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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요약

약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 정보
생산·활용 방안

국가가 시행하는 조사나 정책에 시민 참여가 활발한 미국, 호주 등
에서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IoT 등의 기술을 이용한 시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자연환경 분야 조사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하
고 있으며 해양쓰레기, 자연재해, 선박사고 등 분야에서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연안·해양 분야 정보는 주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법정 조사를 통해 생산된다. 법정 조사는 대
개 정해진 조사주기(5년 또는 10년) 동안 특정 시점과 지역에 대해
서만 이루어져 현안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미국, 호주 등의 사례처럼 시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조사에 참
여하면 법정 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안·
해양 분야 조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시민 참여를 명시한 경우는
거의 없다. 해양쓰레기, 해양보호구역 모니터링 등 극히 일부 조사에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경우도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활

i

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인터넷 등 기기·기술 보급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참여 조사가 저조한 것은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
도하는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시행하는 조사에 시민 참
여가 이루어지면 조사의 한계(시간, 공간, 예산, 인력 등)가 보완되어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이성(조사 목적·내용에
대한 쉬운 이해), 접근성(거주지역 근접), 수행성(간편한 조사방법)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민 참여가 필요한 정보를 도출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우선 해양생물·서식지, 해양쓰레기 등 오염
물질, 연안재해, 해안선 모니터링 등 분야에 시민 참여가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민 참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활발한 국
가에서 시행한 바와 같이 시민 참여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
반시민, 준전문가, 연안·해양 분야 종사자로 유형을 구분하고 조사
내용과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고학력·전문직 은퇴
자, 대학교 이상 재학생 등은 교육을 통해 준전문가로 구분하고 중요
지역에 대한 주기적 조사 혹은 모니터링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시민이 참여하여 연안·해양 분야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술
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조사자가 사용하
는 앱(App), 정보의 기록·전송·분석·활용을 위한 시스템 등이 개발
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적으로 연안관리법, 해양생태계법 등 조사 관
련 법률, 지침 등에서 시민 참여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조사
시행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조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시설 할인 혜택,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 마련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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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 세계적으로 자연환경 분야 조사에서 시민 참여가 활발하며 모

요

바일, 네트워크 기기·기술은 시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데 기여

약

n 전 세계 시민과학(Citizen Science)으로 약 6억 4천만 건의 종기록
조사
- 전 세계 시민과학으로 추진되는 조사가 420개, 지역 모니터링
에 따른 조사가 40개이며 시민과학 또는 지역 모니터링 조사로
약 6억 4천만 건에 이르는 종기록 조사(M. Chandler et al.,
2017)
- 시민과학 또는 지역 모니터링 조사에 의한 종기록은 북미 지역
과 유럽 지역에 많으며 북미 지역이 약 3억 9천만 건, 유럽이
2억 1천만 건에 해당
표 1. 자연환경 분야 시민과학 DB 사례
분야

세계 시민과학 DB 사례

Christmas Bird Count, eBird, FeederWatch, India Biodiversity
Portal, iNaturalist, iSpot, Reef Life Survey, Breeding Bird
종 집단
Survey, Butterfly Conservation(Europe), eBird, Extreme Citizen
(Species
Science, International Waterbird Census, Monarch Larvae,
populations) Monitoring Project, Monitoring Avian Productivity and
Survivorship(MAPS), North American Butterfly Monitoring
Network, several Earthwatch projects

종 특성
(Species
traits)

Climatewatch(Australia), Nature’s Calendar(UK), Phenoclim
(France), USA National Phenology Network, Project Budburst,
Some Earthwatch projects, MAPS, OpenTreeMap, eBird, Hawk
Count, Journey North, Monarch Watch, Hawkwatch(Hawk
Migration Association North America), documentation of
amphibian migrations to breeding ponds, MAPS; Nest Record
Scheme UK; Nestwatch; Projecte Orenetes “Swallow Project”
and Projecte Nius “Nests Project”; Earthwatch projects,
Earthwatch projects; Public Lab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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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세계 시민과학 DB 사례

공동체 구성
BioBlitzes; Christmas Bird Count; eBird; iNaturalist; iSpot, Great
(Community
Sunflower Project; iNaturalist; Nature's Notebook
composition)
FreshWater Watch; GLOBE; many volunteer lake monitoring
생태계 기능 projects, Some Earthwatch projects, FreshWater Watch; many
(Ecosystem volunteer lake monitoring projects, Coral Watch; iMapInvasives;
function)
Phytoplankton Monitoring Network; GISIN; EDDMaPS and
GLEDN for plants
GLOBE, National Plant Monitoring Scheme(UK), GLOBE and
생태계 구조
community based projects, such as Hampshire Landscape
(Ecosystem
Watch and some Earthwatch projects, Earthwatch and
structure)
Freshwater Watch at some locations
자료: M. Chandler et al.(2017), “Contribution of citizen science towards international
biodiversity monitoring,” Biological Conservation, 213(2017) 280–294, pp. 281-283.

n 스마트폰 등 모바일, 네트워크 기기·기술의 발전은 연안·해양 분야
국가 조사에 시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데 기여
- 모바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등 기술의 발전은 시민이 소유하는 스마트폰 등 기기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과학 활동을 확대하는 데 기여
- 스마트폰 등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기기는 국가 조사가 가능한
기능이 탑재되어 별도의 예산, 시간, 노력을 최소화하면서도 국
가 조사에 참여 가능
- 우리나라 환경부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에서 자연환경
조사 방식을 정부·전문가 중심에서 시민·준전문가 협력조사로,
조사지 등 아날로그에서 모바일·빅데이터 등으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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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요 선진국에서 시민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연안·해양 분야

요

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정책에 활용되고 있음

약

n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연안·해양 분야 조사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시민 참여가 활발
- 미국, 호주 등에서는 자연재해 피해 기록, 해안선 변화, 해양생
물 출현, 어업활동 등에 대한 조사에 시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이 기반이 되어 매우 쉽게 참여 가능
- Mycoast, CoastSnap 등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
위치 추적 등 매우 단순한 내용을 수행하는 유형이고 Global
Fishing Watch의 경우는 선박자동추적장치를 추적하는 빅데
이터 기반 조사라고 할 수 있음
표 2.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민 참여 국외 사례
명칭

국가

주요 내용

미국

∙ 시민이 연안에서 발생하는 큰 조수(king tides), 폭풍(storm). 침수
(flooding), 해양 쓰레기(marine debris) 등을 스마트폰으로 기록
∙ 주 정부에서 재해대응 정책 등을 추진할 때 시민이 찍은 사진을 분석·
활용

Whale
Alert

미국

∙ 고래의 선박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든 앱이며 어부, 선원, 자연
보호자 등이 고래를 목격할 때 앱을 통해 신고
∙ 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미국 해안경비대 는 고래가 출현했을
때 선박 운영자에게 속도를 낮추거나 경로를 변경하도록 요청

CoastSnap

호주

∙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해변 상태, 해안선 위치 등 기록
∙ 시민이 촬영한 사진은 침식발생 현황, 백사장 복구주기 등 파악에 활용

Photomon

호주

∙ 자원봉사자가 주기적으로 해수욕장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
∙ 호주 서부지역 해안선 변화 모니터링에 활용

Mycoast

Global
Fishing
Watch

∙ 어업활동의 공간적, 시간적 분포 추적
미국
∙ 전 세계 선박 자동추적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데이
(Google)
터를 분석하여 바다 어업활동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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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시민 참여는 저비용으로 의미 있는 자료 생산이 가능하여 국가 조사
의 한계 보안
- 시민 참여를 통해 국가 조사를 보완할 경우 저비용으로 의미 있
는 자료 생산이 가능하고, 국가 조사가 시행하지 못한 지역과
시기를 보완
- 조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발생

우리나라 국가 조사는 시민 참여 수준이 낮고 스마트폰, 인터넷
등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이 거의 사용되지 않음
n 국가가 주도하는 연안·해양 분야 조사는 조사 시기, 지역, 인력과 예
산 등의 제약으로 양질의 데이터 생산에 한계
-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연안·해양 국가 조사는 조사 시기와 지
역의 제약으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
∙ 사례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침수흔적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탐문하여 기록. 정확
한 피해 현황 조사 한계
∙ 사례 2) 연안침식: 해양수산부가 매년 250개 해변을 대상으
로 침식실태조사 실시. 1년에 2회 조사하며 다수 침식지역
미조사
- 연안·해양 국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제대로 갖추
지 못한 상황이며 재정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관련 국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족함
- 연안·해양 국가 조사에서 생산·수집되는 정보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으나 국민이 실제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하
지 못하고 있음
vi

요약

n 연안·해양 분야 조사 관련 법률에서 시민의 참여를 명시한 사례가 거
의 없음

요
약

- 연안·해양 분야 조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시민 참여를 명시
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제 조사에서도 해양쓰레기, 해양보호
구역 모니터링 등 극히 일부에서만 참여
-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에서 전용 앱을 이용하여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서는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스마트폰 등 발전하는 기술·기기의 활용이 거의 없음
표 3. 주요 연안·해양조사 시민 참여 여부
조사명

근거 법률

시민 참여 규정

시민 참여 여부

연안침식 실태조사

연안관리법

없음

-

바닷가 실태조사

연안관리법

없음

-

침수 흔적조사
(재해지도)

자연재해대책법

없음

앱을 통한
시민 참여

해양과학조사

해양과학조사법

없음

-

해양환경측정망

해양환경관리법

없음

-

어장환경조사

어장관리법

없음

-

무인도서 실태조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없음

-

국가해양
생태계종합조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로조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없음

-

수산자원조사

수산자원관리법

없음

-

어촌·어항
기초조사

어촌·어항법

없음

-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해양환경관리법

국가계획에 포함

앱을 통한
시민 참여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시민 모니터링
시민 모니터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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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근거 법률

시민 참여 규정

시민 참여 여부

해양수산
생명자원조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없음

없음

n 시민단체 중심으로 국가 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앱 등 기
술 활용 수준은 낮음
- 시민 개인보다 주로 시민단체가 국가 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조사에서 위치 파악, 사진 촬영 등 단순한 용도로 스마트
폰 앱을 사용
∙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등 일부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으
며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사진촬영, 위치확인 등 용도로 사용
∙ 시민단체 차원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활용에 수요는
적음
- 시민단체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 제시
∙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 지점에 대해 기존 국가 조사 결
과 공개 필요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역량 강화 필요
∙ 시민 참여를 자발적 의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당한 인센티
브 제공 필요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연안·해양 정보 목록 도출 필요
n 용이성, 접근성, 수행성을 기준으로 시민 참여가 가능한 연안·해양
정보 목록 도출 고려
- 전 세계적으로 시민 참여는 사진 촬영 등 단순한 형태이거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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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만 필요한 형태가 대부분으로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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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 일본 ‘모니터링 1000’에는 식별이 쉬운 보편종, 조사지역이 생
활·거주지역인 경우, 교육이 거의 필요 없는 조사방법 등의 경
우에 시민조사원이 참여
- 연안·해양 정보 중에서 시민 참여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① 용
이성(조사 목적·내용 이해 정도), ② 접근성(조사지역 접근성 정
도), ③ 수행성(조사방법의 간편성 정도)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
표 4. 주요 연안·해양조사 시민 참여 가능성 평가 예시
구분

해양환경·
생태 정보

수산 정보

정보

요

시민 참여 평가

시민 참여 기 시행
여부
용이성 접근성 수행성 가능성

해양수질

●

●

●

높음

해양폐기물

×

●

×

낮음

해양오염

●

●

×

높음

적조

●

●

×

높음

기상

×

●

×

낮음

해양생태계(생물, 서식지 등)

●

●

●

높음

●

해양쓰레기

●

●

●

높음

●

수산자원

×

●

×

낮음

어장 환경

×

×

×

낮음

해파리

●

×

×

낮음

수온

●

●

×

높음

패류 독소

×

×

×

낮음

인공어초

×

●

×

낮음

어선 사고

●

×

●

높음

고래

●

×

●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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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보

시민 참여 평가

시민 참여 기 시행
여부
용이성 접근성 수행성 가능성

해안선 변화(연안침식)

●

●

●

높음

연안재해(연안침수)

●

●

●

높음

연안경관

×

●

●

높음

공유수면 관리 모니터링

×

●

●

높음

연안관리
정보

n 해양생물․서식지, 해양쓰레기, 연안재해, 연안경관 등 분야 우선 시민
참여 가능
- 이미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인 갯벌 생물 및 서식지
조사, 해양쓰레기 조사, 해파리 조사 등은 참여를 쉽게 하는 기
술을 개발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
- 해양오염, 해양수질, 어선사고, 연안경관, 공유수면 관리 모니터
링 등은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필요

시민 참여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며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n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민, 관리자, 정책담당자별로 기술
개발 필요
- 기술은 조사를 수행하는 ‘시민’, 조사를 관리·운영하고 자료를
저장, 분석, 제공하는 ‘관리자’, 정보를 최종 활용하는 ‘정책담
당자’별로 제시
- 시민에게는 스마트폰 앱, 포털 혹은 SNS 연계 시스템 구축 등
필요, 관리자는 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위한 DB 센터, 자료 업
로드-전송-분석-제공을 위한 플랫폼, 관련 국가 조사와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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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스템 등의 개발 필요

요

- 정책담당자에게는 시민이 생산한 자료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관련 도구 필요
표 5. 시민 참여 조사를 위한 필요 기술
구분
시민

관리자

필요 수요

기술 예시

∙ 스마트폰 앱
∙ 조사 개요, 조사결과 업로드, 전송 등 ∙ 포털 홈페이지 내 별도 항목
∙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연계
∙ 시민 전송 정보 취합, 분석, 가공
∙ 데이터 보관
∙ 관련 국가 조사와 연계

∙ 시민 조사 결과 열람
정책담당자 ∙ 정책 시행을 위한 자료 분석
∙ 조사결가에 대한 피드백

∙ 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위한 DB 센터
∙ 시민 참여 조사 동록-전송-분석-제공의
과정을 수행하는 플랫폼
∙ 관련 국가 조사와 연계하는 시스템
∙ 자료를 열람 분석할 수 있는 홈페이지
∙ 시민 등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앱

n 국가 조사에서 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지침 등 제도적 개
선 필요
- 우선 연안·해양 분야 국가 조사 시행에 관한 근거법에 시민 참
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상 법률: 「연안관리법」, 「해양과학조사법」, 「해양환경관리
법」, 「어장관리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 연안·해양 분야 국가 조사에 시민이 참여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인 방법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연안·해양 분야 국가 조사에 관한 계획에서 시민 참여 분야, 방
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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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효율적인 시민 참여를 위해 시민 참여 유형 구분 필요
- 국외에서 시민과학에 참여하는 시민의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로 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 연안·해양 분야에 대한 시민 참여 유형은 ‘일반시민’,
‘준전문가’, ‘연안·해양 산업 종사자’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조사
내용을 달리 부여
표 6. 시민 참여 유형 구분
구분
일반시민

정의

대상

연안·해양에 대한 지식이나 경
∙ 대부분의 일반인
험이 없는 보편적인 사람

활용 특성
전국에 분포하여 단순
한 현황에 대한 전국
자료 확보 가능

일반시민 중에서 국가 조사 참 ∙ 고학력, 전문직 은퇴자 분야별로 중요한 지역
준전문가 여에 의지가 있어 기초 교육을 ∙ 대학교 이상 재학생 에 대한 장기 조사, 모
받은 시민
∙ 시민단체
니터링 가능
연안·해양 분야 산업에 종사하
연안·해양
여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과정
분야 산업
에서 국가 조사의 일부 참여가
종사자
가능한 집단

∙ 수산업 종사자
∙ 항만업 종사자
종사하는 분야에 대한 전
∙ 해운업 종사자
문가 수준의 조사 가능
∙ 해양관광업 종사자 등

n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 참여 유형별로 인센티브 마련 필요
- 인센티브는 시민 참여 유형인 ‘일반시민’, ‘준전문가’, ‘연안·해
양 분야 산업 종사자’별로 제공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일반시민에게는 포인트, 신고포상금 등 현금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지급수단, 공공시설 할인 혜택, 모바일 콘텐츠 관련 상품
권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준전문가는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함께 단체일 경우
보조금 지급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연안·해양 분야 산업 종사자에
게는 공식적인 업무 부여를 통한 수당 지급 등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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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정확하고 풍부한 기초정보는 필수적이
다. 어떤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황과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실현 가능하면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정확하고 풍부한 기초정보가 구축되어 있을 때 가능하
다. 연안·해양 분야 정책도 마찬가지다. 효과적인 연안·해양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초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
나 바다의 영향이 절대적인 연안·해양 분야에서는 사람이 오랫동안
거주하고 접근성이 높은 육상 분야에 비해 기초정보를 생산하는 것
이 더 어려운 일이다.
연안·해양 분야 기초정보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관
련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다양한 법정 조사를 통해 생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생산된 기초정보가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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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조사는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현실적으로 어떤 유형의 국가 조사라
도 조사 시점과 조사 공간의 제약이 있다. 즉 국가가 시행하는 조사는
정해진 조사주기(대개 5년 또는 10년) 동안 특정 시점과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향후에도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국가가 시행
하는 조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 조사가 갖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기초정보의 부실로 이어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연안·해양 자연재해 통계는 행안부 통계(재해
연보), 지자체 조사 등에 의존하여 조사방법이 임의적이고 조사시기
도 사후에 실시되며 조사범위도 제한적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
른 침수흔적도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침수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
민을 탐문하여 수기로 기록하기 때문에 피해범위 등 피해 현황에 대
한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매년 실시하는 연안침
식 실태조사는 250개 해변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조사하여 미조사
해변이 다수 분포한다.
연안·해양 분야 국가 조사의 한계는 ‘시민 참여’와 ‘IoT, 모바일,
네트워크 등 새로운 기술·기기 활용’을 통해 보완 가능하다. 국외에
서는 오래전부터 제도권 과학을 보완했던 시민과학(citizen science)
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특히 자연환경 분야 조사에서는 시민과학
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시민 참여 조사 프로그램이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기기의
비약적인 발전은 시민과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네트워크 기술·기기는 국가 조사의
한계(시·공간의 제약)를 보완하여 국민요구에 부합한 정책 수립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 시간, 인력 등의 부족으로 불가능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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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모바일·네트워크 기술·기기를 이용하여 빅데이터 생산이 가
능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고품질의 데이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면 시민과학이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크라
우드소싱(Crowdsourcing)1) 앱을 활용하여 활성화될 수 있다.
이제는 연안·해양 분야 정책 수립·시행에 필수적인 기초정보를 전
문가 중심의 국가 조사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최신 모바일·네트워크 기술·기
기를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시민이 참여하는, 즉
시민과학에 의한 국가 조사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모바일·네트워크 기술·기기를 활용한 시민 참여
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연안·해양 분야 국가 조사에서도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제2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연안·해양 분야 국가 조사에 시민이 모바일·네트워크 기
술·기기를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네트워크 기기
로 효율적인 정보 생산이 가능한 분야를 도출하고 시민 참여 연안·해
양 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 소비자 또는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개방하고 참여자의 기여로 기업활
동 능력이 향상되면 그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방법이다. ‘대중(crowd)’과 ‘외부 자원 활용(outs
ourcing)’의 합성어로, 전문가 대신 비전문가인 고객과 대중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아웃소싱하는 것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81%AC%EB%9D%BC%EC%9A%B0%
EB%93%9C%EC%86%8C%EC%8B%B1, 검색일: 201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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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연안·해양 분야 국가 조사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
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민의 조사 참여 동향, 국내 국가 조
사 실태, 국내·외 유사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방
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2장에서는 전 세계 조사에서 시민의
참여 동향과 IoT, 모바일, 네트워크 등 최신 기술 발전이 정책에 미
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각종 법률에 따라 시
행되고 있는 연안·해양 분야 국가 조사와 조사를 통해 생산되는 정보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조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기
기를 활용한 시민 참여 사례를 조사하였다. 국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각종 조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제5장
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해양 분야
국가 조사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선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4개 추진과제를 제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해양수산부
등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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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주요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관련 문헌조사, 설문
조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문헌은 국가 조사 관련 정부 보고
서, 국내외 관련 논문 등을 분석하였다. 국가 조사를 통해 생산한 정
5

보를 구축한 정보 시스템도 분석하였다. 전문가 원고자문을 통해 현
재 시민단체가 연안·해양 분야에서 시행하는 조사 현황과 시민 참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연안·해양 국가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가, 시민 참여 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자문
을 실시하였다.

제4절 선행연구 검토
김윤정 외(2016)는 자연환경조사 분야에 시민과학을 적용하기 위
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국외에서는 자연환경조사 분야에서 시민과학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 참여가 매우 활발하며 국외 사례에서 시민과
학의 발전요인을 국내에 적용하였다. 시민과학이 활성화될 수 있었
던 국외 발전요인을 ‘자발적 자연환경조사 기반 및 네트워크 형성’,
‘ICT 기술의 효과적 적용’, ‘국가자연환경조사에 시민과학 활용’, ‘지
자체가 중심이 된 자연환경조사 장려’ 네 가지로 규명하고 각 발전요
인별 국내 수행 현황을 대조 및 검토하였다.
정우성 외(2017)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국토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토정책 추진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조사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발전이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4차 산업혁
명 기술이 국토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의미가 있다.
이 외에도 최경호(2017), 김미정(2013) 등의 연구가 있으나 주로
새로운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연안·해양 분야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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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Ÿ 과제명: 4차 산업혁명에 대 Ÿ 문헌분석
응하는 국토정책 추진전략 Ÿ 설문조사
Ÿ 연구자(년도): 정우성 외(2017)
1 Ÿ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 시
대 도래에 따른 국토지역정
책 분야 변화를 전망하고 정
책방향과 추진전략 제시
Ÿ 과제명: 4차 산업혁명 핵심 Ÿ 문헌조사,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 통계분석
응전략 연구
Ÿ 전문가 자문
Ÿ 연구자(년도): 최경호(2017)
Ÿ 연구목적: 기후변화 프레임
하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주요
활용 촉진에 필요한 실효성
선행 2 있는 전략 연구
연구

Ÿ 과제명: 시민과학의 자연환 Ÿ 국외 사례 조사
경조사 적용방안 연구
Ÿ 설문조사
Ÿ 연구자(년도): 김윤정 외(2016) Ÿ 인터뷰
Ÿ 연구목적: 국외 시민과학 발
전요인을 검토하여 시민과
학의 자연환경조사 적용 및
활용방안 제시

주요 연구내용
Ÿ 4차 산업혁명의 의의
Ÿ 국외 4차 산업혁명 사례 분석
Ÿ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토분야
전망
Ÿ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토
정책 추진전략과 과제
Ÿ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Ÿ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기후
변화 대응 활용 분야
Ÿ 기후변화 빅데이터 활용 전략

Ÿ 자연환경조사에서 시민과학
발전요인
Ÿ 발전요인별 국내 수행 현황 검토
Ÿ 자연환경조사에서 시민과학
수행 및 활용 유형

Ÿ 과제명: 과학적 국토정책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 활용방안
Ÿ 연구자(년도): 김미정 외
3 (2013)
Ÿ 연구목적: 공간 빅데이터 활
용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국토정책 분야 도축

Ÿ 문헌연구
Ÿ 전문가 합동
연구
Ÿ 빅데이터 분석
기술업체 자문

Ÿ 빅데이터 시대 도래와 국토정책
Ÿ 국내외 공간 빅데이터 추진 현황
Ÿ 공간 빅데이터 체계 기본구상
Ÿ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계획

Ÿ 기존의 연구는 제4차 산업혁
명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방
향 제시, 국가 주도 사업 등
본 연구 에 한정되어 있음

Ÿ 기존 연구나 사
업은 연안·해양
분야를 대상으
로 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시
민 참여가 고려
되지 않았음

Ÿ 본 연구는 기존 연안·해양 분야
국가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민이 사용하
는 모바일 기술기기의 활용방
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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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 자연환경조사 분야 시민 참여 동향
전 세계 자연환경조사에서 시민의 참여는 매우 활발하다. 시민과
학(citizen science)으로 불리는 시민의 조사 참여 행위는 국외에서는
일반적이다. 시민과학은 “시민이 과학적 발견, 과학적 가설 검증, 과
학적 데이터 수집 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일반 대중이 수행하
는 과학적 연구”로, “시민과학자는 과학 탐구의 일부로서 데이터를 수
집, 처리하는 자원봉사자이다”라고 정의한다. 시민과학(citizen science)
은 과학연구 공공참여(PPSR: Public Participation in Scientific
Research), 참여 과학(participatory science), civic science, 아마추어
과학(amateur science), 크라우드소싱 과학(crowdsourced science)
등으로도 불려왔다.2)

2) Muki Haklay(2015), Citizen Science and Policy: A European Perspective,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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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생물다양성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제시한 ‘필수 생물다양성 변수(EBV: Essential Biodiversity
Variables)3)’에 대한 대부분의 데이터는 시민 과학(Citizen Science)
이나 지역 모니터링(community-based monitoring)으로 가능하다.
<표 2-1>에 제시된 것처럼 자연환경에 관한 대부분의 조사에 시민과
학 또는 지역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참여하고 있다.
<표 2-1> 시민과학과 공동체 모니터링으로 가능한 EBV 범위
필수
세계 시민과학
Scale of
생물다양성
DB 사례
CS/CBM
타당성
Examples from 지역
변수 종류 EBV
(Examples from
measur (Feasibility)
모니터링 database
(EBV
Global CS
ement
class)
database)
공동
혈통
대립
유전자
다양성

유전적
구성요소
개체군
(Genetic
유전적
compositi
분화
on)
품종
다양성

-

Rare data, coll
ected mostly b
y specialized p
rojects and pro
fessional moni
toring

-

Suitability of different M
ongolian pasture plants
(Fernandez–Gimenez, 2
000)

Most abundant Christmas Bird C
종 집단
Identification of multiple
Global, biodiversity–re ount, eBird, Fee
(Species
species in Madagascar a
종 분포 regional, lated citizen sc derWatch, India
populatio
nd elsewhere(e.g. Andri
local
ience observat Biodiversity Port
ns)
anandrasana et al., 2005)
ion
al, iNaturalist, iS
3) ‘UN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회의에서 합의한 2020 아이치 목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제
생물다양성관측기구(GEO BON)’에서 국제 모니터링 체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필수 생물다양성 변
수(EBV: Essential Biodiversity Variables)’를 개발하였음. 필수 생물다양성 변수는 생물다양성
변화 연구, 관리 등에 필요한 측정항목이라고 정의되고 있음. 필수 생물다양성 변수는 유전학적 구
성, 종개체군, 종 형질, 군집구성, 에코시스템 구조, 에코시스템 기능 등 6개 분야로 분류하였음. 이관
용(2013), ｢필수 생물다양성 변수｣, 첨단기술정보분석,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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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세계 시민과학
Scale of
생물다양성
DB 사례
CS/CBM
타당성
Examples from 지역
변수 종류 EBV
(Examples from
measur (Feasibility)
모니터링 database
(EBV
Global CS
ement
class)
database)
pot, Reef Life Su
rvey
Breeding Bird Su Monitoring of hornbills in
Data collected
rvey, Butterfly Co India(Bachan et al., 201
as a part of ma
Global,
nservation(Europ 1) and mammals, birds a
개체군
ny species dist
regional,
e), eBird, Extrem nd resource use in Philip
존재량
ribution survey
local
e Citizen Science, pines, Madagascar, Tan
s and some loc
International Wat zania and Nicaragua
al studies
erbird Census
(Danielsen et al., 2014d)

Monarch Larvae
Monitoring Proje
Largely studie ct, Monitoring Av Sea turtle nest counts(G
연령 /
d at local sites, ian Productivity a ranek and Brown, 2005);
크기별 Regional, but there are s nd Survivorship piscivorous and herbivor
집단 local
everal regional (MAPS), North A ous reef fish(Uychiaoco
구조
programs for p merican Butterfl et al., 2005); trophy size
articular taxa y Monitoring Net (Lyons, 1998)
work, several Ear
thwatch projects

Monitoring of caribou mi
Climatewatch (A
Most abundant
gration timing in the Arct
ustralia), Nature’
trait observatio
ic(Huntington et al., 200
s Calendar(UK),
종 특성
n made by citiz
4); migratory mammals i
생물 Regional,
Phenoclim(Franc
(Species
en science vol
n Tanzania(Topp–Jørge
계절학 local
e), USA National
traits)
unteers; many
nsen et al., 2005); grazin
Phenology Netw
long–term data
g seasons in rangelands
ork, Project Bud
sets
in Kenya(Roba and Oba,
burs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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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세계 시민과학
Scale of
생물다양성
DB 사례
CS/CBM
타당성
Examples from 지역
변수 종류 EBV
(Examples from
measur (Feasibility)
모니터링 database
(EBV
Global CS
ement
class)
database)
Rare data, coll
Some Earthwatc Surveying of fish populat
Regional, ected mostly b
체질량
h projects, MAPS, ions in Peru(Carvalho et a
local
y specialized p
OpenTreeMap l., 2009)
rojects
출생
분산
거리

Local

Only collected
via professiona
l monitoring

eBird, Hawk Cou
Abundant data
nt, Journey Nort
for observing s
h, Monarch Watc
pecies across
Monitoring of timing of la
h, Hawkwatch(H
Global, migratory rang
rge–mammal migrations
이주성
awk Migration As
regional, es; much rarer
(Huntington et al., 2004;
행동
sociation North A
local
data on migrat
Topp–Jørgensen et al.,
merica), docume
ory behaviours
2005).
ntation of amphi
of individual or
bian migrations t
ganisms
o breeding ponds
MAPS; Nest Rec
ord Scheme UK;
Rare data, coll Nestwatch;Proje
인구
Assessment of the clutc
Regional, ected mostly b cte Orenetes “Sw
통계적
h size of turtles (Townse
local
y specialized p allow Project” and
특성
nd et al., 2005).
rojects
Projecte Nius “Ne
sts Project”; Eart
hwatch projects

생리적
Local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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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berry(Rubus chama
emorus) damage due to
R are, collecte
warm springs and summ
Earthwatch proj
d almost exclu
ers(Huntington et al., 200
ects; Public Lab
sively by speci
4); fodder value of plant s
projects
alized projects
pecies categories for diffe
rent livestock species in K
enya(Roba and Ob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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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세계 시민과학
Scale of
생물다양성
DB 사례
CS/CBM
타당성
Examples from 지역
변수 종류 EBV
(Examples from
measur (Feasibility)
모니터링 database
(EBV
Global CS
ement
class)
database)

공동체
구성
(Commu
nity
compositi
on)

생태계
기능
(Ecosyst
em
function)

Generally obse
rved during sp
ecialized event BioBlitzes; Chris
Global,
분류
s(e.g. Bioblitz) tmas Bird Count; Reef fish monitoring(Uy
regional,
다양성
or incidentally t eBird; iNaturalis chiaoco et al., 2005)
local
hrough checkli t; iSpot
st projects(e.g.
iNaturalist)
Monitoring of insect har
Unusual data,
assment of caribou(Hun
collected most
Great Sunflower tington et al., 2004); cro
ly by specialize
종 상호 Regional,
Project; iNaturali p damage and livestock
d projects, but
작용 local
st; Nature’s Not attack(Stuart–Hill et al.,
included in so
ebook
2005); geese species int
me larger–scal
eractions in the Arctic(D
e projects
anielsen et al., 2014d).
Generally obse
Monitoring of quality and
rved through r
FreshWater Watch; quantity of vegetation(R
Global, emote sensin
순
GLOBE; many v oba and Oba, 2009); abo
regional, g, but also mea
생산량
olunteer lake mo veground forest biomas
local
sured by some
nitoring projects s in REDD+ programs(Br
citizen science
ofeldt et al., 2014)
projects

2차
Local
생산력

Surveys of high–value s
Extremely rare
pecies, meat, fish, shellfi
for CS program
Some Earthwatc sh and other non–timber
s but very com
h projects
forest and wetland produ
mon for CBM p
cts(e.g. Johannes, 1998;
rograms
Uychiaoco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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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세계 시민과학
Scale of
생물다양성
DB 사례
CS/CBM
타당성
Examples from 지역
변수 종류 EBV
(Examples from
measur (Feasibility)
모니터링 database
(EBV
Global CS
ement
class)
database)
Nutrients freq
uently measur FreshWater Wat
Environmental monitori
영양소 Regional, ed in lakes and ch; many volunt
ng of watersheds in Ont
보존 local
streams, but ra eer lake monitori
ario(Savan et al., 2003)
rely in terms of ng projects
retention
Monitoring of bush fires
Some CS progr
(Lyons, 1998); poaching
ams dedicated
(Andrianandrasana et a
Coral Watch;
to particular di
l., 2005; Stuart–Hill et a
외란
iMapInvasives;
sturbances(e.
l., 2005); cutting of trees
레짐
Phytoplankton M
Regional, g. earthquake
to obtain Malva nuts and
(예:
onitoring Networ
local
s, invasives) a
fishing in rivers using poi
페스트
k; GISIN; EDDM
nd many incide
son(Poulsen and Luangl
발생)
aPS and GLEDN
ntal observatio
ath, 2005); trawling pres
for plants
ns. Many CBM
sure and ‘ghost’ nets in t
programs
he Arctic(Danielsen et a
l., 2014c)
Bering Sea Sub–Networ
k; Alaska Ocean Observi
ng Systems; monitoring
of percentage of hard co
Primarily collec
ral/sand in reefs(Uychia
ted through re
oco et al. 2005); observa
생태계
mote sensing GLOBE,
tions of sea ice condition
구조
Global,
서식지
and profession National Plant s in the Alaskan Arctic, fl
(Ecosyst
regiona
구조
al monitoring, Monitoring Sche uctuating levels in subsi
em
l, local
but some CS me(UK)
stence hunting of specifi
structure)
and CBM
c species(Eicken et al., 2
programs
014 and www.aoos.or
g); historical records of s
now properties by Sami r
eindeer herders to infor
m pasture availability,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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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세계 시민과학
Scale of
생물다양성
DB 사례
CS/CBM
타당성
Examples from 지역
변수 종류 EBV
(Examples from
measur (Feasibility)
모니터링 database
(EBV
Global CS
ement
class)
database)
mperature profiles and h
erd ecology(Eira et al., 2
013)
Annual extent of marshl
Primarily collec
and burned seen from vi
ted through re
ewpoints(Andrianandras
GLOBE and com
mote sensing
ana et al., 2005); fixed p
munity based pr
and profession
oint photography of fore
생태계 Global,
ojects, such as H
al monitoring,
sted hillsides(Danielsen
범위 및 regional,
ampshire Lands
but some citize
et al., 2005); extent of b
분열 local
cape Watch and
n science colle
urning of trees when ext
some Earthwatc
ction, especiall
racting yang oil in Laos(P
h projects
y community–
oulsen and Luanglath, 2
based
005); and reef health(Gr
anek and Brown, 2005)
Primarily collec
ted through re
mote sensing
기능
and profession Earthwatch and
Global,
Landscape grazing suita
유형별
al monitoring, Freshwater Wat
regional,
bility(Roba and Oba, 200
생태계
but some citize ch at some locati
local
9)
구성
n science colle ons
ction, especiall
y community–
based
자료: M. Chandler et al.(2017), “Contribution of citizen science towards international
biodiversity monitoring,” Biological Conservation, 213(2017), 280–294, pp. 281-283.

전 세계 자연환경조사에서 시민 참여는 매우 활발한데 M. Chandler

et al.(2017)에 따르면 시민과학에 따른 조사가 420개, 지역 모니터링
에 따른 조사가 40개에 이른다. 시민과학 조사는 분류군별로 구분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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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시민과학과 지역 모니터링에 의한 조사 현황

자료: M. Chandler et al.(2017), “Contribution of citizen science towards international
biodiversity monitoring,” Biological Conservation, 213(2017), 280–294, p. 286.

<그림 2-1> 시민과학 조사에 의한 종기록 분포

자료: M. Chandler et al.(2017), “Contribution of citizen science towards international
biodiversity monitoring,” Biological Conservation, 213(2017), 280–294, p.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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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곤충류(insecta) 조사가 101개로 가장 많았다. 반면 지역 모니터링
조사는 포유류(Mammalia)가 15개로 가장 많았다. 시민과학 또는 지
역 모니터링 조사에 의한 종기록은 약 6억 4천만 건에 이른다.
시민과학 또는 지역 모니터링 조사에 의한 종기록은 단연 북미 지
역과 유럽 지역이 많다. 북미 지역이 약 3억 9천만 건, 유럽이 2억
1천만 건에 이른다.
제
2
장

제2절 시민 참여 유형과 특성
1. 시민 참여 유형4)
시민과학의 참여 유형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대표
적으로 Roy et al.(2012)5)은 ‘공간적 조사범위’와 ‘노력의 집약’에 따
라 시민과학 활동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네 가지 유형은
① 지역 단위 단순조사, ② 지역 단위 전문조사, ③ 광역 단위 단순조
사, ④ 광역 단위 전문조사로 구분하였다(김윤정외, 2016).6)
또한 Hakley(2012)는 조사자의 참여 형태를 기준으로 네 가지 유
형으로 구분하였다. 유형 1은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이라 할
수 있으며 시민이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사진 등을 촬영하는 것으로
가장 단순한 형태다. 유형 2는 ‘분포된 지식(Distributed intelligence)’

4) 김윤정·이현우(2016), 『시민과학의 자연환경조사 적용방안 연구』, pp. 29~31을 요약하였음.
5) Roy, H.E. et al.(2012), Understanding Citizen Science & Environmental Monitoring. Final
Report on behalf of UK-EOF, NERC, Centre for Ecology & Hydrology and Natural History
Museum, p. 17.
6) 김윤정·이현우(2016), 『시민과학의 자연환경조사 적용방안 연구』,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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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시민과학 적용 유형의 분류 사례

자료: 김윤정·이현우(2016), 『시민과학의 자연환경조사 적용방안 연구』, p. 29.

이라 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유형 3은 ‘참
여적 과학(Participatory science)’이라 할 수 있으며 문제 정의, 데이
터 수집을 직접 하는 것으로 심층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유형 4는
‘심층 시민과학(Extreme citizen science)’이라 할 수 있으며 문제 정
의, 자료 수집과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높은 수준의 과학 활동이 필
요하다.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과학은 주로 유형 2에 속한다
(김윤정외, 2016).7)
김윤정 외(2016)는 자연환경조사에서 시민 참여의 유형을 3개 변
수인 ‘자원봉사자의 노력수준(집약도)’, ‘조사대상에 대한 지식 수준
(전문성)’, ‘전문가의 개입정도(지원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였다.
유형 1은 일회성 자연조사 등 단순히 참여하는 것으로 시민이 사진
촬영 등 단순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높은 단계의

7) 김윤정·이현우(2016), 『시민과학의 자연환경조사 적용방안 연구』, pp.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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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사업설계, 일회성 참여자 교육, 결과 분석 등이 가능한 단계
로 조사대상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2-3> 자연환경조사에서 시민과학 적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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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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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윤정·이현우(2016), 『시민과학의 자연환경조사 적용방안 연구』, p. 30.

2. 시민과학 기반 조사 특성
시민 참여는 역사적으로 환경 관리 노력에서 대중, 전문가, 정책입
안자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Stelle and King, 2015,
p.154). 최근의 GPS, 모바일, 웹 기술의 발달이 자발적인 지리 정보8)
를 실제적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기술, 신속한 데이터 수집, 전송, 관
리 능력이 시민을 조사․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의 모바
일, 웹, GPS 기술은 특정 현상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관찰하는 사람
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바일 기술은 관심 있는 시민을 확장시키고 동시에 데이터의 정확
성을 높일 수 있다.

8) Goodchild(2007)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지리 데이터를 ‘자발적 지리 정보(VGI: 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라 언급(Stelle and King, 2015,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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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기존의 전문가 중심 조사와 시민과학 조사 비교

자료: 환경부(2015),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2016-2025)』, p. 132.

전 세계적으로 시민과학에 의한 조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조사를 통해 유용한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기기는 국가 조사가 가능한 기능이 탑재되어 별도의 예산,
시간,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 조사에 참여가 가능하다. 과거 전문
가 중심의 조사에 비해 시민과학 조사의 특성과 장점은 많다(그림
2-4 참조). 시민 참여를 통해 국가 조사를 보완할 경우 저비용으로
의미 있는 자료 생산이 가능하고, 국가 조사가 시행하지 못한 지역과
시기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조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교육 효과도 발생한다.
시민과학의 활성화로 최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활
용되는 소위 4차산업 핵심기술의 발전이 촉진되고 있다.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핵
심기술은 일반 시민이 소유하는 스마트폰 등 기기를 통해 다양한 시
민과학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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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정의
기술

세부 내용

Ÿ 주변 사물이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정보를 수립, 생성,
공유, 활용하면서 상호 작용하는 지능형 네트워킹 기술 및 환경을 의미
사물인터넷
Ÿ 인간과 사물, 서비스 등 분산된 구성 요소들 간에 인위적인 개입 없이 상호
(IoT)
협력적으로 센싱, 네트워킹, 정보 처리 등 지능력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
간 연결망을 의미
클라우드
(Cloud)

Ÿ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처리 장치, 데이터 저장 공간을 온라인 상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광의적으로는 네트워크를 매개로 제공되는 서
비스 전반을 통칭하는 개념

Ÿ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수십 테라바이트)의
정형 또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조차 포
빅데이터
함한 데이터에서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Big Data) Ÿ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분석하여 지식을 추출하
고, 이를 기반으로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IT 환경을 빅데
이터 플랫폼이라 함
인공지능
(AI)

Ÿ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이해능력 등을 실현하는 기술
Ÿ 모든 사물 간 통신이 가능한 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smart information’
을 활용한 ‘Actuator’와 ‘Context’로 구성

자료: 정우성 외(201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토정책 추진전략』, pp. 21~26.

발전하는 기술과 시민 참여가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가 커뮤니티 매
핑(community mapping)9)이라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 매핑은 지도
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이 커뮤니티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
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웹 베이스 지도가 활용된
다. 커뮤니티 매핑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에서 공감대가 형성
되는 효과도 있다. 커뮤니티 매핑의 대표적인 사례는 2012년 미국
뉴저지에서 허리케인 샌디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대학교 동
아리와 지역 학생들이 만든 ‘Need Gas’라는 커뮤니티 맵이라고 할

9) 공통적인 관심과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와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표시하는 매핑(mapping)의 합성어
로, 위치정보 기반의 온라인 지도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해당 이슈의 발생위치와 내용, 사진 정보를 제보
하고, 이 내용이 모여 다양한 정보를 지도상에 공유하고 활용하는 활동을 말함(김승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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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Need Gas’를 이용하여 시민들은 영업 중인 주유소에서 연
료를 구해 자가 발전기를 가동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박소순
외, 2016).10)

10) 박소순 외(2016), 『시민 참여 안전매핑 기술 개발』,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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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안·해양 국가 조사 현황
우리나라는 연안과 해양의 체계적 이용·보전을 목적으로 「연안관
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근
거하여 국가 차원에서 육지와 인접한 해역부터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에 이르는 공간에 대하여 수많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생산·관리하고 있다. 즉, 정부는 연안 및 해양의 상태를 진단
하고, 이용 상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해양
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의 정기적인 조
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다.11)

11) 최희정 외(2016),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확립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
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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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안·해양 국가 조사 주요 현황
순번

조사명

근거 법률

대표 관련 기관

1

연안 기본조사

연안관리법

해양수산부

2

연안침식 실태조사

연안관리법

해양수산부

3

바닷가 실태조사

연안관리법

한국국토정보공사

4

침수 흔적조사

자연재해대책법

지방자치단체

5

해양과학조사

해양과학조사법

국립해양조사원

6

해양환경측정망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공단

7

어장환경조사

어장관리법

국립수산과학원

8

무인도서 실태조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립해양조사원

9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수로조사

11

수산자원조사

12

어촌·어항 기초조사

13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14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

해양환경공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립해양조사원
수산자원관리법

국립수산과학원

어촌·어항법

한국어촌어항협회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자료: 근거 법률을 기초로 관련 기관 사이트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이하 본 절에서는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연안·해양에 대한 다양한
조사 중 비교적 비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한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수로조사,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 어장환경조사 등과 같이 고
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조사는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수로조사
는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해
양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수로측량·해양관측·항로조사 및 해양
지명조사’이기 때문에 본 과제의 목적인 시민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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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환경·해양생태계 관리에 관한 조사
1) 해양환경측정망
(1) 제도 취지 및 근거 법률
우리나라 정부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목표로 개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육상과 해양의 환경은 심각
하게 오염되었다. 해양환경은 무분별한 연안개발행위, 폐기물 투기
등으로 보전 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환
경 조사체계를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해양환경
측정망’을 통하여 연안 및 근해역의 해양환경 상태와 오염원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12) 해양환경측정망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운영·관리되고 있다.

(2) 조사 관련 주요 내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는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
획에 따라 항만환경측정망, 연근해환경측정망 등 7개의 해양환경측
정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구성·운
영계획에서는 해양환경측정망을 항만환경측정망, 하천영향 및 반폐
쇄성환경측정망, 연안해역측정망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각 측
정망에서는 현장조사와 시료채취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수, 해저퇴
적물, 해양생물로 나누어 조사항목, 시기, 조사정점을 달리 정하고
있다. 다만, 해수의 경우에는 표ㆍ저층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유분,
미량금속의 경우에는 표층조사를 실시하며, 해양생물은 진주담치 및
12)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https://www.data.go.kr/dataset/3034925/fileData.do(검색
일: 2018.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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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체내의 미량금속 농도를 추정하여 해양환경 오염 상태를 진단하
도록 하고 있다.13)

<표 3-2> 해양환경측정망의 종류 및 조사항목·시기· 정점
종류

구분

해수

항만환경
측정망

일반항목(16)

2, 8월

50개 정점

유분

2, 8월

50개 정점

2, 8월

26개 정점

2월

26개 정점

2월

26개 정점

2월

23개 정점

일반항목(4)
입도, 강열감량, 황화물, COD
해저
퇴적물 미량금속(13) Cu, Pb, Zn, Cd, Cr, 총수은, As, Ni,
Co, Al, Li, Fe, Mn

해수

일반항목(16)

Cu, Pb, Zn, Cd, Cr, 총수은, As
수온, 염분, pH, DO, COD, TN,
DIN(NO3-, NO2-, NH4+), TP,
DIP(PO43-), Si(OH)4, SPM,
투명도, Chlorophyll-a

2, 5, 8,
230개 정점
11월

유분

2, 5, 8,
81개 정점
11월

미량금속(8) Cu, Pb, Zn, Cd, Cr6+, 총수은, As, CN
일반항목(4)
입도, 강열감량, 황화물, COD
해저
퇴적물 미량금속(13) Cu, Pb, Zn, Cd, Cr, 총수은, As, Ni,
Co, Al, Li, Fe, Mn
해양
미량금속(7)
생물

Cu, Pb, Zn, Cd, Cr, 총수은, As

13) 해양수산부(2017. 3),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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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기 조사정점

수온, 염분, pH, DO, COD, TN,
DIN(NO3-, NO2-, NH4+), TP,
DIP(PO43-), Si(OH)4, SPM,
투명도, Chlorophyll-a

미량금속(8) Cu, Pb, Zn, Cd, Cr6+, 총수은, As, CN

해양
미량금속(7)
생물

하천영향
및
반폐쇄성
환경
측정망

조사항목

2, 8월

139개 정점

2월

139개 정점

2월

139개 정점

2월

22개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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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구분

해수

연안해역
측정망

일반항목(16)

조사항목
수온, 염분, pH, DO, COD, TN,
DIN(NO3-, NO2-, NH4+), TP,
DIP(PO43-), Si(OH)4, SPM,
투명도, Chlorophyll-a

2, 5, 8,
145개 정점
11월

유분

2, 5, 8,
29개 정점
11월

미량금속(8) Cu, Pb, Zn, Cd, Cr6+, 총수은, As, CN
일반항목(4)
입도, 강열감량, 황화물, COD
해저
퇴적물 미량금속(13) Cu, Pb, Zn, Cd, Cr, 총수은, As, Ni,
Co, Al, Li, Fe, Mn
해양
미량금속(7)
생물

조사시기 조사정점

Cu, Pb, Zn, Cd, Cr, 총수은, As

2, 8월

33개 정점

2월

33개 정점

2월

33개 정점

2월

5개 정점

자료: 해양수산부(2017. 3),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 pp. 5~6.

(3) 관련 정보체계
해양환경측정망에서 생산·수집된 해양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는 해양환경정보망, 즉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에 구축·관리된
다(「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동 시
스템은 해양환경측정망은 물론 해양수질자동측정망, 실시간어장정
보, 조석관측 예보자료, 해양기상관측자료 등 해양환경과 관련된 공공
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된다.14) 특히 해양환경측정
망의 경우 동 시스템의 관측정보과 지리정보 부분에서 조사자료를 확
인할 수 있다. 즉, 관측정보에서는 해양환경측정망의 각 정점별로 수
온, 염분, PH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연도별 원본 자료를 공개하는 한
편, 지리정보에서는 GIS를 통하여 지도로 수질평가지수(WQI: Water
Quality Index)와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하고 있다.15)
14) 최희정 외(2016),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확립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
36~37.

27

제
3
장

<표 3-3> 해양환경측정망의 주요 내용
조사명

법률

조사 관련 내용

정보체계

Ÿ (시기) 매년 1~3회까지 정기적으로 실시
Ÿ (종류) 항만환경측정망, 하천영향 및 반폐쇄
해양환경
해양환경관 성환경측정망, 연안해역측정망
해양환경
정보망
리법 제9조 Ÿ (방법) 현장조사 및 시료 채취
측정망
(국가해양환경
제1항
Ÿ (범위) 해양환경측정망의 종류에 따라 해수,
정보통합시스템)
해저퇴적물, 해양생물로 구분하고, 일반항목
과 미량금속을 조사
자료: 저자 작성.

2)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1) 제도 취지 및 근거 법률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는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변화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 해
양생태계 관련 조사, 즉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연안습지 기초조사,
해양보호구역 조사관찰, 해양생물다양성 조사를 통합한 조사를 말한
다. 동 조사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
생태계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생
산된 조사ㆍ분석 자료는 해양생태도 작성, 해양보호구역 지정, 생물
다양성 보전 등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에 이용되고
있다.16)

(2) 조사 관련 주요 내용
「해양생태계법」은 제10조 제1항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중앙
15)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meis.go.kr/rest/main(검색일: 2018.
6. 23).
16) 해양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s://www.koem.or.kr/koem/subIndex/2377.do(검색일: 201
8. 6. 23).

28

제 3 장 국내 연안·해양 조사 및 정보 분석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
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시기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2014년에 기본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갯벌·연안·
근해 연계조사를 실시하되, 2015년에서 2020년까지는 서해·남해서
부와 남해동부·동해·제주로 구분하여 2년 주기로 실시하고, 2021년
에서 2025년까지는 1년 주기로 실시할 예정이다.17)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는 위와 같이 권역별로 실시되는 기본조
사와 해양생태계의 중요 지역18)을 정하여 매년 조사하는 중점조사로
구분하는 한편,19)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
기·인공위성·선박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질문·문헌조사 등을 통
한 간접 조사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그리고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①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의 현황 및 특성, ② 보호대상해양생물, 우리나
라 고유 해양생물 및 외래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③ 해양생물다양성
의 구성요소, ④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
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등의 현황, ⑤ 연안습지의
생태계 현황, 오염 현황 및 사회적·경제적 현황, ⑤ 그 밖에 해양생태
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
사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17) 바다생태정보나라 홈페이지, http://www.ecosea.go.kr/totsvy_condi/svyproject/totsvy/
totsvy02.do(검색일: 2018. 6. 23).
18) 중요 지역: 하구지역, 한류·난류 교차지역, 기후변화 취약지역, 우수 수중생태계 지역, 사회적 이슈
및 국민 인지도 높은 지역 등.
19) 해양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s://www.koem.or.kr/koem/subIndex/2377.do(검색일: 201
8.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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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정보체계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해양생
태통합정보시스템인 ‘바다생태정보나라’를 통하여 구축·관리하고 있
다. 즉, 「해양생태계법」 제7조에 따라 해양생태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해양생태도, 해양생물종 및 서식지 정
보 등을 전산화한 해양생태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부분에서 조사 현황을 개괄
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전자지도 부분에서 GIS 기반으로 갯벌생태조
사, 연안생태조사, 수중생태조사, 핵심공간조사, 근해생태조사, 바닷
새 전국조사로 나누어 각 정점별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있다.20)

<표 3-4>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주요 내용
조사명

국가
해양
생태계
종합
조사

법률

조사 관련 주요 내용

정보체계

Ÿ (시기) 연 1~2회 실시
Ÿ (종류) 기본조사, 중점조사
Ÿ (방법) 현지조사, 원격탐사, 간접조사 등
Ÿ (범위) ①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의 현황
해양
해양
및 특성, ② 보호대상해양생물,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
생태
생태계법
물 및 외래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③ 해양생물다양성
통합
제10조
의 구성요소, ④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 시스템
제1항
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 (바다생태
위 등의 현황, ⑤ 연안습지의 생태계 현황, 오염 현황 정보나라)
및 사회적·경제적 현황, ⑥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
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자료: 저자 작성.

20) 바다생태정보나라 홈페이지, http://www.ecosea.go.kr/main.do(검색일: 2018.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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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1) 제도 취지 및 근거 법률
해양쓰레기는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어업, 연안과 해양을 대상으로
한 관광,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생태
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21) 이에 국가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쓰레기 발생
을 예방하고 수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관리기반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특히 해양쓰레기의 발생 및 이동 현
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은 동 계획에 근거하여 해안쓰레
기 기초조사 프로그램인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
시하고 있다.22)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는 해양쓰레기 예방과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생산·수집하고
있다.23)

(2) 조사 관련 주요 내용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은 해양환경공단의 주관하에 25개 전국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연안 40개 지역에 대하여 2개월에 한
번씩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24) 즉, 동해안의 경우 속초 청초, 강릉 송
정 등 9개소를, 서해안의 경우 백령도 사곶해안, 강화 여차리 갯벌

21) 해양수산부·환경부·해양경찰청,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 2013, p. 3.
22) 해양쓰레기는 분포 위치에 따라 해안쓰레기, 부유쓰레기, 침적쓰레기로 분류되고, 수거사업과 함께
조사사업이 병행되고 있다. 다만 정확한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안쓰레기에 한하
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 해양쓰레기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malic.or.kr/information/monitoring/i
ntro.do(검색일: 2018. 6. 28).
24) 해양수산부·해양환경관리공단(2016. 11), 『2016년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 관리 용역』,
p.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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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9개소를, 남해안의 경우 마산 봉암갯벌, 사천 아두도 등 12개소
를 조사 대상지역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되
기 위해서는 ① 해변의 길이가 100m 이상일 것, ② 모래해안·잔자갈
해안일 것, ③ 정화활동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곳일 것, ④ 모니터
링을 마치고 주변 해역의 모든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곳일 것이라
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5)
제1기(2008~2017년)에는 길이 100m 구간을 전체 조사하고, 플라
스틱류, 종이, 스티로폼, 목재, 금속, 천연섬유, 유리, 고무, 의료 및
개인위생, 흡연·불꽃놀이 등 12개 재질에 대하여 100개 항목으로 분
류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제2기(2018년 이후)에는 5m
단위의 20개 구간 중 랜덤 4개 구간을 선택하여 조사하고, 플라스틱
류, 종이, 목재, 금속, 천연섬유, 유리 등 7개 재질과 원인을 50개 항
목으로 분류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26)
특히 동 모니터링 제도는 ‘국가 해안쓰레기 모바일 웹’이라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조사자인 민간단체의 구성원이 국가 해안쓰레기 모
니터링 조사결과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25) 해양쓰레기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malic.or.kr/information/monitoring/i
ntro.do(검색일: 2018. 6. 28).
26) 해양쓰레기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malic.or.kr/information/monitoring/i
ntro.do(검색일: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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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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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해양쓰레기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malic.or.kr/informatio
n/monitoring/intro.do(검색일: 2018. 6. 28).

(3) 관련 정보체계
해양환경공단은 국가 해안모니터링에서 수집된 자료를 해양쓰레
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구축·관리하고 있다. 동 시스템에서는
모니터링 통계 부분에서 1기 조사방법, 2기 조사방법, 조사결과로 구
분하여 해안쓰레기 발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연
도별, 시기별, 유형별, 지역별로 해안쓰레기 개수, 무게, 부피 등 발
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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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
조사명

법률

조사 관련 주요 내용

정보체계

Ÿ (시기) 매년 2개월에 한 번 실시
Ÿ (종류·방법) 구간조사, 재질 및 원인별 분류 조사
해양환경
- 1기 : 길이 100m 구간 전체 조사, 12개 재질
국가
관리법
100개 항목 분류 조사
해양쓰레기
해안쓰레기 제24조 제1항 - 2기 : 5m 단위의 20개 구간 중 랜덤 4개 구간 통합정보
모니터링
(해양쓰레기
선택 조사, 7개 재질+원인(외국기인 제외) 시스템
관리기본계획)
50개 항목 분류 조사
Ÿ (범위) 플라스틱류, 종이, 목재, 금속, 유
리, 고무 등
자료: 해양쓰레기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malic.or.kr/information/monitoring/intr
o.do(검색일: 2018. 6. 28).

2. 연안·해양의 공간관리에 관한 조사
1) 연안침식 실태조사
(1) 제도 취지 및 근거 법률
우리나라는 동·서·남해안으로 구분되는 긴 연안을 가지고 있어 해
안선과 같은 자연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국가다. 하지만 기후변
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해일, 이상파랑 등 자연적 요인과 함께 해사
채취, 호안건설 등 인위적 요인이 가미되면서 연안침식의 위험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27) 이에 정부는 백사장, 사구, 해안
선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또는 실시간으로 조사·관측하는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28)
이러한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연안관리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실
27) 윤성순 외(2017), 『연안침식대응 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
29~37.
28) 해양수산부(2015), 『2015년도 연안정비사업 실무편람』, p.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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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고 있으며, 특히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전국의 주요 연안, 해
빈, 사구 및 해안선 등의 침식 현황을 조사하여 연안침식에 대한 과
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29)

(2) 조사 관련 주요 내용
「연안관리법」은 제5조 제3항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매년 연안침
식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특별히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률에서 말하는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실
무에서 ‘연안침식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고, 조사방
식에 따라 기본 모니터링, 중점 모니터링, 비디오 모니터링, 파랑 모
니터링으로 크게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기본 모니터링은 ‘주요 연안침식해안을 대상으로 지역 현황, 개발
현황 및 침식이력 변화량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조
사유형으로서 ‘현지조사를 통하여 기상, 조석, 조류, 수문, 하천 지형
및 개발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사진촬영, 해빈단면측량, 표층퇴적물
분석, 항공사진 분석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로 하고 있다.30) 그리고 중점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연안침식이 심각
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유형으로서 기본 모니터링 항목은
물론 정밀해빈단면과 해안선을 측량하는 한편, 수심 0~25m까지 측
정하는 정밀수심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비디오
모니터링은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과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해
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유형으로서 지상기준점을 측량하여 해

29) 남정호 외(2013), 『연안침식관리구역제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p. 10.
30) 남정호 외(2013), 『연안침식관리구역제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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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폭과 면적 변화를 파악하는 조사방식을 말하고, 파랑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침식원인 분석 등 외력자료가 필요한 해안을 대상으로 파
랑을 관측하여 침식원인 규명 및 구조물 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
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유형이다.31)
이러한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연안침식의 원인, 피해 현황, 해빈의
변동 등 연안침식관리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과 시행규
칙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동 조사는 ① 해빈의 폭·면적·고도, 입도
등 연안의 형질 변화, ② 연안의 이용·개발 현황 및 계획, ③ 연안침
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④ 연안침식 피해 현황, ⑤ 연안침식 이력
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관련 정보체계
연안침식 실태조사에서 생산·수집된 정보는 연안관리정보시스템
에 구축·관리된다(「연안관리법」 제34조의2). 그리고 동 시스템에서
관리된 정보는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연안침식관리계획 수립 등
연안침식 대응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된다. 특히 연안 포털에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최근 5년간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여 전
국의 연안침식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연안통합지도서비스와 연
계하여 각 지역의 해안선 변화를 연도별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32)

31) 해양수산부(2015), 『2015년도 연안정비사업 실무편람』, p. 301.
32) 연안포털 홈페이지, http://www.coast.kr/coastAdmin/research/introduce.do(검색일:
2018.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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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조사명

법률

조사 관련 내용

정보체계

Ÿ (시기) 매년 실시
Ÿ (종류 및 방법) 기본 모니터링, 중점 모니터링, 비디
오 모니터링, 파랑 모니터링
연안관리
연안침식 연안관리법
Ÿ (범위) 해빈의 폭·면적·고도, 입도 등 연안의 형질 정보시스템
실태조사 제5조 제3항
변화, 연안의 이용·개발 현황 및 계획, 연안침식에 (연안포털)
영향을 미치는 원인, 연안침식 피해 현황, 연안침
식 이력
자료: 연안포털 홈페이지, http://www.coast.kr/coastAdmin/research/introduce.do
(검색일: 2018.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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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취지 및 근거 법률
예전에는 무인도서가 현실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곳으로 파악되
어 관심 밖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해양생태
계의 보고라는 점, 해양자원 또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영해기점을 결정짓는 기능이 있다는 점 등 무인도서의 가치가 새
롭게 부각됨으로써 무인도서를 보전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
었다.33)
이에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가 갖는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발굴하
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무인도서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무인도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34)

33) 오강호 외(2017),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실태조사방법 개선방안」, 『한국도서연구』, 제29권 제1
호, 한국도서(섬)학회, p. 173.
34) 해양수산부(2014. 8. 27), 「우리나라 무인도서 종합정보 한눈에 본다」, 보도자료,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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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관련 내용
「무인도서법」은 제9조 제1항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이하 ‘무인도서 종합조사’라 한다)를 10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연재해로 무인도서에 급격한 환경변화가 발생한 경우,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인도서 관
리유형의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인도서 점검결과 실태조
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시로 실태조사(이하 ‘무인도서 수시조사’
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무인도서 종합조사의 경우 무인도서조사원에 의한 현지조사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
거나 원격탐사, 탐문, 자료·문헌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동법 제10조 제2항 본문). 반면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조
사 방법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동항 단서).
이러한 무인도서 실태조사는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시 고려해
야 할 사항’(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실제 조사 시 필요한
사항’을 조사 내용으로 하고 있다.35) 즉, 전자의 경우에는 ① 무인도
서의 위치·면적 및 육지와의 거리, ②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
계 실태, ③ 무인도서의 역사적 가치, ④ 무인도서의 시설물 및 이용
현황, ⑤ 과거 주민거주 여부 및 향후 거주 가능성, ⑥ 지방자치단체
의 개발계획, ⑦ 영해의 설정과 관련한 무인도서의 의의, ⑧ 다른 법
률에 따른 관리대상 여부를, 후자의 경우에는 ① 해중경관 실태, ②
무인도서의 토지 및 소유자 현황, ③ 제한적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거주 목적, ④ 무인도서가 지적공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⑤ 무
35) 국립해양조사원(2016), 『무인도서 실태조사개선방향 수립』,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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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⑥ 해안 및 바닷속의 동식물 분포 현
황, ⑦ 해저지형 및 해중경관, ⑧ 무인도서의 소유 현황,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⑩ 그 밖에 무
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
이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0
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3) 관련 정보체계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 실태조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무인도서 종
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구축·관리하고 있다. 즉, 「무인도서법」 제4조
에 따라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무
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무인도서 DB, 무인도서 지형도 등 무인도서의 종합정
보를 담은 시스템으로서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이라는
명칭으로 연안 포털과 연계하여 일반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도서명, 행정지명, 관리유형, 면적 등 무인
도서 위치 및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전국 및 행정지역별 무인도서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36)

36)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홈페이지, http://uii.mof.go.kr/UII/INTRO/index.html
(검색일: 2018.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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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무인도서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조사명

법률

조사 관련 내용

정보체계

Ÿ (시기) 10년마다 실시
Ÿ (종류) 무인도서 종합 조사, 무인도서 수시 조사
Ÿ (방법) 현지조사, 원격탐사, 탐문, 자료·문헌조사 등
Ÿ (범위)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무인도서
무인도서
가 지적공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무인도서 주변
무인도서 무인도서법
종합정보체계
해역의 이용실태, 해안 및 바닷속의 동식물 분포
실태조사 제9조 제1항
(무인도서
현황, 해저지형 및 해중경관, 무인도서 소유 현
종합정보제공)
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 현황,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
용·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
이 인정하는 사항
자료: 저자 작성.

3) 재해지도(침수흔적 조사)
(1) 제도 취지 및 근거 법률
매년 인천 소래포구, 보령, 여수, 마산, 통영 등 우리나라의 해안
저지대에서는 바닷물이 높아지거나, 태풍이 내습하는 시기에 침수피
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생계와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37) 이에 따라
국가는 이러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침수피해의 원인을 분석하여 반
복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복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제21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
여금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
(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37) 해양수산부(2018. 4. 13), 「바닷가 우리 동네 침수, 동네침수정보도로 확인하자!」, 보도자료,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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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관련 주요 내용
침수흔적 조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근거
한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시장·구
청장은 침수·범람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침수피해 발생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비용 등을 포함한 침수흔적 조사계획을 수립하
여 신속한 침수흔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발생 후 침수
흔적을 한꺼번에 자세하게 조사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발생 후 즉시 시행하는 초동조사와 이후 면밀히 조사하
는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38)
초동조사는 침수피해 발생 후 즉시 침수 피해지역을 현지 방문하
여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침수흔적을 도면에 표시한다. 즉, 현장 도착
후 침수지역의 동서남북 경계에서 침수지역에 대한 사진촬영을 실시
하여 침수기록을 확보하고, 침수위치 등을 표시할 수 있는 도면을 지
참하여 침수위치, 침수범위, 침수심, 제방의 파괴지점 등을 도면에
표시하는 것이다.39)
정밀조사는 기초조사, 현지조사, 간접조사를 함께 사용하여 실시
한다. 우선 기초조사의 경우 공공기관의 재해 자료와 언론기관의 보
도사진, 기사내용 등을 총망라하여 수집한다. 그리고 현지조사의 경
우 초동조사 자료, 현지 지형여건, 피해복구 상황 등을 검토하고 현
지 방문조사를 통하여 재해명, 침수위치, 침수일자, 침수시간, 침수
위, 침수심, 침수구역(도면에 표시), 침수면적, 침수원인, 침수피해 내
용, 피해액 등에 대한 침수흔적 정보를 직접 조사한다. 한편, 간접조
사의 경우 홍수기간 동안의 정확한 강우자료, 그 지역의 지형, 토양,
38) 행정안전부(2017. 7. 26),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p. 9.
39) 행정안전부(2017. 7. 26),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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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자료 등을 이용하여 특정지점에서 시간별 유출량과 수위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침수구역을 추정하는 홍수유출 모형 방법과,
침수기간에 촬영된 사진자료 등을 이용하여 침수흔적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다.40)

<표 3-8> 침수흔적조사 기록 서식
침수흔적조사 내용
도면
표시
번호

침수일자

침수시간
①침수시작시각
②최고침수시각
③퇴수완료시각

침수심(cm)
기타
①평균침수심 침수구역 특이사항
②최고침수심

작성 예)

①

12시간
①××.×× 01:00
2×××.××.××
②××.×× 08:00
③××.×× 13:00

① 50cm
② 80cm

(도면에
표시)

현장도면
사진자료
첨부

자료: 행정안전부(2017. 7. 26),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p. 10.

(3) 관련 정보체계
침수흔적조사에서 생산·수집된 정보는 침수흔적도의 형태로 ‘침수
흔적 관리시스템’에 구축·관리되어 침수피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대책에 기초로 활용된다. 동 시스템의 경우 현재 한국국토정보
공사에서 매년 전국의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침수흔적도 작성 및 DB
구축 업무를 수행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다.41) 다만 공무원 전용으로
이용이 제한되어 관련 업무 담당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침수흔적
정보를 조회·검색하여 침수흔적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다운받
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42)
40) 행정안전부(2017. 7. 26),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p. 10.
41)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 http://www.lx.or.kr/lx/business/business18_2015.jsp(검색
일: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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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침수흔적 조사 주요 내용
조사명

침수흔적
조사

법률

조사 관련 주요 내용

정보체계

Ÿ (시기) 침수피해 발생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실시
Ÿ (종류) 초동조사, 정밀조사
자연대책법
Ÿ (방법) 기초조사, 현지조사, 간접조사 등
침수흔적
제21조
Ÿ (범위) 침수위치, 침수일자, 침수시간, 침수위, 침 관리시스템
제2항
수심, 침수구역, 침수면적, 침수원인, 침수피해내
용, 피해액 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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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안·해양 정보시스템 현황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해운항만물류, 항행안전, 해
양환경․생태, 수산업, 해양조사, 해양생태, 해양안전, 연안관리 등 분
야별로 구축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의 특성을 확인하고 해양
수산정책을 지원하는 주요 시스템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표 3-10> 연안․해양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구분
해양환경정보
해양생태통합정보
국립수산과학원정보화
지능형 해양수산재난 정보체계 운영

사업명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해양생태통합정보시스템
수산과학원정보화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적조대응지원시스템

수산정보화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어촌어항관리시스템 구축

어촌어항관리시스템

42) 침수흔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fms.lx.or.kr/(검색일: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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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만물류정보
항행안전정보
연안관리정보구축
해양조사정보

사업명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항행안전정보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시스템
연안관리정보시스템
무인도서정보시스템
종합해양정보시스템

자료: 저자 작성.

해양환경, 해양생태 관련 정보시스템은 해양의 현재 상태와 특성
에 대한 조사 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해
당하는 시스템은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해양생태통합정보시
스템 등이다. 해양환경통합정보시스템(MEIS)은 해양환경관리공단, 국
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등 유관기관에서 생산되는 해
양환경자료를 파악하고 국가해양환경정보를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
를 관리, 갱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이용되고 있다. 해양생태통합
정보시스템은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와 해양보호구역 등의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시스템 내에서 관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에 따라 분산․운영 중인 해양환경․생태 분야 정보시스템의 재개
발을 통해 개별 시스템을 통합하고 있다. 기존 노후 해양생태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보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고품질의 해양환
경․생태 분야 공공 데이터의 표준화 및 통합이 필요하다. 통합 대상
이 되는 정보는 해양환경정보, 해양생태정보, 해역이용협의정보, 폐
기물해양배출정보, 해양쓰레기 정보다. 특히 해양생태정보는 초기에
갯벌생태계 조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데서 시작하
였다. 해양생태계 정보시스템은 갯벌생태계 조사뿐만 아니라 국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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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생태계 종합조사 등 해양생태계와 관련한 정보의 원활한 생산과
보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표 3-11> 해양환경․생태 5개 정보시스템 설명 및 주요 정보
정보시스템

구축
연도

시스템 설명

주요 정보

국가해양생태계 조사정보 및 해양보호
해양생태
2013 구역, 갯벌, 보호대상해양생물정보 등
통합 정보시스템 (통합) 을 제공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
한 대국민 관심 제고를 위한 콘텐츠 제공

해양생태정보, 해양보
호구역정보, 해양생태
계조사정보, 갯벌정보
등

해양환경측정망 및 해양수질자동측정
망센서 자료 제공, 환경관리해역의 지
2006 정, 관리와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의 수
립정보, 해양환경정보와 관련 법령·정
책 정보 제공

해양수질정보, 해양폐
기물정보, 해양오염정
보, 적조정보, 기상정
보, 관측정보 등

국가해양환경정
보통합시스템

해양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주
해역이용영향평가
민공람, 설명회, 공청회의, 평가대행자
2010
해역이용협의정보 등
정보지원시스템
를 통한 평가서 작성 등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평가 관리
폐기물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

폐기물 발생에서 최종처리까지 전체 업
무프로세스에 대하여 관련 업체와 행정
2006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 등
기관 사이의 수작업으로 주고받던 폐기
물 정보를 인터넷상의 전자정보로 관리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해양쓰레기 관련 수거, 처리장비 및 조
해양쓰레기 수거, 처
사, 수거사업에 대한 정보 입력, 모니터
2011
리관련정보, 해안쓰레
링, 오염퇴적물정화 사업 정보 입력 및
기 모니터링 정보 등
검색기능 제공

자료: 해양수산부(2017), 「2016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안)」, p. 262.

국립수산과학원 정보화 사업은 수산과학 분야의 시험 및 조사·연
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
으며, 수산자원, 어장환경 등에 대한 데이터를 서비스한다. 이 시스
템은 수산과학 분야에서 100여 년 동안 조사, 관측, 실험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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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활용하고, 이상해양환경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등의 피해에 대
해 선제적으로 대응,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수산연구정보서비스
와 어장환경정보시스템은 유관기관에 수산재해정보 및 어장환경정
보를 연계하여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상청 통합모델 자료 분
석을 통한 해황정보 예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방방
재청의 재난공동활용시스템과 연계하여 적조속보, 해파리 모니터링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상청의 기상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
간 수온정보와 UM 모델정보(기상통합모델자료)를 연계정보로 제공
하고 있다. 어업자원정보시스템은 연근해 어업자원과 관련하여 어업
생산통계, 시군구 양식장 정보 등 어업자원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 4대 재난
(선박사고, 해양오염, 적조, 조수) 업무 전 과정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ICT 기술을 융합한 종합적 재난정보체계를 구
축하는 것이다. 1단계 사업은 연안여객선 출항 전 안전점검, 위성연
계광역선박모니터링, 센서 기반 연안 여객선 안전운항 모니터링, 위
험물 취급항만 CCTV 연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2단계 사
업은 해양오염예방활동, 태풍상황관리, 해양수산상황관리, 해양수산
재난 데이터 허브 구축 등이다. 이 시스템은 어선과 상선이 상호 실
시간 위치 파악, 적조 출몰 예상 지역․시기 및 이동경로 등의 예측을
시스템화하여 어민과 일반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종합해양정보시스템은 해양 측량 및 관측 정보를 해양 GIS 기반으
로 공간 DB로 구축하였으며 내부 및 외부기관에 서비스하고 있다.
종합해양정보시스템은 해양수산정책 지원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해
양공간정보를 다루는데 조석, 조류, 수온, 풍향, 풍속 등 해양관측 정

46

제 3 장 국내 연안·해양 조사 및 정보 분석

보를 제공하여 군 작전,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국가해양환경정보시스템, 수산연구
정보시스템 등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산정보화 사업은 수산정책의 근간이 되는 수산 분야 중요 시스
템으로 최근 기존 수산정보 시스템을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맞춤형
스마트 수산정보 통합시스템으로 개편 중이다. 수산정책지원 시스
템, 수산정보포털, 어업자원관리 시스템, 어업자원포털이 포함된다.
수산정보통합서비스체계는 2016~2018년 동안 수행된다. 수산정보시
스템의 제공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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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맞춤형 스마트 수산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내용
시스템

제공 정보

수산정보시스템
(해양수산부)

Ÿ 어선조업상황정보, EEZ 조업정보, 해수면어업, 내수면어업, 낚시
어업, 어류양식통계, 원양어업통계, 수산물수출입 통계, 어종별 종
합정보, 산지위판정보, 소비자가격정보, 유통단계별통계정보, 수
산물재고정보, 어업생산통계, 계통판매통계정보, 수산물 가공, 인
공 어초, TAC 운영정보, 자율관리어업, 고래자원정보, 어선 통계,
해어황 속보, 해파리속보, 패류독소 속보, 자료실, 질문

어선조업정보
시스템(수협)

Ÿ 출어선 현황, 교신가입어선 현황, 법령 자료실, 어선조업관리, 현황
관리, 한국어선(외국EEZ), 외국어선(한국EEZ), 어선 사고, 통계 등

어업자원관리
시스템(수협)

Ÿ 우리 어선 현황관리, 외국어선 현황관리, 우리 어선 출어정보, 우리
어선 조업실적, 외국어선 조업실적, TAC 조업실적, 혼획좌초 고래
보고서, 혼획좌초 고래 통계정보, 참다랑어 관리, 어업실태, EEZ,
면세유류정보, 위판실적정보 등

어선 안전관리 종합
정보시스템
Ÿ 어선 위치정보 모니터링 및 기초 선박정보 표출, 항적자료 등
(해양경비안전본부)
어촌어항
관리시스템
(해양수산부)

Ÿ 운영관리시스템, 안전재해시스템, 환경관리시스템, 건설관리시스템
Ÿ 어항시설 정보 관리, 어항 점용사용 정보 위치도 관리, 어항시설 개
발사업 대장 관리, 어항관련 통계 기능

자료: 해양수산부(2017), 「‘18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pp. 310~336 내용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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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및 항행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해
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시스템 등이
다.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은 전국 31개 무역항(국가 14, 지방 17)
의 항만업무 및 민원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항행안전정보화 사업
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과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시스
템으로 구분된다.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전 세계 운항 선박 모
니터링, 해적 피해 방지, 해양안전정보 제공을 위하여 기능을 개선하
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선박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전자해도 화면에 표시하고 선박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해상교통관제
센터, 해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선박
모니터링시스템, 선박보안경보시스템, 선박관련 통합 DB, 정보공유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연안 및 해양 공간을 관
리하는 목적의 시스템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연안관리정보
시스템, 무인도서 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한다.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은 우리나라 연안관리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WebGIS를 통한 업무지원 목적으로 구축되
었다.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은 연안통합관리, 연안정비, 해수욕장관리,
연안포털, 공유수면점용․사용, 공유수면매립, 바닷가 관리업무를 처
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한다.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 이용 수요자는 공무원과 대국민으로
구분된다.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공무원은 공유수면 점용·
사용, 연안관리 등의 업무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 대중은 웹을 통해 연안관리,
연안침식, 연안지도, 연안지식, 연안경관 등 연안관리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통계 혹은 지도 등으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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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의 연계시스템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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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해양수산부(2018),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최종보고서 발표자료』.

스 받는다. 무인도서 정보시스템은 무인도서 현황 및 관리 정책을 지
원하기 위해 구축된 것이다. 제공 정보는 무인도서 인문 및 자연 현
황, 무인도서 관리 유형, 무인도서 실태조사 보고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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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안·해양 정보 종합
지금까지 살펴본 해양수산정책 관련 정보를 해양이용, 해양상태,
연안·해양관리로 구분하여 종합하면 <표 3-13>과 같다.

<표 3-13> 연안·해양수산 정보 종합
구분

내용

해양이용

수산 및 양식: 양식장, 연근해조업, 인공어초, 바다숲 및 바다목장
광물자원: 바다골재채취예정지, 바다골재채취해역, 바다골재채취단지, 광업
권 설정
해운 및 항만: 항만 및 어항 구역, 항로, 정박지
관광 및 레저: 낚시 포인트(선상·갯바위 등), 해수욕장, 마리나 항만, 연안·해
양 관광 현황
에너지 개발: 에너지 발전단지, 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개발시설 영향 범위,
해저 케이블

해양상태

수질: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용존산소(DO), 영양염, WQI, 빈산소수괴, 적
조발생해역, 부유물질
지형 및 지질: 수심, 저질(해저퇴적환경), 퇴적물 중금속
해수특성 및 유동: 수온, 염분, 해류, 조류, 조석, 유속, 바람, 파랑
해양생물서식지: 갯벌, 해조류 서식지, 해양생태도, 보호대상해양생물서식지
해양생물: 대형저서 출현종수, 대형저서 생물량, 난자치어 출현종수, 난자치
어 생물량, 클로로필, 동물 및 식물 플랑크톤, 유영동물, 해양포유류

해양기본공간정보: 해안선, 수심, 해양경계, 해안선, 섬, 해저장애물
해양법정구역정보: 문화재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어장관리해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 공유수면 매립
연안·해양
계획지구, 연안용도해역 및 해역기능구, 신항만 건설예정지역, 수상레저활동
관리
금지구역, 유조선통항금지해역,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양시설의 보호수역,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안관리: 연안침식, 바닷가 현황, 자연해안관리목표 등
자료; 최희정 외(2016),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확립방안 연구』,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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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안·해양 조사 및 정보 구축 문제점
제1절에서는 연안·해양 국가 조사의 현황을 근거 법률, 조사 관련
주요 내용, 정보체계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살펴보았다. 이를 조사
의 시기와 범위, 시민 참여 여부로 분류하여 재정리하면 <표 3-14>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조사 시기 및 지역, 조사 인력·시설 및 관련 재
원, 조사 관련 정보체계와 국민 수요의 정합, 시민 참여 기회 제공 측
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표 3-14> 연안·해양 국가 조사 주요 내용 정리
조사명

조사 시기 및 범위

시민 참여
(모바일 활용)

침수흔적
조사

Ÿ (시기) 침수피해 발생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실시
Ÿ (범위) 침수위치, 침수일자, 침수시간, 침수위, 침수심, 침수
구역, 침수면적, 침수원인, 침수피해내용, 피해액 등 조사

없음

연안침식
실태조사

Ÿ (시기) 매년 실시
Ÿ (범위) 해빈의 폭·면적·고도, 입도 등 연안의 형질 변화, 연안
의 이용·개발 현황 및 계획, 연안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연안침식 피해 현황, 연안침식 이력 조사

없음

무인도서
실태조사

Ÿ (시기) 10년마다 실시
Ÿ (범위) 무인도서가 지적공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해안 및 바닷속의 동식물 분포 현황,
해저지형 및 해중경관, 무인도서의 소유 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 현황 등 조사

없음

해양환경
측정망

Ÿ (시기) 매년 1~3회까지 정기적으로 실시
Ÿ (범위) 해양환경측정망의 종류에 따라 해수, 해저퇴적물, 해
양생물로 구분/일반항목과 미량금속 조사

없음

Ÿ (시기) 연 1~2회 실시
Ÿ (범위) 해양생태계·해양환경·해양지형의 현황 및 특성, 보호
국가
대상해양생물·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물·외래 해양생물의 서
해양생태계
식 현황, 해양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 해양생물다양성의 보
종합조사
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등의 현황, 연안습지의 생태계 현황, 오염 현황 및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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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조사 시기 및 범위

시민 참여
(모바일 활용)

사회적·경제적 현황 등 조사
있음
국가
Ÿ (시기) 매년 2개월에 한 번 실시
(모바일 웹을
해안쓰레기 Ÿ (범위) 플라스틱류, 종이, 목재, 금속, 유리, 고무 등 재질별로
이용한 민간
모니터링
해안쓰레기 발생량 조사
단체 참여)
자료: 저자 작성.

1. 조사 시기 및 지역
연안·해양 국가 조사는 실시간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법
률에서 보통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되
어 있다. 특히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로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조사지역은 관련 규정에서는 국가
조사라는 이유로 대부분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영역을 조사 범위로
정해놓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특정한 정점 위주로 조
사가 시행되고 있을 뿐 조사 범위에 포함된 모든 지역을 조사하고 있
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안·해양 국가 조사는
조사 시기 및 지역 측면에서 본질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개별 조사의
취지에 맞는 조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2. 조사 인력·시설 및 관련 재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안·해양 국가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
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조사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관
련 물적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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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실제 수행하는 주체인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
산과학원 등 공공기관의 조사 인력 및 시설이 부족하고, 특정 관련
대학 및 민간 기업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연
안·해양 국가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연안·해양 국가 조사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는 일
반 회계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점, 소관 특별회계가 없다는 점, 관련
소관 부담금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 재정 지원 근거가 부족
하여 관련 국가 조사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을 넉넉히 확보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연안·해양 국가 조사의 기능이 그 취지에 맞게 작동하
기 위해서는 조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부담금 등
재정 제도로부터 관련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조사 관련 정보체계와 국민 수요의 정합
연안·해양 국가 조사에서 생산·수집되는 정보는 연안 포털, 바다생
태정보나라 등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조사에서는 연안·해양공간 관리, 해양환경·해양생
태계 관리 등 정부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뿐 국민에게
실제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실제 생활하는 지역
주민 또는 해당 지역을 방문한 일반 국민이 연안침식·침수, 유해해양
생물의 출현 등으로 인하여 현재 위험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연안·해양 국가 조사에 앞서 해당 조사
로부터 얻고 싶어하는 국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 수요에 맞는 정보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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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시민 참여 기회 제공
우리나라 정부는 일방향 서비스 제공의 ‘정부 1.0’이나 단순 양방
향 제공의 ‘정부 2.0’ 운영 방식을 지양하고,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편익을 위한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43) 즉, 모바일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온라인 시민 참
여,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소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44) 그
러나 공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연안·해양 국가 조사에서는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과 같이 민간단체가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시민이 참여할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시민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조사 방법은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43)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5729&cid=42152&cat
egoryId=42152(검색일: 2018. 6. 28).
44) 황성수(2012. 12), 「스마트 정부 시대에 맞는 참여적 거버넌스 모색」,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5권 제4호, 한국지역정보화학회,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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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쓰레기 조사45)
1)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모바일 웹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에서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사
자가 조사지점 정보, 국내외기인 쓰레기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입력
할 수 있어 해안쓰레기 조사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조사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 로그인
우선 조사자가 조사지점 ID와 조사지점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입
45) 이종명의 해양쓰레기 조사에 관한 자문원고를 요약,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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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고 Sign In 버튼을 클릭하면 조사정보 입력화면으로 전환된다.
이때 화면 전환과 동시에 조사일시, 소속단체, 조사지역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2) 조사지점 정보 입력
조사지점 정보 입력 단계에서 조사자는 총 조사 참가자의 숫자, 조
사지점의 현재 기온, 풍향, 풍속, 기상상태, 물때, 조사 지도자의 이
름을 입력 또는 선택하고, 조사지점의 대표사진을 조사 이전에 촬영
하여 업로드한다.

(3) 외국기인 쓰레기 조사결과 입력
외국기인 쓰레기 조사결과 입력 부분에서는 외국기인 플라스틱의
총 무게와 경질형의 개수, 유리의 개수, 기타 항목에 대하여 선택 또
는 입력하면 외국기인 쓰레기의 총량과 플라스틱 총량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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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외국기인 쓰레기 조사결과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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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모바일 웹.

(4) 국내기인 쓰레기 조사결과 입력
국내기인 쓰레기 조사결과 입력 부분은 국내기인 플라스틱의 총
무게와 경질형 등의 개수, 고무 등의 개수를 선택 또는 입력하면 국
내기인 쓰레기의 총량과 플라스틱 총량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다만
마지막에 첫 번째 조사 구간의 대표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것
이 특징적이다. 조사결과 입력이 끝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두 번
째 조사구간에 대한 입력화면으로 전환되며, 현재 입력된 정보는 임
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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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국내기인 쓰레기 조사결과 입력 화면

자료: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모바일 웹.

(5) 조사결과 요약
조사자는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살펴볼 수 있다.
즉, 조사자는 각 조사구간에 대한 외국·국내 기인별 요약 화면, 모든
조사구간을 종합한 전체 결과의 요약 화면을 볼 수 있고, 조사 후 조
사지점의 대표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적으로 조사자가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조사 결과가 서버로 전
송되며 조사가 완료된다.

2) 해안쓰레기 일제조사 모바일 웹
전국연안 해안쓰레기 일제조사의 경우 모바일 웹을 이용하여 조사
자가 조사위치를 지정하고, 조사자 및 조사지점 정보와 조사정보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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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함으로써 해안쓰레기 일제 조사 결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 관련 정보를 입력·조
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초기 화면 접속
조사자가 해안쓰레기 일제조사 모바일 웹에 최초로 접속하면 이미
지 표시와 함께 지도화면에 일제조사를 기 수행한 지점의 위치가 표
시된다.

<그림 4-3> 국가 해안쓰레기 일제조사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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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 해안쓰레기 일제조사 모바일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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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조사결과 조회
조사자가 기 조사된 지점을 선택할 경우 선택된 지점의 최소 요약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
존 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조사위치 지정
조사자는 일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조사할 지점을 선택한다. 조사
지점의 선택은 현재 내 위치를 선택하거나 특정 지점으로 위치를 지
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림 4-4> 국가 해안쓰레기 일제조사 조사위치 지정 화면

자료: 국가 해안쓰레기 일제조사 모바일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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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자 및 조사지점 입력
이후 조사자 및 조사지점 입력 부분에서 조사자는 조사자의 성명,
이메일, 소속단체 등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조사지점의 현재 기온,
풍향, 풍속, 기상상태, 물때 등 조사지점 현황을 선택 또는 입력한다.

<그림 4-5> 국가 해안쓰레기 일제조사 조사자 및 조사지점 정보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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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 해안쓰레기 일제조사 모바일 웹.

(5) 조사정보 입력
마지막으로 조사자는 조사지점의 지역명, 오염도 레벨, 100m 구간
해안 평균 폭, 주요 쓰레기 종류 및 발생원 등 조사정보를 선택 또는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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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국가 해안쓰레기 일제조사 정보 입력 화면

자료: 국가 해안쓰레기 일제조사 모바일 웹.

2.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행정안전부는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개발하였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학교, 생활, 교통, 시설, 사회, 해양 등 각 분야별 안전 위험요소
를 신고할 수 있다. 2017년에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
는 226,387건이며 대부분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서 처리하였다. 행정
안전부 신문고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각종 위험을 쉽게 신고할 수
있어 시민의 참여가 매우 활발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신고된 각종
위험이 담당 기관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측면에서 앱의 성과가 높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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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안전신문고 개요
구분
관련 근거

세부 내용
Ÿ 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Ÿ 학교 안전 : 통학로·스쿨존, 학교시설
Ÿ 생활 안전 : 비상통로 확보 등
Ÿ 교통 안전 : 신호등 미점등 등
안전 신고 대상
Ÿ 시설 안전 : 아파트 옹벽 균열 등
Ÿ 사회 안전 : 사이버 안전, 성폭력 등
Ÿ 해양 안전 : 불법접안, 여객시설 안전, 승객안전 등
활용

Ÿ 신고 내용에 대한 현장 점검 및 개선
Ÿ 정부기관, 지자체 등 담당 기관에서 처리

실적

Ÿ (2017년 전체) 총 226,387건 신고 접수, 226,152건 처리 완료

인센티브

Ÿ 안전위험 요소 개선
Ÿ 봉사기간 인정

시민의견

Ÿ 기술 결함, 용량 제한, 처리 지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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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사진

앱 화면
예시

자료: 안전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safetyreport.go.kr/#main/, 검색일: 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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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보호구역 시민 모니터링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6조부터 제8조에 근거한
해양보호구역 시민 모니터링은 200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해양보호
구역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해
양생태계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보전･관리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46) 해양보호구역 시
민 모니터링은 전국 28개 해양보호구역 중 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두리사구해역, 순천만, 보성벌교갯벌 습지
보호지역,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부안 줄포만 갯벌습지보호지역,
대이작도 주변해역 보호구역 등에서 수행되고 있다.
각 해양보호구역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요 모니터링 항
목이 다르다. 개별 해양보호구역 시민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
면 무안, 신안,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등에서는 보호대상 해양생물
인 대추귀고둥, 흰발농게 등 저서생물과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
등의 바닷새가 관찰되었으며, 대이작도 주변해역 보호구역에서는 보
호대상 해양생물인 대규모 잘피 군락이 조사되었다. 또한 신두리사
구해역 해양보호구역 시민 모니터링은 해양생물관찰, 해양보호구역
시설물 점검,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주변 개발행위 현황 등을 조사
하였다.

46) 대산지방해양수산청(2017), 『신두리사구해역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최종보고서』,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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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신두리사구해역 해양보호구역 시민 모니터링 결과(2017년)
구분

세부 내용

주기적인 시민 모니터링을 통한 해양생태계 변화상의 감지 및 해양보호구역 보
운영 목적
전･관리 강화
운영 개요 조사 그룹을 2인 1조로 편성하여 시민 모니터링 구간을 도보 괄찰
운용 기간

Ÿ 2017년 9~11월
Ÿ 월 2회씩 총 6회

1) 활동일정: 조별 시민 모니터링 활동일정 확정 및 스마트폰 앱(밴드)에 게시
1) 요원활동: 구간 도보점검을 통한 신규 관찰사항 정점등록 및 추적관찰
2) 결과보고: 활동완료 후 활동일지 작성(조사사진 등) 및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3) 비용지급: 활동일지 확인 후 직전월 활동비(2회분) 일괄지급
운용 체계 4) 요원 활동내용
해양보호구역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서식･분포 현황 관찰
해양보호구역 시설물 설치･관리 현황 관찰
해양보호구역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관찰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 변화 유발요인 관찰
약 1.8㎞의 관찰구간을 1구간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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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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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

Ÿ 신두리사구해역 해양보호구역 시민 모니터링 운영 결과 총 17개 사항에 대해
정점화하여 주기적인 추적 관찰을 실시함
Ÿ 보호대상해양생물이나 유해해양생물의 서식 및 분포 현황을 관찰하는 ‘해양
생물관찰’ 분야에서는 총 1개 현황을 정점화하여 관찰함
Ÿ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조형물 등의 파손여부를 점검하는 ‘해양보호구역
운영 결과 시설물점검’ 분야에서는 총 12개 현황을 정점화하여 관찰함
Ÿ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분포 확인’ 분야에서는
총 2개 분포지점을 정점화하여 관찰함
Ÿ 주변 개발행위 및 공사 등의 해양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현황을 파
악하기 위한 ‘생태계 변화 유발요인 확인’ 분야에서는 총 2개 요인을 확인하여
정점화하여 추적 관찰함
자료: 대산지방해양수산청(2017), 『신두리사구해역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최종보고서』, pp. 12~21.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해양생태계종합조사는 전체 갯벌을 포괄
하지 못하고, 동일한 공간을 격년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갯벌 현황과
변화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 모니터링은
갯벌과 해양보호구역의 환경 변화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
료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현장 지식을 활용함과 동시에 대중에게
갯벌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민 모니터링은 조사 방법이 단순해야 하며, 조사 결과가 갯벌 생
태계의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에
생태지평연구소는 시민 모니터링 방법론을 손쉽게 적용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여 시민 모니터링을 돕는
수단으로 갯벌 키퍼스가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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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갯벌 키퍼스 작동 원리 및 인터넷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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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생태지평 장지영); https://getbolkeepers.org/o/m
ap(검색일: 2018. 6. 25).

갯벌 키퍼스는 표준화된 모니터링 기법(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
공단, (사)생태지평.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표준화)이 적용되었
다. 앱을 통해 모니터링을 할 경우 시기별 갯벌 생태 변화와 생물종
기록, 생물종별 모니터링 기록, 지역별·생물종별 등 세분화된 기록
축적, 관찰 기록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민 모니터링
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새로운 형태의 갯벌 생태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쉽게 공유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지역 맞춤형 갯벌 보전정
책 개발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갯벌 키퍼스는 일반시민이 아닌 갯벌 보전에 관심이 많으면서 시
67

민 모니터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 이들은 시민 모니
터링단으로 불린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갯벌 키퍼스 교육을 수료하
고, 이 앱을 활용하여 해양보호구역 및 갯벌 지역의 모니터링을 진행
해야 하며, 모니터링 진행 결과를 갯벌 키퍼스 앱과 웹사이트에 업로
드하고, 조사 자료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갯벌 키퍼스 앱’ 우선 활용권을 제공받고, 갯벌 시민 모니터링 학교,
시민 모니터링 경연대회에 우선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개
발된 앱은 우리나라 17개 지역(14개 습지보호지역과 강화, 서산, 부
산 갯벌 등), 갯벌 방문객센터와 함께 매년 시민 모니터링 사업에 적
용될 계획이다.47)

4. 해파리 조사
해파리 출현은 해수욕장의 안전과 어업의 생계와 연결되는 것으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수산
과학원은 해파리 발생과 이동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와 해파리 차단
과 구제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근해
조사와 연안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근해조사는 정기해양조사와 여객
선 조사로 구분되고, 연안조사는 해파리 정기조사, 지자체 모니터링,
민간 모니터링(327명)으로 구분된다. 해파리 모니터링 체계 운영에
중앙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어업인이 직접 참여한다는 접에서 민
관협동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48) 해파리 발생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해파리 출현위치 정보, 출현종, 출현량 등 해
47) https://impactchallenge.withgoogle.com/korea2016/charity/ecohorizoninstitute(검
색일: 2018. 6. 25).
48) 해양수산부, 「2017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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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관련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터넷으로 해파리 정보를 수
시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파리 신고 앱’을 운영하여 해파리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국내 공공기관 어플 현황 검토
정부는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손쉽게 이해시키고, 관련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로 공공 앱을 개발해왔다. 그러나 원
래 취지와는 달리 공공 앱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운영과 관리가 소
홀해짐에 따라 관련 앱들이 유사·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공공 앱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실효성이 떨어
지는 앱이 점차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2017년 8월 31일 기준으로 2017년 공공 앱(모바일 대
민 서비스 앱)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
과측정 후 기관별 이행계획을 반영하고, 기존 공공 앱을 유지, 개선,
폐기로 구분하여 정비하는 ‘공공 앱 성과측정 및 정비 결과’를 발표
하였다.49)

<그림 4-8> 행정안전부 공공 앱 성과측정 및 정비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2018. 3. 19),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은 이제 그만!」, 보도자료, p. 1.

49) 행정안전부(2018. 3. 19),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은 이제 그만!」, 보도자료,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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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경우 2017년 8월 31일 기준으로 국립해양조사원, 국
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안전해,
수온정보서비스, 수산물이력조회 등 총 20개의 공공 앱을 개발·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수온정보서비스’, ‘수산생
물포획금지안내’, ‘적조정보서비스’ 등 5개의 앱을 가지고 있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
항만공사, 기타 해양수산부가 업무와 관련하여 3개의 앱을, 국립해양
측위정보원, 국립해양박물관, 한국어촌어항협회는 1개의 앱을 각각
보유하였다.50)
행정안전부의 공공 앱 성과측정 및 정비 결과 해양수산부 소관 공
공 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3개의 앱을 제외하고, 9개 유지, 3개
개선예정, 5개 폐기예정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수산정보, 수온, 요트
낚시 등 해양수산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자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포함되는 앱은 유지로 분류되는 반면, 해
양안전종합정보와 같이 기존 앱(EyeMobile)과 중복되어 통합·관리될
필요가 경우, 조석·적조·패류독소·해양생물 등 전문적 지식을 요하
는 앱은 폐기예정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표 4-3> 2017년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 앱 성과 측정 및 정비 결과
정비계획

유지

기관명

앱명

국립해양측위정보원

해로드(海Road)

국립해양조사원

요트낚시정보도

국립수산과학원

수온정보서비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이력조회

국립해양조사원

안전해

50)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
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5&nttId=62478(검색일: 201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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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개선예정

폐기예정

평가대상
제외

기관명

앱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익한수산정보

해양수산부

EyeMobile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물포획금지안내

부산항만공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국립해양박물관

MaritimeMuseum

부산항만공사

BPA-NETSmartLogistics(부산항만공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천일염생산이력제조회

국립해양조사원

조석예보앱

해양수산부

마린통

국립수산과학원

적조정보서비스

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속보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

부산항만공사

BPA동반성장

한국어촌어항협회

여행해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물도감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
le.do?bbsId=BBSMSTR_000000000015&nttId=62478(검색일: 2018. 6. 25).

제2절 국외 사례
1. 미국 Mycoast51)
미국에서는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자연재해, 해양쓰레기 등에 대
해 기록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인 ‘MyCoast’를 이용하면 연안에서 발
생하는 큰 조수(king tides), 폭풍(storm). 침수(flooding), 해양쓰레기
(marine debris) 등에 대해 사진을 찍어 전송할 수 있다. 시민이
51) 정지호, 「연안재해도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기록」, 『KMI 월간동향(해양수산)』, 2018년 제2월호,
pp. 7~9 부분을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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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oast’에 올린 사진은 사진을 찍힌 장소를 관할하는 주(state) 정부
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는
South Carolina, Connecticut, Maine, Massachusetts, New Hampshire,
Rhode Island, Texas, Florida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2018. 9. 6 기준) ‘MyCoast’를 활용하여 약 2,565명이 참
가하여 6,565여 건의 보고서, 1만 2,204여 개의 사진을 생산하였다.

<그림 4-9> 시민들이 찍은 연안재해(King tide) 관련 사진 예시(Rhode Island)

자료: 정지호, 「연안재해도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기록」, 『KMI 월간동향(해양수산)』, 2018년 제2월호,
p.8(원문: https://mycoast.org/ri(검색일: 2018. 2. 14)).

시민이 ‘MyCoast’를 활용하여 자연재해, 해양쓰레기 등에 대한 사
진을 업로드하면 사진이 찍힌 시점과 지역에 대한 조석, 기상 관련
데이터가 추가되어 보고서 형태로 작성되며 보고서는 관련 주 정부
부서로 전송된다. ‘MyCoast’를 통해 생성된 보고서는 주 정부가 연안
취약성(Coastal Vulnerability) 등 자연재해를 평가하고 대응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미국 MyCoast는 스마프폰을 활용한 시민과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이다. 스마트폰 등 각종 모바일, 네트워크
기기와 기술은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조사에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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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주 정부 전송 보고서 예시(South Carolina)

자료: 정지호, 「연안재해도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기록」, 『KMI 월간동향(해양수산)』, 2018년 제2월호,
p.8(원문: https://mycoast.org/reports/33870(검색일: 2018. 2. 19)).

<표 4-4> 미국 Mycoast 개요
구분
목적
개발 주체

세부 내용
시민이 연안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에 참여
미국 South Carolina, Connecticut, Maine, Massachusetts, Florida 등

Ÿ 자연재해: 조수(king tides), 폭풍(storm). 침수(flooding)
안전 신고 대상 Ÿ 해양쓰레기(marine debris)
Ÿ 방치 선박(abandon boats)
활용

Ÿ 주 정부는 정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연안취약성(Coastal Vulnerability)
을 평가하고 대응 계획 및 사업 시행

실적

Ÿ 참여자 : 2,323명
Ÿ 보고서 : 6,353 건
Ÿ 사진 : 11,824

인센티브

Ÿ 피해지역 정책과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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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

어플 사진

자료: https://mycoast.org(검색일: 2018. 7. 9).

2. Global Fishing Watch52)
글로벌 피싱 워치(Global Fishing Watch: 세계 어로 감시)는 선박
자동추적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데이터를 분석
해 세계 바다의 어업활동을 표시해주는 웹사이트다. 구글이 지도 제
작업체 스카이트루스(Skytruth)와 해양보호단체 오세아나(Oceana)와
함께 협력하여 글로벌 피싱 워치를 개발하였다.
글로벌 피싱 워치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투명성을 증진하고 연
구·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 피싱 워치를 활용
해 불법 어선들을 감시, 포착할 수 있다. 개발 초기에 추적된 어선 수
는 약 3,000척이었으나, 현재는 약 7만여 척이다.53)
52) http://westcoast.whalealert.org/index.php?page=about-us(검색일: 201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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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글로벌 피싱 워치(map) 사이트 화면

자료: http://globalfishingwatch.org/map/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8. 6. 26).

글로벌 피싱 워치로 과거부터 광범위하게 집약적으로 이루어진 어
업활동의 공간적, 시간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글로벌 피싱 워치로 산타 바바라 대학,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Pristine Seas), 스카이트루스, 델하우지 대학, 스탠포드
대학, 구글의 연구 파트너와 공동으로 전 세계 어업활동을 분석하
여 고해상도 어업활동 지도를 제작하였다.54) 어업활동 지도를 통
해 전 세계 해양의 55%가 어업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Kroodsma et al., p. 904). 이 분석을 통해 어획활동 패턴도 확인하
였는데, 어획활동 패턴은 휴일과 같은 문화적, 정치적 사건의 영향을

53) 최희정(2018), 「빅데이터 기술로 어업활동 파악: 글로벌 피싱 워치(Global Fishing Watch)」,
『KMI 월간동향』, 제4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 97.
54) 최희정(2018), 「빅데이터 기술로 어업활동 파악 : 글로벌 피싱 워치(Global Fishing Watch)」,
『KMI 월간동향』, 제4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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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고, 단기적인 경제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 예
를 들어 중국의 휴가 혹은 금어기는 계절적인 기상 변화보다 어업활
동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 스페인, 대만, 일본, 한국 등 5개 국
가가 공해 어획량의 85%를 차지하였다(Kroodsma et al., p. 904).

<그림 4-12> 전 세계 어업 활동 분포 및 특성

자료: Kroodsma et al.(2018), “Tracking the global footprint of fisheries,” Science, 359, p. 904.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및 어선
위치추적시스템(VMS: Vessel Monitoring System) 정보는 어선 추적
에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AIS 및 VMS가 주로 대형 어선에 설치되어
소형 어선은 위치 확인이 어렵다. 각국마다 위치정보 추적 장치 설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하에서 수많은 어선의 위치 추적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설치된 어선에서 어부가 AIS 혹은
VMS 장치를 끄거나, 잘못된 위치를 보고하여 탐지를 피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위성영상은 어선을 탐색할 수 있지만, 데이터의 접근이
어렵고 전 해역을 대상으로 매일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
다. 최근 NASA 인공위성에 탑재된 Visual Infrared Imaging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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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meter Suite(VIIRS) 센서에서 수집한 저조도 영상 데이터(low
light imaging data)는 어선의 빛을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NOAA
의 Earth Observation Group은 VIIRS 어선 탐지의 야간 지도를 구축
하여 제공한다.55)

<그림 4-13> 글로벌 피싱 워치의 야간 어선 탐지 지도 화면

제
4
장

자료: http://globalfishingwatch.org/research/viirs/(검색일: 2018. 6. 26).

NOAA는 VIIRS가 탐지한 어선의 유형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의 일
환으로 VMS(글로벌 피싱 워치 자료)와 VIIRS 자료를 일치시키는 알
고리즘을 개발했다. 이 알고리즘으로 VIIRS로 탐지된 어선의 84%가
VMS가 없는 선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 세
계 수많은 어민들이 집어등을 사용한다. VIIRS 어선 탐지 결과는 어
선활동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VIIRS와 VMS·AIS 트랙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능력은 불법 어선을 발
55) http://www.astronomer.rocks/news/articleView.html?idxno=81805(검색일: 201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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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어업활동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 피싱 워치는 인공위성,
VMS·AIS, 공간 분석 기술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해
양활동의 주기적인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를 통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어업활동 정보는 정부 혹은 관리 기관이 어업활동을 관리하고, 지
속가능성 목표에 도달하는 데 과학에 근거한 투명한 의사 결정을 하
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관리 경계를 정하
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중요한 해양공간에서 어업활동을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해양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컴퓨팅 환경 발전, 인공위성 증가, 빅데이터·머신러닝 기법 등이
글로벌 피싱 워치의 정보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글로벌 피싱 워치
알고리즘은 약 2,200만 개 AIS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를 기계
가 아닌 전문가가 하루종일 하게 되면 1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56)
그동안 해양수산 분야에서 많은 정보가 관측·생산되어 데이터베이
스화 되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빅데이터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재생산하고 가공하는 기술이 요구되며, 해양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
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57)

56) http://globalfishingwatch.org/press-release/tracking-fishing-from-space(검색일: 2
018. 6. 26).
57) 서영상(2018), 「우리 수산생태계 변화, 빅데이터 활용예측」, 『Ocean insight』, No. 3,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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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ale Alert58)와 Whale mAPP59)
Whale Alert과 Whale mAPP은 고래를 관찰하여 신고하고 보호하
기 위한 앱이다.

<그림 4-14> Whale Alert와 Whale mAPP 화면

자료: http://www.whalemapp.org/(검색일: 2018. 6. 26.); http://www.whalealert.org/(검색일:
2018. 6. 26).

Whale Alert60) 앱은 캘리포니아에서 선박으로 위험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국립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해양수산국(NMFS: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은 선박 충돌이 동태평양에서 멸종 위기에
놓인 Blue, Humpback, Fin whales에 대한 위협임을 확인했다. 1988
년과 2012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적어도 백 마리의 고래
가 선박 충돌 사고를 당했다. 실제 수치는 문서화된 수치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높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Whale Alert 앱은 손쉽게 고래 목격을 신고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58) http://www.whalemapp.org/(검색일: 2018. 6. 26).
59) http://www.whalealert.org/(검색일: 2018. 6. 26).
60) http://westcoast.whalealert.org/index.php?page=about-us(검색일: 201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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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어부, 선원, 자연 보호자가 Whale Alert를 사용한다. 앱은 전문
가용과 일반시민용 두 가지로 개발되었다. Spotter Pro 앱은 전문가,
선박 운영자, 낚시 보트 운영자, 고래 관찰 자연보호자, 어부가 사용
하며, Whale Alert 2.0 앱은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
다. Spotter Pro 앱은 고래 관광 비즈니스 활성화와 고래와 선박 간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한 West Coastwide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숙련된 전문가를 위해서 개발되었다.
앱에 수집된 데이터는 미국 해안경비대의 해상교통관제서비스
(U.S. Coast Guard’s Vessel Traffic Service)61)에 전달되고 해상교통
관제서비스는 고래가 출현했을 때 선박 운영자에게 속도를 낮추거나
경로를 변경하도록 요청한다. 이 앱의 궁극적 목적은 고래의 선박 충
돌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과학·혁신 기술, 공동체 협력을 활용하는 것
이다.
해양포유동물 분포를 지도화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
는 전통적인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Whale mAPP이 개발되었다. Whale mAPP은 누구나 관찰한 결과를
제출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모바일과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다. 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관찰·목격을 기록하고 경로를 추
적 및 표시하며 사진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지오데이터베이스
(geodatabase)로 전송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전 교육과정 자
료로 활용되며, ArcGIS Online 서비스를 사용하여 공간 활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Whale mAPP 사용자가 수집한 데이터는 연구 및 관리

61) 해상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 해상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박을
탐지하고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운영하여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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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해양포유동물에 대한 지식 기반을 보완한다.
해양포유동물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
다. 그동안 해양포유동물 개체 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
였다. NOAA는 사전 설계된 기선(transects)에 따라 관찰 데이터를 수
집해왔다(Stelle and King, 2015, p. 153). 하지만 이 조사는 종 분포
와 양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하지만 예산의 제약으로 조사 빈도가 감
소했다. 또한 이 연구들은 비교적 넓은 지역을 다루지만, 계절에 따
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지는 않는다. 조사 범위와 빈도를 늘리면 해양
포유동물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은 향상시킬 수 있지만 상당
히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웹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Whale mAPP을 사용하면 GPS
기반 안드로이드(Android) 스마트폰을 소유한 자면 누구든지 고래
관찰을 기록하고 전문가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지오데이터베이
스에 해당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함께 개발된 웹사이트는 종의 관
찰 위치, 행동, 그룹 크기 및 사진을 대화 형식으로 즉각적으로 제공
한다.
Whale mAPP은 대중, 특히 학생들이 유효한 과학연구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자원봉사자는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을 통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관찰 기록을 제공하고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참가자와 비교하여 결과를 즉시 볼 수 있
다. 그들은 동적 지도의 한 점을 쉽게 클릭하고 종에 관한 추가 정보
와 함께 관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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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기존 조사 양식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자료: (위) Lei Lani Stelle and Melodi King(2015), “Whale mAPP: Engaging Citizen Scientists to
Contribute and Map Marine Mammal Sightings,” Ocean solution, Earth solutions, Esri P
ress, p. 157; (아래) https://www.nbcbayarea.com/news/local/Whale-Sightings-There
s-an-App-For-That-224653301.html(검색일: 201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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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웹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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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ei Lani Stelle and Melodi King(2015), “Whale mAPP: Engaging Citizen Scientists to
Contribute and Map Marine Mammal Sightings,” Ocean solution, Earth solutions, Esri
Press, p. 159.

데이터 품질은 전문가가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이에 따라
Whale mAPP은 가능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다(Stelle and King, 2015, p. 164). 안드로이드 어플리
케이션의 관측 데이터 수집 양식은 전문사용자가 사용하는 설문양식
을 기반으로 했으며 해양포유동물 조사의 표준을 반영했다.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는 과학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전문가 및 공공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가 whalemapp.org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할 때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해양생물 교육이나
83

고래 관찰 자격증과 같은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이것은 과학자가 데
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가 제출한 자료만을 포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자 유형별로 정렬할 수 있어 연구자에게 유용
한 정보를 구축하는 데 핵심 구성 요소가 된다. 또한 옵션을 수동으
로 입력하거나 관찰 세부정보를 추측하여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기
록되도록 하는 대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관찰 양식에서 드롭
다운 메뉴로 사용자에게 표시된다. 이것은 개수, 행동, 날씨 및 해상
상태와 같은 관찰형태의 필드에 특히 유용하다. 그리고 제출된 정보
의 복잡성·다양성을 줄여준다.
전통적인 조사 양식으로 관측치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시간(시계에
서), 위치(GPS에서) 및 종 정보를 미리 인쇄된 데이터 시트에 기록해
야 한다. Whale mAPP은 모든 위치가 GPS(Garmin GPSmap 62s)로
저장되었으며 위도와 경도는 백업으로 기록되었다. 실제 현장에서
전통적인 조사 방식과 Whale mAPP 앱을 활용한 조사방식 이 두 가
지 형태의 데이터 수집에 관련된 시간은 비슷했다. 조사 소요시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집된 데이터를 공간정보 형식으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추가시간이다. 전통적인 조사방식은 이 과정에서는 손으로
쓴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Microsoft Excel)로 복사하고, GPS
에서 포인트와 트랙을 업로드한 후 GIS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지도를
만들고, 관찰된 종을 표시한다. 반면에 Whale mAPP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절차는 훨씬 더 간단했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화면에
서 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경로가 기록될 때 트랙 라인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사용자의 지도 보기에 표시되었다. 지도 보기에서 각 관찰
에 대한 세부정보를 기록하는 데 관찰 양식이 사용되었다. 관찰 결과
가 저장되면 기록된 종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맵 보기에 점 기호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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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트랙 라인과 포인트 관측을 Whale
mAPP 기능 서비스에 자동으로 동기화하도록 설계되었다.
해양포유동물은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악화로 위협에 직면하고 있
다. 각 종의 분포 및 서식지 이용 정보는 관리에 매우 필수적이다. 그
러나 넓은 해양과 예산 부족으로 데이터 수집이 어려웠다. Whale
mAPP은 해양포유동물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관찰하는 사람이 증가
함에 따라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바일 기술은
관심 있는 시민을 확장시키고 동시에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
다. Whale mAPP은 사용자가 과학적 연구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해
양생물의 청지기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권장하
는 동시에 기본 데이터 수집을 위한 표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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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주 CoastSnap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환경유산부(Office of Environment &
Heritage)는 주요 해수욕장 사진촬영을 통한 해빈 및 해안선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ommunity
Beach monitoring’이란 프로그램으로 일반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
로 참여가 가능하다. 해변에 설치된 거치대를 통해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를 제어하며 촬영 당시의 해변 상태, 해안선 위치 등을 기록한
다. 시민이 촬영한 사진은 침식발생 현황 및 백사장 복구주기와 장기
추세 파악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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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호주 CoastSnap 예시
지역

세부 내용
촬영지점

촬영 사진

촬영지점

촬영 사진

tallow
beach

Cies
beach

자료: 호주 Coastsnap 소개 웹페이지, https://www.environment.nsw.gov.au/research-and-pub
lications/your-research/citizen-science/digital-projects/coastsnap(검색일: 2018. 7. 9).

촬영방법은 스마트폰을 촬영지점의 거치대에 카메라가 왼쪽으로
향하게 올려놓는다. 그다음 줌 또는 필터 효과를 사용하지 않고 스마
트폰 기본 카메라로 표준사진을 촬영한다. 거치대에서 스마트폰을
제거하여 SNS(Facebook, Instagram) 또는 이메일로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 된다. 전송한 사진은 추가적으로 해빈 단면 측량, GPS 측량
등을 통한 자료와 결합되어 해안선 변화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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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호주 CoastSnap 활용 예시
항목

세부 방법

해안선
변화

백사장
장기변화

자료: 호주 Coastsnap 소개 웹페이지, https://www.environment.nsw.gov.au/research-and-pub
lications/your-research/citizen-science/digital-projects/coastsnap(검색일: 2018. 7. 9).

5. 호주 Photomon
Photomon은 호주 서부지역의 자연환경단체인 NACC(Northern
Agricultural Catchments Council)62)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Photomon은 2013년부터 시작되어 80명의 자원봉사자가 100개의
포인트에서 약 1만 500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시민이 촬영한
사진은 해안선 후퇴 계획에 대한 자료로 활용된다.

62) 동식물 보호, 환경문제, 문화유산 보호 및 해안 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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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호주 Photomon 개요
세부 내용
촬영지점

가이드 사진 다운로드

방향 지정

사진 촬영

자료: 호주 Photomon 소개 웹페이지, https://www.nacc.com.au/photomon/#sc-tabs-153353
2038232 (검색일: 2018. 7. 9).

서부에 위치한 90개의 해안지역을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되며 자원
봉사자가 주기적으로 해수욕장 사진을 촬영 및 전송한다. 담당자는
백사장 변화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Photomon은 가이드 사진을 참고하여 이전에 촬영한 화면과
동일한 시야로 촬영이 가능하다. 정기사진 촬영 날짜에 알려주는 알
람 기능도 있으며 셀룰러 네트워크 및 WiFi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
이 자동으로 업로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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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점
국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연안·해양정보 구축에서 시민 참여에 대
한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컴퓨팅 환경 발전, 빅데이터·머신러닝 기법, 공간분석 기술
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주기적인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피싱 워치는 시민이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AIS, 인공위성 자료를 통해 어업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 전통
적인 조사와 비교하여 큰 차이점은 수집된 조사 결과를 데이터로 구
축하고 다른 정보와 융합하여 변환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
여준다는 것이다.
둘째, GIS 기반의 모바일 기술 발전은 연안·해양조사에 시민이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켰다. 일반시민 스마트폰의 해안 사진 정
보는 해안선의 변화를, 재해 발생 사진 정보는 조석과 기상 데이터와
함께 처리되어 연안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었다. 각종 조사·
관찰의 결과인 사진 정보가 GIS 정보로 가공되어 재해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셋째, 해양생태계와 해안선 관리 분야에서 시민 참여 조사 정보는
그 활용성이 높았다. 국가 차원의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존 데이
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 호주의 해안선 사진 정보는 침식 발
생 현황, 백사장 복구 주기와 장기 추세 파악에 활용된다. 미국의 고
래 출현 정보는 해상관제 서비스를 통해 고래 출현 지역의 항행을 조
정함으로써 선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넷째, 시민 참여 조사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례별로 가능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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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다. 시민 참여자의 유형을 분리하
거나 조사 양식을 통해 입력을 제어함으로써 양질의 정보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 과정은 연안·해양 정보를 확보하는 것과 더
불어 연안·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 관련
정책 참여를 이끌 수 있었다. 시민들이 과학적 탐구 과정에 참여하도
록 허용하면 인식, 권한 부여, 감시자 역할이 부여될 수 있다. 또한,
시민 과학자의 참여는 역사적으로 환경 관리 노력에 대중, 전문가,
정책입안자를 분리시킨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Stelle
and King, 2015,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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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시민 참여 연안·해양 정보 구축 방향
1. 시민단체 연안·해양조사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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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조사 개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연안·해양 분야 조사 현황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연안 ‧ 해양조사를 실시하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연안·해양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조사(활동) 실태, 조사(활동) 시 모바일 기기 활용
현황, 향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활용 수요 등의 항목으로 구성
되었다(부록 설문조사서 참조).
설문기간은 2018년 6월 4〜22일이며 연안·해양에서 조사 및 활동
이 활발한 특별관리해역(마산만, 광양만, 시화호), 통영, 여수 시민단
체 등 15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시민단체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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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이며 15개 연안·해양 조사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였다. 의견을 작
성한 연안·해양조사 분야는 주로 해양보호구역 시민 모니터링, 해양
쓰레기 조사 등이다.

<표 5-1> 시민단체 연안·해양 조사 단체 및 조사명
지역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조사명

조사 단체 및 기관

마산만 유입 하천 오염원 조사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마산만 시민모니터링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전국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국가해양쓰레기모니터링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마산만 봉암갯벌 시민모니터링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경남동시조류조사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마산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지 현황 조사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통영

해안생물조사 및 달랑게
한일 공동조사

한국생태환경운구소

진해만 해안가 생태조사

유한회사에코힐링

시화호 시민모니터링

시화호생명지킴이, 해양환경교육센터

시화호 바이오블리츠

시화호생명지킴이, 해양환경교육센터

연안지역 쓰레기 실태조사

환경운동연합

통영, 거제 연안의 잘피밭과
생물상 조사

개인조사

통영의 해안경관 및
해양생물시민모니터링

통영환경운동엽합

고창 부안
고창부안연안습지 시민모니터링 서남해환경센터
연안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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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결과
(1) 시민단체 연안·해양조사 분야
응답 결과 연안·해양에서 저서생물, 염생식물, 조류, 생물조사가
11개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외 해양쓰레기 조사결과 3개 사례,
오염원 조사 1개 사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조사 1개 사례
가 파악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은 정부(해
양수산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이었다.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도 조사되었으나 자체조사 사업은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5-2> 시민단체 연안·해양조사 발주기관
조사명

조사 발주기관

마산만 유입 하천 오염원 조사

해양수산부

마산만 시민모니터링

해양수산부

전국해안쓰레기 모니터링

해양수산부

국가해양쓰레기모니터링

바다공동체 오션(해양수산부)

마산만 봉암갯벌 시민모니터링

바다공동체 오션(해양수산부)

경남 동시 조류조사

해양수산부(마산지방해양수산청)

마산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현황 조사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경상남도)

해안생물조사 및 달랑게 한일 공동조사

공익재단법인 NPEC

진해만 해안가 생태조사

자체 조사

시화호 시민모니터링

해양수산부(평택지방해양수산청)

시화호 바이오블리츠

해양수산부, 안산환경재단

연안지역 쓰레기 실태조사

자체 조사

통영, 거제 연안의 잘피밭과 생물상 조사

자체 조사

통영의 해안경관 및 해양생물시민모니터링

경남람사르환경재단 지원사업

고창부안연안습지 시민모니터링

해양수산부(군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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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단체 연안·해양조사의 조사기간 및 실적
가. 시민단체 연안·해양조사의 조사기간
응답결과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조사는 마산만 봉암
갯벌 시민모니터링, 전국해양쓰레기모니터링, 연안지역쓰레기실태조
사, 시화호 시민모니터링 등이다. 그 외 대부분의 사업은 1~2년간 단
기적으로 진행되거나 최근 1~2년 사이 시작된 사업들이었다. 장기적
으로 연속성을 가진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표 5-3> 시민단체 연안·해양조사 조사기간
조사명

조사기간

고창부안연안습지 시민모니터링

2016년 5월~2018년 6월 현재(3년간 실시)

마산만 유입 하천 오염원 조사

2017년, 2018년 하천별 연 1회

마산만 시민모니터링

2018년 5~12월(예정)

전국해안쓰레기 모니터링

2015~2018년

국가해양쓰레기모니터링

2008~2018년

마산만 봉암갯벌 시민모니터링

2008~2018년(2018년 6~12월 예정)

경남동시조류조사

2012~2018년 현재 월 1회

마산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현황 조사 기간: 2017~2018년
해안생물조사 및 달랑게 한일 공동조사

2016년 8~9월, 2017년 7~11월

진해만 해안가 생태조사

2018년 3~ 5월

통영, 거제 연안의 잘피밭과 생물상 조사

부정기적

통영의 해안경관 및 해양생물시민모니터링

2016년 4∼10월
3계절 조사(봄, 여름, 가을)

연안지역 쓰레기 실태조사

2006~2017년

시화호 시민모니터링

2013~2017년

시화호 바이오블리츠

2015~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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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민단체 연안·해양조사의 실적
시민단체 연안·조사 활동을 통해 생물종, 멸종위기종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 5-4> 시민단체 연안·해양조사 주요 조사실적
조사명

조사실적

고창부안연안습지
시민모니터링

Ÿ 습지보호지역 내 칠면초 등 서식 군락지 변화상 정리/연안
습지 서식 보호대상해양생물 분포 현황 정리(붉은발말똥
게, 대추귀고둥, 흰발농게 등)/물새류 천연기념물 및 법적
보호종 발견위치 및 분포 현황 정리

마산만 유입 하천 오염원
조사

Ÿ 기간: 2017년 하천별 연 1회/창원지역 30여 개 하천/시
점~종점부/우리 단체 9개 조사/성과: 2017년 보고회 진
행. 하수 및 하천과 장단기 개선책 마련

마산만 시민모니터링

Ÿ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덕동만 수질, 대형저서동물, 염생식
물, 조류, 멸종위기종 조사

전국해안쓰레기 모니터링

Ÿ 기간: 연중 4회(4년차/3개월 단위) / 전국 300여 개 구간
중 우리 단체 13개 조사(고성~창원)

국가해양쓰레기모니터링

Ÿ 기간: 연중 6회(홀수 달/11년차) 전국 40개 구역 중 마산만
봉암갯벌

마산만 봉암갯벌
시민모니터링

Ÿ 기간: 2008~2018년 현재 6~12월/성과: 최종보고서 1~9
권 발행, 멸종위기종 확인으로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교
두보 역할, 관리계획수립 시 반영, 봉암갯벌과 마산만의
변화 시민인식 증진

경남동시조류조사

Ÿ 기간: 2012~2018년 현재 월 1회/경남 10여 개 지역 중 마
산만 봉암갯벌지역

마산로봇랜드,
Ÿ 대상지 주변 멸종위기종 발견
구산해양관광단지 현황 조사
Ÿ 기간: 2016∼2017년
해안생물조사 및 달랑게 한일
Ÿ 지역: 광암해수욕장(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
공동조사
리)
진해만 해안가 생태조사

잘피 서식지 활동 군락 범위가 확대된 것을 발견, 소쿠리 섬
쓰레기 50Kg 가량 수거

통영, 거제 연안의 잘피밭과 Ÿ 2010년부터 통영 견내량 잘피밭과 인근 생물상을 조사함.
생물상 조사
그 결과물로 여러 멸종위기종을 발견하고, 견내량 잘피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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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조사실적
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준비 중
Ÿ 거제 사곡만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매립 대상지 생태계 조
사를 2017년부터 부정기적으로 실시. 멸종위기종 등 발견

통영의 해안경관 및
해양생물시민모니터링

Ÿ 기간: 2016년 4∼10월
Ÿ 지역: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선촌마을 마을어업 336호 지선
Ÿ 도감 제작

연안지역 쓰레기 실태조사

Ÿ 2006년 여수지역 8개 섬지역에서 조사 실시/2007년 여수
지역 6개 섬 매립장에서 조사 실시/2012년 여수 월호도 밀
진포 조사/2013년 여수 하멜등대 부근 조사/2015년 여수
금오도, 안도 조사/2017년 여수 개도 조사

시화호 시민모니터링

지역: 시화호 남측 유역

시화호 바이오블리츠

지역: 시화호유역 갈대습지

(3) 시민 참여 조사 사례별 주요 내용
가. 습지보호지역 시민모니터링
습지보호지역의 변화를 기록하고 습지 복원과 보전을 위해 시민모
니터링 방법이 활용된다. 시민모니터링은 시민이 참여하여 직접 생
물자원을 조사하고 자원을 목록화하는 활동이다. 마산만 봉암갯벌,
고창·부안연안습지보호지역,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등에서 진행 중이
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서 사업 예산을 마련하고 시민단체가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
영된다. 시민단체는 전문가 교육 후 전문가 동행조사, 특정구간의 변
화 기록, 종·개체수 확산 정도, 침식과 퇴적여부 등을 기록 및 사진자
료로 남기고 있다.
마산만 봉암갯벌에서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여 수질, 대형저서
동물, 멸종위기종, 식물, 조류, 야생동물의 흔적을 조사하고 있다. 고
창부안갯벌에서는 저서동물, 염생식물, 물새류, 갯벌문화와 법적보호
종 등의 조사를 실시하면서 연안습지 생태계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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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다. 식생대 분포도 작성, 법적보호종 분포도 작성 등을 기록하고
있다. 시화호에서는 시화호 유역 조류, 식물, 저서생물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봉암갯벌, 고창·부안갯벌에서
는 조사 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시화호에서는 커뮤니티 매핑 앱을 이용하여 관측 현장 위치
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전국 40개 해안에 발생하는 해안쓰레기 성상 및 종류를 모니터링
하는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과 해안의 신속한 쓰레기 수거를 위
해 우선순위 선정 방법을 찾기 위한 전국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이 시
민단체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은 지점
명, 참여단체명, 참여인원, 20개 구간 중 난수표로 정해진 4개 지점
쓰레기 성상(플라스틱은 세분화된 항목, 유리, 목재 등으로 구분)과
종류별 개수, 무게 측정, 외국기인 쓰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된 자연해안 지점을 조사
하고 지점명, 조간대 면적, 발생정도(0~10레벨), 발생원인, 배후지역
특성, 청소용이 정도를 파악해서 자체 제작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해 조사결과를 입력하고 있다. 가로 100m 구간의 조간대 폭 안에
10*10m 대표구간 사진촬영, 전체 구간의 쓰레기 레벨(0~10) 적기,
가장 많은 쓰레기 표시, 발생원인 적기, 4장의 사진(시점부, 종점부,
대표구간, 참고사항) 촬영 결과를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고 있다.

다. 마산만 유입하천 오염원 조사
마산만 유입하천 오염원 조사는 창원 하천(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유입하천) 현황 파악 및 오수 유입 지점 확인, 수질 분야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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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통해 하천 통합관리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모니터링 대상
사천은 26개이고, 모니터링 참가 단체는 가톨릭여성회관, 마산YMCA,
마산YWCA, 창원YMCA, 푸른내서주민회, 한국생태환경연구소, 경남
생명의숲,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등 총 10개 단체다.

<그림 5-1> 마산만 유입하천 오염원 조사 워크숍

자료: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내부자료.

마산만으로 들어오는 하천의 시점부터 종점부까지 도보로 오염원
유입원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하천연장, 유로연장, 유역면적,
하천정비(생태하천조성) 여부를 파악해 각 하천별 세부사항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글 지도를 활용한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 오염원 유입 위
치를 지도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지도는 SNS 및 홈페이지(마산지역
지도: https://goo.gl/pRiHMz, 창원지역 지도: https://goo.gl/X9hiZe,
진해지역 지도: https://goo.gl/vTnD1i)에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자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사진을 촬영(위치
정보 확인)하고, 직접 구글 지도에 위치를 기록하며, 페이스북 등 SNS
를 이용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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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마산만 유입하천 오염원 조사결과(마산지역, 창원지역, 진해지역 순)

자료: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내부자료.

<그림 5-3> 마산만 유입하천 오염원 조사 시민 참여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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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내부자료.

라. 현안 관련 활동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매립이 수반되는 사업 대상지 및 대상지 주
변에 대한 생물종 서식을 조사하는 활동도 설문으로 응답되었다. 주
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해양의 영향, 생물종의 변화, 멸종위기종
보존 등이 주요한 관심사항이었다. 환경영향평가나 사후환경조사에
서 누락되는 생물종에 대한 조사에 관심을 많이 표시하였다. 또한 소
규모 사업의 경우 정보 접근이 어렵고 사업진행 시점에서 생물서식
에 대한 고려가 간과되는 경우가 많아 멸종위기종, 해양보호종 등의
99

서식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 제작 요구가 있었다.

(4) 모바일 기기 활용 현황 및 수요
현재 시민단체의 연안·해양조사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는
주로 사진 기록용, 위치 정보 확인용, 커뮤니케이션 용도 등 보조기
기로 사용되고 있었다.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에서 별도의 어플리케이
션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육상기인 오염원 조사, 시민모니터링 등에
서도 커뮤니티 매핑을 위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주 용도로 활용하는 활동은 미약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5> 시민단체 연안·해양조사 모바일 기기 활용
조사명

모바일 기기 활용 여부

고창·부안 연안습지 시민모니터링

카톡방을 통해 현장 모니터링 현황 및 자료 등을
바로바로 공유함

마산만 유입 하천 오염원 조사

조사 후 구글 지도 이용

마산만 시민모니터링

스마트폰 사용 안함(사진 기록용으로 일부 사용)

전국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스마트폰 기기 현장 사용

국가해양쓰레기모니터링

스마트폰 기기 현장 사용 가능. 조사 후 프로그
램에서 입력

마산만 봉암갯벌 시민모니터링

스마트폰 사용 안함(사진 기록용으로 일부 사용)

경남 동시조류조사

스마트폰 사용 안함

마산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현황 조사

스마트폰 사용 안함(사진 기록용, 위치확인용으
로 일부 사용)

해안생물조사 및 달랑게 한일 공동조사

없음

진해만 해안가 생태조사

스마트폰 활용하지 않음

통영, 거제 연안의 잘피밭과 생물상 조사 스마트폰을 가끔 사진이나 동영상 찍는 데 활용함
통영의 해안경관 및 해양생물시민모니터링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
연안지역 쓰레기 실태조사

사용하지 않음

시화호 시민모니터링

커뮤니티매핑 앱을 이용, 관측 현장 좌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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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시화호 바이오블리츠

모바일 기기 활용 여부
탐사한 생물종에 대한 기록을 위해 커뮤니티 매
핑 사용

시민단체 연안·해양조사에서 모바일 기기 활용 수요는 ① 커뮤니
케이션 용도, ② 오폐수 유입 확인 및 지점 기록, ③ 법정보호종, 야
생동물 등의 흔적, 개체수 등 기록, ④ 대규모 사업 전후 모습 비교,
⑤ 연안 생물 및 환경 설명, ⑥ 간편하고 활용성이 높은 어플리케이
션 개발 등으로 조사되었다.

(5) 기타 의견
시민단체가 제시한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관련 앱의 활용도가 낮다. 네이처링 등 앱이 활용되고
있으나 활용도가 떨어지며 지점별(지자체 읍면동 등 서식지점) 법정
보호종의 서식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시민모니터링
의 결과가 행정, 연구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연안습지의
변화상을 기록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지로 가능하므로 다양한 사람
들이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단체에도 연안습지보호지역 관리 차원에서 보조금 등 다
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시민 참여형 생태계 조사를 하려면
참가자들에게 조사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생태계 조사는 전문
가들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형태로만 했었는데,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용형태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 지자체가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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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 정부가 시민단체에게 정산이 필요 없
는 지원금을 주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7) 시사점
시민단체의 연안·해양 분야 조사로 생물종 조사(저서생물, 염생식
물, 조류), 해양쓰레기 조사, 육상 오염원 조사, 현안 조사 등이 이뤄
지고 있었다. 시민모니터링, 해양쓰레기 조사, 환경관리해역 해양환
경개선사업 등 대부분의 조사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사업이
며 일부 지자체 예산으로 조사되는 사업도 있었다.
현재 일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시민모니터링에서 자체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대부분은 모바
일 기기를 이용해 사진촬영 용도나 위치확인 용도 또는 커뮤니케이
션 용도로 사용되었다. 모바일을 이용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커뮤니
티 매핑 방식이었다. 하지만 많은 단체에서 모바일 기기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없는 상황이다. 향후 모바일 기기 활용 수요 또
한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시민단체에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를
원하고 있다. 현안이 발생하거나 각종 생물조사 시에도 기존의 조사
결과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거나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업데이
트 또한 부정기적이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래서 지
점별(지자체 읍면동 등 서식지점) 법정보호종의 서식 현황을 확인하
고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조사된 결과를 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하다.
또한 연안·해양조사는 일정 수준의 전문성이 수반되는 활동이 대
부분으로 일반시민이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단체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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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 해양조사는 조사 구역이 넓고 대표지역
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시민 참여 연안·해양 정보 구축 방향 및 추진과제
연안·해양 분야를 비롯한 전반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정
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이 되는 이슈에 대해 정확하
고 풍부한 기초자료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연안·해양 분야
각종 법률에서는 기초조사 시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오랜 기간 각종 법률에 근거한 국가 조사가 실시되었으
며 다양한 분야에 많은 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양수산부는 총 19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316억 원
의 예산이 투입되었다(해양수산부, 2017).63)
국가 조사는 조사 시기, 조사 지역, 조사 주기 등의 제약으로 연안·
해양 분야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국가 조사의 한계와 문제는 모바일, 빅
데이터, IoT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시민의 참여로 보완 가능하다.
현재도 국가가 시행하는 조사 혹은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
고 있으나 참여 범위와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제한적이다. 최근 급속
하게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국가 조사에 시민의 참여
를 활발하게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4
63) 해양수산부(2017), 「2016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안)」 ,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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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 호주, 프랑스 등에서는 시민과학(citizen science)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자연환경 분야 대부분의 조사항목에 대해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에서 활발한 시
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일반 시민의 공공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자발적 참여 의지가 높은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등
을 중심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기기의 발전도 기여하고 있다. 앞서 살
펴본 국외 사례를 포함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민과학 사례는 무
수하게 많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시점이 되었다.
연안·해양 분야 국가 조사에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① 국내외 시민 참여 동향, ② 국내 연안·해양
분야 국가 조사 한계와 문제점, ③ 스마트폰 등 모바일·네트워크 기
기를 활용한 국내·외 사례 분석, ④ 연안·분야 시민단체 설문조사 등
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였다.

<표 5-6>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연안·해양 분야 조사여건 분석 종합
구분

핵심 내용

추진과제 도출 시사점

Ÿ 전 세계적으로 자연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시
민 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Ÿ 연안·해양 조사에서 자연
Ÿ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참여 조사 대부분
국내·외
환경 분야 우선 시민 참여
은 자연조사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가장 기본
시민 참여
필요
지식과 기술만 제공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동향
Ÿ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시민
Ÿ 발전하는 기술과 시민 참여가 결합하여 커뮤니
참여 유형 구분 필요
터 매핑(Community Mapping)과 같은 방식의
정보 생산과 공유가 주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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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안·해
양 분야
국가
조사의
한계와
문제

핵심 내용

추진과제 도출 시사점

Ÿ 우리나라 연안·해양 국가 조사는 조사 시기와
조사 지역의 제약으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
Ÿ 연안·해양 국가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
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며 재정 지원 Ÿ 국가 조사의 시간적, 공간
근거가 부족하여 관련 국가 조사에 소요되는 적, 재정적 제약을 극복하
비용이 부족함
는 데 시민 참여가 효과적임
Ÿ 연안·해양 국가 조사에서 생산·수집되는 정보 Ÿ 온라인, 소셜미디어 등을
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확보하고 통해 정부와 시민의 소통이
있으나 국민이 실제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확대되고 있으므로 국가 조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사에 시민 참여 확대 필요
Ÿ 정부는 온라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통을 추
구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연
안·해양 국가 조사에서는 시민 참여 기회가 거
의 없음

Ÿ 발전하는 모바일, 네트워크, 빅데이터 등의 기
술은 국가 차원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존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비용효과적임
Ÿ GIS 기반의 모바일 기술 발전은 연안·해양조
사에 시민 참여 기회를 확장시켜주고 있음
Ÿ 해양생태계, 연안재해, 해안선 관리 등 분야에
서 시민 참여 조사 정보의 활용성이 높음
모바일
Ÿ 시민 참여 조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기 활용
시민 참여자의 유형 분리, 조사 양식 제공 등 기
국·내외
반 조성 필요
사례
Ÿ 시민 참여 조사는 연안·해양 정보를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연안·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 관련 정책 참여를 이
끌 수 있음
Ÿ 정부가 만든 공공 앱은 전문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국민 수요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
하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

Ÿ 스마트폰 등 모바일, 네트
워크 기기와 기술을 연안·
해양 조사 분야에 적극 활
용 필요
Ÿ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시
민이 쉽고 효율적으로 국
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필요
Ÿ 해양생태계, 연안재해, 해
안선 관리 등에 우선 시행
가능
Ÿ 시민 참여는 연안·해양 정
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효과적임
Ÿ 국민 수요를 고려한 정보
제공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
한 앱 개발 필요

Ÿ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등 일부만 어플리케이션 Ÿ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
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참여가 가능한 분야와 방법
시민단체
촬영, 위치확인, 커뮤니케이션 등 용도로 사용 제시 필요
조사
Ÿ 시민단체 차원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Ÿ 시민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는 적음
서 현장에서 제시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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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핵심 내용

추진과제 도출 시사점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
Ÿ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조사지점에 대해 이미 할 수 있는 장치 필요
국가가 시행한 조사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Ÿ 시민 참여 유형 구분이 필
Ÿ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요하며 기초지식에 대한 교
위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역량 강화 필요 육 필요
Ÿ 시민 참여를 자발적 의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Ÿ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 합
정당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리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필요
자료: 저자 작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국가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참여가 필
요하다, 둘째, 최근 발달하고 있는 모바일, 네트워크 기기·기술은 시
민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국가 조사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셋째,
시민 참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술적,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
다. 넷째,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네 가지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 <표 5-7>과
같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5-7> 연안·해양 분야 국가 조사 시민 참여를 위한 추진과제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시민 참여 가능한 연안·해양 정보 목록 작성

Ÿ 시민 참여 가능성 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
Ÿ 평가기준에 따른 정보 목록 도출

시민 참여를 위한 기술적 기반 구축

Ÿ 연안·해양정보 기술적 실현 가능성 평가
Ÿ 시민 참여를 위한 기술 개발 추진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Ÿ 시민 참여를 위한 시민 유형 분류와 대상
선정
Ÿ 시민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Ÿ 시민 참여를 위한 국가 조사 체계 개선
Ÿ 국가 조사 시민 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Ÿ 시민유형별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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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민 참여 연안·해양 정보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1. 시민 참여가 가능한 연안·해양 정보 작성
1) 연안·해양 정보 도출 기준
일본 환경성(생물다양성센터)은 자연환경조사를 위해 전국에 1,000
개 정도의 모니터링 지역을 선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기본적인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모니터링 사이트 1000’으로 불리는 조사는
일본의 장기생태계 관측 중 핵심 조사에 해당한다. ‘모니터링 사이트
1000’을 운영하는 일본 환경성 산하 생물다양성센터는 자연환경조사
및 야생동물의 보전에 관여하는 대학, 연구 기관, 전문가, 지역 NPO,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조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현재까지(2018
년 3월 기준) 7개 연구단체를 포함해 총 6,000명이 참여하였다.

<표 5-8> 일본 모니터링 사이트 1000 개요
분야

조사지역

고산 지대

핵심지역
(매년 조사)

육지
숲 · 초원

주요 조사 항목

사이트 수 조사 주체

① 물리적 환경 조사
② 식생 조사
③ 곤충 조사

5

연구원

① 식물 개황 조사
②마다 나무 조사
③ 낙엽(落枝)조사
④ 지표 배회성 딱정벌레 조사
⑤ 육상 조류 조사

20

연구원

28

연구원

① 식물 개황 조사
준 핵심지역
② 마다 나무 조사
(5 년마다 조사)
③ 지상파 조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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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조사지역

주요 조사 항목

육상 조류 지역 ① 식물 개황 조사
(5 년마다 조사) ② 지상파 조류 조사

마을 주변
(里地)

육상
수역

419

시민
조사원

핵심지역

① 인위적 영향 조사
② 초본 식물 조사
③ 물 환경 조사
④ 지표 동물 연구(6 항목)

18

시민
조사원

일반지역

핵심지역 조사항목 중 1개 조사

219

시민
조사원

① 담수어 류 조사
② 수생 식물 조사
③ 저서 동물 조사

16

연구원

① 간카모류 조사
② 백조(成幼) 대비

81

시민
조사원

① 식물 개황 조사
② 물리적 환경 조사

9

연구원

① 해변 개황 조사
② 바다거북 산란 착륙 상황 조사

41

시민
조사원

① 저서 생물 조사
② 온도 조사

6

연구원

① 저서 생물 조사 등

10

연구원

① 갯벌 개황 조사
② 도요 물떼새 조사

144

시민
조사원

① 해초 조사 등

6

연구원

① 해초 조사 등

6

연구원

① 물리적 환경 조사
② 생물 서식지 파악

24

연구원

① 식물 개황 조사
② 모든 서식 조류 종 조사
③ 대상 종 조사

30

연구원

호수
거위, 오리
습지
모래

바다거북 지역

기

바다

연
안 갯벌 도요 물떼새류
해
지역
역 거머리
말장
조장
산호초

작은 섬

사이트 수 조사 주체

바다새 지역
합계

1,082

자료: 일본 ‘모니터링 사이트 1000’ 홈페이지, http://www.biodic.go.jp/moni1000/moni1000/inde
x.html/(검색일: 201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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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사이트 1000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생활·거주지역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종에 대한 조사에 시민 조사원이 참여하고 있
다. 예를 들면, 시민 조사원은 생활·거주지역에서 식별이 쉬운 조류
종의 출현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다. 또한 교육이 필요하면 조사
지침을 제공하고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는 조사체계를 구축하였다.
전문가는 식별 및 접근이 어려운 종·생태계를 조사하며 보전가치가
높고 많은 생물종 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한다.64)

<그림 5-4> 일본 모니터링 사이트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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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모니터링 사이트 1000’ 홈페이지, http://www.biodic.go.jp/moni1000/index.html/
(검색일: 2018. 9. 7).

64) 김윤정·이현우(2016), 『시민과학의 자연환경조사 적용방안 연구』,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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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외(2016)는 일본 모니터링 사이트 1000에서 시민조사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표 5-9>와 같이 자연환경 분야 조
사에서 시민 조사자와 전문 조사자의 구분 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5-9> 전문 조사자와 시민 조사자의 조사지점 구분
구분

시민 조사자

전문 조사자

조사대상

식별이 쉬운 보편종/목표종

식별이 어려운 목표종/보호종

조사지역

생할·거주지역

보전지역, 접근성이 낮은 지역

조사방법

교육 필요 없음, 제한적 교육 필요

특별한 지식과 기술 필요

목표종의 수
(목표종인 경우)

적음

많음

조사지점

전문가 제공

자체 구축

자료: 김윤정·이현우(2016), 『시민과학의 자연환경조사 적용방안 연구』, p. 32.

2) 시민 참여가 가능한 연안·해양 정보 목록
일본 모니터링 사이트 1000에서 고려한 시민 참여 기준, 우리나라
시민 참여 조사여건 등을 바탕으로 다음 기준으로 시민 참여 가능 여
부를 평가하였다. 평가기준은 ① 용이성: 조사 목적·내용 이해 정도,
② 접근성: 조사지역 접근성 정도, ③ 수행성: 조사방법의 간편성 정
도로 설정하였다. 평가 대상 연안·해양 정보는 원칙적으로 해양수산
부에서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모든 정보가 해당되나 이 연구에
서는 국내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분야에 한정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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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연안·해양 정보에 대한 시민 참여 가능성 평가
구분

정보
해양수질

해양환경
· 생태
정보

수산
정보

시민 참여 평가
용이성 접근성 수행성

시민 참여 기 시행
가능성
여부

●

●

●

높음

해양폐기물

×

●

×

낮음

해양오염

●

●

×

높음

적조

●

●

×

높음

기상

×

●

×

낮음

해양생태계(생물, 서식지 등)

●

●

●

높음

●

해양쓰레기

●

●

●

높음

●

수산자원

×

●

×

낮음

어장 환경

×

×

×

낮음

해파리

●

×

×

낮음

수온

●

●

×

높음

패류 독소

×

×

×

낮음

인공어초

×

●

×

낮음

어선 사고

●

×

●

높음

고래

●

×

●

높음

해안선 변화(연안침식)

●

●

●

높음

●

●

●

높음

×

●

●

높음

×

●

●

낮음

연안재해(연안침수)
연안관리
정보
연안경관 : 우수한 자연경관
공유수면 관리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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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안·해양 분야에서 시민이 참여하여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분야는 해양생물․서식지 조사, 해양공간 점검․감시(해양쓰레기,
연안재해) 등이다. 이 분야는 기존 조사와 정보 구축 시 시민 참여를
통해 손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바일, 웹, GPS 기술의 용이성은 시민 참여 조사
및 정보 분야에서 효율성, 정확성,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이미 갯벌
생물 및 서식지 조사, 해양쓰레기 조사, 해파리 조사에서 시민 참여
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 참여형 앱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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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민 참여가 가능한 분야는 연안침식 및 해안선 변화, 공유수
면 무단 점․사용 관리, 어항 시설 관리 등이다. 연안침식과 해안선 변
화 조사는 국외사례에서 보듯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하고, 연안
침식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해
양생태, 갯벌, 보호구역, 해파리, 쓰레기, 연안침식에 대한 관심이 예
전보다는 높아 과거에 비해 시민 참여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과학 기술이 접목되어 기존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시민 참여를 위한 기술적 기반 구축
1) 시민 참여를 위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 평가
시민 참여가 가능한 정보 목록을 네 가지 기준에 따라 도출하였다.
도출된 정보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
다. 제2절에서 도출된 정보에 대한 기준에 ‘수행성’이란 항목으로 기
술적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나 실제 실행을 위해서는 세부적
인 평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연안침수 지역을 시민이 촬영한 사진
이 국가 조사 결과와 중첩하여 분석 가능한 것인지, 침수지역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 사진
을 GIS 자료로 변환할 경우 정확성이 담보되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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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 참여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시민 참여를 위해서는 시민이 조사에 참여하여 전송하고 분석·활
용하는 과정에 필요한 각종 기술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필요한 기
술은 크게 조사를 수행하는 ① 시민, ② 조사를 관리·운영하고 자료
를 저장, 분석, 제공하는 관리자, ③ 정보를 최종 활용하는 정책담당
자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표 5-11> 시민 참여 조사를 위한 필요 기술
구분
시민

관리자

필요 수요

기술 예시

Ÿ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Ÿ 조사 개요, 조사결과 업로드,
Ÿ 포털 홈페이지 내 별도 항목
전송 등
Ÿ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연계
Ÿ 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위한 DB 센터
Ÿ 시민 전송 정보 취합, 분석, 가공
Ÿ 시민 참여 조사 동록-전송-분석-제공 과
Ÿ 데이터 보관
정을 수행하는 플랫폼
Ÿ 관련 국가 조사와 연계
Ÿ 관련 국가 조사와 연계하는 시스템

Ÿ 시민 조사 결과 열람
정책담당자 Ÿ 정책 시행을 위한 자료 분석
Ÿ 조사결가에 대한 피드백

Ÿ 자료를 열람, 분석할 수 있는 홈페이지
Ÿ 시민 등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어플리케
이션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을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포털
혹은 SNS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고, 관리자를 위해서는 데이
터 구축 및 분석이 가능한 DB 센터, 자료 업로드-전송-분석-제공을
위한 플랫폼, 관련 국가 조사와 연계하는 시스템 등의 개발이 필요하
다. 자료를 최종 사용하는 정책담당자에게는 시민이 생산한 자료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관련 도구가 필요하며 일부 항
목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직접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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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범 적용 (해안선 변화 모니터링)
(1) 시민 모니터링을 위한 앱 개발
- 앱을 제작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
동 중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DB화하여 모니터링 자료 축적
- 참여하는 시민을 위해서는 해수욕장 자료(먹거리, 볼거리, 전경
사진, 해양정보 등), GPS 정보 분석을 통한 운동량 및 칼로리 소
모량 정보 등을 제공

(2) 정보수집 내용
￭ 사진 촬영
- 전체적인 해안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 스마트폰 거치대
를 설치하여 누구나 동일한 화각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함
- 앱 구동 시 GPS 기능을 활성화하여 촬영 영상의 시간 및 위치정
보 확인
- 자료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해상도는 2048*1536으로 고정

<그림 5-5> 스마트폰 거치대 설치 예시

자료: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강태순(2018. 7. 5), 「해안선조사 관련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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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 위치 정보
- 해수욕장 이용객의 이동에 따라 획득되는 GPS 정보를 분석하여
대략적인 해빈 면적 및 해안선 위치 변화 파악
- 해수욕장 이동에 따른 운동량 및 칼로리 소모량 제공으로 앱 실
행 유도

<그림 5-6> 해수욕장 이용객 이동 GPS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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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강태순(2018. 7. 5), 「해안선조사 관련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3) 자료 활용
- 동일 위치, 동일 화각 영상 축적으로 대상 해안의 정성적인 변화
파악
- 해변 내 고정점(GCP) 측량을 통하여 정확한 해안선의 위치 파악
- GPS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개략적인 해빈 면적 및 해안선 위치
변화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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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시민 촬영사진 활용 예시

쵤영 영상

해빈면적 산정

해안선 위치
파악

자료: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강태순(2018. 7. 5), 「해안선조사 관련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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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1) 시민 유형 분류
국가 조사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국가 조사 결과가 개선됨과 동
시에 시민의 연안·해양 분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교육의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을 모두 같은 대상으로 설정하
여 조사에 참여할 경우 조사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연안·해양 분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안·
해양 분야에 대한 이해와 참여 가능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조
사에 참여하는 시민의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
시민 유형은 ‘일반시민’, ‘준전문가’, ‘연안·해양 산업 종사자’로 구
분할 수 있다. 일반시민은 연안·해양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보편적인 사람을 말한다. 전국에 거주하여 매우 단순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다. 준전문가는 일반시민 중에서 기초적
인 교육을 받아 정기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준전
문가는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지역이지만 국가 조사가 시행되지 않
는 지역에 대해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조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연안·해양 분야 산업 종사자는 본인이 종사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
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조사가 가능하다. 또
한 경제·산업을 위한 활동 공간이 연안·해양 공간이고 선박 등 장비
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단순한
조사부터 비교적 전문적인 항목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
시민 유형 분류는 제2장에서 검토한 시민과학 유형 분류 중
Hakley(2012)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다. 일반시민은 ‘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에 해당하며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사진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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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단순한 형태로 조사에 참여한다. 준전문가는 ‘분포된 지식
(Distributed intelligence)’에 해당하며 조사자의 조사대상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연안·분야 종사자는 ‘참여적 과학(Participatory
science)’에 해당하며 조사원이 문제를 직접 정의하고 데이터를 수집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국가 조사에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시민의 유형
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유형별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여 조사에 참여
시킬 필요가 있다.

<표 5-12> 국가 조사 참여를 위한 시민 유형 분류
구분

정의

대상

활용 특성

Hakley
(2012)

연안·해양에 대한 지
일반시민 식이나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일반인
보편적인 사람

전국에 분포하여 단 크라우드소싱
순한 현황에 대한 전 (Crowdsour
국 자료 확보 가능 cing)

Ÿ 고학력, 전문직
일반시민 중에서 국
은퇴자
가 조사 참여 의지가
준 전문가
Ÿ 고등학교 이상
있어 기초 교육을 받
재학생
은 시민
Ÿ 시민단체

분야별로 중요한 지 분포된 지식
역에 대한 장기 조 (Distributed
사, 모니터링 가능 intelligence)

연안·해양 분야 산업
에 종사하여 일상생
연안·해양
활이나 경제활동 과
분야 산업
정에서 국가 조사의
종사자
일부 참여가 가능한
집단

종사하는 분야에 대 참여적 과학
한 전문가 수준의 조 (Participator
사 가능
y science)

Ÿ 수산업 종사자
Ÿ 항만업 종사자
Ÿ 해운업 종사자
Ÿ 해양관광업
종사자 등

자료: 저자 작성.

2) 시민 참여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연안·해양 분야 국가 조사 관련 규정에서는 시민 참여에 관한 규정
이 거의 없다. 각종 국가 조사 관련 법률에서 시민의 참여를 명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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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없으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와 관련 있는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시민의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표 5-13> 연안·해양 조사의 시민 참여 규정
조사명

근거 법률

시민 참여 규정

시민 참여 여부

연안 기본조사

연안관리법

없음

-

연안침식 실태조사

연안관리법

없음

-

바닷가 실태조사

연안관리법

없음

-

침수 흔적조사
(재해지도)

자연재해대책법

없음

어플(안전 매핑)을
통해 시민 참여

해양과학조사

해양과학조사법

없음

-

해양환경측정망

해양환경관리법

없음

-

어장환경조사

어장관리법

없음

-

무인도서 실태조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없음

-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시민 모니터링 시행)

시민모니터링

국가해양생태계종합 해양생태계의 보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로조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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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조사

수산자원관리법

없음

-

어촌·어항 기초조사

어촌·어항법

없음

-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해양환경관리법

국가계획에 포함

어플을 통한
시민 참여

해양수산
생명자원조사

해양수산생명자원
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없음

없음

자료: 저자 작성.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에 관한 규정에서는 시민모니터링 시
행, 절차, 통합관리사무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법률
이 아닌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넓은 의미의 국가 조사에 시민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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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해양보
호구역 관리를 위한 시민 모니터링을 참고하여 연안·해양 국가 조사
에 관한 법률에서 조사방법에 시민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표 5-14>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관련 규정(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세부 내용
제6조(시민모니터링) ① 지방청장은 지역주민 및 국민의 해양보호구역 관리 참여 기반조
성을 위하여 시민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시민모니터링 사업 실시를 위해 제8조제1항의 사무국에 사업계획
수립 및 과업지시서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민모니터링 절차) ① 지방청장은 시민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최종 보고서 제
출 전에 그 결과를 제8조의 시민모니터링 통합관리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제
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지방청장이 제출한 시민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전
문가의 검토를 거쳐 지방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한다.
제8조(시민모니터링 통합관리사무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민모니터링 사업의 체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시민모니터링 통합관리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제17조의 해양보호구역센터로 한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민모니터링 연차별 사업계획 및 과업지시서 검토
2. 시민모니터링 방법 및 체계 마련·개선
3. 시민모니터링 데이터 품질관리 및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
4. 시민모니터링 결과 평가
5. 그 밖의 시민모니터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자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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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 참여를 포함한 국가 조사 체계 개선
국가 조사에 시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가 조사 체계를 개
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국가 조사는 전문가가 수행하는
수탁사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
가 조사사업 내에 시민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환경
부의 자연환경분야 조사를 참고할 만하다.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수립한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2016~2025)에서 주요 목표의 하나로 ‘시민·준전문가 자연환경조사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시민·준전문가 자연환경조사체계 구축 사
업은 시민과 준전문가 등이 자연환경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자연환경측정망 구축’, ‘시민모니터
링’, ‘생물종 식별 앱’ 개발 등을 추진한다.
‘자연환경측정망 구축’사업은 생태계 유형별로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연환경측정망65)’ 500개소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의 시민･준전문가가 연구기관(권역별)･전문가(교수 등)와 협력하여
자연환경측정망 모니터링에 참여하는데 자연환경측정망 500개소 중
200개소는 시민 참여 방법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의 신뢰성 제고
를 위해 권역별 연구기관이 검증을 수행한다. 또한 누구나 쉽게 생물
종 이름을 검색･확인할 수 있는 생물종 식별 앱을 개발하여 앱(App)
기반의 ‘시민조사용 생물종 검색체계’를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자연
환경측정망 조사결과 입력･공유 및 기관 간 공동 활용을 위한 조사
결과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
연안·해양 분야 국가 조사에서 시민 참여가 조사의 효과를 증진시
65) 지표종 및 관리대상종과 동식물, 지형, 식생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생물다양성의 안전과 변화분석을
위하여 선정되는 지역(환경부(2015),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2016~2025)」,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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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을 경우 조사의 일부로서 시민 참여 부분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내용에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
고 예산도 별도로 배정해야 한다.

4) 국가 조사 시민 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연안·해양 분야 국가 조사에 시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시민 참여를 위한 가
이드라인은 국가 조사를 실제 시행하는 기관(예를 들면, 국립해양조
사원, 해양환경공단, 대학, 시민단체 등)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표 5-15> 시민 참여 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항목
목적

세부 내용
조사의 목적과 시민 참여 필요성에 관한 사항

조사 항목

시민이 조사해야 하는 항목과 조사항목 설명에 관한 사항

조사 지역

시민의 조사가 가능한 조사지역 선정 방법에 관한 내용
조사지역에서 시민이 조사해야 하는 지점에 관한 내용

조사 방법

스마트폰 등 기기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조사 결과 전송

엡, SNS 등 시민이 조사한 결과의 업로드, 전송 등에 관한 사항

자료: 저자 작성.

4. 시민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1) 시민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현황
최근에 우리나라는 관 주도로 정책을 개발·추진한 과거와는 달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의 특성 및 성
격에 맞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정책 참여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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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1) 탄소포인트 및 안전신고포상금
일반 시민은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관
심이 매우 낮다. 따라서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비용 등과 같이 시민
의 삶과 직접 연계된 경제적 유인수단을 제공하여 정책에 참여하도
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환경부의 ‘탄소포인트
제도’와 서울시의 ‘안전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이 가
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
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66) 동 제도의 경우 인터넷 신청과 서면신청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하여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그린카드 소지에 한함) 등의 형태로 지
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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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탄소포인트제 운영 프로세스

자료: 환경부·한국환경공단(2017), 『탄소포인트제 리플렛』, p. 2.

66)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524
/index.do(검색일: 201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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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전신고포상금 제도는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징후, 시설물 안전 등 시정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웹페
이지(응답소), 모바일(스마트불편신고 앱), 일반 전화(120다산콜센터)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별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
하여 우수 제안 또는 신고로 선정되면 현금 또는 모바일상품권을 지
급하고 있다.67)

<그림 5-9> 안전신고 포상절차

자료: 서울시 안전신고 포상제 홈페이지, http://safe.seoul.go.kr/safety-sinmungo(검색일: 2018.
7. 13).

(2) 자원봉사 인센티브
일반적인 시민에 비하여 정책에 관심이 높은 시민의 경우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자원봉사자 형태로 자발적으로 정책에
참여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자원봉사자에게 줄 경우 관련 시민의 참여가 훨씬 더 많
67) 서울시 안전신고 포상제 홈페이지, http://safe.seoul.go.kr/safety-sinmungo(검색일: 201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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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리시와 부천시에서는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할인, 체육
시설 할인, 할인가맹점 이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방자
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관여하고 싶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68)

(3)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오늘날 시민단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비판 활동에서 벗
어나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
존 정책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69) 최근에는 특히 아름다운 재
단, 희망제작소와 같이 국가와 시민을 연계하는 사회서비스형 단체
가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70) 이러한 시민단체를 활성
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단
체71)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보조금
을 지급하거나 개별 법률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영세한 시민단체의 경우 단순한 기부와 후원만으로는 본래 설
립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공익활동을
위한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68) 부천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 https://1365.bucheon.go.kr/bbs/content.php?co_id=ser
vice_7&me_code=20/(검색일: 2018. 6. 29); 구리시 홈페이지, http://www.guri.go.kr/c
ms/content/view/1537(검색일: 2018. 6. 29).
69) 강재규(2012), 「시민단체의 공법적 지위」,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p. 92.
70) 채진원(2016), 「한국 시민단체의 기원과 전개 그리고 과제」, 『인문사회21』, 제17권 제6호, (사)아
시아문화학술원, p. 1101.
71)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
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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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센티브 제공 방안
제3장 제1절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는 연안·해양 정보를 생산·수
집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시기
및 지역의 제약성, 조사 인력·시설 및 관련 재원의 부족, 조사 내용과
국민 수요와의 부정합 등으로 국가 조사로부터 실제 시민들이 원하
는 정보가 제대로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직접 시민이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연안·해양과 관련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여
정부의 관리능력을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본 인센티브 제도 현황과 유사하게 인센티브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시민, 자원봉사자 및 시민단체, 연안·
해양 분야 산업 종사자로 구분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1) 일반시민
연안·해양분야 조사와 관련성이 가장 낮은 일반시민의 경우에는
국가 조사 정책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포인트 제도 내지 신고포상금 제도와 같이 현금 또는 현금화할 수 있
는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정책 참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연
안·해양 분야 조사만을 위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할 경우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포인트 제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거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정에 참여한 시민에게 참여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연
안·해양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지역주민에게 해당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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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연안·해양 분야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카카오프렌즈 이모티콘과 같이
선호하는 캐릭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유명한 브랜드의 커
피·음료를 제공하는 쿠폰 등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판
단된다.

(2) 준전문가, 자원봉사자 및 시민단체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12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의 힘으
로 서해안의 유류피해를 극복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시민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연안과 해양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의 관리능력을
보완하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73)
이들은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또는 일정한 조직을 갖춘 형태인
시민단체의 형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지
불하면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참여한다.
이러한 자원봉사자와 시민단체를 연안·해양 국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도와
보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자원봉사자의 경
우에는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할인, 체육시설 할인, 할인가맹점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할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협회 설립을 통하여 조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영세한 단체에 충분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72) 거제 시청 홈페이지, http://www.geoje.go.kr/index.geoje?menuCd=DOM_0000013010
01000000(검색일: 2018. 6. 29).
73)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http://vc1365.tistory.com/859(검색일: 2018.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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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안·해양 분야 산업 종사자
어업인과 같이 연안지역에 거주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일반시
민에 비하여 연안·해양 분야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이들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생업에 방해
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소
지가 큰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의 형태보다는 일정한 자격
또는 업무를 부여하고 지원해주는 방식이 효율적인 유인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국가가 갯벌 부근에 거주하고 있
는 어민들에게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근거한 갯벌생태안내인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조사 관련 지침 제·개정 등
을 통하여 연안·해양 분야 조사에 참여하는 업무를 부여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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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국가 조사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네트워크 기술·기기를 활용한 시민 참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민 참여’와 ‘IoT, 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의 트
렌드는 시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연안·해양 분야 정책과 같은 공
공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 참여는 최근의 트렌드가
아니나 기술 발전과 맞물리면서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 조사에 시민의 참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시민
의 조사 참여 동향, 국내 국가 조사 실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국
내·외 조사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방안을 제시하
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국외 시민의 참여 동향과 IoT,
모바일, 네트워크 등 최신 기술 발전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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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 세계적으로 자연환경조사 분야에서 시
민과학 프로그램에 의한 조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420개에 이르는 시민과학 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시민과학 조사를
통해 6억 건이 넘는 종기록이 분포하였다. 국내에서는 시민과학에
의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유럽과 미국에서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조사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소위 제4차 산
업혁명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시민과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각종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연안·해양 분야 국
가 조사와 조사를 통해 생산되는 정보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조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연안·해양 분야
대부분의 법률에는 기초 조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매년 많
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 조
사는 조사 시기 및 지역의 제약, 조사 예산의 한계, 조사 결과의 낮은
활용, 시민 참여 미흡 등의 문제가 도출되었다.
제4장에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기기를 활용한 시
민 참여 사례를 조사하였다. 국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목적으로 스마트
폰을 중심으로 각종 조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미국, 호주 등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시민 참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연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연안침식, 침수 등 자연재해 분야
에서도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스마트
폰을 이용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안전민원 신고 등을 위한 앱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
해양 분야 국가 조사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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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우선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4개 추
진과제로 ① 시민 참여가 가능한 연안·해양 정보 목록 작성, ② 시민
참여를 위한 기술적 기반 구축, ③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
축, ④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중점 추진과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과제도 같이 제시하였다. 특
히 시범적으로 일반시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해안선 변화를 조사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2절 정책 제언
제5장에서는 연안·해양 분야 국가 조사에서 시민이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 제시한 추진과제로 크게
4개가 제시되었는데 연안·해양 정보목록 작성은 연구기관이 수행하
는 것이 적합하며 기술적 기반구축은 해양·수산 분야 R＆D 사업을
주관하는 KIMST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도적 기반 구축과 인
센티브 구축방안은 해양수산부, 해양조사원, 해양환경공단 등 조사
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
추진과제 중 기술적 기반구축은 R＆D 사업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R＆D 사업을 통해 개발해야 하는 기술도 있으나 큰 노력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단기간에 실행하는 것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가 매년 실시하는 연안침식 모
니터링에 시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해변에
고정된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것
만으로도 의미 있는 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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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연안·해양 분야 국가 조사에 시민 참여를 위한 추진과제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추진 주체

시민 참여 가능성 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 연구기관

시민 참여 가능한
연안·해양 정보 목록 작성 평가기준에 따른 정보 목록 도출
시민 참여를 위한
기술적 기반 구축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연안·해양정보 기술적 실현 가능성 평가

KIMST

시민 참여를 위한 기술 개발 추진(R＆D)

KIMST

효율적인 시민 참여를 위한 시민 유형
분류와 대상 선정

해양수산부

시민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

시민 참여를 위한 국가 조사 체계 개선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가 조사 시민 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해양수산부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유형별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인센티브 제공방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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