 기술

- 어업시설에 피해를 초래하는 연안 급조류나 높은 파도의 관측・예측기술

- 인공적으로 대규모 용승류를 일으켜 생물자원을 증식하는 기술

- 미세해양생물(미생물, 플랑크톤 등)의 식별이 가능한 3차원 영상해석시스템

- 부유식 또는 다리가 달린 구조물이 중심이 되는 해상플랫폼(교통, 통신, 생산, 

활동기지)의 프로토타입 건설

2016년 - 양식어업이나 수자원 확보를 위한 연안주변에서의 물 순환 시스템

2017년
- 6,000m를 넘는 심해탐사기기에 활용 가능한 경량 대형 내압용기

- 조류 서식지･갯벌 등의 연안환경복원기술

2018년

- 해저광물자원의 발견과 자원량 조사를 위하여 화동이 정지된 과거의 열수활동에

대한 조사기술

- 해저관측을 위한 Multi-AUV(다중자율수중로봇)에 의한 광역자동관측기술

- 일본의 EEZ내 전역에서 해중과 해저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기 

위한 해저케이블네트워크접속관측망

- 수중에서 100m보다 먼 곳에서 적어도 10cm의 해상도를 갖는 음향사진 촬영기술

- 육지와 해양의 무결절성 관측 데이터 정비

- CO2를 바다에 용해 혹은 해저에 고정하는 기술의 확립

- 해양생태계에 대한 수치모델의 확립

- 바이오연료･수소의 병산공정

- DNA 마커 등의 게놈정보의 해석기술을 응용하고 유리한 형질을 갖춘 수산생물을 

생산･양식하는 기술

2019년

- 자율형 심해 작업용 수중로봇

- 심도 15km, 온도 400℃을 기본 스펙으로 하는 LWD(Logging-While-Drilling)이 

가능한 드릴비트기술

- 생물학 계열의 기술 외에 다방면에 걸친 공학기술을 도입하여 최적의 환경관리를 

실시하는 해양목장

- 지구극한환경 생명권(extremobiosphere)의 재현 실험설비

- 미이용 심해미생물의 생리기능을 이용한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생산기술

- 유통가능한 수산양식품종을 만들기 위한 우량형질 도입기술

- 메가와트급 이상의 출력을 갖는 해양에너지자원 이용 발전기술(파력, 조력, 조류, 

해양온도차발전 등)

- POPs 등에 의한 해양・연안지역오염을 전지구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해석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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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실현예측시기
기 술 명

2020년

- 해저하 1,000m 이상 지각 심층부의 변형응력 변동을 측정하여 지진예측정밀도 향상

을 목적으로 하는 지각활동모니터링시스템

- 해저면 전역을 계측하는 수평분해능 1m의 지형 데이터 취득기술

- 평정해산 정상부에 부존하는 망간각을 희유금속･희토류원소 자원으로서 상업적 

규모로 개발하는 기술

- 심부염수층을 대상으로 한 CO2 지중저장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저장관리기술

- 지구시스템모델에 의한 수십년 규모의 지구환경 미래예측기술

2021년

- 태평양･인도양에서의 계절변동 이후 5년간의 해수면온도를 ±1K 정확도로 예측 

가능한 기술

- cm/년 이하의 해저이동을 해상으로부터 계측하는 기술

2022년

- 열이나 CO2의 전지구적 수지를 규명하기 위한 해저면 광역관측기술

- 심해 화학합성 생태계에 의한 해양에서의 에너지･물질 기여를 고정밀도로 예측하는 

기술

2023년

- 전 지구 심해지역 전체 층의 수온, 염분 변화를 3시간마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 심해 생명권(해륙을 포함 지하 5KM까지 진행) 자율로봇

- 메탄하이드레이트 채광이용기술

2024년
- 망간단괴, 열수광상, 망간각 등의 심해저 금속자원의 경제적 채취기술

- 해수 중 우라늄 등의 희유금속을 경제적으로 회수하는 기술

2026년

- 해수 중에 용존되어 있는 산소나 수소를 추출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해수엔진

- 심해저에 부존하는 메탄하이드레이트의 경제적인 생산기술

- 국제적으로 승인된 CO2 해양격리기술(심해저 저장)

2027년

- 심도, 수온, 염분, 용존산소, 영양염류의 경우 실물크기의 0.01% 정확도, 유속벡터

의 경우 1cm/sec의 정확도, pH, 총탄소의 경우 실물크기의 0.1%로 10년마다 자율

관측하는 시스템

2028년
- 매우 높은 주파수의 진동파나 중력파 등의 새로운 원리에 의해 심해나 지하의 사람 

또는 장치와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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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양수산산업 동향 분석

1. 국내･정책 동향

해양수산산업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포석을 위해 주요국들은 조직개편 및 해양

정책 강화 

가. 미국

○ 해양정책(‘69년), 신국가해양정책(‘99년), 21세기 해양청사진(‘04년) 등 해양

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을 선언하고 7개 중점기술개발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 최근에는 해양생물 Omics 분석을 통한 IT･BT 융합기술 개발 및 해양신소재, 해

양에너지 등 신성장분야에 투자를 확대

* 7대 중점 연구분야 : ① 신해양정책 체제 구축, ② 해양교육 강화, ③ 경제성장과 연안자원 

보전, ④ 해양수자원 질적제고, ⑤ 해양자원 활용과 보호, ⑥ 해양에 

대한 이해증진, ⑦ 국제적 역할 증대

해양 정책

(Our Nation and Sea)

신국가 해양 정책

(Turning to the Sea ; 

America's Ocean Future)

21세기 해양 청사진

(An Ocean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

▪ 해양자원개발, 이용을

통한 국부창출

▪ 자원고갈, 환경오염 해결 및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

▪ 7대 해양정책 및 중점 연구

분야로 체계화

[그림 1-7] 미국의 해양정책 변화추이

○ 오바마 2기 출범에 따라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해양환경 분야 역량 집중 강조

○ ‘10년 해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통합적 국가해양정책 수립

- 대통령 직속의 국가해양위원회(National Ocean Council, NOC)와 해양공간계획

(Marine Spatial Planning, MSP)을 통해 일원화된 국가해양정책을 조화롭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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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대비 해양연구와 사회적 니즈를 위한 인프라 구축(Critical Infrastructure 

for Ocean Research and Societal Needs in 2030)' 수립(‘11년)

-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설립, ‘30년까지 해양과학기술 R&D 수요에 대비

하기 위한 전략 추진

○ 해양바이오의 모든 분야에 대해 에너지부(DOE)를 중심으로 세계 1위를 

목표로 정책 수립･추진

- 미국은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미에너지성 8,500백만달러, 

미농림성 5,000만달러, 그 후 지속적인 확대로 ‘11년에는 1조원 상당의 투자 진행

○ 세계 해양플랜트 및 서비스산업 시장의 ExxonMobile, Chevron 등 메이저 

석유회사가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여 점유율을 장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나. 유럽연합(EU)

○ EU는 5년간(‘05년~‘09년) 해양경제발전과 친환경적 해양잠재력 증대를 구

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Green Paper(An European Vision for the 

Oceans and Seas) 마련

- ‘Blue Book and Action Plan(An Integrated Maritime Policy for the European Union)’
을 통해 통합해양정책을 제시(‘07년), 해양수산산업을 미래 신성장 부문으로 재평가

○ 영국은 해양과학 개발 및 조정에 초점을 맞춘 15개년 전략인 ‘영국의 해양

과학전략(UK Marine Science Strategy: 2010∼2025)’ 수립(‘09년)

○ 영국은 ‘해양수산산업의 전략적 틀(UK Marine Industrues Strategic Framework)

을 통해 5대 목표 제시('11년)

① 총부가가치(GVA) 기준으로 연평균 성장률 최소 4% 증가

② 최소 매년 1% 노동생산성 증가

③ R&D, 해외 마케팅, 교육훈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절감

④ 해양수산산업이 중요성에 대한 민관 홍보

⑤ 민･관･산･학 파트너십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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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해양에 대한 이해 강화, 

해양데이터 활용자들간 경쟁촉진을 위해 ‘Marine Knowledge 2020’ 계획 

수립(‘10년)

- EEA(European Environment Agency)는 기후변화, 외래종침입, 해양산성화를 

해양에서의 3대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3대 전략으로 오믹스연구, 대양연구, 생물

자원관리 등을 선정(‘10년)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해양부문의제로서 청색성장보고서* 유럽의회 제출(‘12. 09)
* 개별 정책의 실행방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해양수산산업의 위상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소

개하고 그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기술

○ 청색성장보고서 주요내용은 유럽 청색경제의 현황과 전망, 청색성장을 위한 

정책체계, 5대 중점 산업분야의 발전 잠재력과 정책 방향, 향후 과제들로 구성

- 유럽 청색경제의 현황과 전망 

‣ ‘10년 해양수산산업의 총 부가가치액은 500억 유로로 EU 전체 GDP(12조 2,560억 

유로)의 0.4%차지, 해양수산산업 취업자 수는 540만명으로 EU 전체의 2.5%를 차

지. ‘20년에는 부가가치 590억 유로(연평균 1.8% 증가), 취업자 수는 700만명(연

평균 2.6% 증가) 확대 전망 

* 해운･조선산업, 연안･해양관광, 해양석유가스산업이 부가가치 461억 유로로 EU 전체 94% 

차지

‣ 연안･요트관광, 해상풍력발전, 크루즈관광, 해양생물산업, 해양관측･감시,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이용, 해양광물자원개발 등을 높은 성장잠재력으로 평가



해양신산업 창출 및 활성화 정책지원 방안 수립 기획연구

22

<표 1-4> 유럽 해양수산산업의 성장 잠재력 평가

활동분야
현재 시장규모

(10억 유로)

연평균 성장률

(%)

미래 발전

잠재력 평가

성 숙 단 계

단거리 해운 57 5.8 2

해양석유･가스산업 107~133 -4.8 1

연안관광 및 요트관광 144 3~5 4

연안보호 1.0~5.4 4.0 6

성 장 단 계

해상풍력발전 2.4 21.7 6

크루즈관광 14.1 12.3 5

해양생물산업 0.5 4.6 4

해양관측 및 감시 5.6~10.0 + 5

태 동  및  

개 발 단 계

해양바이오산업 0.8 4.6 5

해양 신재생에너지 이용 0.25 + 5

해양 광물자원 개발 0.25 + 4

※ 주: 미래 발전잠재력은 1) 혁신 가능성, 2) 유럽의 경쟁력, 3) 고용, 4) 정책적 지원, 5) 산업시너지효과 

6)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수치가 높을수록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자료: ECORYS et al., ‘12. 8., p. 42.

- 청색성장을 위한 정책체계

‣ 해양수산산업간의 상호연관성을 바탕으로 청색경제 발전여건 조성이 일차적 관심, 

해양수산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회원국과 EU차원에서 추진 

[그림 1-8] 해양수산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EU의 정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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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정책방향 

‣ 고용창출 잠재력,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혁신 가능성, EU 차원에서의 개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5대 중점 분야 도출, 산업의 현황 및 전망, 정책방향, EC의 추가적

인 정책대안 수립 계획 제시

<표 1-5> 청색성장을 위한 5개 중점분야의 현황과 계획

분야 현황 및 전망 지원정책 EC 계획

해 양 신 재 생

에 너 지

<해상풍력발전> 

▪ ‘11년말 현재 발전용량 

3.8GW  

▪ ‘20년에 EU 전력 수요의 

4%, ‘30년에 14% 충족

전망

<해양에너지>

▪ ‘12년 현재 총 22 MW  

용량의 조류 및 파력발전 

장비 설치 

▪ ‘20년까지 2~4 GW의 

발전시설 설치 전망

▪ 해저 전력망 및 송전설비 

건설에 적시 투자 

▪ 발전단가 절감을 위한 

R&D 장기 지원 

▪ NER 300 펀드를 이용한

해양에너지 실증사업 지원

▪ 해양석유・가스산업과의

공조를 통한 시너지 모색

해양신재생에너지 이용

과 관련된 쟁점사항들

을 분석하여 민간기업

의 투자환경을 조성하

기 위한 정책대안을 평

가하고, ‘13년 중 유럽

의회에 보고

양 식 업

▪ 세계 생산량 연간 6.6%  

증가, 유럽에서의 생산량

은 정체

▪ 양식업을 위한 해역 공간 

제약, 양식면허 관리의 

어려움, 투자자본 부족 

등이 양식업 성장 제약하는 

요인

▪ 면허관리 방법 개선 

▪ 유럽 해양수산자금을 이용

하여 해역의 복합적 이용 

및 복합영양단계 양식 등 

지원

▪ 신규 양식어종 개발 및 외

해양식 개발을 위한 R&D 

지원

회원국과 협력하여 양

식업계의 최우수 사례

(best pratice)를 도출

하고, ‘13년 채택을 목

표로 EU 차원의 양식업 

정책 가이드라인 준비

해 양 , 연 안  

크 루 즈  

관 광

▪ 연안지역은 휴일 유럽 여

행객목적지의 63% 차지 

▪ 해양・연안 관광산업의 취업자수 

235만 명으로 유럽 전체 

취업자 수의 1.1% 차지 

▪ 요트 및 크루즈관광은 

지속 성장 예상

▪ 해역 단위의 맞춤형 정책 

개발

▪ 해양관광 인프라 확립을 

위한 공공투자 

▪ 관광관리를 위한 고등교육

프로그램 확대 

▪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EU 

차원의 정책 수립 중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면서 해양연안관

광을 통해 경제 성장과 

고용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하여 

‘13년 중 유럽의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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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표 계속

분 야 현황 및 전망 지원정책 EC 계획

해 양 광 물

자 원

▪ 광물자원 가격 급등으로 

코발트, 동, 아연 등 일부 

광물자원의 경우 ‘20년까

지 해양광업이 세계 전체 

공급량의 5%, ‘30년까지 

10% 차지 전망

▪ 매출액은 현재 거의 전무

하나 ‘20년까지 50억 유

로, ‘30년까지 100억 유로

에 이를 전망

▪ 해저 작업 경험이 풍부한 

유럽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타국 경쟁기업

에 의해 밀려나지 않도록 

지원책 강구 

▪ 기술적 장애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심해저 광업의 환경 및 

안전관련 국제법 제계가 

확립되도록 EU 차원에서 

영향력 행사

유럽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심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적 생산 방안 

검토 후 ‘14년까지 의회

에 보고

해 양 생 명

공 학

▪ 현재의 시장규모는 8억 

유로에 불과하나, 최근 해

저 생태계에 대한 탐사와 

유전자해독기술의 발달로 

향후 발전 가능성 큼 

▪ ‘20년경까지는 대사물질과 

1차 화합물 중심의 시장 예상 

▪ ‘30년까지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로 본격 성장 가능

▪ 해양생물 관련 기초연구와 

신물질 개발을 위한 응용

연구 동시지원

▪ 전략적 기술혁신프로그램을 

통해 핵심기술 확보함으로

써, 민간기업의 투자 유도

해양의 생물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

발을 검토한 후 ‘14년까

지 의회에 보고서 제출

※ 자료: European Commission, ‘12.9.

다. 중국

○ 시진핑 시대 출범에 따라 심해, 우주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강조 및 국가영

토 확보에 역량을 강화하여 중국 과학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

○ 통합해양행정 구현을 위해 국가해양국(SOA) 조직 개편 단행(‘08.07)
○ ‘50년 해양과학기술 개발 3대 목표인 지속적인 해양자원 이용, 해양의 건강

성과 안전, 해양력 강화를 위해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2050’ 수립(‘09년)

- 해양생물자원･해양생명공학, 해양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해양수자원 등을 전략적 

우선 추진대상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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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과학기술이 해양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50% 이상 향상시키겠다는 ‘국가

해양수산산업발전계획요강’ 확정(‘10년)

○ 국무원의 전략적 신흥산업의 쾌속육성에 관한 결정에서 해양관련 산업을 7

대 중점 산업영역을 선정하고 관련 정책 수립

○ 해양발전 863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공학 등 6개 첨단기술분야 선정･지원

- 해양생명공학 분야 주요 연구분야는 육종공학, 질병제어, 생산 및 배양시설 개발, 

해양의약품 및 생물제품, 유전체학 및 기능유전체학, 내염성식물 개발 등

○ ‘전략적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상’에 따라 해양바이오, 해수이용, 

심해장비, 해양플랜트, 해양관측기기, 해양신재생에너지, 해양서비스 등의 

신산업 집중 육성 발표(‘10.04)
○ 해양수산산업 육성, 고용창출 등을 위해 해양수산산업 발전 정책을 수립하

고, 「제12차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1년~‘15년)」에 최초로 해양발

전전략 명시

- ‘15년까지 해양부문의 GDP 점유율 15% 달성 및 15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

○ ‘12년 중국의 해양총생산은 5조 87억 위안(약 908조 4,364억원)으로 중국 

전체 GDP의 9.6%(우리나라 GDP의 69%)를 차지하고, ‘20년까지 GDP의 

20% 수준 목표 제시(‘11년)

* 국가과학기술 R&D(약 23.8조원) 대비 해양 R&D(약 1.7조원)비중은 7.2%를 차지('09년)



해양신산업 창출 및 활성화 정책지원 방안 수립 기획연구

26

<표 1-6> ‘12년 중국 해양수산산업 총생산액 현황

구분 총생산액(위안) 증가율(%)

해양

수산

산업

2조

9,397억

(6.6)

주요

해양

수산

산업

2조

575억

(6.2)

어업 3,652억 6.4

석유가스업 1,570억 -8.7

광업 61억 17.9

제염업 74억 -7.3

화공업 784억 17.4

생물의약업 172억 13.8

전력업 70억 14.3

해수이용업 11억 4.0

선박공업 1,331억 -1.1

엔지니어링건축업 1,075억 12.7

교통운송업 4,802억 6.5

해변관광업 6,972억 9.5

해양과학연구교육관리 서비스업1) 8,822억 7.3

해양관련산업 2조690억 -

해양총생산액 5조87억 7.9

※ 자료: 중국 국가해양국, '12년 중국해양경제통계 공보(2013) 

○ 제12차 5개년계획(‘11~‘15)을 통해 해양분야 기초원천핵심개발과 전략적 신

흥 산업이 집중 육성되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발표

(‘11.09) 
- 칭다오市에 심해연구단지 조성, 저장성에 해양기술 테마섬 개발, 산둥성, 칭다오, 

저장, 닝보, 푸젠, 샤먼, 광둥, 선전 8개 지역에 해양경제발전 시범사업 추진

- 칭다오市는 해양수산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16억 달러 규모의 청색경제펀드를 조

성하여 해양바이오, 해양기기, 해양플랜트 산업 등을 집중 육성 계획 

1) 해양과학연구교육관리 서비스업은 해양 개발, 해양 이용 및 보호 과정중 진행되는 과학연구, 교육, 관리 및 서비스 등의 활동임

(해양정보서비스업, 해양환경관측예보서비스, 해양보험 및 사회보장업, 해양과학연구, 해양기술서비스업, 해양지질탐사업, 

해양환경보호업, 해양교육, 해양관리, 해양사회단체및국제조직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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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중국 해양경제발전 시범사업의 내용

구분 분야 세부내용

해 양 생 물

고 양 식

산업용 해조류 및

생물신품종 양식

각종 불포화 지방산 추출을 위한 대형 해조류 양식화 및 

해마, 복어 등 약용생물 양식 산업화

순환수 양식 산업화 고밀도 순환수 양식의 산업화

지능형 심해가두리 양식 수심 20~30m 지능형 심해가두리 양식시스템 개발

해 양 생 물  의

약 품

해양생물 혁신 의약품 해양 미생물 백신, 해양생물 의약품 중간체

해양생물 신기능 제품 단백질･지방 분해 효소 등

해양생물 신소재 지혈제, 생체접착제 등 생산

해 양 장 비

해양관측 및 탐사장비 선박용 고속측정장비, 수문기상관측부표, 해양레이더 장비 등

해양생물 산업장비 수산 자동화 양식장비 등

해양플랜트 부대장비 해양플랜트 용접, 해저케이블 공사, 해양플랫폼 발전장비 등

해 양 수 산 산 업  

공 공 서 비 스  

플 랫 폼

해양생물산업

기초자원 플랫폼

국가 해양의약용 유전자자원센터, 해양생물천연화합물센터 

등 설립

해양수산산업발전

공공서비스 플랫폼

지역별 해양바이오 R&D센터, 해양관측장비용 소형 해상 

테스트베드 구축 등

※ 자료: 해양수산산업동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67호.

<표 1-8> 해양수산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체계

구분 주요내용

기 본 전 략
▪ 12차 5개년계획에 해양수산산업 발전 명문화

▪ 국가해양국, 전략적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상 발표

제 도 개 선
▪ 해양고기술산업 분류체계 설정, 해양수산산업 총조사 

▪ 해양기능구제도 도입

클 러 스 터  조 성
▪ 해양경제발전 시범구(blue economic zone) 지정

▪ 과학기술기반 해양수산산업 시범기지 지정

인 력 양 성  및  확 보
▪ 12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우수 해양인력 확보계획 수립

▪ 해외 해양인재 적극 유지, 전국 17개 대학과 해양 인재 양성에 관한 MOU 체결

R&D, 인 프 라  조 성

▪ 12차 5개년계획 기간 중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발표

▪ 해양 R&D투자 대폭 확대, 해양경제발전 시범사업 추진

▪ 심해연구단지, 해양과학테마섬 개발 추진 

투 자  유 인 ▪ 16억 달러 규모 블루이코노미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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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

○ ‘해양기본법’ 제정(‘07.04) 이후 해양정책 기능을 통합한 종합해양정책본부 

설치(‘07.07)
- 해양개발 및 이용과 해양환경 보전의 조화, 해양안전 확보, 해양의 이해를 통한 

과학적 지식의 충실, 해양수산산업의 건전한 발전, 해양의 종합적 관리 등의 분야

를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해양기본계획’ 수립(‘08년)

○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분야에 해양에너지, 해양광물자원개발 강화 등을 포함

- 화석연료의 자주개발비율을 ‘30년까지 현재(26%)의 2배 수준 집중 지원

○ ‘제2차 해양기본계획’ 발표(‘13.04)
- 해양에너지·광물자원 개발, 해양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촉진, 해양수산산업 진흥, 

해양안전 확보, EEZ 등 해양영토관리, 해양과학기술개발 및 조사 추진 등 향후 

5년간의 해양정책방향 제시

2. 국내･외 산업 동향

세계 해양수산산업의 시장규모 및 경쟁력

○ 세계 해양수산산업 시장 규모(매출액 기준)는 ‘10년 기준 약 2.6조 달러로 

추정되며, ‘20년에는 약 4.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11, KMI)

- 해양수산 산업의 시장가치는 신재생에너지, 해양바이오산업, 해양레저산업 등이 규

모가 작고 성장초기단계임에도 높은 성장률을 보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주목

* 세계 해양수산산업의 연평균 성장률('10∼'20)은 4.7%로, 세계 GDP 성장률(3.2%)을 크게 

웃도는 고성장 전망(KIMS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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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세계 해양수산산업 시장규모 및 증가율

산업명
매출액(억달러) 총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20년

전 통

산 업

수산업 4,743 5,734 20.9 1.9

해저석유･가스산업 8,531 15,662 83.6 6.3

해양기기･장비산업 812 1,260 55.2 4.4

선박･해양플랜트제조업 1,530 1,530 0 0

해양토목･건축업 2,200 3,585 63.0 5.0

해운산업 4,602 6,857 49.0 4.1

해양기술서비스산업 530 1,012 90.9 6.7

항만산업 462 688 48.9 4.1

해양 연구개발 218 301 38.1 3.3

해양관광 2,322 3,603 55.2 4.4

신 산 업

해양광물자원산업 30 70 133.3 8.8

해수담수화산업 92 270 193.5 11.4

해양에너지산업 1 30 2,900.0 40.5

해상풍력발전산업 22 679 3,295.0 40.9

해양바이오산업 36 72 100.0 7.2

이산화탄소 해중저장산업 0 45 - -

합 계 26,131 41,398 58.4 4.7

※ 자료 : 해양수산산업 분류체계 수립 및 해양수산산업의 역할과 성장전망 분석을 위한 기획연구(KMI, '11년)

<표 1-10> 세계 해양수산산업 시장 규모 및 전망

구분
‘08년 ‘20년

금액(십억 달러) 비중(%) 금액(십억 달러) 비중(%)

물 류 산 업 3,600 47.4 8,100 57.9

해 양 수 산 산 업 (조 선  등 ) 3,100 40.8 4,500 32.1

수 산 업 800 10.5 1,200 8.6

해 양  석 유 ･ 가 스 100 1.3 200 1.4

합 계 7,600 100 14,000 100

※ 주: 1) ‘08년 자료는 각각 물류산업은 Datamonitor사, 해양수산산업(조선 등)은 영국 SEEDA, 수산업은 

KMI, 해양석유&가스 산업은 영국 Douglas-Westwood사(단 해양수산산업(조선 등)은 ‘07년 기준)

2) ‘20년 시장규모에서 해양석유&가스는 OECD 자료를 참고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외 산업은 GDP 상

승률을 적용하여 추정

※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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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Southeast England Development Agency

[그림 1-9] 세계 해양수산산업의 규모

○ 미국, 유럽 등의 경제부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인도 등도 해양개발과 해양자원활

용을 기반으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경제성장을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 육상자원의 고갈, 기후변화, 해상활동의 증가, 고급레저의 수요증가 등은 해양자

원과 잠재력을 활용한 제반 산업의 수요를 더욱 증가 시킬 것으로 전망

- 해양수산산업의 GDP 규모는 세계 총생산력의 5∼10%를 차지하는 규모로, 향후에

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전망

○ ‘05년 Douglas-Westwood社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05년∼‘09년 사

이의 해양수산산업의 시장 가치는 신재생에너지, 해양생명공학, 해양레저산

업 등이 높은 성장률을 보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 분야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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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Douglas-Westwood Limited, Marine industries global market analysis, 2005

[그림 1-10] 세계 해양수산산업 규모(‘05~‘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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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해양수산산업 분류체계 수립 및 해양수산산업의 역할과 성장전망 분석을 위한 기획연구, KIMST, ‘12. 5
[그림 1-11] 해양수산산업 분야별 글로벌시장 연평균 성장률 전망(‘08~‘20년)

국내 해양수산산업의 시장규모 및 경쟁력

○ 국내 해양수산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134조원으로 전체 산업 시장규모인 

3,124조원의 4.3%를 차지(‘10년 기준)

- 해양수산산업의 총 부가가치액*은 72조원으로 국가 GDP(약 1,173조원)대비 약 6.1%를 점

유하고 있으며, 연간 취업자 수**는 660,524명으로 전체 산업 취업자 수의 3.2%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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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창출 부가가치액은 약 37.8조원, 간접 유발 부가가치액은 약 34.2조원으로 전체

산업 부가가치액 1,152.6조원의 3.3%, 3.0%를 차지

** 해양수산산업 직접 취업자수는 660,524명(간접 취업자수는 449,685명)

- 전체산업과 비교하여 볼 때 아직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나, 향후 ‘17년에는 해양수

산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170조원에 이르고, 해양수산산업 취업자 수는 70만명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표 1-11> 국내 해양수산 전통산업과 해양수산 신산업의 산업구조 현황(‘10년)

(단위: 억원)

구분
산출액(시장규모) 부가가치액 무역 취업자수

(명)값 비중(%) 값 비중(%) 수출 수입 수지

전 산업 31,240,374 100 11,525,808 100 6,186,165 6,090,995 95,170 20,354,611

해양수산산업 전체 1,338,468 4.3 378,226 3.3 857,999 558,223 299,776 660,524

해

양

수

산

전

통

산

업

어업 75,153 0.2 32,264 0.3 2,813 8,267 -5,454 153,000

해운산업 345,555 1.1 32,878 0.3 320,994 145,585 175,409 33,471

항만산업 35,226 0.1 17,470 0.2 4,242 22,559 -18,316 19,689

선박제조업 291,546 0.9 87,556 1 256,021 38,611 217,411 132,178

해양기기･
장비제조업

101,201 0.3 26,417 0.2 38,554 24,976 13,578 26,706

해양광업 5,637 0.0 3,631 0 66 250,304 -250,238 1,799

소계 854,318 2.6 200,216 1.8 622,690 490,302 132,390 366,843

해

양

수

산

신

산

업

해양기술

서비스산업
14,486 0 9,356 0.1 1,317 2,655 -1,338 15,383

해양연구개발 6,019 0 4,047 0 257 75 182 7,464

해양공공행정 

및 교육
42,946 0.1 28,057 0.2 8 0 8 39,803

수산물 

유통･가공업
89,264 0.3 23,122 0.2 20,347 33,601 -13,254 73,703

해양식품･화학

･생명공학산업
70 0 31 0 1 0 1 13

해양토목･
건축업

28,350 0.1 12,723 0.1 0 0 0 18,270

해양관광･
레저산업

64,478 0.2 29,037 0.3 3,906 0 3,906 117,454

해양플랜트

제조업
238,537 0.8 71,637 0.6 209,473 31,590 177,881 21,591

소계 484,150 1.5 178,010 1.5 235,309 67,921 167,386 293,681

※ 주: 각 자료들의 객관적 정밀도가 높은 부분에 대하여 재분석 및 인용함 

※ 자료: 2010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12년), 2010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해양산업의 국민경제적 지위 및 파

급효과 분석(KIMST, ‘12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통계 발표(‘13년), 어업생산동향조사(통계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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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3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769조원으로 가장 높으며, 

부가가치율은 1차 산업이 53.1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12> 우리나라 경제의 산업구조(‘10년)

(단위: 조원)

구분 산출액(시장규모) 부가가치액 비중(% ) 부가가치율(%)

1 차 산 업 57 30 2.60 53.16

2 차 산 업 1,570 353 30.66 22.51

3 차 산 업 1,498 769 66.74 51.36

합 계 3,124 1,153 100 36.89

○ 해양수산산업의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2차 산업의 산출액이 74.9조원으로 가

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해양수산산업 전체의 55.96%의 비중을 차지

- 제1차산업의 산출액은 8조원으로 6.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제3차산업 산출액은 

50.8조원으로 38.01%의 비중을 차지

<표 1-13> 해양수산산업의 부문별 분포(‘10년)

구분

산출액(시장규모) 부가가치액 부가

가치율

(%)

무역수지 취업자 수

억원
비중

(%)
억원

비중

(%)
억원

비중

(%)
명

비중

(%)

해 양 수 산

산 업  전 체
1,338,468 100 378,226 100 28.26 299,776 100 633,887 100

제 1 차 산 업 80,790 6.04 35,895 9.49 44.43 -255,693 -85.29 154,799 24.4

제 2 차 산 업 748,969 55.96 221,486 58.56 29.57 395,618 131.97 245,824 38.8

제 3 차 산 업 508,709 38.01 120,845 31.95 23.76 159,851 53.32 233,264 36.8

○ 해양수산산업의 부가가치 분포를 살펴보면, 선박 및 해양플랜트제조업 부문

이 15.9조원으로 가장 큰 부가가치액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운

산업, 어업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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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해양수산산업의 부가가치 분포(‘10년)

동북아 3국의 해양수산산업 생산액 비교 

○ ‘13년 중국 국가해양국에서 발표된 『2012년 중국해양경제통계 공보』를 살

펴보면, 해양수산산업의 총생산액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약 5조 87억위

안이며 국내 총생산액의 9.6%를 점유

- 제1차 산업의 생산액은 2,683억위안, 제2차 산업의 생산액은 2조2982억위안, 

제3차 산업의 생산액은 2조 4,422억위안으로 각각 5.3%, 45.9%, 48.8%를 점유

○ 일본의 경우, ‘09년 ㈜노무라종합연구소에서 발표한 『해양수산산업 활동상황 

및 진흥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해양 총생산액이 19조 9,728억엔, 해

양공간활동형 업종의 생산액은 9조1,920억엔, 해양자원활용형 업종의 생산액

은 4조306억엔, 소재·서비스 등 공급형 업종의 생산액은 6조7,502억엔임

- 제1차 산업의 생산액은 1조 5,780억엔, 제2차 산업의 생산액은 8조 8,074억엔, 

제3차산업의 생산액은 9조 5,874억엔으로 각각 7.9%, 44.1%, 48.0%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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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해양수산산업의 총생산액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에서 최근 ‘12년도에 발

표(‘10년 기준)한 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산업의 총 생산액은 

134조원으로 국가 총생산액 3,124조원의 4.3%를 점유

- 제1차 산업의 생산액은 8조원, 제2차 산업의 생산액은 75조원, 제3차 산업의 생

산액은 51조원으로 각각 6.0%, 56.0%, 38.0%를 점유

○ 중국은 눈부신 성장으로 세계 GDP 순위에서 벌써 일본을 압도하였으며, 해

양수산산업의 총생산액도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실정임

○ 국내 해양수산산업 생산액 규모는 중국의 약 1/6, 일본의 1/2로 제2차 산업 

비중이 56%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 일본 등은 부가가치가 높은 3차 산

업 육성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구분 중국(억위안) 일본(억엔) 한국(억원)

1차 산업

(어업, 광업, 양식업 등)

2,683

(46조원)

15,780

(21조원)
80,790

2차 산업

(제조업, 토목, 건설 등)

22,982

(393조원)

88,074

(116조원)
748,969

3차 산업

(서비스, 레저, 관광 등)

24,422

(417조원)

95,874

(127조원)
508,709

해양수산산업
50,087

(856조원)

199,728

(264조원)
1,338,468

※ 주: ( )은 ‘10년 기준 각국 환율 적용 금액

[그림 1-13] 동북아 3국의 해양수산산업 생산액 비교(‘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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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양수산산업별 현황과 전망

해양수산산업의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분류

○ 전술한 해양수산산업의 전통산업과 신산업은 기 연구된 자료들로, 본 고에서는 

새로이 해양수산산업의 전통산업과 신산업을 분류

○ 본 연구의 해양수산산업의 전통산업은 해운산업, 항만산업, 물류산업, 조선

산업, 수산업으로 정의하고, 신산업은 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플랜트산업, 

해양바이오산업, 해양광물산업, 해양심층수산업, 해양에너지산업, 해양환경

산업, 해사안전산업, 온실가스처리산업, 첨단로봇･장비산업으로 분류

* 해양레저･관광산업은 해양관광산업과 마리나산업으로 구분

<표 1-14> 본 연구에서의 해양수산산업에 대한 전통산업과 신산업 분류 

구분 세부내용

해 양

수 산

전 통

산 업

해운산업 건화물, 컨테이너, 유류 및 석유화학제품, 기타 시장 등

항만산업
항만하역업, 검수업, 감정업, 검량업,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등

물류산업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등

조선산업 상선, 어선, 군용선, 건화물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및 탱커선, 기타선 건조 등

수산업 어업(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양식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등

해 양

수 산

신 산 업

해양레저 ‧관광산업
(해양관광산업) 해양생태관광, 해변관광, 유람선 및 크루즈 관광 등

(마리나산업) 마리나항만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해양플랜트산업
해양자원을 개발 ‧이용을 우한 관련시설 및 장비 제작･운영과 서비스 제공 

일체의 산업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생물체에서 얻은 물질과 정보를 활용하여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산업

해양광물산업 탐사업, 시추 및 채광업, 제련업, 관련 장비 생산업 등

해양심층수산업 해저 200m 이하의 해수를 활용한 산업

해양에너지산업 파력, 조력,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보급업 등

해양환경산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등

해사안전산업 선박항해, 안전설비, 선박환경설비, 해양교통시설, 선박검사 등

온실가스처리산업 온실가스 포집･저장･운반업 및 저장 후 관리 서비스업 등

첨단로봇･장비산업
수중환경 탐사･지원, 구조물 시공 상태 감시 ‧유지관리 수행 가능한 로봇 

및 장비 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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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 전통산업

가. 해운산업

(개념) ‘해운’(Shipping)이란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 및 화물의 지리적 이

동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운송서비스업을 지칭

○ 법률상 산업범위에는 해상화물운송사업과 해상여객운송사업은 물론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을 포함(해운법 제2조)

- 해운산업 비중(한국은행 ‘12년 서비스무역세분류 기준): 화물 88.1%, 여객 0.03%, 

기타 11.87%

○ 업종으로는 화물운송사업에 운송화물 기준으로 건화물, 컨테이너, 유류 및 

석유화학제품, 기타 시장 등으로 구분

- ‘11년 세계 해상물동량 90억톤 중 건화물 40.2%, 컨테이너 16.3%, 유류 30.0%, 

기타 13.5%

- 여객운송사업은 여객을 목적지로 단순 운송하는 일반 여객시장과 해운산업과 관

광･레저가 융합된 크루즈시장으로 구분 가능

- 해운중개･해운대리점･선박대여･선박관리업은 ‘해운부대사업’으로 통칭

<유조선> <컨테이너선> <크루즈 여객선>

[그림 1-14] 해운산업 내의 선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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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체제 및 전략적 얼라이언스 강화

○ 자국 해운기업의 위기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지원 강화

- 중국은 국영금융기관을 통해 선박금융 확대지원, 최근에는 자국화물 자국선 운송 강화

- 일본은 이자율 1%로 10년 만기 회사채 발행

○ 해운경기 하락으로 인한 글로벌 해운기업의 유동성 위기 직면 

- ‘11년 이후 유럽의 재정위기, 세계경제 침체, 고유가 등으로 해운산업 침체기로 

전환 

* 국내 해운기업 매출액이 '08년 51.8조원에서 '11년 42.6조원으로 대폭 감소

- 국내 해운기업 단기 차입금 증가 규모는 ‘05년 5.7천억원에서 ‘10년 1조 4천억원, 

‘11년 3조 4천억원으로 급증하고, ‘11년 당기순손실액은 2조 2,540억원에 달함

- 해운업 불항으로 최근 4년간 70여개 선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

○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선사간 전략적 얼라이언스 강화 

- 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머스크 라인, MSC, CMA CGM 등 세계 3위권 선사들의 초

대형선 투입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중하위권 선사들의 생존을 위해 전략적 얼라

이언스 강화 심화

- 단, 중하위권 선사 중 일부도 초대형선 발주 등을 통해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어 

향후 전략적 협력관계의 한계 직면 예상

○ 환경규제 대응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제한 등 IMO, 선진국 등의 노력 증대

- 녹색선박 개발, Eco shipping 기술 증진, 친환경 해운기술 개발 등 친환경 해운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차원 지원 강화

○ (덴마크) 머스크에 62억 달러 금융 지원, EKF를 통한 4.6억 달러 융자

○ (프랑스) 투자전략기금을 통해 CMA CGM에 1억 5,000만 달러 지원

○ (독일) 자국 최대 해운기업인 Hapag-Lloyd에 12억 유로에 대한 정부 대출

보증(90%)을 제공하고, 함부르크시도 Hapag-Lloyd에 7.5억 유로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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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주소) 국내 해운산업 선박량은 세계5위 수준, 세계 해운시장의 3.8%를 점유

* 지배선대 : '03년 25백만톤 → '05년 29백만 → '07년 37백만 → '11년 55백만 주요 

해운국('12년): (1위) 그리스(15%), (2위) 일본(14%), (3위) 독일(9%), (4위) 중국

(8%), (5위) 한국(4%)

○ 산업의 전체 매출은 ‘11년 42조원 수준이며, 해운산업의 GDP는 우리나라 

전체 GDP 대비 2~3%로 추정(‘10년 기준)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 내항･외항 여객･화물운송시장 총산출액 합계로는 2.9% 수준 

⇒ 다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액으로는 2.0% 수준

- 국가 전체 수출입물동량의 99.8%를 운송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연간 300억불 

내외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 5위, 서비스 1위 산업

* 5대 수출품목('12년/억$) : 석유제품 567억달러, 반도체 509억달러, 승용차 423억달러, 

선박 382억달러, 해운 315억달러, '12년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

산업 외화수입(1,109억달러) 중 해상운송부분(315억달러)이 

28.4%로 1위

(문제점) 경기 침체 및 해운분야 재편 가속화 대응에 미흡

○ 해운경기 침체 장기화

- 만성화된 과잉투자 운임하락, 유동성 악화 등으로 해운위기 가속화

○ 선박금융제도 선진화 미흡

- 해운경기 불황 외에 민간부문 선박금융 위축과 해운기업들의 유동성 악화 등으로 해운위기 가속화

○ 위기대응시스템에 한계 노출

-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물류시장의 변화로 해운분야 재편 가속화에 대응 미흡 

- IMO의 EEDI(신조선), SEEMP(신조선 및 현존선), MBM(시장적 조치) 등에 대한 대응 부족

- 수직, 수평 기능 확대를 통한 포트폴리오 구축 미흡

○ 미래 신규시장 개척 노력 부족

- 해양플랜트, 에너지, 자원 등 미래 신규시장 개척 미흡, 전통적인 Shipping에 안주

- 산업기능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과 선사들의 신규시장 개척노력 부족

- 연안해운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기반 마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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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BDI(Baltic Dry Index) 연평균 추이

(전망･목표) 해운산업 위기극복과 크루즈･해양플랜트서비스, 선박관리산업 등 新시

장 육성을 통해 ‘17년까지 외화수입 400억달러 산업으로 성장

○ 1조 3,800억원 규모의 국제물류투자펀드 재활용 방안 모색

○ 글로벌 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고도화 추진

○ 해운기업의 위기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강화

○ 정부의 지원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운송모드 대형화･고속화를 통한 고부

가가치 창출 강화

나. 항만산업

(개념) 물류 기반시설인 항만을 경유하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존재하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인 간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물

리적인 경제활동

○ 업종으로는 크게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 관련사업으로 구분

- (항만운송사업) 항만하역업, 검수업, 감정업, 검량업

-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용역업(통선, 경비, 줄잡이, 선박청소, 오물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등

(현황)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 항만간 경쟁 심화

○ 항만 중심의 물동량 경쟁에서 운송모드 대형·고속화,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경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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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만 등은 자국 항만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항만배후단지 개발 중

* 상하이는 외고교 보세구(180만평)에 10,000개 기업 운영 중('05년 5,500개 → '10년 

10,000개), 양산항 배후물류단지 500만평 개발하여 1,200개 기업 운영 중

○ 항만배후단지 내 기업유치 고도화를 위해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주요 국

가들의 기업유치 활동 강화

- 글로벌 SCM이 리스크 관리 위주로 강화되어 Multi-sourcing, Multi-sale 체제

로 변화 중

-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장 이전 수요, 물류센터 수요 등을 수용하기 위해 각국의 

항만당국에서 다양한 노력 중 

○ 동아시아 항만간 경쟁, 국내 항만간 경쟁 심화

- 일본은 국제컨테이너 전략항만(기존 항만 통합)을 구축하여 세제지원, 물동량 유

치 등 지원

<컨테이너항> <여객항> <컨테이너 선적>

[그림 1-16] 항만산업의 역할

(산업 현주소) 외국계 글로벌터미널운영사(GTO)의 국내항만에 대한 시장지배력*

이 강화되고 있으며, 물동량 증가폭은 둔화･정체

○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시장에서 외국계 운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역 능

력기준 44.8%로 상당히 높은 비중임

○ 국적선사 대비 외국적 선사의 컨테이너 취급 물량 비율(부산항) : 61%(‘09년 기준)

○ 항만시설 과잉공급, 대형화주 및 글로벌 대형 선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성

급한 규제완화 등으로 출혈경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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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글로벌 항만물동량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 약화

○ 전국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규모 축소로 기업유치 기반 미흡 

- ‘20년 8대 무역항 배후단지 계획 면적 : 35,442천㎡ 27,293천㎡로 기존 추정치 

대비 25% 축소

○ 항만배후단지 기업유치 활동 축소 및 전문성 결여 

- 대형 IR중심, 단순 인센티브 위주의 마케팅으로 항만배후단지 기업유치 실효성 저하

○ 물류여건 변화에 적절한 대처방안 미흡으로 국부유출 심각 

- 고정임대료 체제로 인한 경쟁과열로 연간 1조원 국부유출 

○ 컨테이너부두 위주의 항만 투자 불균형  

- 벌크, 소형선, 해양플랜트 전용항만에 대한 투자 미흡

[그림 1-17] 글로벌 항만물동량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 악화

(전망･목표) 항만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항만 생산성 향상

○ 국내 및 해외 전략중심 항만의 집중 투자, 종합완성형 항만개발 및 운영

시스템 구축

- 동아시아 항만 및 국내 항만간 경쟁 심화로 경쟁력을 갖춘 항만 시설 구축의 

필요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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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전용항만 개발 추진

○ 항만배후단지 개발 확대 및 기업유치 기반 고도화

- 신규 개발, 주변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의 통합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확대를 

통합 창조경제 실현 모색

다. 물류산업

(개념)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운송･보
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

착･판매･정보통신 관련 산업

○ 업종 구분은 화물운송업(육상운송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등), 물류시설

운영업(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등), 물류서비스업(하역업, 화물주선업 등) 

등으로 구분되며, 개념적으로 해운업･항만운송업 등을 포함

(현황) 글로벌 경영체제 지원 강화

○ 新글로벌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 확대  

- 중국은 물류공기업, 일본은 금융권을 통한 0%대 저리 자금 지원

- EU는 EIB(유럽투자은행), EIF(유럽투자펀드) 등을 통해 자국 물류기업들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

- 독일은 연방정부 소유의 은행 및 기관 중심으로 DPWN(Deutsche Post World 

Net)을 설립하여 DHL 등 100여 개 물류기업 인수, 세계 최대 물류기업으로 성장

- 싱가포르는 국영기업 Temasek Holidings를 설립하고 항만운영사 PSA의 주식 

100% 소유 및 투자자금 지원

○ 글로벌 SCM의 리스크 관리 체계 전환으로 물류네트워크와 거점의 재정비 

진행 중 

- 일본, 태국, 호주 등의 자연재해로 최적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SCM에 큰 충격 

- 효율성보다 안정성 위주로 SCM체계를 전환 중, 이는 제조거점 및 물류거점 이전, 

신규 물류거점 수요 발생으로 글로벌 물류체계의 큰 변화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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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물류네트워크의 확산으로 국가간 물류협력체계 강화 중

- 한･중･일 교통물류 장관회의, 한･중･일 항만 국장회의, 한-아세안 교통물류 국장

회의 등 국가간 물류네트워크 연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 노력 증가

○ 환경규제 대응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제한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 증대

- 친환경물류수단에너지 개발, 친환경 물류기술 개발 등 친환경 물류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차원 지원 강화

(산업 현주소) 세계 물류시장은 ‘12년 약 3.7조달러(4,070조원)로 추정되며, ‘20년 

8조달러 규모로 증가 전망(‘08년 美 Datamonitor社)

○ 국내 물류산업 총 매출 규모는 ‘11년 기준 약 90조원 규모로 추정(전체 매출액 

중 해운업은 약 45조원~50조원 규모)

○ 무역규모 1조달러(세계 9번째), 수출규모 세계 7위 등 무역대국의 위상에 비

해,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점유 비중은 낮음

- 전 세계 물동량의 12%를 차지하나, 세계시장 점유율은 2.2%에 불과('12년 세계은

행이 발표한 물류경쟁력 순위에서 155개국 중 21위)

* 우리나라 해상 교역량: 1,069백만톤(전 세계 해상교역량 : 9,011백만톤 중 11.9%)

** 매년 美 Armstrong & Associate가 발표하는「세계 3자물류 매출 순위(Global 3PL 

Top50)」에 따르면, 50위권 내 우리기업은 2개社(범한판토스, 글로비스)에 불과(미국 18

개, 독일 6개, 일본 6개, 프랑스 4개, 스위스 2개, 덴마크 2개)

[그림 1-18] 3PL 매출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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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다양화, 다각화로 해외시장 진출 방안 모색 필요

○ 글로벌 물류기업과 비교시 국내 물류기업의 네트워크 및 역량 부족 

<표 1-15> 3PL 기업 글로벌 네트워크 비교

기업 진출국가 해외법인

DP DHL 220개국 이상 854개

UPS 200개국 이상 1,801개

글로비스 16개국 20개

범한판토스 37개국 58개

CJ GLS 11개국 25개

○ 국내 물류기업의 서비스 다양화, 다각화 부재로 해외시장 진출 부진

- 글로벌 기업은 회수, 컨설팅, 금융 등 종합서비스 제공하는 반면, 국내 기업은 하

역, 포워딩 등 서비스에 국한

○ 물류기업을 위한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부족

- 호주 Toll, 쿠웨이트 Agility 등은 10년 전 중견기업에서 정부지원으로 글로벌 

top10 기업 도약

- 일본은 1%대 금리 지원, 중국은 공기업을 통한 직접투자 중이나 우리나라는 기업 

개별 투자로 경쟁력 저하 

○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시 투자자금, 물량확보, 현지정보 부족 등이 주요 애로사항

- (투자자금 부족) 글로벌 거점 확보를 위한 해외거점 설립, M&A, J/V에 저리자금 

지원 필요

- (물량확보 불확실성) 리스크 완화를 위해 화주와 동반진출 선호하나 연결시스템 

부재

- (현지정보 부재) 현지 시장정보, 제도/규제, 기 진출기업, 성공/실패사례 등 기업

단독 확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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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목표) ‘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 Global Top 5 물류기업 배출

○ ‘20년 세계물류시장은 8조 1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

- 세계물류시장의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3%미만인 연간 300억 달러 수준으로 ‘20
년 세계물류시장의 9%를 점유할 경우, 7,000억 달러 상당의 부가가치 창출 가능

(현재 연간 무역액 1조 달러의 70% 수준)

○ 세계 선도 해운･물류기업을 벤치마크하여 해운기업의 사업영역 다각화를 통

한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육성에 주력

- 전 세계적으로 육운･해운･하역 등 전통적인 업종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하나의 

물류기업이 육･해･공 물류를 Total Service하는 것이 최근 추세

-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투자 형태도 해운기업의 터미널 개장(해외 항만 

건설･운영)과 3PL 진출(현지 육운기업 M&A), 육운기업의 해상･항공운송업 진출

(선박･전용기 확보) 등 다각화 추세

라. 조선산업

(개념) 전통 조선산업은 해운･수산･군수산업 분야 등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선박의 

설계, 건조, 부품소재 연구･개발의 복합산업

○ 해양자원개발 및 생산산업 수요확대(원자재價↑)와 기술진보에 따른 해양플

랜트* 분야 성장으로 조선산업 정의･범위도 점차 확대

* 해양플랜트: 해양자원 개발을 위해 바다의 석유나 가스를 탐사･시추･생산･보조하는 시설 

⇒ 정부조직: (舊)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 (現)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 업종으로는 전통적 조선산업에 상선과 어선, 군용선 등으로 대분류가 가능

하며 상선시장은 다시 선종에 따라 건화물선과 컨테이너선, 유조선 및 탱커

선(석유화학제품선), 기타선(가스선, 크루즈선,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세분

- 해양플랜트는 용도상 시추설비(DrillShip 등), 생산설비(FPSO 등)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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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그림 1-19] 세계 조선산업을 이끌고 있는 국적 조선소

(현황) IMO환경규제 대응 및 신규시장 창출에 적극적인 노력 경주

○ 중국 조선산업의 급성장(세계시장 점유율 ‘00년 5.7% → ‘09년 28.4%)으로 

국내 조선업계의 시장 불안정성이 증가

○ ‘15년 이후 상선 수주가 평균수요 회복을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대형 조선

사들은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업종으로 전환 추세

* LNG선, FPSO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중심 시장 주도, 수주 실적으로 시장점유율 1위 유지

○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해 강화･도입･논의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국내 

해사산업계를 보호･발전시키기 위한 선도적 정책･기술개발 사업이 필요

- IMO 환경규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기술개발 전략(예, 국토해양 R&D 

발전 전략, 2010)의 구체화로 시장선점 

- IMO 규제 강화에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중소업체(선사, 기자재 등)에 대한 지원 

체계 요망

(산업 현주소) 조선산업은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업종 우위를 바탕으로 수주

액 세계 1위(‘09~‘10 제외), 10대 조선소 중 6개가 국적 조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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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6> 韓, 中, 日 수주량 및 수주금액 비교

(단위: 백만CGT, 백만달러(US))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한 국
수주량 32.4 18.1 4.4 12.7 13.7 7.5

금액 94,291 67,981 14,190 33,853 48,098 29,984 

중 국
수주량 32.8 19.5 8.3 20.8 10.9 7.1

금액 81,133 51,093 16,155 39,239 23,563 15,450 

일 본
수주량 13.9 10.0 2.0 6.2 4.5 2.9

금액 36,317 28,652 3,700 10,994 9,157 5,203 

※ 주: 1) CGT(Compensated Gross Tonnage) : 수주선박의 부가가치 환산 톤수, 조선분야에서 활용  2) 세계 

10대 조선소 : 1～6위 삼성･대우･현대중･STX･현대삼호･현대미포 등 한국, 7～10위 中 3개, 日 1개
※ 자료: Clarkson社

○ 극심한 해운시장 침체에 따른 수주감소 여파로 ‘12년 조선산업 수출액은 

382억불로 4위 기록, ‘11년(1위, 545억불) 대비 크게 하락

○ 건화물선, 탱커선 등을 건조하는 중･소조선소는 중국과 경쟁심화 등으로 대

부분 채권단･법정관리 중, 국내 조선소간 양극화 심각

(문제점) ‘08년 세계경제 불황 이후 수주량 급감, 2000년대 중반 발주 거품으로 

인한 과잉공급으로 침체 지속

○ ‘12년 선박 발주는 전년 대비 40% 감소해 수요 크게 위축, 건조량 8.6% 감

소 및 과잉공급 상황 지속

○ ‘12년 시황 침체 지속되면서 수주잔량 감소, 신조선가 약세 지속, 조선업계 

애로 심화

- 세계 수주잔량 ‘08년 대비 50% 수준으로 감소



제1장 해양수산산업의 현재와 미래

49

[그림 1-20] 조선산업 침체 배경

○ 중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시장 내 추격 및 일본의 자국 조선 지원정책으로 대 반격

- 중국은 국수국조* 정책과 자국 조선소 수주 선박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하

며 주요 조선소의 사업유지와 역량 강화

* 자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자국 화물을 수송하는 중국의 조선산업 조호 정책

-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자국 조선소의 해양사업 진출을 위해 ‘13년 별도의 예산 편

성을 수립(해양수산산업 전략적 육성 종합대책), 해양 기술인력 등 역량 내재화를 

위해 본격 지원예정 

(전망･목표) 세계 조선능력 과잉에 따른 구조조정과 해운침체에 따른 발주감소, 

中･日 경쟁심화 등에도 기술격차 확대(친환경 분야 등)로 세계 1위 수성

○ (녹색선박, 수리업) IMO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선도기술개발을 통하여 고효

율･친환경 녹색선박(Green Ship) 핵심기술 확보 및 선박 수리업 지원

- 대기오염물질 규제강화 대응기술(NOx, SOx, VOCs 저감기술), 온실가스 규제 도

입 대응기술(CO2저감, 에너지절감 기술), 신규 환경 규제 대비기술(미세물질 

PM/BC 등의 규제 도입전의 선제적 기술)의 선제적 확보가 요구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선박 수리업 산업단지 조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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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산업

(개념)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수산업법 제2조)

○ 어업 =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전통어업) + 양식(양식업)

○ 산업내 업종에는 양식업, 연근해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가공업, 어획

물 운반업 등이 있음

- 생산규모(‘12): 양식 1,489천톤 > 연근해 1,091천톤 > 원양 575천톤 > 내수면 28천톤

(현황) Fishflation 등으로 수산 식량자원 개발 경쟁시대의 본격 도래와 함께 비관

세 장벽 강화 및 식품산업화

○ 각국의 자원 자국화 정책 강화 등 수산물도 자원*으로 인식되어, 어항 등 

대규모 투자와 같은 반대급부 없이는 자원확보 곤란

* 수산물 소비증가율('95년~'30년): 전 세계 평균 44.3%

** 세계 수산물 초과수요량 예측(FAO): ('10년) 940만톤 → ('15년) 1,090만톤 → ('30년) 

9,200만톤

○ 수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강화

- EU, EFF(European Fisheries Fund)를 조성하여 어촌근대화, 선박 폐선 및 업종

전환, 어민복지사업 등 지원(비용의 50~75% 지원하고 나머지는 해당국 정부나 

지자체에서 충당하는 매칭펀드 형식)

- 뉴질랜드, Fisheries 2030 프로젝트 추진

- 중국은 수산업 12차 5개년(‘11년~‘15년) 계획을 통해 구조조정 촉진, 우량품종 개발, 

원양어업 진출 확대 추진

○ 수산물 교역 증가 전망, 불법어업, 위생검역 및 원산지 증명 등 교역규범 강화

- 세계 수산물 교역 규모: ‘09년 1,978억 달러(‘99년 대비 77% 증가)

- EU의 IUU 통제법, 일본 항생제 잔류 검사, 수입참치 DNA 검사

○ 노르웨이는 풍부한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생명공학 역량 극대화 및 

이를 통한 가시적인 산업화 실적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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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수출 5조 2천억원)은 노르웨이 제2의 산업으로서(1위 에너지산업), 육종산

업*을 통해 총 GNP의 4.3%를 창출**

* 정부주도로 개발한 대서양 연어의 육종을 통해 세계시장 70%를 점유

** 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는 3만명 수준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중국은 안정적인 식량자원 확보에서 출발하여 연해→근해→대양(심해, 극지) 

진출로 전환하는 단계적인 전략* 표방 중

* 해양발전 863프로그램('96~'05): 해양동식물의 양식･육종기술, 의료용 생체물질 및 

생물과정 상품화 등 미래 해양자원 확보 프로그램

* 중국 해양사업발전계획('06~'20): 해양환경변화와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대양･심해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

○ 수산 주요국, 수산업 및 식품산업 투자 집중

- EU,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8조 5천억원 규모(60억 유로) 배정(‘14년~‘20년)

- 일본,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5조 5천억 원 규모(4천억엔) 펀드 조성(‘13년~‘17년)

* 일본의 식품시장 목표 : '09년 96조엔 → '20년 120조엔(100만개 일자리 창출)

(산업 현주소) 어업총생산은 ‘86년대 150여만 톤 수준을 최고점에서 지속적 감소, 

인구 증가로 식량안보 더욱 시급

○ ‘80년대 중반부터 어업생산 증가율은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86년 150여만 

톤 수준을 최고점에서 계속 감소하여 ‘11년 현재 95.2만톤 수준으로 감소

- 국내 수산물 자급률 77.9%(‘10년)

* 실제섭취량 기준 연 23.1만톤 부족(비식용 포함 연 33만톤 부족)

[그림 1-21] 한국의 연간 어획량 및 CPUE(Catch Per Unit Efoort: 단위노력당 어획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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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7> 연도별 어업별 생산량

(단위: 천톤)

구분 ‘95년 ‘00년 ‘05년 ‘08년 ‘10년 ‘11년

합 계 3,348 2,514 2,714 3,363 3,112 3,256

연 근 해 1,425 1,189 1,097 1,286 1,134 1,235

양 식 996 653 1,041 1,382 1,355 1,478

내 수 면 29 21 24 29 31 32

원 양 897 651 552 666 592 511

※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12년

○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원인은 어업자원의 감소와 연안환경 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어업자원의 감소와 연안환경 악화는 남획, 연안

매립 간척, 해양오염 심화, 기후변화 등 내·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근해어업의 1항차 당 경영수지를 보면 ‘80년대 초 20%의 수익률이 날로 감소하여 

현재는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 총어업 생산량은 ‘11년, 약 303만톤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2.5% 감

소하였으며, 일반 해면어업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어업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양식어업 및 원양어업의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이유임

○ (원양어업 규모) 수산물 총생산량 326만톤의 15.7%인 51만톤 생산(1.5조원) 

및 총 수출액 2,308백만 달러의 30%인 686백만 달러 수출(‘11년)

* 생산(비중): ('00년) 651천톤(26%) → ('05년) 552(20%) → ('10년) 592(19%) → ('11년) 

511(16%)

금액(비중): ('00년) 93백억원(23%) → ('05년) 82(16%) → ('10년) 136(18%) → ('11년) 

149(18%)수출(비중): ('00년) 539백만불(36%) → ('05년) 380(32%) → ('10년) 

658(37%) → ('11년) 686(30%)

○ (원양어업 육성전략) 원양기업의 규모화와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은 관련회사* 설립을 통한 비용절감, 중견기업은 수직계열화

를 통해 생산·유통망을 장악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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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중소선사가 공동출자하는 일종의 지주회사로써 수산물 공동 수집, 운반, 가공, 판매 

등을 전담하는 회사(원양산업발전법 제25조)

* 상장사(5개) 포함 상위 12개사의 보유 어선수는 전체의 55%, 생산량은 74.2%

- 88개 원양기업 중 중소기업은 74개(84%), 자본금 1억원 미만 31개(35%), 어선 1

척 이하 39개(44%), 한국인 종사자 2,300명(‘11년)

- 어선 5척 이하 중소선사는 도산위험에 상시 노출

* 1척 및 2~5척 보유 선사 부채비율: 각각 289.7%, 244.4% vs 업계 평균 111.2%

<표 1-18> 어업별 생산량 추이와 전망

(단위: 톤)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증감율 (%)

‘11/‘10 ‘12/‘11

일

반

해

면

어류 795,502 736,198 750,335 771,762 1.9 2.9

패류 420,621 382,295 426,271 434,293 11.2 1.9

해조류 10,843 13,043 12,611 12,204 -3.3 -3.2

소계 1,226,966 1,132,536 1,189,217 1,218,258 5.0 2.4

양

식

어류 109,516 80,110 93,667 92,730 16.9 -1.0

패류 345,180 373,218 365,326 390,899 -2.1 7.0

해조류 858,659 901,672 847,686 842,600 -6.0 -0.6

소계 1,313,355 1,355,000 1,306,679 1,326,229 -3.6 1.5

원

양

어류 493,857 488,155 408,810 421,050 -16.3 3.0

갑각류・연체동물 118,093 103,961 97,913 112,180 -5.8 14.6

소계 611,950 592,116 506,724 533,230 -14.4 5.2

내수면어업 30,071 30,982 31,789 29,897 2.6 -6.0

합계 3,182,342 3,110,634 3,034,408 3,107,614 -2.5 2.4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탈(www.fips.go.kr) 

수산물 소비추이

○ ‘12년의 1인당 수산물 총 소비량은 어류 및 패류가 각각 3.5%, 3.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해조류는 6.6%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며, 전체적으로 수산

물 소비량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51.8kg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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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9> 수산물 소비추이

(단위: kg)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증감율 (%)

‘11/‘10 ‘12/‘11

국 민 일 인 당  

연 간 소 비 량

어류 21.0 20.9 21.5 22.2 2.7 3.5

패류 13.9 15.4 16.3 17.0 5.9 3.8

해조류 14.3 14.8 13.5 12.6 -9.1 -6.6

계 49.2 51.2 51.3 51.8 0.3 1.0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탈(www.fips.go.kr) 

(문제점) 탄력적인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 부족

○ 급증하는 수산물의 국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한계

- 국내외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생산시스템 미흡

- 수출품목이 참치, 김, 오징어 등 몇 개 품목에 편중

- 글로벌 수요가 있는 품목에 대한 양식시설 확충 및 R&D 부족

○ 품종보호제도 전면시행(‘12년)에 대응한 국내품종 개발 미흡

- 해조류 해외 품종이 신품종으로 등록될 경우 연 25억원의 로열티 지급

* 우리나라는 김 3품종만 출원되었으며, 김, 미역 등 10여 품종 출원계획

○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수산 R&D 기반 미흡

- 농림부 R&D 예산(1,339억원) 중 수산연구개발 예산은 109억원(‘11년)에 불과

(수과원 예산 제외) 

- 수요자 중심 맞춤형 R&D 추진 미흡: 수산부문 기술이전 50건(농림수산 전체 596건)

에 불과

○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해양생명공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 부족

- 해양생물자원 활용 의약품 시장 : ‘09년 15조원 → ‘15년 18조원 시장으로 성장

- 해양신소재는 건강식품부터 의료소재까지 다양(플라스틱 소재, 섬유소재, 나노복

합소재 등)

* 미국, 해양에서 200여건의 신약물질 특허화(국가예산 1억 3천만 달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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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목표) 어획량 수준(314만톤, ‘11년)을 ‘17년까지 376만톤으로 증대

○ 세계 수산업 시장규모 지속적으로 성장 전망

- ‘08년 8천억 달러 → ‘20년 1조 2천억 달러로 성장

- 수요 확대에 비해 공급 한계 → 수산 식량자원 확보 위한 해외 경쟁 심화

* FAO 세계 수산물 전망: '11년 세계 수산물 생산량 1.54억톤(생산증가율 둔화), 1인당 

수산물 소비량 18.5kg('09년∼'11년 평균) → 19.6kg('21년)

○ 연근해어업은 어선수는 줄이고 자원량은 늘려 생산량을 증대(124→150만톤)

- 양식어업은 R&D 강화와 친환경 촉진으로 생산량을 증대(139→116만톤)하는 한편, 

원양어업은 원양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생산량 증대(51→60만톤)

○ 수산자원 방류,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등으로 수산자원회복 추세

- 넙치, 전복, 김의 양식기술 세계 1위, 수산물 자급률은 78%, 수산물은 152개국과 교역

* 자원량(만톤) : 835('90년) → 790('00년) → 851('09년)

* 수출액(억불) : 12.3('09년) → 15.1('09년) → 23.0('11년)

* 어장면적(443천㎢)은 국토면적(99천㎢)의 4.5배, 수산물 생산량은 세계 13위

○ 친환경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내수면 레저･관광산업 육성 중 관상산업 육성: 국내 관상산업 규모는 약 3,000억

원 정도이며, 관상어류는 약 300억원 규모 추산

○ 잡는 어업 중심에서 해외양식 등 업종 다각화 및 해외 생산기반 유지･확대

를 위한 정부의 측면지원(ODA, 입어협상 지원 등) 강화

- 수산업은 원료 확보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산업으로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원료의 안정적 확보 없이는 성공 불가

* 수산업 투자방식: 글로벌 원료 생산망을 갖춘 후 유통･가공 등에 투자

○ 원양산업은 수출주도에서 식량안보 산업으로 추진하여 해외 식량자원 개발 

산업으로서 수산물 공급, 해외 경제영토 확장 및 각국과의 우호적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원양어업은 21개국 진출, 원양업계 진출 국가 대부분이 여수엑스포 유치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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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수산 신산업

가. 해양레저･관광산업

(1) 해양관광산업

(개념) 해양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해양을 매개로 형성된 연안공간에서 이

루어지는 관광 활동과 관련한 영리활동을 포괄

○ 주요 업종으로는 해양 레저･스포츠(마리나 포함), 해양생태관광, 해변관광

(해수욕, 어촌･도서 관광 등), 유람선 및 크루즈 관광 등이 있음 

(현황) 크루즈 터미널, 선박 및 항만 등 인프라 구축 확대

○ 국민 소득 증가 및 여가 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해

양레저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요트나 보트건조 등 해양레저선박산업이 대규모 고용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선업계가 잇따라 관심

- 우리나라의 뛰어난 선박 제조기술과 IT, 가전, 자동차엔진 기술 등을 접목할 경우 

이 분야에서도 국제 경쟁력 확보 가능

○ 국가 차원에서 크루즈 터미널 개발, 기금 조성 등 투자 확대

- 중국, 싱가포르는 크루즈 관광의 아시아 허브 구축에 투자 확대

* 크루즈 산업 성장전망: '10년 1,800만명 → '20년 2,500만명

 

○ (R&D 현황) 산업통상자원부의 R&D는 모터보트 개발, 레저보트 개발 등 해

양레저장비 육성사업과 요트와 모터보트 핵심부품 생산 및 핵심요소기술 개

발하는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산업융합원천기술)으로 구분

- 해양레저장비 육성사업은 43.2억원(‘05년~‘12년)이 투입되었고,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사업은 226.2억원(‘09년~‘15년)이 투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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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현황) 해양수산부는 현재 관련 R&D를 추진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해

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브랜드 개발 등 기반 기술 확립, 인프라 구

축 등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과 

특화산업분야의 창출

-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해양레저산업 핵심기술 및 기반기술 연구사업의 중복성 회피 

및 국제적 경쟁력 제고 요망

- 시장수요에 대비하여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요트 등 해양레저장비 핵심 기

술개발과 함께 마리나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

* 해양레저장비 산업규모 세계 1위인 미국은 1,136개 요트 제조업체에서 연간 약 80만척 요트 

생산, 마리나 시설 12,000개소를 구비, 인구 17명당 1척의 레저보트 보유

* 우리나라는 40개 요트 제조업체와 11개소의 마리나 시설 구비, 인구 11,700명당 1척의 레

저보트 보유

<표 1-20> 국내 해양레저장비육성사업

해양레저장비육성사업 연구기간
예산  

(백만원)

알루미늄제 폰툰형 레저보트 개발 2005.04~2007.03 265

초고속 소형 경주용 모터보트 개발 2005.04~2007.03 430

RIB 부양용 튜브의 복합 소재 개발 2006.04~2008.03 250

Stepped Hull 고속보트의 횡동요 감소를 위한 활주형선 선형 개발 2006.04~2008.03 280

30ft급 신챠인선형 모터보트 개발 2006.04~2008.03 265

소형 선박용 아웃보드 및 스턴드라이브용 스테인레스 프로펠러 개발 2007.09~2009.08 360

횡동요 센서에 의한 침몰방지장치 부착형 레저보트 개발 2008.10~2010.09 230

레저선박용 인테리어 섬유 소재 개발 2008.10~2010.09 200

해상 복합 레저 플로터 개발 2009.08~2011.07 370

Bow gate Ramp system 10톤급 다목적 해양레저 고속 알루미늄 보트개발 2009.08~2011.07 246

43ft급 쌍동형 요트의 공정간소화 및 품질표준화를 위한 상부구조물 

및 내장재의 블록화 생산기술 개발
2009.08~2011.07 350

육상 이동이 가능한 레저선박 개발 2009.08~2011.07 300

해양레저용 개인휴대 자동식별장치 및 통합감시시스템 개발 2010.06~2012.05 378

친환경 EPP 소재 이용 자동차 수납가능 접이식 수상자전거 개발 2010.06~2012.05 400

총  계 4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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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국내 해양레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산업융합원천기술) 연구기간
예산

(백만원)

레저선박 제작용 초대형 다기능 5축삭성기 개발 2009.06~2012.05 810

해양레저 알루미늄보트 건조공법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 개발 2009.06~2012.05 773

AWG기법을 이용한 레저선박의 구조안정성 평가시스템 개발 2009.06~2012.05 688

가변 수중익형 쌍동 R.I.B 2009.06~2011.05 340

서해안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수륙양용 친환경 레저장비 개발 2009.06~2011.05 270

선박용 mini-VSAT 안테나 개발 2009.06~2010.05 240

안전한 해양레저를 위한 센서정보 융합형 통합 단말기 개발 2009.06~2012.05 690

생산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CSM 소재 및 고무보트 개발 2009.06~2011.05 392

3D 제품 설계기반과 신제작 공법을 적용한 20feet 및 60feet급 파워

보트 시제선 개발
2010.10~2014.09 8,100

20ft~40ft급 세일링요트 엔지니어링 통합관리 및 핵심부품 생산 

기술개발
2011.06~2015.05 7,599

유람스포츠형 요트와 모터보트 부품류 및 핵심요소기술개발 2008.12~2011.09 90

세일링요트 및 모터보트의 선체 핵심요소기술 개발 2008.12~2011.09 870

세일링요트 및 모터보트의 선체 핵심요소기술 개발 2008.12~2011.09 840

세일링 요트 세일 및 마스트 설계 제작 기술 개발 2008.12~2001.09 921

총  계 226.2억원

<표 1-22> 세계 주요국의 해양레저산업 육성정책

구분 육성정책 비고

중 국

▪ ‘크루즈산업 발전의 촉진과 규범’

- 국제 크루즈 선박 기항유치, 크루즈 네트워크 구축, 

크루즈 소비시장 육성

4대 크루즈 터미널 개발

(상하이, 천진, 샤먼, 산야)

호 주
▪ 해양레저산업 육성정책

-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문인력 양성

4개 클러스터 구축

(1개 클러스터 200만 AUD 투자)

싱가포르

▪ ‘Tourism 2015 : 크루즈, 슈퍼요트시장 육성’

- 크루즈산업 집중육성, 터미널조성, 크루즈기금 마련, 

마리나 건설

총 1억 2천만 SGD 규모의 

시설 투자 및 기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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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주소) 세계 시장규모는 ‘05년 2,352억달러, ‘09년 2,680억달러로 추정되며, 

국내 시장규모는 ‘10년 약 80조원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3% 수준

○ ‘00년 크루즈 이용자 1,200만명 ⇒ ‘07년 1,600만명

- ‘90년～‘07년 기간 동안 연평균 8.1% 성장

* 크루즈 이용자: 북미 68.1%, 유럽 20.9%, 아시아 4.8%, 기타 6.2%

○ ‘90년대 이후 크루즈 선사 간 인수･합병 가속화, 크루즈선사의 대형화, 시장

의 과점화 현상

- 세계 크루즈 3대 선사인 Carnival Corporation & PLC, Royal Caribbean Cruise, 

Star Cruise Group에서 149척 소유 ⇒ 세계 크루즈 시장의 80.2% 점유(‘09년, 선내 

침상수 기준)

* '09년 기준 세계 크루즈 선박은 총 279척으로 이 중 카니발(93척, 48.2%), 로얄캐러비안(40

척, 24.1%), 스타크루즈(16척, 7.9%)에서 149척 소유

○ 해양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다양화 추세

- 마리나 및 크루즈 관광, 해양레저스포츠, 생태관광으로 다양화 추세(UN WTO)

(문제점) 인프라 및 정책･제도 구축 미흡

○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부족

- 해안 권역별･자원별 중장기 해양관광 종합계획 미흡, 해양관광 육성 법적 근거 및 

제도 구축 미흡

- 특화산업분야로서의 창출을 위해 콘트롤 타워 설치, 전문산단육성 지원, 산업계와

의 기술정보교류, 인프라와 연계한 수요 창출 등의 정책 지원

○ 해양레저산업 진흥과 안전관리 정책 추진

- 국내 해양레저장비 제작업체는 영세, 자체기술개발 능력 부재, 설비 미흡으로 수입에 의존

- 해양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레

저스포츠시설 설치 의무화, 레저스포츠 국제대회 개최 지원, 레저스포츠업 육성, 

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의 안전기준 제정,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 등의 기준 마련 

및 규제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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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크루즈시장 성장에 대응한 기본적인 인프라(시설, 서비스 등) 부족

- 크루즈 전용부두는 현재 3곳(부산 동삼동, 제주 외항, 여수)에 불과

- 기항지 서비스 및 크루즈 관광 수익모델 부족

<부산 국제크루즈 터미널> <크루즈 여객선> <미래의 크루즈 터미널>

[그림 1-22] 해양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

○ 4계절 중단 없는 해양관광자원 확충 및 마리나 산업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

성화 추진

- 바닷속 경관을 직접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해중공원 조성(해중전망탑, 수중탐방

로 등)을 통한 해양관광 영역 확대

- 집트랙･수상레포츠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연계된 명품 해수욕장 조성을 통해 계

절적 한계를 극복

- 요·보트 등 체험인구를 매년 70만명을 양성하여 수요를 확대하고, 마리나 서비스

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요트 차터업 등 마리나 서비스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과 인정제도 등 마련(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전망･목표) 동북아시아 해양관광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20년까지 세계 해양

관광시장 점유율 4% 달성

○ (해양관광수요) 연평균 9% 증가* 전망(KMI, ‘10년)

* '08년 139백만명에서 '14년 218백만명으로 증가 전망

○ 미국 북동부 지역의 해양레저보트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35억 

달러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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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국내 운영･개발중인 마리나 위치도

- 레저보트 활동 1회당 평균 1,150달러를 지출하고, 그 외 체류, 정박, 유지, 보수

를 위해 7,000달러 이상 지출

- 해양레저보트산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2만7천여개로 추산(레저･서비스 부문

7,700명, 운송･편의시설 부문 6,700명)

(2) 마리나산업

(개념) 마리나항만 건설업 외 요･보
트 임대, 수리 등 서비스업, 숙박시

설 등 종합서비스 시설 관련 산업, 

제조업까지 포함하는 개념

○ 주요 업종으로는 마리나항만 

건설업, 서비스업(마리나 관리･
운영, 장비 임대･수리, 판매, 

교육, 급유, 급수, 숙박･요식 

등), 제조업(장비 제작, 디자인, 

의장 등)으로 구분

(현황) 마리나 클러스터 등 인프라 구축 

○ 국민 소득 증가 및 여가 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사항이 증가

함에 따라 해양레저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요트나 보트건조 등 해양레저선박산업이 대규모 고용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선업계가 잇따라 관심

- 우리나라의 뛰어난 선박 제조기술과 IT, 가전, 자동차엔진 기술 등을 접목할 경우 

이 분야에서도 국제 경쟁력 확보 가능

○ 국가 차원에서 클러스터 구축, 기금 조성 등 투자 확대

- 호주, 뉴질랜드는 마리나 클러스터 구축 및 메가요트 시장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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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주소) 레저 패러다임 변화로 마리나산업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시장 규모는 약 300억 달러로 매년 43%씩(‘05년~‘10년) 성장 추세

* 전세계 요･보트 생산대수: '12년, 약94만대 → '20년, 100만대 규모

○ 한국 마리나산업은 미국, 호주 등에 비해 초기 단계이나 향후 중국, 일본,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와 네트워크 구축 시 고성장 예상

* '08년, 5,227대 → '10년, 7,988대 → '12년, 12,175대(매년 33.2%씩 성장)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취득 10만명 돌파, 해양레저 인구 700만명 추정, 

본격적인 해양레저시대 돌입

(문제점) 국내 제작업체 영세, 설비 미흡 

○ 마리나 산업 육성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기초 인프라/연계산업 투자 미흡

- 현재 전곡·목포 등 마리나 14개소가 운영 중이나, 계류시설 용량 부족

-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 산업클러스터 구축, 전문인력양성, 지원서비스산업 취약

* 호주의 경우 마리나산업의 체계적 발전 위해 마리나 클러스터 구축 및 인력양성학교 운영

<호주 골드코스트 마리나 클러스트> <프랑스 비유포트 마리나 항만>

[그림 1-24] 마리나산업 선진국의 마리나 클러스트 및 항만

(전망･목표) 마리나 서비스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20년까지 약 3만명의 일자리 

창출 및 2.6조원의 경제효과 달성 기대

○ 해양레저장비 보유 규모는 ‘05년 4,178척에서 ‘10년 8,232척으로, ‘19년에는 

25,700척으로 증가하여 약 7,000억원 시장이 형성될 전망

- 해양레저보트 생산은 ‘01년 약 80.8억원에서 ‘07년 93.7억원(참고, 수입액 124.3

억원)이나, 국내 보트 수요는 ‘07년 총 218억원(생산 93.7억원, 수입 124.3억원), 

시장규모는 ‘10년에 5,622억원에서 ‘12년 약 7,000억원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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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 부두, 마리나 시설 지속 확충

- 부산･인천, 제주 전용부두, 대형크루즈 접안시설 확충(12만톤)

- ‘12년까지 23개소, ‘15년까지 35개소 마리나 확충

○ 마리나･크루즈 등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크루즈선 톤세제(조특법), 카지노업 허가(관광진흥법) 추진

- 국적 크루즈선의 운항 지원을 위한 관련 특별법 제정 검토

○ 마리나 민간투자 활성화 및 수요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 공유수면 점･사용료 추가감면 근거 마련(마리나법 개정)

- 요트차터업, 요트정비업 도입을 통한 마리나서비스업 육성

- 크루즈 기금, 마리나 클러스터 설립

나. 해양플랜트산업

(개념) 해양자원을 개발 또는 이용하기 위해 관련시설 및 장비를 제작･운용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산업 활동

○ 해양플랜트산업은 크게 3단계로 구분

- (광구운영사, 투자자) 영국BP, 네덜란드 셀,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와 같은 에너지 기업

과 일본 석유메이저 국제석유개발데이세키(INPEX), 일본 미쓰이 상사와 같은 투자자

- (시추, 설계업체) 일본 모덱 등 시추, FEED(개념설계+기본설계), EPCI(구매, 설

계, 조달까지 일괄 수주)･EPCM(설계, 자재구매, 시공 일괄 관리), 수송 등을 담

당하는 종합엔지니어링기업

 - (조선·기자제업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체와 기자재업체

(현황) 로컬 콘텐츠 강화 및 투자 확대

○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은 ‘30년까지 연평균 6.7%의 높은 성장세로 약 5,000억 

달러 성장 전망

- 해양플랜트 수주액: 257억 달러(‘11년) → 800억 달러(‘20년)

- 해저자원 생산 비중의 증가: 석유 34%(‘04년) → 50%(‘15년), 가스 28%(‘04년) → 
34%(‘15년)(Douglas-Westwood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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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플랜트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해양자원 개발이 유전뿐 아니라 망

간단괴, 열수광산 등으로 확대

- 브라질, 노르웨이, 중국, 말레이시아 등 주요 해양 유전 보유국의 국영석유기업

(NOC)이 부상하면서 턴키방식의 일괄 계약 크게 증가(서울경제誌, ‘13.03.20)

○ 중국, 브라질 등은 자국유전을 앞세워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 자국 유전개발 및 자국 기업의 해외유전 개발 시 자국건조주의, 로컬 콘텐츠 의무화 시행

○ 설비제작 수주: 세계 종합 1위(외형적 수주 금액 기준)

- 시추선: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 국내 기업체에서 수주

- 신조 FPSO(부유식 생산저장하역설비): 전 세계 시장이 70% 이상 국내 기업체에서 수주

- 개조 FPSO(제천 FPSO 설비의 60% 이상 차지): 국내 제작 전무

- Jack-up, Semi-submersible: 전 세계시장의 30% 국내 기업체에서 수주

<표 1-23> 중국과 브라질의 해양플랜트산업 육성 정책

구분 육성 정책

중 국

▪ ‘해양플랜트산업 제조분야 중장기 발전계획’(‘12.3)

- ‘15년까지 연간 매출액 2,000억 위안(24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20% 달성, 주요

시스템과 설비 국산화율 30%

- ‘20년까지 4,000억 위안(48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35%, 주요시스템과 설비 국산화율 

50% 확대 비전 공표

- 환발해지역, 양쯔강델타지역, 주강델타지역 등을 3대 해양플랜트 제조업 집적지로 선정

▪ 자국내 유전개발, 해외 유전 개발 시 해양플랜트 자국 건조 의무화

▪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기금’에서 프로젝트당 4천만 위안까지 지원 

- 선수금의 10%만 받고 건조 착수 가능

▪ ‘해양구조물 부가가치 환급규정’ 시행(‘02년~)

- 자국 석유기업에 해양플랜트 공급 시 수출로 간주하여 부가세 환급

일 본

▪ ‘해양플랜트산업 육성 발전계획’발표(‘13.4)

- ‘20년까지 2조 5,000억엔(23.6조원)의 해양플랜트 시장창출 목표로 해양자원개발 

프로젝트 진출이나 기술개발 등을 위해 29억엔(320억원) 투입

-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가사키 조선소와 중견조선소가 밀집한 나가사키현을 ‘해양환경・

산업거점특구’로 지정, 예산지원과 세제혜택을 집중 지원

브 라 질

▪ Petrobras중심으로 ‘Business Plan’과 ‘PROREFAM’ 추진

- Business Plan(‘12년~‘16년): 2,365억 투자, 980개 프로젝트 추진

- PROREFAM(‘08년~‘14년): 해양플랜트 지원선박(OSV) 146척 인도

▪ 로컬 콘텐츠 의무화 : 최소 25% ~ 최대 84%까지 자국 기자재와 서비스 사용 의무화

▪ 해양플랜트 자국 건조 추진: FPSO 10기(‘12년~‘14년), 시추용 리그 33척(‘16년~‘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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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해양플랜트산업을 석유･가스 등 해양자원을 발굴･시추･생
산에 필요한 장비를 건조･설치･공급에 국한(건조 중심)

○ (해양수산부) 해양자원(해양에너지, 해저광물 등)분야 목적물 중심으로 관련 

기술 개발 과정에 해양플랜트를 포함하여 개발 추진 

- 건조 분야 외 새로운 생애주기 산업으로의 진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총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 현행 20% → 일원화 40%)

* 기자재 국산화율이 현재 20% 수준으로 수주액의 50% 해외 유출, 50%까지 올릴 경우 해외 

유출액을 25% 수준으로 낮출 수 있으나 엔지니어링 능력과 실적 확보가 관건

* 해양플랜트 생애주기 (8 단계): 탐사 → 시추 → 설계 → 건조 → 운송 → 설치 및 시운전 

→ 운영 및 유지관리 → 해체

* 건조시장은 저부가가치이면서 후발국에 추격이 용이한 반면, 건조외 서비스분야(설계, 운영 

및 유지보수)와 부대사업(해체)이 전체 부가가치의 60~70%차지

<표 1-24> 부처간 해양플랜트 업무의 소관

구  분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대  상
 해양에너지, 해저광물, 해수담수화

 시설 등 목적물 중심

 석유･가스 등 에너지 관련

 * 현 해양플랜트 시장에 95% 차지

취 급 단 계  해양플랜트 Life Cycle 전체 취급  건조･설치･공급

○ 해양플랜트 산업이 생애 전주기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 

서비스업 진출로 건조 부문의 약점 극복

- 대･중소기업, 기자재업체, 자원개발업체는 물론 해운선사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 

구축 및 동반성장 달성

* 특히 해양수산부의 세계 5위권의 해운력을 바탕으로 해양플랜트 지원사업 진출 도모

- 지속적인 발전과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 등 관련 산업과의 정책적 

연계도 추진

(산업 현주소) 세계적으로 해상플랫폼은 약 7,50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브라질, 아시아･태평양, 서아프리카가 신흥지역으로 부상

○ 세계 해양플랜트 산업 규모는 ‘12년 약 3,200억달러에서 매년 300억달러 이상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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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플랜트는 전체 설비의 27% 수준이며, 해저장비 비중 상승 전망

- 한국의 해양플랜트 공사량의 시장 점유율은 39%, 중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14%, 

브라질 9%, 일본 1% 등의 순임

○ 국내적으로는 건조 부문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건조 외 

부문은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

- (건조) ‘10년 기준으로 세계 국제공모 신조 물량의 약 59% 차지 

- (건조 외) 해상플랫폼 기자재 국산화율 20% 수준, 해저장비는 전무하며, 건조 이후 

서비스부문(운송~해체)의 경쟁력은 극히 미흡

[그림 1-25] 해양플랜트산업 경쟁력 제고

(문제점) 해양플랜트 업무의 소관 부처 이원화로 산업 전과정에 대한 통합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으로 해양플랜트산업 육성 전략 미흡

○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능력 취약 및 핵심 지자재의 국산화율 미흡

- 엔지니어링은 해양플랜트 기자재 사양 및 프로젝트 전반을 지배하는 핵심 기술로 

높은 수준의 능력과 품질 및 안정성이 요구

-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1척에는 약 2천여종, 4천 500여개의 밸브

가 사용되며 전체 금액은 150∼880억원에 이르지만, 현재 해양플랜트 기자재의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

○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인프라 미흡

- 법적 지원근거 미비 및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은 수립되지 않은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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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前지식경제부) 계획('12.5.9)은 건주부문에 치중, 서비스 산업 육성전략 누

락으로 실효성 부족

○ 해외유전개발 사업과 해양플랜트 산업 연계 전략 부재

- 해양플랜트 국내발주는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쉐(Shwe) 가스전 프로젝트가 유일

- 석유공사 자회사인 ‘다나’ 사는 FPSO를 중국 조선소에 발주: 중국은 자국발주, 우

리는 타국 발주

○ 국내 기업들은 초기 리스크로 인해 사업진출 의사결정 지연

- 전문인력 부족, 정보 부족, 경험 부족이 사업진출의 걸림돌로 작용 

○ 국제기구(IMO) 규제 대응과 기자재 등 주요 기술개발이 이원화되어 선제적 

대응 곤란하여 추격형 기술개발의 한계점 도달

[그림 1-26] 해양플랜트 생애주기별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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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목표) 현행 건조중심의 해양플랜트 산업을 해상기반의 운영 서비스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신규 사업영역 확장 필요

○ 해양플랜트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 ‘10년 368억 달러에서 ‘30년 4,380억 달

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주요 먹거리산업으로, 서비스산업 시

장은 ‘11년 1,450억 달러 수준에서 ‘20년에는 4,600억 달러, 국내기업 수주

액은 ‘11년 257억 달러 수준에서 ‘20년에는 8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 

- 해저 유전의 원양화, 심부화, 대형화로 부유식 해양플랜트 급속히 확대

- ‘10년 15척→‘17년 280척(DW), 드릴십 ‘10년 49기→‘14년 86기(Rigzone) 

- ‘20년까지 국내 기자재 국산화율은 50%, 엔지니어링 국내 수행 비율 60%까지 증가 목표

○ 세계 해양플랜트 설비 시장 성장 추이: 육상자원고갈, 원유･천연가스 가격 

불안정, 심해자원 개발용 해양플랜트 설비 수요 증가 → 세계 조선산업 시

장 규모를 상회하는 해양플랜트 산업 시장 형성

<표 1-25> 해양플랜트 시장전망 구분

(단위: 억달러) 

세계시장규모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20년 ‘30년

해 상  P latform 108 109 152 189 250 283 320 361 508 795

Subsea 시 스 템 260 259 280 383 556 645 748 868 1,307 2,222

전 체 368 368 432 572 806 928 1,068 1,229 1,815 3,017

※ 자료: INTSOK2010

[그림 1-27] 한국의 해양R&D 증가율과 해양플랜트 시장 점유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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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양플랜트 100대 전략기술을 선정 하고, 이를 체계적으

로 확보하기 위한 「해양플랜트산업 기술 로드맵」을 수립･발표함

-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해양플랜트산업 발전전략(‘12.05)"을 이행하기 위해 산·
학·연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수립

* 해양플랜트산업 발전전략 주요내용: 해양플랜트 수주액('11년 257억달러 → '20년 800억달

러), 기자재 국산화율('11년 20% → '20년 50%), 엔지니어링 국내 수행 비율('11년 40% → 

'20년 60%)

○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의 서비스 시장은 생애주기상 총부가가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게는 신규 사업영역 확장의 기회

- 해양플랜트 핵심기술역량 및 산업계 근접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구축･운영

○ 해양플랜트 전담기관 설립을 통한 엔지니어링 및 핵심원천기술 개발

- 해양플랜트진흥원 설립, 상부구조물 및 해저장비 기술 개발, 해양플랜트 운영 및 

지원사업 엔지니어링 개발

○ 해양플랜트산업육성법(안) 제정,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해외유전 개발 시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자국발주 의무화

- 해양플랜트 산업 생애 전주기에 걸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 해외유전개발 사업에 자원개발업체(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와 해양플랜트 업체 동

반진출 추진 

다. 해양바이오산업

(개념) '해양생물과 이들로부터 유래한 물질에서 인류에게 유용한 지식과 물질을 

얻는 연구개발 활동‘으로 정의 

○ 해양바이오산업은 대체에너지, 의약품, 산업용 소재,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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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류

- 해양생물 기초·원천 기술: 해양생물의 생명현상, 기능, 구조 등의 연구에 기반이 

되는 기술

- 해양식량·식품자원 개발 기술: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생물의 육종/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

- 해양신소재 개발 기술: 해양생물의 대사물질, 생체기능을 이용, 다양한 생물소재

를 개발/활용하는 기술

- 해양 생태환경 보전 기술: 해양생명자원 보전, 오염방지 및 친환경적으로 이용하

기 위한 제반 기술

(현황) 해양자원의 개발 및 선점을 위한 국제경쟁의 가속화

○ (미국) 해양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을 선언하고 해양바이오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신국가해양정책('99년), 21세기 해양청사진('04년), 해양/연안의 보호관리('10년) 등

- 최근에는 해양생물 Omics 분석을 통한 IT, BT 융합기술 개발 및 해양신소재, 해

양에너지 등 신성장분야에 투자 확대

[그림 1-28] 미국의 해양정책 변화 추이

○ (유럽) ‘12년 9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해양바이오산업을 

‘태동 및 개발 단계’로 규정하고, 미래 성장잠재력(1-6등급)을 5등급으로 평가

- 해양생명공학을 EU의 5대 중점분야로 선정(해양신재생에너지, 양식업, 해양관광, 

해양광물자원, 해양생명공학)

- 최근 해저생태계 탐사, 유전체해독기술, 대사물질과 1차 화합물 중심으로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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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장기적 전망의 일본 해양개발 기본구상 및 추진방안(‘03)」 수립과 

더불어 문부과학성, 국토교통성 등 부처 공동으로 지원을 확대

- 해양과학기술연구센터(JAMSTEC)*와 해양생명공학연구소(MBI), 수산종합연구센터

(FRA) 등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활성화

* 대양 및 관련분야 기술개발에 4천억원 규모의 연구를 수행, 특히 프론티어 분야인 심해미

생물사업의 경우 지난 10년간 5천억원을 지원

- 「제2차 해양기본계획수립(‘13)」 수립을 통해 해양개발 및 이용과 해양수산산업

의 발전 도모

* 일본 동북부 지진해일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해양에너지 분야에 투자 대폭 확대

○ (중국) 식량자원 확보에서 출발하여 연해→근해→대양(심해, 극지)으로 단계

적 진출전략 표방

- 「중국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2050(‘09)」에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생명공학, 해양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해양수자원 등을 전략적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

- 최근 중국 해양경제발전시범사업에 따라 해양생물의약품, 신기능제품, 신소재분야

에 투자 확대

○ (바이오에너지) (주)애경유화(70,000kl/년) 등 7개 기업에서 3개 정유회사에 

바이오연료를 공급하고 정유회사는 2% 혼합주유 중

-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량(천kl): (‘07년)109 → (‘08년)196 → (‘09년)288로 증가하

고 있으며, 바이오디젤 수요량은 540,000kl/년(‘12년) 수준

- 정유사 납품업체의 생산규모는 납품업체(7개사) 583,400(kl/년), 비납품업체(8개사) 

459,400(kl/년), 합계 1,042,400(kl/년) 규모 

* 세계 바이오디젤 생산 전망(백만kl): ('12년)12.3 → ('14년)19.4 → ('16년)22.4 

→ ('20년)38.4

(산업 현주소) 세계 시장규모는 ‘11년 약 4.3조로 추정되며 연평균 12%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OECD 생명공학분과)

○ (비중) 미국이 45%를 차지, 한국은 약 1.5∼2.0%로 작은 규모(GIA, '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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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한국의 해양 바이오 기술수준은 세계 16위권(미국 1위)이며, 분야별로 

차이는 있으나 선진국 대비 60~80%의 기술수준(KIMST, '11년)

○ 해양식물인 감태의 추출물인 씨놀(Seanol)이 FDA로부터 국내 최초로 

NDI(New Dietary Ingredient) 인정을 받고 산업화에 성공

- 미국(‘08년, 3년간 3천만 달러 공급), 일본(6년간 수출 계약) 및 국내대기업에 원

료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탁월

○ 홍합 유래 의료용 생체접착제 해외기술이전(‘07년) 및 열대해역에서 흑진주 

대량배양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

○ 수산생물 유전체 발현 연구로 넙치 등 주요 자원의 유용유전자 대량 확보

(DB구축, 총 24,000개) 및 산업화 기반 구축

- 넙치의 경우 13,000여개의 발현유전자를 집적한 유전자칩을 이용하여 우량한 어

미집단을 선발함으로써 분자육종 기틀 마련

▪ 속성장 넙치품종 개발

- 성장이 20〜30% 빠른 우량 품종

- ‘10년부터 양식어민에게 보급 예정

▪ DNA 바코드에 종구분 및 D/B 구축

- 수산생물 유전자신분증 DB확보

- 신속한 종판별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문제점) BT분야 R&D 예산의 높은 투자 비중에도 불구하고 해양바이오분야에 대

한 지원은 미흡(BT 예산 대비 3%에 불과)

○ 부처별 해양바이오 R&D 투자현황은 430억원 수준이며, 국토교통부(前국토

해양부)･교육부(前교육과학기술부)･산업통상자원부(前지식경제부) 등 3개 부

처가 집중 수행

* 미국 NSF는 Ocean Science에 3억달러 투자('0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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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6> 국내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투자현황

구 분
‘06년 ‘07년

금액(억원) 비중(% ) 금액(억원) 비중(%)

B T  전 체  투 자 13,019 100 15,063 100

해 양 바 이 오 투 자 412 3.16 430 2.85

※ 자료: ‘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KIMST 분석자료

○ 해양바이오 분야별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55%에 불과하나, 유전체 분석･
발현유전자 분석기술 등 일부 기술분야만 경쟁력 보유 실정

<표 1-27> 국내 해양바이오 분야별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분 야 해양생물기반 해양생물생산 해양생태환경보전 해양신소재개발

기 술 수 준 58% 56% 44% 59%

※ 자료: 해양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Blue-Bio 2016,‘08.10)

○ 좁은 연구자 풀(Pool)로 인한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모험연구 지원 부족

- 장기적 관점에서 BT 분야는 물론, IT와 NT, ET 등 타 영역 연구자들의 MBT 연

구로의 유인 필요

- 해양바이오 분야는 신생 분야로 저변확대가 필요하므로, 대규모 기술개발 과제뿐

만 아니라, 소규모 단위과제의 병행이 필요한 실정

- 소규모 단위과제 지원에 따른 장점은 대학중심의 소규모 연구가 가능하며, 이 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학문후속세대 양성 가능 및 소액 다과제 지원체계를 따르는 

일부 모험연구 형식의 지원 가능

○ 부처 간 연계협력 부족으로 전 주기 지원을 저해하는 문제들 발생

- 예산 부족, 의사소통 부족, 융합연구 미흡 등의 문제 발생

- 해양수산부가 지원한 사업 가운데 일정단계 이후의 사업은 타 부처 또는 기업영

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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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정책조정 시스템 부재

- MBT 분야 연구개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 MBT 분야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미션과 추진전략의 인과적 연계구조 구축 필요

- 소관부서인 해양수산부와 관리기관(KIMST), 연구자, 평가자 간의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체 해양생명공학사업의 효율화 기반 구축

- R&D 정책조정 시스템은 KIMST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R&D 현황분석→문제도출→정책대안마련→집행→환류’ 체계 구축 필요

(전망･목표) 해양의 높은 생물다양성으로 인해 원천물질 개발 및 독점적 물질 특

허 확보 가능성이 높으며, 경쟁력을 갖춘 IT, BT 기술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세

계 해양바이오 시장 선점 가능

○ 해양바이오산업은 ‘16년까지 6조원대 시장으로 성장 전망

- 미국은 해양바이오의 모든 분야에 대해 에너지부(DOE)를 중심으로 세계 1위를 목

표로 정책 수립 및 추진

○ 해양생물종은 全생물종의 80%에 달하고, 심해･극지 등 환경에 적응하여 유

용한 생리작용을 가지고 있어 육상생물 대비 제품화 성공률이 높음

(육상생물 대비 2.2배)

○ 해양생명자원 확보, R&D 강화, 산업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23년까지 해양

바이오산업 세계 7대 강국 실현

- 경제적 가치 창출 : 생산유발효과 2조원, 고용창출효과 2만명

- 기술수준 진보 : 선진국 대비 55% → 90% 수준 

- 에너지･환경 : 300만 배럴의 석유대체 생산기술 확보 및 CO2 100만톤 감축

라. 해양광물산업

(개념) 해양으로부터 전략금속자원(구리･망간･코발트･금 등) 등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자원을 탐사･개발하는 것에 관련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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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저 광물(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탐사･개발이 대표적이며, 해

수에 녹아있는 금속자원(리튬 등) 추출, 해저석유･가스(메탄하이드레이트 포

함) 개발 등도 포함

○ 업종으로는 광물자원 부존지역을 탐사･조사하는 탐사업, 해양광물 채취를 

위한 시추 및 채광업, 해양광물에서 전략금속을 뽑아내는 제련업, 관련 장

비･해양플랜트 생산업, 전문인력육성업 등이 포함

(현황) 육상자원의 고갈 및 가채년수 감소로 해양자원으로의 관심 이동

○ 해양자원개발 확대(‘11년 석유생산량 19%를 해양에서 시추)로 해양플랜트 시장 급성장

* 석유･가스 자주 개발률: 10.8%('10년) → 20%('12년) → 30%('19년)

* 6대 전략광물 자주 개발률: 27.0%('10년) → 32%('12년) → 42%('19년)

* 신 전략광물 자주 개발률: 8.5%('10년) → 12%('12년) → 26%('19년)

○ (일본) 메탄하이드레이트 생산기술 개발,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채광기술, 

석유･천연가스 개발을 위해 2,050억원 투입(‘10년)

(산업 현주소) 세계적으로 산업화 이전단계*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가 독

점광구확보 및 기술개발에 집중

* 육상광물의 개발여력 존재, 완전한 상업생산 기술 미개발 등

○ 우리나라도 국가R&D로 독점광구 탐사･확보, 상업생산기술 개발을 추진 중

이며, 일부 기업(대우조선해양･포스코 등)도 국가R&D에 참여

(문제점) 자원개발 분야 기술수준은 현재 선진국 대비 47%수준에 불과, 특히 실증 

및 상용화 단계의 기술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

○ (조사･탐사) 전반적으로 미흡하나, 그간의 R&D 투자를 통해 일부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기술도 존재

* 2차원 탄성파탐사 및 해석기술 등

○ (개발･생산)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하였으며, 더욱이 개발된 기술을 실증할 

광구가 국내에 전무하여 실험실 수준의 기술개발에 머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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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정제련, 고순도화 등 활용 분야는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의 단순 

R&D 진행으로 선진국과 현격한 기술차

* 저품위 희유금속광 정･제련 기술은 대규모 재원 소요

<해양자원 탐사선> <탐사용 자율무인잠수정> <반잠수식 원유시추 설비>

[그림 1-30] 해양자원 탐사 및 시추 설비

(전망･목표) 해양광물 상업생산시 연 32.7억 달러(심해저광물, 해수리튬 기준*) 이

상의 수입대체효과를 얻도록 기술개발 등 R&D를 지속 추진

○ (연간 목표) 망간단괴 3백만톤 생산시 25억 달러, 열수광상 30만톤 생산시 

3.2억 달러, 망간각 100만톤 생산시 3.5억 달러, 해수리튬 1만톤 생산시 1억 

달러 수입대체효과

○ 심해저광물을 중심으로 해양광물산업의 실질적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을 ‘15년까지 마련

○ 해양자원개발의 지속적 증가로 ‘13년 약 3,300억 달러 전망

마. 해양심층수산업

(개념) 해양심층수의 특성*을 활용한 해양의 신성장 산업

* 200m이하의 해수로 저온(3~4℃유지)과 청정성을 유지하며 미네랄이 풍부

(현황) 해양심층수 시장을 놓고 경쟁 2라운드 돌입

○ 해양심층수 시장의 경쟁 1라운드가 먹는물 시장의 경쟁이었다면, 2라운드는 

소금, 간수(두부 제조에 사용되는 물), 화장품 등에 중간재로의 역할에 대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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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해양심층수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해양심층수 먹는 물에 대한 수요 증가 후 중국, 대만 

등 수출 판로 확대

(산업 현주소) 해양심층수산업은 초기단계(‘08년부터 산업화)로 먹는 물 산업* 위

주로 형성되어 해양심층수산업의 다목적 활용**이 필요

* 먹는 물 업체는 취수관 건립 등 초기투자비 과다와 경기침체로 경영 애로

** 1차산업(에너지, 수산업 등), 2차산업 (먹는물, 식품, 화장품 등), 3차산업(해수냉장 등)

○ 현재 6개의 면허업체가 있으며, 국내 업체의 매출규모는 106억원*으로 전체 

먹는 물 시장규모 6,100억원의 1.76%를 차지(‘12년)

- 일반 먹는 물 업체들이 12년 기준 전년대비 9.1%(5,500억원→6,000억원) 성장한 

반면, 해양심층수 업체는 전년대비 -10.2%(118억원→106억원)로 성장세가 감소

(아주경제신문, 2013년 9.11일자) 

* 해양심층수 원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등 직접 매출액 기준이며, 심층수 첨가 화장품･식품 등 

간접 효과를 포함시연 300억정도로 추정됨

** 국외 해양심층수 시장(직접매출액) 규모(대만 300억원, 일본 5,000억원) 

[그림 1-31] 해양심층수 활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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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해양심층수 개발 초기단계의 비용 증가로 인한 시장진입 장벽

○ 개발 초기단계에 취수관로 설치 등의 높은 비용으로 완성제품의 단가 상승으로 

인한 시장 진입 어려움

(전망･목표) 해양심층수의 식품범위 확대* 등 지속적 산업 활성화를 통해 ‘20년 

매출액 1,000억원(‘14년 150억원) 목표 

* 해양심층수를 농축･탈염한 미네랄농축수(식품원료 사용불가)･탈염수(김치, 두부 등에 한정 사

용) 등의 사용 확대

○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1,000RT) 및 해수온도차 발전(300Kw) 등 개발

○ 노령사회를 대비하여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레저산업(타라소테라피 등)도 개발

바. 해양에너지산업

(개념) 육상자원 고갈,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력, 조력, 조류, 해상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보급하기 위한 산업

*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파력과 해상풍력을 연계･결합한 복합발전 

기술개발도 추진('13년~)

○ 국내는 8개 분야의 재생에너지*와 3개 분야의 신에너지**, 총11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 해상풍력발전: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회전날개에 의한 기계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생산

- 조력발전: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

- 파력발전: 연안 또는 심해의 파랑에너지를 이용

- 조류발전: 해수의 유동에 의한 운동에너지를 이용

- 온도차 발전: 해양 표면층의 온수(예: 25∼30℃)와 심해 500∼1000m정도의 냉수

(예: 5∼7℃)와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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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세계 각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경쟁이 갈수록 심화되어 공급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

○ 국내･외적으로 해양에너지 개발분야는 시험개발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실용

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선도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실

해역 실증이 진행

- 조력발전은 상용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해양에너지로 현재 프랑스의 Rance, 

캐나다의 Annapolice, 러시아의 Kislaya Guba, 중국의 Jingxia 조력발전소 등이 운용 중 

* 세계 최대인 시화호 조력발전은 연간 553천GWh(10만 가구 공급량) 수준

* 프랑스 Rance 조력발전소의 연간 순발전량은 497GWh에 달하며, 발전원가를 100원/kWh, 

설비 이용률을 25%로 가정하여 추정하면 연간 약 580억원의 전력시장을 형성 

- 조류발전은 영국,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에서, 파력발전은 영국, 미국, 덴마크, 

캐나다, 호주 등에서 활발한 실해역 실증이 진행

- 해수온도차 발전은 미국과 일본에서 실증시험이 수행된 바 있으며, 해수온도차 

냉난방 이용기술은 일본과 유럽에서 활발한 적용·상용

○ 풍부한 해양에너지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으로 해양에너지 기술개발에서 전 세계를 선도

- 화석연료의 부족이 심화되는 ‘30년부터 해양에너지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여 ‘50년
에는 20GW 해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예상

<시화조력발전소> <해상 풍력발전> <파력발전 시스템>

[그림 1-32] 해양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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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주소)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 전망이나, 시화조력발전소 건설 이

외에는 아직은 기술개발 단계로 산업화는 미흡한 상황으로, 최근 실해역 실증이 

시작되는 단계

* 국내의 총에너지 수요는 '10년~'15년 기간 중 연평균 3.3% 증가하여 '15년에는 '10년 대비 

17.6% 증가한 307.1백만 TOE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전 세계의 해양에너지 부존량은 천해 연안역에서만 조석에너지 1TW, 파랑

에너지 2TW 정도로 추정되며, 파랑 및 온도차에너지의 경우 심해역에 보다 

많은 자원이 부존

- 파력발전의 경우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한 잠재량은 2,000TWh/year로 추정되며 

전 세계 전력 수요의 약 10% 공급이 가능

○ 시화조력발전소는 세계 최대인 연간 553GWh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며 89.8

만배럴의 원유수입 대체효과와 74.1만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지님

○ (국내) 해양에너지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80.2% 수준이며, 조력, 조류, 

파력, 해수온도차 순으로 기술력이 높음

<표 1-28> 우리나라의 해양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08년말 기준)

핵심기술(비중, %)
국외대비수준(% ) 국산화율(% )

세부 평균 설계 평균 생산 평균

조력(25) 83.9

80.2

86.7

84.4

84.2

81.2
조류(30) 83.1 86.8 83.0

파력(30) 78.0 83.5 80.5

해수온도차(15) 72.8 77.3 73.7

(문제점) 장기간 실해역 실증이 필요한 특성으로 인해 개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

이 소요되며,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규모가 작아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절감 

등 경쟁력 제고에 한계

○ 기술수준, 낮은 경제성, 열악한 산업기반 등 불리한 국내여건을 극복하고 

해양에너지 개발･보급을 촉진하는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선택과 집

중에 따른 전략적 투자로 기술개발과 산업화 지원 필요



제1장 해양수산산업의 현재와 미래

81

- RPS 도입확대,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 도입 및 지속적인 가격관리 등 해양에너지 

시장창출에 대한 재정부담 경감 유도

○ 해양에너지는 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점 추진 분야에 포함

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투자가 미흡하여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낮

고 산업기반 취약

- 단기적으로는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개

발 및 양산에 의한 제조원가 하락, 대기업의 본격적 참여, 수출산업화 등을 감안

하여 시장주도형으로 전환

- 본격적인 해양에너지 시장 및 산업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특히 대기업의 참

여를 통한 대형투자를 유도. 특히, 민간부문의 투자는 정부의 투자규모와 비례하

여 이루어져 왔는바, 정부의 산업성숙도에 따른 지원확대가 필요

(전망·목표) 신재생에너지는 향후 ‘20년까지 조류·파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가시화되고, 대규모 조력발전 적지 개발 추진, 해수온도차 냉난방 산업 활성화와 

발전산업의 태동 전망

○ 조류･파력발전 산업은 ‘20년까지는 비슷한 규모로 성장하고 이후 파력발전 

시장규모 확대가 전망되며, 장기적으로는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복합발전,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생산 등 융복합 기술 시장의 성장 전망  

- 세계 조류발전과 파력발전은 ‘15년에 총 설치용량 1GW, 시장규모 20억달러에 달

할 전망이며, ‘20년까지는 유럽지역에서만 총 설치용량 2～5GW, 시장규모 30～
75억달러 예측

* 해상풍력: 세계 발전설비 건설비용은 연간 약 $80Billion 시장 (Emerging Energy Research)

- 국내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에너지는 ‘20년에는 전체 신재생

에너지의 5.2%, ‘30년에는 4.7%를 차지할 전망이며,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생산 부문에서는 ‘20년 16.5%의 비중 전망

* 조력발전: 국내 연간 7조원 시장(조력･조류･파력발전의 최근 동향과 전망, KDBRI)

* 조류발전: 국내 연간 1.7조원 시장(조력･조류･파력발전의 최근 동향과 전망, KDBRI)

○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원별

(조류, 파력, 온도차 발전) 실용화 기술개발 추진(‘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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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해양환경산업

(개념) 육상 및 해상 기인 쓰레기로 인한 해양경관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해양

폐기물에 대한 정화사업

○ 업종으로는 폐기물해양수거업･퇴적오염물질수거업･폐기물해양배출업･해양오

염방제업･유창청소업 등이 있으며, 선박자원 순환관리업(선박해체 등), 해상

선박피해 평가･측정업 등도 부각

(현황)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법, 

협약 등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나, 각종 해양 오염 관련 협약을 통한 규제와 유

엔의 결의 및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이 추진

○ 해양쓰레기의 투기와 관리를 직접 규제하는 협약으로는 ‘선박기인 오염 방

지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 73/78)’의 부속서 V, ‘해양투기 금지 협약(London 

Convention)’, ‘위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통제를 위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책임있는 어업을 위한 식량농업기구 행동 지침(FAO Code 

of conduct)’ 등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 미국해양대기청(NOAA)과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최로 ‘11년 3월 하와이

에서 제5차 해양쓰레기 국제컨퍼런스가 개최 되었으며, 이 행사의 성과물로 

가장 종합적인 지구적 해양쓰레기 대응 지침 문서인 ‘호놀룰루 전략

(Honolulu Strategy)’이 작성 

- 상기 전략의 핵심 목적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다방면적 전일적 

조치의 기술 및 촉매 역할’, ‘다양한 층위(지구적, 지역적, 국가적)의 해양쓰레기 

대응 전략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 방향 제시’이며, ‘3개 영역(육상기인, 해상기인, 

현존)에서 해양쓰레기의 양과 영향 저감’을 목표

<표 1-29> 호놀룰루 전략의 구성

구분 내용

전 략  목 표 해양쓰레기 양과 영향 저감 (A. 육상기인, B. 해상기인, C. 현존)

세 부  전 략 교육, 법제 정비, 역량 강화, 법제시설 개선 등 (A: 7개, B: 6개, C: 6개)

잠 재 적  활 동 세부 전략별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 예시 (A: 70 가지, B: 66 가지, C: 28 가지) 

평 가  지 표 분야별 정책 효과 평가 수단 및 측정 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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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주소) 국내적으로 해양쓰레기의 특성상 오염기인이 다양하여 정확한 발생 

추정량 산출이 어려우나 연 평균 85천톤 정도 수거

* '13년 현재 해양환경관리업의 사업규모는 약 1,300억원 정도로 추정

○ 국제적으로 런던협약(‘94.1)에 따라 해양쓰레기 투기에 대한 국제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도 의정서 준수국으로 투기량 감축 추진

* 우리나라 해양투기량 : ('06년) 900만㎡ → ('13년) 120만㎡

[그림 1-33] 해양쓰레기 피해 사례

(문제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기반 연구개발의 정부 주도가 필요하며, 

해양쓰레기 유입량 정보 및 현존량 정보가 필요

○ 해양쓰레기의 저감과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과 자료 확보는 공공기반의 연구

개발 과제로 민간이 주도하기 어려운 바, 정부지원에 의한 개발이 필요

○ 육상, 해양 및 외국에서 기인하는 해양쓰레기의 유입량을 알아야 정부 및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저감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효과성 평가 가능

○ 국내 해변, 해상 및 해저에 존재하는 쓰레기의 현존량을 알아야 정부 및 지

자체의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고 수거의 효과성 평가 가능

(전망･목표) 육상폐기물(해양쓰레기의 70%) 해양투기 Zero화 추진하여 ‘13년까지 

분뇨･분뇨오니, ‘14년까지 폐수･폐수오니 배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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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해사안전산업

(개념) 선박의 안전과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비 및 제품 생

산과 선박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 관련 업종으로는 선박항해･안전설비, 선박환경설비, 해양교통시설, 선박검사 등이 있음

(현황) 선박보안 및 해적대응관련 강화 및 신개념 선박건조 기준(GBS)관련 강화 

○ (해적대응지침이행) 해적대응지침(BMP)의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하고 선박

피랍 예방효과가 입증된 선원 대피처의 설치 의무화를 검토

○ (보안업체 인증표준) ISO는 민간무장보안업체(PMSC) 인증 표준인 ISO PAS 

28007이 개발 완료단계이며, 개발된 표준은 가능한 빨리 회원국에 제공키로 함

○ (대체설계) 대체설계가 필요한 항목마다 별도의 지침을 제정할 지 또는 모든 

선형에 적용되는 지침을 개발할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통신작업반의 추

가 논의를 거쳐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 (안전수준접근법(SLA)) 독일, 폴란드가 제출한 문서(MSC 91/5/1)를 토대로 SLA 잠정

지침 개발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식별하였으며,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산업 현주소) 과거에는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제･개정되는 선박안전･환
경기준의 법제화 및 이행에 주안점

○ 현재는 국제해사분야의 각종 규제를 단순히 수용하여 이행하는 단계를 넘어 

산업으로 연계하고 안전관리 조직을 시스템화하여 전문기업으로 육성

과거 미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설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기술개발 및 세계시장 선점 

(‘19년까지 80조원 시장 형성)

해상교통관제(VTS) 시설 설치･운영
VTS 시설 국산화 추진

(‘22년부터 수입대체 연간 100억원)

선박온실가스 배출규제 이행
친환경선박 시험･인증･표준화 시스템 개발 및 국제 

규범화 추진 (‘15년까지 200조원 시장형성)

해양교통시설 설치･운영
첨단지능형 e-Navigation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 

(‘23년까지 200조원 시장 형성)

규제 이행을 위한 소극적 안전관리 안전관리의 표준화, 선진화로 안전관리 산업 창출

[그림 1-34] 해사안전산업 창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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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해적행위나 해상테러는 선박이나 승무원 또는 여객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양오염 등으로 연안국에도 위협적 요인

○ 세계물동량의 90% 이상,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해상운송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국제교역의 확대･발전을 통한 비

중 증대 전망에 있어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해적행위에 대한 법적･제
도적 처리 규정은 미흡한 실정

(전망･목표) 지속적 강화 추세인 안전･환경 국제규제의 산업화 전환에 역량을 집

중하여 시장선점을 통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 (선도기술개발) IMO 환경규제를 위한 추격형기술개발(NOx, SOx, VOCs 저

감기술), 동반성장형기술개발(CO2저감, 에너지절감 기술), 선도형기술개발

(미세물질 PM/BC 등의 규제 도입전의 선제적 기술) 적극 추진

- 선박 복합폐열회수 최적발전시스템기술, 배기가스 규제 대응 연료유 공급시스템 

및 절감기술, 선박배출 CO2제로화 처리기술, 연료전지 적용 차세대 동력원 기술, 

폐에너지 회수기술 개발 등

○ (선박평형수) IMO 환경규제를 위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부착 의무화에 선

제적 대응 

- 선박평형수 처리･감시장치 등의 국제시장 선점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효과 27조원

(국가 총 시장규모의 0.9%증가에 기여), 부가가치창출효과 9.8조원(국가 GDP 

0.6% 증가에 기여), 일자리 창출 5만명 창출 전망

* 전 세계 운항선박은 68,190척, 선박평형수 처리설치 비용을 8억원으로 상정하고, 확정된 

규제 시장규모의 50%('12년 기준의 처리설비 시장점유율은 약 60%)를 차지한다고 가정함

(MEPC 63/INF.11, IMarEST 자료)

자. 온실가스처리산업

(개념) 온실가스처리산업은 기후변화 해결방안으로 온실가스 포집, 회수, 저장 및 

전환 기술과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연료의 효율화와 청정화 분야를 포함

○ 주요 업종은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기술(CCS: Carbon Capture & Storage)로 

온실가스 포집업, 온실가스 저장업, 온실가스 운반업, 온실가스 저장 후 관리 

서비스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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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삭감대상으로 꼽힌 온실가스는 6가지로 이산화탄소

(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화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6불화유황(SF6)

(현황) 교토의정서 연장(DOHA 2012, COP18･CMP8) 등 온실가스 저감 정책 지속

과 에너지, 회소자원 등 국가간 자원확보 경쟁 심화로 각국의 기술보호 정책 강화

○ ‘12년 12월 카타르 ‘도하 기후 게이트웨이’의 통과로 교토 의정서는 ‘13년 1

월부터 예전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청정개발체계(CDM), 공동이행제도(JI), 

배출권거래제도(ETS) 등은 ‘20년 말까지 교토의정서에 참여하는 선진국의 

감축수단으로 인정

- 연장된 교토의정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만 규제. (미국, 러시아, 

일본, 뉴질랜드 참여 거부, 캐나다 탈퇴, 중국과 인도 등 주요 개도국 불참)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강화 및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의 정확성을 평가하여 오류발생 업체의 기준년도 배출량 등

을 조정조치하고 검증 오류시 검증기관을 제제할 계획임 

- 우리나라는 ‘15년부터 정부 주도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 ‘00년대 이후 지속된 고유가 행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발표에 따른 온실

가스 저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탈석유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

- 스웨덴은 ‘06년 ‘20년 석유 독립 프로젝트’라는 계획을 내놓고 석유·원자력 발전을 

대신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실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시스템 

도입에 앞장서고 있음

- 미국은 ‘06년 탈석유 구상을 기반으로 한 ‘미국 대체에너지 정책(AEI)'을 발표

- 대표적인 석유 생산국으로 수입의 80%이상을 석유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아

라비아는 금광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기타 중동국가들은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

지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

(산업 현주소) 석유 등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에

너지 밀도, 저장, 이송 등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함께 

종합적인 CO2 처리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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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의 포집 후 정제 및 액화 공정 시장은 세계 우수 촉매 및 엔지니

어링 사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이산화탄소의 공급처 및 사용처에 따

라 정제 및 액화공정은 수많은 대안 방법이 존재

- Haldor Topsøe는이산화탄소에서 음식 및 음료용 수준으로 정제하는 공정, CATOX Unit 판매

- Johnson Matthey Catalysts는 PURASPECJM Unit를 판매, 황화합물 및 탄화수소

(메탄, 에탄 및 아로마틱) 제거용으로 촉매를 변경하여 사용

- CCS에서 불순물 제거공정은 영국의 Kingsnorth CCS Demonstration Project에

서 E.ON 사가 많은 연구를 수행

○ 정부는 ‘08년 저탄소녹색성장 비전 제시와 함께 그린에너지 산업육성 전략

의 9대 중점기술로 CCS 기술 선정하였으며, 지난 ‘00년 ~ ‘09년까지 CCS 

기술개발에 총 1,069억원의 정부 예산을 R&D에 투자

- 전체 예산의 약 80%인 854억원을 포집기술개발에 투자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저장 

및 대규모 실증분야 투자는 저조

○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CO2의 포집과 수송, 전환 등을 저장기술의 

실증 사업화와 연계하는 방안 모색 중

- ‘15년까지 CO2 저장 부지를 선정해 ‘17년부터 CO2 저장(주입)을 시작한다는 목표

- 대규모 CO2 저장소 확보를 위하여 울릉분지, 제주분지, 군산분지 등 국내 해양 

퇴적층을 대상으로 저장소 탐사, 선정 및 특성화 연구를 수행 중임(총 19개 기관

이 24개 과제를 담당하여 수행 중)

[그림 1-35] CCS 해양지중저장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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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원천기술 및 핵심요소기술 확보 열세 및 선진국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용 열세

○ CCS 전 과정에 대한 연계연구 부족한 실정이며, 큰 효과가 나는 Non-CO2 

저감 사업은 선진국 기술이 선점한 상태

○ 해외 선진 기술 대비 원천기술, CO2분야 전문인력 부족, 온실가스 공정기술 

타 분야 적용성 확장 기술 등이 부족한 실정이며, CO2 전환기술 상용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 인프라 부족

- 소규모 연구 그룹 중심의 기초 연구를 탈피하여 CO2 전환 공정 개발 연구 센터 필요

(전망･목표) 청정연료시스템 개발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과 고부가가

치 플랜트시장 진출 

○ ‘30년 CCS 세계시장 규모는 4,529억달러(450조원) 시장으로 성장 예상

(한국전력연구원, ‘07년)

- CO2 사후 처리 기술로 CCS&U(Carbon Capture Storage & Utilization)는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 제고 및 국가 주력 산업의 지속 성장에 기

여하고 부상하고 있는 세계 탄소시장 선점

<표 1-30> CCS 한국 시장 규모 예측

구분 ‘08년 ‘20년

한국 시장 규모 8,000억원 2조 6천억원

※ 자료 : 산업통산자원부(前지식경제부, ‘07년)

차. 첨단로봇･장비산업

(개념) 미래형 해양 개발을 위한 해양 구조물의 수중 작업능력 고도화 및 수중 환

경조사･탐사 지원, 해역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구조물 시공 상태 감시･유지관리

를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로봇 및 장비 개발 산업

(현황) 대형 해양구조물 수요 증대, 해양에너지 플랜트 건설 가시화 등으로 수중

로봇은 정부의 융·복합 기술 우선 정책으로 부상

○ MB정부 국정지표로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계획 발표(‘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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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위의 ‘제1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13년까지 1조원의 연구개발비 

투자계획 발표(‘09년)

- 국토해양부 3대 핵심 정책과제 중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확충’ 계획 발표(‘09년)

* 로봇 시공기술 등 첨단 융복합 건설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08년 71억원 → '09

년 122억원)

○ 수중작업능력 고도화를 위한 다기능 지능형 수중 로봇 기술 분야의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는 모든 국가에서 비교적 꾸준한 양적 성장

* 전체 총 2,538건 중 일본 775건, 미국 480건, 한국 342건, 유럽 138건으로 나타남

- 모든 기술 분야에서 일본이 가장 많은 출원 활동, 한국에서는 핵심기반기술 분야

에서 가장 많은 출원, 그 다음으로는 수중조사로봇, 지반조성, 수중유지관리, 매

설, 구조물 시공 로봇 분야의 출원 순서

- 국가별 기술력은 일본과 미국이 연구개발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가별 시장 

확보력도 일본과 미국이 주도

* 미국의 경우 주된 관심 분야는 해저, 공해, 지상에서 군사용으로 특화된 이동체 개발 

(산업 현주소) 국내는 실험실 규모의 성능평가 또는 시작품 제작 단계 수준이나, 

선진 주요해양국은 해외 시공 분야에서 시장 선점을 위한 체계적 연구개발 및 상

용화 전략 추진

○ (국내) 기술완성도(TRL) 약 4.5 정도로 실험실 규모의 성능평가 또는 시작품 

제작 단계 수준

- ‘03년부터 창원대학교에서 원격조정 시공이 가능한 항만공사용 수중로봇 Stone 

Man과 Stone Diver를 개발(대수심에서 2∼3톤 규모 사석 적층)

- ‘06년에 세계에서 4번째로 6,000m급 무인잠수정 해미래를 개발(5년, 120억원 투자) 

○ (국외) 수중 로봇 산업의 향후 지속적 성장 예측을 통하여 해외 시공 분야

에서 시장 선점을 위한 체계적 연구개발 및 상용화 전략 추진

- (미국) 터널의 진단 상태를 파악하는 수중 운송체로 REMUS TIV(Tunnel Inspection 

Vehicle)을 개발･활용

* ‘10년 군사적 목적의 ROV와 AUV의 고객은 미국, 러시아, 영국, 뉴질랜드 순으로 고객층 형성

- (프랑스) Nexans사는 해저용 원격조정 굴삭기인 SPIDER ROV 개발·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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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CTC Marine에서 사용 중인 AMP500 (Advanced Multipass Plough)은 

‘04년도에 개발되어 파이프라인 굴착 및 매설에 사용

- (영국) Soil Machine Dynamics에서 개발한 UT-1 Ultra Trencher는 해저면에서의 

오일･가스 파이프라인 매설, 통신 케이블 설치에 사용

- (영국) 에식스 대학교 로봇 연구팀은 물속에서 자발적으로 유영할 수 있는 로봇 

물고기를 개발하여 해양 오염도 추적에 적용

- (영국) BP에서 개발한 ALISTAR3000은 해저면에 매설되거나 드러나 있는 파이프

라인 추적에 사용

- (호주) Benthic Geotech Pty LTD에서 개발한 PROD(Portable Remotely Operated 

Drill)는 해저 착저식으로 운용되는 해양지반조사 전용 장비 사용

- (일본) URAKAI Research Development Lab에서 제작한 해저 세척 로봇

(문제점) 수중로봇 기술 분야는 타 로봇 분야에 비하여 시장의 성장속도가 월등히 

크고 지적재산권의 선점 용이의 잇점이 있으나, 원천기술 및 핵심요소기술 확보 

열세, 선진국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용이 열세하여 추가적인 예산투입이 시급

○ 해상 구조물 시공은 해상 교량, 터널, 항만, 풍력발전 등 다양하고, 수중 작

업 안정성 확보 등 열악한 수중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분야로서 시장

규모는 매우 큼

- 수중로봇의 운용 시장은 수중 로봇 자체 제작 시장에 비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운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 전망도 필요

○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미래 지향적인 수중로봇 개발을 위해 부처간 업무 

연계 및 협력 방안 구축 필요

- 성공적인 실용화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범 정부적 역할 분담 및 연계･
협력 구조가 필수적

*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수중로봇과 관련한 업

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간 중복성 탈피

○ 첨단해양기기･장비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인증하고 

실해역 실증을 위한 해양 실험장 구축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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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탐사와 개발에 대한 요구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초음파탐사장비, 해

양학센서,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AUV(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무인선, 무인기, 수중-수상 통신 연계네트워크 등 첨단해양장비 기술에 대한 실해역 실

증 결과가 중요

(전망･목표) 해양자원, 해양플랜트 등에 있어 최근 급속히 부각되고 있는 산업간 

연계를 통한 ICT, ET와의 융･복합기술 창출 도모

○ Visiongain의 2011년 ROV와 AUV에 대한 시장 보고서(Remotely Operated 

Vehicles(ROV) and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s(AUV) in the Energy 

Market 2011~2021)에 따른 이들의 총 시장 규모는 ‘10년의 15억 5,900만달러

에서 ‘21년에는 34억 7,900만달러로 연평균 8.3%의 높은 증가율 유지할 전망

<표 1-31> ROV 및 AUV의 시장 전망

(단위: 백만달러(US))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매 출 액 1,559 1,654 1,770 1,911 2,082 2,283 2,491 2,692 2,885 3,078 3,275 3,479

증 가 율 - 6.1 7.0 8.0 9.0 9.7 9.1 8.1 7.2 6.7 6.4 6.2

※ 자료: Visiongain, Remotely Operated Vehicles(ROV) and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s(AUV) in 

the Energy Market 2011-2021, ‘10년

○ 로봇 산업에 따른 국내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20조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체 로봇시장 중 수중로봇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만 추정하더라도 

연간 2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기대

<표 1-32> 로봇 산업 생산유발효과

시기 현재 1단계 (~‘13년) 2단계 (~‘18년)

세 계 시 장  점 유 율 8.9% 13.3% 20%

국 내 생 산 0.90조원 4조원 20조원

고 용 창 출 ( 누 적 ) 6,200명 20,000명 80,000명

수 출 1.8억달러 10억달러 70억달러

전 문 기 업  육 성 187개 250개 500개

※ 자료: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안) - 신성장동력 참고자료(‘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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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대 해상교량: 2011년 세계시장 140조, 2011년 국내시장 7조(http://blog.naver.com)

* 인공섬: 2020년 약 250조, 2020년 한국시장 약 10조(다기능 i-PORT구축 기술개발 

기획과제)

* 해저터널: 2030년 세계시장 5,000조(특별기고 韓日해저터널- 거제를 ‘기회의 땅’으로)

* 해저 파이프라인: 연간 10억불 시장(Offshore pipelines & control lines market update 

report, '09)

* 해저케이블: 연간 10억불 시장(Terabit Consulting, Inc)

<6,000m급 무인잠수정 해미래> <심해저 집광로봇 미래로> <수중관리로봇ALISTAR 3000>

[그림 1-36] 개발·활용 중인 첨단수중로봇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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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해양수산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성장동력화

1. 해양수산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가. 해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새로운 유망사업 역량강화와 성장원천 다원화를 위한 기반확충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

미래 해운산업의 발전방향과 목표

‣ 선박금융시스템 강화와 해외 신시장 개척을 통한 해운산업 선진화 추진

○ 해운/조선/금융 연계 강화

- 합작선사(JVC) 설립, 조선발전기금 신설, 3자간 협의체 활성화

○ 새로운 유망사업에 대한 역량 강화

- 특수선(해양플랜트), Express 서비스(위그선), 동북아 크루즈, LNG 연료선 등 

- 저개발 자원부국에 합작해운회사(JVC) 설립 등을 통한 신규 수송권 확보

○ 성장원천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 해운자본 축적(해운보증기금 등), 전문인력 양성,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녹색선박 개발 

- 민간부문의 연안선박 투자촉진을 위해 연안선박투자펀드 설립 추진,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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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만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전략중심의 항만을~ 집중 육성하고 항만배후단지의 기업유치를 활성화

미래 항만산업의 발전방향과 목표

‣ 지역별 항만 특성화 전략 및 친환경 항만 조성 추진

○ 항만배후단지 개발 확대 및 기업유치 기반 확충

- 신규 개발, 주변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의 통합 등을 통해 3천만㎡ 규모의 항만배후

단지 확대

- 항만배후단지 내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 맞춤형 Biz 모델 개발, 투자유치정보센터, 

투자유치지원단 설립

○ 전략중심항만의 집중 투자, 종합완성형 항만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 

- 관광, 플랜트, 자원 등 항만별 특화 전략 수립 및 이익공유제와 연계 국부창출 방지 

운영체계 개선

- 중심항의 항만수심, 터미널 규모, 항만배후단지, 장비, 생산성 등 확보 및 지원

○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전용항만 개발 추진 

- 향후 예상되는 해외자원 개발, 해양플랜트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전용 항만의 개발  

○ 북극항로 연계 항만 개발

- 미래의 자원보고이자 신해상 고속도로가 될 북극항로 대비 신북방 항만개발기본

계획 수립

- 강원, 경북과 나진, 원산 등 북한, 극동러시아 등의 주요 북극항로 연계 항만개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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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정책자금 등 지원체제 강화 및 해외 동반진출 기반 마련

미래 물류산업의 발전방향과 목표

○ 글로벌 정책자금(금융) 지원

- 물류산업발전법(안) 재정 등을 통해 물류기업 해외진출 촉진지원 및 조원대 전용 

공공기금 마련

- 정책금융공사, 국민연금 등 국부펀드 기관이 운용하는 M&A전용펀드의 물류기업 

지원 확대

○ 글로벌 물류 전문기구 설립

- 추진력 및 민간투자 지원을 위한 정부 자본금(1천억원)을 투자한 글로벌 물류투자

전문기구 설립 

○ 해외 고용창출 플랫폼 마련

- 1인 글로벌 포워딩 기업, 공동브랜드 등을 활용한 해외 청년 고용 창출 기반 마련

○ 글로벌 물류투자분석센터 기능 강화

-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KMI)는 예산 3억원(‘10년 2억원)으로 국내 물류기업 해외진출 

정보 지원 

- 센터 예산(30억원) 증액으로 사업기능 강화(해외정보 디렉토리 등)를 통한 저비용 

진출기반 제공

○ 정부 주도의 선도사업 추진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

- 정부 재원을 근간으로 해양플랜트 펀드 조성

- 해양플랜트 국내발주를 통한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 경험과 실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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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해양개발의 가치사슬을 탈피하고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기존 조선 역량을 

활용한 해저개발사업 및 FEED*까지의 확장으로 정의

* Front End Engineering Design: 해양개발의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의미하며, 전체 사업

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10% 미만이지만 프로

젝트의 방향성과 기자재 선정 등에 관여하는 핵심 기능

* 세계 드릴십, FPSO 신조선(新造船)은 한국기업이 전량 수주('11년)

미래 조선산업의 발전방향과 목표

‣ IMO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고효율･친환경 그린쉽 개발을 통한 신규시장 확보

○ IMO 환경규제 강화에 의한 조선산업계의 산업적 재편에 대비하고, 선도적 

기술개발에 의하여 시장선점에 의한 신규시장 확보

- 대기오염물질 규제강화 대응기술(NOx, SOx, VOCs 저감기술), 온실가스 규제 도입 

대응기술(CO2저감, 에너지절감 기술), 신규 환경 규제 대비기술(미세물질 PM/BC 

등의 규제 도입전의 선제적 기술)의 선제적 확보

○ 해양개발 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 설비 제작 등 부분 참

여에 그치는 근본 원인 해결 및 사업 경험과 해양개발 전문 인력 양성

- 해양수산산업 가치사슬의 첫 단계인 기본설계(개념설계)는 부가가치가 최대 10% 

수준이지만 전체 프로젝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기능

○ 산업 간 협업(Collaboration)으로 해양개발 토털 솔루션 제공 역량 보유

- 토털 솔루션 역량 확보를 위해 최고 해상 설비 제작 경쟁력이 있는 조선산업과 

플랜트 엔지니어링, 철강산업 및 IT산업과의 협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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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융복합을 통한 산업 전체의 가치증대를 위해서는 수산업의 확장개념인 “수
산산업”을 정의하고, 그 범위를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로 확대

* 수산업을 어업(1차 산업) + 가공･정비･어구제작(2차 산업) + 유통･관광･요식

(3차 산업) 등을 포함하는 고도화된 6차 산업인 “수산산업”으로 개념 확장 필요

미래 수산업의 발전방향과 목표

‣ 첨단･기술집약적인 양식산업 육성, 수산물 유통체계 혁신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전통적 수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 해양생물로부터 신의약, 신물질, 신소재 개발 등 해양생명공학 산업 육성

* 세계 시장규모는 '11년 30조 384억원 규모(건강기능성식품, 바이오연료, 화장품시장 등 고려)

- 차세대 양식산업 발굴(1조원 품목 육성), 해외 양식어장 개발, 아열대어종 산업화

- 수산 R&D 체계 개선을 통해 수산물의 세계 일류 상품화 추진

○ (수산종자산업) 세계적으로 개발초기 단계로 선점효과가 매우 큼

- 세계% 정도만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배에 의한 종자 생산

- 노르웨이(대서양연어), 일본(참다랑어, 뱀장어), 중국(잉어류), 한국(넙치)

* FAO, 세계 수산종자시장은 157억달러 규모(세계 종자시장 693억 달러의 22% 차지)

* 농림수산식품부, 넙치전복에 대해 Golden Seed 프로젝트 추진('13년∼'21년)

○ (원양산업) 원양어업･해외양식 및 해외투자로 생산한 수산물의 운반･가공･
유통･판매 등을 하는 사업으로 국내 생산량의 급격한 증량은 곤란한바 해외 

개발역량을 확충하여 원양어업을 종합 해외자원 개발 산업으로 육성

- ‘10년 기준 29개 기업이 16개국에 진출(93백만 달러 투자)하여 기술인력 98명 해

외진출 및 연 매출 227백만 달러 달성

- ‘12년 해외 수산자원 생산량은 총 92만톤이며, ‘17년 110만톤 목표

* 현재('12년): 원양어업 58만톤 + 해외합작 어업 21만톤('11년) + 양식･가공 등 13만톤('10년)

* 목표('17년): 원양어업 60만톤 + 해외합작 어업 25만톤 + 양식･가공 등 25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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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가공업) 타산업과의 융합, 기술혁신, 신기술 창출 등을 통해 고부가

가치 글로벌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 어장환경개선 시범어장운영, 갯벌어업 육성제도 마련으로 갯벌을 해삼, 참굴 등 

전략적 수출품목 양식 및 가공 확대를 통한 수출전진기지화

* 중국의 연간 해삼 소비는 120만톤이나 연간생산량은5만톤에 불과 1조원대 수출시장 전망

* 수산물가공업 매출 2배 증대(매출액 5.4조원('10년) → 10.8조원('20년)) 

* 수산물가공업 수출 2배 증대(수출액 145만$('10년) → 290만$('20년)

○ (신개념 양식산업) 양식기자재 및 배합사료 시장 확대 등 사료관련 서비스

산업 창출로 세계 5대 양식수산물 생산 국가로 도약

* (양식수산물) '17년까지 166만톤 생산(전체 수산물 생산의 45.7%)

* (배합사료 시장) '17년 6,000억원으로 현재 시장규모의 4배 확대

○ (낚시산업) 낚시 관련 인프라 구축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통해 낚시인

구를 확대하고 낚시관련 신산업 창출

* 낚시산업의 목표 : ('12년) 낚시인 573만명 → ('17년) 800 (40%↑)

○ (관상어산업) 양식 및 품종 기술 개발, 생산 여건 개선과 연관시장 창출을 

통해 관상어 시장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

* 관상어산업의 목표(수출액) 0.1백만달러('12년) → 10백만달러('17년)

○ (수산백신사업) 양식분야 항생제를 대체하고 친환경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

해 수산분야 백신사업(BT융합) 추진

* (백신기술력) ('13년) 선진국대비 60% → ('18년) 선진국대비 75%

* (항생제사용) 6회/1년 → (백신 후 항생제 사용 횟수) 2회/1년



제1장 해양수산산업의 현재와 미래

99

2. 해양수산 신산업의 성장동력화

‣ 기초･원천 및 응용 연구의 전략적 확대 및 혁신기술개발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 신산업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집중 발굴·육성

(중요성) 인류생존, 삶의 질, 미래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 부각

○ 기후변화, 자원고갈, 자연재해, CO2 배출규제 강화 등 글로벌 이슈 부각에 

따라 해양수산산업기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 및 새로운 기회 창출 가능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증가, 에너지와 자원 부족 심화, 해양 

생태계 교란 심화,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위협 등 환경과 자원문제 심화, CO2 배

출 문제에 대비한 대체 해양에너지원 개발 활성화 

* 21세기 전세계 평균온도는 1.8∼4.0℃상승, 3.0℃ 상승시 전세계 해안 30% 침수예상

(IPCC), '20년 이후 육상자원의 80% 고갈, 에너지 수입의존도 96.4%

- 지식기반사회 진전과 글로벌화, 고령사회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쾌적한 연안 및 해양이용에 대한 수요급증

(중요성) 대형화되고 빈발하는 해양재해･재난 사고 대응을 위한 과학적 해결 요구 증대

○ 세계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성장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어나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 지속

* '10년 CO2배출량: '09년대비 5.8%↑, 20년내 최대 상승(美에너지안보청, '10년)

* 20년간 CO2배출량 증가율: 중국(256%), 인도(179%), 한국(136%)

○ 해양에서 활동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되고 빈발하고 있는 해양재

해･재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유류오염, 쓰나미, 폭풍해일, 해수면상승, 가뭄, 원전 및 핵잠수함 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

출 등 해양재해･재난사고 발생빈도 증가

(중요성) 국가 해양과학기술 발전과 해양수산 신산업 조기 구현 필요성 증대로 미

국･중국 등 주요 각국은 R&D투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전략적 투자를 통한 미래 

이슈 및 시장 선점 추진

○ 기초･원천기술 개발과 융･복합 연구를 통한 세계 일류수준의 해양 수산 산업 육성 필요



해양신산업 창출 및 활성화 정책지원 방안 수립 기획연구

100

-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로서의 해양바이오, 해양플랜트, 해양레저･관광 등 최첨단 

융･복합 산업의 급속한 성장 

○ 새롭게 G2로 부상한 중국은 지난해 GDP규모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투자 규모

*에서도 일본을 추월

* 미국: 4,053억달러, 중국: 1,537억달러, 일본: 1,441억달러, 한국: 448억달러(Battelle, '11년)

○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급성장으로 세계 에너지･자원 수요가 급증*하는 반

면, 가용 에너지･자원의 한계로 국가 간 자원 확보 경쟁 심화

* 세계 에너지 소비: '08년 대비 '35년에 53% 증가 전망(美에너지안보청, '11년)

(중요성) 인구구조 변화와 지식기반사회의 심화에 따른 사회이슈 대응 및 국격 제

고와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해양과학기술의 역할 요구 증대

○ 중･단기 사회 현안 및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융·복합 기술과 신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지속적 증가

-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로 관광레저･생명공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및 융･복합기술 개발 가속화

-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등 상생을 위한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 모델 정립 필요성 증대

○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국제적인 기여와 이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요구 증대

- 첨단기술분야의 국제협력 확대와 더불어 제3세계에 대한 적정기술 및 과학지식의 

기여를 통한 과학기술의 세계화 요구 증대

(현황) 해양수산산업기술 육성 전략 정비 및 투자 확대

○ 해양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해양수산 신산업 등장

- 현재 시장규모는 미미하나 자원량 고려 시 향후 엄청난 시장규모 전망 

* 해양수산 신산업: 해저광물, 해양에너지, 해수, 해양공간, 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신산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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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및 해양과학기술 투자 확대

- 2010년대 들어 국가 차원의 해양과학기술 전략 수립

○ 중국은 해양과학기술의 해양경제 기여도를 ‘10년 54.5% → ‘15년 60%로 제고 추진

- 해양과학기술 예산 : 중국은 우리나라의 4배, 일본 6배, 미국 27배에 해당(‘09년 기준)

<표 1-33> 세계 주요국의 해양과학기술 정책 및 예산 현황

구분 추진 전략 주요 내용 MT예산(‘09년)

미 국 해양과학 R&D 기반조성 전략(‘11년) R&D 기반시설 확보 및 정비 10.4조원(27배)

중 국
해양과학기술 

개발계획(‘11년~‘15년)(‘12.5)
중점추진사업 선정 1.7조원(4배)

일 본 해양자원에너지 확보 전략(‘10년) 탐사구역 확대 및 ‘20년 상업화 2.2조원(6배)

영 국 해양과학전략(‘10년) 우선순위 결정 및 이행장벽 제거 -

한 국 2020해양과학기술 로드맵(‘11년) MT 투자방향 및 운영전략 수립 0.39조원

(투자성과) 해양수산산업 육성을 위한 R&D 예산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별 생산유발효과

-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별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면, ‘11년 예산을 적용한 결과 해

양환경 및 예보기술 분야가 761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해양광물자원분야 540억

원, 해양기장비분야 481억원 순으로 나타남

- ‘12년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별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면, 해양환경 및 예보기술 

분야가 869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해양기장비분야 735억원, 해양바이오분야 

463억원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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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개발분야

해양물류분야

(

[그림 1-37]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별 생산유발효과

○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별 부가가치 유발효과

-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별 부각가치 유발효과를 살펴보면, ‘11년 예산을 적용한 결

과 해양환경 및 예보기술 분야가 428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해양광물자원분야 

282억원, 해양바이오분야 180억원 순으로 나타남

- ‘12년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별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살펴보면, 해양환경 및 예보

기술 분야가 488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해양광물자원분야 226억원, 해양기장비

분야 210억원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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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별 부가가치 유발효과

○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별 취업유발효과

-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별 취업유발효과를 살펴보면, '11년 예산을 적용한 결과 해

양환경 및 예보기술 분야가 71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해양바이오분야 379명, 해

양레저관광분야 250명 순으로 나타남

- '12년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별 취업유발효과를 살펴보면, 해양환경 및 예보기술 

분야가 81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해양바이오분야 375명, 해양기장비분야 270명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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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별 취업유발효과

○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별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 10개 분야로 재분류한 해양 수산 신산업의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부가

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살펴본 분석결과는 <표 1-32>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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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해양수산산업을 선점한 주요 선진국들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추진체

계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투자 확대로 해양수산 신산업 중 차세대 성장 동력 창출

을 추진

○ (분야) 장기적 전망과 가시적 산업화 실적 도출을 위한 환경, 에너지, 신소재, 

삶의 질 등 다각적인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

○ (산업간 교류･협력) 해양자원과 ICT, BT, ET 등 최근 급속히 부각되고 있

는 산업간 연계를 통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 도모

- 해양생물을 활용한 신약･신소재 개발(BT), ICT기술을 활용한 3차원 컨테이너 검

색장치 개발 등 첨단산업 육성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해양에너지･해양바이오 등 ET 기반의 기술개발에도 

집중하여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 해양에너지 복합기술(조류+풍력+파력 등), 해수종합 이용기술(해수담수화+해수용

존광물 추출) 등 해양수산 융･복합 기술 개발

○ 선택과 집중의 강화 및 전문연구기관과 산업체연구소와의 역할 분담

- 주요 연구과제 선정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 이를 더 강화하여 연구와 기술 수

준의 수월성 제고 필요

- 첨단 해양 운송체･해양 안전기술, 해양 플랜트 및 장비시스템 기술, 해양공간자원 

이용 기술,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 등은 대부분 조선･해양수산산업체 연구소의 관

심 연구 분야로 전문연구기관은 관련된 기술기반 정책 연구 등으로 역할 분담 필요

○ 새로운 영역의 개척

- 아직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지 못한 초대형 부유식 구조물(VLFS: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개발하여 침체된 국내 대형 토목･건축산업, 철강산

업, 중소 조선산업의 활성화로 고급 기술인력의 고용증대와 국가 경제 신성장 동력 창

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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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부유식 구조물> <Floating Island> <해저도시 모식도>

[그림 1-40] 해양공간의 육지화를 통한 글로벌 산업 트랜드

3. 법제도･규제 개선

제도개선 1제도개선 1  해양수산산업 기반조성 분야 해양수산산업 기반조성 분야 

산업표준분류체계에 해양수산산업부문 추가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체계 내 해양수산산업부문 누락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9차 표준산업분류(2007)는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을 대･중･소･세･세세분류 등 5단계로 구분하여 1,145개로 분류

-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실태파악이 어려운 10개 산업에 대해서는 KSIC와 다른 

별도의 특수분류체계가 설정

* 통계청 산업특수분류(9종): 로봇･스포츠･물류･환경･에너지･콘텐츠･자동차관련전용부품제조･
정보통신기술･관광

** 국가표준(KS)등록 분류체계(1종): 바이오산업

○ 현재 표준산업분류체계상 해양수산산업은 KSIC 및 특수분류체계상 설정되어 

있지 않음

- 해양관련 산업이 KSIC상 여러 부분에 나눠져 분류되어 있음

* 통계청의 KSIC 분류검색에 따르면 ‘해양’은 8개 대분류 중 15개의 코드, ‘수산’은 

6개 대분류 중 96개의 코드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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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플랜트, 해양바이오산업 등과 같은 해양관련 산업분야는 해양수산산업의 특성

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타 산업에 포함되어 구분

(문제점) 현행 표준산업분류체계로는 해양수산산업에 대한 실태 파악 불가능

○ 해양수산산업분야에 특화된 발전전략･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해양수산산업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하나,

- 현행 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는 해양수산산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산업

통계의 작성 및 분석이 불가능한 실정

○ 기후변화 대응, 해양자원 수요 증대 등 향후 해양수산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산업분야를 산업분류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

나. 개선방안

국내해양수산산업 분류체계 설정 및 현행산업분류체계와 연계

○ 해양수산산업 분류에 관하여 관련 연구기관이 수행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해양수산산업분야가 현행 산업분류체계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 2010)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서 해양과 연관

된 산업들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정비로 활성화

산업분류체계 반영을 통해 해양수산산업 전반에 걸친 정확한 파악으로 향후 해양

수산산업 분야에 특화된 발전전략 및 정책 수립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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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2제도개선 2  해운해운 ‧‧ 물류물류 ‧‧ 조선 산업 분야조선 산업 분야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정비로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미국발 금융위기(‘08), 유럽 재정위기(‘11)로 해운･물류･조선 등 해양수산 산

업 침체 장기화 우려

* 해양수산 산업내 선박 비중 : 1.87%('08) → 1.75%('11, 감소)

** 해운산업 비중 : 1.52%('08) → 0.95%('11), 감소

○ 한국/목포해양대학교 해기인력 양성학과 정원 확대

- 외항상선 1,000척, 매년 신규 수요는 약 1,350명인데 반하여, 정규 양성과정인 한

국/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서 양성되는 인원은 750명에 불과

* 국제 해상 물동량과 선박척수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20년 국내 외항해운 보유선박은 약 

2,000척으로 '15년 3,000명, '20년 6,000명의 해기사 부족 전망

** 국내 상선대 규모가 330만톤('77년) → 3,700만톤('11년)으로 10배 이상 늘었는데도 해기

사 정원은 '77년 400명으로 증원된 이후 답보 상태

(문제점) 선사들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보강이 

필요하며,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으로 중소선사들이 신규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책지원 필요

* '12년 9월,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이후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건설･조선･
해운업종에 대한 회사채 인수 기피

○ 일부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에서 선박금융 원금에 대한 유예기간을 해운

시황 회복이 될 때까지 장기적인 유예로 전환하고, 선박금융 LTV 부족분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지원 필요 

* 선박금융 원금에 대해 개별적으로 유예하고 있으나, 6개월∼1년 단기적 유예

○ 2자 물류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 장치 마련 시급

- 대기업들의 물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타사계열 물류회사나 제3자 

물류회사의 성장에 한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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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STX팬오션 등 국내 5대 선사의 선대 규모를 합쳐도 일본 최대 선사인 

NYK에 못 미치는 실정으로 3자 물류가 활성화된 선진국과 달리, 현대차 그룹처

럼 2자 물류를 설립코자하는 국내 기업풍토가 문제 

* 일본의 신일본제철, 도요타자동차 등 대형 화주들은 자국의 전문 수송선사인 NYK나 MOL 

등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자료에 지적, 현대차그룹은 비

상장법인 현대글로비스 설립('01.02) 후, 자산 472억원('01년) → 3조 1,896억원('11년), 매

출액 1,984억원('01년) → 7조 5,477억원('11년)으로 급성장

*** 물류 전문기업이 부족한 실정에 삼성전자는 해외물류 70%를 DHL 등 외국기업에 위임

나. 개선방안

선제적 자금조달을 통해 유동성 악순환 단절, 회사채 신규/차환 발행 지원, 선박

금융 원리금의 한시적 상환 유예

○ 해운위기 조기극복을 위해서는 유동성 지원 등 선제적 금융지원 절실

- 원리금 상환 유예/대출 상환 보증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및 선사공기업･조
선소･금융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합작회사 설립 지원

* 악순환 구조 : 해운불황 → 실적악화 → 신용등급 하락 → 회사채 발행 불가 → 유동성 위기 

→ 선박투매 → 호황기 고가매입의 악순환

국제물류투자펀드 재활용 방안 모색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 지원

○ 글로벌물류네트워크(GLN)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1조 3,800억원 규모 국제

물류투자펀드 재활용 방안 모색

* 국제물류투자펀드: 해외항만 운영권 확보, 해외 주요 물류거점의 3PL업체, 터미널 운영사, 해

운선사 경영권 인수･합병 또는 해외 파트너와의 합작법인 설립 등을 지원

- ‘12년 임시국회에서 펀드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으면서 국가 예산만 묶어 놓고 있

다는 지적에 국토해양부 장관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며 향후 펀드 청산도 고려

하고 있다고 답함(아시아경제, ‘13.4.11자)

- 국제물류투자펀드 청산으로 우리나라 물류업계의 해외영토 확장 기회 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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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3제도개선 3  수산업 분야수산업 분야

양식산업,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통한 어가 안정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연근해 어업 생산량 감소로 인한 어가 경영악화 및 경영수지 감소

○ 연근해 어업 생산량 감소 원인은 어업자원의 감소와 연안환경 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며, 근해어업의 1항차 당 경영수지가 점점 감소하고 있음

* 미국발 금융위기('08), 유럽 재정위기('11)로 '12년 상반기 대비 '13년 상반기 수산물 수출물

량 8.3%, 금액 11.2%로 대폭 감소

(문제점) 어업 생산량 증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미흡

○ 급증하는 수산물의 국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한계

- 국내외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생산시스템 미흡

- 수출품목이 참치, 김, 오징어 등 몇 개 품목에 편중

- 글로벌 수요가 있는 품목에 대한 양식시설 확충 및 R&D 부족 

나. 개선방안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실현, 양식산업 고도화, 수산식품 산업 활성화, 신규인력 

유입 촉진, 어가 경영안정 및 재해대비 체계 강화

○ 기후변화, 생태환경, 자원을 고려한 감척 추진과 조업구역 조정 확대 및 어

선거래제도 신규 도입

○ 외해, 무인도 등 신규어장에 기술･자본 진입을 위한 진입제한 완화 및 해외

수산자원개발 자조금 제도 신설

○ 생산단계 품질관리 위주의 품질인증제를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 및 위해요

소 관리 등을 강화한 우수관리인증제로 개편을 통해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

을 보장하는 인증･표시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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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계 고교･대학교와 업종별 수협과 품목별 단체가 연계한 현장 착형 교

육 추진, 창업인턴제, 대학생 창업연수 지원 및 어촌 정착자에 대한 병역특

례제도 및 지원규모 확대 등 신규유입 추진

○ 어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복구지원 대상확대, 선집행･후정산방식 도입, 

보상수준 현실화 및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전면 개정, 해

난사고 예방･어선 안전 조업 및 구조체계 혁신

○ 양식보험 보장범위 및 어종 확대, 어선･어선원보험 제도 개선, 어장휴식직

불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및 소득보전직불제도 도입

(통계조사 개선) 수산업 통계 업무를 통계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재이관 및 해양수

산산업 전수조사를 통한 통계시스템 구축 

○ 농업, 수산업 통계는 통계청에서 자료 작성을 수행하다보니 수협위･공판장 위

판자료(어업, 품종명 등)의 많은 오류와 양식관련통계, 수산인통계, 어류종묘

생산통계, 연근해어업총조사통계 등에 있어 정확한 통계 작성이 어려운 현실

* 통계청은 현행 수산업법이 어업자(경영자)와 어업종사자(피고용자) 모두를 어업인으로 규정

하고 있음에도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인구만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내수면 어업인은 제외. 

농업, 어업 외 통계는 해당 부처에서 통계 작성･운영 중

제도개선 4제도개선 4  해양 레저해양 레저 ‧‧ 관광 산업 분야관광 산업 분야

해양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연안여객선은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해상 유일의 대중교통수단

○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섬여행 관광객은 지속적 증가 추세(1,500만명 추정)

- 선박의 대형화 및 쾌속화를 통한 편의제공에도 불구하고 항로는 제한적

* 운항항로수 : '08(97개) → '09(101개) → '10(100개) → '11(98개) → '12(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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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소득 증가 및 여가 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사항이 증대로 해양레저 

인프라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

- 요트나 보트건조 등 해양레저선박산업이 대규모 고용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조선업계의 관심 증가

(문제점) 자연공원법상 유선장에 해운법상 연안여객선 이용제한으로 기업투자 활

성화에 장애

○ 유람선이 이용하는 “유선장”이나 여객선이 이용하는 “선박계류시설”은 다 같

은 선박 접안시설임에도 유선장에는 여객선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환경부)은 문제

- “통영-장사도”간 여객운송사업면허 불허처분(마산항만청)으로 기업투자 애로

○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야간 활동 제한 

및 수상 활동에 면허 제도를 적용하는 등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저해 요소

가 존재

* 해양레저산업 관련 법률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관련 법

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 관련 법률 등으로 부처별로 산재

나. 해운산업개선방안

「자연공원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사용규제 완화

○ “유선장”을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의 계류시설

로도 사용가능 토록 자연공원법시행령(제2조) 개정

- 유선장에 대한 자연공원법상 용어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립하여 기업 투자활성화 

도모

- 유선장이 대형화됨에 따라 여객선 활용을 통한 운영효율성 극대화  

* 연안여객선과 유람선이 동시 사용중인 부잔교 시설 : 3곳(제주(마라도), 통영(비진도,연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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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2조(공원시설)「자연공원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2. (생 략)

  3. 체육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과 유선장·수상레저기구 계류장·광장·
야영장·청소년수련시설·어린이 놀이터·유어장·
전망대·야생 동물 관찰대·해중관찰대·휴게소·대
피소·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익시설

  4.∼8. (생 략)

제2조(공원시설)「자연공원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2. (생 략)

  3.                                  

                     유선장(해운법에 따른 

해상 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계류시설 

포함)                                   

                                         

              

  4.∼8. (생 략)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마리나 등 인프라 시설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요트, 

모터보트 등 각종 제조 산업, 해양레저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이벤트 산업 등 3차 

서비스산업의 동반 육성이 필요하나 관계 부처가 상이하여 유기적 연계가 필요

제도개선 5제도개선 5  해양 심층수 산업 분야해양 심층수 산업 분야

해양 심층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저해요인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법률 개선 및 해양심층수 부담금 산정방식과 부과요율 인하

○ ‘08년 제정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장 활성화 

저해요인 개선을 통한 산업 활성화 추진이 필요

○ 해양심층수는 먹는 물과 함께 심층수 내에 있는 천연 성분을 상품화해 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반해 현행 법은 먹는 물 위주로 되어 

있어 미네랄을 이용 상품화할 수 없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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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해양심층수 업체의 수입원 중 약 40%가 미네랄 성분을 이용한 추출물

과 농축수의 상품화에 따른 소득으로 국내 업체의 경우는 이를 상용화하지 

못해 해외 업체에 수출하고, 이를 상품화한 제품을 역 수입판매하는 실정

○ 제안된 리터기준 부담금 부과방식은 현행 평균 판매가격 기준 산정방식에 

비해 시장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맹점 존재

- 단위당 가격의 차가 많지 않을 경우, 전체 평균판매가격 기준 부과방식 고려할 필요

(문제점) 먹는물 및 식품 이용제한으로 산업 활성화 저해

○ 현재 식품공전상 용수로 사용될 수 있는 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 원수·탈
염수·농축수·미네랄탈염수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사용 불가

- 식품공전상 해양심충수 처리수 등에 대한 기준 미비로 인해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및 제품의 다양화는 물론 일반국민에 대한 저변확대를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부과율과 동일 경쟁품목인 먹는 샘물과의 부담금의 

형평성 문제 발생

- 해양심층수의 이용부담금은, ‘09년 고시를 기준으로 평균가격의 1%부과율을 유지

해 오고 있으나, 먹는 샘물의 경우는 ‘09년을 기준으로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방법

을 종가제 기준에서 종량제로의 전환 및 실질적 부담금 인하를 추진함

* 먹는샘물은 연평균 20% 인하하였으나, 먹는 해양심층수는 인하 없음

○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정책자금지원과 정책 전무

- 해양심층수산업이 장치산업인 특성으로 인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만 해도 높은 수

준이며, 산업의 더딘 발전과 법제도상의 문제로 저부가가치 제품만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누적적자가 발생

- 누적 적자라는 재무제표중심의 평가기준 때문에 추가적인 금융을 일으킬 수 없으며, 

자산가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제품의 개발이 완

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생산에 돌입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움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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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방안

해양심층수 단일제품의 판매는 현재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 상 불가능한 바, 식품

의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를 확대하도록 식품공전 등 관련 법규 개정

○ 해양심층수법 시행령 제2조의 처리수 개념을 확대하여 “추출물”의 개념을 포

함,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개정

○ 식품공전 개정사항으로는 식품원료 기준 및 제조･가공기준에서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부담금 요율 인하

○ 유사 시장경쟁 상품의 추가적 환경변동 여건을 반영하고, 경쟁상품에 대한 소

비자 선택의 왜곡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과세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먹는 해양심층수의 부담금의 수준을 50%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적정

목적성 펀드 조성 및 해양심층수 천연미네랄 시범단지 조성

○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신제품개발 및 농축산업과의 융복합을 추진 중인 중소

기업 우선 지원

○ 해양심층수 산업을 집중 육성함과 동시에 연구인력 및 생산인력 창출, 산업

분야 확대

제도개선 6제도개선 6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너지 및 자원 분야

신재생에너지 및 해양바이오에너지 산업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도입을 통한 해양에너지 개발 활성화 도모

○ 정부는 ‘12년부터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 도입하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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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S: 발전사업자는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2년 기준 총전력 생산량의 2.0%를 시작으로 ‘22년 부터는 10.0%달성을 목표

로 하고 있음

- 「제3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9-2030)」에 

의해 해양 부분에서 보급률 중 4.7% 달성을 위해 지원금 없이 보급확대가 가능한 

설치의무화사업에 해양에너지 적용 필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신

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

용량의 일정비율('13년 11%)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공고 제2012-7호 제37조에 의거, 현재 적용

대상 설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만이 인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하면, (신에너지) 수소에너지, 연

료전지, 석탄가스액화에너지 등 3종류, (재생에너지) 태양광에너지, 태양열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8종류로 규정

○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석유사업법」을 개정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05년, 이후 ‘08년 재 개정)에서 바이오에너지 제반사항을 규정

- 정부는 ‘12년부터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도입하여 시행중

* RPS: 발전사업자는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2년 기준 총전력 생산량의 2.0%를 시작으로 '22년 부터는 10.0%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동법 및 동법 시행령(제2조제11호, 시행령 제 5조)에서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

올을 연료유로 구분하여 정의

- 현재는 바이오디젤연료유만 시범보급사업(‘02.05~‘05.12)을 거쳐 ‘06년 7월부터 전

국 보급 시작하여, 현재 바이오디젤을 2%(디젤 98%) 혼합한 바이오디젤유 판매 중

(문제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산정 기준 마련 및 바이오원료의 수입의존 

및 법제도적 시장진입 장벽

○ 해양에너지 사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에 필요한 신재생에너

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산정 기준을 시급히 마련 필요

*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지역, 현장여건 등에 따라 설치용량 및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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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생산량: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환산기준(2010)」에 의해 에너지 설비에 적

용되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가능

* 원별보정계수: 설치비용이 저렴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관리

공단에서 정한 값으로 설치비용과 관계되는 것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개방형)과 시공비 및 성능을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의 

값으로 적용 가능

○ 바이오연료의 원료는 대부분 육상식물자원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12년 56만톤 수입)

○ 바이오디젤연료유는 바이오디젤과 경유를 혼합(Blending)하여 제조한 연료

인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석유정제

업 및 석유수출입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제조 및 판매가 가능 

-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석유정제업 및 석유수출입업 허가를 받기 위해

서는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해 중소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음

-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들은 중소규모로서 이를 경유와 혼합해 바이오디젤연료유를 

만들 수 있는 시설조건을 갖추지 못해 석유정제업 및 석유수출입업 자격이 없으

며, 대기업에 전량 납품하고 있고, 대기업은 이를 경유와 혼합해 바이오디젤연료

유를 생산

-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아닌 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경우에

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행위로 규정되어 처벌대상이 됨 (동법 제29조)

나. 개선방안

해양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에 포함, 에너지사업자 의무활당제 

도입, 해양에너지 사업의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적용대상 사업에 포함

○ 설치의무화사업에 해수냉난방시스템 적용 및 해수냉난방시스템의 신재생에

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산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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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원료수입 채널을 다변화하여 정유사 중심의 가격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미국 사례와 같이 정부(예: 석유관리원)의 인증을 받은 바이오연료원료 생산

업체는 바이오디젤과 경유를 혼합한 바이오디젤연료유를 제조하여 직접 판

매할 수 있도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내의 정제업자 및 수출입업

자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제도개선 7제도개선 7 환경 분야환경 분야

해상폐기물처리장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폐기물 처리여건의 약화

○ 세계적인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06년 

발효된「런던협약 96의정서」에 가입(‘09년)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

한 의무 준수

- 폐기물 발생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폐기물 처리율과 처리방법은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런던협약 의정서 가입으로 인해 처리･매립시설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표 1-35> 연도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율 현황

구분 `05 `06 `07 `08 `09 `10

폐 기 물  

총 계

발생량(톤) 295,723 319,928 337,158 359,296 357,861 365,154

전년대비 증감율(%) -2.6 7.8 5.7 6.6 -0.4 2

○ ‘10년 국토해양부는 「국토해양분야 30대 미래핵심기술」의 9개 해양과제의 

하나로 해양공간을 이용한 자원순환형 물류시스템 구축을 선정

- 항만구역내 해상폐기물처리장 설립을 통해 해양공간을 이용한 자원순환형 물류시스템 

기반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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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항만시설을 활용한 해상폐기물처리장 설립에 관한 법적근거 미비

○ 항만에는 지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나 해상폐기물처리장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폐기물처리장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항만시설"이란 항만구역 안 혹은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함

- 현재 “항만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은 항로･방파제･교량 등의 “기본시설”, 항로표지･
하역시설 등의 “기능시설”, 보관창고･선박기자재 창고 등의  “지원시설”, 유람선･
해양유적지 등의 “항만친수시설”등으로, 폐기물처리장은 이러한 시설에 명확히 정

의되어 있지 않음

나. 개선방안

해상폐기물처리장 설립에 관련된 법률 개정

○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

유관 기관 법령명 개정 방향

해 양 수 산 부 「항만법」등
항만구역내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용지 등에 관한 사항 포함

환 경 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 관련법령에 규정된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장 범위에 항만

구역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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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8제도개선 8 기타 분야기타 분야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및 벤쳐‧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민간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참여기업의 연구비 분담율 완화

- 해양수산 신산업의 사업 참여기업에 특례규정 신설

* 현행 법령상 기초연구단계, 중소기업, 어업인 등에 특례 인정

- 연차별·단계별로 기업 분담비율을 상향조정

* 예: 현금부담비율의 연차별 조정(산업기술 개발사업 운영요령 제20조 2항)

- 기업부담금의 향후 투자지분 인정(예: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 3항)

○ 기술료 감면·조정 및 금융세제상 지원

- 하향조정된 기술료 징수비율의 명시적 적용

* 현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기술료의 조정 및 감면 가능

- 과세특례조치(예: 해외자원개발투자 활성화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14항)

○ (해양광물 산업) 해양광물자원 개발 촉진을 위한 법제정

- (가칭)「심해저자원개발법」입법을 통한 해양광물자원 육성 및 정부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마련

* (국내) 특정산업 및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지원 입법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등

* (국외) 일본(심해저광업잠정조치법), 독일(심해저광업잠정규율에관한법률) 등 입법례

벤처 캐피탈 투자 수혜 기업 확대, 기술신용보증기금 기능 대폭 확충

○ 벤처･중소기업의 벤처 캐피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의 투자지원혜택

의 대폭적인 확충 필요

* 국내 벤처기업 2만여개(수출 177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2% 차지)중 벤처 캐피탈의 투자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은 1.5%에 불과('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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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양수산 신산업의 사업화 전략

제1절 기술이전 전략

1. 근거 및 내용

(근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 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기계획을 시행토록 되어 있음

* 기술 사업화: 개발기술을 직접 제조활동에 활용하여 체계적 이익을 창조하는 행위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활동

○ 정부의『제4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에 의하면 기술이전 후 추가 기

술개발 지원 확대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사업화 예

산을 확대토록 되어 있음

○ 『촉진계획의 대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서 

추가개발(개량)･거래･창업･신산업 추진 등 포함

- 동 법 제11조에 의거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2조(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촉진)

제5항에 의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위하여 『연구개발 결과

의 활용 촉진』을 명시

- (추진방향) 연구개발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개발된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 

지원 등 사업 추진

- (주요내용)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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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의 구분, 유형 및 주요내용

○ 기술의 원천에 따라 공공기술의 사업화와 민간기술의 사업화로 구분되며, 

기술자원의 획득 이후 단계는 주로 기업의 활동영역

○ 성공기준은 기술사업화의 정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개발된 

기술이 다양한 형태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

- RAND(‘03년)는 신제품이 출시되어 수용단계에서 전기 다수(early majority) 그룹

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인식

○ 기술사업화의 유형으로는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기술창업, 합

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이 있으며, 상호간에 배타성이 성립하지 않음에 유의

- 특히, 기술보유자가 공공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기술이전을 통해 간접 

사업화를 추진하나, 최근에는 합작투자,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기술출자방식을 

통해 직접 사업화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추세

<표 2-1> 기술사업화의 유형과 주요내용

유형 주요내용 구분

양 도
▪ 기술보유자(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가 기술도입자(민간기업 등)에게 

기술의 소유권을 이전

기술이전, 

기술거래

실 시 권  허 락 ▪ 기술보유자가 기술도입자에게 기술의 실시권(license)을 허락
기술이전, 

기술거래

기 술 지 도
▪ 기술보유자가 기술도입자에게 기술의 적용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

▪ 양도 혹은 실시권 허락과 병행하여 이루어짐

기술이전, 

기술거래

공 동 연 구
▪ 기술보유자(공공연구기관 등)가 기술도입자에게로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
기술이전

기 술 창 업
▪ 기술보유자의 연구자 등 소속직원이 직무발명 등을 이전받아 창업하거나 

창업에 참여함
기술이전

합 작 투 자
▪ 기술보유자와 기술도입자가 합작하여 제3의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화를 추진함

▪ 기술보유자가 공공연구기관인 경우는 주로 보유기술을 현물출자하여 참여함

기술(출자)

이전

기 술 지 주 회 사
▪ 기술보유자(공공연구기관 등)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보유기술을 자본

금 형식으로 출자하여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를 운영함

기술(출자)

이전

인 수 · 합 병
▪ 기술도입자(민간기업 등)가 사업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경영인

프라를 보유한 기술보유자(민간기업 등)를 인수・합병함

기술(기업)

거래

※ 자료 : 한국 기술사업화의 실태와 발전과제: 공공기술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박종복(2008),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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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필요성

○ (배경)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규모가 확대되면서 투자의 효율성

과 효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정부의 R&D 정책이 투입 중심에서 성과관리와 기술이전·사업화를 강

조하는 방향으로 전환

- 산업자원부(‘08년 2월 지식경제부로 통합)는 ‘00년 1월 ‘기술이전촉진법‘2)을 제정하

고, 4차례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및 관련 제도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

- 과학기술부(‘08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는 ‘05년 12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매년 출연(연)별로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도록 관리하는 한편 성과중심으로 출연

(연) 평가

○ 이에 따라 해양 R&D에서도 R&D 정책이 투입 중심에서 성과관리와 기술이

전･사업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기 연구된 해양 R&D와 향후 개발될 R&D의 실용화 연계사업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에서 해양 R&D 실용화 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기술적 필요성

○ (배경) 해양과학기술력은 해양 영토의 활용도 제고, 해양수산산업의 경쟁력 

향상, 해양환경의 보전, 개선 및 해양 안전관리의 효율성 등을 가능케 하는 

핵심 능력임

○ 해양과학기술은 해양 자원 개발, 신 재생에너지 확보, 해양 환경 보전, 해양

안전의 제고, 해양수산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핵심

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함

2) 2006년 7월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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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과 문제점

(문제점) 정부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R&D 생산성은 답보 상태

○ 최근 20년간 국가 연구개발은 20배 이상의 성장세로 GDP 대비 R&D 비중

과 절대규모에서 세계상위권에 위치

- 국가R&D투자(‘09년): 약38조원(OECD 7위) GDP 대비 3.57(3위)

- 해양과학기술 R&D투자는 연평균 21%로 국가 R&D투자 예산(연평균 증가율 11%)

에 비해 상회 10%

○ 국내기술 활용 및 기술이전 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임

* 기술이전 건당 생산성(기술료 수입/이전건수): 미국(55.62), 유럽(8.95), 한국(3.19)

- 해양과학기술의 경우 해양인프라의 지속적 구축을 통한 산업화 달성단계 진입

* 기술료 총액: 6건(817백만원)('06년) ⇒ 6건(16,109백만원)('10년) 

○ 산･학･연 협력 등 개방형 혁신부족 R&D성과의 이전･사업화 역량 미흡 등으

로 혁신동력 창출은 더딘 행보

* 공공기관의 기술창업 건수('10년): 한국 0.65, 미국 4.24, 캐나다 1.41

○ 기술･지식･브랜드 등 무형자산이 기술의 가치를 좌우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로 진입 가속화

* 기술거래, 사업화, 특허관리 등이 유망 비즈니스로서 자리매김

(국외현황) 선진 주요국들은 기술이전 활성화와 지식재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

○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혁신전략’의 방향성을 개정하여 ‘시장에 기반한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EU) ‘개방형 혁신’ 관점에서 특허시스템, 기술이전, 표준화 정책을 새롭게 

접근하여 내·외부 네트워크 강화

○ (일본) 대학의 기술이전 활성화와 지식재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대학의 

지식재산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담당조직 신설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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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급 기술이전 시범기구 건설활동’을 통해 ‘국가 기술이전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다양한 기술이전 모델로 확산

(국내현황)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사업화 기획, 추가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 연계기술개발사업 추진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표 2-2> 사업화 연계기술개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보건복지부 (소계) 1,200 2,673 3,300 7,173

보건산업

기술이전

▪ 보건의료R&D개발기술의 기술평가, 기술시장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등 기술이전 및 사업

화 활성화 유도

450 673 800 1,923

보건사업

지식재산권

관리 ‧운영

▪ 보건산업 지식재산 창출 ‧활용 및 지재권 

대응을 통한 활용 촉진
750 2,000 2,500 5,250

농림축산식품부 (소계) 12,250 17,216 1,519 52,985

기술사업화

지원

▪ 농림수산식품분야 신성장동력원 창출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의 사업화 지원
8,000 9,566 10,269 27,835

농식품

지식재산권

거래기술활성화

▪ 농식품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 및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2,250 5,650 7,250 15,150

농식품

공공R&D성과

실용화지원

▪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 이전업체의 사업화 

前 단계에 해당하는 초기 상용화단계 자금 

지원

2,000 2,000 2,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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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표 계속

(단위: 백만원)

환경부 (소계) 11,483 19,307 19,374 50,164

GBD 지원
▪ 환경산업체의 사업화를 위한 경영 ‧투자컨설팅 

및 사업화자금 지원
3,200 8,000 8,000 19,200

환경기술

국제공동연구

▪ 국내환경기술이 진출대상국의 환경규제 ‧
여건에 부합되도록 변형 ‧개조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현지 마케팅 지원

5,000 7,000 7,000 19,200

환경산업 ‧기술정

보시스템구축

▪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APEC-VC 해외환경

기술정보망, 사이버 환경 실무교육 운영
1,520 1,644 1,693 4,857

해외환경 

프로젝트 

타당성조사지원

▪ 해외 신규환경시장 개척 및 유망 환경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해외환경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추진

1,300 2,000 2,000 5,300

환경기술실용화

검증수수료지원

▪ 중소기업이 환경신기술을 인증받기 위해 기술

검증을 신청할 경우 현장 평가 수수료의 

70%를 국고 지원

300 300 300 900

환경

벤처센터운영

▪ 유망 환경기술 보유기업 발굴 및 종합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163 363 381 907

해양수산부 (소계) 8,712 11,063 11,064 24,800

R&D정책 ‧인프라

(기술사업화분야)

▪ 개발 국토해양기술의 사업화기획, 추가기술

개발 및 기술검증 등 사업화 비용 지원
4,100 5,450 5,450 15,000

해양중소

벤처지원

▪ 상용화 가능 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한 해양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사업화 도모
2,600 3,600 3,600 9,800

방위사업청 (소계) 2,000 2,450 2,800 7,250

민군기술이전

(기술적용연구)

▪ 기술이전 혹은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 연구비 

지원 

2,000 2,450 2,800 7,250

총 합계 196,382 271,064 277,567 76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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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기술이전･사업화 연계사업에 2개 프로그램, 67억원으로 운영

<표 2-3> 국토해양부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년차별 예산

비 고
‘12년 ‘13년 ‘14년

R & D 정 책 · 인 프 라

(기 술 사 업 화  분 야 )
4,100 5,450 5,450 - 사업화 기획, 기술검증 등 사업화 비용 

해양중소벤처 지원 2,600 3,600 3,600 - 해양중소 벤처기업의 육성 및 사업화

계 6,700 9,050 9,050

『제4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부처별 기술이전･사업

화 분야 투자를 전체 R&D예산의 3%이상 수준으로 확대 전망

○ 글로벌 시장 창출·선점 가능성이 높은 우수 BM(Business Model)의 발굴 및 

사업화 기획 과정의 지원

[그림 2-1]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과정 모식도

* 기술이전･사업화 예산비용: ('09년)0.9% → ('10년)0.92% →('11년)1.07%

* 각 부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 성과 분석 및 환류를 통해 사업화 성과 제고 

및 정부투자 확대 근거로 활용

* '12년은 지경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부터 시범적용 후 '13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 (프로세스) 연구개발의 가치창출 프로세스는 지식 및 기술창출 → 지식 및 

기술이전 → 사업화의 과정을 거침

- 사업화 또는 실용화는 원리와 특성을 규명하여 기술을 구현하고, 기술을 사업화 

수요자에게 공급하여 가치 창출



해양신산업 창출 및 활성화 정책지원 방안 수립 기획연구

130

[그림 2-2] 연구개발의 가치창출 프로세스

[그림 2-3] 사업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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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러다임 변화) 제1세대 기술이전은 수동적이며 단방향적 기술확산에 초점

을 두었으나, 현대의 기술이전은 능동적이며 방사형적 기술 사업화에 역점

<표 2-4> 기술이전의 패러다임 변화

구분 제1세대 기술이전 제2세대 기술이전 제3세대 기술이전

기 본 관 점 기술확산 관점 기술중계자 관점
기술마케팅 관점

기술사업화 관점

기 본 가 정

우수기술을 개발하며 

자연스럽게 

활용됨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간의 

중계기능을 이용하면 기술이 

이전됨

개발된 기술의 수요자를 찾아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

정 부 정 책 특별한 정책 부재
기술중계기관, 테크노마트 개최 

등 기술이전 네트워크 구축

체계적인 신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추진

실 제 현 상

극소수의 탁월한 

기술을 제외하면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대부분의 기술은 수요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님

기술마케팅 및 사업화개발을 

통해 신기술사업화가 촉진됨

기 술 이 전

체 제 특 징

제도형(기술보유기관

은 특허출원관리 등 

법적인 수준의 활동

관료형(기술수요자가 요구하면 

그 수요에 대응하여 계약을 

체결)

마케팅형(자체적으로 기술을 

평가하여 수요기관을 적극적 

검색

지 식  흐 름  

방 향
일방향 부분적 양방향 여러방향

기 술 이 전

메 커 니 즘
학회, 저널, 인터넷 기술중계 맞춤형

기 술 보 유

기 관 특 징
수동적 - 능동적

기 술

수 요 시 장

기술혁신선도 기업 

중심으로 

기술이전・사업화 됨

기술중계기관의 역량에 의해 

기술수요 증가

기술마케팅 활동에 따라 

기술수요 시장 확대

주 요

역 할 자
기술혁신선도 기업 기술중계기관 기술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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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미국

○ (기술개발·이전 연계) R&D 연구결과 사업화, 산·학 협력 교류증진, 우수기술기

업 성장 등 기술 사업화 과정을 CONNECT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

- CONNECT 프로그램: 스프링보드 프로그램, 기술 및 생명공학 금융포럼, 우수혁

신신상품 시상 등 세부 프로그램 운영

○ 중소기업혁신연구(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등을 통해 

기술 사업화에 적극적인 노력

유럽연합(EU)

○ (책임있는 협력) 기술혁신연계센터(Innovation Research Centre, IRC)를 구

축해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추진 중이며, 기업과 공공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지식이전 증진을 위한 자발적 이니셔티브 제정(Responsible Partnering)

○ (이노베이션 바우처)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시직을 사업에 이용하

도록 쿠폰 제도를 통해 비용 일부를 지원

- (Type 1) 개별기업 활용, (Type 2)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공통의 문제 해결, 

(Type 3) 특별한 지식 제공자와 공동 작업

○ (고위험 R&D 지원) 민간과 공공기관의 고위험 R&D 프로젝트에 융자제공을 

위해 신규 리스크 분담 재정기구 설립(Risk-sharing finance facility, RSFF)

중국

○ 기술이전 시법기구 및 기관 선정을 통해 기술상용화 우수사례 선정 및 다양

한 이전 모델 개발

○ (해외 기술이전 로드맵) 해외 기술성과 및 인재활용을 위해 ‘全세계 혁신지

원 지도’를 구축하고 해외 네트워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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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전세계 15개 국가 및 도시의 45개 기술이전 및 혁신서비스 기구와 국제 기

술이전협력 네트워크(ITTN) 설립･운영

○ (국가 혁신기지 지정) 기술이전 시범기구 및 기관 선정을 통해 우수사례 선

정 및 다양한 이전 모델 확산

○ 제12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해양분야 기초원천핵심개발과 

전략적 신흥 산업을 해양경제발전의 핵심 육성되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해양

과학기술개발계획을 발표(‘11.09)
- 칭다오市에 심해연구단지 조성, 저장성에 해양기술 테마섬 개발, 산둥성, 칭다오, 

저장, 닝보, 푸젠, 샤먼, 광둥, 선전 8개 지역에 해양경제발전 시범사업 추진

- 칭다오市는 해양수산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16억 달러 규모의 청색경제펀드를 조

성하여 해양바이오, 해양기기, 해양플랜트 산업 등을 집중 육성 계획

일본

○ (신사업지원기관 지정) 신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인 ‘신사업지원기관’ 지정을 

통해 다양한 기술이전 시 사업화 관련 서비스 제공

-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성과의 이전 촉진, 시장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경영능률 향상의 촉진, 자금유통의 원활화 등 업무를 추진

○ (지식재산권 관리) 대학의 기술이전 활성화와 지식재산의 활용성 제고를 위

해 대학의 지식재산을 집약하여 관리하는 사업화전문기구 신설 논의

- 대학의 지식재산을 집약하여 관리하는 사업화 전문기구 신설 논의

○ (특허 DB) 기업에 라이센싱 가능한 특허공유 데이터베이스인 “J-STORE” 운영

- 특허 정보, 과학기술 Seeds 관련 정보, 연구 보고서, JST 전문가 의견 등 제공

○ 해양의약품 및 신소재 개발 등 기술개발의 상용화를 일본 생명공학 분야의 

경쟁력 있는 산업계와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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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양과학기술 투자현황

○ 최근 정부에서는 제1차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13년∼‘17년), 제4차 기술이

전·사업화 촉진계획(‘12년∼‘14년)을 수립하여 산업육성이 국가경제발전의 핵

심이 되도록 비전으로 제시

- 특히 해양과 관련된 산업은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성과 사업화’를 해양과학기술의 5대 추진전략 중 하

나로 선정하여 핵심과제로 설정

○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해양연구개발은 ‘04년부터 ‘11년까지 주

로 해양과학기지, 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 쇄빙연구선 구축, 남극 제2기지 

구축 등 대형 연구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자

○ 최근 해양자원 및 에너지분야, 해양생명공학 분야에 투자가 급격히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기후변화와 접한 해양환경기술 분야의 투자는 상대

적으로 저조한 실정

<표 2-5> 기술분야별 투자현황(사업분류체계 기준)

(단위: 백만원)

분야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해 양 자 원  및  에 너 지 11,000 11,758 10,935 20,310 25,132 41,510

해 양 생 명 공 학 8,793 9,750 11,735 18,159 23,880 29,431

해 양 환 경 기 술 7,905 10,514 13,714 17,064 22,778 21,382

해 양 과 학 조 사  및  예 보 9,708 15,280 29,000 50,386 23,700 27,550

해 양 장 비 인 프 라 19,494 31,600 32,300 37,500 24,644 19,529

국 제 공 동 460 300 970 970 1,548 1,750

※ 자료: 2020 MT(해양과학기술)로드맵(안), 해양수산부(前국토해양부), ‘11년

○ 한편, 해양과학기술 정책지원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해양분야 국가 R&D 추진이 타 부처에 비해 미흡한 편

- 공공, 기초기반 성격의 과제가 <표 2-6>과 같이 약 64.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R&D 성과에 따른 사업화에 대한 지원과제가 미약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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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R&D 사업성과에 따른 사업화 등 성과활용촉진 차원의 정책적인 

R&D 지원제도 강구 필요

<표 2-6> 사업목적별 투자예산 (‘04년∼‘10년 연간 누적액) 비교

구분 공공/기반 공공/실용 산업화

예산(억 원) 4,891 1,043 1,616

비중(%) 64.8 13.8 21.4

※ 자료: 해양수산부(前국토해양부), ‘10년

○ 해양수산산업의 중요성 재인식과 정착 및 활성화를 지원할 기술･정책의 체

계적인 지원이 요구됨 

○ 해양수산 신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는 해양 R&D의 경우, ‘00년대 이후로 조성

된 정부의 R&D 성과 및 사업화 강화 정책분위기가 해양전반에 확산

- 기술이전 및 기술계약 실적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연구장비 및 인프라 분야에서 

많은 기술료를 확보하고 있음

-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해양 R&D 기술의 실용화 수준은 낮은 

편으로 평가됨 

<표 2-7> ‘10년 해양 R&D 실용화 대상기술의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 소요시간

기술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　

기술

수준

(%)

소요

시간

(년)

기술

격차

(년)

기술

수준

(% )

소요

시간

(년)

기술

격차

(년)

기술

수준

(%)

소요

시간

(년)

기술

격차

(년)

기술

수준

(% )

소요

시간

(년)

기술

격차

(년)

기술

수준

(%)

소요

시간

(년)

기술

격차

(년)

해 양 생 명 공 학

이 용 기 술
57.5 10.1 4.0 79.5 6.1 0.0 77.5 6.1 0.0 57.0 12.5 6.4 73.9 7.4 1.3 

해 양 에 너 지

이 용  기 술
43.6 15.0 8.5 77.6 8.9 2.4 74.8 8.2 1.7 40.6 16.8 10.3 83.2 6.5 0.0 

해 저 지 형  및   

지질정밀탐사기술
67.7 17.1 8.6 88.1 8.5 0.0 80.2 12.7 4.2 64.9 16.5 8.0 84.3 10.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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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표 계속

기술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　

기술

수준

(%)

소요

시간

(년)

기술

격차

(년)

기술

수준

(% )

소요

시간

(년)

기술

격차

(년)

기술

수준

(%)

소요

시간

(년)

기술

격차

(년)

기술

수준

(% )

소요

시간

(년)

기술

격차

(년)

기술

수준

(%)

소요

시간

(년)

기술

격차

(년)

통 합 해 양 정 보  

생 성  및   예 보

시 스 템  기 술

63.9 11.7 5.3 87.8 6.4 0.0 75.4 8.7 2.3 60.0 12.9 6.5 83.4 8.0 1.6 

초 대 형  부 유 식  

해 상 구 조 물   

개 발  기 술

67.1 11.7 1.9 75.2 9.8 0.0 74.1 10.3 0.5 50.1 18.0 8.2 71.6 11.2 1.4 

해 양 환 경   자 동

관 측 / 감 시 /

예 측 기 술

61.2 14.4 6.7 83.8 7.7 0.0 81.5 8.9 1.2 60.0 16.1 8.4 80.0 8.7 1.0 

기 후 변 화  장 기

예 측 모 델 링  기 술
49.4 21.7 10.4 80.9 11.3 0.0 67.0 16.5 5.2 44.5 24.7 13.4 72.2 14.3 3.0 

해 양 교 통 / 안 전

관 리  기 술
64.8 15.3 5.3 75.6 11.0 1.0 76.6 10.0 0.0 53.4 20.7 10.7 75.6 11.0 1.0 

○ 우리나라의 ‘05년 이후 부터의 국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사

업화를 추진해 온 현황을 보면 <표 2-9>와 같음

<표 2-9>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결과 사업화 추진과제 현황

사업명 사업화(실용화) 기술 사업화 추진 요약

해 양 용 존 자 원

추 출 기 술 개 발
해수로부터의 리튬 추출 기술개발 ㈜포스코에 기술이전(기술료 40억원)

수 중 무 선 통 신

기 술 개 발
수중음향 통신모뎀 핵심기술 ㈜LIG넥스원에 기술이전(기술료 45억원)

차 세 대  심 해 용

무 인 잠 수 정  개 발
천해용 자율 무인잠수정 이심이 ㈜한화에 기술이전(기술료 75억원)

조 류 에 너 지  

실 용 화  기 술 개 발
조류발전 시스템 기술

▪ 울독목에 IMW급 시헙조류 발전소 

준공운영

▪ 한국 동서발전이 90000kw 조류 

발전소 건설 시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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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표 계속

사업명 사업화(실용화) 기술 사업화 추진 요약

파 력 에 너 지

실 용 화  기 술 개 발

500kW 급 파력 발전 구조물 실증플랜트 

시험운용 기술
제주 차기도 파력 발전소 건설에 활용

태 평 양  심 해 저

광 물 자 원  개 발

망간단괴 생산을 위한 심해저 집광시스템 

및 통합 채광운용 시스템

2km급 채광을 위한 상용시스템 기술 

이전 및 상용화

해 사 중  유 용 회 수

광 물  기 술 개 발

비중을 이용한 해사의 유용자원분리장치 

및 자력을 활용한 해사의 유용자원 분리 

장치 개발

비중-자력-정전 일원화 시스템에 대한 

참여기업선정 및 상용화 추진

해 양 바 이 오 를  

이 용 한  실 용 화  

기 술 개 발

고부가 가치 해양극한생물확보, 유전체 

분석기술

써모코커스 유래 돌연변이 DNA 종합 

효소생산기술을 ㈜바이오니아에 기술 

이전

감 태 유 래  디 에 콜  

추 출  기 술 개 발

자외선 차단 효능을 가진 디에콜을 함유한 

감태 추출 기술
벤처기업 아크아그린텍에 기술 이전

최 첨 단  항 만 건 설

관 련 기 술 의  

고 도 화  및  

산 업 화  기 반 구 축

▪ 지능형 항만 물류시스템 기술

▪ u기반 해운물류 기반 기술

▪ 서호전기, 이지인더스 등에 기술 이전 

3개에 대한 기술료(약 21억원) 계약

▪ 세계최초 3차원 컨테이너 검색 기술로 

수입대체(75억원)

W I G 선

(W ing-In -G rou

nd Effect Ship) 

기 술 개 발

200km/h의 속력으로 물위를 낮게 비행

하면서 경제성과 안정성이 뛰어난 다목적 

신개념 선박

실용화기업인 윙쉽 중공업(주)와 운영업

체인 오션 익스프레스가 군산-제주 간 

50인승 급 위그선을 제작완료, 사업화 

추진 중

해 조 류 를  이 용 한  

바 이 오 에 너 지  

자 원 화

기 술 개 발

바이오 에탄올･디젤 추출 기술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디젤 상용화

를 위한 호남정유, 롯데건설, 애경유화

에 기술 이전 추진 중

어 류 인 공 동 면  

기 술 개 발

물 없이 활어를 운반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혁신기술

미국 등에 물 없이 30시간까지 우럭, 넙

치 등을 생존케 하여 항공편으로 수출

(기술료 10억원 WDF에 기술이전)

해 양 심 층 수 의  

다 목 적  이 용 기 술

▪ 해수 냉난방 이용시스템 기술 개발

▪ 먹는 해양심층수 기술 개발

▪ 해양심층수 활용 냉난방시스템시범

사업 완료(실용화 추진중)

▪ 먹는 해양 심층수 개발로 기존 생수

시장에 진입하여 시판 중(100억원 시장)

항 만  수 중 공 사 용

무 인 다 목 적  

기 계 화

시 공 장 비  개 발

수중굴삭장비 설계 기술 및 착저형 이동

시스템 및 원격제어 시스템 기술

대형 해상구조물 건설 사업에 할용 추진

(시장규모 1,000억원)

※ 자료: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010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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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해양 R&D의 연구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 혹은 제품의 기능, 

성능 및 안정성을 평가해 줄 수 있는 기술 인증 인프라 구축 미비

○ (인프라) 국내에서는 해양생물산업, 수산연구정보, 로봇 개발, 해양 레저, 

소프트웨어 지원 등의 해양 관련 센터는 존재하나 상용화 가능한 기술의 설

계, 시작품 제작 및 실험을 위한 해양 R&D 실용화 센터는 미설치

- 상용화가 가능한 대형 기술의 완성품 조기 생산을 위해 예비설계, 기술 검증 등 

실해역 실험장을 포함한 실용화 센터 구축 시급

-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는 미약한 실정

* 국내 해양 관련 기술 국산화율은 약 5% 내외로 추정

[그림 2-4] 국내 실용화 관련 연구소 및 실증단지 현황

○ (법제도) 해양수산산업의 법적 범주가 명확치 않고 관련 법률들이 관련 부

처에 산재하여 일관성 있는 해양수산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관련 근거 규정

은 미흡

- (관련 법령)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06.07, 개정)

‣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교과부,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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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출연(연)별로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도록 관리

하는 한편 성과중심으로 출연(연) 평가

‣ 5년마다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기본방향, 특허, 논문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활
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토록 함 

- (관련 법령) 원양산업발전법(‘10.04, 개정)

‣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및 국제규제 준수 등에 관한 사

항, 해외 수산자원개발 지원 및 국제수산협력 촉진

- (관련 법령)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의 발전기반 및 환경보전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해양수산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함

‣ 해양과학기술을 향상과 실용화･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

- (관련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추진방향이 포함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함

- (정부정책)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11년~‘20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 ‘20년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위해 신해양수산산업의 육성 및 전통적 해양수산산업

의 고도화 목표 등 제시

- (정부정책) 과학기술기본계획 (‘08년~‘12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범부처 시행계획

‣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 및 사업 중 해양·극지 과학기술 역량 강화 계획 

포함

- (정부정책) 해양과학기술 중장기계획 (‘08.02)
‣ 해양수산발절기본법에 근거한 해양과학기술 부문의 주요 R&D 기본 계획

‣ 향후 5년간(‘09∼‘13) 집중 투자할 기술 육성전략 방향 제시  

- (정부정책) 제 4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12년∼‘14년)

‣ 시장과 기술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가치창출형 R&BD(R&D+비지니스)로의 전환

을 위한 기술개발의 사전기획비 확대, 비즈니스모델 공모사업 신설 등

- (정부정책) 2020 MT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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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심의·의결된 해양 R&D 분야 국가계획

‣ 2차 OK 21추진전략, MTRM(‘05년)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첨단 해양수산산업진흥, 

기후변화·연안재해 대응, 해양경제영토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의 4대 이슈에 대

응할 13대 전략기술 및 50대 중점과제 도출 

- (정부정책) 제 1차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13년∼‘17년)

‣ 「산업융합 촉진법」 제5조에 근거, 매 5년마다 수립되는 정부 차원의 법정 국가

계획  

‣ 산업융합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산업융합 촉진기반 조성 및 혁신역량 강화, 산업

융합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산업융합 문화 확산 등 포함

‣ 기재부, 교과부, 행안부, 문화부, 농림부, 지경부 등 관계 장관 및 민간위원 등 25명

으로 구성된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심의･의결

- (담당부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유관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정책기획본부 미래전략실, 사업관리본부 기반연구관리실, 

산업연구관리실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사업본부 SOC플랜트사업실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본부 신사업평가단,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기술전략본부 기술전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책지획단 차세대산업TF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진흥부 CT개발본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진흥본부 보건산업진흥단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 미래환경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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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양 신기술인증제도(NET) 도입 방안

1. 도입 필요성

(배경) 해양수산부 주도의 해양신기술 지원·관리 필요성 제기

○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예산이 지원되어 개발된 해양신기술 관련 

성과물이 미래창조과학부(前교육과학기술부)의 신기술(NET)로 지정되는 등

의 문제 발생

- 예산지원기관과 성과발생기관의 불일치 발생

- 해양수산부에서 인증을 주관하는 해양 신기술인증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해양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실용화 촉진 필요

(배경) 해양수산분야의 신기술 및 신제품인증 관련 제도의 미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보건사업진흥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 대부

분의 R&D관리기관에서 기술개발 후 발생하는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하여 인

증 업무를 수행

- 해양수산분야의 R&D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는 아직 신기술 

내지는 신제품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지 못한 상태

* 국토교통부(前국토건설부)에서는 '01년 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의3(신교통기술) 및 동법 시

행령에 신교통기술 인증제도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 시행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2007.5.25 법률 제8486호]

제21조의3 (신교통기술)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

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신교통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

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교통기술의 지정･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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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해양수산분야에 종사 또는 관련이 있는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에서 개발한 해양수산분야 우수 신기술을 발굴하여 조기 시장 진출기반 조성할 필

요성 증대

○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및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 및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극대화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는 이미 운영중이며, 농림축산

식품부도 관련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근시일안에 신기술인증제도

를 도입할 근거 마련

(필요성) 새로운 해양과학기술 개발 부족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 

○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은 선진국의 60%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서 선진국에 

비해 평균 6년 뒤쳐져 있으며, 이로 인해 기후변화영향 비용, 재해･재난 복

구비용, 물류비용 및 환경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국가 경쟁력이 저

하

○ 해양 분야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감안하고, 기술개발 촉진과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신기술인증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

2. 타 부처 현황

가. 신기술인증(NET) 및 신제품인증(NEP) 제도

신기술･신제품 인증의 개요

○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는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음

- ‘93년 ‘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요령’에 의거해 신기술(New Technology: NT)인증 

제도로 출발

- ‘95년 자본재 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기계류･부품･소재에 대한 품질인증(Excellent 

Machinery, Mechanism & Materials: EM)제도가 도입되었음

- ‘06년 1월 5개 정부부처의 7개 인증제도3)를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신제품

(New Excellent Product: NEP) 인증과 과학기술부의 신기술(New Excellent 

3) 산업자원부 3개(NT, EM, EEC) 과학기술부 1개(KT), 건설교통부(CT), 환경부(ET) 정보통신부(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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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NET) 인증으로 통합

- ‘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정보통신부의 IT분야 NEP 인증과 과학기술부의 

NET 인증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으나, 교통･건설, 환경 등 특정분야는 해

당부처에서 주관

○ (신기술인증 분야)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원자력, 화학생명, 건

설･환경 분야 등이 있으며 신기술인증 신청 대상은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

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

화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제품 인증 분야)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환경, IT, 기타(SW･건설) 분

야 등이 있으며 신제품 인증신청 대상은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

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 제품을 대상

○ (법률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내 신기술(NET)･신
제품(NEP) 인증제도는 국내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

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신기술제

품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유관부처에서 운영(<표 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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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신기술·신제품인증제도

구분 NET NEP

인 증 대 상
신기술: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및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로서 실용화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신제품: 신기술을 이용하여 

실용화에 성공한 제품

분 야 별  

인 증 주 체

인 증 기 관

근 거 법

산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

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전력: 산업통상자원, 대한전기협회,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교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기술관리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환경: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법

보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

기술진흥법

유 효 기 간 3년 (최대 3년 연장) 3년 (최대 3년 연장)

지 원 방 안 인증기술의 실용화 지원 인증제품의 판로확보 지원

인증

요령

통합 산업통상자원부 주도 산업통상자원부 주도

세부 인증제도 운영부처별로 실정에 적합한 세부요령 제정

※ 주: 건설·환경관련 기술 중 단위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하고, 공법기술은 건설교통부 또는 

환경부에서 인증 

나. 부처별 신기술인증 제도

(개요) 신기술(NT)인증제도는 ‘06년부터 5개부처, 7개 인증제도를 신기술(NET), 신

제품(NEP) 인증으로 통합하여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주도하였고, ‘08년 2

월 29일부터 신기술, 신제품 인증을 산업통상자원부(前 지식경제부)에서 총괄･운영

[그림 2-5] 신기술인증 통합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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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기술 지정제도는 신기술과 신제품으로 구분되며, 각 

지정제도는 과거의 7개 신기술인증제도를 인증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특성

에 따라 통합

○ NET는 신기술에 대한 인증으로 과학기술 및 건설･환경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담당부서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있음

○ NEP는 신제품에 대한 인증으로 크게 산업 및 정보통신 분야를 주 대상으로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부처로 그 업무를 수행

- NET와 NEP는 기술 분야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기술적 특성과 제품적 특성

을 모두 가진 기술은 NET와 NEP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존 7개 인증제도> <현 인증제도>

담당부처 제도 특성 개 편 담당부처

과기부 KT

신기술

NET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신제품

산자부
NT/ EM

/EEC

신기술

신제품

정통부 IT

신기술

NEP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신제품

건교,환경 ET/CT

신기술

신제품

※ 출처: 과학기술부(2005), 신기술인증제도 통합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p.8

[그림 2-6] 신기술인증제도의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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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는 이미 신기술 통합 인

증요령을 운영하여 신기술인증 표시 공동사용 및 지원제도 운영

○ (인증표시) 부처별 개별법령에 따라 신기술인증제도 도입･실행하고 있으며 

인증마크는 통합하여 운영 중

○ (운영주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보건사업진흥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

원 등 대부분의 R&D관리기관에서 기술개발 후 발생하는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 (지원사항) 기술담보대출, 신기술사업 자금지원, 사업선정시 가점부여 등

<표 2-11> 부처별 신기술인증제도 관련 법령 및 지원사항

구분 법령 지원사항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의2

-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부여) 

-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부여)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수출지원

센터 관련 사업 지원

환 경 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 공공환경기초시설 신기술 우선활용 지원

- 조달청 입찰심사시 신기술,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에 

신기술 배점 부여

- 공공시설의 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장려금제・성공불제 대상

- 신기술마크 사용 홍보 가능 

국 토 교 통 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 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지원, 자금지원, 가점부여 

-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기술개발보상제도, 신기술인증표시 사용

보 건 복 지 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지원 인센티브 제공(예정) 

-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신기술인증제품 마케팅 지원 

- 공동광고 ‧우수사례집 발간, 보건산업 관련 전시회 제품홍보관 운영, 진

흥원의 각종 지원사업 우대혜택 부여

다. NET 제도

NET는 前과학기술부가 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운

영하고 있는 인증제도로 「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시행

○ (정의) NET의 인증대상 기술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

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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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로 정의

○ 인증대상 기술분야의 제한을 두지 않고,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를 6개 기술

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

- 기계·소재 분야의 수송기계 위원회에서는 자동차와 철도차량 등 교통 분야의 기술을 대상

<표 2-12> 신기술인증 심사 신청 분야

기술분야 구분 위원회 세부기술분야(산업기술 중분류)

전 기 전 자

1 전자제품 위원회 가정용기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영상/음향기기, 의료기기

2 전자부품 위원회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전지, 디스플레이

3 산업전자 위원회 계측기기, 반도체 장비, 광응용시스템

4 전기기기 위원회 중전기기

정 보 통 신

5
통신 및 시스템 

H/W위원회
통신기기 및 부품, 시스템H/W, 시스템 응용 H/W

6 시스템 S/W 위원회 시스템 S/W

7 정보기술 S/W 위원회 정보기술 S/W

8 응용 S/W 위원회 응용 S/W

기계·소재

9 수송기계 위원회 자동차/철도차량, 조선/해양시스템 항공/우주시스템

10 자동화기계 위원회 로봇/자동화 기계

11 일반기계 위원회 산업/일반기계,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12 정밀기계 위원회 정밀생산기계, 나노ㆍ 마이크로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13 기계요소부품 위원회 요수부품,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14 금속재료 위원회 금속재료

15 세라믹재료 위원회 세라믹재료

원 자 력
16 원자력 위원회 원전/핵주기/폐기시설 및 장치 등

17 방사선 위원회 방사선/방사성 동위원소 등

화학·생명

18 의약ㆍ생명 위원회 의약/농약, 생명소재/제품, 생물공정/기기

19 정밀화학 위원회 정밀화학(의학농약 제외), 화학공정 및 제품

20 고분자ㆍ섬유 위원회 고분자재료, 섬유제품 및 제조, 염색가공

건설·환경

21 대기, 폐기물 위원회 대기/폐기물 등

22 수질, 토양 위원회 수질/토양

23 건설구조 위원회 건축구조/토목구조

24 건설재료 위원회 건축재료/토목재료

※ 주: 건설 또는 환경관련 기술 중 단위기술은 신청대상에 해당되지만 공법기술은 건교부 또는 환경부에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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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NEP 제도

NEP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한 신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로 산업통상자원

부 주도로 운영

○ 인증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

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으로 명시

○ 8가지 인증 제외품목4)을 지정하고,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은 29개의 섹션

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현재 그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1)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고 그 

우수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

*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창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 운영주체는 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술표준원은 관련법령 제･개정 및 운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신기술 

인증서 발급(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증 기술(제품)의 상용화 지원시책 강구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은 신청 서류의 검토･접수 및 신청기업과의 연락, 심사위원

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관리, 심사결과의 발표･통보･홍보 및 인증서발급 등에 관

한 행정사무, 연계지원제도의 발굴 및 제도화,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

(현황) 신기술인증제도는 산업 활성화 촉매로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원자

력, 화학･생명, 건설･환경 분야에서 첨병 역할 

○ ‘06년부터 ‘12년까지 누락된 기업분류별 신기술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181건, 중소기업 490건, 공동신청 121건, 대학 및 연구기관 5건을 보유

4) ①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②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③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④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⑤ 식품, 의

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⑥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⑦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

을 적용한 제품 ⑧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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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전자 분야 195건, 정보통신 분야 75건, 기

계･소재 분야 291건, 원자력 분야 13건, 화학･생명 분야 133건, 건설･환경 분

야 90건을 인증 받음

<표 2-13> 기업분류별 신기술인증 현황

분류
대기업 증소기업 공동신청 대학/연구기관 계(건)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06년 33 18 266 55 14 6 1 1 314 80

‘07년 42 27 312 73 30 10 3 0 387 110

‘08년 45 25 279 69 28 14 7 2 359 110

‘09년 52 30 238 66 37 17 3 1 330 114

‘10년 46 21 248 75 49 23 1 0 344 119

‘11년 49 27 205 60 46 19 3 1 303 107

‘12년 58 33 258 92 52 32 4 0 372 157

계 325 181 1,806 490 256 121 22 5 2,409 797

※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통계자료(http://www.netmark.or.kr)

<표 2-14> 산업분야별 신기술인증 현황

분야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 ‧소재 원자력 화학 ‧생명 건설 ‧환경 계(건)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06년 80 18 53 13 88 28 0 0 39 10 54 11 314 80

‘07년 94 28 44 8 116 38 9 2 54 21 70 13 387 110

‘08년 84 27 40 16 103 36 7 4 57 16 68 11 359 110

‘09년 94 29 39 10 107 42 2 1 49 19 39 13 330 114

‘10년 89 31 39 12 114 36 4 3 52 28 46 12 344 119

‘11년 77 22 24 5 127 51 3 1 30 14 42 14 303 107

‘12년 92 40 47 11 134 60 4 2 54 28 41 16 372 157

계 610 195 286 75 789 291 29 13 335 133 360 90 2,409 797

※ 주: 원자력 분야는 ‘07년 신설

※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통계자료(http://www.netmar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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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정책) 신기술인증 정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

사업) 제2항의1에 해당하는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을 비롯하여 제18조의 ‘인증

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에 이르고 있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에서는 제18조에서 제29조에서 ‘신기술인증의 

절차’부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까지 인증의 구체적인 절

차과정을 담고 있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에서는 제2조에서 제6조까지 ‘신기술인증 

신청’부터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에 이르기까지 인증신청 방법 및 

서류에 대한 사항을 제시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규정, 「산업기

술혁신 촉진법」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09년 제정･고시하였고, 

‘12년에는 신기술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기술 통합인증요

령」을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개정･고시

○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05년 제정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11년에 전문개정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 관련 법령 및 중요 조문은 <표 2-15>와 같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인증에 대한 관리는 한국산업기술진

흥협회와 기술표준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자 신기술인증(NET: 

New Excellent Technology)과 신제품 인증(NEP: New Excellent 

Product)5)이라는 다른 업무를 맡고 있음

○ 기술표준원의 신기술인증 업무는 관련법령 제·개정, 인증서 발급, 지원제도 

마련 등이며, 이를 위하여 신기술지원과와 인증산업진흥과를 운영하고 있

고, 여기에는 각각 10명과 8명의 직원이 근무

5) NEP인증제도의 배경은 다음과 같음 (http://www.kats.go.kr/htm/business_06/ea_01_01.asp)

1993년 5월 21일, 개발기술의실용화촉진요령에 의거 신기술(NT)인증제도 도입 

1995년 5월 10일, 제15회 『신경제』추진회의에서『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확정하고 이 대책에 

기계류·부품·  소재(이하 ‘자본재’)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토록 반영 

2006년 1월 1일, 5개부터, 7개 인증제도를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으로 통합하여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주도

하여 운영 

2008년 2월 29일,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을 지식경제부에서 총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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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 관련 법령 및 중요 조문

법령 신기술 관련 조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2년)

제15조 제2항의1(신기술의 사업화와 보육), 제15조의2(신기술인증 및 신기술적

용제품 확인), 제16조(신제품의 인증), 제16조의2(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

청), 제16조의3(인증표시), 제16조의4(인증의 사후관리), 제16조의5(인증의 취

소),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제17조의2(공공구매책임자

의 지정 등), 제18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06년 전부개정, 

‘12년 일부개정)

제18조(신기술인증의 절차), 제18조의2(신기술인증의 기준 및 대상), 제18조의3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8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제18조의

5(신제품 인증의 절차), 제19조(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제20조(신제품 인

증의 유효기간 등), 제20조의2(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제20조의3(신기술인

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20조의4(신기술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제21조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제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제25조(인증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제27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제27조의2(인증신제품 구매

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제29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06년 전부개정, 

‘11년 일부개정)

제2조(신기술인증 신청), 제2조의2(신기술인증의 공고사항), 제2조의3(신기술인

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2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제2조의5(신제품 

인증 신청), 제2조의6(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3조(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제4조(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제5조(이의신청), 제6

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 제6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09년 제정, ‘11년 

개정)

제13조(전문분과위원회)제3조(신기술인증의 대상 및 신청･접수), 제4조(신기술의 

심사･평가절차 및 방법), 제8조(신기술의 선정), 제9조(신기술인증 예정기술공

고), 제10조(신기술인증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처리), 제11조(신기술인

증기간 연장 신청의 처리), 제17조(신기술인증서의 재교부 등), 제18조(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제19조(신기술인증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제20조(신

기술인증의 지원), 제21조(신기술인증의 취소), 제22조(신기술의 사후관리)

신기술통합인증요령

(‘12년 3개 부처 

통합개정･고시)

제3조(인증대상), 제4조(신청접수기관), 제5조(인증기간), 제6조(인증서의 교부), 

제7조(인증표시의 사용), 제8조(지원), 제9조(인증절차), 제10조(신기술활용증진

협의회)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05년 제정, ‘11년 

개정)

제12조(신제품 인증서의 발급 등),제3조(신제품의 인증 대상 및 신청･접수), 제4

조(신제품의 인증 심사･평가 및 방법), 제12조(신제품 인증서의 발급 등), 제13조

(신제품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신제품인증서 재발급), 제19조(신제품 인

증표시의 사용), 제20조(신제품 인증의 지원), 제24조(신제품 인증의 취소), 제

25조(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 제26조(인증신제품 구매요청), 제34조(품질보장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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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 업무 내용은 <표 2-16>과 같음

<표 2-16>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 업무 내용

담당 부서 주요 업무

신 기 술 지 원 과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의 운용 및 시행, 신기술･신제품 평가 및 인증업무 총괄, 신

기술･신제품의 발굴･개발 및 상용화 지원, 신기술･신제품 인증업무 관련 통계 및 

산업기술 현황조사, 우수재활용제품･재제조제품 인증제도 운영 및 관리, 소프트웨

어 인증제도 운영 및 관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및 「소프트웨

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등 소관 인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정･
관리 및 업무 협력, 신기술･신제품 등의 평가기법 개발･보급, 인증제품의 공공구매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추진, 인증제품의 공공구매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

립･추진에 관한 사항, 신기술･신제품･우수재활용제품 등 정부인증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력, 융합신제품 지원과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인증과 관련하여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인 증 산 업 진 흥 과

경영시스템 인증 및 관련 자격인증제도 총괄 및 조정, 품질･환경･식품안전･정보보

안･사회적책임 경영시스템, 정보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 및 그 밖의 경영시스템 인

증 정책의 수립･추진, 시험인증산업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인증제도의 절차･방법 등 

국가인증제도 조정 및 혁신 지원,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 운영, 시험인증기관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험연구장비 개발 지원, 시험인증 분야의 해외진

출 지원, 시험인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중소기업 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신기술인증 업무는 신기술의 신청접수, 심사절차(심사･선
정, 심사위원회 운영), 인증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NET신기술인증 홈페이지(http://www.netmark.or.kr/)를 

통하여 회원들의 신기술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

(2) 환경부

(개요) 국가에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로 인증하여 

줌으로써, 기술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 할 수 있게 하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

성에 기여 

○ 운영주체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6개 현장평가기관)

- 환경부는 신기술인증서 및 기술검증서 발급(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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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서 접수,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및 평가신

청서 인터넷 공개, 신청기술 상담, 신청서 검토, 환경기술검증보고서 발간, 신기

술 사후관리, 환경신기술 홍보, 현장평가기관 지정

* 현장평가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환경수도연구소

(현황)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관련 신기술인증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특히 폐기물 분야의 신기술인증 증가

○ 기업분류별 환경신기술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신기술인증서 발급 277건, 기술

검증서 발급 160건, 현재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진행 중인 기술 46건

○ 기술분야별 적용실적을 들여다보면, 수처리기술 분야가 ‘11년 828건에서 ‘12
년 512건으로 줄었으며, 폐기물 분야는 ‘11년 1,922건에서 ‘12년 2,583건으

로 늘어났으며, 대기 분야는 ‘11년 6건에서 ‘12년 21건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기타 분야는 ‘11년 120건에서 ‘12년 129건으로 소폭 증가

- 공사금액을 살펴보면 ‘11년 대비 ‘12년 18% 증가한 4,779억원 수주

<표 2-17> 기업분류별 환경신기술인증 현황

분류 접수 진행중
기술

검증서발급

신기술

인증서발급
취소, 반려 비고

대기업 218 9 59 67 83

중소기업 763 30 95 185 452

벤처기업 35 4 1 9 21

중소기업부설연구소 2 - - - 2

출연연구기관 8 - 1 2 5

국공립연구기관 6 1 1 2 2

대학 7 2 - - 5

기타 49 - 3 12 34

계(건) 1,096 46 160 277 609

※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 통계자료(http://www.koe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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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기술분야별 환경신기술인증 기술 적용실적

분야

적용실적 공사금액

‘11년

(건)

‘12년

(건)

전년대비

(%)

‘11년

(억원)

‘12년

(억원)

전년대비

(%)

수 처 리 기 술 828 512 -38.2 1,760 1,293 -26.5

폐 기 물 1,922 2,583 34.4 2,133 3,383 58.6

대 기 6 21 250 6 43 616.7

기 타 120 129 7.5 151 59 -60.9

계 2,876 3,245 12.8 4,051 4,779 18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 통계자료(http://www.koetv.or.kr)

(인증 정책) 신기술인증 정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에서 시작하여 제7조의2(신기술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제7조의3(신

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에서 

나타나듯이 환경 관련 신기술인증 전반을 취급

*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제18조(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를 비롯하여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공고 및 관리, 우선 활용,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 취소절차 등을 포함

* 시행규칙에서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개발자가 취해야 하는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3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고, 제5조의 2에서는 환경산업 육성과 녹색제

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 근거를 마

련하였으며, 개발된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등 환경산업 기반조성

에 관한 사업 등을 위탁

○ 특히, 같은 법에서 신기술인증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는데, 다른 분야와는 

달리 신기술인증과 더불어 기술검증 부분이 더 포함되어 있어 환경 분야의 

기술 및 산업 지원에는 신기술인증과 더불어 현장 평가 등을 통하여 기술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제시

○ 따라서 신기술인증과 기술 검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

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환경 신기술인증업체가 글로벌 탑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년 환경 신기술인증기업 협의체인 환경 신기술 클럽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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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인증을 위한 신청절차를 진행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어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

(http://www.koetv.or.kr)을 구축하여 활용

○ 환경부 신기술 관련 법령 및 중요 조문은 <표 2-19>와 같음

<표 2-19> 환경부 신기술 관련 법령 및 중요 조문

법령 신기술 관련 조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2.08 시행)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에서 시작하여 제7조의2(신기술의 표시

방법과 우선 활용 등),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12.08 시행)

제18조(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제18조의3(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제18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18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제19조

의3(신기술의 우선 활용), 제19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 제19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12.08 시행)

제6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제6조의2(신기술의 표시

방법 및 활용실적 제출 등), 제6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신기술통합인증요령

(‘12년 3개 부처 

통합개정･고시)

제3조(인증대상), 제4조(신청접수기관), 제5조(인증기간), 제6조(인증서의 

교부), 제7조(인증표시의 사용), 제8조(지원), 제9조(인증절차), 제10조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12.07 시행)

- 제2장 신기술 장려금제 : 제4조(장려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 제5조

(사업의 추진), 제6조(기술의 검증 및 평가), 제7조(장려금 신청),제8조

(장려금 심의), 제9조(예산절약의 기준), 제10조(장려금의 규모), 제11조

(장려금 지급심사), 제12조(장려금의 지급), 제13조(사후 예산조치 등)

- 제3장 신기술 성공불제 : 제14조(성공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 제15조

(사업추진의 기본원칙 등), 제16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협의), 제17조

(대상사업의 고시 등),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협약체결 등), 제

19조(성공여부의 검증・평가), 제20조(성공여부의 심의), 제21조(성공여

부 평가기준), 제22조(시설의 보완), 제23조(사업비 지급)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 (‘12.08 시행)

제2조(입찰가점 부여기준, 제3조(재검토기한), 별표(제2조 관련 입찰가점 

부여기준)

환경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01 시행)

제2장(위원회 등), 제3장(신청서 접수･등록 및 현장조사), 제4장(신기술인증), 

제5장(기술검증), 제6장(신기술인증 연장평가 및 취소 심의), 제7장(보칙)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09.08 시행)

-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

- 제4조(신기술보급 종합분석평가), 제5조(입찰제도의 적용), 제6조(입찰

참가자격 완화기준), 제9조(신기술사용 확대 등), 제11조(사후평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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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

(개요) 기술 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건설(교통)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건

설(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건설(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

* 국토교통부의 신기술인증은 건설신기술과 교통신기술로 나누어 짐

○ 건설신기술인증 운영주체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

신기술협회

- 국토교통부는 신기술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신기술지정

(보호기간연장)신청 관보공고, 신기술 지정･고시, 신기술지정증서 교부(국토교통부 

장관), 사후평가 결과 관리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신기술신청 접수･반려, 신기술 심사, 신기술 의견조회, 

신기술심사위원회구성･운영, 신기술 등록･관리

- 한국건설신기술협회는 신기술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 교통신기술인증 운영주체는 국토교통부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국토교통부는 교통신기술 관련 법규 제･개정, 교통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교통신

기술 지정신청(연장신청) 공고, 교통신기술 지정 및 고시,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발급 및 재발급(국토교통부 장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연장신청) 접수, 교통신기술 지정

신청(연장신청) 내용 공고(홈페이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이해관계인 의견접

수,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교부, 교통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 및 운영, 교통신기술 홍보용 책자 관리, 심사제도 및 교통신기술 홍보, 교통

신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현황) 국토교통부는 신기술인증을 건설신기술과 교통신기술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 및 교통 신기술 활성화 촉진에 매진

○ (건설신기술) 건축시공 분야에서 51건으로 가장 많은 인증을 획득하였고, 시

설물 유지관리 분야에서 18건의 신기술인증 기술을 17건에 적용하여 가장 

높은 실적률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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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기업분류별 건설신기술인증 현황

분류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중소기업 기타 계(건)

건 축 설 계  및  설 비 - 5 1 - 6

건 축 시 공 3 17 20 11 51

도 로  및  철 도 1 14 3 6 24

토 목 구 조 2 10 5 1 18

토 목 시 공 4 10 10 1 25

수 자 원  및  항 만 - 3 2 - 5

토 질  및  기 초 1 14 15 7 37

상 하 수 도 - 13 3 3 19

환 경 관 리 - 6 1 1 8

시 설 물 유 지 관 리 - 14 3 1 18

계 11 106 63 31 211

※ 자료: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통계자료(http://www.kcnet.or.kr)

<표 2-21> 기술분야별 건설신기술인증 현황

구분 신기술인증 (건) 비중 (%)

건 축
건축설계 및 설비 6(5) 2.84

건축시공 51(26) 24.17

토 목

도로 및 철도 24(12) 11.37

토목구조 18(12) 8.53

토목시공 25(15) 11.85

수자원 및 항만 5(2) 2.37

토질 및 기초 37(24) 17.54

환 경
상하수도 19(10) 9.01

환경관리 8(5) 3.79

시 설 물  유 지 관 리 시설물유지관리 18(17) 8.53

계 211(128) 100

※ 주: ( )안은 신기술인증 기술의 적용 실적 건수

※ 자료: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통계자료(http://www.kcnet.or.kr)

○ 교통신기술인증 기술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수단 분야 3건, 교통시설 

분야 8건, 운영관리 분야 3건으로 총 14건

* 교통수단(3건): 자동차(1건), 철도차량(2건)

* 교통시설(8건): 도로시설(3건), 철도시설(5건)

* 운영관리(3건): 도로운영(1건), 철도운영(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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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정책) 신기술인증 정책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기반을 두고 주로 건설교통기술

에 치중되어 있으며,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와 함께 신기술통합인증요령을 통합 개

정･고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

*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제17조(건설기술 연구개발 등의 권고)에서부터 제18조(신기술의 

활용 등), 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취소) 등을 포함

* 시행령에서는 신기술의 지정신청, 신기술의 지정절차, 신기술의 지정･고시 등 신기술 지정

절차에 관한 지침적인 사항을 포함

* 시행규칙에서는 신기술 지정신청서 작성과 심사 사항 등 신기술 지정과 활용을 위한 구체

적인 사항을 포함

○ 세부절차에 관한 것은 ‘11년 9월에 시행하기 시작한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과 

건설 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등이 있으며, ‘12년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본격화

○ 건설 신기술인증에 관한 업무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위임되어 있는

데, 여기서는 기술인증센터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신기술 상담 신청 및 

접수를 담당하는 콜센터를 운영

○ 기술인증센터의 업무6)는 그동안 건설신기술업무만을 담당해 왔으나 ‘10년 4

월 1일부터는 교통 신기술인증업무, 4월 6일부터는 교통카드 인증업무, 4월 

14일부터는 녹색인증업무도 담당

○ 건설･교통신기술의 인증절차는 신청서 접수 → 관보공고 → 1차심사 → 현
장실사 → 2차심사 → 지정･고시 → 사후관리 순이며, 보호기간은 최초 5년

으로 3～7년 범위 내에 연장이 가능

○ 건설･교통신기술 지정현황은 ‘11년 12월 기준으로 건설･교통 신기술인증은 

건설신기술 640건, 교통신기술 7건이고, 신기술 활용횟수는 37,614건, 적용 

공사비는 7조 2,474억원

- 건설신기술업무는 건설신기술정보마당(ct.kictep.re.kr)이라는 정보시스템을 통하

여 신기술의 지정 및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부문 신기술 관련 법령 및 중요 조문은 <표 2-22>와 같음

6) 건설신기술 심사, 감사원 및 국회 관련 업무, 국토교통부 관련 업무, 규정 및 매뉴얼 개정, 심사위원 선정 관리, 녹색인증 

및 교통신기술 심사, 건설신기술 심사, 건설신기술 홍보 및 행사, 신기술정보마당(홈페이지) 관리, 경영평가 지원, 녹색인증 

및 교통신기술 심사, 교통카드 인증 등



제2장 해양수산 신산업의 사업화 전략

159

<표 2-22> 국토교통부 신기술 관련 법령 및 중요 조문

법령 신기술 관련 조문

건설기술관리법

(‘12.07 시행)

제17조(건설기술 연구개발 등의 권고)에서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

을 위하여 부설연구소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고, 제18조(신기술의 

활용 등), 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취소)를 포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07 시행)

제39조(신기술의 지정신청), 제40조(신기술의 지정절차), 제41조(신기술의 지

정･고시), 제42조(신기술의 활용 등), 제44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제45조(신

기술 지정의 취소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12.07 시행)

제16조(신기술 지정신청서), 제17조(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제18조(신기술 지정

증서), 제19조(신기술의 활용실적의 제출), 제20조(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제21조(시험시공의 권고 절차 등)

신기술통합인증요령

(‘12년 3개 부처 

통합개정･고시)

제3조(인증대상), 제4조(신청접수기관), 제5조(인증기간), 제6조(인증서의 교부), 

제7조(인증표시의 사용), 제8조(지원), 제9조(인증절차), 제10조(신기술활용증진

협의회)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12.10 시행)

- 제2장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 제5조(지정신청의 접수), 

제6조(연장신청의 접수), 제7조(공고), 제8조(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제9조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 제3장 1차심사위원회 : 제10조(지정신청의 심사), 제11조(연장신청의 심사)

- 제4장 현장실사와 품질검사 : 제12조(지정신청의 현장실사), 제13조(연장신

청의 현장실사), 제14조(품질검사)

- 제5장 2차심사위원회 : 제15조(지정신청의 심사), 제16조(연장신청의 심사), 

제17조(보호기간과 연장기간), 제18조(심사결과의 처리)

- 제6장 사후관리 : 제19조(지정증서의 발급 등), 제20조(활용실적 제출), 제21

조(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11.09 시행)
제4조(위원회의 심의 등), 제5조(유사 신기술의 활용), 제6조(신기술의 사후관리 등)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11.09 시행)

제4조(공사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제5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제6조(기술사용료 산출), 제7조(신기술 공사비), 제8조(요율), 제9조(신기술 

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제10조(낙찰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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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신기술인증사업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하고,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더불어 기

술거래를 촉진하는데 목적 

○ 운영주체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복지부는 신기술인증서 발급(보건복지부 장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홈페이지 공개(국영문 병행 홍보), 언론홍보(보도자료 등), 심포

지엄 개최(심포지엄을 통한 신제품 홍보), 보건신기술 사후관리,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현황) 보건신기술인증과 더불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개정되어 식품, 의약품 등 보건산업 분야 보건신기술(HT) 및 보건제품 품질(GH) 

인증사업이 식품･보건 분야의 유일한 법적 임의인증제도로서의 공신력과 위상 고조

○ 의약품 분야 6건, 의료기기 분야 9건, 생명공학 분야 3건, 식품 분야 5건, 화장품 

분야 6건으로 총 29건의 보건신기술인증이 이루어졌으며, 기업분류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8건, 중견기업 4건, 중소기업에서 17건의 보건신기술인증 획득

<표 2-23> 보건신기술인증 현황

분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건)

의 약 품 5 1 - 6

의 료 기 기 - - 9 9

생 명 공 학 - - 3 3

식 품 - - 5 5

화 장 품 3 3 - 6

계 8 4 17 29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GHHT인증마크 실적자료(http://www.ghmark.or.kr)

(인증 정책) 신기술인증 정책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보건 신기술인증)

와 제9조(보건 신기술인증의 취소)로 대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된 신기술인증 사업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보건 신기술인증’ 업무



제2장 해양수산 신산업의 사업화 전략

161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제6조 제9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관’ 제4조 제9항에서 사

업으로 제시

○ 보건복지부 신기술 관련 법령 및 중요 조문은 <표 2-24>와 같음

<표 2-24> 보건복지부 신기술 관련 법령 및 중요 조문

법령 신기술 관련 조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12.02 시행)
제8조(보건 신기술인증), 제9조(보건 신기술인증의 취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12.09 시행)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기준 및 절차 등), 제19조(보건 신기술 인증 표

시의 사용), 제20조(보건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제21조

(보건 신기술인증의 취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12.02 시행)

제6조(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 등), 제7조(보건 신기술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

(인증기간의 연장신청), 제9조(보건 신기술인증표시의 사용), 제10조(심사・평가 

비용의 부담), 

보건 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2.04 시행)

제2조(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의 요건), 제3조(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접수), 제4

조(보건신기술의 심사・평가절차 및 방법), 제5조(보건신기술의 선정 기준), 제6조

(보건신기술의 예정기술 공고), 제7조(보건신기술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제8조(보건 신기술인증 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제9조(보건신기술의 인증), 제10

조(전문분과위원회), 제11조(종합심사위원회),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3조

(보건신기술인증서의 재교부 등), 제14조(보건 신기술인증표시의 사용방법), 

제15조(보건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제16조(보건 신기술인증 표시의 부정

사용에 대한 조치), 제17조(보건신기술인증의 취소 및 신청자격 제한), 제18조

(보건 신기술의 사후관리), 제19조(심사・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

○ 따라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8조 제1항에 따른 보건 신기술인증 업무를 

보건복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고 적시되어 있어 이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R&D진흥본부 내에 

‘신기술개발단’이라는 내부 조직을 운영

○ R&D진흥본부 내에 ‘신기술개발단’의 주요 업무는 <표 2-25>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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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신기술개발단 주요 업무

구 분 내용

주 요  업 무

▪ 신기술개발 관련 세부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 신기술개발 관련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도･서식 개선에 관한 사항

▪ 신기술개발 관련 과제평가 및 과제관리에 관한 사항

▪ 신기술개발 관련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한의약임상연구, 한방의료기기개발, 한약제제 개발, 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에 관한 사항

인 원

▪ 단장을 비롯하여 총 11명, 총 2개팀

- 신기술개발지원팀: 팀장 포함 6명

- 한의학연구지원팀: 팀장 포함 3명

○ 보건 신기술(NET) 인증사업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하고,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와 더불어 기술거래를 촉진하며, 또한 보건신기술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구

매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한 초기시장 진출 기반지원에 목적을 두고 보건신

기술(NET)의 인증절차(신청접수, 심사절차), 인증마크 실적 등을 담당

○ 이와 더불어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건강과 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의약

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제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하여 보증

하는 사업으로 GH(Goods of Health) 인증사업 전개

- GH 인증사업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와 인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과 더불어 산업체에게는 우수제품 개발의욕 고취와 차별화된 제품이미지 부각으로 브랜

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GH마크 홈페이지(http://www.ghmark.or.kr/) 운영

(5) 해양수산부

(현황)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 신기술인증제도 관련 법적 근거를 아직까지 마련하

지 못하였으나,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 유인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이 유

망 분야인지를 확인해 주는 ‘녹색인증제도(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전문기업 확

인)’는 도입(‘10.04)
*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간그린주택도시, 신

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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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 탄소저감플랜트･시스템 구축 사업, 첨단수자원 

개발･처리･관리 사업, 그린IT 활용･보급 사업, 그린카･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확산 사업, 첨단 그린주택･도시･기반시설 보급･확산 사업, 청정생산 기반

구축사업,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공급 사업, 환경보호 및 보전 사업 등

○ 해양 신기술인증제도의 실질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세부 규정에 대한 검토가 요망

*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2호 의거,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현황) 해양 분야 선박 관련 NET 신기술인증 등록 10건과 NEP 신제품인증에 선

박 관련 신제품인증 7건만이 등록되어 있으나, 타 분야에 비해 매우 미진한 상황

○ NET에 등록되어 있는 2,409건(‘12년 기준)의 신기술인증 등록 중 해양수산

분야는 선박 관련 신기술인증 등록은 10건으로 타 분야에 대비 매우 미진한 

상황이며, 이 중 7건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실정

- NET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 관련 신기술인증 등록 분야는 기계·소재 6건, 건설·환경 

1건, 정보통신 1건, 화학·생명 1건, 수송·기계 1건

<표 2-26> 해양수산분야 신기술인증(NET) 현황

구분 분야 기술명 인증기간

선박

기계소재

연료 절감을 위한 선박 추진기 후류 발전 시스템 ‘12.08.23 ~ ‘15.08.22

기울기 및 수위센서에 의한 선박침몰 방지용 부양백 가스 

자동 분출 기술
‘11.12.21 ~ ‘13.12.20

위성기반의 선박용 원격 데이터통신 최적화 기술 ‘11.04.21 ~ ‘13.04.20

발포테이프를 이용한 선박접안용 방충재 제조기술 ‘10.12.28 ~ ‘12.12.27

베벨기어를 사용한 선박보일러용 원통형 댐퍼 설계 기술 ‘08.12.22 ~ ‘11.12.21

선박의 러더를 이용한 파라메트릭 횡동요 저감 기술 ‘07.04.27 ~ ‘09.04.26

건설환경 유량센서를 복합한 선박용 SCR 자동제어 시스템 기술 ‘12.08.23 ~ ‘14.08.22

정보통신
고부가가치 선박용 통합 운항 자동 제어 소프트웨어 및 

전용제어기 개발기술
‘09.04.28 ~ ‘12.04.27

화학생명
선박 외판 방오도료용 저마찰형 실리콘 폴리우레아수지 

제조기술
‘09.12.20 ~ ‘10.12.19

수송기계
스팀터빈 추진 선박의 진동감소를 위한 냉각 배출수 유동 

제어 기술
‘06.07.05 ~ ‘09.07.04

※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통계자료(http://www.netmar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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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P 신제품 인증 등록 7건 중 5건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실정

○ 해양수산분야의 기존 녹색기술인증을 보다 확대하고 개선할 필요성 증대

검색어 기술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선 박

간이 전자해도가 내장된 선박자동

식별장치(AIS)용 MKD
NEP-2006-124(EM)

2006-03-09

~ 2009-03-08

SOTDMA을 이용한 선박자동식별 장치(AIS) NEP-2004-070(NT)
2004-12-06

~ 2007-12-05

선박용 대형 엔진 배기밸브 스핀들 NEP-2004-028(EM)
2004-07-23

~ 2007-07-22

선박용 디젤엔진의 터보챠저 터빈임펠러 주조품

(블레이드 팊두께 : 0.5~2.0mm, 직경 260mm이하)
NEP-2003-007(EM)

2003-02-05

~ 2006-02-04

선박용 연료 미립교반기 (MF30 연료유용) NEP-MOCIE-2006-022
2009-11-03

~ 2012-11-02

선박평형수 전수통과방식의 전기분해장치 NEP-MKE-2011-029
2011-12-02

~ 2014-12-01

선박용 상하요동보상식 관절 크레인 NEP-MKE-2012-034
2012-11-29

~ 2015-11-28

※ 자료: NEP 신제품인증 홈페이지(http://www.kats.go.kr)

(문제점) 신기술인증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가점부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

나 인증기간이 짧아 실용화 촉진에 어려움, 인증 후 기술완성도를 신뢰하지 못하

고, 종합적 측면의 기술인증이 不存, 신기술인증 업체의 판로개척을 위해 정부에

서 다양한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은 매우 저조

(문제점) 타 분야 인증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해양기술에 대한 종

합적인 인증체계 구축 필요

○ NET와 NEP는 기술의 특성에 따라 신기술과 신제품을 구분하고 있고, 해양

기술은 기술적인 측면과 제품적인 측면을 갖는 기술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해양 분야의 관련 기술들이 NET와 NEP에 분산되어 인증

- 새로운 해양기술을 종합적으로 인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각종 해양 분야 신기술들이 타 분야 인증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

- 새로운 해양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된 기술의 효율적 관리와 확산·보급을 위

해서는 해양 분야 신기술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제도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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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분야 신기술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증체계에서는 해양기술의 다양한 특

성들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된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와 인증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하여 전반적인 해양기술 개발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어야 함 

- 해양 신기술인증제도는 인증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해양기술의 정의, 범위 및 분

류를 명확히 하고, 단계적인 추진전략의 수립을 통해 기존의 신기술인증제도와의 

차별화된 인증제도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개선방향)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범부처 지원 필요

○ 기존 신기술인증제도 유효기간을 3년(연장 최대 10년)에서 7년 이내로 연장

시켜 신기술 확보 및 신기술인증제품(NEP)으로의 진행 도모

○ 구매기관에서의 NEP 신제품 구매 확대는 물론 공공부문에서의 구매를 민간 

대기업까지 확대 

- NEP 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 NEP 신제품이 

시장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금융, 세제지원 등 민간자금 확보를 간접 지원하고, R&D, 보증, 마케팅, 수출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확산 지원을 위해 ‘우수 Green-Biz 선정제도’를 시행하고,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을 평가･등급화하여 녹색성장 관

련 정책자금, 투자펀드, R&D사업과 연계하여 우대 지원(‘10.05)

3. 해양 분야 신기술인증제도 시행방안

해양 신기술인증제도 포지셔닝(Positioning)

○ 해양 신기술인증제도의 특화분야 설정의 필요성

- 해양기술의 범위가 방대하여 해양 신기술인증제도의 명확한 범위설정과 기존 인

증제도와의 차별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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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의 업무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해양기술에 대

한 인증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조선 분야는 타 부처 업무와 중복이 되며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과는 특성이 다른 것으로 조사

- 해양 신기술인증제도의 고유한 영역 및 특화된 섹터 필요성과 더불어 여러 부처

에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의 특성적 역할을 명확히 제시 필요

○ 기존 인증제도와의 차별화

- NET와 NEP에는 자동차, 항공 등 교통 분야의 신기술과 신제품이 다수 등록되어 

있고, 또한 교통수단은 여러 부품을 조합한 융합형 기술이기 때문에 교통기술 전 

분야에 대해 인증범위를 설정하면 기존 인증제도와의 상충이 예상

- NET에 등록되어 있는 2,409건의 신기술 중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선박 관련 

분야 기술은 10건이 검색되었으며, NEP에 등록된 신제품 중 동일 검색어를 사용

하여 총 4개의 선박 관련 분야의 제품이 검색(‘12년)

- 따라서 타 분야와 중복이 최소화되면서 우선 적용될 수 있는 분야부터 제도 시행

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 인증제도와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인증제도 주관 부처의 전문성

- 해양 신기술인증제도의 신청대상은 해양수산부의 영역을 바탕으로 타 지정제도와 

차별성을 가지며, 해양수산부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로 설정해야 함

- 항만분야기술의 경우 ‘항만의 건설·운영’은 해양수산부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신기술인증제도의 신청 분야

- 해양과학기술의 경우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뿐 아니라, 

아직까지는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신기술 심사에 어려

움이 있으므로 해양 신기술인증제도 지정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

○ 기술개발 예산 투입 주체의 측면

- 해양관련 기술개발 예산을 투입하는 주체가 개발된 기술에 대한 관리·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양 신기술인증제도의 인증대상 분야는 수산 분야를 우선적으

로 적용하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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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분야별 인증제도 적용 기술

○ 기존 인증제도와의 차별화, 인증제도 주관부처의 전문성, 기술개발 예산 투

입 주체의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해양 신기술인증제도를 일부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단계 수산분야 관련 기술

○ 수산 관련 기술은 타 인증제도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전문성을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판단

- 해양수산부가 수행한 기존의 해양수산기술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연구개발의 범

위가 수산 증양식 분야로 집중되어 있음

○ 수산 분야의 연구 성과는 해양 신기술인증제도의 실효성 고양 및 제도의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수산기술 관련 예산을 투입한 주체가 개발기술에 대한 관리·지원을 하는 것

이 효율적이며, 개발목적에 적합하도록 신기술을 사용하여 그 활용도를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따라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지원, 개발한 수산 분야 기술을 필두로 해양 

신기술인증제도를 시행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하고 제도의 홍보･정착을 목표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2단계 해운･물류･항만 분야 관련 기술

○ 해양수산부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신기술인증

제도의 신청 분야로 판단되는 해운･물류･항만 관련 기술은 시설 및 시스템 

분야를 대상으로 해양 신기술인증제도에 포함되어 2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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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시설의 건설과 항만분야의 시설 및 시스템 구축은 그 규모가 크

고, 국토계획 및 토지계획 등의 정책방향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양종합

계획 수립의 업무를 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3단계 해양과학기술 분야 관련 기술

○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술은 해양수산산업기술의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분

야로서 해양 신기술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분야임

○ 그러나 일부 기술이나 제품의 경우 타 인증제도와의 중복이 예상되므로 해

양수산부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새로운 해양과학기술의 정의, 범위 및 분류를 선행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를 들어 환경 신기술인증제도에 포함되는 해양환경 분야 기술의 

조정은 타 부처의 인증제도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양플랜트 분야

의 Floating Storage, Pump, Regasification 등 핵심기자재의 제작 등을 

중심으로 인증권 이양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에너지신기술, 해양

레저 분야의 요트, 보트 등 핵심레저장비 제작기술 등은 해양 전반의 운영

정책에 따라 활용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업무와 연관성이 높다고 보여지며 

타 부처와의 조정을 통해 포함되어야 된다고 판단

소결

○ 해양 신기술인증제도는 새로운 해양수산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해양기술 분야를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시행되어야 함 

○ 그러나 기존 인증제도와의 차별화, 인증제도 주관부처의 전문성, 기술개발 

예산 투입 주체의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해양 신기술인증제도를 일부 단계적

으로 실행하는 방안 검토 요망

○ 본 연구에서는 수산 분야, 해양과학기술 분야, 해운･물류･항만 분야로 나누

어 실행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같은 검토는 해양 신기술인증제도의 종

합적 시행을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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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신기술인증제도는 제도의 빠른 정착과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시행하되, 실제 제도의 시행 이후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하면서 그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4. 해양 신기술인증제도 활용방안

가. 타 분야 신기술인증제도의 지정혜택

NET 신기술인증 지정혜택

○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사목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2조(신기술이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에 따른 신기술

이용제품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공공단체에 우선

구매 추천(과학기술부)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제14조(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

구매)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에 따른 조달우수

제품 선정우대(조달청)

- 초록집을 발간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여 공공기관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자금지원

▷ 기술보증기금

- 기술혁신선도형 기업으로 선정되어 우대지원

- 같은기업당 1억원까지 표준심사에 의하여 신속한 보증지원

- 기술평가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용하여 매출액에 상관없이 기술사업계획의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보증지원

* 기술평가보증 지원시 85%의 고정 부분보증비율을 적용하고,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최저 

0.1%~ 최고 0.3%의 보증료율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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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5년이내인 경우 부분보증비율을 85%로 고정 적용: 여타기업은 신용등급에 

따라 50%～90% 차등 적용

- 보증이용기간 12년 초과(일반기업 10년) 이용시 부분보증비율 5%인하

-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 평가위주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해 지원

- 여타보증 대비 우선적 지원

▷ 시중은행의 금융우대지원

- 산업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 기술개발자금 우대지원(대출조건 평가시 가산점 부여)

- 우리은행 「하이테크론」: 기술력 보유 우수 중소기업 특별우대대출

‣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대출시 적용금리인하

○ 중소기업청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참여시 가점부여

- 「Inno-Biz(이노비즈) 인증」신청시 가점부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시 가점부여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신청시 가점부여

‣ 제품인증분야(CE, NRTL, RoHS 등)인증시 1인증당 800만원이하, 시스템인증분야

(AS9100, TS16949, ISO14001 등)인증시 1시스템당 300만원이하 정액지원 하는 사업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지원

▷ 동 사업 참여시 NET마크 보유기업에 대해 가산점 부여

-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 평가시 최종점수의 5%를 가점으로 부여

- 부품･소재 연구개발사업: 가산점 3점 부여

○ 조세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기술을 기업화 하기 위한 사업용 투

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당해 설비투자 금액의 7/10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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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도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에 

따른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지원,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또는 기

술정보의 무상 제공,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 신기술기업협의회(NET클럽)운영

- 기술 분야별 소그룹 활동을 통한 기술경영정보 및 의견 교류

- 공동 연구개발 알선 및 정례세미나 개최

- 신기술제품 시장진출관련 정책건의 및 공동전략 마련

- 해외산업시찰 추진 등

○ 기타

▷ 신기술인증기술 관련 홈페이지 운영(http://www.netmark.or.kr)

- 인증기술 개요, 통계자료 및 서식자료 등 제공

- 언론매체를 통한 신기술 홍보

NEP 신제품인증 지정혜택

○ 인증제품의 지원

-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등의 의무 구매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사업화자금의 융자지원

- 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 우대

- 인증제품의 수요기반 확대, 수출 증대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 국내 및 해외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지원 등

○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시책 안내

- 지원내용: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에 의해 제작된 제품에 대하여 기술성, 

성능, 품질을 평가하고 NEP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자금지원, 우선구매, 신용보증 

등의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을 제공

- 법적근거: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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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원 사항

▷ 판로확대 지원

- 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우대

- 각종 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지원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사업화 자금의 융자 지원

- 기타 인증신제품의 수요기반확대, 수출증대 등 판로확대 지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요청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

-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 요령”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

나. 해양 신기술인증제도에 적용 가능한 지정혜택(안) 도출

타 분야 신기술인증제도의 지정혜택

○ 타 분야 신기술인증제도는 NET, NEP, 건설신기술이 있음

- NET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보호,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기술보증기금･시중

은행의 자금지원 등의 지정혜택을 부여

- NEP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보호,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등의 의무 구매, 신용보증

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의 지정혜택을 부여

- 건설신기술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보호, 인증된 기술에 대한 사용료 청구,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설계반영 의무, 자금 지원 등의 지정혜택을 부여

○ 제품과 기술의 특성을 제외하고 NET, NEP, 건설 신기술인증제도를 종합하여 

보면 신기술보호, 국가 및 공공기관의 신기술 구매지원, 자금 지원, 보증, 

판로 지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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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국내 신기술·신제품인증제도 지정혜택 사례

구분 지정혜택

N E T

 - 신기술보호

 -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기술보증기금・시중은행의 자금지원

- 중소기업청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지원

- 조세지원, 기술지도 등

N E P

 - 신기술보호

 -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등의 의무 구매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 사업화 자금의 융자지원

- 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 우대

-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지원 등

건 설 신 기 술

 - 신기술보호

 - 기술사용료 청구

 -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 설계반영 의무

 - 시험시공의 권고 

- 자금지원

- 가점부여

-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 기술개발보상제도 등

해양 신기술인증제도의 적용 가능한 지정혜택(안)

○ 타 분야 신기술인증제도(건설신기술, NET, NEP)의 지정혜택을 종합·분류하

여 해양신기술인증제도에 적용 가능한 지정혜택(안)을 도출

- 기존 신기술인증제도의 지정혜택 중 해양 신기술인증제도에 매우 필요하거나 실

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정혜택은 ○표시,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이 보통인 

지정혜택은 △표시,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정혜택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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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지정혜택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지정혜택 필요성(○,△,×) 실현가능성(○,△,×)

신기술 보호 ○ ○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장려 ○ ○

기술보증기금・시중은행의 자금지원 △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 △

사업화 자금의 융자지원 △ △

기술사용료 청구 △ ○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 ○

시험시공의 권고 ○ ○

조세지원 △ △

가점부여 ○ ○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 X

기술개발 보상제도 △ △

기술지도 X X

제품 홍보지원 △ ○

※ 주: ○: 매우 필요 or 가능, △: 보통, X: 필요없음 or 가능성없음

○ 신기술 보호,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장려,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시험

시공의 권고, 가점 부여가 가장 필요하고 실현가능성이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음

○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신기술 보호,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장려,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시험시공의 권고, 

가점 부여 지정혜택에 대하여 해양 신기술인증제도의 지정혜택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

5. 향후 추진계획

부처별 해당 기관들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업무는 모두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대부분 법률에 의하여 위임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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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보건사업진흥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 대부분

의 R&D관리기관에서 기술개발 후 발생하는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

- 해양 분야는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인증뿐 아니라 해양조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양

장비에 대한 검･교정까지 필요한 상황이므로 신기술인증 체제를 갖추는 것은 해양

과학기술을 진일보시킬 것으로 기대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신기술인증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당 법률에 신기술 

인증에 관한 조문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신기술인증을 위임받는 조문도 포함

○ 정부 부처에 따라서는 신기술인증 업무와 신제품의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을 이원화하거나 관리 담당부서를 이원화

- 신제품 인증업무를 넘어서 인증된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실용화센터 내지

는 기술거래센터의 구축･운영 업무가 필요

-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실용화 내지 기술거래센터에서 아직은 비지니스 모델이 어

려워 정부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대부분 R&D관리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위임하여 운영

- 마찬가지로 산업 특성상 시장창출이 쉽지 않은 해양 분야에서 비지니스 모델을 

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기는 현재로서 어려운 상황이

므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일단 위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각 해당기관에서는 인증 업무나 기술거래 업무의 경우 대부분 센터를 수립･운
영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를 간략화 시키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해양 분야의 개발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확산시키

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인증업무나 위임 등이 법률에 적시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인증센터와 실용화센터를 수립하여, 정보화를 통하여 절차를 신

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

해양수산분야 신기술인증제도(안)

○ (운영주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신청자격) 해양수산분야의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한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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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및 신청서 접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 접수대상: 평가분야에 한하여 접수

- 접수방법: 신청서와 신청기술 설명서 등을 공고한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접수

평가 대상 및 분야

○ (평가대상) 국내 신기술 및 개량기술, 외국도입 개량기술로서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술

- 접수일을 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서 향후 3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로 한정

‣ (신기술)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로 특허･등록된 기술

‣ (개량기술) 기존 특허를 바탕으로 한단계 발전시킨 개량(개발) 기술

‣ (외국 개량기술)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이를 분석･보완･발전시켜 

새로운 기술로 창조시킨 기술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 (내용) 신청서류의 누락, 오류 여부 검토 및 보완 조치

○ (검토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

○ (조치) 신청서의 첨부 자료 등 주요서류 미보완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심사단계별 내용 및 조치

○ 서류심사(발표심사)

- (내용) 기술성·경제성·경영성의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평가서를 작성하며, 

신청인의 신청기술 발표와 심사위원의 질문형식으로 진행

- (심사위원) 해당분야 전문가 7인 이내

- (조치) 평가점수산정은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70점 이상은 통과 기술로, 미만은 제외 기술로 결정

* 통과된 기술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2개로 구분하여 진행 ①종합심사 대상 ②

성능･성분 분석 대상

* 통과된 기술은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서류평가시 현장조사에 대한 조사내용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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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 (내용) 기술 개발현장 및 적용제품 사업장 등 서류심사에서 제시한 내용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서에 따라 조사

- (조사자) 해당분야 전문가 3인 이내

- (조치) 조사 결과는 종합심사에 활용

○ 성능･성분 분석

- (내용) 서류심사에서 제시한 내용 등에 대하여 성능·성분분석 결과 보고서에 분석

하고 그 결과 제출

- (분석기관) 공인 시험분석기관

- (조치) 분석 결과는 종합심사에 활용

○ 종합심사

- (내용) 서류심사 결과, 현장조사 및 성능·성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 평

가서에 따라 심사

- (심사위원) 해당분야 전문가 9인 이내

- (조치)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양신기술로 평가  

* 해양신기술로 평가한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양신기술 적용 제품’으로 평가

* 서류심사 결과와 현장조사 및 외부기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심사위원 구성 및 위촉

○ 단계별 심사위원 구성 

- 서류심사위원은 평가분야별 7인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와 기술가치 

및 경제성평가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 

- 현장조사위원은 평가분야별 3인으로 구성하되 서류심사에 참여한 전문가 1인,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 2인으로 구성

- 종합심사위원은 평가분야별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서류심사나 현장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한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와 기술가치 및 경제성평가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



해양신산업 창출 및 활성화 정책지원 방안 수립 기획연구

178

○ 심사위원 위촉

- 평가분야별 전문가를 무작위 우선순위에 따라 섭외·위촉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의 장이 위촉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및 조치

○ 이의접수･답변

- 종합심사에서 해양수산분야 신기술로 평가된 기술의 요약서를 한국해양과학기술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30일)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

- 이해관계인 의견이 접수된 기술의 신청인에게 이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 요청  

* 신청인이 이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처리하

고 해당기술은 해양수산분야 신기술 제외

○ 이의처리 위원회

- 접수된 이의사항은 평가분야별 7인 이내로 이의처리 위원회를 구성

* 이의처리 위원회는 종합심사에 참여한 전문가 3인 이상, 해당 이의내용 관련 전문가 4인(심

사위원 위촉 방법과 동일) 이내로 구성

○ 이의심사 및 조치

- 이의처리 위원회는 이의 심의서(별지 제9호)에 따라 심의한 결과, 위원 3분의 2 이상

이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한 경우 해당 기술은 농림수산식품 신기술 제외

* 이의심의 결과는 해당기술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

* 이의처리 위원회에 이해관계인과 해당기술의 신청인인 참석 가능 

후속조치 및 우대사항

○ (후속조치)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결과,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분야 신기술로 

평가된 기술은 해양수산부에 보고 및 해양수산부 장관 신기술인증서 발부

○ (우대사항) 해양수산분야 신기술로 평가된 기술은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양

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홍보

- 녹색인증제도와는 차별화된 신기술사업 자금지원･가점부여 등 적극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신기술 확보 및 신기술인증제품으로의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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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부처의 신기술인증제의 짧은 유효기간을 개선하여 초기 유효기간을 7년 이내로 

연장하여 기술 상용화 적극 지원 

- 신기술인증 기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판로개척 및 기술이전 지원

- 해양 R&D과제 선정시 가점기준에 해양수산분야 신기술인증 실적 반영 등 해양수산

분야 신기술인증 지원대책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

제3절 해양수산 신산업 사업화 저해 요인

기술 및 연계체계

○ 장기간에 걸친 실해역 실증이 필요한 해양수산산업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개발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규모가 작아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절감 등 경쟁력 제고에 한계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역량부족,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연계 부족

○ 제품화･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추가자금 및 활용에 필요한 지원 및 이전 

시스템 부재 

정부정책 및 환경

○ 해양수산산업의 기술수요와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기술 발굴 및 사업추진의 

미흡

○ 연구과제 발굴과정에서 연구기획관련 예산지원의 부족

○ 과학기술기본계획,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투자 우선순위 설정 

및 기술개발 과제들의 전략적 추진 미흡

○ 해양수산산업 연관 부처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으로 다변화됨으로서 발생되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 결여

-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해 특정산업(조선해양 분야)을 독점하거나 혹은 협력체제의 

미흡(해양환경, 수산 분야)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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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부처는 해양수산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의지 미약  

- 타 부처는 관련 산업의 지원을 위해 근거법률(정보통신산업진흥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산업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산업발전 

기금 등을 조성하여 지원

- 산업체에 지원되는 부처별 R&D 예산 비중을 보면, 환경부(42.7%), 보건복지부(27.6%), 

산업통상자원부(27.5%), 국토교통부_건설(14.7%), 문화체육부(7.3%), 해양수산부(1.8%)

의 순으로 해양수산산업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R&D 투자비중은 아주 미약(‘09년) 

저해요인 해소방안

○ 기술수준, 낮은 경제성, 열악한 산업기반 등 불리한 국내여건을 극복하고 

해양수산산업개발, 보급을 촉진하는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RPS 도입확대,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 도입 

및 지속적인 가격관리 등 해양수산산업 시장창출에 대한 재정부담 경감 유도

- 본격적인 해양수산산업 시장창출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통한 

대형투자를 유도하고, 산업 성숙도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가 요구

- 단기적으로는 정부주도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및 양산에 의한 제조원가 하락, 대기업의 본격적 참여, 수출산업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주도형으로 전환

○ 투자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통한 해양수산산업 원천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 투자로 기술개발과 산업화 지원

- 중소기업 및 중소벤처를 지원하는 미래 해양기술 개발사업(R&BD)의 예산확대

(총 예산대비 10%) 및 사업화 성공 시 인센티브 확대

-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 단계별, 수행주체별로 부처간 혹은 사업간 연계를 통해 중단 

없는 후속연구 지원 체제 구축

○ 산･학･연･관 간의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가칭)해양수산비즈니스센터’ 설립

- 신사업 발굴(산･학･연 및 기업간 컨소시엄 활성화) 및 기술분석 지원, 사업화 과

제 관리 및 기술관리 지원, 기업 및 기술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지식재산권 권리 

강화, 기술마케팅, 기술거래시장 조성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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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양수산 신산업 사업화 성공전략

1. 맞춤형 정부지원

해양수산산업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 사이버공간에서의 클러스터 형성과 지역적 집적화단지의 설립을 통해 해양

과학기술 인재, 기술, 자금 등 해양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원이 상호 융합

되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원체제 조성

가. 사이버 네트워크 구축

- 정부 주도로 전문기획 평가기관,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협력주체간의 사이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해양과학기술과 산업 시장에 대한 정보교류 활성화

-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 위주로 정보의 유통을 강화함으로써 해양중소벤처기업

의 사업화 능력 제고

나. MT 클러스터 구축

-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활동에 여건과 환경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

역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능과 시설을 집적

- 집적화 단지는 응용･개발연구와 산업화의 가치사슬을 특화하는 클러스터로서 사

업화 촉진 및 해양수산산업의 발달을 선도할 것이며, MT분야 국내 연구개발형 기

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해양과학기술 융복합 촉진제도 도입

○ 지식경제부의 주도하에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고, 한국생산기술원 산하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산업간 융합의 주요 영역

이 IT, BT, 교통, 에너지 등에 초점(‘11)

○ 해양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칭 ‘해양기술 사업화 촉진

법’을 제정하고, 이법에 근거한 가칭 ‘해양수산산업융합지원센터’ 설립방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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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도하에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고, 한국생산기술원 산하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산업간 융합의 주요 영역이 IT, 

BT, 교통, 에너지 등에 초점(‘11)

해양과학기술 R&D 사업화 전문 인력 양성

○ 해양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이 협력·연계하여 연계대학원

을 설립·운영

○ 사업화 전문인력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연구기관의 의무채용 제도 

도입과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 가칭 ‘기술경영직군’을 신설하는 한편, 기술사업화 경력이 있는 연구자 등이 ‘기술

경영직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정책 마련

해양수산산업 전담부서 설치 및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 해양수산산업 관련 부처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분산되어 정책추진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해

양수산산업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 민간의 자발적인 R&D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의 신사업 R&D에 대한 

선제적 투자, 금융･세제 지원, 기술창업 지원 등 다양한 노력 경주

중소기업의 규모화와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은 관련회사 설립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직계

열화를 통해 생산･유통망을 넓혀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산업 업종 다각화 및 해외 생산기반 유지･확대를 위한 정부의 측면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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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수산 신산업 평가 인증시스템 구축

잠정인증제도 도입

○ 해양수산분야에서도 규격이 없는 제품이나 해양수산산업기술에 대해서는 잠

정인증제도 도입

*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 또는 제품의 기능, 성능 및 안정성 등을 평가

해 줄 수 있는 기술 인증체제 구축

기술가치 평가시스템 구축

○ 해양과학기술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육성정책과 실질적인 심사평가 기준 

등을 통해 시장조사, 자산평가를 비롯하여 기술의 상업성에 대한 가치평가 

등을 공신력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 평가기관 육성

○ 해양과학기술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을 파

악할 수 있는 전문 기술평가인력 확보 

○ 객관성이 확보된 평가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공인인증 

마크제 등으로 그 신뢰성을 보장하는 공인 유통제도 도입

3. R&D성과 사업화기업 정책지원 

조세 및 금융 지원 방안

가. 조세 지원 확대

-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되어 수행된 연구개발 결과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서 기술이전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필요

- 기술이전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기술수요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의 혜택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②항」에서는 특허권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에서 정

하는 기술을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동법 제10조에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를 통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의 100분의 15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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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지원

- 기업이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거나, 개발해서 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자원 제약은 자금

- 따라서 일본의 정책투자모형이 지원하는 대학 벤처지원 인큐베이션 펀드와 유사

한 유형으로 초기자금 지원을 위한 펀드조성 필요

- 해양 공공기관 기술사업화 펀드의 투자대상은 해양관련 출연(연)과 대학 등 공공

기관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start-up단계, 태동단계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초기

자금 공급과 철저한 경영지도를 실시하는 펀드로 진행

* 해양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연구소 기업, 교수･연구원 실험실 

창업 기업 등이 초기자금 지원 대상

* 펀드매니저는 기금발굴에서 비즈니스모델 구축 사업계획, 책정, 사업화지원팀 조성, 해당펀

드 이외 자금조달방안 등 경영지도 수행

* 공공기관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을 위한 근거법규의 제정 및 보완 요구

해양 수산 신산업의 시장조성 지원

가. 시장가격 차액 지원제도

- 시장이 미약한 단계에서는 정부의 통찰력과 이에 따른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고, 

시장이 성숙한 단계에서는 정부기능이 최소화되는 등 시장의 특성에 따른 정부지

원의 다양화 필요

* 신재생에너지분야: 재생에너지사용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기

준가격의무구매제(Feed-in Tariff: FIT), 발전차액 지원제도: 사업자에

게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초기 개발 단계에 있는 에너지

원에 대해서는 육성효과 기대

나. 정부 우선구매제도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하여 생산한 

상품을 적정한 대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판로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정책(공공구매정책*) 운영 

*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서비스 또는 물품･재화를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구매과정을 거처 구입하는 공식적인 활동



제2장 해양수산 신산업의 사업화 전략

185

- 이와 마찬가지로,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물품에 대하여 과거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조

달청에서 우선 구매하여 판로를 지원해주는 우수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시행 필요

- 대학 및 공공기관 개발기술의 민간기업 이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 참여 

시 사업우선권 부여, 세제혜택 제공, 기술이전 비용 지원

- 시제품 공공기관 우선 적용 통한 초기시장 창출, 연구소기업 창업 지원, 해양신기

술펀드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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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정책지원 방안

제1절 추진배경

해양수산부 출범을 계기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비전을 실

현하기 위해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 필요

* 새정부 140대 국정과제에 ‘해양신산업 육성 등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이 포함

○ 본 연구와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은 큰 맥락에서 해양과학기술을 기반으

로 시장창출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해양수산산업 분류 

및 R&D 시스템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통한 해양과학기술과 산업화 연계에 초점

세계 각국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해양수산산업을 전략적 육성 필요

○ 중국, EU, 영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 차원의 해양 정책과는 별도로 

해양수산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

- (중국)「전략적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상」발표(‘10),「제12차 국가경제 사회

발전 5개년계획(‘11~‘15)」에 최초로 해양산업 발전 촉진을 명문화(‘11)
- (영국)「해양산업의 전략적 틀」수립 및「해양산업 성장전략」

○ 해양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환경 속에서 해양수산산업은 급속하게 성장 중

* 우리나라 해양수산산업의 생산 증가율('90~'08)은 연평균 12.2%로, 전체 산업 평균(10.8%) 상회

특히, 해양수산 신산업은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으로 부각될 전망

○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해양플랜트 등 해양수산 신산업은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돌파구로 고부가가치 창출 예상

* 신산업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10 ~'20)은 21.8%로, 전통산업(해운, 항만, 수산 등)의 연평

균 증가율(3.8%) 보다 약 4배 높을 것으로 전망('11, KMI)

○ 성장초기 단계의 블루오션(Blue Ocean)인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

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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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전 및 목표

비  전 신해양 가치 창출로 선진 해양강국 실현

목  표

시장창출 부가가치창출 일자리창출

40조원 신규시장

134조원(‘10) → 170조원(‘17)
GDP 기여도 7% 달성

6.3%(‘10) → 7.0%(‘17)
4만명 신규 고용

66만명(‘10) → 70만명(‘17)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R&D) 강화 

▪ 산업별 차별화된 R&D 육성･지원

▪ 일자리창출 중심의 R&BD 투자 강화

▪ R&D 시스템 전문화･효율화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창출

▪ 해양수산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BT･IT･ET･NT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 新 Biz 시장창출을 통한 신산업 발굴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통한 벤처･중소기업 육

성

▪ 기술실증 및 기술사업화 촉진

▪ 벤처･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지역･광역권별 특화전략산업 육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 법 제정 및 제도 개선

▪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해양 거버넌스 추진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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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략별 추진과제

전략 1.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R&D) 강화 

가. 산업별 차별화된 R&D 육성･지원

(R&D 투자확대) 미래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해

양수산 R&D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확대

○ 현재 우리의 해양수산 R&D 수준은 정부 R&D 예산 대비 2.8%*에 불과하

며, 여타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정부R&D대비 해양R&D규모) 미국 8.4%, 일본 5.0%, 중국 7.2%('09)

* (금액 기준) 미국 13조원, 일본 3.9조원, 중국 1.7조원, 한국 0.4조원('09)

○ ‘10년 기준 우리나라 해양수산 R&D(정부출연금 포함) 투자규모는 주요국과 

비교 시 미국의 1/33, 일본의 1/8, 중국의 1/4.5 수준이며, 국내 국가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9%임

- ‘09년 기준으로 3,900억원(3.3%) → 6,900억원(5%)으로 국가 R&D 비중 5% 이상

의 해양과학기술 예산 확충

<주요국 해양수산 R&D 투자현황(‘10년 기준, 단위: 조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0.40 13.22 3.30 1.82

○ ‘10년 기준 국내 해양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국가 대비 현재 약 70% 수준이

며, 해안공학 및 물류, 해사안전, 해양자원분야의 기술격차는 약 5년, 해양환경 

및 극지해양분야는 약 8～10년의 기술격차를 보임(평균 기술격차는 약 6.7년)

<해양과학기술 수준 비교(‘10년 기준, 기술수준: %, 기술격차: 년)>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70% 6.7년 100% 0년 97% 0.8년 89% 2.6년 62% 9.1년

※  출처: 국토해양부･KIMST(2011),‘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분야별 전문가 델파이조사로 분석･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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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R&D 투자 지속 확대

- '17년까지 정부 총 R&D 대비 해양수산 R&D 투자 비중 5% 달성

* '17년 정부 R&D 예산 추정치(21.8조원), 해양수산 R&D 예산 목표치(1.1조원)에 근거

<해양수산 R&D 예산 현황>

구분
해양수산  

R&D(A)

정부전체  

R&D(B)
A/B

'08년 2,781 110,784 2.5

'09년 3,498 123,437 2.8

'10년 3,547 137,014 2.6

'11년 4,025 148,902 2.7

'12년 4,452 160,244 2.8

'13년 5,184 168,777 3.1

○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R&D 투자 강화

- 유망산업 분야,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를 반영한 분야* 등과 관련된 미래 핵심

기술 개발 강화 

* 해양플랜트 분야(사전타당성 설계기술, 부유식 LNG 벙커링 등) / 기후변화 분야(통합기후

예측 등), 해양환경 분야(해양복원 기술 등) 

산업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전략 수립

‣ 산업별로 현황, 여건, 발전가능성, 장애요인, 산업계 니즈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해당

산업에 특화된 육성방안 발굴

○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창조적 혁신기술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 고도화가 가능한 분야

① (해양플랜트산업) 해양플랜트 건조 분야 이외의 설계, 기자재, 서비스산업* 중점 

육성 등을 통한 신규 사업영역 발굴

* 해양플랜트 운송, 설치 및 시운전, 운영 및 유지관리, 해체 등이 해당되며, 산업 총부가가치

의 50% 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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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간에 시장진출을 가시화할 수 있는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 강화

* 해양플랜트 운송사업, Drillship 운영사업, 부대사업(OSV 운영사업), FPSO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 임대사업 등

‣ 양플랜트 산업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및 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근접 지원체계 구축

*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계 지원을 위한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구축

② (해양바이오산업) 미래 원천기술 조기 확보 및 산업화 연계강화 등을 통한 세계

시장 선점

‣ 양생물기반기술, 해양신소재개발기술 등 핵심유망기술 발굴･육성

* 공생물 개발기술, 탄소 나노재료 생산기술, 의치 공학용 신소재･신약 개발 기술 등

‣ 술수요조사를 통해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기업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산･학･연 연구 협력체계 구축

○ (대체 에너지･자원개발 산업) 단순한 에너지 절감분야가 아닌 미래성장의 

바탕이 되고, 심부화, 극지화, 다목적화 등 해양에너지･자원개발 글로벌 트

랜드를 선도하기 위한 新에너지･자원개발 강화 분야

① (해양광물산업)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를 통한 독점광구 확보* 및 채광･제련 등 

상업생산기술 개발 등 산업화 기반 조성

* 우리나라 심해저 광물자원 독점탐사광구 확보 현황 : 4개 광구 11.2만㎢ 망간단괴) 태평양 

공해상 C-C해역, (해저열수광상) 통가･피지EEZ, 인도양 공해상 중앙해령

‣ 해저 광물 독점광구 탐사 및 신규 독점광구 확보

* 통가 해저열수광상 광구 매장량 평가('13), 피지･인도양 해저열수광상 광구 정밀탐

사('13~), 망간각 부존지역 기초탐사 및 광구확보('14~'17년) 등

･ 심해저 광물 채광 및 제련 핵심 기술 개발 추진

* 망간단괴 통합채광기술개발 및 수심 2,000m 실증, 제련기술 개발 등('13~'15)

･ 심해저 광물 탐사･개발 기술 고도화 및 산업화 촉진,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중장

기 로드맵 마련

② (해양에너지산업) 에너지원별(조류, 파력, 해상풍력 등) 실용화 기술개발, 상용화 

기반 구축 등을 통한 산업화 지원

‣ 파력에너지 확보를 위한 발전장치 설계･제작･운용의 원천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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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해역 실증을 위해 제주 시험파력발전소 건설 추진 중(~'13.10)

‣ 파력･해상풍력 연계형 발전 기술개발 등 기술 실용화와 경제성 제고를 위해 해양에너

지 복합이용 기술개발 중점 추진

③ (해양심층수산업)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에너지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산업 영역 확장

* 해양심층수 : 200m 이하의 해수로 저온(3~4℃)과 청정성을 유지하며 미네랄이 풍부

‣ 해수온도차 발전기술, 해수냉난방 기술 등 융･복합 기술개발 추진

* 해수온도차발전 파일럿 플랜트(200KW급, 60세대) 개발 및 실증시험, 해양심층수의 

저온성을 활용한 해수냉난방 보급모델(1,000RT급, 약 1만평) 개발 추진

‣ 식품이용범위 확대 및 수산업, 건강･뷰티산업(스파, 테라피 등) 등 타산업 분야 활

용도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 산업) 글로벌 이슈 부각에 따라 해양과

학기술 기반의 피해 예측 및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하여 해양가치에 대한 인

식제고 및 새로운 기회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

① (해양환경산업) 해양환경 분야 신산업 발굴을 통한 시장규모 확대 및 산업화 연

계가 가능한 해양환경 기술개발 중점 추진

‣ 전통적인 해양환경관리업 외 新산업 분야* 발굴･육성 및 규제체계 정비를 통한 파생산

업** 육성 추진

* 적조방제업, 선박수리(선박수리･해체), 선박계류(선박인양 및 압류), 해양환경조사, 

해양환경피해 측정･평가 및 복원, 해양장제업(해양납골당) 등

** 해양환경 기준 세분화를 통해 해양오염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장비 개

발･제작산업 등

‣ 시장의 수요를 반영,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기술에 대한 R&D 강화

② (CCS산업) CO2 수송 및 해양지중저장 기술개발 및 실용화 기반 구축

* CCS :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Sequestration), CO2를 발생원으로부터 

포집한 후 압축･수송 과정을 거쳐 해양지중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

‣ 선박을 활용한 CO2 수송기술 확보 및 해저저장 원천기술 개발

‣ 저장소 부지선정 및 실증 플랜트 건설 등 상용화 기반 구축

○ (국민행복･편익 증진 산업) 쾌적하고 편리한 삶,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용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제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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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관광･레저산업) 마리나 산업, 해중관광산업 등 고부가가치 신개념 관광산업 

분야 중점 육성

‣ 마리나항만 개발*, 요트･보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관련 서비스업 육성 등 

마리나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해양관광의 중심지, 마리나 산업 클러스터,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전국 6

개소(동･서･남해 각 2개소)에 국가지원 거점형 국제 마리나 항만 조성 

‣ 해중공원, 해중전망탑･탐방로 등 해중경관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조성

② (선박평형수처리산업) 차세대 기술개발,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등을 통한 기술

우위 확보 및 세계시장 선점

* 선박평형수: 선박의 화물적재 상태에 따라 필요한 균형을 잡기 위해 평형수 탱크에 주입하

거나 배출하는 물(水)

‣ 선박평형수처리 기술수준 향상(현 기준보다 1,000배 강화), 관련 검사･측정장비 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처리설비의 구조변경에 대한 시험절차 등을 IMO에 국제표준으로 제안, Global Standard 

선도

나. 일자리창출 중심의 R&BD 투자 강화

일자리 창출 R&BD 프로그램 강화

○ (단기) 생활·보급형 중심의 신성장동력 창출사업 

-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에 기반하여 조기(2년 이내)에 사업성과 창출이 가능한 상용화 

･중소형 R&D 과제를 적극 추진

* 우량흑진주대량생산, 해양안전 Navigation 개발, 해수 온도차 냉난방에너지 이용 기술, 해

양 기능성 사료 생산기술, ICT와 바이오플락 융합 수산양식기술 등

○ (중기) 일자리창출 중심의 해양창조경제 선도 기술개발 사업 

- 4년 이내 신규시장 창출이 가능하고 산업 파급효과가 큰 중･대형 R&D 과제로 후

속 실증･대형화 R&D로 연계하여 성과창출 촉진

* 해양바이오에너지기술, 선박평형수처리기술, 복합 신재생에너지기술, 첨단해양로봇개발, 해

양예보시스템 구축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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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미래 혁신기술 사업 

- 창의･도전적 기초･원천연구를 통하여 성능향상, 비용절감, 등 기존 기술한계를 획

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형 R&D과제로 혁신적 미래 신성장 창출 사업

-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원천기술개발에서 상용화까지 단계별 지원체계(3단계, 최대 

8년)**를 마련

* 초장대 해중터널 건설, 해양플랜트기술, CO2 지중저장기술, 심해저광물자원개발, 고성능 

세일링요트기술개발 등

** 1단계: 원천기술(연구소 중심, 3년 내외) → 2단계: 응용기술(연구소･기업 중심, 2년 내외) → 

3단계: 상용화기술(기업 중심, 2년 내외) 

다. R&D 시스템 전문화･효율화

(유형별 특성 재정립) 유형별 특성에 따라 기초･미래선도형, 공공･인프라형, 상용화형 등 

3개의 유형으로 재정립하고, 성과목표, 사업 관리 (과제기획→평가→실용화)를 차별화

○ (과제기획) 기초･미래선도형은 상향식으로 창의적･선도적 과제를 발굴하고, 

공공･인프라형 및 상용화형은 각기 사회현안별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등 수

요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

○ (사업평가) 유형별 연구개발 성과에 부합하는 성과평가기준을 적용

- 기초･미래선도형은 원천특허 창출 여부 및 논문 피인용횟수, 공공･인프라형은 사

회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 여부, 상용화형은 특허출원 유지비용 대비 기술료 

수입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

○ (실용화) 기초･미래선도형의 연구개발결과 중 성공･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추가지원사업으로 확대 추진

- 공공･인프라형의 연구개발 결과는 해양수산부에, 상용화형은 중소기업 또는 기술

지주회사에 이전 

해양수산산업에 특화된 산업분류체계 수립 및 통계기반 구축

○ 산업 통계조사의 기준이 될 해양수산산업의 범위 설정을 위해 해양수산산업

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분류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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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표준산업분류체계 하에서는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산업 전

반에 관한 정보 수집에 한계

○ 산업통계 수집･분석, 해양수산산업 동향조사, 기술트렌드 분석 등 해양수산

산업 포트폴리오 수립에 필요한 조사･분석시스템을 구축

* 연구기관 내에 ‘해양수산산업 리서치센터’ 운영 추진

○ 과제기획 내실화, 도전적 목표설정 점검 등을 위해 기술분야별로 ‘해양수산

산업 목표 검증단’을 구성･운영하고 ‘해양창조경제지표’ 제시 

- 기획단계부터 정부･해양기업체 참여 유도로 정책 정합성 및 상용화 기반구축 강화

* 정부, 전문기관, 해양기업협회 등으로 구성하여 기획단계부터 정책과의 정합성을 강화

전략2.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창출

가. 해양수산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본방향) 해운･항만･수산 등 전통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경쟁력 제고

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산업간 개방과 협력, 융･복합을 통해 산업의 시너지 창출 

○ (해운산업) 해운산업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크루즈 산업, 선박관리 산업 

등 新시장 개척 

- 전용부두 확충, 복합관광 인프라 구축, 국적 크루즈 육성, 크루즈선 건조기술 개

발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후방 지원 강화

- 선박관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 및 선박관리 정보시스템 

도입 등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글로벌화 지원

- 기금 조성 등 선박금융시스템 강화와 해외 신시장 개척 지원을 통한 해운산업의 

선진화도 병행 추진

○ (물류산업) 안정적 기업성장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해외 신시장 개척

- 물류기업의 업무영역이 육･해･공 물류를 Total Service하는 추세임에 따라 통합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전체 물류산업의 생산성을 제고

- 해양플랜트운송업 등 신시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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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산업) 항만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 연구기능을 클러스터화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신항만산업 육성기반 마련

- 외국인 투자 및 글로벌 물류･제조 기업 유치를 위한 복합 산업단지 개념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 추진

- ICT 기술을 활용한 항만운영 시스템의 선진화 추진 

* 항만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해상풍력 등) 발전시설 도입 등 환경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항

만 조성

* ICT기술을 활용한 3차원 컨테이너 검색장치 개발(~'17) 등 첨단산업 육성

○ (수산산업) 기술혁신, 신개념 시스템 도입 및 수산업의 외연 확대* 등을 통

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 수산산업을 1차산업(어업) + 2차산업(가공, 정비 등) + 3차산업(유통, 관광,요식 등)을 포함

하는 고도화된 ‘6차산업’으로 확대･발전

- 첨단 양식기술 개발, 대단위 양식단지(양식섬) 조성 등을 통한 기술집약형･생태보

존형 양식산업 육성

- 생산자 중심의 新유통체계 및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가공 수산물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 수산물 유통･가공산업의 선진화 추진

- 수산분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관상어･낚시 산업 등 중점 육성

나. BT･IT･ET･NT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창조적 융합) 해양과학기술과 ICT, BT, ET 등 신기술간 창조적 융합(Convergence)

을 통한 창의적인 신산업 발굴

○ (BT 융합) 해양생물을 활용한 신약 및 신소재 개발, 수산기술과 BT 융합을 

통한 수산종자산업 육성

- 해양생물의 유전자, 대사물질, 생체기능 등을 활용한 천연물신약의 약물표적 발

굴, 산업용･기능성 신소재 개발 및 상용화 추진

* (예) 슈퍼박테리아용 항생제 개발, 홍합을 활용한 생체접착제 개발, 해조자동차･해조플라스틱･
해양섬유 등 신소재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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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융합) 첨단 정보통신·로봇기술 개발로 수중·심해 개척

- 세계 최고 수준의 수중 이동통신 시스템 구축, 해양개발용 수중로봇 및 운용기술 

개발을 통한 수중･심해 개척 지원

* (예) 수중 이동통신 시스템 구축('12~'20),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용 수중로봇 개발('13~'18), 심

해 유인 잠수정 개발('13~'15) 등

○ (ET 융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에너지기술개발 및 환경기술 기반의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 해양에너지 기술의 실용화와 경제성 제고를 위한 복합 이용 기술 개발

- 해양고세균, 미세조류 등 해양생물을 이용하여 바이오수소, 바이오디젤 등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 원천기술 확보

○ (NT 융합) 첨단 해양 및 수산센서 개발로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

○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 핵심 융합기술에 대한 R&D 확대, 기술융합지원센터 운영, 기술 융합 성공모델 확

산 등 첨단 기술의 산업화 활용 촉진

다. 新 Biz 시장창출을 통한 신산업 발굴

규제의 산업화 및 극지개발 관련 신산업 발굴

○ (해사안전) 해사안전, 해양환경 분야 등의 국제규제에 단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기술개발 및 국제표준화를 통해 규제를 산업으로 연계･발전

시켜 해외 시장 선점

* e-Navigation기술개발: 조선･ICT･선박운항기술을 융합한 新선박항법체계(선박내 각종 항

해정보를 수집･연계하여 전자해도상에 표현하고, 모든 장치를 통

합적으로 이용･조작)

- 새로운 기술표준 등장에 대비하여 항해장비, 해상통신 등 기초기술 분야의 신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 

* 통합 항해장비시스템(INS) 개발, e-Navigation형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개발, 해양 위

성통신 기술개발 추진



해양신산업 창출 및 활성화 정책지원 방안 수립 기획연구

198

○ (북극항로 개척) 전 세계적인 극지개발 추세에 대응하여 극지 관련 기술개

발 및 파생산업 창출을 통한 新 Biz 시장 창출

- 북극항로 개척과 연계한 해운산업 활성화 지원 및 거점항만 개발

‣ 해운물류기업의 북극해 운항, 자원개발･수송 진출을 위해 컨설팅 및 시장조사 등 항로개척 지원

* 국내외 선화주간 북극해 화물운송 비즈니스 모델 발굴 추진('14~) 등

‣ 북극항로 해외 중계항만 개발 및 국내 연계항만 재정비 추진

* 한-러 항만개발협력 MOU 체결 추진('13~) 및 북극항로 상용화 대비 국내항만 대

응방안 연구추진('14) 

- 극지용 선박･해양플랜트 기술개발로 새로운 시장 참여 및 산업 육성

* 극지 운항선박의 안전항행 핵심기술 개발('14~'18), 극지 심해자원 생산용 플랜트 설계･제
작 기술개발('12~'17) 등 추진

- 남북극 수산업 진출 지원을 통한 수산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 북극해 어업, 연안국 가공･유통 등 진출방안 마련 및 남극 수산과학조사 실시('13)

전략3.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통한 벤처･중소기업 육성

가. 기술실증 및 기술 사업화 촉진

벤처･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기술혁신 지원 대폭 강화

○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의 조직 강화 및 연구

소기업 중심 창업 지원 강화

- (활성화 방향) 현재의 의존적 TLO를 탈피하여,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독립형 전문조직(CBO형)으로 확대･개편

* CBO(Creative Business Office): R&BD 전주기를 전담하고, 지속적 성과창출을 보장하는 

수준의 ①예산, ②인력, ③조직, ④업무범위 확보

- (전략 육성) 특구육성사업의 벤처성장 단계별 지원시스템과 연동하여 벤처기업의 

창업 후 성장까지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신기술 보유 및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기

술사업화 지원 

* 기술사업화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 등 ‘기업니즈매칭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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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실증사업 확대를 통한 사업화 제고

- R&D 성과물의 활용가능성 제고를 통한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별 실해역 시

험･실증시설(Test-Bed) 설치 및 기업의 현장적용실적(Track Records) 확보 지원

나. 벤처･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대･중소기업간 R&D 역할 분담 및 상생협력 확대

○ 중소･중견기업은 핵심 부품･소재를 개발하고 대기업은 시스템 통합･조정을 

담당하는 기술개발 모델을 확산･추진  

* 과제완료(상용화)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을 과제 협약

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예: 중기청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지원사업)

벤처･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인력･장비 지원 및 배정을 통한 기술개발 역량강화

- R&D예산 중소기업 참여･지원 쿼터제 도입, 기업 역량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을 통해 ‘20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30개 육성 글로벌 오션스타 2030 프로젝트 추진 

○ 벤처･중소기업의 R&D지원을 위한 ‘(가칭)해양수산비즈니스센터’를 설치･운
영하여 R&D 성과의 산업화 연계를 강화하고 향후 기술지주 회사로 전환

- 신생 창업기업의 창업･보육지원 기능,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애로, 전문인력 부족 

등 자체 R&D기능 보유문제 해소 등의 해양 R&D 플랫폼 기능 수행

- 연구기관의 기술, 장비, 인력 DB를 구축하고, 애로사항 접수 → 담당 연구기관 

지정 → 애로해결 → 사후 점검의 One-Stop 서비스 제공

- 해양수산 신기술인증, 창업을 위한 법률･경영 자문, 기술평가, 기술보증 및 금융 

등과 연계한 자금 지원* 등

* 기업 및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잠재적 투자 또는 신용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하

고, 금융기관 및 보증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 R&D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R&D 성과 관련 지식･정보의 종합 관리 및 

공유 체계 구축



해양신산업 창출 및 활성화 정책지원 방안 수립 기획연구

200

‣ DB화 및 개방･공유를 위한 ‘해양수산 지식정보시스템(가칭 OFRIS, Oceans & 

Fisheries R&D Information System)’ 구축

- 고급인력(석･박사급)지원, 장비･시설 등의 공동 활용 및 기술지원과 연계한 사업

화 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등 토탈 경영 솔루션 제공

☞ 독자 R&D 수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이 가능토록 핵심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도 중앙연구소를 보유'할 수 있는 기반

을 구축･추진

다. 지역･광역별 특화전략산업 육성

권역별로 특화된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산업화 추진 

○ 지역산업계획에 해양수산산업기술개발계획을 포함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중복투자를 방지

- 선박･해양플랜트(부경권), 해양레저･관광(경기권, 강원권), 신재생에너지(제주권), 

해양생명공학(충청권, 호남권), 해양생물･바이오(대경권), 해수자원(강원권), 해양

기기･장비(충청권) 분야를 우선 추진

- 향후 기후변화, 해저광물, 해양환경 분야 등으로 확대 추진

[그림 3-2] 권역별 해양수산산업 특성화 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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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테크노파크, 선도산업지원단 등이 주도하여 지역 산･학･연이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해양수산산업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

- 온실가스감축대응, 에너지비용절감 등 지방 해양수산산업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해

소를 위한 ‘중소기업 Ocean Core 사업'을 추진

* 2년 이내 단기과제로 지원(과제당 연간 3억원 내외)

○ 권역별로 산학연 해양수산산업기술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간 ‘광역해양수산산업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 

* 정부는 국가전략 및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업 R&D애로 해소 지원

전략.4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가. 법 제정 및 제도 개선

(가칭) 해양수산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한 육성기반 조성

○ (법률) 해양수산 신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전체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해양

수산산업진흥법) 제정

‣ 해양수산산업 정의,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입법 추진

- 해양수산 분야 최상위 법령인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신산업 분야의 

육성에 관한 사항 포함

○ 해양수산산업은 개별법만으로는 전･후방산업의 동반성장 및 파생시장 대응에 

한계가 있고, 글로벌 경쟁은 개별기업의 경쟁력이 아닌 종합 경쟁력이 중요

* 전후방산업: 기자재산업-조선산업-해운물류산업-항만산업

* 파생시장: 해운산업 + 해양플랜트산업 → 초중량화물 운송사업, 항만산업 + 해양플랜트산업

○ (기본원칙) 실효성 있는 해양수산산업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해양

수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수산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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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

하는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해양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  마련

- 기자재 및 설계･생산기술의 공동활용 등에 관한 표준화, 인증,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지원과 국제 표준화를 위한 시책

- 전문인력의 수요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전망 수립 등의 시책 강구

-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표준화･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 지원, 해양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시책

- 기술지도, 해양수산산업단지 조성, 해양수산산업특구 지정 및 관리, 해양수산산업 

진흥 및 지원기관 설립, 진흥기금 조성, 해양기업체 육성 및 지원 방안

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미래 해양수산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 추진

○ 해양수산산업의 미래를 대비하여 미래 산업혁신기술분야 R&BD 선도인력을 

장기적으로 양성하는「10대 Tech-Future 사업」을 추진

* 10대 Tech-Future 사업: 대학의 단일연구실을 대상으로 매년 2개 분야, 총 10개 연구실을 

선정, 최장 10년간(1+3+3+3, 4단계) 지원

○ 해양수산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를 지정하여 해양플랜트, 신재생에너지, 

해양생명공학 등 수요가 많은 분야의 현장실무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에너지분야: 마이스터고 1개(수도공고), 특성화고 2개(부산에너지고, 영월공고) 지정 운영 중

- 공공기관에서는 양성된 우수인력은 기술전문인력 등으로 우선 채용하고, 유관 분

야의 학교를 중심으로 맞춤형 인턴 프로그램, 연구 인프라 등을 제공

국제인력교류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추진

○ 자원확보 및 플랜트･신재생 등 해양수산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략적인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를 구축  

○ 기후변화 국제협상 전문가, 해외자원개발 전문가, 금융 전문가 등 정책과 

연계한 글로벌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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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력·은퇴과학자) ReSeat(정보분석)･테크노닥터, 기관 고유사업을 통해 퇴직과

학자 및 고경력자를 중소기업과 연계 

○ (고경력자) 기관별 특성에 따라 고경력연구자 중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지

원 업무에 배치*

* 연구 후 과정(Post-Research Track)을 도입하고, 기업 지원, 특허 분석 등 교육 과정과 

중소기업 성과지표 등 개인평가 제도를 마련

○ 특히, 재직 시절 중소기업과의 협력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를 정년 후 재고

용하여 통해 축적된 노하우･경험을 지속 활용

(중소기업 인력 교육･훈련)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기관과 중소

기업이 공동으로 산･연협동과정을 운영

○ (재교육형) 중소기업 직원이 2년동안 해양과기원의 해양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

(OST)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

○ (취업형) 석･박사과정 학생이 출연(연)의 연구자와 함께 중소기업 프로젝트

를 수행하고, 학위과정 이수 후 해당 중소기업으로 취업

인력양성을 위한 기반 확충

○ 신산업 분야 신규 인력수요 파악을 위한 인력 수급통계 시스템 구축

○ 해양수산 인력 양성기관과 연계하여, 교육･훈련을 총괄･조정할 조직(예, 해

양수산인재개발원)

다. 해양 거버넌스 추진체계 정비

(정부내 추진체계 정립) 다양한 부처가 관련된  해양수산 신산업의 특성을 감안하

여 부처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토대로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 (One Voice 전략)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부

처간 정책 조정 및 협의 기능을 강화

- 해양수산산업에 대한 경쟁적 중복투자 해소 및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컨트

롤타워’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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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실질적인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해양수산발전기본법 개정)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변경('09)

○ (거버넌스) 산업별로 부처간 협력채널 구축 및 관련 산업･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마리나 육성 범정부 협의체(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크루즈 육성 협의체(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등), 해양플랜트 

업무 협의회(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 해양수산 R&D 통합 관리를 위한 조직 정비 및 기능 강화

- 해양수산 R&D 사업을 총괄･조정할 조직(가칭 연구개발정책과) 신설

- 해양수산미래기술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 강화 및 관계기관 간담회･협의회 운영 

등 R&D 협업체계 구축

○ 효율적인 해양수산 R&D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근거 법령 마련

- 미래 해양수산 과학기술 개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비전을 마련하고, 가시적 성

과 창출을 위한 중장기 R&D 추진전략 수립

- 해양수산 R&D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실용화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가칭)」제정

(지자체간 정립) 지역･광역별 R&D 관련하여 중앙 부처 간, 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

스 강화

○ 해양수산부 산하 ‘(가칭)해양수산산업진흥협의회’를 운영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지역 R&D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있어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전 검토 및 조정 

기능 강화

- 지역 내 테크노파크, 대학, 연구단지, 국공립(연), 출연(연) 및 분원 등과 연계한 

R&D 업무 수행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시너지 효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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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에 운영하고 있는 선도산업지원단을 확대 운영하여 지자체 해양과학

기술 컨트롤타워와 중앙-지자체간 소통채널로 활용

- R&D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지역 R&D 정책수립 및 운영 지원, 지자체 내 다양한 

부처 R&D 사업의 통합창구 역할 수행

- 역량 향상을 위한 지속적 교육훈련과 중앙기관과 교류, 파견 활성화

* 현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부산연구개발전략센터 등의 전담기관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연

구개발 지원단은 2013년 전국 11개 지자체 설치 운영 예정

[그림 3-4] 해양수산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R&D 관련 부처 연계 및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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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양과학기술의 기술수준분석을 통해 제시된 중점과제

세계최고 기술대비 현재의 해양과학기술 수준

○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 수준은 ‘08년 44.7%, ‘10년 52.7%이며, ‘15년 67.1% 

상승할 것으로 평가

○ 해양과학기술 세계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08년 7.5년, ‘10
년 6.7년, ‘15년 5.4년으로 좁혀질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단계는 대부분 (개념검증-모형설계-실용

가능성 검토) 단계에 위치

○ 미국과 일본은 실용가능성검토-상업적 도입) 단계에 위치

○ 현재 추진중인 해양과학기술은 기술적 중요도 및 파급효과가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

<표 3-1> 주요국가별 해양과학기술 수준 및 격차

국가

2008년 2010년 2015년

기술

수준

(% )

소요

시간

(년)

기술  

격차

(년)

기술

수준

(%)

소요

시간

(년)

기술

격차

(년)

기술

수준

(% )

소요

시간

(년)

기술

격차

(년)

한 국 44.7 23.4 7.5 52.7 19.1 6.7 67.1 13.6 5.4

미 국 68.6 15.9 0.0 75.6 12.4 0.0 83.9 8.2 0.0

일 본 60.0 18.6 2.7 67.4 15.0 2.6 77.0 10.6 2.4

중 국 39.0 25.9 10.0 47.0 21.5 9.1 61.3 15.6 7.4

E U 66.4 16.8 0.9 73.3 13.2 0.8 82.1 8.9 0.7

※ 자료: 2020 MT(해양과학기술)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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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분석 시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제시된 중점과제

○ 단기간 집중 투자의 당위성이 높으면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군 분석 결과 실용화기술 중심으로 도출

<표 3-2> 단기간 집중투자로 인한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

대분류 핵심전략기술

해양자원 및 에너지

해수담수화기술

해수용존자원 이용기술

조력・조류에너지개발기술

해양환경

기후변화 예측기술

기후변화 적응･저감기술

해양생명공학 기능성소재 개발기술

해양관측 및 예보 운용해양 모델 기술

해양공학

해양플랜트설계･생산기술

선박성능고도화기술

선박생산자동화기술

해안공학 및 물류 항만시설물 안정성 평가 및 보강기술

해사안전 해상 구난･방재 기술

극지해양 빙모델링 및 시뮬레이션기술

※ 자료: 2020 MT(해양과학기술)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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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목표실현을 위한 중점추진과제

○ (단기, ‘14∼‘15년) 조기에 사업성과 창출이 가능한 중･소형 R&D 과제

○ (중기, ‘14∼‘17년) ‘17년까지 사업성과 창출이 가능한 중･대형 R&D 과제

○ (장기, ‘14∼‘20년) ‘20년까지 사업성과 창출이 가능한 대형 R&D 과제

[단기과제] 중･소형 R&D 과제 (‘14∼‘15년) 경제효과

(추진과제 1-1) 해양바이오수소 대량생산기술 개발
신규시장 2,360억원

일자리 770명

(추진과제 1-2) 미세조류 활용 바이오디젤 및 양식사료 생산 기술개발
신규시장 3,120억원

일자리 1,150명

(추진과제 1-3) 우량 흑진주 대량 생산기술 개발
신규시장 1,000억원

일자리 350명

(추진과제 1-4) 수중 광역 이동통신시스템 기술개발
신규시장 1,600억원

일자리 675명

(추진과제 1-5) 전략난 해소를 위한 해수냉난방플랜트 개발
에너지절감1,700억원

일자리 460명

         소 계: 신규시장 창출 6,480억원, 일자리 창출 2,380명

[중기과제] 중･대형 R&D 과제 (‘14∼‘17년) 경제효과

(추진과제 2-1) 미래 해양개발을 위한 수중로봇개발
신규시장 7,010억원

일자리 3,190명

(추진과제 2-2) 부유식 파력-해상풍력 스마트 복합발전 기술개발
신규시장 7,000억원

일자리 2,500명

(추진과제 2-3) 해수온도차 발전 플랜트 개발
신규시장 4,670억원

일자리 1,830명

(추진과제 2-4) 선박평형수 처리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신규시장 5.4조원
일자리 9,800명

(추진과제 2-5) 해양예보시스템 구축 및 해양정보 분석서비스
피해저감 3,100억원

일자리 380명

         소 계: 신규시장 창출 7조 5,780억원, 일자리 창출 17,700명

[장기과제] 대형 R&D 과제 (‘14∼‘20년) 경제효과

(추진과제 3-1)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
신규시장 6조원
일자리 9,100명

(추진과제 3-2) 해저열수광상 개발
신규시장 7,560억원

일자리 3,020명

(추진과제 3-3) CO2 해양지중저장기술 개발
신규시장 2.6조원
일자리 7,000명

(추진과제 3-4) 6천미터급 심해 유인잠수정 개발
신규시장 4,030억원

일자리 1,840명

         소 계: 신규시장 창출 9조 7,590억원, 일자리 창출 20,960명

* 자원･에너지 분야: 7개 과제, 신산업창출 분야: 4개 과제, 해양환경･기후변화 대응 분야: 3개 과제

총계 : 신규시장 창출 17조 9,850억원, 일자리 창출 41,0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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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1-1
해양바이오수소 대량생산기술 개발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 심해열수구 유래 초고온 고세균 NA1(특허) 균주가 들어있는 반응기에 제철소로부터 배출되는 

CO를 주입하여 바이오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 개발

- 기존 유기물 원료의 수소생산율 보다 15배 향상된 기술로 경제적 대량생산기술 확보

* 기존 수소생산방식: 천연가스(48%), 석유(30%), 석탄(18%), 물전기분해(4%)

* 수소활용 분야: 암모니아 등 소재생산(50%), 정유공정(탈황, 개질 등 45%), LCD･반도체 등 전자, 

석유화학(5%), 연료･에너지원(1% 이하)

○ CO2 발생이 없는 차세대 청정에너지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바이오에탄올(‘20년까지)→수소(‘30년까지)의 단계로 

기술개발 진행을 전망

-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美, 日, EU 중심으로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R&D프로그램 진행 중

-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양산하고 '15년까지 1,000대 판매계획 발표

* 수소 생산량: (세계) 1억톤, 150조원 시장('12), (국내) 250만톤, 3.8조원 시장('12)

<심해 열수구 서식처(1,650m) > <초고온성 고세균 NA1 전자현미경 사진> <NA1 우수균주개발>

<NA1 유전체 규명(Nature誌 게재, 세계최고 수소화 미생물)> <바이오수소 생산 프로세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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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 추진목표(‘14∼‘15년)

- 해양바이오수소 대량생산기술 확보(1만톤*/년)

* 전기 생산시 4만 가구의 1년 전력소비량 또는 수소자동차 5만대 1년 운

행 가능량 (가정 : 자동차 1년 2만km 주행, 수소 1kg당 100km 주행)

- ‘25년 수소시장 점유율 10% 목표

* 수소시장 점유율: ('17) 25,000톤(수요 1%) → ('20) 75,000톤

(수요 3%) → ('25) 250,000톤 (수요 10%)

○ 추진내용

- NA1의 오믹스기반 산업균주개발, 공정개발 및 최적화, 원료물질 확보, 대량생산 플랜트 

구축 및 실증생산 등의 4대 핵심요소기술 개발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 소요예산(‘14～‘15년) : ‘14년 25억원, ‘15년 35억원(중기재정계획 기반영) 

- ‘15년 이후 민간 컨소시엄 주도의 상업생산(약 1,000억원 소요)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

서는 대량생산 플랜트 스케일업 R&D 예산(1년, 30억원)의 추가 투입 필요

* 민간투자참여업체: ㈜포스코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포스코플랜텍, ㈜엔솔테크 등

○ 기대효과

- ‘17년 수소 25,000톤 생산시, 연간 매출액 1,200억(신규시장 창출 2,360억원, 부가가치 

창출 640억원, 일자리 창출 770명)

-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생산, 폐자원(CO) 이용으로 환경오염 방지, 보급에 따른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및 CO2 감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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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1-2
미세조류 활용 바이오디젤 및 양식사료 생산 기술개발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 미세조류(Dunaliella, Spirulina)를 대량 배양하여 그 안에 있는 바이오디젤을 추출하는 친환

경 바이오연료 생산기술

* 생성과정: 미세조류 건조 → 지방추출 → 지방층 분리 → 순수 바이오디젤 분리

- 기존 미세조류 지방함량을 2배 이상 증가시키고 대량생산을 위한 배양 최적화 기술 확

보를 통하여 상업화

* 40톤 규모 배양장에서 연간 바이오디젤 600리터 생산 가능(옥수수, 사탕수수 등 육상식물에 비해 

단위면적당 연료생산량은 8∼250배 우위)

- 석유연료와의 유사성 및 청정성, 기존 산업 인프라 활용성(기존 정유·운반·저장시설), 대

량의 CO2배출 절감효과의 장점

* 100톤 미세조류는 183톤 CO2 회수

○ '30년 수송용 연료에서 바이오연료가 차지하게 될 비중은 약 9.3%로 전망(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미국) ‘22년까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 사용량 20%까지 확대, (EU, 중국) 10%까지 

확대 계획

- (국내) 바이오연료 수요량 540,000톤으로 ㈜애경유화(70,000톤/년) 등 7개 기업에서 3

개 정유회사에 공급(‘12), 정유회사는 현재 2% 혼합주유하여 보급

○ 국내 양식사료 사용량은 약 52만 5천톤(‘11년 기준) 규모로, 수입액은 약 5,700억원(1톤당 

1,100달러)으로 90%를 수입 의존

<미세조류 이용 바이오연료 및 양식사료 생산을 위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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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 추진목표(‘14∼‘15년)

- 원전 온배수 활용 10ha 규모(미세조류 5,800톤) 생산기지 

확보 및 국내 원료유 5% 대체

* 바이오디젤시장 점유율: ('17) 27,000톤(수요 5%) → ('20) 54,000톤

(수요 10%) → ('25) 162,000톤(수요 30%)

- 국내 단백질 양식 사료원의 5% 수입대체 

* 양식사료시장 점유율: ('17) 25,000톤(수요 5%) → ('20) 50,000톤

(수요 10%) → ('25) 150,000톤 (수요 30%)

○ 추진내용

- 원료효율증진기술, 최적 대량생산시스템·공정기술, 경제성 향상기술, 부산물 처리·공정

기술 등 핵심실증기술 확보

- 부산물을 활용한 양식사료 상용화 생산기술 확립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 소요예산(‘14～‘15년) : 300억원(중기재정계획 미반영)

- 정부 R&D 투자 결정시 경상북도･울진군, 민간기업 등 적극 참여의사 표명

* 민간투자 참여업체: ㈜ 포스코건설, ㈜ 포스코엔지니어링, ㈜ 포스코플랜텍, ㈜ 애경유화, ㈜ 롯데케미칼 등

○ 기대효과

- 미세조류 10ha 개발 시 연간 매출액 2,730억원(신규시장 창출 3,120억원, 부가가치 창

출 865억원, 일자리 창출 1,150명)

- 미세조류를 이용한 양식사료 연간 25,000톤 생산을 통한 5% (300억원) 수입대체 효과

※ 양식사료에 스피룰리나 배합시 면역강화에 따른 식품안전효과 배가 기대

<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 실증화 기술 확보에 따른 세계 기술 선도>

<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원스톱 프로세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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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1-3
우량 흑진주 대량 생산기술 개발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 고품질 흑진주 생산으로 태평양 도서국 현지 특성화 산업개발 및 지속 가능한 보석산업의 원천 

소재 확보

* 세계 흑진주 생산량: 연간 약 0.7톤, 약 1억 달러 규모('09)

- (‘06~‘07) 해양과기원 고유사업 투입(3억원)으로 마이크로네시아연방에서 흑진주 생산 성공

- (‘08~‘09) 일본 보석협회를 통한 생산품 품질 검증 (타히티 진주에 비해 색·순도 우수), 

타히티 프랑스 국립연구소와 공동 연구 수행 

- (‘10~‘11) 예산부족으로 기업을 통한 연구개발비 지원 시도 ((주) 앙드레김주얼리 MOU 

체결, 기업도산으로 협약 취소) 

- (‘12) 자체 연구를 통한 대형화 시도 성공 (15mm 흑진주 생산 성공)

○ 열대 해역에서의 우량 흑진주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 

* 국내 진주시장 규모 약 500억원, 인도, 중국 및 아시아 시장 약 10조원

<해양과학기지(서식지)> < 자연에서 서식하는 흑진주조개> <양식중인 흑진주조개>

<흑진주조개 먹이배양(미세조류)> <흑진주조개 유생 > <조개 내부에 있는 흑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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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 추진목표(‘14∼‘15년)

- 마이크로네시아 축주 태평양해양연구센터에 흑진주 양식 대량생산 설비를 구축하여 대형 

고품질의 흑진주 대량생산

* 국내 보석시장 점유율: ('17) 100억원 (0.2%) → ('20) 500억원 (1%) → ('25) 2,000억원(4%)

○ 추진내용

- 산란조절기술, 종패 대량생산기술, 진주색 조절기술, 대체 진주핵 생산기술 개발을 통한 

복합 생산 시스템 개발

- 흑진주 나석과 흑진주 제품을 이원화하여 보석 가공사업 연계를 통한 고급 브랜드화 추구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 소요예산(‘14～‘15): 150억원(중기재정계획 미반영)

- 소규모 생산기술 개선 추진(15mm 진주 대량생산) 및 연구개발 예산 확보 노력, 국제협

력사업(ODA) 참여 노력

- 기업참여를 통한 산업화(대량생산, 브랜드 개발)와 프랑스, 호주 등 선진 연구기관과 공동 

생산기술개발 협력 추진

 
○ 기대효과

- 국내 수요 전량수입 대체(연간 200억원) 및 신규시장 1,000억원 창출과 일자리 창출 약 

350명 기대

- 신산업 창출 및 G20 국가로서 저개발국 지원과 고용창출을 통한 국격 제고

<흑진주조개 양식장 (수중)> <흑진주조개 유생배양시설> <흑진주 핵 시술>

<국내 최초 시험 생산된 흑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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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1-4
수중 광역 이동통신시스템 기술개발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 수중에서 음파를 이용한 무선통신 기술로서 원거리에 있는 수중이동체간에 실시간 제어, 명령, 

감시가 가능한 장거리 수중 통신 모뎀 및 네트워크 기술 개발

- 수중 30km 거리에서 단문메시지, 텍스트 등(100bps)을 전송

* bps(bit per second): 모뎀의 전송속도 단위로, 33.6∼56kbps가 고속전송 수준으로 사용 

* 기존 수중통신 기술은 2~6km 범위의 기술 개발

○ 수중무선통신기술은 국가 해양 탐사･개발 및 해양방위에 필요한 전략기술로 기술도입 및 기

술이전이 불가능한 기술영역

-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응용(근거리/중거리/장거리)을 위한 수중

통신모뎀기술의 제품화. 우리나라도 중거리(3km~ 10km)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핵심기술 확보(세계 3위 특허 보유국)

- 200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해양환경관측, 항만감시, 무인잠수정간 자율통신체계 등 

응용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가 정부주도로 진행 중(AOSN, SEAWEB, PLUSNet, 

UAN 등)

- 수중무선통신기술의 전세계 시장규모는 연간 4,100억원 

 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 추진목표(‘14~‘15년)

- 30km까지 단문메시지 전송이 가능한 수중장거리통신 모뎀 개발

* 세계시장 점유율: ('17) 400억원 (10%) → ('20) 800억원 

(20%) → ('25) 1,600억원(40%)

- 원거리에 있는 통신체계간의 통합감시제어를 위한 네트워크 기술 개발

* 바다목장 원격제어관리 체계, 외해 가두리 양식장 원격제어 관리체계 

등 활용

○ 추진내용

- 장거리 수중통신용 고출력 트랜스듀서(센서) 설계･제작, 장거리 수중통신 모뎀 신호처리 

기법 및 시스템 설계･제작, 장거리 수중네트워크 기술개발

- 실해역 성능시험 및 수중통신기술 표준화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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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 소요예산(‘14~‘15년) : ‘14년 10억원, ‘15년 30억원(중기재정계획 기반영)

- 당초 계획된 예산(‘13년 45억, ‘14년 40억원)중 총 20억원 지원

* 예산부족으로 시작품 제작범위와 성능검증을 위한 실해역 시험 축소

○ 기대효과

- 신규시장 창출 1,600억원, 일자리 창출 675명 기대

- 바다목장 원격제어관리, 외해 가두리 양식장 원격제어 등 수중 해양생물 증･양식 관리 

시스템으로 사업화 추진

- 잠수함과 모선과의 통신모뎀에 대한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기대

- 해양환경 관측망, 수중로봇 제어용 무선통신시스템, Subsea Plant 무인운용 시스템, 수중

방위 무인화 체계, 잠수함용 수중통신모뎀 등에 활용

<실시간 광역 수중 

해양환경 관측망>

<수중로봇 협력제어형 

광역 무선통신시스템 >

<수중무선통신 활용 NCW

(Net. Centric Warfare)>

<Subsea Plant 원격제어 

무인 운영시스템>
<수중 방위 무인화 체계 > <잠수함형 수중통신모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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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1-5
전력난 해소를 위한 해수냉난방플랜트 개발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 해양심층수 및 연안저층수를 이용하여 열교환기로 냉각수 제조 후 직접 냉방 혹은 히트펌프로 

냉각･가열수 제조 후 냉난방 이용 방법으로 에너지 절감형 플랜트 개발

- ‘70년대부터 북유럽, 일본 등에서 연구개발 및 실용화, 해양심층수 개발지역에서는 담수화 

및 생물배양의 전후에서 단계적 활용을 통한 고도 이용

* 직접 냉방: 타이티 보라보라 리조트에 850m 해양심층수로 447RT 객실 냉방, 코넬대학, 토론토시 

등은 2.5~4km 거리까지 냉각수 공급･냉방 중

* 1RT(Refrigeration Ton): 0℃ 물 1톤을 얼음으로 만드는 열량[3,320kcal/h], 건물 33m2 냉난방)

* 히트펌프 냉난방: 스웨덴 Vaetran에 262MW급 펌프로 지역 50% 공급, 국내에서는 해양심층수연

구센터(강원도 고성), 해양대 기숙사 등에서 가동･운영 중

- 해수냉난방플랜트를 이용한 임해지역 개발사업이 큐라소 Ocean Ecopark, 하와이 Honolulu 

Sea Water Air Conditioning(HSWAC) 등으로 진행되고 있음.

○ 해수냉난방플랜트에 의한 전력난 해소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율 달성

- 해수냉난방플랜트에 의해 냉난방 및 급탕 소요전력을 70% 이상 절감 가능

- 시범 및 일반 보급사업을 통해 해양에너지 기여분의 25%인 22만toe 공급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 2020년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의 해양부분 비율은 90만toe

<해수냉난방시스템 개념도>

<500RT 해수 히트펌프 개발 (‘12)  > <해양심층수연구센터(60RT) 적용(‘10)> <직접냉방용 열교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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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 추진목표(‘14∼‘15년)

- 블루빌리지, 500RT 1개소에 해수냉난방플랜트 테스트 베드 실증 (‘14)
- 블루캠퍼스, 1000RT 1개소에 테스트 베드 실증 (‘15)
*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17) 9,000toe (1%) → ('20) 

27,000toe (3%) → ('25) 63,000toe (7%)

* 해수히트펌프 보급모델(500/1000RT)은 '13년 말까지 개발 예정 

○ 추진내용

- (1)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 포함, (2)시범 및 일반보급 확대 제도 정비

*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법령화시 임해지역 연구소, 대학, 시험장 등에 보급 확산 가능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 소요예산(‘14～‘15년) : ‘14년 30억원, ‘15년 30억원 필요(중기재정계획 미반영) 

- ‘14년 30억원으로 500RT 지역 해수냉난방 테스트베드 1개소 실증시험  

- ‘15년, 30억원으로 1,000RT 캠퍼스 해수냉난방 테스트베드 1개소 실증시험    

* 2년간의 효과를 평가하여, 필요시 '16~'17년 2년간 시범보급 사업 연장

○ 기대효과

- 1,000RT 250개소 일반보급시, 22만toe 생산(절감) 및 450,043톤 CO2 배출 저감

* 2020년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의 해양에너지 기여분의 25% 담당

- 에너지절감효과 연간 1,700억원, 일자리 창출 460명 기대 

- 해양플랜트 수출 및 해양과학기술 ODA를 통한 국부창출 및 국위선양

<HSWAC, 하와이> <블루인프라 개발모델> <Ocean Ecopark, 큐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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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2-1
미래 해양개발을 위한 수중로봇 개발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 급증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해양구조물 시공 효율성 확보, 국내 기술 및 제품의 자립도를 

위해 수중 시공현장의 위험성 및 유인공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수중건설장비 국산화가 시급

- 선진국들은 다양한 수중건설로봇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막대한 기술료

를 지급하며 100% 해외 임대에 의존

* 연간 해외 임대료는 400억원, 핵심부품 국내 수입액은 6,100억원 규모('13)

- ‘12년 국과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통과하여 2종의 로봇연구개발(ROV기

반로봇, 트랙기반로봇)과 성능평가시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예정  

* ‘13년도에 국비 20억원을 시작으로 '18년까지 총 850억원이 투입 예정

○ 향후, 멕시코만과 동남아시아의 해저에 설치 운영 중인 Subsea Plant의 보수･유지 및 해체･
철거를 담당하는 수중로봇 제품 및 기술서비스 시장(600조원)의 폭발적 증대 예상 

<ROV 기반 정밀시공・관리 로봇> <트랙기반 중작업용 수중로봇 > <해양플랜트(Subsea) 적용사례>

<현재 수중건설 작업(유인) → 미래 수중건설 작업(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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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 추진목표(‘14∼‘17년)

- 수심 500m 이내의 해양 구조물(해상풍력, 해저플랜트 등) 건설

에 필요한 수중건설로봇개발 및 성능검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대수심 해양구조물 시공·유지·관리용 로봇 핵심기술 확보

* 국내 건설로봇시장 점유율: ('20) 650억원 (10%) → ('25) 1,300억원 

(20%) → ('30) 1,950억원 (30%)

○ 추진내용

- ROV 기반 정 시공 및 관리로봇, 트랙 기반 중작업용 수중로봇 개발

- 심해 Subsea Plant 해체･철거 수중로봇 개발 및 시험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 소요예산(‘14∼‘17년) : 2,100억원(중기재정계획 850억원 반영/국비 513억원, 민자 337억원)

* 수중건설로봇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12년)

○ 기대효과

- 신규시장 창출 7,010억원, 부가가치 창출 2,140억원, 일자리 창출 3,190명

- 연안개발, 해중터널 건설, 해양플랜트 건설, 해양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신산업 창출을 

통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

- 해양플랜트 산업의 고부가가치 Subsea Plant 서비스 기술시장 진출로 해양로봇･장비 중소기업 육성 

- 인간을 대신하여 심해 수중작업과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수행함에 따라 인명 보호뿐 아

니라 해양작업 범위 확대 등 효율성 증대 효과



제3장 해양수산 신산업의 육성 정책지원 방안

221

중기 2-2
부유식 파력-해상풍력 스마트 복합발전 기술개발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너지, 특히 해상풍력에너지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영국, 독

일, 중국, 덴마크, 스웨덴 등) 우리나라도 남서해역을 중심으로 10여 개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이 추진 중

- ‘전남 2.5GW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사업’, ‘표선해상풍력단지’ 등 실증단지조성 계획

○ 부유식 대형 기반구조물의 상부에 설치되는 해상풍력발전기와 하부에 설치되는 파력발전기를 

결합한 대용량 복합발전시스템 기술개발과 상용화 기반구축

* 현재 제주도 차귀도 해역에 시범플랜트 설치 완료

- 세계적 경쟁력의 국내 조선해양수산산업 기반 시장지배적인 Breakthrough 기술

- 풍력발전과 파력발전 적지가 일치하는 이점 활용 및 대용량화로 경제성 우수

- 국내는 실증 인프라가 전무하여 상용화가 지연되고, 해양에너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

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미포함으로 시장진입 애로

* 해양에너지 및 부유식 해상풍력을 RPS제도에 포함시키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의 가중치를 높여 조기 상용화 유도 필요

- ‘30년 해상풍력 시장 규모는 약 35조원, 복합발전시장은 약 3.5조원 규모로 전망

(해상풍력 시장의 10% 점유 시)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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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 추진목표(‘14～‘17년)

- 부유식 파력-해상풍력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설계

- 엔지니어링 기술개발과 10MW급 표준모델 설계

*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20) 9,000toe (1%) → ('25) 

27,000toe (3%) → ('30) 63,000toe (7%)

* 해상풍력시장 점유율: ('20) 3,500억원(1%) → ('25) 1조원(3%) 

→ ('30) 1.7조원(5%)

○ 추진내용

-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플랜트 설계엔지니어링 원천기술개발

- 10MW급 부유식 단지형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 표준모델 개발

- 10MW급 표준모델 실증플랜트 설계 및 제작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 소요예산(‘14～‘17년) : 750억원(중기재정계획 기반영)

○ 기대효과

- 복합발전 플랜트 수출을 통해 신규시장 창출 약 7,000억원(복합발전시장의 20% 점유

시), 약 2,5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초대형 해상기초구조물 적용으로 단위모듈 10MW급의 대형화를 실현하여 경제성이 우수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조선해양 수산 산업 기반 부유식 미래기술로 시장선도형 

신성장 산업 창출

- ‘20년경 상용화가 전망되는 복합 발전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신산업 창출 및 수출 산업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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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2-3
해수온도차 발전 플랜트 개발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 해양심층수 및 해양표층수의 온도차를 이용한 고효율 해양온도차발전 플랜트 개발

- 해수온도차발전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과 수요 고조

* 미국 OTI, OTECo, 프랑스 DCNS 등은 열대해역에 5~20MW 온도차발전 협약('11)

* 미국 록히드마틴은 중국 Reignwood사와 10MW 개발 및 그린리조트화 협약('13)

- 해수온도차발전에 대한 파일럿플랜트 실험이 미국(100kW), 일본(50kW), 프랑스(15kW) 

등에서 진행되고 있음

* '30년 해수온도차발전 세계시장 규모는 약 3.5조원, 플랜트 수출을 통해 약 1조원 시장 점유 전망

(점유율 30%)

○ 해수온도차에너지를 이용한 블루인프라 구축 및 화석에너지 zero화 완성

- 냉난방 소요전력의 2/3는 해수냉난방시스템에 의해 절감하고, 나머지 소요전력 1/3은 

해수온도차발전을 활용해 화석에너지 제로화

-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술로서 열대/아열대 지역의 전력 및 담수에 대한 수요에 대응

하고, 해양 및 해저 자원개발시 에너지 자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해양플랫폼 구조물> <해수온도차발전 개념> <대구경 취수관 개발>

<신소재 열교환기 개발> <해수온도차발전 파일럿플랜트 설계> <고효율 터빈발전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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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 추진목표(‘14∼‘17년)

- 20kW급 발전플랜트 건설(‘13) 및 200kW급 장기운전에 의한 성능 평가·개선(‘14)
- 해수온도차발전 실용화 플랜트(MW급) 설계기술 확보(‘15)
* 10~100MW급 해수온도차발전 개념설계 및 1MW급 해수온도차발전 플랜트 상세설계

- 해수온도차발전 상용모델 파일럿플랜트 (1MW급) 제작 및 실증 실험 (‘16~‘17)
* 1MW급 해수온도차발전 플랜트의 장기운전 실험 및 개선을 통한 실용화 보급

*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20) 9,000toe (1%) → ('25) 27,000toe (3%) → ('30) 90,000toe (10%)

○ 추진내용

- (1)친환경 냉매 및 발전 사이클, 터보형 터빈발전기의 고효율화, (2)대구경 취수관/라이저 

및 티타늄 대체 신소재 열교환기에 저비용화 및 (3)해수온도차발전의 복합이용과 블루인

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 소요예산(‘14～‘17년) : ‘14년 60억원, ‘15년 43억원 예산 요구(중기재정계획 기반영) 

- ‘14년 60억원 중 50억원 반영  

- ‘16년 이후의 1MW급 해수온도차발전 실용화플랜트 제작·실험(300억원)에 대한  중기재

정계획 반영 필요

○ 기대효과

- 신규시장 창출 4,670억원, 일자리 창출 1,830명 기대

- 해수온도차발전에 의한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실용화 촉진(발전소, 공장, 소각

열원 등을 활용하여, 최대 600MW 공급 추진)

- 해양플랜트 수출 및 해양과학기술 ODA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OTEC100> <해수온도차발전 개발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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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2-4
선박평형수 처리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 요  및  현 황
○ 2004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채택하고,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장착 

의무화(‘15년말 협약발효 예상)

- IMO기준은 리터당 미생물 1,000마리 허용에 비해 미국은 이를 1천배 강화한 독자기준

으로 자국 입항선박 통제안을 ‘16년부터 적용 발표

* 선박평형수(Ballast Water): 화물 적재상태에 따라 균형을 잡으려고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로서 한해 50

억톤 해수와 7,000여종의 해양생물이 전 세계로 이동되어 해양생태계를 교란

- ‘06년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승인 잠정기준 고시, ‘07년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정

○ ‘06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처리설비 기술을 개발하고 ㈜테크로스에 기술 이전, 세계 최초

로 IMO 기본승인과 ‘08년 최종승인 취득

- 최근 3년간 세계적으로 1,600척이 처리설비 설치를 계약하고 국내 8개 기업이 871척(54%)  

 7,700억원 수주(‘13.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세계시장 약 25% 점유

* 전망: 68,190척(전세계 운항선박) × 11.7억원(처리설비) = 약 80조원. 시장점유율 50% 가정시 

40조원 시장창출

- IMO로부터 31개 업체만 인증, 국내 기업이 11개(㈜ 테크로스, ㈜엔케이 등)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IMO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 생물 환경 조사, 위

해도 평가, 입항 선박 생물 검사 등 종합 기술을 개발

- 차세대 기술(미국기준) 시험·인증을 위한 ‘시험평가인증센터’를 건립하고, 전세계 평형수 

설비 공인시험기관 지정을 추진

Name of vessel
Tonnage
(Gross)

Kind of Ship
Ballasting

date
Ballasting

site
Sampling

date
Age of  ballast

water (day)

HANJIN PORT K
ELANG

75,061 Container 15th Jul. 2012
Pacific open sea

(43o 5.26N, 143o 3.66W)
6th Aug. 2012 22

AN QUAN ZHOU 2,994
General 
cargo

7th Aug. 2012 Pusan coastal sea 8th Aug. 2012 1

NAVIOUS 
MERCATOR

29,988
Chemical 

tanker
8th Aug. 2012

China coastal sea +
Pusan port

8th Aug. 2012 0.5

SUNG HAE 5,946 Oil tanker 6th Aug. 2012 Ulsan coastal sea 9th Aug. 2012 3

부산신항 감천항

북항
(동명부두)

<선박평형수 항만 생물 환경 조사 및 위해도 평가> <㈜테크로스에 이전한 처리설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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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 추진목표(‘14∼‘17년)

- 처리설비 개발 및 시험, 평가, 인증시스템 구축

- 선박평형수 모니터링 시스템 및 감시장치 개발

* 세계시장 점유율: ('20) 40조원(50%) → ('25) 44조원(55%) → 

('30) 48조원(60%)

○ 추진내용

- 차세대 고성능 친환경 선박평형수 처리기술 개발 (미국 기준 목표)

-『선박평형수관리법』및 IMO 국제협약 이행 기술 종합 개발

- 선박평형수 처리 기준 확인장치 (센서, 키트, 기기 등) 개발 

- 항만 생물 환경 조사, 위해도 평가,  선박평형수 수용시설 기술 개발

 -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 소요예산(‘14∼‘17년): 370억원(중기재정계획 기반영) 

- 처리설비 개발 및 시험, 평가, 인증시스템 구축 (‘14～‘17) : 120억원

- 선박평형수 모니터링 시스템 및 감시장치 개발 (‘14～‘17) : 250억원

○ 기대효과

- 국제시장 선점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 5.4조원, 일자리 창출 9,800명 기대 

-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기준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모니터링(센서, 장치 등) 시장의 활성화

<항만 환경 위해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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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2-5
해양예보시스템 구축 및 해양정보 분석서비스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 요  및  현 황

○ 유류오염, 방사능 오염 등 해양환경 오염, 적조, 폭풍해일, 이상파랑 등 해양과 연안에서의 

자연재해, 해양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

부 대응 및 예방 수요 급증

- 태풍 매미 (‘03.9)시 마산·부산에서 재산피해 약 6,000억원 및 인명피해 32명, 허베이스

피리트 유류유출사고(‘07.12) 피해 약 6,013억원, 천안함 침몰사고(‘10.3) 인명피해 46

명, 중국 발해만 유전 유류유출사고(‘11.6),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오염(‘13.8) 등
* 해양관련 자연재해･재난, 유류오염사고, 대형 해난사고 등 긴급한 국가 현안문제 발생 시 해결과 

피해저감을 위해서는 해양예보시스템 구축이 필수

○ 해양관광･레져, 해상교통, 수산･해운･해양개발 등 해양수산산업 활동 지원과 서비스 확대 개

발을 위한 해양정보 및 서비스제공 정책수요 증대

<해양예보시스템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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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목 표  및  추 진 내 용  
○ 추진목표(‘14∼‘17년)

- 우리나라 주변 해양과 연안에 대한 해양예보시스템의 고도

화 및 현업운용

○ 추진내용

- (가칭)해양예보법을 제정하여, 해양과 기상‧관측 시스템 융합 및 정보공유로서 분석‧예보

의 질적 향상과 기상‧기술 정보에 대한 신규수요 및 연관 산업 창출 

- 기반 해양요소* 예측시스템의 고도화 및 활용예측시스템** 개발･구축  

* 3차원 순환(수온, 염분 포함), 조석, 조류, 풍성류, 파랑, 폭풍해일 및 해양기상 

** 수색구조, 유류오염 확산이동, 적조, 해양오염 확산 이동 등

- 해양예보시스템의 현업기관 기술 이전 및 운용

소 요 예 산  및  기 대 효 과

○ 소요예산(‘14∼‘17년): 120억원(중기재정계획 기반영)

○ 기대효과

- 피해저감 효과 약 3,100억 원에 기여, 조사‧분석‧SW개발 등의 분야에 일자리 창출 380명 

기대

- 대형 해양 재해･재난 등 해양에서의 국가적 재난형태의 사고 및 문제 발생시 적시에 해

양예보정보 제공을 통한 효율적 대처 및 해결 지원 

- 독자적 해양예측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과 기술지도를 통한 현업화, 산업화 추진

<개발, 구축된 해양예보시스템> <동아일보 보도자료 (2012. 5. 11)>



제3장 해양수산 신산업의 육성 정책지원 방안

229

장기 3-1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 미래 해양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태평양(공해) 심해저에 확보한 망간단괴* 독점탐사

광구의 자주적인 개발 능력 조기 확보

* 망간단괴: 심해평원(수심 5,000m) 퇴적물에 포함된 금속 이온성분이 돌 조각･생물의 골격 등에 흡착･
침전되어 형성된 광물자원으로서 부존량은 총 3.3억톤(연간 3백만톤을 110년간 채광 가능)

* 함유금속: 망간(27%), 철(8%), 니켈(1.4%), 구리(1.3%), 코발트(0.2%), 희토류(0.12%) 등 약 40여 종

- (‘94~‘07) UN에 태평양 C-C해역 심해저탐사광구(15만㎢) 등록(‘94.8), 국제해저기구

(ISA)와 광구 탐사계약 체결(‘01.4), 독점탐사광구 7.5만㎢ 확보(‘02.8), 우선채광후보지

역 4만㎢ 선정(‘07.2)
- (‘08~‘12) 연 7.5만톤 생산규모 집광로봇 제작 및 실해역 100m 통합채광 실증실험

(‘09.6, 동해 후포항), 우선채광후보지역 2만㎢ 선정(‘10.12), 200kg/일 처리규모 제련

공정 개발(‘10), 연 30만톤 생산규모 집광로봇 제작(‘12.10)

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 추진목표(‘14∼‘20년)

- 태평양(공해)에 확보한 망간단괴 광구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톤 개발을 위한 탐사 및 환경, 채광, 제련 등 분야별 

연구개발을 통한 상용화 기반기술 확보

* 국내시장 점유율('23): (구리) 28,420톤(1.7%), (니켈) 32,915톤(15%), 

(코발트) 5,412톤(46%), (망간) 747,900톤(38%)

○ 추진내용

- 정  채광도(1:25,000 축적) 및 환경영향평가, 2,000m 통합채광･양광시스템 실증시험

을 통한 채광시스템 개발, 제련 공정 개발(10톤/일 규모)

- 망간단괴 상용화에 필요한 분야별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민간기업에 기술이전 

<심해저 자원개발 종합 모식도> <대한민국 및 각국의 독점탐사 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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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 소요예산(‘14∼‘20년): 452억원(중기재정계획 기반영)

* '16년 이후 새로운 로드맵 수립 후 현실성 있는 예산규모 재산정 예정

○ 기대효과

- 연간 300만톤(2조원 가치) 상업생산 시 110년간 총 2,700억 달러의 수입대체효과

- 단괴함유 희토류(0.12%) 추출법 개발시 연간2,450톤(‘10년 수입량의 70%) 희토류 확보 가능

- 상업화 개발시 신규시장 창출 약 6조원, 일자리 창출 9,100명

- 망간단괴 채광‧제련기술 확보를 통해 심해저 자원개발 기술선도국 부상 및 장비수출 기대*

* 상업생산 단계에서 약 118억 달러 규모 수출 기대 (채광선 40%, 집광장비 25%, 양광장비 20% 

등 평균 28%의 심해저 장비 및 설비부분의 시장점유)

<심해 채광로봇 ‘미내로‘>

<제련시스템 중의 침출공정 및 환원용융공정> <심해저 망간단괴 채광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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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3-2
해저열수광상 개발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 광액(열수)이 해저 지각을 통해 방출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광물자원으로서 정 탐사, 채광로

봇과 양광시스템(양광펌프, 양광관/유연관, 버퍼) 등의 개발기술 확립을 통하여 금속자원(구

리, 아연 등)과 귀금속(금, 은 등)의 장기･안정적 공급원 확보

 - 남서태평양 도서국 EEZ 및 인도양 공해지역에 부존하는 해저열수광상 개발광구 선정 

및 상업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 부존지역: 수심 2,000m 내외 해저화산활동이 활발한 해령 및 해구 주변지역

※ 함유금속: 금 (5-30 ppm), 은 (250-2000 ppm), 구리 (4-15%), 아연 (14-36%) 등

* 광물 용도: 전자, 전기, 귀금속 등 산업용 재료

<해저열수광상개발을 위한 시스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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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 추진목표(‘14∼‘20년)

- 인도양 공해상 해저열수광상 최종 개발광구 확보 

* 국제해저기구와 정부간 15개년 탐사계약 추진, 정밀탐사를 통한 최

종개발광구 선정

- 열수광체 추적 및 표층규모 파악 (인도양/피지 EEZ)

- 통가 EEZ 해저열수광상 개발권 확보

* 국내시장 점유율('23): (구리) 37,910톤(2.2%), (아연) 160,420톤(13%), (금) 6.8톤(13%), (은) 114톤

(12%)

○ 추진내용

- 수중로봇(ROV 등)을 활용한 근접해저면 탐사를 통한 개발유망 광체 확보

- 해저면 시추를 통한 열수광체 수직분포 및 매장량 평가

- 해저광물자원개발 최적시스템(집광·양광) 확립 및 설계·제작

- 지속가능한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환경특성 파악 및 환경영향평가(EIS)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 소요예산(‘14∼‘20): 1,113억원(중기재정계획 기반영)

* 피지('15∼'18, 407억원/민자:203억원 포함), 인도양('15∼'25, 910억원)

○ 기대효과

- 통가 EEZ, 피지 EEZ, 인도양 공해상에서 연간 30만톤씩 해저열수광상 개발 시 20년간 

총 15조원의 매출액 창출을 기대

- 신규시장 창출 7,560억원, 부가가치 창출 3,000억원, 일자리 창출 3,020명

- 전략금속(구리, 아연 등) 및 귀금속(금, 은 등)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 

<독점 탐사권을 확보한 통가 

EEZ해역>
<상업생산의 채광시스템 개념> <상업생산을 위한 양광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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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 추진목표(‘14∼‘20년)

- ‘20년까지 100만톤급 CO2 해양지중 저장 실증완료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10)
* 세계시장 점유율: ('20) 6,500억원(5%) → ('25) 1.3조원

(10%) → ('30) 2.6조원(20%)

○ 추진내용

- CO2 해양지중저장 실용화 체계 및 법·제도 기반 연구

- 대규모 해양저장소 탐사, 특성화, 선정 연구 

･예비평가 결과 51억 톤 저장가능 저장소 확보(울릉 분지)

- CO2 수송·주입 및 해양지중 CO2 모델링·모니터링 연구

장기 3-3
CO2 해양지중저장기술 개발

[국정과제 95] 해양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

 개  요

○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CO2를 수송하여 해

저 퇴적층에 주입·저장·모니터링하는 기술 개발

* 영국은 북해유전 시추공에 CO2를 주입·저장함으로서 경제성 확보

○ 기존 탄소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기술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온실가스 감축량의 약 19%를 CO2 포집 및 저장기술이 담당할 것으로 전

망(단일 기술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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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 해양지중저장 환경위해성 평가관리 기술개발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 소요예산(‘14～‘20년) : 920억원(중기재정계획 기반영)

*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국가 CCS 통합실증 지연 최소화 필요, '11년 예산은 계획(100억원) 대비 55% 

(55억원), '12년 예산은 계획(150억원) 대비 66% (100억원), '13년 예산은 계획(150억원) 대비 

65% (98억원) 수준에 따라 당초 연구계획에 차질 발생 

* 저장소 확정을 위한 시험 시추 별도예산 확보 필요 (2공, 약 500억원)

○ 기대효과

- ‘30년경 연간 3,200만톤(교토의정서에 제시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량의 10% 해당)을 

CCS로 처리 목표

-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O2 수송·저장 플랜트 신산업 창조 

- 신규시장 창출 2.6조원, 일자리 창출 7,000명 (세계시장 20% 점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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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3-4
6천미터급 심해유인잠수정 개발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 해양자원개발･산업활동 영역이 심해로 확장됨에 따라 초고수압(대기압의 600배), 저온･암흑 

상태인 6천미터 심해에서도 작업 가능한 2~3인승 잠수정 개발 필요

- 안보･수색･탐지 등 특수목적에도 활용 가능한 다목적 유인잠수정의 설계, 핵심기술 개

발, 모선·정비동 잠수정 운용 인프라 구축 등

○ 미･일･러･프 등은 심해 유인잠수정을 기 개발･활용 중이고, 최근 중국도 심해 유인잠수정(자오

룽, 7천m급)을 약 10년 동안 개발(‘10년 완성)

명 칭

( 국 가 )  /

기 관

앨빈 (미국) / 

우즈홀해양

연구소 (WHOI)

신카이6500 

(일본) / 

해양연구개발

기구 (JAMSTEC)

노틸 (프랑스) / 

국립해양개발

연구소 (IFREMER)

미르 (러시아) / 

쉬르쇼프 

해양연구소

자오룽 (중국) /  

  중국과학부, 

국가해양국, 

중국대양협회 외

최 대 심 도 4,500m급 6,500m급 6,000m급 6,000m급 7,000m급

개 발 년 도 1964 1989 1984 1987 2010

특 징

▪ 4,500회 

이상 임무

수행: 심해

열수 발견

(1977), 

타이타닉호 

조사(1986)

▪ 6,500m급

Alvin Ⅱ 

건조 중

▪ 1,500회 

이상 임무

수행

▪ 6,492m 

최대수심 

잠수기록 보

유

▪ 1,500회 

이상 임무

수행

▪ 잠항수심 

6,000m

▪ 1,000회 

이상 임무

수행

▪ 영화 타이타닉 

촬영에 이용

▪ 2012. 6. 28일 

최대수심 

7,062m 잠수, 

세계기록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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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 추진목표(‘14～‘20년)

- 2020년까지 6천미터급 심해 유인 잠수정 개발

○ 추진내용 (1단계: ‘13∼‘15년)

- 6천미터급 심해잠수정 개발에 필요한 극한·첨단 핵심기술* 개발

* 심해용 대형 내압선체 설계･제작기술, 생명유지장치 및 안전시스템 기술, 수중 전력원 확보기술, 

수중복합센서시스템기술

- 심해 유인잠수정과 지원 모선의 설계 및 제작, 운영센터 구축

○ 추진내용 (2단계: ‘16∼‘20년)

- 심해 유인잠수정 상세설계 및 건조 

- 지원 모선 등 관련 인프라 상세설계 및 건조, 심해 현장 테스트, 시스템 안정화 등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 소요예산 : 총 2,700억원 

- 1단계(‘13∼‘15년) 기술개발 단계: 300억원(중기재정계획 기반영, 향후 예비타당성 추진)

- 2단계(‘16∼‘20년) 설계건조 단계: 2,400억원

* 유인잠수정개발 1,000억원, 전용모선 1,300억원, 운영센터건립 100억원

○ 기대효과

- 신규시장 창출 4,030억원, 일자리 창출 1,840명  

- 극한･첨단 잠수정 핵심기술 확보 및 민･군 이전

- 심해저 케이블 관리, 심해 유전개발 지원, 심해저 시설 건설 등 해양엔지니어링 신산업 창출에 기여

- 해양과학 연구의 중요한 연구장비로, 심해저 광물자원 연구·개발 및 해양유물(침몰선) 

탐색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 심해 유인잠수정은 세계 10위권 내 해양강국의 상징으로 국격 향상과 국민 자긍심 함양

<심해 유인잠수정 개발 중

(미국 연구소)>

<심해 유인잠수정 개발에 활용될 

우리나라 잠수함 설계 기술>

<심해 유인잠수정 모선에서 

잠수정 투하(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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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중앙부처 연계‧협력과 연관산업 융‧복합 방안

‣ 선해양 기반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해양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공동 이슈를 

논의하고, 새로운 정책 아젠다 추진

(정책적 측면) 정부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해양수산산업의 타부처 협력과 연

관산업 융복합을 통한 국가경쟁력 시스템 구축

○ 해양수산산업에 대한 경쟁적 중복투자 해소 및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One Voice 전략) 

* 기관 신설, R&D 투자의 중복성 회피 및 정부간, 지자체간 소모적인 주도권 경쟁탈피를 통

한 정부 지원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신뢰 확보 

- (타부처 협력분야) 육･해상통합물류체계 확립을 위한 물류분야(국토교통부), 무인

도(해양수산부)와 유인도(안전행정부) 등 도서관리, 기상관측(기상청)과 해양관측

의 연계 등

- (영역확장 필요분야) 통합해양정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해양공간을 기반으로 이

루어지는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

* 해운과 조선 통합관리, 해양레저 및 관광 일원화, 해양관광･환경업무 일원화와 연계한 해

상국립공원 관리 업무 통합 분야 등 미래산업 분야 개척 등

○ 특히, 해양플랜트, 신재생에너지, 해양바이오 분야 등을 중심으로 범부처간 

역할분담을 기반으로 공동 R&D 과제를 발굴·추진 

*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관련 해양플랜트산업(건조에 중점, 산자부) → 조류, 파력, 조력 등 

해양에너지, 해저광물, 해수담수화, 해양공간 등 목적물 중심으로 해양플랜트 전체 Life 

Cycle 취급

* 바이오산업: 원료･기초가공(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농진청･산림청) → 대량생산(농림축산식

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 해양에너지산업: 발전시스템 개발(산업통상자원부) → 실증플랜트 구축(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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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기후기능 협력으로 입체적 관측·예보, 연관 산업 육성

(추진내용) 해양과 기상관측 시스템 융합과 정보공유로 분석･예보의 품질을 제고하

고, 기상･기후정보에 대한 신규 수요 및 연관 산업 창출

* 해운･조선･해양레저 등과 연관된 부가서비스 창출

○ (협력 조직)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4개과)과 기상청(1관 4국 5지방청 4부설

기관 1,294명(연구직 107명))과 연계

- (문제점) 육상 날씨예보 위주의 기상관측 운영으로 해운･수산업･해양레저 등과 연

관된 부가 서비스 창출 애로

- (문제점) 육상의 대기오염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으로 해수면 상승, 연안

침식, 쓰나미, 해양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대응 미흡

* 美 NOAA(해양대기청), 일본, 호주 등은 해양관측과 연계가 강한 기상청을 해양 관련 부처

에서 통합 운영·관리

개선방안

○ 기상관측과 해양관측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기상청과 협력

- 필리핀, 남태평양, 백령도 등 국내･외 해양거점에 기상센터를 두어 예보･대응기능 강화

- 육상과 해상을 망라한 입체적인 기후변화 연구･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전담 부서*

를 신설하여 추진

* 기상관측, 해저 지형･지질조사, 해류･수온관측, 연안침식관측 기능 연계

○ 관측･예보 고도화로 기상 비즈니스 활성화 기반 조성

- 너울성 파도, 쓰나미(지진해일) 등 긴급한 해양재해에 신속대응

- 수산양식, 해운, 조선, 해양레저, 해양자원개발에 관한 컨설팅 등 새로운 기상기

후 비즈니스 발굴 및 고급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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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자원, 에너지 개발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추진내용) 타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양자원･에너지 개발(석유･가스 제외) 부

문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저조사･탐사･광물채취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 기초 조사･탐사부터 실용 기술개발까지 일관성 있는 추진을 통하여 경제성 있는 분야를 조

기 상용화하고, 해양생태에 대한 위해 방지를 탄력적으로 대응

○ (협력 조직)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정책관 원천연구과, 

자원･에너지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 (문제점) 해저자원개발은 해양탐사･조사 및 해양과학기술 개발기능과 접히 연관

되나 현재 다수 부처에서 중첩되게 추진 중

- (문제점) 해양자원･에너지(조력, 조류, 해상풍력 등) 개발은 해양생태계, 수산자원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각 부처간 개별사업으로 추진

개선방안 

○ 조기에 기술 상용화를 위해 해양자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총괄하고, 해양

생태계 및 기존 해양수산산업(수산, 해운, 항만, 조선 등)과 조화 도모

* 해양조사원, 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 활용

3. 해양관광･레저, 크루즈 육성기능 강화

(추진내용) 항만, 어항개발, 요트, 연안여객운송, 생태공원 등 해양과 관련성 깊은 

해양관광을 촉진할 인프라(마리나, 크루즈, 연안도서 선착장 등) 구축과 함께 향후 

급증할 해양관광 수요(낚시, 스쿠버다이빙, 마리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 해양관광분야 업무 : 해양관광 육성정책, 마리나 등 인프라 개발, 크루즈산업 육성, 해양생

태관광 및 어촌관광, 해상형 경정 등

○ (협력 조직) 관광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 관련 법률 업무는 산업통상

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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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관광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총괄관장하고 있으나, 해양관광을 전담

하는 기능이 없어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선용과 해양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

- (문제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체육 관련 법률 등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해양레저산

업 관련 법률의 재정비 필요

* 예)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확보 방안으로 야간 활동 제한 및 수상 활

동 면허제도 적용 등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저해 요소로 작용

개선방안

○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저해요소 개선 및 관계 부처간의 유기적 

연대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는 전체 관광산업의 관리, 관광단지 개발 업무와 해양

공간 및 자원기반의 해양관광 업무를 연계하여 신 부가가치 창출

-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이벤트 산업 등을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동반 육성을 통하여 시너지효과 창출

* 예) 여수엑스포 사후 활용, 동･서･남해안 특성(심층수, 다도해, 갯벌) 항만(재)개발, 어촌활

성화와 연계된 지역밀착 해양관광산업 육성

* 예) 국제 크루즈, 요트, 경정 등과 연계하여 신해양관광산업으로 발전기반 구축

* 예) 해양관광과 해상국립공원 관리업무 연계

4. 해운･항만･배후단지 중심으로 종합물류정책 지속

(추진내용) 글로벌 물류의 핵심인 해운･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복합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 국제물류에 주력한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해운기업(한진해운, 현대상선) 및 

항만(세계 5위 부산항) 육성

○ (협력 조직) 육상･해상물류의 이원화된 물류기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통

합 물류 시너지 효과를 창출을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물류 산업분야 협력

- (문제점) 국토교통부는 육상･여객운송 중심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해양물류정책

의 우선순위가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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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육상･여객운송의 현안(대중교통문제 및 사건･사고 등)에 매몰되어 글로

벌 물류기업(예: Fedex) 육성에 한계

*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하는 물류정책을 대표적 생활정책인 육상･여객운송과 분리

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

개선방안

○ 글로벌 기준이 정착되고 경쟁력을 갖춘 해운･항만･배후단지 중심으로 실효

성 있는 복합물류기업 육성정책 가능

* 국내에서 해운기업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터미널 운영 등에 참여함으로부터 물류산

업의 개념이 확산

5. 해운과 조선･해양플랜트를 연계한 복합해양수산산업 육성

(추진내용) 세계 해상운송･구조물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해운･해양자원개발 분야와 연계하여 조선･해양플랜트의 수요를 창출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

* 중국의 조선산업 급성장(세계시장 점유율 '00년 5.7% → '09년 28.4%)으로 국내 조선업계

의 시장 불안정성이 증가

* 해양자원개발 확대('11년 석유생산량 19%를 해양에서 시추)로 해양플랜트 시장 급성장

○ (협력 조직) 산업통상자원부 주력산업정책관실 자동차조선과와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연계

- (문제점) 해운･해양개발 및 조선･해양플랜트 업무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절실히 요구

- (문제점)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술

개발 지원 및 수요창출 정책이 미흡

- (문제점) 국제 선박 및 기자재 표준 등을 관장하는 IMO(국제해사기구)에 대한 국내 

조선업계의 대응이나 기여도가 매우 미흡

개선방안 

○ 해운은 서비스업, 조선은 제조업이라는 이분법적을 넘어 해운･해양자원개발

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간 연계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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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과 조선의 전후방 연계와 선박금융의 적극 지원으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및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동반 상승 도모

*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관련 해양플랜트(건조에 중점, 산자부) → 조류, 파력, 조력 등 해양

에너지, 해저광물, 해수담수화, 해양 공간 등 목적물 중심으로 해양플랜트 전체 Life 

Cycle 취급(해양수산부)

6. 해양･연안 관리와 개발에 대한 종합 공간계획 수립

(추진내용) 美국가해양위원회(대통령 직속) 사례처럼 해양･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

과 보전을 위해 종합적인 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 수립

* 우리나라 관할 해역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다양한 민간･지역 개발사업의 시너지 도모

* 무인도(해양수산부)와 유인도(안전행정부) 등 도서관리,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 해양수산

산업 클러스터 육성, 해양생태계･연안 보전 등

(협력조직) 환경부 환경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과 연계

- (문제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육지중심의 국토계획에는 선언적 수준의 방향성만 

언급되어 해양공간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 제시 곤란

- (문제점) 연안관리법에 따라 연안을 4개 용도(이용･특수･보전･관리)로 분류하는 

가운데 연안해역에 국한된 이분법적(보전 또는 이용) 개념의 용도계획과 지자체별

로 수립하는 개발계획 이외에는 국가차원의 종합 공간계획은 부재

개선방안

○ 연안, 도서, EEZ를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관할하는 해양 전역에 대한 종합

공간이용계획 수립

- 지역의 인문･산업 및 수심･수온･조류･해저지질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입체적인 

중장기 공간이용계획을 마련(‘15년까지)

* 10년 단위 계획으로 5년 마다 수정

- 지자체의 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및 연안관리에 대한 지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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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해양수산산업진흥법(안) 제정을 통한 육성기반 조성

1. 필요성

해양수산산업 전반에 걸친 국가경쟁력시스템 확충 필요

○ 해양수산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 해양플랜트산업육성법(안), 물류산업발전법(안) 등 제정

- 조특법, 관광진흥법, 마리나법 등 개정

○ 해양수산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재정 확충 

- 물류, 항만, 해운, 수산, 해양 등 해양수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재원 

지원 확대 필요

- 연안선박투자펀드, 해양플랜트 펀드, 물류기업 해외진출기금 등 실효적인 정책 추

진을 위한 펀드/기금 조성

○ 해양수산산업별 전담기관 설립

- 해양수산산업 육성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기관 필요 

- 선박금융기관, 글로벌 물류전담기구, 수산사업권거래소, 해양플랜트진흥원 등 

분야별 전담기구 설치

○ 해양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 해양수산산업별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 시급

- 해양서비스 인력(해양관광/레저, 해양플랜트 운영, 국제물류) 양성 체계 구축

개별 해양수산산업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부응하고, 경쟁력제고를 위해

해양수산산업전반을 포괄하는 법적 지원 필요: 해양수산산업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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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한계

○ 해양수산산업은 여러 부문 중 일부에 국한

- 제3장(해양개발 등)의 15개 조문 중  해양관리 및 보전 4개, 해양자원개발 및 이용 

7개, 해양수산산업 육성 4개

○ 해양수산산업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 노출

- 제3장 제3절(해양수산산업의 육성)은 ‘1)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강화 등, 2) 항만시설 

등의 확충, 3) 해양관광 진흥, 4) 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성

- 이에 따라 해양기기･장비, 해양기술서비스, 해양연구개발, CCS, 해양토목･건축, 

해저석유가스 개발 등 미포함

○ 기본법의 성격 상 구체성 결여

- 총 3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력해야 한다’, ‘지원할 수 있다’ 등 임의조항

이 다수 

해양수산산업 부문별 개별법의 한계

○ 개별법만으로는 전･후방산업의 동반성장 및 파생시장 대응에 한계 

- 예) 전후방산업: 기자재산업-조선산업-해운물류산업-항만산업

- 예) 파생시장: 해운산업 + 해양플랜트산업 → 초중량화물 운송사업, 항만산업 + 

해양플랜트산업 

○ 글로벌 경쟁은 개별기업의 경쟁력이 아닌 종합경쟁력이 중요 → 국가경쟁력

시스템 강화 필요

- 글로벌 경쟁이 기업생태계, 산업생태계 등 국가시스템 간 경쟁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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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부문 사례

해당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법률 존재

<표 3-3> 국내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법률

관련 법령 목적 주요 내용

기 상 산 업

진 흥 법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기상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기상산업 연구개발사업 지원, 

기상정보의 실태조사 및 활용, 유통 및 활용 촉진, 한국기상

산업진흥원 설립 등

문 화 산 업

진 흥  

기 본 법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

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창업 및 투자회사 지원, 유통

활성화 및 공정거래질서 구축, 전문인력 양성, 가치평가 기관의 

지정, 협동개발 연구촉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소 프 트 웨 어

산 업  

진 흥 법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

소프트웨어산업 기본계획 수립,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정보의 관리,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세제지원, 중소업체 사업 참여 지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엔 지 니 어 링

산 업  

진 흥 법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 실현

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

위원회 설립,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협회설립

정 보 통 신

산 업  

진 흥 법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정보통신기술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신기술 사업지원, IT정보 관리 및 보급, 전문인력양성, 국제협력 

추진, 진흥단지조성, 기업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설립, 지식

정보보안산업의 육성, 정보통신진흥기금 설치

콘 텐 츠  

산 업  

진 흥 법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국무총리실 

산하) 구성 및 운영, 콘텐츠 산업 창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세제 지원,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콘텐츠 이용자 권리보호, 분쟁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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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수산산업진흥법(안) 개요

법안의 성격

[그림 3-5] 해양수산산업진흥법(안)의 성격

법안의 위상

○ 해양수산발전기본법-해양수산산업진흥법(안)-개별법

- 해양수산 부문 최상위법인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하위법령으로 해양수산산업에 

특화 

- 부문별 해양수산산업의 상위법령으로 해양수산산업 전반을 포괄하고 개별법보다 

우선 적용

[그림 3-6] 해양수산산업진흥법(안)의 위상

법안의 목적

○ 해양수산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강화함으로써 해양수산산업의 국가경

쟁력시스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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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구조(안)

<표 3-4> 해양수산산업진흥법(안)의 구조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해양수산산업

진흥계획

해양수산산업 진흥계획 수립, 해양수산산업 실태조사, 해양수산산업진흥

위원회 설립

제3장 해양수산산업 

진흥

해양수산산업진흥협회 설립, 해양수산산업 정보제공,해양수산산업 기술개발, 

해양공간관리

제4장 해양수산산업 

진흥기반 조성

해양수산산업 연구기관 지정, 해양수산산업 전문인력 양성, 해양수산산업 

정보화 촉진

제5장 해양수산산업 

진흥 지원

해양수산산업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해양수산산업 표준화 지원, 해양수산

산업 재정 지원, 해양수산산업 진흥기금 설치, 해양수산산업 세제 지원 및 

특별 지원, 해양기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해양벤처기업 육성 지원

법안의 주요내용(안)

<표 3-5> 해양수산산업진흥법(안)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 해양수산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정의 : 전통해양수산산업(해운, 항만, 물류, 해양관광, 수산 등), 해양수산 신산업(해

양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및 해양과학기술 등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해양수산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제2장 

해양수산산업 

진흥계획

▪ 해양수산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해 5년마다 해양수산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해양수산발전기본계

획과 연계)

▪ 해양수산산업 실태 조사

- 해양수산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 수산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 수집을 할 수 있음

▪ 해양수산산업진흥위원회 설립

- 국무총리실 산하(또는 OOO부 산하)에 각 정부부처와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

- 각 부처별로 산재된 해양수산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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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표 계속

구분 주요 내용

제3장 

해양수산산업 

진흥

▪ 해양수산산업진흥협회 설립 

- 해양수산산업사업자는 해양수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양수산산업 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 해양수산산업 정보제공 

- 해양수산산업정보를정기적으로제공하는사업실시 해양수산산업정보센터 지정 또는 

설치・운영 가능

▪ 해양수산산업기술의 진흥

- 해양수산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해양수산산업기술 성과를 사업화와 연계

▪ 해양공간관리(MSP) 정책 시행

- 해양공간을 활용하는 해양수산산업 간 이해관계 조정,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제4장 

해양수산산업 

진흥기반 

조성

▪ 해양수산산업 연구기관 지정･운영

- 해양수산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산업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수행 

- 정부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지정 가능

▪ 해양수산산업 전문인력 양성

- 각 산업별 필요한 인력수요 조사 및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업무 담당

- 해양수산산업 전문인력 연수 및 교육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

▪ 해양수산산업 정보화 촉진

- 해양수산산업 정보 고도화 및 유통의 원활화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

제5장

해양수산산업 

진흥지원

▪ 해양수산산업 연구 및 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 해양수산산업 및 해양과학기술 &D 성과를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양수산산업 표준화 지원

- 해양수산산업별 표준화가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고 국제표준화에 대비

▪ 해양수산산업 재정 지원

-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및 기관을 대상으

로 재정･금융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원이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해양수산산업 진흥기금 설치

-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산업 진흥기금을 설치

- 기금조성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등

▪ 해양수산산업 세제 지원 및 특별 지원

- 해양수산산업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해양수산산업 중소기업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할 수 있음

▪ 해양기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정부는 해양수산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

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해양벤처기업 육성 지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준용(2012.7.27 시행)하여 해양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기타 부칙 시행일 규정, 다른 법률의 개정 등 규정



 제4장

투자재원 확보 방안





제4장 투자재원 확보 방안

249

제4장 투자재원 확보 방안

(종합) 투자재원 확보 방안

○ (주요 부처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지역혁신사업계정, 지역개발사업

계정)과 국가R&D사업, 과학문화사업 중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을 주요 목적

으로 추진하는 부처사업 활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은 크게 지역개발계정사업, 지역혁신계정사업, 제주특별

자치도계정사업으로 구분

- 이 중 지역개발사업계정은 시･도자율편성사업,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 재해예방 

등 국가직접편성사업으로 구성

- 지역혁신사업계정은 시･도자율편성사업과 국가직접편성사업으로 나뉘고, 제주특별

자치도사업계정은 제주도 국고보조사업 등 자율편성사업과 재해예방사업 등 국가

직접편성사업으로 구성

○ (지역특화 부처사업) 특정지역에서 지역의 해양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지

방비의 대응투자를 통해 유치·추진되는 부처사업 활용

○ (지자체 자체사업)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해양과학기술관련 사업

○ (기금조성사업) 해양수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으로 

경정 등의 스포츠사업, 복권기금활용에 따른 수익의 일정부분을 해양수산산

업진흥기금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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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2008년도 균특회계 계정별 대상사업

계  정 대상사업

① 지역개발사업계정(82개 단위사업) 55,573억원

▪ 시･도 자율편성

지역 SOC, 농림 및 문화관광사업

(국지도, 민자접속도로, 배수개선, 지역특화산업, 

관광자원개발, 문화시설 건립지원, 재래시장활성화 등)

▪ 균형발전기반 지원

- 시･군･구 자율현성

- 국가직접편성

낙후지역 개발 사업

(접경지역지원, 도서종합개발, 소도읍육성, 농촌활력증진, 

전원마을 조성,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마을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 산촌생태마을 조성, 개발촉진지구 지원, 

도서지역식수원개발)

￭ 국가직접편성

재해 및 그린벨트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농업재해예방, 하천재해예방,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② 지역혁신사업계정(34개단위사업) 16,906억원

▪ 시･도 자율편성

- 시･도 자율편성

- 국가직접편성

지역전략산업 진흥, 지역연고산업 진흥, 지역혁신센터조성, 

테크노파크 조성, 지방연구중심대학, 과학연구단지 육성, 

지방문화산업 육성,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지원, 지역 

S/W산업 진흥, 지역환경기술센터운영, 

해양생물연구센터설립, 지역연구기반조성,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사업

▪ 국가직접편성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기업지방이전 촉진,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 지방대학혁신 역량강화(Nuri),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97개 단위사업) 3,748억원

▪ 시･도 자율편성

- 제주 자율편성

- 제주 균형발전기반 지원

- 제주 특별행정기관이관

제주국고보조사업, 제주 균형발전기반사업, 

7개 특별행정기관, 자치경찰 이체 인건비 등

▪ 국가직접편성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소하천정비, 

농업재해예방, 하천재해예방, 창업보육센터건립지원

※ 자료: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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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활용가능한 재원

 해양수산부

○ 지역 R&D 역량강화 사업

- 사업목적: 지역별 해양과학기술 협력거점 구축 및 지역 산･학･연 전문가 참여·육성

을 통해 지역혁신발전 도모

- 사업기간: ‘01년 ~ 계속사업

- 총사업비: 계속사업(‘06년까지 기 투자액 : 75억원)

- 사업규모: 지역별 Sea Grant 운영(3개 지역) 20억원 투자

- 지원형태: 정부출연

- 지원조건: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국토해양부(관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지원근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사업내용 

- Sea Grant 대학에서 해양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기능 수행

- Sea Grant 대학을 지역거점으로, 전국적인 해양발전 네트워크 구축

- 해양과학 특성화 지역의 전략사업 지원

- 지역 연계사업 추진으로 산학연 협력과 네트워킹 구축

- 특성화 지역의 인프라 구축지원 등을 통해 지역혁신체제 기반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 세부사업 내역

<표 4-2> 지역 R&D 역량 강화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07년 예산 ‘08년 예산 증감

▪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2,000 2,000

▪ MT지역특성화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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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확보전략

- 지역 R&D 역량강화 사업은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MT지역특성화 등 2개 사업으로 운영

‣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은 대학의 연구기능을 활용한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해결 

및 대민활동, 해양교육, 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MT지역특성화사업은 해양과

학관련 지역의 특성화된 연구개발능력향상을 위한 지역 클러스터 육성 목적

-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은 현재 영남지역, 호남지역, 중부지역 등 3개 지역에 지원

하고 있으나 정부는 Sea Grant 대학 지정 확대를 통한 지역현안과제 연구 및 그 

결과를 지역주민･민간기업 등에게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추구

- Sea Grant 대학을 지역거점으로 한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네트

워크 구성으로 지역연계사업을 추진

- 그리고 MT 지역특성화 연구지원으로 해양과학 클러스터 육성 및 해양수산산업

거점을 확보

- 따라서, 경상북도는 포스텍, 경북바이오연구소, 울릉도･독도해양센터, 경상북도가 참여

하여 지역의 해양 현안문제인 해양심층수 관련 연구, 동해안 백화현상 등을 공동연구 

 미래창조과학부

○ 이공분야학술연구조성사업

- 사업목적: 지식경제 사회의 요구수준에 부응하고, 개방화된 환경에 따른 국제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

- 사업기간: ‘63년 ～ 계속

- 총사업비: 계속사업(‘06년까지 : 1조 872억원, ‘07예산 1,805억원, ‘08요구 2,155억원

- 사업규모: 14개 사업분야 약 4,321과제 2,155억원 지원

- 지원형태: 정부출연(한국학술진흥재단)

- 지원조건: 일부사업(중점연구소지원사업 등) Matching Fund

- 사업시행주체: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 시행

- 지원근거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학술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동법시행령

* 정부는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 성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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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우수연구지원사업

‣ 대학의 기초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자의 생애주기에 맞춘 연구지원

‣ 약 3,268과제에 대한 연구비 지원(153,900백만원)

- 학술기반구축사업

‣ 중점연구소 육성 등 학술연구 기반 강화 사업 추진

‣ 약 35과제에 대한 연구비 지원(24,000백만원)

- 특정목적사업

‣ 문제해결형인력양성,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 여성과학자지원, 학술성과확산

(WISE) 등 소외계층을 위한 특수목적 지원사업

‣ 약 713과제에 대한 연구비 지원(23,200백만원)

- 국제교류사업

‣ 우리 학문의 국제적 위상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연구인력교류, 대

학교수해외방문연구 등

‣ 약 305과제에 대한 연구비 지원(6,600백만원)

- 기획심사평가운영비

‣ 연구개발사업의 사전 철저한 사업기획,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공정한 평가･관리 

및 사후 성과분석을 통한 성과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비 지원

‣ 연구사업 지원비의 약 3.5% 내외(7,817백만원)

○ 세부사업 내역

<표 4-3> 이공분야학술연구조성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07년 예산 ‘08년 예산 증감

(일반)이공분야학술연구조성사업 180,517 215,517 35,000

▪ 이공분야학술연구조성사업 180,517 215,517 35,000

○ 예산 확보전략

- 이공분야학술연구조성사업은 특정목적사업과 학술기반구축사업을 세부 사업내용

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포스텍과 울릉도･독도해양센터가 연계하여 백화현상 등

을 해결하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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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산업 진흥사업(R&D)

- 사업목적: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지원을 통해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주체는 <표 4-4>와 같음

<표 4-4> 지역산업 진흥사업(R&D)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주체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원조건 사업시행주체

지역전략 산업진흥

(R&D)
‘04년〜‘12년

-

(6,508억원)

정부출연 : 과제별

총사업비의 75%내

(25%는 민간 매칭)

지자체, 대학, 연구소, 

TP, ITEP, 

기획단 등

지역연고 산업진흥

(R&D)
 04년〜계속

-

(2,068억원)

출연지자체 및 민간의 

대응투자

(국비15〜30%)

산학연

컨소시엄

○ 사업내용

[지역전략산업진흥]

-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특화전략 산업분야에 대한 핵심기술의 개발 지원

‣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개발

‣ 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복합기술의 집중개발, 우

수기술의 제품화 개발

- 과제별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연 2억원 이내/공통기술개발, 연 10억원내외/중점

기술개발, 연 1억원내외/기초기술개발)

- 과제별 성공평가시 주관기관(산업체등)은 정부출연금의 20-40%를 5년이내에 균등

분할 납부

[지역연고산업진흥]

-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단위의 산학연관이 공동참여하여 네트워크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사업 등을 종합 추진하는 지역혁신과제를 지원

* 센터건축, 장비구축 등 H/W지원보다는 S/W지원이 중점이며, 센터건립은 지원하지 않으며, 

다만 장비구축의 경우 총사업비의 30%로 제한

‣ 국비는 3년간 사업당 30억원 내외로 지원하되, 국비에 대한 지자체･민간의 대응투자(매칭) 필요

* 매칭비율: 지자체 현금(기초단체 10%, 광역단체 20%), 민간 현금+현물(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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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해 지역별 특화분야 연구개발을 선도

할 거점 연구기관 설립지원

‣ 지방이 총사업비의 50%이상 부담(사업단 6년 이내)

○ 세부사업 내역

<표 4-5> 지역산업 진흥사업(R&D)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07년 예산 ‘08년 예산 증감

지 역 산 업 진 흥 ( R & D ) 252,771 287,584 34,813

지 역 전 략 산 업 진 흥 ( R & D ) 178,571 208,584 30,013

지 역 연 고 산 업 진 흥 ( R & D ) 74,200 79,000 4,800

○ 예산 확보전략

- 지역산업 진흥사업(R&D)에서는 지역별 특화전략 산업분야에 대한 핵심기술의 개

발을 지원토록 하고 있는 바, 해양수산산업개발 관련 연구에 예산확보 노력 경주

- 다만, 센터건축, 장비구축 등 H/W지원보다는 S/W지원이 중점이기 때문에 연구개

발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 장비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가능

- 특히 국비에 대한 지자체･민간의 대응투자(매칭)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

산확보가 전제

○ 지역산업 진흥사업

- 사업기간

‣ 4개지역 2단계: ‘04년 ～ ‘08년 (5년)

‣ 9개지역 2단계: ‘08년 ～ ‘12년 (5년)  * 1단계 : ‘02년～‘07년
‣ 혁신산업기반구축: ‘05년 ～ (계속)

‣ 지역연고산업진흥: ‘04년 ～ (계속)

- 총사업비

‣ 4개지역 2단계: 3,344억원(‘07년까지 기 투자액)

‣ 9개지역 2단계: 5,629억원(‘07년까지 기 투자액) 

   * 1단계: 5,6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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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산업기반구축: 1,670억원(‘07년까지 기 투자액)

‣ 지역연고산업진흥: 401억원(‘07년까지 기 투자액)

- 사업규모: 지역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센터 구축, 지역특화 R&D, 기업지원

서비스, 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지역연고산업 등을 지원

<표 4-6> 지역산업 진흥사업(R&D) 사업규모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인 프 라  구 축 센터건립, 연구시험분석･시제품생산 장비구축 등

지 역 산 업 기 술 개 발 지역의 전략적 기술과제 지원

인 력 양 성
지역 전략산업분야 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현장기술인력 및 예비

기술인력 양성 지원

기 업 지 원 서 비 스 해외마케팅, 기술지원, 창업지원 등

전 략 산 업 기 획 단 운 영 지역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기획･평가체계 구축 지원

지 역 연 고 산 업 진 흥 포럼활동, 네트워크 활성화, 혁신박람회 등

- 지원조건 : 지자체･민간 Matching Fund 비율 등

‣ 4개지역 2단계: 건축비(50%), 장비비(100%), 인력양성(60%), 해외마케팅(40%)

‣ 9개지역산업진흥: 건축비(70%), 장비비(100%)

‣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 건축비(50%), 장비비(80%), 인력양성(60%), 해외마케팅(40%)

- 지원내용

‣ 인프라: 센터건립, 연구시험분석･시제품생산 장비구축 등

‣ 기술개발: 지역특화별 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간의 연계강화를 통한 

지역의 전략적 기술과제 지원

‣ 기획단운영: 지역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기획･평가체계 구축 지원

‣ 인력양성: 지역 현장 및 전문인력 양성

‣ 기업지원서비스: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애로 기술지원, 해외마케팅 등

‣ 지역연고산업진흥: 포럼활동, 네트워크 활성화, 혁신박람회 등

-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및 사업주관기관(재단법인), ITEP, 대학 등

-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및 제10조, 산업발전법 제8조,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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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별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혁신체제(RIS)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

‣ 인프라: 센터건립, 연구시험분석･시제품생산 장비구축 등

‣ 기획단운영: 지역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기획･평가체계 구축 지원

‣ 인력양성: 지역 현장 및 전문인력 양성

‣ 기업지원서비스: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애로 기술지원, 해외마케팅 등

-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단위의 산학연관이 공동참여하여 네트워크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사업 등을 종합 추진하는 지역혁신과제를 지원

* 센터건축, 장비구축 등 H/W지원보다는 S/W지원이 중점이며, 센터건립은 지원하지 않으며, 

다만 장비구축의 경우 총사업비의 30%로 제한

○ 세부사업 내역

<표 4-7> 지역산업 진흥사업(R&D)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07년 예산 ‘08년 예산 증감

지 역 산 업 진 흥 287,842 226,916 △60,926

지 역 전 략 산 업 진 흥 270,942 212,916 △58,026

지 역 연 고 산 업 진 흥 16,900 14,000 △2,900

○ 예산 확보전략

- 지역산업 진흥사업은 지역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관련 해양연구센

터와 유사한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관련 연구기관들은 동 사업을 통해 지원

- 동 사업에서는 인프라구축, 지역산업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을 받을 수 있으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비구축과 지역의 전략적 

기술과제를 도출하여 예산확보 노력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 사업기간: 계속

-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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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주체: 에너지관리공단, 지자체

- 지원근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0조, 제27조

‣ ‘02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 설정 ‘06년 2.5%, ‘11년 5%)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前지식경제부) 고시)

‣ 지역에너지사업운용지침(산업통상자원부(前지식경제부) 고시)

○ 사업내용

- 신규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설비의 시장조성, 확대를 목표로 설치

비의 일부 보조

- 미래 수소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시설과 교육･홍보, 관광 

등 복합기능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중점 추진하는 에너지절약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보

급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 도모

○ 세부사업 내역

<표 4-8>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07년 예산 ‘08년 예산 증감

신재생에너지보급 105,125 94,125 △11,000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41,000 41,000 -

▪ 신재생에너지단지 13,000 - △13,000

▪ 지역에너지개발지원 51,125 53,125 2,000

○ 예산 확보전략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신규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설비의 시장

조성, 확대를 목표로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지자체별 

해양연구센터를 건립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에 반영하

여 시설비를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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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법률 제        호

해양수산산업진흥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수산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산업”이란 선박, 해양구조물, 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의 제

조･가공･조립･재생･개조･수리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등을 개발･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를 말한다.

  3. “해양구조물”이란 항해, 탐사, 해양자원 개발, 공간 활용 등을 위하여 해상 또

는 그 아래에 설치된 이동식･고정식 기기 및 구조물과 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

산업에 포함되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부속기기류”란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의 구성품을 말한다.

  5. “관련소재류”란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6. “해양기술”이란 해양수산산업과 관련되는 과학기술 또는 선박･해양구조물을 이

용하는 응용과학기술을 말한다.

  7. “해양기업”이란 해양수산산업과 관련되는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

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

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산업을 기반으

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수산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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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양수산산업 종합계획 등

제5조(해양수산산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의 진

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 해양수산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해양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4. 해양기술 및 해양수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해양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해양수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양수산산업 관련 연구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해양수산산업 진흥 연차별계획의 수립･시행) 

  ①
  ② 

제7조(해양수산산업 실태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의 체계적 진흥

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매년 해양수산산업 실태를 조사하고 이

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해양수산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대상과 범위 등 필

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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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수산산업 진흥

제8조(해양수산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제9조에 따른 시

행계획의 수립 및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산

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해양수산산업 진흥계획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정책수립 지원

2. 해양수산산업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3. 해양수산산업의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4. 해양기업의 창업･성장 등의 지원

5. 제21조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금의 관리･운영

6. 그 밖에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진흥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며,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해양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기술의 진흥을 위

하여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기술 수준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해양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활용 및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3. 해양기술의 선도기술 개발, 다른 기술과의 결합 및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4. 해양기술의 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5. 해양기술의 산학협동 촉진, 기술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6. 해양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7. 해양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8. 해양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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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해양기술 정보의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기술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해양기술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과 해양기술에 대한 국내외 시장정보･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하고 해양기업이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해양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해양수산산업 정보화 촉진)

  ①
  ②
  ③

제4장  해양수산산업 진흥 기반조성 등

제12조(해양수산산업 연구 및 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13조(표준화의 추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양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산업 관련 제품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산업 관련 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산업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② 정부는 해양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고 국내 해양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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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표준의 제정 및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

양기술, 해양수산산업 관련 제품, 해양수산산업 관련 서비스 등(이하 “해양기술 

등”이라 한다)에 관한 표준(이하 “해양표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양기

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기관 등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양표준에 적합한 해양기술 등을 개발 및 공급하는 자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해양기술 등이 해양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

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표준의 제정과 제2항에 따른 인증, 인증표시의 사용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

제15조(기술지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기업이 생산하는 해양제품의 품질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기업에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기술로서 「기술개발촉진

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이라 한다)

의 사업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매

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

의 납부기준･납부절차 및 용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해양기술 등이 

그 성능을 인증 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해양수산산업 구조 및 국제화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기술 등의 유통

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해양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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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양수산산업 진흥지원

제18조(해양진흥기금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지원하

기 위하여 해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3.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술료 

4.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9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해양수산산업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해양수산산업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3. 해양수산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해양수산산업의 국제협력 지원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

6.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의 지출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

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진흥원, 그 

밖에 해양수산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해양기술 및 해양수산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기술 및 해양수산산업 관련 조사･통계

  2. 해양기술 및 해양수산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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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양기술 및 해양수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해양기술 및 해양수산산업 관련 정책의 조사연구

  5. 해양기술 및 해양수산산업 관련 표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해양기술 및 해양수산산업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정보유통체계의 구축

  7. 해양기술 및 해양수산산업 관련 대외협력

  8. 해양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9. 해양기술 등의 유통구조 개선

  10. 그 밖에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해양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비용지원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해양기술 및 해양수산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수요실

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4.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5. 해양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6.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양기술 및 해양수산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7.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22조(해양수산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기술 및 해양수산

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기술 또는 해양수산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