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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KMI는 앞으로도
해양수산분야 국가 중요과제에
총력적으로 대처하며
국가대계를 결정짓는
현안에 대한 선제적 정책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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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분
쟁, 일본의 수출규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대내적으
로 수출과 소비의 동반 부진, 고용과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시급히 대응해
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후체제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시대적 변
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KMI는 해양수산분야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해양
수산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시급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연구,
동향분석을 발간하고, 해외 산업동향 정보 수집·제공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결실을 담아 ‘2019년 KMI 연차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고부가가
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국가균형발전, 해
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해양수산 분
야의 핵심연구사업, 학술지 발간 및 학술행사 성과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해양수
산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 정부 관계자 및 모든 국민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KMI는 앞으로도 국가 중요과제에 총력적으로 대처하며 해양수산 분야 중요 이슈
인 해운재건, 수산혁신2030, 어촌뉴딜300, 녹색경제, 고용회복, 스마트 해양수
산,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등 국가대계를 결정짓는 현안에 대한 선제적 정책수립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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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현황
연혁
Histoy

1984~

1997~
1984. 2. 1.

1988. 12. 31.

『한국해운기술원』 개원

『해운산업연구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2000~

2009. 7. 1.
『해운시장 분석센터』
설치
(現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

2016. 8. 26.
양창호 원장 취임(9대)

2002. 6. 9.

2004. 4. 1.

2005. 9. 23.

이정욱 원장 취임(4대)

『수산업관측센터』 설치

이정환 원장 취임(5대)

2010~

2009. 8. 11.

2010. 7. 14.

『KMI 해양아카데미』 설치

김학소 원장 취임(7대)

2019. 10.11.
장영태 원장 취임(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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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aritime Institute

1997. 4. 18.

1997. 8. 19.

1999. 1. 29.

1999. 4. 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설립
(5개 기관 통합)

홍승용 원장 취임(2대)

국무총리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제정)

이정욱 원장 취임(3대)

- 조정제 초대 원장 취임
- 해운산업연구원(KMI),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정책연구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수산경제연구부,
국립수산진흥원 수산경제연구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05. 12. 12.

2005. 12. 20.

2006. 8. 30.

『독도연구센터』 설치
(現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중국연구센터』 개소
(중국 상해)

『항만수요예측센터』 설치

2008. 8. 29.
강종희 원장 취임(6대)

2012. 3. 9.

2013. 8. 16.

2015. 3. 3.

2016. 7. 7.

『FTA 이행지원센터』 설치

김성귀 원장 취임(8대)

청사 이전

『해외시장분석센터』 설치

(서울 마포구 -> 부산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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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 설립목적 |
⊙ 설립근거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 1999. 1. 29. 제정)
- 소관부처 :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요 업무 관련 부처 :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환경부
⊙ 설립목적
-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제부문의 과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보급함으로써 해양, 수산 및 해운항
만 관련 국가의 정책수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주요기능 |
⊙ 조사연구 기능
-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 국내외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 정책의 비교·연구
- 해운·항만 관련 국제물류 및 복합운송에 관한 조사·연구
- 개발원의 목적에 부응한 수탁연구 및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 해양산업정보 기능
- 국내외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산업의 동향과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 국내외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분야 연구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한 해양산업 관련 업계·학계·연구기관 및 정부와의 정보교환과 의견수렴
⊙ 정부위탁사업(해양수산부 위탁) 수행 기능
- 수산업관측센터 운영
- 수산종자 관측사업
- FTA이행지원센터 운영
- 해외시장분석사업
- 해외물류시장 진출지원센터 운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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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력/예산/시설

| 조직 및 인원 |
⊙ 조직도(2부원장, 8본부, 2실, 2센터, 1아카데미)

원장
연구
부원장

국제협력·ODA센터

감사(비상임)

감사실

경영
부원장

혁신전략실

해양아카데미

중국연구센터

종합정책
연구본부

해양
연구본부

수산
연구본부

해운·물류
연구본부

항만
연구본부

수산정책
사업본부

기획조정
본부

경영지원
본부

⊙ 부서별 업무분장
부서명

종합정책연구본부

해양연구본부

분장업무
- 국내외 해양수산 관련 경제 및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 관리
- 해양수산 부문 4차 산업/스마트화 전략 관련 연구
- 남북협력/극지 관련 해양수산 분야 정책연구
- 해양수산균형발전, 해양관광 정책연구 및 기획 등
- 해양정책, 해양공간관리, 해양환경, 생태계 관련 법률 및 제도에 관한 연구
- 해양경계, 해양분쟁, 해양안보, 해양외교에 관한 연구
- 독도 및 해양법·정책에 관한 종합적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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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수산연구본부

해운·물류연구본부

항만연구본부

수산정책사업본부

KMI Annual Report

분장업무
- 수산/양식산업/어촌/원양산업 중장기 전략 등 수산정책 관련 연구
- 수산물 수급, 가공, 유통 및 소비에 관한 연구
- 양식정책, 제도, 양식기술, 정보화 등 양식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
- 어촌, 어항, 귀어, 귀촌에 관한 연구
- 글로벌 수산업 및 국제수산협력에 관한 연구 등
- 국가 해운 관련 법률·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청책에 관한 연구
-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해외진출, 투자 유치, 물류시장 개척에 관한 연구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해운시장 연구, 해운시황 분석 및 전망 등
- 국내외 항만 관련 국가계획 수립 등 정책에 관한 연구
- 항만 관련 산업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 항만물류기술 관련 미래기술개발 국가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항만물동량 조사/분석/예측 업무, 항만시설 수요산정 연구 등
- 국내외 수산물 수급 관련 모니터링, 정보 수집·분석 및 연구자료 발간
-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어업인 등 지원
- 수산물 해외시장 정보의 분석과 제공 등

기획조정본부

- 개발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변경
- 연구과제 발굴·선정·진도·평가 등 연구관리, 연구직 개인종합평가
- 성과홍보, 출판, 도서관·전산시설 운영 및 관리, 정보화 업무 등

경영지원본부

- 채용, 노무, 복무, 교육, 출장, 파견, 직원 개인종합평가 등 인사관리
- 청사, 차량, 비품 등 재산관리, 자금 운용, 결산 및 세무 등

감사실

- 자산, 회계, 직무의 감사 및 외부 감독기관의 감사수감
- 개발원의 윤리경영,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 등

혁신전략실

- 중장기 연구사업 계획 수립
- 정책과제 및 국정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 및 관련 연구기획
- 정책연구협의회 등 부처협의에 관한 업무 등

국제협력·ODA센터

-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 기획·추진 및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해양수산 ODA 사업 발굴 및 기획,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중국연구센터

- 중국 해운·물류, 항만, 해양, 수산 관련 정보수집, 분석 및 조사·연구, 자료발간
- 중국 내 유관기관 및 현지전문가와 업무협조체제 구축 등

해양아카데미

- 국가 해양교육 정책 및 교육시스템 연구
- 해양교육 자료(교재, 부교재 등)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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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 2019년
(단위 : 백만 원)

수입

지출

정부출연금

20,075

인건비

17,491

자체수입

21,651

사업비

23,284

전기이월금

1,849

경상운영비

2,293

기타

-

시설비

-

연구개발적립금

9

연구개발적립금

516

합계

43,584

계

43,584

| 인원 |
(2019. 12. 기준)

구분

계

원장

연구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행정직

공무직

184

1

162

21

-

58

-

-

37

21

비정규직

21

-

21

-

-

정부대행사업

46

-

43

3

-

합계

309

1

226

61

21

| 시설 현황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 청사 규모 : 지하 1층/지상 6층(연면적 13,453㎡, 부지 5,300㎡)
⊙ 주요 시설
구분

주요 시설

지상 6층

대강당, 컨퍼런스룸, 직원식당

지상 5층

임원실, 기획조정본부, 경영지원본부, 감사실, 혁신전략실, 국제협력·ODA센터

지상 4층

수산연구본부, 수산정책사업본부, 전산실, 영상회의실

지상 3층

해운·물류연구본부, 항만연구본부

지상 2층

종합정책연구본부, 해양연구본부, 해양아카데미, 해양수산정보센터

지상 1층

안내실, 홍보관,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지하 1층

주차장, 기계실

13

2019
KMI
Annual Report

20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차보고서

Ⅱ

CHAPTER

2019년도
사업개요

1. 기관운영 목표
2. KMI 관련 국가적 정책과제
3. 연구사업 운영방향
4. 추진사업 현황

2019 KMI 연차보고서



KMI Annual Report

2019년도 사업개요
1. 기관운영 목표
국가 해양수산정책 선도
⊙ 수요자 맞춤형 연구수행 기반 조성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정책수요 및 업계 요구에 부응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 해양기반의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연구 수행
⊙ 글로벌 해양이슈 선점 및 리더십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연구 혁신 및 확산
⊙ 새로운 연구사업관리 기법 도입을 통한 연구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연구내용의 질적 수준 제고
⊙ 근거에 기반한 해양수산 지식·정보의 창출 및 공유체계 확립
⊙ 체계적이고 적시성 있는 연구성과 확산 및 홍보 체계 구축

경영관리시스템 혁신
⊙ 우수인력 확보 및 직원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 조직/인사운영의 효율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이행을 위한 윤리경영시스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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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MI 관련 국가적 정책과제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 연안여객 준공영제 확립과 현대화, 기항지 시설 확충·개선 추진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 해운선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해외 물류망 확장
⊙ 친환경 선박의 건조기술 개발과 대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기반 수산정책 실현
⊙ 해양공간 통합관리 및 해양환경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강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교통·의료 등 농산어촌 생활 인프라 확충
⊙ 농산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국민 휴식공간 조성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보전 및 복구 지원,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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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경영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2017~2019)

3대 경영목표
목표 1
국가 해양수산정책 선도

10대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1. 경제·산업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기능 강화
- 해양수산 동향분석 및 정보제공 기능 강화
- 정책수요 및 업계 요구에 부응한 현안연구 수행 강화
2. 미래 대응 선제적 중장기 연구 강화
- 미래 해양수산정책을 선도할 중장기 과제 발굴·수행
- 진취적 해양 DNA 고양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추진
3. 글로벌 해양이슈 대응 역량 강화
- 연구영역의 국제화에 부응한 글로벌 공동연구 수행 강화
- 해외기관과의 해양지식 얼라이언스 강화
- 연구자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기반 조성

목표 2
연구 혁신 및 확산

4. 연구 품질 및 생산성 향상
- 과제 발굴·선정·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
- 연구 품질관리 강화 및 연구실적 평가체계 개선
5. 해양수산 기초통계 생산 강화
-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정책고객을 위한 통계자료 생산 강화
6. 연구성과 확산 기능 강화
- KMI를 대표하는 연구상품의 브랜드화 추진
- 연구성과 관리 및 확산체계 개선

목표 3
경영관리시스템 혁신

7. 핵심 연구역량 확충
-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확보
- 직원 연구·업무역량 강화
8. 조직/인사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체계 혁신
- 연구·경영환경 변화에 부응한 제반 인사제도 재정비
9. 생산적 조직문화 구축
-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섬김”의 리더십 역량 강화
- 구성원 간 유대강화를 통한 “친화” 경영체제 강화
10. 윤리경영 제도 및 시스템 구축
- 윤리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 공공기관의 책무에 부응한 사회공헌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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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사업 운영방향
국가 해양수산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중심 연구사업 발굴·수행
⊙혁
 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 남북협력,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주요 국가 및
사회적 정책수요에 대응,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이행을 위한 연구사업 발굴 및 수행
- 글로벌 해양강국 정책성과 진단 및 보완
-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해양수산 혁신
- 해양의 환경보호, 오염대응, 국민해양복지 강화
- 해양생물자원 관리 및 보존 강화
- 수산경제 활력 및 수산식품 안전성 강화 및 수급안정
- 해양수산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인적자원 확대
- 해양수산 재해대응 및 안전강화, 거주환경 개선

해양수산 분야 정책연구의 계량적 연구기반 구축
⊙해
 양수산 정책의 발굴, 효과적 추진과 성과점검, 보완 등을 위한 계량적, 통계적 분석자료 구축 및 분
석, 확산 기반 마련
- 수산부문 전망모형, 해양경제 분석모형, 해양산업 경기동향지수 등 주요 모형 및 지수 구축 등
- 해양수산 주요 경제지표 분석, 해양수산업이 지역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 해양수산 분야 주요통계 수집 및 DB 구축, 가공, 분석, 활용·확산 기반 구축

글로벌 해양이슈에 대응하여 해외기관과 연구협력 강화
⊙ IMO 등의 국제 환경규제 강화, 미국-중국 무역분쟁 장기화,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 일대일로 정책
을 비롯한 국제물류 패턴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경제이슈에 대응 주요 국제기관 및 기구와의 연구협
력 강화
⊙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대응 주요 국가와의 해양수산 협력강화, ODA 사업발굴 및 추진지원, 물류기반
글로벌 혁신성장 기반 마련
⊙ MOU 체결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국제세미나 공동개최, 연구인력 교류 등 실질적 교류·협력 확대방
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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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사업 현황 – 기관고유사업, 정부대행사업, 수탁용역사업
1)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
과제명

번호

개 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대비 접경수역 연구

1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비하여 접경수역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남과 북 사이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법률문제를 검토
수산부문 전망모형 「KMI-FOSiM」구축 연구(2차년도)

2

- 「 KMI-FOSiM」을 이용하여 수산물 생산, 수출입, 소비, 가격, 어촌·어가경제, 자급률 등의 총량지표를 전망할
수 있고, 국제유가와 환율의 급격한 변화, 국내 수산정책의 효과, 양식어업 작황 변화 등을 정책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어촌 구축방안 연구

3

- 스마트 관련 이론탐색 및 개념 정립, 어촌 사회문제 진단 및 스마트 전략, 국내외 사례 연구, 스마트 어촌 도
입을 위한 정책방안 등을 통해 3대 전략(8대 추진과제, 16대 실행과제)을 제시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기반구축 연구

4

- 다양한 국내외 위험분석 보고서와 연구 논문 검토를 통해 예견적 위험분석의 개념과 특징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체계를 구축
재해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한 연안토지 매수 이행방안 연구

5

- 기존 유사 토지매수제도 이행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향 도출 및 연안토지 매수의 필요성, 매수대상 토
지의 선정 기준, 매수토지의 관리 방안, 예상 확보 방안 제시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기술의 평가·인증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6

- 국내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기술의 수준 평가, 선박 배출저감 관련 국내외 현안 대응 시나리오 예측,
선박 배출 저감기술 평가·인증체계의 국내 도입여건 분석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연구

7

-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을 ‘해양레저관광을 수용 또는 촉진하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업
무’로 정의하여 연구 대상 및 범위를 명확화,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 방향 설정과 성장단계 및
산업 유형별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
주요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강화에 대응한 해양유전자원정책방안 연구

8

- 해양유전자원 분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내 법률과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자원제공국과 자원이용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정책을 분석하여 정책의 한계요인을 분석하고 향
후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20

CHAPTER 2. 2019년도 사업개요

과제명

번호

개 요
하천·해양 수질의 연계·통합 관리 체계 연구

9

- 육상과 해양의 수질기준을 포함하여 소관 부처의 정책과 제도를 파악하고,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되는
조사·연구 체계 및 관련 기관의 연계 분야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해양수질환경 관리를 위한 정책의
연계방안을 마련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10

- 현행 TAC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어업인 인식도 조사, 해외사례 분석 등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
라가 TAC를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제시
우리나라 수산업·어촌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

11

-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과제를 도출, 수산업·어촌의 공익
적 가치 보전·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와 정책의 이행 촉진 및 재정지원의 토대 마련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12

- 원양산업 측면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CSR 인식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원양기업
의 CSR 실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
수산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과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연구

13

- 산업분야 노동시장의 구조분석을 통한 노동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 대응책 마련, 수산업 노
동시장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슈 분석, 정부의 소득주도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
한 수산업분야의 정책제언을 제시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 개선 방안 연구

14
- 정기선 해운의 환경변화를 토대로 우리나라 해운정책의 정책 수립 방향 제시
국내외 해운금융 비교를 통한 국내 해운금융 역량강화 방안 연구
15

- 국내 해운금융경쟁력 수준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계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부 및 산업 관계기관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해운금융 역량강화 로드맵을 통해 관계기관들의 중장기 단계별 정책 및 경영활동을 제안
해상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방안 연구

16

- 사이버 위협의 트렌드 분석, 사이버 공격의 피해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외 사이버 보안 관련 대응현황 조사·
분석 및 해상분야의 정성적인 사이버 리스크 분석을 통한 취약성 개선방안을 제시
해운 기업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우위 분석 연구

17

- 기존의 해운 비즈니스 모델인 선종별 분류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델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
선사들에 적용하여 해운 비즈모델의 변화 추이를 분석
국내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8

- 항만산업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 연구와 같은 1회성의 평가 또는 수리적모형(산업연
관분석)을 활용하기보다는 신뢰성이 높고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일관성 있는 영향도
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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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번호

개 요
동북아 공동배출규제해역 지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연구

19

- 동북아시아 국가(한·중·일)들의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규제 정책을 살펴보았으며, AIS
자료 분석을 통한 동북아시아 해역에서의 선박 활동량을 기반으로 동북아시아 공동 ECA 지정 필요성을 검토
수출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협력 수준 분석과 물류정책 방안 연구- 화주~물류기업 협력을 중심으로 -

20

- 공급사슬협력 수준 차이에 대한 원인, 공급사슬 경쟁력 저하요인, 협력 성공요인을 도출, 물류기업 관점이 아
닌 화주기업 관점에서 국제물류 애로요인을 규명하고, 공급사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정책 방안을 도출
신선식품 수출입 증대를 위한 우리나라 항만물류 개선 방안

21

- 신선식품 수출입 증대를 위한 국내 항만물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글로벌 신선화물 시장의 잠재력 분
석, 국내 항만 유치가능 신선식품 품목 도출, 글로벌 주요 콜드체인 항만의 사례 분석

나. 수시연구
과제명

번호

개 요
일본의 수산물 수입 구조 분석과 對일본 수출 전략 연구

1

- 일본 시장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수입환경 및 동향, 무역 네트워크 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수산물의 일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향후 일본을 대상으로 한 수출전략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함
선박부착생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2

- 외래 해양부착생물의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IMO 등 국제적 논의동향과 국내외 정책을 비교·분
석하여 해양부착생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3

- 수산물의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저온유통의 실태를 파악하여 저온유통 인프라의 기본 모델을 제안함과 동시
에 향후 수산물 저온유통의 발전적 기본방향 수립
전국 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어촌지역 고용통계(2016, 2017)

4
- 2016, 2017 어촌지역 고용통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어촌개발정책에 활용과 더불어 사후 평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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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동연구
과제명

번호

개 요
환동해권 경제개발 및 협력방안 연구

1

- 환동해 중심 북방물류시장 연계를 위한 통합적 물류인프라 구축과 지역개발을 위해 현지 연구거점과의 새로
운 협력전략 마련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글로벌 지속발전방안 연구

2

- 유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환경·안전규제의 선도적인 국제표준화 작업과 해운·조선 산업의 지속가능
한 성장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수행

라. 연구개발적립금사업
과제명

번호

개 요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1
- 해양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가장 첫 단계인 R&D 기획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도출
유엔 BBNJ 신 공해질서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2

- 유엔 BBNJ 국제문서의 주요내용과 논의동향, 유엔해양법협약 등 관련 주요 국제협약을 비교·분석하고, 원
양산업, 해운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해상 해양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
책적 대응방안 제시

마. 현안연구
과제명

번호

개 요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

1

- 해양관광의 활성화 수준을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 목적지의 관광공급, 관광수요, 관리 및 운
영, 정책 등 내·외부적인 환경이 고려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고등어류 수급통계 개선방안

2
- 고등어류 수급통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적·실천적 방안 제시
해수욕장의 사회약자 포용성 증진방안
3
- 해수욕장 공간포용성 평가를 기초로 해수욕장의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제시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4

- 수산물품질관리사 대상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방안 마련 및 현재 적용되는 인센티브 개선 및 현업 종사
자 대상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 의무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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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번호

개 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연계·활용방안 연구

5

- 항만 및 선박의 배출저감 및 관리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항만·선박의 배출-오염 및 대기환경, 기상,
보건 영향 정보의 연계·활용 방안 도출
한국산 수산물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연구

6

- 글로벌 수산물 브랜드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산물의 글로벌 브랜드화 동향을 진단하고, 주요
국가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산 수산물의 차별화된 브랜드 정체성 정립 및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전
략 방안 도출
해양 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력 방안 구상

7

- 우리나라의 해양 플라스틱 관리정책을 현재의 정부 주도에서 산업계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 제시
USMCA 수산분야 협정문 분석 및 시사점

8

- 국제수산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업 관련 법제도 및 정책현황을 파악하고, USMCA
수산분야 협정문상의 이행규정을 검토하여 향후 USMCA 수산규범 확대 시 국내 이행가능성 분석
해운 조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

9

- 해운금융정책과 비견되는 해운재건 기여 해운정책 수립
- 외국 조세제도와 비교·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해운
조세제도 개선방안 제시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체계 구축

10

- 생활 SOC 정책동향과 어촌뉴딜 공모 추진 상황, 유사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가 AHP분석을 통해 어촌뉴딜의 성과평가 체계 제시
지역 해양수산 산업역량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11

- 지역 해양수산 산업구조의 집약적 다각화, 주력산업을 응용한 혁신사업 발굴, 인접지역 간 노동시장 공유와
지식확산 기반 마련 등을 해양수산 분야 지역산업 역량 강화의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
극동러 진출 우리 화주·물류 기업의 물류 애로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

12

- 극동러 지역에 진출한 우리나라 화주·물류 기업의 물류 관련 애로사항, 제약 요인과 리스크를 파악하고 개
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극동 개발을 통한 한·러 간 공급사슬 확장에 기여
수산물 원산지 거래증빙자료의 비치·보관의무 도입방안 연구

13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투명한 이행을 위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
함으로써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대응방안 제시
차세대 수산물 수출 전략 품목 발굴 연구

14

- 차세대 수출 품목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수산물 수출 관련 정책사업 평가 자료 활용, 수산식품산업 기
초 통계 DB 구축, 차세대 스타 품목 육성 방안 수립, 차세대 수출 품목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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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번호

개 요
부산항 타 부두 환적화물 수송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15

- 기존 터미널의 운영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현행 법·제도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타 부두 환적에 따른 비효율성
을 개선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중량제한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그 기대효과를 분석
한국형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16

- GTO 설립을 위한 방안으로 항만공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항만공사와 전문하역업체를 결합한 하역전문형
GTO의 설립을 제안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17

- 어촌 6차 산업화 추진실태, 어촌 6차 산업화 운영실적 검토 및 마을 운영실태 비교·분석을 통해 어촌 6차
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정책에 기여

바. 일반연구
과제명

번호

개 요
양식수산물의 경영비 조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1

- 주요 양식품목(전복, 김, 넙치)을 대상으로 품종별로 세부적인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경영비 조사의
체계를 구축
딥러닝 기반의 건화물선 시황예측 연구

2

- 인공지능 기반 시황예측 모델 개발을 통해 해운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
- 해운 시황의 단기방향성 예측에 대한 기술적 지표를 활용한 인공지능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
해운-조선 산업 관계분석연구 -컨테이너 신조 발주량 예측-

3

- 선박의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는 해운과 조선산업의 관계를 분석하여 신조발주량을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저량-유량도(stock-flow)를 통해 시뮬레이션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변수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계량분석을
병행함
디지털 공급사슬 물류정보통합 구축전략 연구(Ⅰ) -디지털 공급사슬 생태계 정보통합지도 구축 중심-

4

- ’19~’21년(3년)까지 국내 물류공급망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공급사슬 통합지도 구축(1, 2단계), 추진로
드맵과 이행방안’ 제시
- 국내의 디지털 공급망 생태계에 대하여 설문, 인터뷰,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각 주체별 서비스, 기능 및 역할
등을 제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해안관리 방향

5

- 시민 건강에 유익한 자원과 공간이 많이 분포하는 연안도시에서 도시계획, 연안관리 등 해안관리를 위한 추
진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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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번호

개 요
우리나라 주요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운영, 시설, 제도를 중심으로-

6

- 주요 국제여객항을 대상으로 운영 및 시설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국제여객항
이용주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객항의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방안을 제시
북한 서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7

- 서해 관광 개발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경제구상의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구축과 연계할 수 있는
북한 서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
EU의 수산물 소비 특성 및 수출 전략(프랑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8

- 수산물 소비 상위권이자 식문화 트렌드를 주도하는 프랑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최근 수산물 소비 특성을 분석
- 한국산 수산물의 프랑스와 스페인 수산물 시장 진출 전략 방안을 도출함
해양수산 위성계정 기초연구(Ⅰ)

9

- 국민계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양수산 GDP 측정체계인 해양수산 위성계정 작성 체계를 마련하여, 해양수산업
의 경제적 위상과 정책효과를 진단하고 중장기 산업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활용방안 연구

10

- 현재 중국에 설립된 자유무역시범구의 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해운·물류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정책
및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유무역시범구 활용방안을 도출
지역 해양수산 혁신성장체계 구축 연구

11

- 연안·해양지역의 해양수산 발전역량과 국가·지역 혁신성장체계 등을 분석하여 지역 해양수산 혁신성장체계
구축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시
도미니카공화국 뱀장어 양식사업 타당성 조사

12

- 카리브해 연안국과의 수산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시발점으로서 도미니카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뱀장어 양식
사업 타당성 분석
- 수산부문 ODA 사업을 통한 협력 방법을 도출
- 뱀장어를 대상으로 한 상업적 규모의 양식장 조성이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분석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2차년도)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과 신활력 사업구상-

13

- 강원 어촌지역의 현안문제를 토대로 지역소멸 위기에서 새로운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모델(안) 실증
구상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
이 있음
북극 해상운송 규범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연구

14

- 북극 해상운송 관련 규범 체계를 파악하고 최근 논의 현황을 기반으로 향후 규범 발전방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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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일반사업
과제명

번호

개 요
해운산업 경기예측센터 운영

1

-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운시장 이슈와 현안을 반영한 시장분석 수행 및 전망을 통한 해운기
업·정부의 대응 지원
독도ㆍ해양영토 연구센터 운영

2

- 독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해양영토 패권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 해양 강대국의 해양영토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
- 독도 및 해양영토분야의 학술연구사업, 국내외 자료수집 및 분석사업,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 홍보 및
인력양성사업 등 수행
상해연구센터 운영

3

- 중국 경제 및 물류동향 자료수집·분석, 중국 물류 관련 연구과제 수행, 상해물류포럼 및 워크숍 개최, 중국
진출 우리나라 물류기업에 대한 자문 등의 사업 수행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4

- 항만물동량 변화의 원인분석,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시기적절한 국가 항만개발정책 수립
의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해양수산 학·연 협력 연구사업

5

- 학·연 협력 연구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정책과 전략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 수행
- 학·연 협력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인재 발굴 및 대학과 학연교류 활성화로 연구 시너지 효과 창출
KMI 해양아카데미 운영

6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1조에 의거한 국가차원의 해양교육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
-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지식수준 향상, 해양문화 창달을 통한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교육 연수
사업 실시 및 해양교육 교재 개발
글로벌 해양수산거점 연구협력사업

7

- 기후변화, 심해저, 국제물류 등 국제 해양 아젠다에 대해서 글로벌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역량을 강화하
고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도록 거점 연구 추진
통일 대비 해양수산 연구사업

8

- 수산양식, 해운물류, 항만, 해양환경 등 4대 분야에서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협력 방안
제시
- 북한 내 주요 경제거점으로부터 해·륙 연계 최적의 물류체계 구축방안 제시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수산물 수출 확대 지원사업

9

- 한국의 FTA 체결국 또는 대상국을 대상으로 한국산 수산물의 수출처 개척·확대를 위해 해외시장에 대한
조사·분석, 수출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관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연차별로 수행
미래물류기술고도화 연구사업

10

- 국내 물류기술 산업 발전 및 고도화, 글로벌화를 위한 미래 물류기술 국제 공동 연구, 미래물류기술포럼 운
영,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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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번호

개 요
북극권 해양수산 협력기반 강화사업

11

- 현재 추진 중인 북극정책의 심화와 새로운 과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북극권 해양수산분야의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지식 및 정보기반을 마련
글로벌 수산리더십 강화 협력사업

12

-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지역 및 세계 수산물의 주요 생산기지인 남미 지역과 세계 주요 경제시장으로 부각되
고 있는 아시아 지역대상 다자간 수산협력포럼사업 추진
해운-조선산업 관측 사업

13

- 해외 해운-조선산업 시장동향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구축 및 해운-조선산업 상생 협
력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해양수산 지역발전 지원체계 구축 사업

14

- 국가·지역이 상생·발전하는 해양수산 기반의 연안·해양지역발전모델을 마련해 지역의 특화기반을 통한
연안지역의 균형발전과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 구축
한·러 국제공동연구사업

15

- 러시아 현지에 연구센터 설립 및 공동연구를 통해 북방물류분야 전문성 제고 및 한·러 간 실질적인 협력방안
도출
해양산업 구조 및 전망 분석사업

16

- 해양 기반 경제성장 가능성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산업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해양경제 분석·전망 체계
마련
해양수산 통계분석사업

17
- 해양수산 통계의 전반적인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해양수산 통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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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대행사업
과제명

번호

개 요
수산업관측센터 운영

1

- 주요 수산물(양식 및 대중어 포함)의 품목별 수급안정화를 통한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식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
수산종자 관측사업

2

-주
 요 수산종자 품목별 생산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종자·양식어가의 계획 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수
산물 생산성 향상을 도모
FTA 이행지원센터 운영

3

- 수산부문 FTA 이행 관련 주요 품목의 생산·교역·가격 자료의 체계적 수집·분석, 수산현장의 지속적 모니터
링,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및 이행점검, FTA 관련 정보 제공으로 FTA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 제고
해외시장분석사업

4
- 수출에 필수적인 해외시장정보 인프라 구축 및 정보 분석·확산을 통한 수산물 수출 활성화 기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운영
5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구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관련 업무의 심층
지원을 위한 전문지원기관 운영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6

-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

7

- 국내기업(해운물류기업, 재무적 투자자 포함)의 해외진출·투자사업 발굴·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3) 수탁용역사업
○ 수행개요
•정부부처,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정부수탁과제 및 해양수산 유관단체,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민간수탁 과제 수행
- 2019년 12월 말 기준 110여 과제 수행
○ 주요내용
•국가법정계획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등 정관상 설립목적 및 사업영역에 충실히 부합되는 수탁용역과제 수행
- 국가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해야 할 전국 단위 기본계획 수립 관련 과제
- 국가사업 추진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관련 과제
- 새로운 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과제
- 다자간 규범 및 협약에 대비한 대응전략 수립 관련 과제 등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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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대비
접경수역 연구
기본연구 2019-01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최지현

연구진 남정호 · 박영길 · 김민 · 김주형

▶ 본 연구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더불어
평화협정 체결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 해상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마련하고자 함
▶ 평화체제 정착과 관련하여 접경수역의 안정적 관리는 중요한 문제이며 접경수역의
관리를 위한 국내법 정비 국내 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음

연구의 결과

▶ 평화체제에 대한 일반적 정의, 남북 간의 평화체제 수립의 의미에 대해서 확립되어
있는 정의는 없음
▶ 1953년 정전협정은 육상의 경계획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의 경계획정
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체결 당시 합의된 남북 간 해상 분계선
은 존재하지 않음
▶ 남북은 일련의 정상회담, 군사회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해
상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유엔사는 북방한계선을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으로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
하지만 육상의 비무장지대처럼 직접 유엔사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구역으로는 보지
않으므로 접경수역 문제 해결 과정에 유엔사가 참여할 필요는 없음
▶ 남북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각각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남북 상호 간은 국가 대 국
가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보고 있음
▶ 우리 헌법상 북한에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이행가능성이 없으므로 평화체제 정착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북합의서’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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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접경수역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남과 북은 적극적으로 접경수역의 평화적 이용 및 관리를 통한 한반도 전체의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되, 그 목표는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수립 자체가 아닌
통일이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정책제안

▶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그리고 평화체제 정착 과정에서 남과 북의 해양경계획정 문
제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의 소모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
▶ 접경수역의 협력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접경수역에서의 협력은 접경수
역의 공동관리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임
▶ 남과 북이 남북합의서를 통하여 남북이 상호 간에 합의에 도달하면, ‘남북관계 발전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접경수역 공동관리 이행을 위한 공동관리 기구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공동관
리 기구를 수립하는 방안과 기존 통일부 등 중앙부처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
▶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북방한계선이 임시적이지만 남과 북의 해상경계선으로 북한
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새로운 국제법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관리가 필요함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남북 간 접경수역의 공동관리 및 이용을 통한 적극
적 평화체제 실현 방안에 대해서 검토
▶ 접경수역의 공동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제안하고, 접경수역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새로운 긴장 요인에 대해서 검토

기대효과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접경수역의 평화 정착 방안 마련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 방향 제공
▶ 접경수역이 남북 대치 수역에서 남북 공존의 수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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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문 전망모형
「KMI-FOSiM」 구축 연구(2차년도)
기본연구 2019-02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이헌동

연구진 하현정 · 허수진

▶ 이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산부문 전망에 이용해 오던 총량모형 「KMIFSM(Fisheries Simulation Model)」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새로운 관점에
서 전망과 정책 시뮬레이션에 특화된 모형을 개발, 수산정책에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18~2019년 2개년에 걸쳐 개발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부문 전망모형은
「KMI-FOSiM(Fisheries Outlook and Simulation Model)」으로 명명하고자 함

연구의 결과

▶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어로어업 전망모형 구축을 위해 수산자원, 어업생산의 수
급 균형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였음
▶ 제3장에서는 「KMI-FOSiM」 구축을 위한 기초통계 DB 수집 현황, 모형 구축의 기본
방향, 그리고 모형의 전체 구조도를 제시하였음
▶ 제4장에서는 「KMI-FOSiM」 어로어업 전망모듈, 갈치·고등어 수급 전망모듈, 그리고
1차년도에 구축한 양식어업 전망모듈의 개별방정식 재추정 결과를 제시하였음. 그리
고 RMSPE, MAPE, Theil의 불균등계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예측력을 검정하였음
▶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전망하고자 하는 수산업·어촌 총량지표를 어업생산,
수출입, 소비, 가격, 어촌 등의 부문별로 유형화하고, 「KMI-FOSiM」을 이용한
2019~2023년의 전망결과를 제시하였음
▶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KMI-FOSiM」의 개선과제와 운용·개편 로
드맵,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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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 「KMI-FOSiM」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운용·개편 연구
수행을 제안하였음. 통계 DB의 업데이트, 품종 확대, 모형의 구조 고도화, 예측력 향
상을 위한 향후 5년의 운용·개편 로드맵도 제시하였음
▶ 해양수산부와 KMI 수산부서가 매년 상·하반기 2회, ‘수산정책협의회’ 개최를 정례화
하고, 「KMI-FOSiM」의 수산정책 활용 분야, 이용 수요 등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이루
어져야 함을 제시하였음
▶ 양식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양식어가의 경영, 생산비 관련 통계 수요가 매우 커
지고 있으나, 현재 양식 품종별로 경영실태를 진단할 수 있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양식산업 정책 수립, 전망모형에서의 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수산물 소비량 산정체계 고도화를 위한 「비식용 수산물 이용실태 기초조사」를 추진
할 것을 제안하였음
▶ 마지막으로 수산물 재고통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수산물 재고통계의 신뢰성 제
고를 위한 조사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제안하였음

기대효과

▶ 「KMI-FOSiM」을 이용하여 분석된 전망 및 시뮬레이션 결과는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자급률 목표 설정, 생산, 소비, 수출입, 재고 관련 정책의 수립, 각종 기본계획 및 지침
마련, 수산부문 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환율·국제유가의 급변, 어획노력량 조절, 양식면허 감축 등에 대한 파급효과를
사전적(ex-ante), 사후적(ex-post)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한
국해양수산개발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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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어촌 구축방안 연구
기본연구 2019-03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박상우

연구진 황재희 · 윤영준 · 이호림 · 류정곤

▶ 본 연구는 어촌지역의 열악한 작업환경, 인구감소와 고령화, 낮은 삶의 질 여건 등 축
적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촌뉴딜 이후 새로운 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구의 결과

▶ 어촌지역 사회문제는 인구감소, 고령화, 안전재해, 환경, 삶의 질 등 누적된 문제가 지
속되거나 미래에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전략을
도출함
▶ 어촌분야 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어촌 사회문제의 스마트 솔루션에 대한 AHP 분석
결과, 어업작업의 스마트화, 자연재해 대응과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EU 스마트빌리지와 스마트 섬 이니셔티브, 일본 ICT 마을만들기 등 스마트 지역정책
은 주민수요를 고려한 적정기술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
에 주목하고 있음

정책제안

▶ 본 연구는 스마트 관련 이론탐색 및 개념 정립, 어촌 사회문제 진단 및 스마트 전략,
국내외 사례 연구, 스마트 어촌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등을 통해 3대 전략(8대 추진
과제, 16대 실행과제)을 제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어촌사회의 축적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기반 구축 전략으
로 i) (가칭) 「스마트 농어촌 지원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 ii) 대통령 직속 ‘4
차 산업혁명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축, iii) 스마트 역량기반 마련, iv) 어

38

CHAPTER 3. 2019년도 연구성과

촌혁신 규제·제도 혁신 방안 마련 등을 제시함
- 둘째, 스마트 어촌의 인프라 조성으로 i) 스마트 어촌 시범사업(수산업 ICT 공모사
업,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빌리지 공모), ii) 스마트 어촌 본사업(어촌혁신 뉴딜사
업 2.0)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스마트 어촌 확산·촉진 방안으로 도시·농어촌 간 상호 네트워크, 스마
트 농어촌 국제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어촌 인증제도 등을 제시함

기대효과

▶ 본 보고서는 어촌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지역소멸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
는 현실에서 기존 어촌정책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지역정책
의 패러다임과 방안을 제안함
▶ 스마트 어촌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화된 정보통신기술(ICTs) 등 기술혁신과 규제혁
신, 사회혁신이 상호작용을 통해 축적된 어촌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여건변화
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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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기반구축 연구
기본연구 2019-04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최석우

연구진 박광서 · 장정인 · 정수빈 · 김성은

▶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에서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 시 파급효과는 매
우 큰 극단적 위험에 대해 예견적 위험분석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위험에 대한 사회
의 회복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연구의 결과

▶ 다양한 국내외 위험분석 보고서와 연구 논문 검토를 통해 예견적 위험분석의 개념과
특징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체계를 구축함
▶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체계의 첫 번째 부문인 ‘해양수산분야 극단적 위험
탐색 및 전망’을 실제 적용하여 해양수산분야의 극단적 위험을 도출함
▶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체계의 두 번째 부문인 ‘해양수산분야 극단적 위험의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을 도출한 극단적 위험에 적용하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예방·완화·회복적 차원의 정책과제를 도출함

정책제안

▶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기반구축을 위해 예견적 위험분석 연구 프레임워크
구축, 미래예측 기관과 교류 확대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사전 예측·감지 능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함

기대효과

▶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기반구축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극단
적 위험에 대한 해양수산분야의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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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재해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한 연안토지 매수 이행방안 연구
기본연구 2019-05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윤성순

연구진 정지호 · 최석문 · 좌미라

▶ 본 연구는 자연재해로 인해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거나 무분별한 개발로부
터 연안경관과 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연안지역에서 을 국가가 매수하여 관리함으로
써, 피해를 회피하거나 원인을 차단하고 경관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근본적
해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의 결과

▶ 기존 유사 토지매수제도 이행 문제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도출함
- 연안토지 매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
- 매수 범위와 매수대상 토지 선정 기준 설정
- 협의매수 일변도 탈피와 토지 확보 방식의 다양화
- 매수토지의 관리방안 마련
- 연안토지매수의 효과평가 방안 마련

정책제안

▶ 연안 자연재해 대응을 구조물 설치에 의한 방식이 아닌 공간관리 개념의 토지매수를
통한 근본적 해결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함
▶토
 지매수를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매수방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비
매수방식의 개발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토
 지매수에 필요한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습피해지역, 토지의 소유형태 분포, 비구조
적 대책이 유리한 곳, 지역주민의 인식 등의 정보의 조사가 필요함
▶침
 식관리구역 이외의 토지도 매수 가능하도록 연안관리법의 개정, 시범사업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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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의 확산, 토지매수 효과의 평가 등을 통해 토지매수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
도록 기반 조성이 필요함
▶이
 를 위해 우선 토지매수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자료 확보와 인식 확산의
노력이 필요함

기대효과

▶ 연안을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치를 더 높이고, 연안을 지속가능한 체계로
관리할 기반을 마련함
▶연
 안재해대응의 정책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신뢰도를 높이고, 재해대응
예산의 절감 효과도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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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기술의
평가·인증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기본연구 2019-06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안용성

연구진 김경신 · 정세미

▶ 향후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수요의 급격한 증대가 예상되는 선박 배출 저감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활용에 대한 지원, 관련 정책의 개발·수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
해서는, 선행적으로, ‘친환경 선박’ 또는 ‘선박 배출 저감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 이를 평가-검증하기 위한 절차 및 항목, 조직·운용체계 등 마련 필요함
▶ 국내 선박용 엔진 및 기자재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개발
된 핵심 부품·기자재의 성능, 저감 효과 등을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서 시험·평
가하고, 결과에 대해 검증-공식 인증을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기술 인프라 구축 필요
▶ 본 연구는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기술의 국내외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여 국
가 차원의 평가·인증체계 도입·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구축·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발굴, 모색하고자 하였음

연구의 결과

▶ 전처리 기술 전체의 기술 수준은 85.0점으로, 이 중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기술의 수
준은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평가
▶ 후처리 기술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럽의 기술수준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었으
며, 국내 후처리 기술 전체의 수준은 77.5점으로 평가
▶ 본격 기술 개발-육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의 일환으로 기술 기반 마련의 측면에서 분
류체계의 개발 및 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 척도에서 평
균 8.0점으로 평가
▶ 국내 기업 및 시장 육성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
마련의 측면에서, ‘국내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기술의 평가·인증체계’의 구축
및 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 8.3점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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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후 선박 배출 저감기술의 전세계 시장의 규모가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우리 기술산업은 기술적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음에도 시
장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 국
 내 업체들의 세계시장에 진입,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시장에 제시할 수 있는
기술력·제품 성능 등에 대한 공식 인증이 필요하며, 평가·인증 결과 제시를 통해 구매
자에 신뢰 획득 가능 여부가 평가·인증 과정 및 기준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
한 기준이 되어야 함

정책제안

▶ 국내 선박 배출 저감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기술전략’ 마련
▶ 선
 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기술 인벤토리 작성
▶ 토
 지매수에 필요한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습피해지역, 토지의 소유형태 분포, 비구조
적 대책이 유리한 곳, 지역주민의 인식 등의 정보의 조사가 필요함
▶ 시
 험-검·인증을 위한 절차 및 항목, 조직·운용체계 개발
▶ 평
 가·인증체계의 구축,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필요

기대효과

▶ 국내 선박용 엔진 및 기자재 기업에 배출저감과 관련한 그들의 핵심 부품·기자재의
성능, 저감효과 등을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서 시험하고, 결과에 대해 공식 검·
인증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기술업체를 육성하고, 나아가 산업 전반
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국
 내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기술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술전략’의 수
립으로, 선박 배출 저감기술(친환경 선박 기술)의 범위 및 정의, 이에 따른 유형별 분
류체계 및 기준, 기술/제품의 성능을 평가-인증하기 위한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이
를 바탕으로, 인큐베이터 개념의 국내 선박 배출 저감기술의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
는 등 정부 주도의 기술 기반 구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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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해양레저관광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연구
기본연구 2019-07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최일선

연구진 홍장원 · 이정아 · 장정인

▶ 국내 해양레저관광 정책은 수요자의 이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양레저관
광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및 수요에 비해 산업적 경쟁력은 매우 낮은 실정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양레저관광 부문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 걸맞은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해양레저관광 사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지원정책을 발굴하
고자함
▶ 또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및 맞춤형 정책 과제 제
시를 통해 국내 해양레저관광 부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연구의 결과

▶ 우리나라 관광산업 육성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양레저관광
부문은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의 관광산업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정책은 규제 개선 등 비즈니스
환경 조성,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금융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해양레저관광 통계기
반 구축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국내 해양레저관광 경험률과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연평균매출액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어 수요 및 공급측면 모두 확대되고 있으나, 수요의 급속한 성장세에
비해 산업적 측면은 매우 미비한 수준임
▶ 국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 우리나라 해양레저
서비스 산업은 초기 성장기로 높은 계절성으로 인한 영세성을 특징으로 하며, 산업
지원 정책 활용 경험이 낮고 사업체 성장단계별로 애로사항 및 지원정책 수요가 다
소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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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정책 부문별, 사업체 성장단계별,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타 부처
와의 협업 방안 모색, 법제도적 근거 마련 및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차원의 육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은 부문·성장단계에 따라 창업, 자금,
수요확대 및 판로개척, 경영, 인력, 연구기술개발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추진함
▶ 산업유형별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은 마리나업, 수중레저
사업, 수상레저사업, 크루즈운영업, 낚시터·낚시선박운영업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함
▶ 남과 북은 적극적으로 접경수역의 평화적 이용 및 관리를 통한 한반도 전체의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되, 그 목표는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수립 자체가 아닌
통일이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정책제안

▶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거버넌스 차원에서 다부처 협력·통합회의를
정례 개최하고 해양수산부 내에 해양레저관광서비스 기업체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
해야 함
▶ 국가차원의 해양레저관광산업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산업지원 정책 수립·
집행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해양레저관광 산업 지원 정책 추진 및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규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산·관·학·연·정 전문가 정례회의 개최를 통해 산업계의 다
양한 정책적 제안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해야 함

기대효과

▶ 본 보고서는 수요 및 성장 잠재력이 높고 업종 신설 및 분화 등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
는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밝히고, 부문별·성장단계
별 산업지원 방안으로 창업, 금융, 판로, 경영, 인력, 연구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정책
을 도출하고, 제도 및 규제개선 방안으로 산업 유형별 창업 및 서비스 활동 공간, 인
력 및 자격기준, 안전관리 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
▶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의 개념 규정을 통해 정책 대상을 명확화하고 해양레저관광서
비스 사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지원정책 발굴을 통해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정
책의 효과성 및 적실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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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주요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강화에
대응한 해양유전자원정책 개선 연구
기본연구 2019-08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박수진

연구진 최석문 · 김대경 · 김혜영

▶ 본 연구는 2010년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가 채택된 이후, 유럽연합(2014.
10.), 영국(2016. 5.), 독일(2016. 8.), 중국(2016. 9.), 일본(2017. 8.) 등 비준국이 관련
국내 법률과 정책을 정비함에 따라 해외 해양유전자원의 이용환경이 더욱 제약적으
로 됨에 따라 변화추세에 대응하는 정책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유전자원 분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이 있는 국내 법률과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자원제공국과 자원이용국의 나고야의정
서 이행과 관련된 정책을 분석하여 정책의 한계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연구의 결과

▶ 나고야의정서는 목적, 적용범위, 유전자원의 접근 절차인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 이익공유(Benefit
Sharing), 의무준수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과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 우리나라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부처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부처별로 개별법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를 이행
▶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가 발달한 국가 가운데 대표적인 자원제공국인 중국, 인도, 남
아프리카는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보다 엄격한 국내자원 접근·이익공유 체계를 수
립·운영 중임
▶ 대표적인 자원이용국인 일본, 노르웨이, 영국은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를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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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의 연계성과 전문성 강화 필요
▶ 해양생명자원법과 유전자원법의 연계성 제고 필요
▶ 수요자 중심의 ABS 정보 제공 필요
▶ 해양유전자원정책에 대한 인식제고와 정책홍보 강화 도모

기대효과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협력과 연계 강화, 국내유용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기반 마련을 통해 실효적, 체계적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확립
▶「해
 양생명자원법」과 「유전자원법」의 개정 및 정비를 통해 연계성을 확보하여 법률
간 상충 가능성을 해소함으로써 관련 법제도 간 연계 강화
▶ 체계적 정보 제공, 인식증진을 통한 국내외 해양유전자원 이용 활성화 및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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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천·해양 수질의
연계·통합 관리 체계 연구
기본연구 2019-09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장원근

연구진 한기원 · 강창우 · 박희망 · 최수빈

▶ 이 연구는 하천의 수질관리 정책과 해양의 수질관리 정책의 연계를 통해 해양 수질
환경보전 정책의 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연구의 결과

▶ 하천 수질환경관리 관련 법률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한편 해양 수질환경관
리 관련 법률은 「해양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등이 있음
▶ 우리나라 수질 관리체계는 하천과 해양이 별개의 관리 대상으로 분리되어 있어 수질
기준 설정, 관련 계획의 수립·이행,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해양수질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결정과 추진에 있어 해수수질관리 정책의 반영이 미흡함.
미국과 일본은 하천과 해양의 수질관리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유역관리 원칙을 적
용하는 하구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 중임
▶ 하천 하류의 중권역 수질은 전 국토 중권역 대표수질의 평균보다 나쁜 수질을 보이
고 있으며, 하천과 연계된 해양의 수질환경 역시 인접 해역의 수질환경보다 깨끗하
지 않음.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을 대상으로 하천과 방류수가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
을 모델링한 결과, 10%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 농어촌에는 매우 많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입지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은 다른
시설보다 완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어 방류수가 해양으로 유입할 경우 수질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하천과 해양의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조사, 정책개발, 총량관리 이행 등을 위해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데, 해양 부문의 조직 규모와 인력
이 부족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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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과 해양의 수질관리정책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유역관리 원칙을 적용하여 하구
를 독립된 관리대상으로 하는 법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하천과 해양
이 별도 관리대상이 아니라 하천-하구-해양이 하나의 체계로 관리(목표 설정, 계획
수립 등) 하기 용이함

정책제안

▶ 하천·하구·해양의 수질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
▶ 하천·하구·해양의 과학적 연구체계 연계하는 방안

기대효과

▶ 해양수산부-환경부 정책 협의 내용 제공
▶환경기준 개선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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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기본연구 2019-10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이정삼

연구진 류정곤 · 심성현 · 고동훈 · 오서연 · 한다정

▶ 이 연구의 목적은 현행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대한 평가, 참여 어업인 인식도 조
사,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TAC 제도의 내실화 및 확대에 기반한 연근
해 수산자원관리의 강화 및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연구의 결과

▶ 현행 TAC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어업인 인식도 조사, 해외사례 분석 등의 연구 내용
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가 TAC를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제시함
▶ TAC 중심의 수산자원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TAC 제도의 실효적 확대 및 과학적 관
리 강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화, TAC 참여 촉진 및 차별화 정책 마련의
세 가지 기본 방향에 입각하여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 TAC 제도의 실효적 확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TAC 제도 참여 의무화 및 형평성 제고,
규제 샌드박스 연계 TAC 확대, 수산자원 조사ㆍ평가의 고도화, TAC 모니터링 고도화
등에서의 세부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
▶ TAC와 연계하여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계어업 구
조개선 및 감척 단가 현실화, 감척어선 배분량 유상 재배분 및 구조개선 활성화, 자원
관리형 수입보장보험의 도입 또는 TAC 기반 공익적 직불제의 도입 등에 대한 세부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
▶ 향후 TAC 제도에 대한 어업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TAC 제도의 참여가 미참
여에 비해 실질적인 편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차별화
가 추진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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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C 제도가 점차 우리나라에 자리 잡아 가면서 여러 가지 전통적 규제의 존재 필요
성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TAC 대상어업 전반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
하고 이를 완화 또는 폐지해 나가야 함
▶ TAC 제도에 참여 및 제반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원의
급감으로 인해 어업인의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는 경우, TAC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자원관리형 수입보장보험의 도입 등 사회 안전망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적극 추진돼야 함

정책제안

▶ 우리나라에서 TAC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TAC 제도에 적극 참여하
는 어업인들의 어업소득이 침해되지 않도록 일정 이상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업종의
TAC 제도 참여 의무화가 조속히 추진돼야 함
▶ 이를 위해서는 TAC 대상어종의 어획량 비율에 따라 크게 TAC 대상업종, TAC 예비업종,
TAC 미참여 소량어획 업종으로 구분하여 TAC 제도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함
▶ 상기 구분에 대한 어획량 비율의 기준은 관련 어업의 상황 및 어획량 모니터링 가능
성에 의해 설정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TAC 대상어종에 대한 3년 평균 연간 어획량
비율이 10% 이상인 업종은 TAC 제도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판매장소
지정 및 어획량 조사 의무화가 병행돼야 함
▶ TAC 예비업종은 대상어종에 대한 3년 평균 연간 어획량 비율이 5% 이상 10% 미만
인 업종으로 TAC 참여 의무화를 위한 준비 단계에 놓은 업종을 의미함
▶ 아울러 TAC 미참여 소량어획 업종을 두어 TAC 배분을 통한 어획량 통제는 실시하지
않지만 어획량 보고 의무화 및 조사원의 수시 점검을 실시해야 함
▶ 즉, TAC 대상어종에 대해서는 소량(또는 낮은 비율)의 어획량이라 할지라도 전량 어
획보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미보고 시 대상어종의 판매금지를 제도화하여 관리의 사
각지대가 없는 TAC 제도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야 함
▶ 또한 TAC 제도 미참여 어업인에 대한 기존의 정책 및 혜택을 줄여나가고 이를 다시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제도 전반을 TAC 중
심의 자원관리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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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감척 폐업보상, 위판수수료, 면세유 지원, 자조금사업,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등
의 기존 사업에 있어서 TAC 제도 미참여 어업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여나가고 반대
로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상향 및 사업별 혜택을 확대해 나가야 함
▶ 아울러 TAC 기반 휴어제 도입, TAC 참여 어업인 대상 수입보장보험 등 TAC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제도를 성실히 준수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차별적 혜택이 있는 정
책을 신설·운영함으로써 ‘TAC 중심의 수산자원관리’라는 정부의 목표에 맞는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함
▶ 한편, TAC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어선에 대한 특별감척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1안으로는 감척 시 해당 어선의 할당량의 일부를 타 어업인에게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이를 다시 해당 어선의 감척 보조금에 추가적으로 더해 주는 방식이 있음
▶ 2안은 어선감척 및 어업인의 적절한 퇴로 마련을 위해서 TAC 참여 어선에 대해서는
기존의 감척 보상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TAC 참여 어선에 대한 폐업지원 보상을 근
해어업에서도 평년 수익액 3년분의 100% 수준까지 확대하거나 혹은 보상 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보상 적용 기간은 허가기간인 5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의 강화를 통해 어업인의 남획을 방지하고 대상어종의 회복
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에 기여함
▶ TAC 제도 미참여 업종이 TAC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보완
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TAC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 개선 및 참여 유인 강화에 기
여함
▶ TAC 대상어종에 대한 조사ㆍ평가의 정밀도 향상과 사각지대 없는 어획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TAC 제도가 명실상부한 과학적 관리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
▶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는 향후 TAC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관련
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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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
기본연구 2019-11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류정곤

연구진 엄선희 · 박상우 · 고동훈 · 심성현 · 오서연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개념을 정립·제시하고, 각 기
능의 가치를 추정·평가하기 위한 방법론 및 공익적 가치의 보존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하 세부사항은 같음
▶ 첫째, ‘공익’이라는 본원적 개념과 타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던 공익적 기능의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개념을 정립·제
시함
▶ 둘째, 개별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추정·평가하기 위한 (비)계량적 방법론 및 보존방안
을 제시함으로써 수산업·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이러한 가치의 보존·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

연구의 결과

▶ 본 연구는 관련 문헌 및 타 분야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에 대한 개념 정립과 함께 동 기능을 6개 분야 14개 기능으로 분류하였음
▶ 또한 본 연구는 국내외 공익적 가치의 계량적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별 가치평가 방법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난구조 및 국경해역 감시 기능 등 주요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였음
▶ 우리나라 수산업·어촌 공익적 기능 보전의 기본방향은 수산업·어촌이 본원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공익적 기능을 보다 더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임
▶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주요 4대 전략으로는 첫째, 수산업 정
책 패러다임을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체제로의 전
환, 둘째, 수산업·어촌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 대책에 대한 국가계획 수립, 셋째,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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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넷째, 수산업·
어촌 발전계획 수립 시 공익적 가치의 평가 및 동 가치에 대한 국민 홍보방안 마련이
포함됨

정책제안

▶ 우리나라에서 TAC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TAC 제도에 적극 참여하
는 어업인들의 어업소득이 침해되지 않도록 일정 이상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업종의
TAC 제도 참여 의무화가 조속히 추진돼야 함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음
▶ 또한 본 연구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와 정책의 이
행 촉진 및 재정지원의 토대 마련에 기여함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의 확산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
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수산업·어촌이 발생시키는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 및 동 가치 보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향상시킬 수 있음
▶ 본 연구가 제시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확대 방안을 통해 수산자원 증대,
어업생산의 지속가능성 및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55

2019 KMI 연차보고서



KMI Annual Report

12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기본연구 2019-12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정명화

연구진 윤미경 · 안지은 · 홍혜수

▶ 본 연구는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국제사회 논의 동향
에 기초하여 원양산업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회적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정책적 보완
사항을 파악하고 세부 전략 및 실천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결과

▶사
 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양산업의 CSR
활동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는 ‘인권’, ‘환경’, ‘노동’, ‘지속가능성’으로 도출됨
▶ 우리나라는 원양 주요 품목인 참치 통조림의 중간 공급망 단계에 위치해 있어 자원
의 ‘지속가능성’ 및 ‘인권’에 관한 CSR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내외 주요 기업의 CSR 활동은 주로 지역사회 공헌, 환경, 이해관계자 참여, 인권 분
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 원양수산물 주요 소비국인 영국과 미국 소비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 기업
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소비자 행동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기업 이미지와 기업 신뢰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 국내 원양선사 인식도 조사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우선순위로 ‘공정운영’, ‘지배구
조’, ‘노동관행’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 인식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 우
 리나라 원양기업의 CSR 실전 전략 마련을 위한 SWOT 분석에 따른 추진과제를 도출함

정책제안

▶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CSR 실천 강화를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이를 지
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책적 정비가 필요함

기대효과

▶ 국내 원양선사들이 자발적으로 경영전략상 ‘CSR 활동’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에 기여
▶ 원양기업의 CSR 활동을 법제화함으로써 구체적인 활동 범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
여 실질적인 실천 활성화에 기여

56

CHAPTER 3. 2019년도 연구성과

13

수산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과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연구
기본연구 2019-13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한광석

연구진 마창모 · 문석란 · 김세인 · 이채령

▶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2018년 전년 대비 16.4%, 2019년
10.9% 증가), 주 52시간제 도입(기존 최대 68시간 가능) 등 각종 노동정책이 변화되
고 있음
▶ 본 연구는 수산업분야 노동시장의 구조분석을 통한 노동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파급
효과와 정책적 지원 등 대응책 마련함에 있음

연구의 결과

▶ 수산물 생산업의 특성은 어업노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어업노동은 4D(Difficult,
Dangerous, Dirty, Distant)적 요소, 기술적 특성(노동의 다면성, 수노동체계, 짓가림
제)을 가짐
▶ 노동시장 특성 및 관련 이슈: 수산물 생산 중 어로어업의 경우 선장·어로장 중심의
채용, 양식업은 업계 간 협업·소개 등의 경로로 인력을 확보함. 노동시간의 불명확성,
노동 형태의 불규칙성, 인력 수요의 계절성 등 특성이 존재함. 선원임금은 최근 2년
(’18~’19년) 육상 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며, 외국인 임금 관련하여, 숙식 포함
여부, 최저임금 준수 등 이슈가 부상함
▶ 수산물 가공업의 산업적 특성은ⅰ) 노동집약적이고, ⅱ) 중소·영세성을 나타내며, ⅲ)
지역 밀착 발전형 산업이라는 점임
▶ 노동시장 특성 및 관련 이슈: 수산물의 원료수급의 계속성과 가공형태의 난이도에
따라 작업장의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고용비율이 상이하고, 종사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리고 고용구조 특성으로 최저
임금제, 52시간근무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되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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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유통업의 산업적 특징은ⅰ) 유통경로의 다양성, ⅱ) 가격의 변동성, ⅲ) 수산
물의 규격화 및 균질화의 어려움, ⅳ) 수산물 구매의 소량 분산성으로 조사됨
▶ 노동시장 특성 및 관련 이슈: 상시로 인력을 채용하며, 인력육성 목적 또는 스카우트
방식으로 채용함. 업무운영이 비교적 자율적이며,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을 받기 때문
에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제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냉동냉장업 등 특수
성을 띄는 분야는 52시간제를 적용하기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위한 특례제
도 등이 제안된 것으로 조사됨
▶ 노
 동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조사표본 328개, 표
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 5.18%, 수산업 업종별 할당표본 추출)
▶ (최저임금제) 수산물생산업 11.5%, 수산물가공업 33.3%, 수산물유통업 16.2%가 최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최저임금이 순이익, 제품의 가격, 이직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지만(‘영향없음’ 응답 제외), 노동자 생산성과 기계화
및 자동화 부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임
▶ (근로시간 단축) 조사 업체 중 20.7%는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3시간을 넘으며, 고
용자 임금 감소 여부에 대해 91.7%가 영향이 없다고 응답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지원대책 활용(예정) 여부에 대해 20.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긍정 응
답 중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사업’이 46.8%. 부정 응답 중 ‘지원대책을 잘 몰라서’가
3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정책제안

▶ 정책제언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정책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제언함
▶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수산업 부문 별도 최저임금 산정,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 근로시간의 경우, 수산업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탄력적 근로기간을 설정하
는 것을 제안함
▶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고령노동자에 대한 정책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지원, 정부
지원제도의 홍보, 수산업 분야 노동력 수급 효율성 제고, 수산업 분야 노동 동향 통계
및 관련 부서 신설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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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정부의 노동 정책 변화가 수산업 분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부문별 노동시
장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함

59

2019 KMI 연차보고서



KMI Annual Report

14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 개선 방안 연구
기본연구 2019-14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김태일

연구진 고병욱 · 박성화 · 안영균 · 황수진 · 김주현 · 허성례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정기선 해운정책은 2000년대 전후 추진되고 있는 정책
들, 선박투자회사제도, 톤세제, 국제선박등록제도, 국가필수선대 등과 2018년부터
추진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있음
▶ 한편 최근 한국 해운, 특히 정기선 해운은 원양 및 중소선사 모두 경영상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상황임
▶ 이 같은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정기선 해운정책 개발이 요구됨
▶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 방
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연구의 결과

▶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정기선 해운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
선 해운기업들의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하는 것임
▶ 본 연구는 미래 정기선 해운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제2장에서 거시환경 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분석방법인 PEST(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에 따라 분석하
였음
▶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거시경제 측면에서 그동안 확장세를 보였던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글로벌 무역전쟁이 확산됨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
음. 이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성장,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등을 중심으로 한 질적 성
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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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그간의 해운업 성공요인이었던 선박과 화주, 화물 간
의 관계 조율이 신기술을 통한 효율성 증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인력 운영 등이
주요 요인으로 대두하고 있음. 주요 해운국 역시 해운 분야 4차 산업기술 관련 정책
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와 선사 차원의 공동 투자 확대 등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2020년 1월 시행되는 IMO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국내외 선사들이 분주한
상황임. 따라서 스크러버 설치, 친환경 선박 대체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선사 역시 화주 및 정유사와 상생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 넷째, 글로벌 원양해운의 경우 앞으로 단순히 양적 성장만으로는 시장 내에서 경쟁
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선사 서비스 개선 등의 질적
성장이 필요할 것임. 또한 원양선사와 근해선사 간의 협조를 통한 신시장 개척도
요구됨
- 다섯째, 근해 컨테이너선사들의 주된 시장인 아시아는 향후 최대 해운시장으로 변
모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선사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국
내 근해선사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또한 시장 내에
서 선박 대형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형별로 적절한 선대 구성이 필요할 것임. 아울
러 국내 화물 외에 아시아 시장 내 제3국 간 화물 운송시장 개척이 요구됨

정책제안

▶ 본 연구는 향후 정기선 해운의 환경변화를 토대로 우리나라 해운정책이 어떠한 방향
으로 수립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한 데 의의가 있음
▶ 그리고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주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
여 그 방향성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을 시기별로 제시함. 본 연구의 결과물이 향후 해운정책 수
립 및 시행과 평가 등 일련의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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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해운금융 비교를 통한
국내 해운금융 역량강화 방안 연구
기본연구 2019-15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전형진

연구진 윤희성 · 윤재웅

▶ 본 연구는 국내외 해운금융시장의 동향 및 산업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나라 해운금융의 대외경쟁력을 파악하고 나아가 국내 해운금융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본 연구는 민간금융기관들의 해운금융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
을 마련하고, 나아가 해운금융에 대해 정책금융기관들이 어떠한 역할을 강화해 나가
야 하는지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연구의 결과

▶ 국내 해운금융은 조선의 수출지원 또는 조선과의 연계를 통한 국내 해운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 유럽은 해운금융의 양극화가 심해지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선주를 대상으로 아
시아 리스와 같은 대체금융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음
▶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하여 국내외 국가들의 해운금융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
은 조선시장을 바탕으로 양호한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됨
▶ 국내 해운금융도 성공적인 해외 선박금융 진출, 해운 전문가 확보, 보완 산업 보완 등
경쟁력 요인을 보완한다면 유럽 수준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정책제안

▶ 민간부분의 해운금융 강화방안으로 선박투자 세제지원, 지방은행의 해운금융시장
참여 활성화, 중소선사 및 조선소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정책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해운금융기관의 고유한 사업확대 및 원화기반 선박금
융도입, 해양진흥공사의 선주역할 확대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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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금융 관리체계 개선 방안으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해운금융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국무총리 직속의 컨트롤타워 설치가 중요함

기대효과

▶ 국내 해운금융경쟁력 수준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계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부 및
산업 관계기관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해운금융 역량강화 로드맵을 통해 관계기관들의 중장기 단계별 정책 및 경영활동을
제안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방안의 효과적인 시행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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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방안 연구
기본연구 2019-16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박한선

연구진 박혜리 · 유윤자 · 박상원

▶ 이 연구는 해상분야의 사이버 위험관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내외 해상
사이버 보안 관리실태 및 취약성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상분야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의 결과

▶ 해상분야의 사이버 보안 국제표준 및 산업계 지침을 고려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
적 보안 영역별 통제항목에 근거하여 영역별 각 9개의 위험요소가 식별됨
▶ 보안 영역별 위험요소 식별코드에 따른 위험도 RA(Risk Assessment) 분석 결과 기술
적 보안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RA: 11.35), 관리적 보안에 대한 리스크
는 RA: 11.28로 나타나 기술적 보안과 함께 높게 나타남. 물리적 보안은 RA: 9.2로 나
타나 관리적·물리적 보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해상분야 사이버 보안 취약성 개선요소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AHP) 결과
기술적 보안이 36.3%, 관리적 보안이 35.6%, 물리적 보안이 28.1%의 중요도 가중치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RA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보안과 관리적 보안에
대한 취약성 개선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 사이버 보안 리스크 분석 및 취약성 개선 중요도 결과를 고려하여 해상분야의 사이
버 보안 취약성 개선대책 및 강화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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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 실증분석을 통해 국제해사기구에서 제시한 ‘해상 사이버 위험관리 지침’과 동 지침에
서 추가적으로 제시한 국제표준 및 산업계 지침 근거로 해상분야 사이버 보안 개선
방안 정책의 근거를 제시함
▶ 국내 해상 사이버 보안 대책 및 강화를 위한 법제도, 시스템 및 보안체계 방안, 기술
및 인증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방향성 및 시사점을 도출함

기대효과

▶ (민간부문) 우리나라 해상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기술 강화 및 인증시장 확대
를 통한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발전 기대
▶ (공공부문) 향후 정부의 중장기 해상분야 사이버 보안강화계획 수립 시 법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인력양성프로그램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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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기업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우위 분석 연구
기본연구 2019-17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윤희성

연구진 최건우 · 황수진 · 박동원

▶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해운기업의 생존 및 발전전략을 지원하고 정부정책의 효과성
을 제고하기 위해 해운 비즈니스 모델 분류체계의 설계, 모델별 경쟁우위요소의 도
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결과

▶ 기존 해운기업 분류체계인 운항서비스(정기선, 부정기선) 또는 운항화물(컨테이너/
벌크/탱커)에서 벗어나 수송능력 확보, 해운계약 형태, 시장노출을 기준으로 총 일곱
가지 해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함
▶ 해운 비즈니스 모델 핵심 경쟁요소를 세분화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함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하여 가치(Value)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활동과 자원이 무엇인지
를 구체화하여 핵심 경쟁우위요소 18개(공통요소 5개, 기능요소 13개)를 도출함
▶ 분류된 일곱 가지 해운 비즈니스 모델 중요도 조사 결과 수송선사, 선주모델, 운영선
사모델 순으로 조사됨
▶ 일곱 가지 해운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도와 모델별 핵심 경쟁우위요소를 도출함

정책제안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운비즈니스 모델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해운기업의 자본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해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상업금융기
관 육성과 함께 사모펀드(PEF)가 해운기업에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마련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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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해운 시황 예측과 시장위험 강화를 위해 정부 프로젝트로 표준시스템 개
발ㆍ보급을 제안했으며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공적역량 확보가 수반되어야 함
▶ 셋째, 해운기업의 법률ㆍ계약 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공공기관 산하의 ‘해운전문
역량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함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해운비즈니스 모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모델별 경쟁우위요소를 도출
하여 우리나라 해운의 미래상을 모델별로 도출하고,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함
▶ 기업은 기업이 속한 사업영역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성과 성
장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데 사업모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기업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여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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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본연구 2019-18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하태영

연구진 박주동 · 이주원 · 김영훈

▶ 우리나라 무역의 대부분은 항만을 통해 교역이 이루어지며 2018년 금액기준으로 전
체 화물의 약 68.7%가 항만을 통해 수출입되고 있음
▶ 이러한 무역의 측면에서 보면 항만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우리나라 국가산업에서 매
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주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항만산업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외형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GDP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우리나라 항만산업의 위상을 새로운 관점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 효과를 분
석해 보았음
▶ 항만산업의 신규분류체계(+연관산업)를 기준으로 국가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통계자료로 활용하여 정례적ㆍ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목적

연구의 결과

▶ 해양산업통계조사에 근거하면 ’16년 기준 전국에 총 2,997개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
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항만산업의 국가 및 지역 경제기여에 관한 국내외 연구사례 고찰
▶ 항만산업과 연관산업(해운산업,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를
분석해 보았음

정책제안

▶ 항만산업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 지속 산정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항만산업 및 연관산업에 대한 위성계정 신설 필요
▶ 항만산업과 연관산업 간 가치사슬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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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국내 항만산업의 지역별 경제기여도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일관성 있게 산출할
수 있는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데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지역 매
출ㆍ고용 창출 효과)
▶ 이는 항만산업의 지역별 경제기여도를 손쉽게 진단하여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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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공동배출규제해역 지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연구
기본연구 2019-19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이기열

연구진 김은우 · 최나영환 · 김보경

▶ 본 연구는 동서항로의 주요 기종점으로서 선박 통항량이 많은 동북아시아 해역에서
의 선박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한 공동배출규제해역(ECA: Emission Control Area) 지
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연구의 결과

▶ 한국과 중국은 자국법을 근거로 자체적인 ECA를 지정하여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
이며, 일본은 현재 ECA 지정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동북아시아 해역에서 총 11,486척의 선박이 3,440만 시간 동안 10억
5,790㎞를 이동, 동기간 북해 및 발트해 지역보다 선박 활동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동북아시아 해역의 ECA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분쟁 해역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차
단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가 간 협의 및 공동 운영 등 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 동북아시아 공동 ECA 지정을 위해서는 기존에 한·중·일 3국 간 협력 및 교류 체제의
활용이 필요함

정책제안

▶ IMO의 승인을 통한 동북아시아 공동 ECA 지정을 위해서는 ECA 지정이 이 지역의 대
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비용-편익 분석 등을 위한 자
료 확보 및 분석체계의 구축이 시급함
▶ 동북아시아 공동 ECA 지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한 공동 ECA 추진 협의체의 조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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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공동 ECA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① 추진 타당성 분석, ② 공동 ECA 지정방안
논의, ③ ECA 신청 및 심사, ④ 시범 운영, ⑤ 동북아 공동 ECA 실시로 단계를 구분하
여 추진 로드맵 제시함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공동 ECA의 지정 필요성을 도출하였으며, 공동 ECA 지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안) 및 공동 ECA 지정 추진 로드맵(안)을 제안하였음
▶ 보고서는 동북아시아 공동 ECA 지정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로서 향후 공동 ECA 도입
을 위한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 마련 및 연구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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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협력
수준 분석과 물류정책 방안 연구
- 화주~물류기업 협력을 중심으로 기본연구 2019-20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김은수

연구진 최나영환ㆍ조지성ㆍ김병주ㆍ김동환ㆍ길광수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글로벌 공급사슬협력 및 공급사슬 지
원역량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물류 고객의 관점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글로벌 물류 애로요인을 규명하고, 수
출기업의 규모별 특성에 맞는 물류정책 및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결과

▶ (공급사슬협력 수준) 수출 화주가 인식하고 있는 화주-물류기업 간 글로벌 공급사슬
협력 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협력 저해요인) 공급사슬협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SCM/물류 전문인력 부족’,
‘화주-물류기업 간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낮은 수준의 정부지원’ 등이 지적됨
▶ (협력 성공요인) ‘커뮤니케이션 의지’, ‘관계의 투명성’, ‘상호의존성’ 등이 성공적인 공
급사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요소로 조사됨
▶ (LSP 지원역량) 화주기업은 우리 물류기업(LSP)의 글로벌 공급사슬 지원역량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물류기업 스스로는 그들의 지원역량 수준이 평균보다
높다고 인식함
▶ (애로사항) 화주기업이 사업수행 시 느끼는 물류부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높은 물
류비용과 복잡한 통관절차로 조사됨
▶ (정책수요) 수출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부문 지원 요구정책을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별 요구 물류정책에 대한 필요성 정도에 차이가 나타남

72

CHAPTER 3. 2019년도 연구성과

정책제안

▶ (추진로드맵) 본 연구에서는 4대 추진방향에 따른 6대 추진전략을 수립했으며, 각 전
략별 세부 추진과제별 종합 로드맵을 제시함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물류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바탕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 경쟁력, 화주-물류기업 간 협력 수준, 물류기업의 공급사슬 지원역량을 제
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개선 TF 구성 및 운영, 둘
째, 공급사슬 지원 관련 민관합동 협업 채널 구축, 셋째,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추진
T/F 구성 및 운영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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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수출입 증대를 위한
우리나라 항만물류 개선 방안
기본연구 2019-21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신수용

연구진 이언경 · 조지성 · 이지원 · 이성우

▶ 본 연구는 신선식품 수출입 증대를 위한 국내 항만물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글로벌 신선화물 시장의 잠재력 분석, 국내 항만 유치가능 신선식품 품목 도출, 글로
벌 주요 콜드체인 항만의 사례 분석 등을 수행하였음

연구의 결과

▶ 최근의 경제성장률 및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의 성장세는 2~3%대에 그친 반면 글로
벌 신선화물의 시장은 1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며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됨
▶ 현재 신선식품 시장의 성장에 주요하게 기여하는 요인들은 냉동냉장창고의 노후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편의성 추구, 냉동냉장창고 부족, 식품전자상거래 성장,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모두 우리나라에게는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됨
▶ 국내 항만의 신선식품 유치에 있어 주요하게 작용하는 문제점은 크게 항만물류, 시
설, 운영, 기술 분야에서 나타남
▶ 해외항만에서는 적용 및 시행 중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시행 중인 분야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항만에 유치 가능한 품목을 도출하기 위해 2차에 걸쳐 분석을 수행함
▶ 최종적으로 해당 품목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였으며 앞서 도출된 시
사점(항만운영의 애로사항, 문제점 등)들을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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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 신선식품 시장 분야에 있어 표준화될 수 있는 연구 기반 마련
▶ 국내 항만 유치대상 품목 구체화를 통해 기업의 실무 활용가능성을 증대
▶ 국내 콜드체인(신선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

기대효과

▶ 국내 신선식품 항만 물동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현 콜드체인 시장의 중요성을 부각, 우리나라 항만물류의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연구 분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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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권 물류 및 지역개발
비즈니스 모델 제안과 협력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2-01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최나영환

연구진 이기열 · 권보배 · 김성아 · 김엄지

▶ 본 연구는 1차년도 환동해권 지역개발 및 물류시장 여건, 2차년도 극동러시아 진출사
례 연구에서 도출된 협력 가능 사업을 중심으로 환동해권 물류 및 지역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특히 본 3차년도에서는 2차
년도 연구에서 제시된 목재 펠릿, 수산가공, 곡물저장 및 운송,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
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극동지역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함
▶ 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우
리 중소 물류기업의 환동해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도 기여하고자 함

연구의 결과

▶ 환동해권의 한·중·러·일 간 과거 물동량 및 무역액 추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에 도출된 협력가능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함
▶ 5개 협력가능 사업에 대한 물류 및 지역개발 협력가능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함
▶ 환동해권 물류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애로사항과 협력방안을 제시함

정책제안

▶ 환동해권의 다자간 협의체인 GTI의 기능 강화 또는 국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러한 상위 협의체를 중심으로 개발 지원기관(각국 정부기관), 공동 기업협의체, 공동
연구기관 등의 조직 구축을 제안함
▶ 극동 러시아 진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북방시장 진출 보험(가칭) 신설, 통관부문
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고, 투자 확대를 위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투자
지원방안, 북방시장 진출 펀드(가칭) 신설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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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북방시장에 중소·중견 기업의 안정적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진출 컨설
팅 및 법률 서비스 제공,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활용 강화, 공동물류센터
조성 검토, 러시아 물류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등을 제안함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환동해권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를 통한 한반도 및 환동해권
물류와 지역개발 산업의 해외진출 정책방안 마련에 기여함
▶ 우리나라 물류기업,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환동해 지역에 대한 안정적 진출 기반
조성에 기여함
▶ 또한 환동해권 연계 양자 또는 다자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정부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의제 제안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나아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실질적인 북한개발 협력과제를 제시하여 G20 시
대의 개발협력을 주도할 우리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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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글로벌 지속발전방안 연구

- 우리나라 新해사산업의 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3-01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박한선

연구진 박혜리 · 하신영 · 박상원 · 이경미

▶ 본 연구는 IMO 규제로 창출된 우리나라 新해사산업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제시하고, 경쟁력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 도출 및 중장기 투자방향을 제
시하고자 함

연구의 결과

▶ 우리나라 新해사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위해 기업 대상의 유효 설문 192개를 통해 각
산업별 발전단계(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및 경쟁력 지수를 도출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정책제안

▶ 정량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新해사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
적 투자방향 및 정부의 해사산업 발전 정책 수립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함
▶ 新해사산업 관련 기업 데이터(인력, 자본, 매출액, R&D 투자액, 재무적 성과 등) 구축
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함
▶ 新해사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함
▶ 新해사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을 제안함

기대효과

▶ 향후 정부의 해사산업 진흥 및 육성정책 수립 시 해사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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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본의 수산물 수입구조 분석과
對일본 수출 전략 연구
수시연구 2019-01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임경희

연구진 이상건 · 한기욱 · 김지연

▶ 일본은 우리나라 최대 수산물 수출 대상국이나,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출 비중은
2000년 74.7%(11.3억 달러)에서 2018년 32.0%(7.6억 달러)로 감소함
▶ 일본의 경우 과거와 달리 교역·통상 환경, 소비 구조 등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 본 연구는 변화하는 일본 시장에 대응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물의
對일본 진출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의 결과

▶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수산물 관세 구조, 수입 정책 및 비관세장벽, 소비 구조 변화
등 일본의 수산물 수입환경을 분석함
▶ 제3장에서는 일본 수산물 수입 구조 파악 및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함
▶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일본 내 수출 경쟁력 및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함

정책제안

▶ 대표 수산물의 사전적 위생·안전성 관리 시스템 구축
▶ 수출 수산물의 제품 사양 다양화 및 상품성 강화
▶ 중계 무역·중계 가공 경로 구축 검토
▶ 정부 협상을 통한 수산물 수출 환경 개선
▶ 新수산물 수출 전략 수립 검토

기대효과

▶ 수출 업계 및 정책 당국의 對일본 수산물 수출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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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선박부착생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수시연구 2019-02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박수진

연구진 최석문 · 김대경

▶ 최근 바다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체 표면에 부착되어 이동하는 선박부착생물(biofouling)로 인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즉, 매
년 전 세계 해운산업에 1천억 미달러(USD)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와 더
불어 주요 국가의 규제 강화가 해운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선박부착생물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국내외 법률과 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선박부착생물 관리정책의 한계요인을 도
출하였음
▶ 더불어 선박부착생물로 인한 환경적·산업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촉
진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음

연구의 결과

▶ 선박부착생물(bio-fouling)의 현황과 제거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하고,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선박부착생물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 선박부착생물의 제거기준 및 방법, 제거지역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
절차를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
▶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환경관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칭)선박부착생
물 제거업을 신설하여 적합한 시설 및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업체가 제거하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
▶ 수중청소를 통한 정기적인 부착생물 제거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대되
고 있으며, 선체청소에서 선체관리(hull care)로의 패러다임 전환까지 제시되고 있는
바 적극적 기술개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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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부착생물의 정책목표 명확화
▶ 선박부착생물의 사전예방
▶ 해양부착생물의 제거 및 사후관리
▶ 국제규제 대응 및 산업육성 지원

기대효과

▶ 선박부착생물의 제어 및 관리 등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국제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동향 분석을 수행하여 국제규제가 국내 조선·해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선박부착생물로부터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 「해양환경관리
법」, 「해양생태계법」 등 법률 개선방안 제시

84

CHAPTER 3. 2019년도 연구성과

03

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수시연구 2019-03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장홍석

▶ 이 연구의 목적은 수산물 유통시설 중에서 산지수협 위판장과 법정도매시장을 대상
으로 저온위생화의 기준과 운영방침을 제시하는 것임

연구의 결과

▶ 우리나라 산지수협 위판장과 법정 수산물도매시장의 인프라 구조는 수요자 주도 시장
에서 소비자가 만족하는 위생관리 수준을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지수협 위판장은 거의 대부분이 개방형 구조이면서 온도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
고, 저온위생위판장을 도입하더라도 그에 맞는 운영관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법정 수산물도매시장 역시 최근에 현대화를 한 도매시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개방
형이었으며, 온도관리 역시 대부분 하지 않고 있었음
▶ 수산전통시장의 수산물 전문소매점은 소비자와 접점이 되는 진열대의 현대화가 필
요함과 동시에 점포 내 수산물 취급에서 위생관리 방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정책제안

▶보
 고서의 정책제안은 산지수협 위판장의 저온위생위판장 기본모델과 운영관리 방안, 수
산물 법정도매시장의 현대화, 운영관리 방안(저온위생위판장과 동일), 수산전통시장의
수산물 전문소매점 저온진열대 지원과 점포 운영방침임
▶ 저온위생위판장과 관련된 정책제언은 ‘저온위생위판장 기본모델 제시’, ‘저온위생위
판장 운영방침 제시’임
▶ 도매시장의 현대화 시, 위생과 관련된 해외사례인 토요스 어시장의 사례를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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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대화 운영방침을 제시하는 것이 수산물 법정도매시장과 관
련된 정책제언임
▶ 수산물 전문소매점의 진열대를 저온 진열대로 전환해야 하며, 수산물 전문소매점의
저온위생 운영방침을 제시함

기대효과

▶ 저온위생위판장, 도매시장 현대화, 수산물 전문소매점 진열대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제도권 유통기구의 콜드체인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를 통해 수요자 주도 시장에서 소비자(국민)들의 위생 니즈를 만족할 수 있음
▶ 또한 수산물의 저온화에 따른 품질 제고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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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어촌지역 고용통계
수시연구 2019-04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한광석

연구진 박일란

▶ 어촌지역 고용통계는 어촌지역 정책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어촌지역 관련 별도의 고용통계가 전문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음
▶ 본 통계는 어촌지역 고용통계 부재에 따라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국사업체조사 통계
에서 어촌지역만 추출하여 어촌지역 고용통계를 작성한 것임
▶ 본 연구는 어촌지역의 고용통계 작성을 통하여 어촌지역의 고용변화 특성을 분석하
고, 어촌지역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

연구의 결과

▶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체 401만 9,872개사 중 어촌지역 사업체 수는
33만 8,013개사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음
▶ 2017년 어촌지역 사업체 수 33만 8,013개사 중 남자 대표는 20만 1,552개사
(59.6%), 여자 대표는 13만 6,461개사(40.4%)임
▶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162만 6,904명 중 어촌
지역 종사자 수는 190만 2,956명으로 전체 대비 8.8%임
▶ 2017년 어촌지역 사업체의 종사자 중 남성 종사자 수는 122만 9,553명으로 남성의
비중이 64.1%이며, 여성 종사자는 67만 3,403명으로 35.9%를 차지하고 있음

정책제안

▶어
 촌지역의 사업체 및 어가에 대한 고용 패널 구축
▶ 어촌지역 기본계획 수립 시 고용정책 수립
▶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기대효과

▶ 어촌지역의 고용실태 파악을 통한 어촌 정책 개발에 활용
▶ 어촌 지역별 또는 시기별 경기동향 분석
▶ 어촌지역 일자리 창출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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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식수산물의
경영비 조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일반연구 2019-01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백은영

연구진 한보현 · 노아현 · 이기영 · 강경희 · 천성훈 · 김대영

▶ 세계 양식수산물은 매년 연평균 5.4%씩 성장세를 보여 세계 수산물 생산량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양식수산물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2018년 기준 생산량은 225만 톤으로 해면어업의 두 배 이상이었음
▶ 양식수산물은 식량공급원으로써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관
련된 관심과 정책적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임
▶ 더욱이 수산업 환경 변화로 가격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양식어가의 경영비
또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정확한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
한 정책 수요가 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가 미흡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는 2015년 이후 중단된 양식수산물의 경영비 조사의 부재를 해소하
기 위해 양식수산물 특성에 맞는 경영비 조사 체계 구축 및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
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의 결과

▶ 양식어업 특성과 수산분야 국가승인통계 지정 현황, 그리고 최근 주요 양식품목(전
복, 넙치)의 산지가격 하락 사례 등을 통해 경영비 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했음
▶ 농축산·임업, 수산업 및 일본의 유사통계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했음
▶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장으로 양식수산물의 경영비 조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제
시했음
▶ 양식수산물 경영비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도별 세부 추진 로드맵을 제
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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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 본 연구는 양식어업의 정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통계 확보를 위한 조사
체계 구축의 첫 사례인 만큼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양식수산물 경영비 조사가 문제없이 추진되기 위해 KMI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경영
비 조사의 추진 필요성과 해양수산부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정책지
원 기능 등의 강화를 제안함

기대효과

▶ 양식수산물 경영비 통계조사가 구축된다면 관련 산업은 물론 정책적 측면과 사회·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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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딥러닝 기반의
건화물선 시황예측 연구
일반연구 2019-02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윤희성

연구진 최건우 · 황수진 · 박동원

▶ 해운업에 있어 예측이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학
적인 접근보다는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반 시황
예측 모델 개발을 통해 해운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나아가 정책당국의 정책적
판단 정확도를 높여 해운위기 재발을 막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연구의 결과

▶ 기술적 지표들과 주간 시황 변동성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기술적 지표와
시황 변동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케이프, 파나막스, 수프라막스 선형별로 20회의 파라미터 추정과정을 반복하여 이들
의 출력치를 결합한 앙상블 모델을 적용하였음
▶ 그 결과 케이프선에서는 정확도가 70.9%, 파나막스에서는 72.3%, 수프라막스에서
는 79.7%로 나타남
▶ 모델 성능 비교를 위해 서포트 벡터 머신과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한 결과 케이프 선
에서는 각각 61.5%, 64.2%를 기록하였으며, 파나막스에서는 64.2%, 74.3%, 수프라
막스는 66.2%, 75.7%를 기록함
▶ 세 선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딥러닝 모델의 성과가 가장 좋게 나타남
▶ 시장의 유동성이 작은 대형선의 경우 운임 변동 폭이 크고 단기적인 공급의 쏠림현
상이나 기상이변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형선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시
장참여자의 직관과 일치하는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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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 본 연구는 해운 시황의 단기방향성 예측에 대한 기술적 지표를 활용한 인공지능 모
델의 유효성을 검증한 데 있음
▶ 해운기업이 용대선 의사결정에 해운 시황의 단기방향성 예측결과를 참고하여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이고 경영성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임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는 벌크선의 단기시황예측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진행되었음. 이 연구를
3가지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연구 분야를 탱커와 컨테이너선까지 확장,
- 둘째, 모델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입력변수를 확보,
- 셋째, 예측연구 대상기간의 확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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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운-조선산업 관계분석 연구
- 컨테이너 신조발주량 예측 -

일반연구 2019-03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최건우

연구진 윤희성 · 황수진 · 박동원 · 황진회

▶ 본 연구는 선박의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는 해운과 조선산업의 관계를 분석하여 신조
발주량을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시스템다이나믹스의 인과지도(causal
loop)를 이용하여 두 산업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
▶ 나아가 저량-유량도(stock-flow)를 통해 시뮬레이션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변수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계량분석을 병행함

연구의 결과

▶ 해운시장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 지속
▶ 컨테이너 신조는 시장요인과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

정책제안

▶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서 추진하는 해운-조선 상생을 위해서는 정책적 인센티브 필요
▶ 한국해운연합(KSP)의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해운 경기주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선·화주 펀드 조성 필요

기대효과

▶ 컨테이너 신조발주량 예측을 위해 해운-조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중·단적으
로 예측한 결과 과거에 비해 발주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해운-조선 상생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이론적 배경 제공
▶ 해운 사이클 분석을 통해 화주와 선사 간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해운-조선 산업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중기적으로 컨테이너 선박대형화의 중단으로
항만 시설 개발 시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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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디지털 공급사슬 물류정보통합
구축전략 연구(Ⅰ)
- 디지털 공급사슬 생태계 정보통합지도 구축 중심 일반연구 2019-04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최상희

연구진 이언경 · 서정용

▶ 동 연구는 ’19~’21년(3년)까지 국내 물류공급망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공급사
슬 통합지도 구축(1, 2단계), 추진로드맵과 이행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연구의 결과

▶ 해외 해상물류중심 공급사슬 구조(참여자)로서 운송업체(철도/도로/바지/연안선), 선
사, 화주, 항만공사, 터미널운영자, 세관, 금융/보험, 물류서비스제공자 등을 규명
▶ 국내의 디지털 공급망 생태계에 대하여 설문, 인터뷰,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각 주체
별 서비스, 기능 및 역할 등을 제시
▶ 국내 디지털 공급사슬의 생태시스템 모델 수립을 통해 각 물류기능별 서비스 핵심주
체와 이해관계기관과의 생태 서비스연계도 제시
▶ 해외 공급사슬디지털화 정책은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의 항만물류 당국과 해외
선사, 협회 및 IT기업 등의 핵심정책과 글로벌 물류기업의 24개 서비스 프로그램을
조사, 분석
▶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물류정보는 서비스영역과 목적, 주체, 대상 등에 따라 다
양하게 분류,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
▶ 디지털 공급망 물류정보지도를 ⅰ) 물류정보 생태구조 및 모델, ⅱ) 물류정보 생태 관
련 문헌, ⅲ) 물류정보 생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수출과 수입부문으로 나누어 구축
▶ 수출/수입 부문에서 각 주체별로 공급망 정보생태지도를 도식화하여 제시
▶ ‘디지털 공급망 물류생태계 정보통합지도 플랫폼’은 향후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 물
류연계정보 등 누구든지 온라인 기반으로 관련 정보들을 수정, 추가, 보완하여 활용
이 가능토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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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 내 해상물류스마트와 이행전략과 연계 추진
▶ 우선적 정책사업으로서 ‘물류생태계 정보 데이터 활용관리 연구사업’ 등 기초적 연구
추진하며 특히 이해관계자 간 데이터의 수집, 교환과 활용을 위한 방안을 집중 분석
하는 것이 필요
▶ 물류정보의 디지털화 및 연계 관리를 위한 법정 기본계획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함
▶ 해상부터 내륙연계까지 물류공급망 전반의 산, 학, 연이 참여하는 ‘물류생태계 정보
디지털화 커뮤니티’를 구성, 운영
▶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물류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이용하고 현장에 적용가능한
공공과 민간의 물류정보 데이터를 수집,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조직
구축을 추진

기대효과

▶ 스마트 해상물류 중심의 국가물류스마트화 정책수립 및 타 부처 물류스마트와 정책
과 연계 기반 구축
▶ 해상물류 중심의 국가물류공급망 내 국가물류비와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실현 기
반 구축
▶ 디지털통합정보플랫폼 기반 신 디지털 물류서비스 산업 창출을 위한 정보 제공
▶ 국내 디지털 공급사슬 생태계 물류정보통합을 위한 표준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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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해안관리 방향
일반연구 2019-05

연구책임자 정지호

연구진 남정호 · 정세미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해안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연구의 결과

▶ 연구는 ‘국내외 사례 분석’, ‘연안지역 건강자원 활용 여건 분석’, ‘건강증진을 위한 해
안관리 방향’에 대해 수행하였음
▶ 먼저 국내외 건강 관련 공간관리 정책 분석에서는 국외 사례와 국내 사례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음
▶ 연안지역 건강자원 활용 여건 분석에서는 연안 건강자원 종류와 건강자원의 효과를
분석하였음
▶ 시민이 접근하여 건강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연안공간을 대상(부산시와 통영시)으
로 공원 지정과 활용 실태를 분석하였음
▶ 해안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
진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 제도 개선이 필요한 법률과 지침을 아래에 작성함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 공원녹지법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 연안관리법
- 항만법 &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침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
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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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 공원녹지법 & 연안관리법
- 해양생태계법 & 해양환경관리법 & 해수욕장법
- 환경보건법

기대효과

▶ 해안을 쉽게 접근하고 건강에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연안도
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증진에 기여
▶ 해안의 기능을 여름 성수기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관광지에서 건강증진을 위해 매일
찾는 공원의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해안관리 관련 사업에 건강증진
을 위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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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우리나라 주요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운영, 시설, 제도를 중심으로일반연구 2019-06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이경한

연구진 김우선 · 이종필 · 한성일 · 천민수 · 허재영

▶ 본 연구는 주요 국제여객항을 대상으로 운영 및 시설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국제여객항 이용주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객
항의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결과

▶ 우리나라의 국제여객항은 ’90년 최초 카페리 항로 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재는 세계 최대 객화선 시장인 황해권의 주요 관문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정부의 노력에도 국제여객항의 운영체계와 관련된 부문은 상대적인 투자와 관심부
족으로 여전히 개선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최근 한중해운회담 향후 국제여객항을 기항하는 카페리 항차의 증편과 항로의
증설이 가시화되었고, 저비용항공사 출현 및 풀컨테이너선과의 경쟁 등 화객이탈의
위협요인이 발생함
▶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5개 국제여객항을 대상으로 운영체계(관리·운영, 시설, 대내
외 제도)에 대한 쟁점사항 및 개선방향을 조사한 후 ‘중요도-성취도’ 분석(IPA)을 실
시함

정책제안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세관인력 확대 및 주말 상시통관 시스템 운영이 시급함
▶ 둘째, ‘여객 교통 인프라 편의성 확대’ 등 운영 선진화 방안 도입이 필요함
▶ 셋째, 야드에서 섀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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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여객 휴게 중심의 인프라 확충 등 시설 개선이 시급함
▶ 다섯째, 민간 선사 등 관련 산업계의 객화 운송 서비스 개선 위한 노력 집중이 필요함

기대효과

▶ 주요 국제여객항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운영, 시설, 제도의 우선순위를 발굴함으로
써 정부의 예산투입 및 정책추진의 방향성 제시
▶ 국제여객항의 전반적 시설개선에 따른 객화 이용률 활성화 기대
▶ 국제여객항 세관 운영체계 개선 가이드 라인 제시 통한 통관효율성 제고에 기여
▶ ‘국제해상여객 및 화물량’의 정례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반 마련
▶ 접안 선석(폰툰)에서의 화물 하역 및 여객 하차 관련 안전보호 법·제도 구축 지원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연구』 중 카페리 예비선석 확충 정책(계획)의 구체화 및 조
기 시행 지원
▶ 정부·선사·운영사(터미널) 간 국제여객항 운영체계개선 관련 갈등 해결방향 제시 통
한 상생·협력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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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북한 서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일반연구 2019-07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윤인주

연구진 허재영 · 진희권

▶ 본 연구는 북한이 관광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동북부에 집중하고 있고 인구와
인프라 등 장기적으로 시장성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서해 관광 개발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경제구상의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구축과 연계할 수 있는 북한 서
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의 결과

▶ 서해 남북협력 구상은 2007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이어 2018년 서해경제공동
특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북한이 지정한 22개 경제개발구 중 서해안에 8개가 위치,
개성공단까지 있어 향후 북한 서해 해양관광 활성화 시 주요 거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광이 중단된 이후 금강산관광 관련 법·제
도를 변경하고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에 나섰으며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설
명회 등 관광지구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신경제구상의 서해안 벨트는 물류·산업 중심이나 공동수역·접경수역 및 평양·개성 등
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주요 거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크루즈·MICE·산업관광 관련 사례를 통해 북한 서해 해양관광 활성화에 적용할 수 있
는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상기와 같은 대상지 여건 분석과 사례분석을 토대로 북한·경제·경영·국토·교통·관광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 서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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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마련) 크루즈관광, MICE 산업 유치, 산업유산 종합조사 등 방한 외래관광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 (지구 지정) 한강하구-개성 뱃길 관광을 시작으로 남북 연안크루즈, 국제크루즈관광
기항지가 될 거점에 남북연계 해양관광지구 지정 및 상품개발 지원이 필요함
▶ (법률 제정)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
기금법 등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남북 관광교류 및 활성화에 관
한 법 제정이 필요함
▶ (협의체 운영) 남북관광의 효과적인 추진에 필요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남
북관광전략회의 개설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의 수요조사
및 업무협의 시 결과 공유 및 제언

기대효과

▶ 인구, 인프라 등 시장성과 장기적 발전가능성이 높은 북한 서해를 대상으로 해양관
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및 서해
경제공동특구 조성과 연계 가능한 해양관광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함
▶ 특히, 서해는 남북한 양측 모두 관광 개발 계획이 제대로 구상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남북한의 경제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이와 연계 가능한 크루즈·MICE·산업관광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 대북제재를 고려할 때 사실상 남북 경제협력이나 대북투자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서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교류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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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U의 수산물 소비 특성 및 수출 전략
-프랑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일반연구 2019-08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김지연

연구진 양이석 · 이다예 · 임경희

▶ 한국 수산물 수출의 7.3%(2018년 기준, TRASS)를 차지하고 있는 EU는 우리나라 고
가격 수산물의 대표적인 수출 시장이자 글로벌 소비 규범을 선도하는 시장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대내외 수출 여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 수출 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전 세계 수산물 소비가 질적 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비자의 선호 특성도 빠른 속
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소비자 특성에 기반한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의 중
요성은 커지고 있음
▶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산 수산물의 프랑스와 스페인 수산물 시장 진출 전략 방안
을 도출함

연구의 결과

▶ 현재 프랑스로 수출되고 있는 한국산 수산물은 참치가 대부분이나, 수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산 김, 프랑스 내 자급률이 낮은 게, 최근 현지 생산 부진을 겪고
있는 굴 등을 중심으로 프랑스 시장을 공략해 나가야 함
▶ 최근 실용성·편의성을 프랑스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춰 간편 가공식품 시장 성장세
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프랑스로 수출되고 있는 품목 중 한국산 어묵과 김을 중심으
로 프랑스형 간편 간식 제품 개발이 고려됨
▶ 프랑스 소비자들은 제품 선택 시 포장지에 적혀있는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는 성향이
두드러지므로, 제품에 품질, 안전성, 인증 등을 포장지에 기재해 판매하는 마케팅 전
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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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은 가공용 원물 수입 수요가 높은 국가로, 스페인으로의 한국산 수산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가공용 원물 시장에 주목할 필요성이 대두됨
▶ 한국산 원물로 가공이 가능한 참치, 어묵, 김, 홍합 등을 중심으로 현지 수요를 반영한
제품 개발 연구가 필요함
▶ 스페인 시장으로의 마케팅은 직접 맛을 볼 수 있는 시식 행사 등이 중요하며, 이를 경
험한 사람들이 주변인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입소문 마케팅을 활용해 볼 수 있음

정책제안

▶ 프랑스·스페인은 같은 EU권역 시장이지만, 프랑스 소비자들은 가공식품 위주의 수
요가 늘어나고 있었던 반면, 스페인은 가공 산업의 중심지로 가공용 원물 수요 위주
수입이 이루어짐
▶ 프랑스·스페인 소비자들의 소비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
한 변화 속도에 맞춰 개발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임
▶ 프랑스 소비자들은 제품 선택 시 포장지에 적힌 정보를 꼼꼼히 살피는 특성을 가지
고 있는 반면, 스페인 소비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
택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기대효과

▶ EU 대표 소비국이자 트렌드를 주도하는 프랑스와 스페인 수산물 소비 특성 분석을
통한 수출 유망 품목 도출에 기여
▶ 프랑스·스페인 소비 특성 분석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제품 개발 시스템
구축 및 마케팅 전략 마련
▶ 향후 프랑스·스페인 수산물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전략 및 시사점 도출로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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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위성계정 기초연구(Ⅰ)
일반연구 2019-09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장정인

연구진 김태진 · 정수빈 · 김성은 · 박희대 · 고병욱 · 이헌동 · 하태영

▶ 국민계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양수산 GDP 측정체계인 해양수산 위성계정 작성 체계
를 마련하여, 해양수산업의 경제적 위상과 정책효과를 진단하고 중장기 산업정책 수
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연구의 결과

▶ 해양수산 위성계정 작성절차는 총 8단계로 구성되며, 핵심 단계는 해양수산 부문 식
별을 위한 산업 및 상품분류체계를 연계하고 통계를 세분화하여 추계하는 단계임
▶ 수산물 생산업을 중심으로 위성계정을 시범 작성한 결과, 2015년 기준 총산출은
7.86조 원, 부가가치는 3.18조 원, 취업자 수는 5.4만 명 수준으로 추정됨
▶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공급사용표를 기반으로 작성된 2015년 수산물 생산
업의 위성계정 추정 결과는 2015년 해양수산업 중심 산업연관표 추계 결과에 비해
4.7~9.3% 정도 큰 값을 보임

정책제안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차년도와 2024년 이후에 대한 해양수산위성계정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함
▶ ① 기초 연구 수행,
② 위성계정 작성체계 구축,
③ 기초 가이드라인 개발,
④ 부문별 위성계정 작성,
⑤ 계정통합 및 시계열보정,
⑥ 세부 작성 매뉴얼 개발 및 국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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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주기적 작성 및 공표,
⑧ 수산업, 해양레저관광업 등의 수요측면 추가 작성,
⑨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연계 모형 개발,
⑩ OECD 등 국제기구와 세계 해양수산 위성계정 플랫폼 공동 개발 등의 단계적 추
진이 필요함
▶ 수산업과 해양수산 레저·관광업과 같이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최종소비재이나, 국
민경제적 위상이 저평가된 부문에 대해 수요측면(소비액 등) 계정을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업 부문별 위성계정 구축 및 작성이 안정화되면 지역단위 통계로의 연계 및
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문의 경제활동이 일어날 때 투입된 자연자본(natural capital) 및 해양생태
계서비스(marine ecosystem services)를 분석한 ‘해양환경위성계정’으로 확장될 필
요가 있음

기대효과

▶ 첫째, 해양수산 위성계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등의 중장기 목표 수립과 해양수
산 부문별 산업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함
▶ 둘째, 국민계정과 연계하여 도출된 산업기준의 통계는 해양수산업 전망을 위한 가장
정교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음
▶ 셋째, 해양수산 분야에 최적화된 정부의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넷째, UN 국민계정체계인 SNA에 기반하여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산출된 해양수
산 위성계정 자료는 SNA 계정체계를 따르는 세계 해양국들의 해양수산 통계와 비교
가 용이함
▶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업이 국민경제 내에 얼마만큼 기여해왔는지에 대한 대국민 인
식을 제고함

106

CHAPTER 3. 2019년도 연구성과

10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활용방안 연구
일반연구 2019-10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김형근

연구진 김세원

▶ 본 연구는 현재 중국에 설립된 자유무역시범구(이하 ‘자무구’로 약칭)의 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해운·물류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정책 및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우
리나라 기업들의 자무구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음

연구의 결과

▶ 현재 중국의 자무구에 대한 정의는 제도적으로 볼 때, ‘하나의 주권국의 제도 내에 속
한 ‘경내관외(境内关外区, 경내에 속하나 세관 범위 밖의 구역)’와 ‘경내의 시범구역’
이 결합된 특수구역으로서 경외 화물 및 자금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기업이
동 구역 내에서 보세상태로 화물의 보관, 가공제조, 전시교역 등 업무를 진행할 수 있
으며, 더욱 자유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투자 유치 및 해운물류, 역외무
역, 국제환적 등 무역업태 발전을 촉진시키는 구역’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중국의 자무구의 경우, 최근까지 지속적인 확장을 해오고 있는 상하
이 자무구 및 섬이라는 특징을 가진 하이난 자무구 외에는 대부분 3개의 편구(片区,
세부 구역)로 구성되며, 면적은 약 120㎢ 내외로 비슷함
▶ 자무구에서 전개되는 투자 분야의 개혁 조치는 주로 투자 촉진, 투자 편리와 외자 활
용에 집중되어 있음. 그중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는 자무구 투자 분야의 개혁 조
치가 외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
▶ 각 무역구의 성과는 자무구별 시범조치의 완료 상황, 외자유치, 무역편리화 수준 제
고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음
▶ 중국의 12개 자무구가 해운분야에서 발표한 기존 개혁조치는 모두 12개임. 양적으로
보았을 때 상하이 자무구가 발표한 해운 분야 개혁 조치가 7개로 가장 많았고, 광둥
자무구가 2개, 톈진·랴오닝·하이난 자무구가 각각 1개를 차지했음. 기타 자무구는 현
재 운항 분야에서 개혁조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다른 자무구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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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벤치마킹하여 보급하고 있음
▶ 12개 자무구 중 6개 자무구는 물류분야 개혁 조치를 13개 발표했음. 양적 분포를 보
면 6개 자무구가 발표한 개혁 조치의 수가 비교적 균형이 잡혀 있어 상하이 자무구가
독점하는 경우는 없었음. 톈진과 푸젠 자무구 각 3개, 상하이, 후베이 및 쓰촨 자무구
각 2개, 광둥 자무구가 1개를 발표했음
▶ 중국 국무원은 2019년 8월 6일,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린강신구역(临港新
片区) 총체방안』을 발표하였으며, 8월 20일 ‘린강구역’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음
▶ 현재 상하이 자무구는 327건의 업무승인 사항을 ‘일망통반(一网通办)’으로 처리하
여 기업의 일처리 편의를 높이고 있음
▶ 중국 자무구의 해운·물류분야 활용방안으로는 상하이 자무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고,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중국 진출에 필요한 활용방안으로서 여섯 가지 사례를 제
시하고 있는데, 이 중 세 가지 내용과 각각에 대한 기업사례는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자무구 정책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한·중 협력방안으로는 상
하이 자무구 추진과 연계한 협력범위 확대와 린강신구역의 복합운송 혁신과 연계한
협력방안이 있음

정책제안

▶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자무구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자
무구별로 해운·물류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및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자무구 정책은 상하이를 시작으로 총 18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또
다른 지역으로도 점차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이와 연계하여 우리나라
해운·물류 기업들이 중국의 연해 동부 및 내륙지역에 진출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
어야 하므로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자체 연구 과제를 수립하고, 진행할 계획임
▶ 또한 본원 및 관계 기관, 해당 부처별로 수행되는 해운·물류분야의 신사업 발굴, 기획
연구 조사에 제안할 계획임

기대효과

▶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들의 중국의 각 자무구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각 자무구의 해
운·물류 활용도 제고에 기여
▶ 각 자무구 관련 지방정부, 중점 대학 및 관련 해운·물류기업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향후 각 자무구의 해운·물류분야 연구의 장기적인 기반 조성에 기여
▶ 우리나라 주요 해운·물류기업 및 유관기관 등의 중국 자무구 관련 투자진출 사업 타
당성 분석에 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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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해양수산
혁신성장체계 구축 연구
일반연구 2019-11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최지연

연구진 황재희 · 이호림 · 신지원

▶ 본 연구의 목적은 연안·해양지역의 해양수산 발전역량과 국가·지역 혁신성장체계 등
을 분석하여 지역 해양수산 혁신성장체계 구축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위해 지역혁신성장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세계 주요 국가·지역의 해양기
반 혁신성장 사례와 국내 지역혁신 관련 정책과 사업 등을 분석하였음. 그리고 연안·
해양지역의 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시·도의 해양수산 혁신사업 추진 현황
과 한계 등을 알아봄

연구의 결과

▶ 국외 지역혁신정책, 지역 간 가치사슬과 지역 내 혁신역량의 종합적 분석·진단에 근
거하여 다양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운영
▶ 지역 해양수산은 높은 발전 잠재력보다 연안·해양지역 혁신성장 기반 취약
▶ 지역은 해양수산 정책영역을 확대하고, 다부처·초광역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역혁신성장 지원정책 미약
▶ 지역 해양수산 혁신성장을 위해 ‘신(新) 해양수산 경제권’, ‘지역 주도의 해양수산혁신
생태계 조성’, ‘중앙-지역 상생혁신 거버넌스 구축’ 제안

정책제안

▶ ‘시·도 해양수산 종합발전전략(가칭)’의 법정계획 추진과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균
형발전과 혁신성장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해수부의 지역발전 전담조직과 해양수산 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운영
▶ 해양수산 지역발전 지원체계 시범사업 추진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지역 주도의 해양수산 혁신성장에 관한 정책발굴에 기여하고, 해양산업
방향을 ‘해양기업·산업’ 중심에서 ‘연안·해양 경제권’으로 전환해 ‘지역의 역할’ 재정
립과 해양수산부와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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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뱀장어 양식사업 타당성 조사
일반연구 2019-12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마창모

연구진 문석란 · 이동림 · 김세인 · 이채령

▶ 본 연구는 카리브해 연안국과의 수산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시발점으로서 도미니카
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뱀장어 양식사업 타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함
▶ 이를 통해 수산부문 ODA 사업을 통한 협력 방법을 도출하고, 뱀장어를 대상으로 한
상업적 규모의 양식장 조성이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분석함

연구의 결과

▶ 카리브해 국가에서 북미산 실뱀장어의 안정적 수입루트 개발 필요
▶ 도미니카공화국 등 실뱀장어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수산협력 필요
▶ (정책적 타당성) 국내 실뱀장어 입식물량의 안정적 확보, 국내 수산업계의 해외진출
을 위한 기반 마련 및 북미시장 개척
▶ (기술적 타당성) 북미산 실뱀장어의 양식 안정화 기술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술실증
및 인력양성으로 극복 가능
▶ (경제적 타당성) 상업적 뱀장어 양식장 건립 시 B/C 1.2, NPV 10,765백만 원, IRR
9.7%로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도서국·개도국의 특성으로 인한 양식 관련
기반이 없어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기대했던 수준의 경제성은 나오지 않음

정책제안

▶ 수산 ODA 사업을 통한 인력양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
▶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병행
▶ 뱀장어 양식장 조성을 위한 배후 부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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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북미산 실뱀장어의 안정적 수입루트 마련
▶ 수협중앙회 등 어업인 단체의 해외진출 지원
▶ 도미니카공화국 양식사업 모델을 통한 인접국 확산 가능
▶ 카리브해 국가와의 수산협력을 통한 국제적 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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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2차년도)
-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과 신활력 사업구상 -

일반연구 2019-13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박상우

연구진 황재희 · 이호림 · 신진원

▶ 본 연구는 강원 어촌지역의 현안문제를 토대로 지역소멸 위기에서 새로운 활력을 제
고시킬 수 있는 사업모델(안) 실증구상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그 세부내용
은 다음과 같음

연구의 결과

▶ 강원지역은 어선어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어촌으로 최근 중국 및 북한의 남획으로
인해 수산자원 급감과 고령화·과소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 타 지역에 비해 심각
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반면 해양레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잠재력도
갖추고 있어 강원 어촌 신활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정부는 어촌뉴딜 300사업 등 생활SOC 일환으로 어촌 지역재생에 적극 나서고 있으
며,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사업전개에 국한되지 않고 강원형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
구상과 이를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
하였음
▶ 특히,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을 단계적으로 설립하는 방안과 이를 조례 제정을 통
한 법적근거와 예산 지원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정책제안

▶ 본 연구는 수산업 침체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강원 어촌의 신활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증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강원 어
촌 신활력 지원단 마련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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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민·관 협의체 (가칭)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설립을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1단계(2020~2021년)에는 어촌지원단 TF를 통해 어촌뉴딜 300사업 등 공모사업
유치 등 양적 성장을 도모하고, 2단계(2022년 이후)는 상설조직으로 강원 어촌의
종합·체계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둘째,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당 조례(안)
11개 조항으로 목적 및 설치근거, 기능·구성, 지원단 운영·관리, 예산지원 등의 내용
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향후 강원도와 정책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
였음
- 마지막으로 강원형 어촌현장포럼을 제시하여 전문가, 어촌주민, 지원단이 함께 지
역현안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주민주도형 사회문제해결 방식의 프
로그램을 제시함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소외되고, 수산업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강원 어촌의 신활력 사업모델(안)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
버넌스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강원 어촌정책 마련의 기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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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해상운송 규범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연구
일반연구 2019-14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김지혜

연구진 김민수 · 김주현 · 이슬기 · 정성엽

▶ 본 연구는 북극 해상운송 관련 규범 체계를 파악하고 최근 논의 현황을 기반으로 향
후 규범 발전방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함

연구의 결과

▶ 북극해를 규율하는 단일의 조약이 없으며, 특히 북극 해상운송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지역별, 국가별 규범으로 이루어진 체계임
▶ Polar Code 이후 SOLAS 비적용선박으로의 확대 적용, 북극해역 운항 선박의 중유 사
용 및 운반 금지 등의 논의가 진행되는 등 대체로 환경·안전성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
하고자 하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북극 해상운송과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오지 않았으며, 북극
해상운송 경험이 있는 국내 기업과 참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한
결과 북극 해상운송 규범 변화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북극 해상운송 진출에 따른 리
스크에 대한 전반전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정책제안

▶ 범부처 정책추진 플랫폼 수립그램을 제시함
▶ 북극 관련 국제규범 마련 주도를 위한 전략 수립
▶ 물동량 창출 지원을 통한 민간기업의 북극항로 진출 도모
▶ 민관협력 북극사업 비즈니스 모델 (가칭)K-Arctic Consortium을 통한 진출 확대
▶ 북극항로 관련 R&D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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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북극 해상운송 관련 규범 체계를 파악하고 현재 새로 논의되고 있는 규제 동향 조망
▶ 향후 예상되는 북극 해상운송 관련 환경·안전 규제에 대해 북극항로 진출 경험이 있
거나 관심이 높은 국내 선사의 의견이 반영된 대응전략 수립
▶ 발전 현황 및 동향 파악을 통한 우리나라 대응방향 제시
▶ 북극이사회 중심으로 추진되는 북극 정책과 IMO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사 안
전·환경 정책 간 연계성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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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
현안연구 2019-01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최일선

연구진 홍장원 · 이정아

▶ 해양관광이 연안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 차원의
인프라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 이 연구는 국내 해양관광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지역별로, 해양관광 산업별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연안지역의 해양관광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근거 및 수단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결과

▶ 해양관광 활성화 수준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 목적지
의 관광공급, 관광수요, 관리 및 운영·정책 등 내·외부적인 환경을 고려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개발함
▶ 지표 개발 절차는 선행연구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초기문항을
도출한 후, 전문가 1차 조사로 표면타당성 및 내용타당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2차
AHP 조사를 통해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평가체계를 마련함
▶ 연구결과 3개 대분류, 6개 중분류, 16개 소분류, 44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를 개발함
▶ 이 지표는 1) 해양관광 공급지수, 2) 해양관광 수요지수, 3) 해양관광 정책역량 지수
등 3개 대분류로 구성하여 각 지수를 별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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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 해양관광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지수의 중장기적 필요성과 활용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세부 지표에 대한 측정 자료의 확보 방안, 측정 시기, 측정 척도 등의 방법과 일련의
과정을 표준화하여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측정 지침 마련 필요
▶ 해양관광 관련 기초자료 수집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
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조직하여 DB 구축 및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측정
지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적
용되어야 함
▶ 초기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
여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수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향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기대효과

▶ 해양관광정책의 목표 및 방향 설정과 성과 평가 수단으로 활용 가능
▶ 해양관광 공급지수는 지역의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유형화 및 해양관광기반시설의
정비방향과 규모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함
▶ 해양관광 수요지수는 해양관광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해양관광
공급지수와 연계시켜 시설계획의 보완 및 성과를 점검하는 수단으로 활용함
▶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는 연안지역 해양관광정책사업의 집행력을 점검하고, 이를
제고·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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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류 수급통계
개선방안
현안연구 2019-02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이남수

연구진 강효녕 · 노아현

▶ 고등어는 정부의 자원관리 및 수산물 수급관리 정책에 있어 중요성이 매우 높은 품
목 중 하나임. 그러나 국내 고등어 수급통계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안
고 있음
▶ 이에 수산물 수급정책 수립의 근간이며, 물가관리의 정책적 중요성이 매우 큰 고등
어 수급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수산물 수급통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음

연구의 결과

▶ 먼저 고등어 수급통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고등어 생산통계는 수작업 선별 및 상자단위 위판, 고봉 입상 관행 등으로 과소
추정되는 것으로 파악됨. 단기적으로는 선별인력 교육 강화, 철저한 어종별 분류, 위
판 시 샘플조사 확대와 실측 강화 등을 통해 생산통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며, 장기
적으로는 자동선별기 활용 및 TAC 전 업종 확대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둘째, 망치고등어와 냉동 필렛 고등어의 HS코드가 없어 고등어 수급통계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별도의 HS코드 부여가 필요함. 또한 수율 환산 기준에 대한
과거 연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실측 기반의 수산물 환산 수율표 연구가 필요함
▶ 셋째, 고등어 재고통계의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현행 수산물 재고통계는 수
품원의 훈령에 근거해 시행 중이나, 재고조사의 표본 및 비표본 오류의 문제가 상존
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고조사의 법제화와 재고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넷째, 식용 및 비식용 고등어의 유통량 파악이 불가능함. 수산물 수급 및 물가관리 정
책은 식용이 대상이나, 현행 고등어류 수급통계는 비식용 고등어가 일괄적으로 포함
되어 있어 수급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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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고등어의 추정에 대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사료용 및 미끼용 유통량 조사 및 보고
의 의무화가 요구됨. 또한 장기적으로는 고등어의 용도별 실태조사체계 구축을 통한
주기적 정보제공이 필요함

정책제안

▶ 고등어류 수급통계 개선을 위해 다음 내용과 같은 법제화 추진이 필요함
▶ 첫째, 수산물 수급통계 개선을 위해 수산물유통법 제6장에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주요 수산물의 “생산량, 재고량, 감모량, 폐기량, 소비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방
법 및 절차, 조사대상 및 시기 등을 명문화하여야 함. 둘째, 수산물유통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를 개정함으로써 비식용 고등어 유통량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마련하여야 함
▶ 한편 고등어류 수급통계 개선을 위해서는 수산물 수급통계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며, 수산물 수급통계의 일원화 및 품질제고를 위한 전담기관
신설이 필요함. 또한 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수산물 수급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자문과 심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기대효과

▶ 고등어는 수산물 수급 및 물가관리에 가장 중요한 어종으로 고등어의 수급통계는 수
산물 수급정책 수립의 근간이며, 물가관리의 정책적 중요성이 매우 큼
▶ 따라서 주요 수산물 중 고등어 수급통계의 문제점을 부문별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전체 수산물 수급통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초 설계방안으로 제시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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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사회약자 포용성
증진 방안
현안연구 2019-03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정지호

연구진 최희정 · 정세미

▶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사회 약자의 해수
욕장 접근과 이용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 제시
▶ 구체적으로 해수욕장에 대한 사회약자의 접근과 이용 실태를 시범 진단하고 전국 해
수욕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 등 평가방향을 제시하고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
을 증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과 관련 사업을 제시

연구의 결과

▶ 해수욕장은 한 해 방문객이 1억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높은 관광지이나 우리 사
회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약자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음. 전
체 인구에서 사회약자(교통약자) 비중이 약 29%(2018년 기준)이고 각종 조사에서
사회약자가 공원, 바다 등 야외활동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약자에
게 해수욕장은 불편한 장소임
▶ 이용객 상위 10대 해수욕장이 다수 분포하는 부산시 해수욕장에는 장애인 화장실, 모
래사장 접근로, 장애인 유영구역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해수욕장마다 제각각이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사회약자가 실제 이용하기에 여전히 불편함. 더욱 문제는 부산
시 해수욕장에 설치된 것 같은 편의시설마저 없는 해수욕장이 전국에는 많다는 것임
▶ 장애인 등 편의법, 교통약자법 등 사회약자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사회약자에 관한
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각종 법, 기준에서 해수욕장이 제외되어
있거나 바다의 영향을 직접 받는 해수욕장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해수욕장법, 연안관리법 등 해수욕장 조성·관리 관련 법률에서는 사회약자를 배려하
기 위한 규정이 거의 없음. 특히 해수욕장법의 해수욕장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사회
약자 관련 사항이 없고 매년 시행하는 해수욕장 평가에 사회약자 관련 평가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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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호주, 일본 등 사회약자에 대한 포용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사회약자가 해수욕
장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해수욕장 이동과 활동을 위한 편리한 시설 설
치, 각종 보조기구 대여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과 기준
이 잘 정비되어 있음
▶ 우리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약자가 해수욕장 이용에
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사회약자의 해수욕장 이용실태 평가, 해수욕장 이용 관련 법
률의 개선과 가이드라인 제정, 사회약자 관련 편의시설 확충, 인력지원 등 비물리적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함
▶ 우선 사회약자가 해수욕장을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평가가 필
요함.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267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구체
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실태평가를 해수욕장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해수욕장평가와 연계한다면 해수욕장의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실태평가를 바탕으로 사회약자의 해수욕장 이용 관련 법률의 개선이 필요함. 장애인
등 편의법 등 사회약자 관련 법률에서는 해수욕장과 같은 연안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하고 해수욕장법 등 해수욕장 조성 관련 법률에서는 사회약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지원 프로
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인력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의 시민단체, 대학교 등 민간의 협
력이 필요함

정책제안

▶ 사회약자의 해수욕장 이용 실태에 관한 평가 필요. 배후 육지나 일반적인 시설물과
다른 특성이 있는 바다와 바닷가에 대한 평가에 포함
▶ 사회약자 관련 법률과 해수욕장 관련 법률의 개선 필요. 사회약자 관련 법률로는 장
애인 등 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에 해수욕장
포함, 장애인보조기기법에서는 보조기기 종류에 해수욕장 이용 지원 기기(해변용 휠
체어 등)를 포함
▶ 해수욕장 관련 법률로는 연안관리법에서 연안정비사업에 사회약자의 포용성을 증진
하는 사업, 해수욕장법에서 해수욕장 이용실태평가에 관한 규정을 포함
▶ 바다와 접한 해수욕장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 증진사업 추진 필요. 사회약자의 이용
을 위한 해수욕장 지형, 해양물리 조건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인력 지원 등과 같은 비
물리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필요

기대효과

▶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약자가 편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의 포용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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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현안연구 2019-04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황규환

연구진 주문배 · 장홍석

▶ 본 연구의 목적은 수산물의 ‘품질 향상’, ‘유통 효율화’, ‘안전성 관리’를 위해 도입된 수
산물품질관리사 제도가 수산 현장에 안정적·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을 마련하고자 함
▶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구인·구직자 간 인식도 조사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
향과 수산물 품질관리 측면과 유통효율화 측면에서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음

연구의 결과

▶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제도 시행 이후 2015년 85명, 2016년 128명, 2017년 42명,
2018년 134명 등 총 389명의 자격취득자를 배출하였음
▶ 그러나 수산물품질관리사 취업자 수는 11명으로(2.9%) 미미했는데, 이는 수산물품질
관리사 자격취득자가 연령대로는 60대가 25.4%로 가장 많고, 지역별로는 서울특별
시가 22.7%로 가장 높아 실질적 수산 인력으로의 유입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또한 수산물품질관리사 지원을 위해 현재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효용가치가 매우 낮
고, 수산물품질관리사를 전담인력으로 채용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없어 실효성이 떨
어졌음
▶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구인·구직자 간 불일치 문제를 인식도 조사
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구인자 측면에서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인식도는 ‘33.3%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저조했음
▶ 현장 근무 시 동 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해선 ‘구인자는 47.0%’, ‘구직자는 59.4%’가 필
요하다고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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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구직자 간 요구하는 임금격차는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격차가
컸음

정책제안

▶ 수산물 품질관리 측면에서 산지위판장의 ‘거점형 청정 위판장 조성사업’과 ‘위판장
위생 평가 기준 마련 및 우수 위판장 선정 사업’, 수산시장의 수산물 위생·안전 문제
를 제고하기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를 전담인력으로 활용해야 함
▶ 수산물 유통효율화 측면에서 새로운 어상자의 효과적인 도입과 수산물의 등급분류
부문에서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중점적 역할이 필요함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 마련 및 시행이 필요함
▶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추진과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지원이 필요함
▶ 지속적인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홍보를 통해 수산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미래적
으로 수산분야에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발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 정부에서 수산물품질관리사를 수산분야에 안정적·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공
▶ 향후 수산분야의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 기초자료로 본 연구의 인식도 조사결과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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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연계 · 활용방안 연구
현안연구 2019-05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안용성

연구진 김경신 · 정세미 · 이도경

▶ 본 연구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연계-이용 및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분석하고 항만 및 선박의 대기오염 현안의 특성과 정책·기술 환
경 변화를 반영하여,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이행을 위한 항만 및 항만지역 대기환경
관련 고수요·고가치 공공데이터 발굴 및 연계·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결과

▶ 국내 항만 대기오염 및 영향 파악과 관련한 공공 데이터 수요를 도출하기 위해 우선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들을 분야별 특성과 활용의 단계에 따라 모두 3가지
분야로 분류하였음
① 항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 현황 파악 관련
② 항만 배출 대기오염물질의 대기 중 이동·확산, 건강영향 파악 관련
③ 항만 대기오염물질 통합 분석·예측 관련 등 (①과 ② 통합)

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연계·활용 수요
구분

수행 작업

필요한 데이터
항만 배출원 분류체계
- 선박 배출원 분류체계
- 항만 하역장비 배출원 분류체계
● 항만 배출원별 등록/제원 정보
● 항만 배출원별 활동데이터*
● 항만 배출원별 연료유 사용 정보
● 항만 배출량 산정 구역 경계정보

생산 데이터

●

항만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배출·오염 현황
파악 관련

항만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대기 중 오염농도
측정

●

 만 지점별/대기오염물질별 대기 중 오염농도
항
측정값*

항만 지점별/대기오염물질별
대기 중 오염농도

국내 항만의 배출
및 오염실태 조사
(단기 및 지속 추진)

●

항만 배출원별 등록/제원 정보

●

항만 배출원별 배출량 측정값(Sample)*

●

항만 지점별 대기 중 오염농도 측정값(Sample)*

항만 배출원별/지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농도 비교 추정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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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기 중
이동·확산,
건강영향
파악 관련

수행 작업

주요 항만 도시별
대기오염물질의
대기 중 농도분포
파악

주요 항만 도시별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위해성 평가

필요한 데이터
●

항만 배출원별/지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배출량 모형 수행 결과 자료

●

항만 지점별/대기오염물질별 대기 중 오염농도

측정값*
- 대기질 측정망 자료*
● 기상모형 수행 결과 자료
- 지표 및 고층기상대 관측 자료
- 기상 예보자료
●

대기오염물질별 대기 중 농도분포 데이터

●

지역별 인구 분포 데이터

(일반인구, 취약인구 등)
● 지역별 보건/역학 데이터(사망, 질환, 입원율 등)

생산 데이터

대기오염물질별
대기 중 농도분포
데이터

지역별 건강 위해도
데이터

주: *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센싱 디바이스의 활용으로 실시간 자동 수집이 가능한 데이터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정책제안

▶ 공공 데이터를 각자의 역할과 역량에 따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수요에 따라
연계·공유·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제시하는 범부처 차원의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한 데이터 연계·활용 전략(안)’ 마련이 시급함
▶ 부처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 그리고 현재
의 기술 및 정책 환경에 대한 평가, 활용 가능한 자원 및 연계·활용 전략 등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는 스마트화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자동 수집으로 실시간 빅데이터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지능형 M&S 또는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항만
지역 대기오염 통합 모니터링 및 분석-예측 시스템(안)’을 구축해야 함
▶ 통합 모니터링 및 예측 기술 및 이를 위한 세부 기술의 개발·적용으로, 항만 대기오염물
질 관리 표준체계,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 및 시스템의 기준 및 표준안을 개발해야 함

기대효과

▶ 현재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센싱 디바이스-사물인터넷(IoT)’ 기술 적용으로 빅데이터
화를 추진하여 데이터 활용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음
▶ ‘항만지역 대기오염 통합 모니터링 및 분석-예측 시스템(안)’ 구축으로, ‘친환경 스마트
항만(Eco-Smart Port)’ 추진을 위한 대내외 기술역량 강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 표준체계,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 및 시스템의 기준 및 표준
안을 개발하여, 항만 내 대기환경 관리 및 친환경적 운영을 최적화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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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산물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연구
현안연구 2019-06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한기욱

연구진 박혜진 · 김한나 · 임경희

▶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대 및 시장 개방으로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상품 차별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글로벌 수산물 브랜드와 관련해서 수산물 국가통합인증인 ‘K·FISH’를 운
영하고 있으며, 인증을 통한 품질 및 안전성 제고 등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음
▶ 그러나 현 상황에서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글로벌 수산물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는 체계적인 브랜드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산
물의 ‘차별화된 브랜드 정체성 정립’ 및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전략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연구의 결과

▶ 우리나라 수산물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브랜드 정체성’ 정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선진 글로벌 브랜드화 사례로 평가되는 노르웨이, 브랜드화를 통해 수산물 수출 확
대를 도모하는 일본은 각각 차별화된 브랜드 정체성 정립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인
지도를 높여나가고 있음
▶ 노르웨이는 ‘차고 깨끗한 바다에서 생산·양식된 수산물’이라는 ‘원산지의 청정성’을
강조하고 이를 인증함으로써 브랜드화에 성공했으며, 일본은 ‘품질과 맛’을 강조하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중심으로 브랜드화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글로벌 브랜드의 정체성으로 소비와 생산(양식)에 있어 발
전된 한국 수산업의 특성, 주요 선도 브랜드가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품질 및 위생,
원재료, 국가 이미지), 전문가 AHP 분석을 활용하여, ‘운영 관리’, ‘소비 대국’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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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함
▶ 홍보 방안에 대한 대응으로는 최근 마케팅 저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물질 및
경험 소비 개념을 활용하여 두 가지 홍보 기법(위생안전 인증, 요리법)의 효과를 측정
한 결과 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수산물 구매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소비자가 수산물로부터 ‘친밀감’을 느낄 때 구매 의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한국산 수산물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친밀감’을 높
여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국가 중심의 브랜드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요자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한 브랜드
충성도 제고 노력이 필요함

정책제안

▶ (가칭)한국산 수산물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을 제안함
▶ ‘글로벌 수산물 브랜드 강국’을 비전으로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수산물 브랜드화를 위
한 기반 및 여건을 조성하고, 중기에는 브랜드 정체성 정립 및 인지도 제고, 장기로는
네트워크 구축·홍보·소통 등을 통한 브랜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 글로벌 브랜드화를 책임지고 관리할 운영 방안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를 제안함
▶ 글로벌 브랜드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증 관리, 시장 조사, 홍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브랜드 마케팅을 종합적으로 기
획·관리·실행하는 전방위적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는 종합대책 수립 이후 하나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
는 운영조직 구성 등이 필요함

기대효과

▶ 우리나라 수산물의 차별화된 글로벌 브랜드 정체성 설정에 있어서 근거 자료 제공
▶ 체계적인 글로벌 브랜드화 기반 구축을 통해 향후 한국수산식품산업 발전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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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력 방안 구상
현안연구 2019-07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이윤정

연구진 김경신

▶ 본 연구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라스틱 산업계 협력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산업계 협력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해양 플라스틱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논의 및 대응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와 해외의 산업계 협력정책 및 플라스틱 산업계의 대응 활동을 비교하였음

연구의 결과

▶ 국제사회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의 복잡성과 난해성에 대한 인식하에 산업계와의 협
력을 강조하고 있음
▶ 대표 지역으로 유럽연합은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자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산업전략, ‘Plastic Strategy’를 2018년에 발표하고 산업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
▶ 전략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산업계의 이행조치를 제시하고,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협력기구로 ‘Circular Plastics Alliance’를 2019년 1월에 설립하였음
▶ 세계 플라스틱 단체들은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Global Plastic
Alliance를 2011년 설립하고, 2017년까지 총 361개 프로젝트를 계획, 수행, 완료했음
▶ 글로벌 기업들은 해양플라스틱 제거를 위한 솔루션 개발을 목적으로 비영리 기업 연
합체인 Alliance to End Plastic Waste를 2019년에 설립하였음
▶ America Chemical Council은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중에서 비중이 높은 포장
재 생산, 유통, 재활용 관련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대응 활동을 제시
▶ 특히, 대표적인 해양 미세플라스틱인 펠릿의 해양 유입 저감을 위해 펠릿의 생산, 유
통 과정을 관리하는 Operation Clean Sweep 개발 및 운영하고 있음
▶ 유럽연합의 플라스틱 가공업체 대표기구인 EuPC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고

130

CHAPTER 3. 2019년도 연구성과

자 Waste Free Oceans를 설립하고, 부유 플라스틱 수거 및 재활용, 인식 교육 등을
실시함
▶ 우리나라는 환경부 주도로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산업계 협력을 하고 있어,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임
▶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 정부 정책 방향, 산업계의 활동을 비교
한 결과, 오염 상황은 유사함에도 정부 정책과 산업계의 활동에는 차이가 있었음
▶ 하지만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후방 플라스틱 가
치사슬에 속한 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함

정책제안

▶ 산업계 협력정책의 방향은 첫째, 해양으로 유입되는 핵심 해양 플라스틱 품목에 집
중하고, 둘째, 핵심 품목에 대해 ‘순환경제’ 개념을 적용하여 플라스틱 가치사슬 전반
에 걸친 협력을 주도하고, 셋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및 민간의 참여 확대를 통해 협
력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
▶ 특히 해양 플라스틱 제품 혹은 원료의 대체재 개발 및 디자인 변경, 시민 인식제고 및
정화활동, 재활용시장 확대 등 산업계의 참여가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협력하여야 함
▶ 이를 위해 플라스틱 제조·가공 산업, 폐기물처리 산업, 정부가 협력하여 해양플라스
틱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 기구가 필요함
▶ 정책성과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초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의
과학적 엄정성을 강화하고, 환경부의 폐기물 통계에서 해양 쓰레기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야 함

기대효과

▶ 해양 플라스틱 문제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플라스틱 산업계와의 협력 정책 개발에 기여
▶ 해양 플라스틱 대응에 대한 우리나라와 해외 산업계 간 비교를 통해 국내 플라스틱
산업계의 대응 활동을 촉구하는 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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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수산분야 협정문 분석 및 시사점
현안연구 2019-08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안지은

연구진 정명화 · 홍혜수 · 윤미경

▶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18.10월 타결됨에 따라, USMCA상의 수산규범이 타 통상협정으로 확대될 가능성과
국내 적용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 특히 USMCA 수산분야 협정문과 미국, 우리나라의 수산정책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에 USMCA 수준의 수산규범 적용 시 국내 수산분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
전 이행가능성 검토 및 보완·개선책 마련에 기여함

연구의 결과

▶ 미국은 WTO 수산보조금 협상을 시작으로 TPP, CPTPP에 이어 USMCA로 이어지는
주요 통상협정을 주도한 핵심 국가로, 국제수산규범 형성에 있어 중요성이 높아짐
▶ 미국은 각 분야별 개별법을 통해 수산자원 관리를 포함한 어업관리 및 해양생물 보
존조치, IUU어업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으
나, 미국의 수산보조금 운영 및 통보체계는 USMCA를 포함한 국제수산규범의 보조
금 규율 방향과 다소 상이한 부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국내법적 체계와 규제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나, 상
기 법적근거에 따른 분야별 정책사업 이행에 있어 국내 수산업 특성과 인적, 물적 자
원 제한 등으로 인해 예산 및 규모면에서의 한계가 드러남
▶ 미국은 USMCA 제24장 환경챕터 성안 시 일반원칙으로 불법어업·어획물 교역 방지를
위한 수산규범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경챕터 내 5개 조항에 걸친 수산규범을 마
련함으로써 협정문 내에서 전체 수산분야에 대해 규율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함
▶ USMCA 제24.17조~21조에 명시된 수산분야 협정문은 △해면어업의 일반적 원칙, △
어업관리 제도, △해양생물 보존조치, △수산보조금 규제, △IUU어업 및 어획물 대응
으로 구성됨
▶ USMCA 수산분야 협정문은 미국이 체결한 통상협정 중에서 수산조항을 포함한 최초
의 협정문으로, TPP·CPTPP 관련 조항에 추가적인 의무규정을 도입하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산규범을 형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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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CPTPP 대비 추가적인 규제요소로는 ⅰ) 해면어업의 일반 원칙상 무역 측면 고
려, ⅱ) 어업관리제도 운영방향 구체화 및 적용범위 확대, ⅲ) 통합적 해양생물보존조
치 도입 및 고래자원 보호의무 강화, ⅳ) 금지보조금 규율 강화 및 WTO 협조 조항 도
입, ⅴ) IUU어업 및 어획물 대응 조치 구체화 등이 있음
▶ USMCA 수산분야 협정문은 2020년 협상 타결 시한을 앞둔 WTO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IUU어업’ 및 ‘자원의 과잉어획’ 중
심의 보조금 규정은 향후 협상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USMCA 수산조항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국내 수산부문 과학적 연구조사와 수산자
원관리제도 강화, IUU 대응 등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어업관리시스템 및 해양생물 보존조치 이행을 위한 과학적 연구조사
기반 강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수산 예산사업 확충, △IUU 대응 강화
를 위한 IUU어업·어획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대응책 수립·이행이 필요함

정책제안

▶ USMCA는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동 협정문상의 규제내용이 향
후 전체 FTA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향후 FTA 제·개정 시 환경챕터 내 수
산조항 도입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함
▶ 미국의 2020년 ‘해양포유류 혼획 어업 생산물 수입금지 조치’ 시행에 대비하여 국내
수산업계 및 수산물 수출업계 피해 감소를 위한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 보존관리 조치를 수용하고 다양한 국내
법·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2013년과 2019년 미국정부에 의한 ‘IUU예비어
업국’ 리스트에 등재된 바 있어 IUU 관련 국내 행정조치 강화 등 강력한 IUU 예방책
마련이 필요함
▶ 미국 등 국제사회는 IUU어업 및 어획물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전 세계 기반의 IUU 추
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하고, RFMO 및 국제기구
의 감시감독 체계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IUU 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됨
▶ 이제까지 ‘통상협상’과 ‘국제협력’으로 이원화되어온 우리나라의 국제수산규범 대응
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를 주축으로 한 유관부처, 유
관기관 및 관련 학계, 업계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이 모두 결합된 형태의 ‘통합 TF팀’
구축·운영이 필요함

기대효과

▶ USMCA 수준의 수산규범이 한-미, 한-캐나다 FTA 등 양자무역협정으로 확대될 가능
성에 대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수산 관련 법제도 마련에 기여
▶ 제12차 WTO 각료회의 및 WTO 수산보조금 협상 참여 시 우리나라 수산 이익을 보
호할 수 있는 효과적 대응 전략 마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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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조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현안연구 2019-09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안영균

연구진 김태일 · 고병욱

▶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법인세, 등록·고
정자산세, 선원 소득세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법인세 관련 개선방안으로 가속상각, 선박대체취득특례, 외국자회사합산
세제, 톤수표준세제 등, 등록·고정자산세 관련 소유권 보존등기, 선박재산세 등, 기타
세제 관련 외항선원 비과세 개정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음

연구의 결과

▶ 선박고속상각 관련 우리나라는 외항 해운시장에서 해외 주요국과 경쟁조건의 균일
화(equal fitting)를 추진해 이들 국가와 동등한 경쟁조건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상각
률 인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선박대체취득특례(압축기장) 관련 톤수표준세제를 도입했는데도 압축기장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으며, 우리나라 선사 중 톤수표준세제를 선택하지
않은 사업자도 있으므로 재도입 검토가 필요함
▶ 외국자회사합산세제 관련 우리나라는 외국자회사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고 있
으나, 주요국은 외국자회사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특별상각과 압축기장을 허용
하고 있어 동등한 경쟁조건 만들기를 위한 외국자회사합산세제 도입 검토가 필요함
▶ 톤수표준세제 관련 일몰규정을 폐지해 해운선사의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
고하고, 단계적으로 용선선박 비중(예: 5배 → 4.5배 → 4배)을 제한해 보유선박과 용
선선박 간 최적 포트폴리오 비중을 구성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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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보존등기 관련 국적조선소 신조선박의 소유권 보존등기 세율을 우대할 필요가
있음
▶ 선박재산세 관련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산정 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세부담이 높은
반면 주요국은 시가표준액에 상수를 곱해 과세표준을 낮춰 주고 있어 동등한 경쟁조
건 만들기를 위한 과세표준 산정 재검토가 필요함
▶ 선박소득세 관련 외항선원의 경우 선원들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싶지만 소득세법상의 제한으로 불가능해 노후생활 예측이 불안정한 문제가 발
생하고 있는데, 비과세급여 포함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등 직업
특수성을 감안한 연금 산정 방안 검토가 필요함

정책제안

▶ 우리나라 해운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해운 조세제도 개선을 추진함
▶ 유럽·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 해운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상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 해운 조세제도는 국제 경쟁조건 균형화 관점에서 볼 때 개선할 여지가 있음
▶ 해운은 글로벌 산업으로 외국 해운세제와 비교해 정책화가 필요함
▶ 법인세 관련 개선방안으로 가속상각, 선박대체취득특례, 외국자회사합산세제, 톤수
표준세제 등, 등록·고정자산세 관련 소유권 보존등기, 선박재산세 등, 기타세제 관련
외항선원 비과세 개정 등 우리나라 해운 조세제도 개선을 제안함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해운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취하고 있는 조세제도를 분석하
고,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해운 조세정책을 제시함
▶ 이를 통해 equal fitting(경쟁조건의 균형화)을 추진해 조금이라도 다른 국가와의 동
등한 경쟁조건에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나라 해운 조세제도의 개선을 도모하여 경쟁
조건을 정돈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해운 조세제도 개선방안은 한국 해운재건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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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체계 구축
현안연구 2019-10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박상우

연구진 황재희 · 윤영준 · 이호림

▶ 본 연구는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어촌·어항에 지역혁신을 도모하는 어촌뉴딜 300사
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건에서 합리적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
이 있음
▶ 동 연구에서는 어촌뉴딜 공모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지역별 예비계획서와 기본계획
56건을 토대로 사업추진 과정의 단계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정책
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함

연구의 결과

▶ 본 연구에서는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를 ① 사전준비단계, ② 계획수립단계, ③ 사
업시행단계, ④ 사업 이후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자기
진단평가와 모니터링점검ㆍ평가, 성과지표 이행점검 등을 통해 어촌뉴딜 내실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어촌뉴딜 성과평가는 3단계의 관문심사(1차 지역협의체 → 2차 공모를 통한 사업지
선정 → 3차 기본계획 확정)를 제안하고, 특히 사전 준비단계로서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에서 1차 관문의 기능을 강화하여 어촌뉴딜의 주민주도와 지역혁신의 기반을 강
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제안함
▶ 어촌뉴딜 성과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어촌어항법」 제47조의8
개정안을 통해 성과평가의 근거규정과 전문기관의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됨
▶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과정의 정보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어촌뉴딜 성과평가 관
리시스템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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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 지역협의체 구성 단계부터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 관문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을
추진주체가 자가진단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마련함으로써 어촌뉴딜 300사업 추
진의 내실화를 제시함
▶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평가의 실시근거, 전담기관 운영 등 어촌어항 제47조의8
개정안을 제시함
현행

신설
(어촌어항재생
사업의 평가 및
전문기관의
지정 등)

개정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추진과정 및 사업 완료 이
후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공립 연구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
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에 시
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
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단에 성과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함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어촌뉴딜 정책추진을 위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지
속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추진의 당위성과 확대방안의 근거로 활용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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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해양수산 산업역량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현안연구 2019-11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황재희

연구진 최지연

▶ 본 연구는 연안지역의 해양수산 산업역량 분석을 위한 지표체계를 마련하고, 시범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연안지역의 산업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공간적인 관점에서 연안·해양의 발전역량
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연안의 지역경제·산업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체계 및 기초자료를 구
축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산업구조 형성을 제안함

연구의 결과

▶ 본 연구는 해양수산 분야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해양경제를 통해 산업 성과로 정량화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국내 연안지역의 해양경제 규모·활동을 정의하기 위한 지역
해양수산업 범위를 제시하였음
▶ 지역혁신체계와 지역산업 분석 등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안의 해양수산 산업역량
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체계(안)를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설문을 통해 지표체계의 타
당성을 점검하였음
▶ 지표체계는 지역경제 기반, 해양수산 산업구조, 민관활동의 3대 영역을 중심으로 하
며, 이에 대응하는 10대 항목, 16개의 핵심지표와 11개의 보조지표로 구성됨
▶ 지표체계를 활용하여 해양수산 산업역량의 공간적 분포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세부지표의 공간적 군집을 도출하는 등 시범분석을 진행하였음
▶ 연안지역의 해양수산업에 대한 시범분석 결과는 산업 구조·기능·지속가능성 측면으
로 요약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지역특화산업으로서 해양수산업의 활용도가 미진한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특
정산업에 과도하게 편중된 의존도가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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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기능 측면에서는 산업역량의 지역적 확산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
조·생산 주력지역과 혁신투자 지역 간 불균형이 발견되었음
▶ 셋째, 연안의 해양수산업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취약한 산업적·공간적 지속가능성의
한계를 보여주었음
▶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연안지역 산업구조의 집약적 다각화, 주력산업을 응
용한 혁신사업 발굴, 인접지역 간 노동시장 공유 및 혁신확산 기반 마련 등을 주요 시
사점으로 제언함

정책제안

▶ 산업역량 중심의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의 해양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생태·문화 분야를 망라한 종합지표 개발이 필요함
▶ 후속연구로 지역의 해양수산 산업발전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산업지원 체계를 정비
하고, 지역별 해양수산업 성장의 결정요인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산업 특성에 따라 연안지역의 유형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지역의 산업역량을 정밀하
게 측정할 수 있도록 현행 해양산업조사에 지역할당을 반영하는 등 통계조사 체계
정비가 요구됨
▶ 국가균형발전 지표와 연계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균형발전 기여도·활용도를 제고해
야함

기대효과

▶ 지역산업의 관점에서 해양수산 산업역량을 진단하는 지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양
수산업 기반의 지역산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 해양수산 분야에 공간적인 관점을 도입하여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형성
을 제안하고, 해양수산업이 지역·국가경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본 연구를 기초자료로 연안의 지역발전 잠재력을 측정하는 종합지표를 개발하고, 경
제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등 연안·해양 공간의 효과적인 활용과 국민생활 기여도 제고
에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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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러 진출 우리 화주 · 물류 기업의
물류 애로사항 분석 및 개선 방안
현안연구 2019-12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박성준

연구진 김은수

▶ 한·중·일 중심 동북아 분업구조 재편에 따른 새로운 공급사슬 파트너로서 극동러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와의 물류 협력 방안을 마련함
▶ 극동러에 진출한 우리 화주·물류 기업의 물류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
시함으로써 정부의 신북방 정책을 지원하고 기업 진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

연구의 결과

▶ 2018년 한-극동러 교역액은 97.2억 달러로 같은 해 한러 전체 교역액 248.2억 달러
의 39.2%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작 극동러를 중심으로 한 한러 공급사슬 구축은 부
진함
▶ 이와 같은 부진은 교통·물류 분야 인프라의 부족, 통관 어려움과 낮은 물류 전문화 수
준, 토지 소유 및 외국인 투자제한에 따른 각종 법·제도의 규제와 리스크의 상존에 기
인하는 것으로 파악됨
▶ 극동러측 항만은 컨테이너장치장 협소에 따른 보관료의 추가 발생, 더딘 화물 하역
속도에 의한 항만 혼잡 발생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곡물 전용 터미널 부재 등도
개발 잠재력이 높은 농업 분야 한러 협력을 지체시키고 있음
▶ 운영 및 기술상의 문제로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 통관 관행에 개선 여지가 있고, 화차
및 컨테이너 수습 불균형이 리드타임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며 우리 화주·물류 기업
들의 극동러 진출에 주요 애로사항으로 대두하고 있음
▶ 토지 소유의 제한(외국인 토지소유 금지)은 물론, ‘수산자원 이용’을 포함한 46개 ‘전
략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등이 규제 및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기업
들에게 극동러에서의 사업 확장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 컨테이너 트럭킹 비용은 철도 운송보다 35~40%가 비싸면서도 서비스의 질이 낮아
우리나라 화주·물류 기업에 운송 수단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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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PL 및 포워딩 서비스 분야는 전문화된 업체가 부족하거나 러시아 정부에 의한 자연
독점(natural monopoly) 상태에 있어 고객 위주가 아닌 공급자 위주의 거래 관행이
잔존하고 있으며, 트럭킹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유 및 발생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추가 발생된 비용에 대해 화주가 지불하지 않을 경우 cargo holding 및 공매도
사례도 있어 복합운송 고리가 약함

정책제안

▶ 극동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러시아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공급망 연결, 극동러
라는 광활한 공간 내 투자활동을 통한 자체 발전과 화물 창출 등 ‘이중의 역할’을 부
여받고 있음
▶ 러시아 동부와 서부를 한반도에 잇기 위해서는 기존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 외에 카
타 항만의 카페리 항로 증설을 검토해야 함
▶ 한러 간 유망 협력 분야(우리 정부 제안 ‘9개 다리’ 중 하나)로 떠오른 농업 분야 공급
사슬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 측 수요조사를 선행하여 곡물터미널 건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함
▶ 우리나라 기업이 화주·물류 기업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철송 애로사항의 해소와 관
련해서는 2018년 6월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한 만큼, 국제철
도화물운송협정(SMGS) 등 정부 간 협정에 관한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극동러 현지 진출 기업들이 중소·중견 기업이자 유통업 중심으로서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공동 이해가 높은 만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을 중심으로 한 공동물류센터
건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극동러 지역에 대한 화주·물류 기업 동반진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북방경제협력위원
회의 교통·물류 연구·조사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
취하고 분야별로 데이터 베이스화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함
▶ 극동러 물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화주기업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
리나라 물류기업의 극동러 진출이 필수적인 바, 러측 물류서비스 시장 확대 및 시장
진입 규제완화를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에 의제화하여 진출 확대를 시도할 필
요가 있음

기대효과

▶ 기업 애로사항의 세부 내용 분석을 통해 정부의 신북방 정책 참고 자료를 제공함
▶ 극동러의 물류 관련 ‘병목 사항’ 해소를 통해 중앙아시아 및 여타 지역 한국형 글로벌
공급사슬 구축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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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거래증빙자료의
비치 · 보관 의무 도입방안 연구
현안연구 2019-13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임병호

연구진 기해경 · 백진화 · 박혜진 · 백준혁 · 강한애 · 이정미

▶ 농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국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원산지 표시 방법의 준수와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증빙자료의 비치ㆍ보관의무 도입
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투명한 이행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증진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증빙자료의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관련 농수축산물 법령에 대한 문
헌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는 외국 원산지 표시 법령과의 비교를 통해서 분석함
▶ 또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개정이 우리나라 수산업계에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킬지, 그
리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반 방안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수산업계 종
사자와 관련 정책당국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음

연구의 결과

▶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증빙제도 비교 결과, 수산물은 유통구조가 불투명하고, 관련
법령에 거래 명세서 등 발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나, 수입유통 이력관리대상에 한
하여 수입 시부터 의무적으로 이력번호를 신고하도록 규정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문제점으로서 수산물 거래명세서 등 발급의 법적 근거 부
재, 불투명한 수산물 유통 구조, 수산물 이력제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이행률 저조
를 들 수 있음
▶ 발급 법적 근거 부재와 관련, 수산물은 관련 법령에서 원산지 표시 증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 발급 의무가 없어, 보관 의무 역시 이행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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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명한 유통구조 관련, 축산물과 달리 수산물은 단일화된 유통창구가 존재하지 않
는 등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불투명함
▶ 수산물 이력번호에는 원산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거래 증빙으로써 활용이 가능하
나, 아직까지 수산물 이력제 참여업체 비중은 높지 않은 상황
▶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 비치ㆍ보관의무 인식조사 결과, 거래증빙서류의
보관 및 관리비용 발생,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부정적 인식 및 자율적인 발급 보관
방안 검토 필요 등이 제시되었음
▶ 음식점 등 업계는 현실적으로 장부거래를 주로 이용하므로 의무도입 시 거래증빙서
류의 보관 및 관리에 비용 발생함
▶ 유통업계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소비자 신뢰도 향상 등의 긍정적 인식과 함께, 재고
관리 비용의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저하 등 부정적 인식이 공존하고 있음
▶ 정책당국은 보관의무의 도입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 효율성 증가가 예상되지만, 자율
적인 발급·보관을 위한 대체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 수산물 원산지 거래증빙자료 비치ㆍ보관의무제 도입 방안으로써 수산물 유통구조를
반영한 법령 마련, 원산지 표시 대체 방안 활성화, 효율적 민관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
하였음
▶ 수산물 유통구조를 반영한 법령에는 수산물 유통단계에 있는 영업자들의 영업의 범위
와 종류 등을 명확히 하여 거래증빙자료의 발급 의무 대상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굴비와 생굴에 한하여 수산물 이력제가 시범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어 동 사
업의 경과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 역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됨
▶ 원산지 표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금이 부족한 영세기업 또는 재래시장 자
영업자에게 거래증빙자료 전산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함

기대효과

▶ 원산지 거래증빙자료 보관의무 도입을 위해서는 수산물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관세법」에 근거하고 있어, 동 법률에 근거한 대응방안이 필요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수산물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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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수산물
수출 전략 품목 발굴 연구
현안연구 2019-14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이상건

연구진 임경희 · 한기욱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의 경쟁이 국내외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
산물 수출이 20억 달러를 벗어나 30억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자함
▶ 수출 3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김, 참치를 잇는 차세대 수출 품목 발굴이 요구
되며, 이를 위해 국내외 경쟁력 평가를 통해 해외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
대 수출 전략 품목을 발굴하여 제시함

연구의 결과

▶ 새우, 연어, 대구, 오징어, 게 등 글로벌 선호 수산물과 오징어, 게, 넙치, 굴, 전복 등 우
리나라 수출 가능 품목을 도출함
▶ 차세대 수출 전략 품목을 평가하기 위해 5개 부문 10개 세부 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이 지표를 활용하여 오징어, 전복, 어묵, 이빨고기, 고등어, 넙치, 굴 등 상위 10개 품목
을 도출함
▶ 상기 도출된 품목에 대해 수출업계, 정책담당자, 학계 등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차세대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해야 할 품목으로 어묵, 굴, 전복, 미역, 넙치, 오징
어 등 우선순위를 결정함
▶ 한편 가상가치평가법을 활용하여 수출 전략 품목의 육성 정책을 평가한 결과 전체
수출 증대효과는 19%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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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 상기 도출된 수출 전략 품목을 선도조직 육성, 수출유망상품 발굴 등 수산물 수출 관
련 정책사업의 평가 자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세밀한 품목 발굴을 위해서는 가공품(간편식,
밀키트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수산식품산업 기초 통계 DB 구축 및 이에 기반한 평가
가 필요함
▶ 김, 참치 등을 잇는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수출 전
략 품목 발굴에 그치지 말고, 김 산업 발전방안과 같은 구체적인 육성 방안 수립이 필
요함
▶ 또한 각 품목별 육성 대책 수립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 김, 참치를 잇는 우리나라 대표 수출 발굴 및 육성으로 수산물 수출 활성화 도모
▶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수산업 생산, 가공, 유통 부문의 동반성장 유도

145

2019 KMI 연차보고서



KMI Annual Report

15

부산항 타 부두 환적화물 수송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현안연구 2019-15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박주동

연구진 하태영 · 이주원

▶ 본 연구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부산항 타 부두 환적화물 수송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컨테이너 터미널의 기존 운영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타 부두 환적에 따른 비효율
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현행 법·제도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타 부두 환적화물 수송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중량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그 기대효과를 분석하였음

연구의 결과

▶ 부산항은 북항과 신항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각각 2개와 5개의 터미널로 분리·운영
됨에 따라 시설 전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타
부두 환적 증가와 같은 운영상의 비효율도 가중되고 있음
▶ 그간 부산항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만 당국 및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대
안들을 제시해 왔으나 실효성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임시
적인 방편에 그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안은 운영사의 물리적인 통합이나 이는 다소 현실
적이지 못해 결국 현재 부산항 터미널 운영 체제를 유지하면서 타 부두 환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터미널의 운영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현행 법·제도를 일부 완
화함으로써 타 부두 환적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중량제한
완화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부산항 전체 구역에 대한 현행 화물자동차 중량제한의 완화는 안전, 도로 훼손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여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단거리 타 부두 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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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수송이 빈번한 북항 및 신항 배후도로(임항도로) 일부 구간에 한정적으로 중량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정책제안

▶ 이러한 현 상황에서 물리적인 통합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단시간에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북항 및 신항 내에 집중되어 있는 타 부두 환적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통해 비용 절감
및 운임 인상 대응, 환경오염 예방 및 지역민 건강 증진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중량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

기대효과

▶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20피트 최대적재컨테이너 한 박스와 20피
트 공컨테이너 한 박스를 동시수송 가능한 중량(타 부두 환적 전체 20피트 컨테이너
의 20% 동시수송)으로 완화할 경우 이에 따른 화물차량 운송 횟수 감소에 기인하는
비용절감 효과는 2017년 통계 기준 31억 원 이상으로 약 8.1%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와 더불어 수송 횟수 감소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통계 부산 신항 지역(강서구) 기준, 해당지역 전체 대형화물자동차 대기오염
발생량의 각각 CO2 10%, Nox 6%, Pm 1%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 같은
사회·경제적 효과는 결코 간과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2020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
제」의 운임을 적용할 경우 앞서 언급한 동일한 조건으로 분석한 결과 수송 횟수가 감
소함에도 불구하고 운송비용은 16.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한 선사의
비용 부담은 부산항 타 부두 환적 경쟁력 저하에 또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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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현안연구 2019-16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심기섭

연구진 김영훈 · 김보경

▶ 본 연구는 GTO를 통한 해외 터미널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선사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안정적인 물동량 창출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적으로 필요
▶ GTO 기능에 선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해외항만개발조직을 신설하고, 터미널 개발
이외에도 항만재개발사업 등과 같은 부대사업에 대한 공격적 투자와 사업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법·제도를 개정함으로써
수출입 물동량의 정체성 극복 및 환적물동량의 유치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기
존의 GTO와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GTO를 설립하여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였음

연구의 결과

▶ 수출입 물동량의 정체성 극복 및 환적물동량의 유치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기
존의 GTO와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GTO를 설립하여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GTO 시장의 환경변화를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도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여 GTO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하역전문형 GTO를 설립하는 방안으로는
하역전문업체 간의 합작투자를 통한 하역전문형 GTO(Global Stevedores’ Terminal
Operator) 또는 현재의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한 GTO 설립 방안,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를 재편하여 혼합형 GTO를 설립하는 방안, 마
지막으로 선사형 GTO(Global Carriers’ Terminal Operator)를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음

148

CHAPTER 3. 2019년도 연구성과

▶ 또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선사형 GTO인 현대상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수립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 SM상선이 원양항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규
모가 영세하고 서비스 영역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대상선이 경영위기에 직면
하지 않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해외터미널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또는 한국해
양진흥공사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
▶ 항만공사법의 개정을 통한 GTO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국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됨

정책제안

▶ 국내 GTO 설립을 위해서는 해외물류거점의 확보를 위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며, 현재
국적선사인 현대상선, SM상선 및 흥아해운컨테이너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사업부문
통합을 통한 사업다각화 및 해외 항만 터미널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
▶ 기존의 항만공사 또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해외항만수요의
체계적 검토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 항만공사법, 한국해양진흥공사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
요. 특히 항만공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GTO 설립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효
율적인 해외항만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기대효과

▶ 글로벌 GTO를 육성함으로써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성장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하역회사 또는 선사가 기존의 GTO와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함으로
써 해외 물류확보의 기반을 확보하고,
▶ 국내 하역회사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대형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로 탈바꿈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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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현안연구 2019-17

연구의 목적

연구책임자 이호림

연구진 박상우·황재희

▶ 본 연구는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진행 후 사업추진실태 분석을 통해 사업성과를
도출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
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추진실태를 조사하는 연구로 정량적·정성적 실태조사를
통해 어촌 6차 산업화 운영실적 및 사업효과를 조사함으로써 사업진행과정에서 문
제점과 사업 이후 한계점을 단계적으로 도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연구의 결과

▶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9개소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은 어촌주민의 역량부
족, 어촌 6차산업화 대표자원 발굴 미흡, 사업추진 전문성 확보 어려움, 사업추진과
정 점검 등에서 한계가 나타남
▶ 어촌 6차 산업화의 개선방향은 리빙랩을 통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사업주체의 거버넌스 확립과 지역 상생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어촌 6차 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인 개선방안은 사전준비단계를 통해 리빙랩
방식의 마을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주도의 거버넌스 구축
으로 수산업 기반 6차 산업화 상품개발 유도가 중요함
▶ 사업진행단계는 사업주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중앙정부-지
자체 간의 점검관리가 필요함
▶ 사후관리단계는 중앙정부·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대상 마을이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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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 어촌 6차 산업화는 1차 산업인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을 기반으로
어촌 6차 산업화 사업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필요함
▶ 어촌 6차 산업화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간조직의 역할 강화
▶ 사업관리에 있어 사업계획단계, 사업실행단계, 사업완료단계의 모니터링으로 나누
어 사업을 진행하여 어촌 6차 산업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 체계적인 어촌 6차 산업화 정책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립할 수 있는
어촌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어촌발전을 기대
▶ 어촌 6차 산업화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방향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일관된 방향으
로 이끌고, 어촌 6차 산업화 성공마을과 지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6차 산업화 활성화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일자리 창출 및 어가소득 증대
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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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운산업 경기예측센터 운영
사업 목적
⊙ 해운기업의 시장대응력 제고를 위한 해운경기 예측 실시
⊙ 해운시황 진단을 통한 해운기업 및 정부의 대응전략 마련
⊙ 빅데이터 기반 해운시황 예측을 통한 시장 참여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정부의 해운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수집 및 제공

사업 주요내용
⊙ 보고서
- 딥러닝 기반의 건화물선 시황예측 연구
-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운시황 변동성 결정요인 분석 연구
- AIS데이터를 활용한 해운시황예측 모델 개발
⊙ 학술행사
- 세계해운전망 국제세미나(19.11.28.)
- 해운 CEO 초청 세미나(19.11.22.)
- 부산해양금융세미나(19.10.25.)
⊙ 발간물
- 『주간 해운시황 리포트』 발간
- 『해운시황보고서』 발간

기대효과
⊙ 해운시장 참여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질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해운기업의 정보수집 및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로 안정적 성장에 기여
⊙ 해양금융기관의 사전적 위험관리가 가능해져 부실채권 예방 및 건전성 제고
⊙ 정부의 선제적 정책 수립 지원을 통해 재정 자원의 효율성 배분 및 위기극복 비용의 최소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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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운영
사업 목적
⊙ 역사·지리·국제법 등의 종합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고 일본의 도발에 합리적으
로 대응하는 정책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려 함
⊙ 유엔 해양법국(UN DOALOS),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버지니아대학 해양법·정책연구소(COLP) 등 국제기
구와의 협력사업 및 국내외 연구단체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해양법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의 해양권익
보전 및 확대에 우호적인 국제네트워크 구축이 목적

사업 주요내용
⊙ 보고서
- 차고스 제도 사건에 대한 권고적 의견 검토 연구
- 2019 유엔해양법협약 국제동향 연구
- 울릉도 수토제 연구
- 독도 및 동해 대국민 인식조사
- 일본의 해양영토 네트워크 관리 및 정책연구 현황조사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대한 일본 동향 연구
⊙ 학술행사
- 독도·해양법 콜로키움(6회)
- KMI-NWC 공동학술회의(02.25.~27.)
- KMI-유엔한국대표부 공동워크숍(02.28.)
- 독도사전 출간 기념 세미나(03.15.)
- 독도해양법 정책세미나-Norstar호 사건(04.24.)
- 글로벌 오션레짐 포럼(05.08.~10.)
- COLP 해양법연차회의(05.18.~20.)
- KMI-한국영토학회 학술회의(05.24.)
- 독도해양법 정책세미나-차고스섬 사건(05.31.)
- 한국정치학회 한국학 세계학술대회(06.25.)
- 로즈 해양법 아카데미(07.01.~20.)
- 동해표기 국제세미나(07.28.~31.)
- ISA-미얀마-KMI 국제학술회의(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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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I-DILA Korea-인도네시아 해양법 세미나(10.14.~18.)
-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자대회(10.25.~26.)
- 중 해양법 전문가 워크숍(11.05.~07.)
⊙ 발간물
- 『독도사전』 개정증보판 발간

기대효과
⊙ 역사학, 국제법, 지리학, 정치학 분야의 종합적 연구를 통해 독도 주권 강화
⊙ 동아시아 해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해양력 확대에 따른 대비책의 토대 마련
⊙ 한국의 해양전문가 역량 강화 및 해양법 관련 국제네트워크 기반 강화로 한국의 해양 권익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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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연구센터 운영
사업 목적
⊙ 한·중 FTA 발효, 중국 대외개방 정책의 지속 확대, 중·미 간 대립 심화, ‘일대일로(一帶一路)’, ‘창장경제벨트’ 등
국가 중점 전략 추진 등 최근 중국을 둘러싼 해운·항만·물류, 해양·수산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 중국 내 진출 또는 對중국 수출입 기업의 물류 애로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사업 확장
및 투자전략 관련 연구 및 자문 서비스 기능 확대 필요
⊙ 중국 내 대학, 연구기관, 정부기관, 해양·수산·물류 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중국
전문가 Pool 구축 필요
⊙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게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및 관련 산업 동향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부정
책과 기업의 對중국 진출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체제 마련 필요

사업 주요내용
⊙ 보고서
-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활용방안 연구
- 중국 진출 우리나라 화주기업 물류 애로 분석
- 신시대 중국의 해양강국 추진 전략과 대응방안
⊙ 학술행사
- KMI 중국지역물류세미나(2회)
- KMI 중국물류워크숍(4회)
- 한·중 항만정책워크숍(01.15.)
- 타이완 국제물류세미나(05.07.)
- 제5회 해상실크로드 항만국제협력 포럼(07.11.~12.)
- KMI 중국 해운·항만·물류 CEO 포럼(08.21.)
- 한국-흑룡강성 무역투자 협력포럼(09.24.)
- KMI 중국물류 포럼(10.10.)
- 한-동북 3성 경제·물류 협력 강화 포럼(12.06.)
- KMI-SISI 국제해운포럼(12.19.)
⊙ 발간물
- 『KMI 중국리포트』 발간

기대효과
⊙ 국가 정책 수립 및 對중국 전략 수립에 기여
⊙ 우리 해양·수산·해운·항만·물류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마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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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사업 목적
⊙ 국내외 경제여건과 통상환경 관련 자료(보고서, 데이터 등) 수집 및 모니터링 확대
⊙대
 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항만수요예측모형 개선 및 고도화
⊙최
 적의 항만개발 규모 및 개발 시기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항만분야 정책 추진 및 예산집행 지원

사업 주요내용
⊙ 보고서
- 2019 품목별 항만물동량 예측 보고서
- 2019년 세계 컨테이너 환적시장 구조분석
- 부산항 해운네트워크 중심성 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
- 2019년도 세계 주요 컨테이너 항만시설 및 개발 계획 조사
- 중국 항만물동량 및 관련 산업 현황
⊙ 발간물
- 『항만과 산업』 발간

기대효과
⊙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항만물동량 전망을 통해 한정된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전
 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운용의 탄력성 확보
⊙항
 만수요예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항만수요예측 관련 전문 인력 배양 및 정부정책 기여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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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수산 학·연 협력사업
사업 목적
⊙ 학·연 협력 공동연구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 제언과 전략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
⊙ 학연 협력 연구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론적인 연구와 함께 우리나라 해양, 수산, 해운, 항만 산업의 실무적
인 분석을 통해 해양수산 업계 등과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 학·연 협력 연구사업은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KMI중점협력연구실사업, 학연교육사업, 학연 공동세
미나, 국제협력사업, 연구사업 등 수행

사업 주요내용
⊙ 학술행사
- 2019년 한국해양과학 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05.15.~17.)
- 2019 한국해운물류학회 춘계학술대회(05.24.)
- 한국무역학회 무역학 통합 세계학술대회(08.12.~14.)
- 2018년 한국해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10.25.)
- 2019 동북아관광학술세미나(10.31.~11.02.)
- 2019 한국정치학회 추계특별학술회의(11.01.~02.)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9년 추계 학술대회(11.07.~08.)
- 2019 한국항해항만학회 추계학술대회(11.20.~23.)
- 2019년 한국수산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50주년 기념 심포지엄(12.12.)
- 어촌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12.27.)

기대효과
⊙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정비 및 재수립
⊙ 학·연 협력사업을 통한 해양 클러스터 활성화
⊙ 외부 기관 및 전문기관지, 학술지(발표), 언론 등을 통한 성과 홍보
⊙ 해양수산부 물류정책 관련 부처에 정책제언을 통한 정책 수립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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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MI 해양아카데미 운영
사업 목적
⊙ 해양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과 지식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
⊙한
 편, 세계는 해양자원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해양교육을 강화하는 추세
⊙2
 1세기 무한한 해양경쟁과 부가가치 높은 미래 해양산업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양지
식과 해양의식이 투철한 해양국민의 양성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따
 라서 본 사업의 목적은 해양국민의 양성과 교육을 위해 정부의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맞춤형 해양교육으로
학교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해양교육 기반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사업 주요내용
⊙ 보고서
- 해양교육 교재 개발 「바다랑 나랑(초등3·4학년용)」
⊙ 학술행사
- KMI 진로체험 프로그램 「바다와 함께 꿈·job·끼」(8회)
- KMI-부산KBS 해양아카데미 시민강좌(4회)
- 해양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제15회 해양교육 네트워크 포럼(12.04.)
- KMI 글로벌 해양아카데미(12.14.)
⊙ 기타
- 해양교육 인력양성 사업, 제25기, 제26기 해양교육 직무연수
- 성과물 활용 모니터링, 자유학기 해양교육 교재 「해양과 진로」 활용 실태조사

기대효과
⊙ 해양교육 활성화 및 해양교육 기반 조성에 기여
⊙국
 가 해양교육시스템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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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글로벌 해양수산거점 연구협력사업
사업 목적
⊙ 급변하는 글로벌 해양수산 주요 이슈에 능동적·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강국으로서 주요 논
의를 주도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최근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민족주의 강화로 우리나라의 연안국 해양수산분야 개발과 관련한 원만
한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음
⊙ 아울러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양수산분야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력이 필요함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의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이점을 살리
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
⊙ 동 사업은 거점별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 협력 강화 및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 주요내용
⊙ 보고서
- 안초베타의 식용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범연구
- 도미니카(공) 수산클러스터 조성 사업 타당성 분석
- FAO 공동연구(어업권 기반 관리 체계 구축)보고서
- 중앙아시아 주요국 해양 수산 실태 및 협력 방향
- 2018년도 세네갈 선원학교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 보고서
- 2019년도 세네갈 선원학교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 보고서
⊙ 학술행사
- 한-중남미(페루) 해양수산 콜로키엄(3회)
- 한-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국제물류 및 수자원 관리 워크숍(3월)
- 한-남태평양(키리바시) 해양수산 전문가 포럼(4월)
- 아이슬란드 아퀴레이리대학교 총장 방문 세미나(5월)
- 한-스페인 해양포럼(6월)
- 제7회 한-아프리카 수산포럼(7월)
- 한-베트남 공동 세미나(7월)
- KMI-FAO 어업권 이용 역량강화 워크숍(동남아시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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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9월)
- KMI-FAO 협력 세미나(10월)
- KMI-FAO 어업권 이용 역량강화 워크숍(중남미)(10월)
- 한-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국제물류 및 수자원 관리 워크숍(11월)
- 중미 수산 ODA 모델 개발 및 확산 전략 마련 워크숍(11월)
- 부산 해양 ODA 포럼(11월)
⊙ 발간물
- 디오션(The Ocean) 해양 전문지 발간
⊙ 기타
- 글로벌 해양아카데미 교육(2회)
- KOICA 「연안개도국 공무원 불법어업관리 역량강화 초청연수」(11월)
- 연안개도국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초청연수(키르기스스탄, 가나, 키리바시)(11월)

기대효과
⊙ 개도국과 한국의 동반적 성장이 가능한 ODA 사업 발굴 및 우수 사례 개발
⊙글
 로벌 해양수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장기적 활용
⊙해
 양수산분야 해외사업 진출 및 해외투자 유치
⊙수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국
 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수산경제·정책 교류를 통한 수산경제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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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일대비 해양수산 연구사업
사업 목적
⊙ 해양(환경), 수산(양식), 해운, 항만·물류 등 4대 분야에서 남북협력시대에 맞는 협력 방안을 도출
-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 준비 목표에 기반한 해양(환경) 분야 남북협력 방안
-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산(양식) 협력 방안
- 작은 통일로부터 큰 통일의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 인프라 남북협력 방안
- 북한 주요 경제거점으로부터 해상·육상을 연계한 최적의 물류체계 구축방안

사업 주요내용
⊙ 보고서
- 북한 서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 북한 해양수산 최근 동향 분석(2010~2019)
- 북한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투자협력 방안 조사
- 동북아 평화협력클러스터 추진 방안 조사
⊙ 자료집
- 북한 권역별 해양수산 현황도
- 북한 해양수산분야 정책 및 연구 동향(2018~2019)
- 남북 냉수성 어종 양식 활성화 방안 조사
- 북한 부두시설 개발 및 운영 사례 조사
- 북한 동북부 항만 배후도시 산업 특성과 개발계획 조사 분석 연구
⊙ 학술행사
- 남북 해운물류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2회)
- 북한 항만물류 다자간 협력 전문가 워크숍(01.31.)
- 대북투자 및 남북협력 워크숍(03.13.)
- KMI-FAO 남북 수산 공동연구 국제 전문가 세미나(04.15.)
- 북한 지역 항만 전문가 세미나(05.03.)
- 항만・물류 분야 인력 양성 방안 워크숍(07.03.)
- 두만강포럼 현지 간담회(09.22.)
- 제15회 한겨레-부산국제 심포지엄(11.20.~21.)

기대효과
⊙ 해양수산 분야의 종합적인 남북협력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상호 유기적인 정책 대안 수립 기반 마련
⊙ 북한 해양수산 관련 대외협력 부문의 동향 자료 생산
⊙ 북한 해양, 수산, 해운, 항만 최근 현황 파악으로 연구 및 정책 근거자료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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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수산물 수출 확대 지원 사업
사업 목적
⊙우
 리나라의 주요 통상정책으로서 FTA 체결이 확대되는 추세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ASEAN, EU, 미국,
중국 등 52개 국가와 15건의 FTA가 발효되면서 수출대상국으로서 FTA 국가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반
 면 시장 개방의 대안으로 FTA 체결국은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추세로, 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FTA로
인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대상국 수산업계 산·학·관·연과의 네트워킹 및 현지 수출 동향·현안
의 심층 분석을 통한 체계적 대비가 요구됨
⊙본
 사업의 목적은 한국산 수산물의 글로벌 교역 네트워킹 구축으로, FTA 체결국 또는 대상국을 대상으로 한
국산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산·학·관·연의 네트워크 구축과 이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
업을 연차별로 수행하고자 함

사업 주요내용
⊙ 보고서
- EU의 수산물 소비 특성 및 수출 전략
-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수산물 수출 확대 지원 사업 성과보고서
⊙ 학술행사
- 국제 수산물 수출포럼(ISTF)(10.02.)
⊙ 기타
- 국제 수산물 수출포럼 홈페이지 운영(www.istfinfo.net)

기대효과
⊙ 수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확대
⊙수
 출 현안 발굴 및 수출 활성화 방안 모색
⊙한
 국 수산물 수출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한 FTA 대상국 시장의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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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래물류기술고도화 연구사업
사업 목적
⊙ 선진국 대비 물류기술 수준 낙후되었고, 물류기술 사업화 수준 미비
⊙ 물류기술 개발 수준 미비로 물류비 지속적 상승
⊙ 획기적 물류비 절감 위해 지속적인 물류기술 개발·사업화 방안 마련 필요
⊙ 1단계 사업 성공적 수행으로 물류기술 사업기반 마련
⊙ 2단계 사업에서 1단계 달성성과의 확대 및 고도화 필요

사업 주요내용
⊙ 보고서
- 디지털 공급사슬 물류정보통합 구축전략 연구
- 2020 국내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전망
⊙ 학술행사
- 미래물류기술포럼 상반기 운영위원진 워크숍(02.13.~14.)
- 제6회 NeLT-TRF 국제 공동 세미나(05.03.)
- 미래물류기술포럼 하반기 운영위원진 워크숍(07.03.)
⊙ 발간물
- 『LoTIS Weekly』 발간
⊙ 기타
-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망(LoTIS) 운영
- 미래물류기술포럼 사무국 및 홈페이지 운영(http://www.nelt.or.kr)

기대효과
⊙ 국가 성장 동력 및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미래 물류기술 R&D 발굴 및 관련 정책 제안
⊙ 국내 물류기술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사업/기업 발굴 추진
⊙ 물류기술 거래 및 국내 물류기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구축
⊙ 물류기술 관련 서비스 제공자로 활용
⊙ 글로벌 공동연구 거점 확보 및 상호 공동연구 추진
⊙ 『미래물류기술포럼』 기능 확대 및 글로벌화
⊙ 물류기술 관련 국가계획 수립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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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북극권 해양수산 협력기반 강화사업
사업 목적
⊙ 북극해를 둘러싼 IMO 중심 국제기구와 러시아 중심 북극권 국가의 규제입법 추진 가속화
⊙북
 극 및 비북극권 국가의 북극정책 확대 추진
⊙러
 시아 야말 LNG 개발 및 후속 자원개발사업 확대, 노르웨이 북극해 개발 본격화, 미국 알래스카 유전개발 요
구 증대 등으로 인해 북극권 경제환경 급변
⊙러
 시아 국내화물의 북극해 해상운송 물동량이 대폭 증가 중에 있으며, 중국은 자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빙상
실크로드(Ice Silkroad)’를 도입하여 북극항로를 해상운송 체계에 포함하는 등 해운국가의 북극항로 이용 준
비 본격화
⊙북
 극에 대한 거버넌스는 남극과 달리 별도의 조약 또는 협약 부재로 북극이사회를 통해 다양한 비구속적 협
정을 체결하여 규범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추진 중
⊙원
 주민 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북극이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제적 기회를 모색하는 방안으로
활용
⊙대
 내적 북극역량을 강화하고, 대외적 협력강화를 통해 북극의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책임 있는 북
극협력파트너’로서의 위상 제고 필요
⊙따
 라서 북극을 둘러싼 여러 여건 변화에 대한 동향 파악,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내 북극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종합적인 정책추진이 필요

사업 주요내용
⊙ 보고서
- 북극 해상운송 규범 동향 및 대응방안 연구
- 북태평양 북극 컨퍼런스(NPAC) 프로시딩북
⊙ 학술행사
- 한-알래스카 비즈니스 대화(08.07.)
- 2019 북태평양 북극 컨퍼런스(NPAC)(08.15.~16.)
- 2019 북태평양 북극연구기관 협의회(NPARC) (09.03.)
- 2019 한-러 북극협력 포럼(09.24.)
- 한-노르웨이 북극협의회(12.09.)
- 제8회 북극해 정책포럼(12.10.)
- 북극 협력 세미나(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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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물
- 『극지해소식』 발간

기대효과
⊙ ‘북극활동 진흥기본계획(2018~2022)’, 신북방정책의 ‘나인브릿지 전략’ 추진과제와 연계한 북극권 국가 및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 IMO와 러시아 등 북극해 관련 국제기구와 국가의 최신 규제입법 동향 분석을 통한 북극 규범화 대응체계 기
반 마련
⊙ 4차 산업혁명, 북극 신비즈니스, 크루즈, 통신, 신재생에너지 등 최근 북극을 둘러싼 현안을 선제적으로 분석·
연구함으로써 북극현안과 연계된 북극정책 추진
⊙ 정례적인 북태평양 북극 컨퍼런스(NPAC) 개최 및 프로시딩 북 발간, 한·중·일 북극연구기관 협의회 참여, 북
극 관련 각종 국제회의 참석 및 대표단 활동 지원을 통해 비북극권 국가의 북극 진출을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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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글로벌 수산리더십 강화 협력 사업
사업 목적
⊙우
 리나라 국내 수산업 생산 기반 약화에 따라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산자
원 확보가 매우 중요함
⊙해
 외 수산자원의 원활한 접근을 위한 연안국과 협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5년간(2012~2016) 「수산
분야 해외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실시하였음
⊙기
 구축된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주요 연안국의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이
 미 일본, 스페인 등 주요 수산강국은 해외 수산자원의 용이한 접근을 위해 연안국과 ODA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이
 와 같은 국내적 수요와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해외 수산자원을 주로 공급하는 아프
리카, 남태평양,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증진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아
 세안을 포함해 궁극적으로 한국수산협력포럼(Global Korea Fisheries Forum, 가칭) 구축과 심층 공동연구
사업 추진을 통한 리더십 확대 그리고 다양한 사업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사업 주요내용
⊙ 보고서
- 글로벌 수산리더십 강화 협력 사업
- 글로벌 지속가능 생산동향 – 원양 참치 중심으로
- 서아프리카지역 수산연구 – 코트디브아르를 중심으로
⊙ 학술행사
- KMI-세계자연기금(WWF) 공동 세미나(KORST)(2회)
- 2019 지속가능 국제어업관리를 위한 컨퍼런스(*11.25.)
- 제7회 한-아프리카수산포럼(KORAFF)(07.02.~03.)

기대효과
⊙ 동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남태평양, 중남미 간 수산분야 협력 관계를 증진함
⊙우
 리나라의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홍보하며 성과 확산을 극대화할 수 있음
⊙또
 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결과 및 공동연구 내용 등은 해양수산부, 외교부, KOICA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
배포하여 향후 현실적인 수산협력 사업을 제안하는 데 참고자료로써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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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운조선 관측사업
사업 목적
⊙ 해운-조선산업의 모니터링 및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관측사업 계속 추진
⊙ 중국 주요 산업동향 파악을 통한 우리나라 해운-조선분야 선제적 시장 대응 체계 마련
⊙ 유럽,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해운-조선산업 정책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자율운항선박 개발 등 해운-조선 분야 신기술 개발에 대응한 상생 협력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
⊙ 해운-조선산업의 지역별 고용 실태 조사 체계 마련 필요

사업 주요내용
⊙ 보고서
- 해운-조선 관계분석을 통한 신조발주량 예측
- IMO 황산화물 배출규제가 국적선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학술행사
- 해운산업 재건 성과와 미래발전방안 세미나(06.19.)
- 해운해사연구본부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 특강(3회)

기대효과
⊙ 미래형 해운-조선산업 비즈니스 모델 및 신기술 개발로 우리나라 해운-조선산업의 재도약 기반 구축
⊙ 해운-조선산업 지식정보시장 확대 및 부가가치 증진에 기여
⊙ 해운-조선산업 일자리 지속적 유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해운-조선정보 수집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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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양수산 지역발전 지원체계 구축사업
사업 목적
⊙문
 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목표의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제시
⊙해
 양·연안 지방정부는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수산 자원과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
치 창출 등을 위한 지역혁신성장에 관심 증가
⊙연
 안·해양지역의 균형발전과 해양수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연안·해양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견고
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역이 상생·발전하는 해양경제 기반의 연안·해양지역발전체계의 구축·이행 필요
⊙연
 안·해양지역발전의 정책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시·도연구원, 지방정부, 지역전문가 등과의 공동연구 수
행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부문 지역발전의 근원(根源) 분석
⊙연
 안·해양지역의 균형발전과 맞춤형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해양수산 지역혁신발전 전략 마련

사업 주요내용
⊙ 보고서
- 해양수산 지역혁신성장체계 구축 연구
- 강원도 어촌마을 신활력 제고방안 연구
- 지역 해양수산 산업역량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체계 구축
- 어촌 6차 산업화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학술행사
- 어촌 현장포럼(2회)
- 해양수산 전국포럼 지역 세미나(4회)
- 대한민국 국가 비전회의 해양수산 세션(02.13.)
-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04.29.)
-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해양수산 세션(09.27.)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추계학회 해양수산 세션(11.08.)

기대효과
⊙저
 성장과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해양수산 부문 연안·해양지역의 혁신발전
전략 마련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정보제공
⊙지
 역에서 실현가능한 융·복합형 해양수산 산업 발굴·육성을 통한 해양수산 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부
가가치 증진에 기여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해양수산 정책협업 실현을 위한 장으로 활용
⊙해
 양수산 부문 지역개발사업 등에 관한 효과적 성과관리를 통한 사업의 체계적 이행·지원의 근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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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러 국제공동연구사업
사업 목적
⊙ 극동 러시아는 중국의 중·몽·러 경제회랑과 러 동방정책의 중첩 공간이며, 한국 북방 진출 관문으로 복합운
송, 산업투자, 기업진출을 통한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전략 공간이며, 한반도 경제통합의 확산을 위해 다각
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 특히 러시아는 강력한 극동개발 및 아태국가로의 진입노력 등으로 과거와 다른 투자 대상지로 부상
⊙ 북방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정책수요 증가에 대비, 러시아 현지에 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북방경제 협력, 특히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 제고 및 우리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현지 연구와 진출을 위한 정보센터 역할 수행
⊙ 현지 연구센터(한러공동연구센터)를 통한 공동연구를 통해 3대 연구방향 및 3대 연구관점에 입각해 한러 간
협동 및 극동 지역 네트워크 구축, 9브릿지 실현을 위한 대안 제시

사업 주요내용
⊙ 보고서
- 해양수산 분야 ‘9브릿지’ 구출 방안 연구
- 극동러 진출 우리 화주·물류 기업의 물류 애로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
⊙ 학술행사
- 한러 국제협력 공동 워크숍(05.24.)
- 제9차 한러극동포럼(06.04.~05.)
⊙ 발간물
- 『KMI 북방물류리포트』 발간

기대효과
⊙ 국가정책 수립 및 대러시아 전략 수립의 정책 자료 지원
⊙ 극동러(블라디보스토크)에 연구거점 마련을 통한 러시아 및 신북방 연구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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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해양수산업 구조 및 전망 분석사업
사업 목적
⊙최
 근 세계 해양보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는 건강한 해양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미래 발
전 잠재성에 대한 관심 증가
⊙주
 요 해양국은 최근 해양중심의 경제성장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최근 해양부문의 국가계획을 수립하
는 등 해양부문의 정책적 위상을 제고하고, 해양중심의 경제성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이
 러한 세계 해양경제의 규모 평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1) 해양경제에 대한 통일된 개념 및 평가방법론의 부
재, 2) 국가경제와 해양경제 간 비교분석 도구 부족, 3) 지구적 평가와 국가별 평가의 연계성 분석 부족 등의
과제는 여전히 상존
⊙현
 재 국내 해양경제 분석 체계의 한계점과 시급성
⊙해
 양수산업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대한 해양수산업에 대한 적절한 경
제정책 대응체계 부족
⊙본
 사업은 해양 기반 경제성장 가능성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산업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해양경제 분석·
전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 주요내용
⊙ 보고서
- 해양수산 위성계정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 해양수산업 전망모형 개발 연구(I)
- 해양수산 국가보고서 : 2019 해양수산업 분석 보고서
- Korea’s Ocean Economy 2019
- 2019 KMI 해양수산 BSI 보고서
- 2020 해양수산 전망대회 총괄세션 PPT 및 요약보고서
- 2020 해양수산 주요지표 연구
⊙ 학술행사
- 경제 전문가 초청 세미나(5회)

기대효과
⊙ 해양산업 성장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
⊙다
 양한 경제·산업 현안에 대한 유연한 분석·대응체계 구축
⊙주
 요 국제기구의 해양경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세계 해양경제 성장을 위한 공동목표와 방향 설정에 기여함
으로써 해양경제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해
 양경제 분석·전망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 의사결정의 객관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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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해양수산 통계분석사업
사업 목적
⊙ 해양수산의 국민경제적 위상 파악, 국민의 정보욕구 해소 및 해양의식 고취 등을 위한 해양수산 지표 개발·생
산·홍보 필요
⊙ 해양수산 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통계조사 및 지표개발과 더불어 국민 눈높이에 맞춘 통계 제
공 및 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사업 주요내용
⊙ 보고서
- 2019년 해양수산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
- 2019년 해양수산 창업 실태조사 보고서
-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해양수산기업 영향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학술행사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05.07.)
- 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Oceans in National Income Accounts(10.25.~27.)
⊙ 발간물
- 『KMI 동향분석』 발간
- 『KMI 인포그래픽』 발간
- 『통계 핸드북』 제작

기대효과
⊙ 정책지원형/국민생활형 해양수산 분야 신규 통계지표 개발
⊙ 인포그래픽 및 뉴미디어를 활용한 통계서비스 제공
⊙ 해양수산통계 수요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해양수산 대국민 인식도 조사 실시
⊙ 해양수산 분야 해외통계 수집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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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환동해권 경제개발 및 협력방안 연구
사업 목적
⊙환
 동해 지역을 둘러싼 우리나라,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상생 번영을 위해 환동해권 중심의 경제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그
 러나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연계 방안 마련이 부족하여 정부 및 기업차원의 구체적
인 협력방안 및 절차 등을 논의하기 곤란한 상황임
⊙따
 라서 향후 환동해권을 중심으로 북방물류시장 연계를 위한 통합적 물류인프라 구축과 지역개발을 위해 현
지 연구거점과의 새로운 협력전략 마련이 필요함

사업 주요내용
⊙ 보고서
- 환동해권 물류시장 및 지역개발 비즈니스 모델 제안과 협력방안(3/3차년도)
- 한반도-유라시아 블록트레인 물류허브 구축방안 분석
⊙ 학술행사
- 2019 환동해 비즈니스 교육세미나(5월)
- 2019 환동해-유라시아 국제포럼(11.12.~13.)
- 2019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춘계학술대회(11.19.)

기대효과
⊙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장기발전 구상 수립에 정책자료로 활용
⊙중
 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실질적인 북한개발 협력과제를 제시함으로써 G20시대의 개발협력을 주도할 우
리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
⊙본
 연구에서 제시될 한반도 지역개발 핵심 프로젝트는 단순히 연구결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 및
국제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협력사업으로 발전 가능
⊙환
 동해권에 대한 제반여건 및 개발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향후 추가 연구 및 기업 진출 시 기초자료
로 활용 가능
⊙환
 동해권 연계 양자 또는 다자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정부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의제 확대에 기여
⊙환
 동해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반도 배후지 및 해외진출 기반 마련
⊙우
 리나라 기업들의 극동러시아 진출에 대한 전략 제공 및 러시아 risk를 상쇄시킬 수 있는 안정적 진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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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글로벌 지속발전방안 연구
사업 목적
⊙ 해사산업(해사안전 및 해양환경)의 핵심역량을 발굴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기반마련 방안
제시
⊙ 혁신성장을 위한 해사산업의 국내외 핵심역량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해사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역량강화 방안 제시

사업 주요내용
⊙ 보고서
- 우리나라 新해사산업의 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 유엔기후변화협약 메커니즘 분석을 통한 IMO 온실가스 규제 대응방향 및 전망
⊙ 학술행사
- KMI-MARINA 해운해사분야 국제협력사업 개발(2회)
- IMO 대응 해사안전환경 핵심기술개발 위한 연구기획 콜로키움(2회)
- 해상 사이버 보안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사 대응방안 콜로키움(02.22.)
- 세계해사대학(WMU) 재학생 방한연수(04.11.)
- KMI-인도네시아 국제전략 연구센터(CSIS) 해사안전정책 국제협력세미나(08.26.)
- 제2차 자율운항선박(MASS) 도입 기술정책 컨퍼런스(09.25.~26.)
- 해사안전·환경 규제 최신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콜로키움(10.16.)
- 제34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10.17.)
- 2019년 한국해사법학회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10.25.)

기대효과
⊙ 해사산업 육성지원 및 진흥을 위한 핵심역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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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아·태 해양정책 연구사업
사업 목적
⊙동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
한 토대로 활용 가능함
⊙해
 양분야 협력은 해양공간계획, 해양생태계서비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블루이코노미 기반 해양경제 활
성화 등 새로운 해양정책 수요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응 필요
⊙국
 제연합(UN)이 중점을 두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SD, sustainable development)의 일환으로 동남아 국가
들을 대상으로 항만커뮤니티시스템(PCS) 구축에 관한 전략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동남아 국가들 간의 연안해
운 활성화 및 동남아 국가들과 타 지역 국가들과의 해상운송 활성화에 기여
⊙동
 아시아·태평양 해양정책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과 동아시아·태평양 저개발국 대상 선진 해양
정책 확산과 기술적 지원 노력 필요

사업 주요내용
⊙ 보고서
-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중 해양협력 방안
- ESCAP 역내 항만커뮤니티시스템(PCS)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학술행사
- 제10차 한중 해양경제 국제포럼(09.19.)
- KMI-PEMSEA 공동 워크숍(10.01.~02.)
- ESCAP 역내 항만커뮤니티시스템 구축 전략 국제워크숍(10.08.~09.)
- 제9차 한중 해양협력 국제심포지엄(10.31.)
- 제4차 한중 해양정책 세미나(12.12.)

기대효과
⊙ 신 남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자·양자 국제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위상 제고
⊙국
 제기구, 해외 우수대학 등과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통해 선진 지식공유 및 국내 정책개발 역량 제고
⊙개
 발도상국에 우리의 해양정책 지식,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초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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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래 연안해양정책 개발 사업
사업 목적
⊙ 국민은 연안·해양 자원을 보전·이용하면서 산업, 관광, 정주 등 분야에서 다양한 혜택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
능한 정책수단 개발에 높은 관심
⊙ 최근 들어 기존 법률과 정책에서 포괄하지 못한 새로운 연안해양정책 이슈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선도적
인 대책마련 필요성 증대
⊙ 이에 따라 새로운 연안해양정책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국내 정책에 반
영하기 위한 사례공유 및 인식증진 등 정책지원 사업이 필요함

사업 주요내용
⊙ 보고서
-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해안관리 방향
- 해상풍력 사회적 갈등비용 산정방법 개발 및 사례 분석
- 시나리오 기반 해양공간 경계획정 기초 분석

기대효과
⊙ 변화하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따라 새로운 연안해양정책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전예
방적 대응 체계 구축
⊙ 중앙정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정책이슈를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여 능동적인 연안해양정책 개발을
위한 기반 제공
⊙ 연안해양 지역의 자원, 공간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관리체계 도입으로 해양국민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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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업관측센터 운영
사업 목적
⊙신
 속하고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을 통한 주요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식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
- 품목별 생산·가격 및 수출입 등 종합적인 수급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공
- 안정적·자율적 생산조절 체계 구축, 적정 시장가격 유지, 생산자 후생증대
- 관측대상 수산물의 가격변동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증대 도모

사업 주요내용
⊙ 보고서
- 수산관측 활용 양식어가 경영실태 조사체계에 관한 연구
- 김 수급전망모형 운용 및 개편 연구
- 대중어관측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학술행사
- 수산관측 연구역량 강화 세미나(10회)
- KMI-KREI 관측센터 공동 워크숍(05.09.~10.)
- 양식어장 관리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06.13.)
- 수산관측 품목별·지역별 전망대회(07.04.)
- 전복산업발전방안 워크숍(09.26.)
- 수산종자산업 워크숍(11.20.)
⊙ 발간물
- 『해조류(김, 미역) 수산관측』 발간
- 『어류(해상가두리) 수산관측』 발간
- 『패류(굴, 홍합) 수산관측』 발간
- 『전복 수산관측』 발간
- 『광어 수산관측』 발간
- 『멍게 수산관측』 발간
- 『내수면(뱀장어, 송어) 수산관측』 발간
- 『대중성어종 수급 및 가격 동향』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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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관측사업은 수산 관련 사업 중 가장 현장과 가까운 정보의 수집 및 동향 파악이 가능하므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함
⊙ 양식산업 종사자의 경영 안정화와 소비자 후생 증대를 지원함
⊙ 주요 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등에 관한 관측정보를 생산자·유통인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정생산 및 적기
출하를 유도하고 수급안정에 기여함
⊙ 품목별 전문가 풀(Pool)이 형성되어 있어 문제 상황 발생 시 문제점 진단 및 대책 수립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음
⊙ 수산업관측사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자율에 의한 수급조절기능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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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종자관측사업
사업 목적
⊙지
 속가능한 양식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생산·경제·정책 중요성을 반영해 주기적인 종자관측 정보제공을
통해 양식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수
 산종자관측은 종자·양식어가의 계획 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수산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한편 수
산정보 축척을 통해 수산종자산업 발전 방안 마련은 물론 수산종자 강국 실현에 초석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사업 주요내용
⊙ 학술행사
-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11.20.)
⊙ 발간물
- 『김 종자관측』 발간
- 『미역 종자관측』 발간
- 『광어 종자관측』 발간
- 『우럭 종자관측』 발간
- 『전복 종자관측』 발간
- 『월간 수산관측 INSIGHT(광어, 전복 종자)』 발간
- 『수산물 수급 REPORT』 발간

기대효과
⊙수
 산종자관측사업은 양식업 최초 단계 정보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체계적인 관측정보를 제공함으로 수산물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종
 자·양식어가 소득안정 및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한 수산물 가격안정화 도모
⊙수
 산종자관측사업을 통해 수산종자산업 육성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수산업관측사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을 영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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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A 이행지원센터 운영
사업 목적
⊙ FTA 이행이 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협정과 관련된 상담·안내 등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
⊙ FTA 이행 상황 점검 및 이행 지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신속·정확한 자료·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추진함

사업 주요내용
⊙ 보고서
- 수산물 원산지 거래 증빙자료의 비치·보관 의무 도입 방안 연구
⊙ 학술행사
- 어업인 교육 및 홍보(11회)
- 직접피해보전제도 담당자 및 어업인 설명회(5회)
⊙ 발간물
- 『중국 수산 동향』 발간

기대효과
⊙ 수산업분야 FTA 이행 관련, 주요 품목의 생산·교역·가격 자료의 체계적 수집·분석, 수산현장의 지속적 모니터
링, 국내보완대책 이행 점검 및 검토, FTA 관련 정보 제공으로 FTA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 제고
⊙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의 경영·소득 안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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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시장 분석사업
사업 목적
⊙ 세계적인 수산물 선호 증대 및 한류 확산으로, 한국산 수산물 및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의 긍정적 기류 형성
⊙F
 TA 체결 확산에 따른 국내산 수산물의 경쟁력 개선 및 이를 통한 해외시장 선점에 대한 관심 고조
⊙동
 시에 안정적인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산 수산물의 수출시장 다각화가 요구
⊙대
 내외 여건의 변화와 수출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 어업인 등의 해외시장 개척 시 정보 수집, 시
장 평가 등의 한계로 사업의 적극적 전개에 애로 보유
⊙多
 국가, 多품목 수산물 수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시장 분석의 뒷받침이 필요
⊙이
 에 어업인 등의 해외시장 수출 사업과 관련해 시장 정보를 체계적이고 시의성 있게 분석·제공하는 프로세
스를 구축·제공

사업 주요내용
⊙ 보고서
- 중국 어육 연제품 시장 동향
- 홍콩·말레이시아 굴 가공시장 동향 및 수출 확대 방안
- 베트남·말레이시아의 수산물 新유통 채널 동향 분석
- 베트남·인도네시아의 비관세장벽 분석 및 대응 방안
⊙ 학술행사
- 수산물 수출진흥 워크숍(1회)
- 수출정보공유세미나(1회)
- 수출사업 설명회(7회)
- KMI KFIC 수출 솔루션(9회)
- 2019년 민관 합동 수출 대책회의(4회)
⊙ 발간물
- 『K·FISH AROUND THE GLOBE』 발간
- 『수산물 수출 동향』 발간
- 『수산물 수출 위크』 발간
- 『수산물 수출 가격』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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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수산업계와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소
⊙ 수산물 수출을 위한 국가별·품목별 정보 제공을 통해 수출 활성화 및 확대 기여
⊙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의 경영·소득 안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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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수행과제(종료기준)

연번 계약년도

과제명

연구
책임자

발주처

총 110건
1

2017

충청남도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차 2016년, 2차 2017년)

이승우

충청남도

2

2017

국립 해양박물관 건립 기본구상(안)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이종훈

전라남도

3

2018

WTO 수산보조금 협상 대응전략 마련 연구 용역

정명화

해양수산부

4

2018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 실행계획 수립 용역

박상우

전라북도

5

2018

동북아 항만 간 협력관계 촉진방안 연구 용역

하태영

해양수산부

6

2018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

정명화

해양수산부

7

2018

수산물 유통산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김대영

해양수산부

8

2018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용역

김은수

해양수산부

9

2018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신수용

해양수산부

10

2018

항만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이성우

해양수산부

11

2018

수산물 수급진단 종합시스템 구축 위탁용역

김대영

해양수산부

12

2018

대형공사 설계심의 및 신기술활용과 안전점검 사업수행평가 방안
마련 용역

이기열

한국항만협회

13

2018

2018년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위탁연구

김우선

해양수산부

14

2018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민간사업계획서 평가용역

김우선

평택시

15

2018

항만인프라 서비스 수준 평가 및 개발 기준 마련 연구

김형태

해양수산부

16

2018

베트남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김찬호

해양수산부

17

2018

간척지 첨단 수산양식단지 조성 전략 수립 연구

마창모

해양수산부

18

2018

스마트항만 육성방안 연구용역

이언경

해양수산부

19

2018

고생산성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구축 추진 전략 연구용역

최상희

해양수산부

20

2018

스마트 양식기반 조성 타당성 조사

마창모

해양수산부

21

2018

전라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6차 산업화계획 수립용역

마창모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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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연구
책임자

발주처

22

2018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

마창모

해양수산부

23

2018

라오스 국가 물류 수송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김찬호

해양수산부

24

2018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 개최

한덕훈

해양수산부

25

2018

Smart Ports Toolkit for Addressing Future Challenge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강무홍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6

2018

미국 해양포유류법 개정에 따른 국내 어업 대응방안 마련 연구

정명화

해양수산부

27

2018

관상어용품산업화 기술개발 전략 마련

마창모

해양수산부

28

2018

북극항로-에너지·산업 연계형 협력모델 개발과 향후 정책 로드맵
구상 연구

조지성

산업통상자원부

29

2018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이정삼

해양수산부

30

2018

동해항 3단계 개발지구 잡화부두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이종필

동해지방해양수산청

31

2018

자유무역지역의 중계가공무역 활성화 방안

하태영

산업통상자원부

32

2018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정명화

해양수산부

33

2018

2018 울산연안 및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시행 연구

장원근

해양수산부

34

2018

2018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연구

장원근

해양수산부

35

2018

2018년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기반 조성 연구

김민수

해양수산부

36

2018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윤성순

해양수산부

37

2018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중 우선순위평가 및 경제적
효과분석' 중 '평가체계 및 경제적 효과분석'

윤성순

(사)한국연안협회

38

2018

저변확대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홍장원

해양수산부

39

2018

2018년 해양수산업 통계생산 기반구축 사업

박광서

해양수산부

40

2018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수립 연구(1차)

홍장원

해양수산부

41

2018

만리포 서핑스팟 조성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

홍장원

태안군

42

2018

2018년도 바닷가 실태조사

신철오

해양수산부

43

2018

한반도 해양수산 종합구상 연구

윤인주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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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연구
책임자

발주처

44

2018

국가관할권 이원 생물다양성(BBNJ) 문제 관련 쟁점별 주요국 입장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박수진

외교부

45

2018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영석

해양수산부

46

2018

해양수산 고용현황 분석 및 일자리 창출 정책방안 연구

박광서

해양수산부

47

2018

제8차 다부처 공동기획연구(항만-배후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항만 통합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안용성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48

2018

포용성장을 위한 도서지역 정책

장정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9

2018

해양수산백서(2017~2018) 발간 연구

최재선

해양수산부

50

2018

문무대왕 해양심포지엄

최재선

경주시

51

2018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이종훈

울진군

52

2018

연안여객운송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김태일

해양수산부

53

2018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최재선

해양수산부

54

2018

효과적인 자연해안 관리방안 연구

정지호

해양수산부

55

2018

어업용 폐스티로폼 부표 관리 시범사업 용역(3차)

이윤정

해양수산부

56

2019

제4차 항만기본계획 특화개발방안 수립

하태영

해양수산부

57

2019

미얀마 킹스뱅크항 등 항만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김찬호

해양수산부

58

2019

접이식 컨테이너 시범운영 계획 및 평가분석

최상희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59

2019

친환경 황동어망 및 가두리 양식시설 개발

이상철

한국해양수산기술
진흥원

60

2019

다슬기 대량 양식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개선과 기능성 사료 개발

이상철

한국해양수산기술
진흥원

61

2019

어선원 해기면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엄선희

해양수산부

62

2019

차세대 안전 복지형 어선 개발 및 실증화(2019년, 3차년도)

엄선희

한국해양수산기술
진흥원

63

2019

2019년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사업

이지은

해양수산부

64

2019

新시대, 중국 물류산업 대외전략 연구

이주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5

2019

2019년 수산물자조금 지원사업

김대영

해양수산부

66

2019

가나의 해양수산분야 개발협력방안 연구

한덕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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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책임자

발주처

67

2019

내수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박상우

해양수산부

68

2019

어선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엄선희

수협중앙회

69

2019

도서 어촌 마을의 여건변화와 정책 수요 분석

이승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0

2019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방안 연구

엄선희

해양수산부

71

2019

수산물 표준규격 개선방안 연구

엄선희

국립수산물품질
검사원

72

2019

2019년도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운영

김은수

해양수산부

73

2019

2019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심사업무 대행

김은수

해양수산부

74

2019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용역

길광수

부산항만공사

75

2019

한반도-동북아 항만 인프라 실태분석 및 추진전략

이성우

국토연구원

76

2019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 연구 용역

조정희

해양수산부

77

2019

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장 구축 타당성 연구

조지성

관세청

78

2019

지속가능한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정명화

해양수산부

79

2019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민간사업계획서 평가 용역

이종필

평택시

80

2019

글로벌 물류정보 공유시스템 유지관리(2019~2020)(1차)

이호춘

해양수산부

81

2019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최석문

해양수산부

82

2019

내항여객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김태일

한국해운조합

83

2019

2019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 구축 사업

이호춘

국토교통부

84

2019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수립(안)
연구용역(2차년도)

홍장원

해양수산부

85

2019

주요국 분쟁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해양경계획정 대응전략 연구

최지현

해양수산부

86

2019

해양영토전문가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박영길

해양수산부

87

2019

생태계기반 해양공간분석 및 활용기술 개발(2019)

남정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진흥원

88

2019

새만금 주변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리 연구개발(2019)

남정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진흥원

89

2019

2019년 국제해사기구 회원국감사 대응 연구용역

박한선

해양수산부

191

KMI 2019 연차보고서

연번 계약년도



KMI Annual Report

과제명

연구
책임자

발주처

90

2019

공간계획(안) 수립과 기 마련된 해양공간계획(안) 보완 및
미 수립된 지역 계획(안) 마련

최희정

해양수산부

91

2019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타당성 검토 연구

윤성순

해양수산부

92

2019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전형모

해양수산부

93

2019

해양수산 수소경제 기술 활성화 방안 연구

전형모

해양수산부

94

2019

2019년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술검토

한기원

해양수산부

95

2019

2019년 울산연안 및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시행 연구

한기원

해양수산부

96

2019

해양수산 미래전략 수립 연구용역

전형모

해양수산부

97

2019

2019년 해양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사업

한기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98

2019

2019 여수국제아카데미 개최

박영길

(재)2012여수세계
박람회재단

99

2019

2019년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IMO 대응 해사안전환경 핵심기술 설계)

박한선

과학기술부

100

2019

선박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환경연구

안용성

해양수산부

101

2019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수립 연구

정지호

해양수산부

102

2019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 발전방안 연구

박한선

해양경찰청

103

2019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및 특별법 시행에 따른
행동계획 수립

안용성

인천항만공사

104

2019

보호지역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박수진

해양환경관리공단

105

2019

공공/빅데이터 컨설팅 및 발전방향 연구 용역

박광서

해양수산부

106

2019

공해상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국제협약 분석
(2019년 국제해양수산질서의 동향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박수진

해양수산부

107

2019

포항분지 중규모 해상 CO2 지중저장 실증 프로젝트

장원근

산업자원부

108

2019

운임공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도출 연구

안영균

해양수산부

109

2019

국가필수선박 규모 및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 연구

안영균

해양수산부

110

2019

해상풍력 사업의 해양수산 분야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연구

육근형

해양수산부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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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발간 실적
1. 해양정책연구
- 제34권 제1호
연번

논문명

저자

1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위한 로열티에 대한 검토

박성욱

2

일제 강점기 언론에 보도된 울릉도 사회

유미림

3

양식생물의 신종질병 및 국내 대응방안

조미영, 김광일,
민은영, 정승희

4

한·중 해상-철도 연계 컨테이너 운송의 교역규모와 물동량 분석

5

한국 수출기업의 공급사슬관리 지수의 개발과 분석

배희성, 신수용

6

물류기업의 물류플랫폼 참여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재현, 이상윤

7

충남지역 수산종자방류사업 경제성 분석: 꽃게를 중심으로

남종오, 조훈석, 임상민

8

부산 해양산업의 지역경제 부가가치 기여도 분석

박선율, 김상열, 이민규

9

공해상 조업을 규제하는 미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역외적용 및 수입규제에 대한
법리적 해석

10

울산고래축제 정체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11

수산물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법률의 해석과 정비방향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12

우리나라 항만 크루즈 기항지 경쟁력 제고 전략 연구: 부산항을 중심으로

13

Export externalities and food security in developing countries

신승진, 김동현, 노홍승

김아영
김수연, 손호선
임석원
박정인, 김상열, 김세원
마창모, 김한호

- 제34권 제2호
연번

논문명

저자

1

초월대비 비용함수 추정을 통한 IATTC 해역 원양연승어업의 생산요소 간
대체성 분석

조헌주, 김도훈, 김두남,
이성일,이미경

2

수익접근법을 활용한 발틱운임지수(BDI) 가치평가

3

김정은 시대 북한 수산정책 연구 -노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4

선박 검사원 처벌주의 입법의 정당성에 관한 탐색적 고찰

이상일, 김지현, 유진호

5

어촌지역개발사업 과정 중 나타나는 갈등 양상과 해결 방안
-어촌뉴딜 300사업을 중심으로-

이재형, 김지선, 김남규

6

신석기시대 부산지역 거주자의 수산물 소비 실태

최정석
진희권, 윤인주

김진백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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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논문명

저자

7

우리나라 수상운송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부가가치 기준 무역을 이용하여-

김태진, 심승진

8

국제해운환경 변화요인의 추출 및 중요도 평가

이동화, 이상윤

9

EPC화주의 프로젝트 물류 기업 선정에 관한 연구

김아롬, 김기수,
박근식, 서영준

10

감성분석을 활용한 컨테이너 시장 예측

11

종합물류기업(4PL)의 육성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2

어로의 자유와 어획쿼터의 할당 -IOTC 어획 할당 논의를 중심으로-

김영수

13

크루즈선 환경오염 저감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철환

최건우, 윤희성, 김동원
이헌균, 정문기

2.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Vol.11 Issue 1
연번

논문명

저자
Christos Antoniou
Saeyeon Roh
Young-Joon Seo
Dong-Wook Kwak

1

The Impact of Service Privatization: The Case of a Container Terminal at the
Port of Limassol

2

Analysis of Jeju Island’s Cruise Route Networks accompanied by Korea-China’s
THAAD Dispute

Yoon-Seok Hur
Soo-Yong Shin

3

The Moderation Effect of Innovation and Commitment on Customer Service of
Port Logistics Firms

Hee-Sung Bae

4

The Expansion of E-commerce Market from Air to Sea

Seong-Woo Lee

- Vol.11 Issue 2
연번

논문명

저자

1

Forecasting The Cargo Throughput for Haiphong Port of Vietnam

2

Assessing the Economic Impacts of Ocean Acidification on Asia's Mollusk
Mariculture

3

Monglia's Transition to Maritime-linked Country from Land-locked Country:
Focusing on Artic Route linked with Inland Water Transport

199

Hai Dang Bui
Hwa-Young Kim
Lance Yu

Ka-Young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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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정기간행물
간행물명

발간건수(건)

발간주기

KMI 동향분석

60

주간

KMI 국제물류위클리

49

주간

KMI 주간 해운시장포커스

46

주간

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43

주간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18

격주간

중국리포트

23

격주간

KMI 해운시황보고서

3

분기

KMI 인포그래픽

12

월간

KMI 월간동향

12

월간

항만과 산업

11

월간

해양수산 산업동향

12

월간

극지해소식

12

월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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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개최 실적
1. 국제행사
No.

개최일

학술행사명

1

1.24

2

2.26-27

3

3.27

2019 한-중앙아(카자흐스탄) 협력 포럼

4

3.29

2019 한-중앙아(키르기스스탄) 수산자원 및
국제물류 협력 워크숍

5

4.2

상하이 소재 국적선사 간담회

6

4.16

KMI-FAO 국제 공동세미나

7

4.17

2019년 한-키리바시 해양수산 전문가 포럼

8

4.18

2019년 제1차 중국지역 물류세미나(샤먼)

9

4.22

2019 제1회 한국 지속가능 수산물 포럼

10

5.3

제6회 NeLT-TRF 국제 공동세미나

11

5.7

타이완 국제물류세미나

12

5.9-10

13

5.21

글로벌 쉬핑 싱크탱크 얼라이언스 총회

홍콩 폴리테크닉대학

14

5.24

KMI-네벨스코이해양대학교 공동워크숍

러시아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학교

15

6.4-5

제9차 한러 극동포럼

16

6.11

2019 한-스페인 해양포럼

스페인 라스팔마스

17

6.13

제4회 한독물류컨퍼런스

서울 코엑스

18

6.25

2019 한국확 세계학술대회

19

7.2-3

제7회 한·아프리카 수산포럼(KORAFF 2019)

20

7.4-13

제5회 북극아카데미

KMI

21

7.5

2019 KMI-상해해양대 국제수산협력 심포지엄

KMI

22

7.8

원양산업발전포럼

23

7.11

제5회 해상실크로드 항만국제협력포럼

24

7.24

2019 한-베트남 공동세미나

2019년 KMI-DILA KOREA 국제학술회의
미 해군대학(NWC) 국제학술회의

개최장소
서울
미 해군대학(NWC)
카자흐스탄 아티라우 주립대학교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중국 상하이
FAO 로마 본부
키리바시공화국 타라와시
중국 샤먼판지힐튼호텔
서울 코엑스
미국 워싱턴 D.C.
타이베이 한국관광공사 교육장

2019 글로벌 오션 레짐 컨퍼런스

롯데호텔 서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건국대학교 상허기념관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이보텔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중국 닝보
베트남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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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개최일

학술행사명

25

7.26

26

8.15-16

27

8.26

KMI-CSIS 해사안전정책 중장기 국제협력 방안 세미나

28

9.2-3

2019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

미얀마 양곤

29

9.3

북태평양 연구기관 협의회(NPARC)

일본 훗카이도

30

9.3-5

2019년도 KMI-FAO 어업권 이용 역량강화 워크숍
(동남아시아 및 벵갈만)

31

9.9-11

ISA-미얀마-KMI 공동세미나

32

9.24

한-러시아 북극협력 포럼

러시아 야쿠츠크

33

9.25

제3회 유라시아 정책포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34

10.2

제10회 국제 수산물 수출포럼(ISTF)

프랑스 파리

35

10.10

KMI-KOTRA-KTR 중국물류포럼

중국 정저우

36

10.15-18

DILA-인도네시아-KMI 공동 국제학술회의

37

10.22-25

2019년도 KMI-FAO 어업권 이용 역량강화 워크숍
(중남미 및 카리브해)

38

10.23

항만인프라 혁신 국제세미나

39

11.14

제11회 국제 수산물 수출포럼(ISTF)

40

11.15-16

41

11.20

2019 한겨레-부산 국제 심포지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42

11.25

2019 지속가능 국제어업관리를 위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43

11.26

2019 KORST(Korean Roundtable for Sustainable Tuna)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44

11.26

한-아세안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과 협력과제

45

11.28

2020년 세계 해운전망 국제세미나

46

12.6

2019년도 NeLT 국제세미나

양재 엘타워

47

12.9

2019 북극협력주간

부산 벡스코

48

12.19

2019년 제10회 KMI-SISI 국제해운포럼

중국 상하이

KMI-KIET ‘징진지 협동발전 전략’ 대응 공동세미나
2019 북태평양북극컨퍼런스(NPAC)

개최장소
중국 북경
미국 하와이대학
KMI

태국 방콕
미얀마 네피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칠레 발라파이소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KMI-ISA 공동학술세미나

풀만 호텔 자카르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203

해운대 센텀호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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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행사
No.

개최일

학술행사명

개최장소

1

1.10

2019 해양수산 전망대회

2

2.11

2019년 제1차 어촌 현장포럼

3

3.7

내수면 어업지역(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콜로키움
– 지역축제편

KMI

4

3.7

해양수산 균형발전 콜로키움

KMI

5

3.15

독도사전 개정증보판 발간 기념 심포지엄

6

3.18

KMI 해양수산 전국포럼 – 강원포럼

강원도립대학

7

3.20

유엔 BBNJ 수산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원양산업협회

8

3.28

KMI 해양수산 전국포럼 – 경상북도 해양수산 세미나

9

4.11

부산광역시-KMI 협업체계 구축 간담회

10

4.16

2019년 해오리 공동세미나

11

4.16

제1차 KMI-시·도 연구원 합동회의

12

4.18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사연 연구기관 합동 심포지움

13

4.24

독도·해양법 정책세미나

14

4.29

2019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15

5.10

부산 혁신도시 발전토론회

16

5.20

《The OCEAN》 사진전 – 『ONE WORLD ONE OCEAN』

17

5.24

한국영토학회 공동학술대회

서울

18

6.4-5

항만·연안 미래혁신 대토론회

대전 삼성화재연수원

19

6.13

수산물 소비트렌드 변화와 대형소매업체의 대응 관련
전문가 세미나

20

6.19

해운산업 재건 성과와 미래발전방안 세미나

21

6.21

위성계정 구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
관광위성계정을 중심으로

22

6.25

신 공해질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유엔 BBNJ 전문가 세미나

23

6.28

나고야의정서 권역별 인식제고 세미나

24

7.4

서울 코엑스
군산시 개야도

서울역사박물관 아주개홀

포스코(POSCO)
KMI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역 서울스퀘어
서울 LW 컨벤션센터
KMI
정부세종컨벤션센터
KMI

2019 수산관측 전망대회(전남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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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개최일

학술행사명

25

7.10

26

7.13-20

27

7.18

문무대왕 해양포럼 2019

28

8.8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

29

8.21

제118회 해양정책포럼

30

9.5

2019 부산 해양경제포럼

31

9.18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법 제정 공청회

32

9.20

해양공간계획·갯벌복원·해양생태계가 주는 혜택에 관한
심포지엄

33

9.24

국회해양문화포럼 정책 세미나

34

9.25-26

35

해양경찰 미래발전 세미나

개최장소
인천 송도 컨벤시아

2019 KMI·부산KBS 해양아카데미 시민강좌

부산창업카페 부경대 대연점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
KIOST
신라호텔 영빈관
롯데호텔부산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차 자율운항선박 도입 기술·정책 컨퍼런스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9.26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참여 정책제안 대회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36

10.17

제34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37

10.25

2019년 한국해사법학회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38

10.25

제1회 부산해양금융세미나

39

11.1-2

2019 한국정치학회 추계특별학술회의

40

11.6

41

11.7-8

42

11.20-21

2019 한국항해항만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아시아 항해항만 학술대회

43

11.20-23

2019 한국항해항만학회 추계학술대회

44

11.22

45

11.28-29

46

12.13

KMI 해양수산 전국포럼 – 전북세미나

47

12.13

제119회 KMI 해양정책포럼

48

12.27

어촌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KMI
BIFC 캠코마루

제4차 해양클러스터 공동학술대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9년 추계 학술대회

2019 해운 CEO 세미나

동서대학교
KIOST
한국해양대학교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서울 포시즌호텔

2019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수출정보 공유 세미나

서울상공회의소 소회의실
전북연구원
콘래드 서울 파크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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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아카데미 운영 실적
1. 국내연수 프로그램
1) 제25기 해양교육 직무연수
- 연수실시기관 : KMI 해양아카데미
- 연수과정 : 해양교육 직무연수
- 연수주제 : 해양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해양의식의 고취를 통한 해양교육 활성화
- 연수기간 : 2019. 1. 7. ~ 1. 11.(4박 5일)
- 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강의실 및 생활관
- 참석인원 : 전국 초·중·고 교원 27명
- 프로그램 : 해양산업, 해양과학, 해양문화, 해양역사 등 강의 및 체험활동(승선체험, 탐조체험)

2) 제26기 해양교육 직무연수
- 연수실시기관 : KMI 해양아카데미
- 연수과정 : 해양교육 직무연수
- 연수주제 : 해양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해양의식의 고취를 통한 해양교육 활성화
- 연수기간 : 2019. 7. 29. ~ 8. 2.(4박 5일)
- 장소 : 부경대학교 미래관 CEO 강의실 및 게스트하우스
- 참석인원 : 전국 초·중·고 교원 28명
- 프로그램 : 해양산업, 해양과학, 해양문화, 해양환경 등 강의 및 체험활동(항만공사 견학, 해양레포츠)

3) 제15회 해양교육 네트워크 포럼
- 연수실시기관 : KMI 해양아카데미
- 연수과정 : 제15회 해양교육 네트워크 포럼
- 연수주제 : 해
 양아카데미 직무연수 수료 교원 대상 지속적인 해양교육 추진과 정보교환 등의 교류의 장·
환경 조성
- 연수기간 : 2019. 12. 14.
- 장소 : 서울 더케이호텔 거문고A
- 참석인원 : 전국 초·중·고 교원 및 해양교육 관계자 100명
- 프로그램 : 2019년도 발간 교재 「바다랑 나랑(초등3·4)」 수업코칭 및 해양수산 특강

208

CHAPTER 4. 연구관련 사업성과

2. 기타
1) KMI-부산KBS 해양아카데미 시민강좌
- 실시기관 : KMI 해양아카데미
- 행사명 : KMI-부산KBS 해양아카데미 시민강좌
- 개최목적 : 일반 시민 대상 해양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지식 전달
- 개최기간 : 2019. 7. 13. ~ 20. (매주 토요일, 2주간)
- 장소 : 부산창업카페 부경대대연점
- 참석인원 :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 예비창업자, 일반인, 공무원 등 100명
- 프로그램 : 해양관광, 해운항만, 수산 분야별 신산업 발굴 정책과 청년 스타트업 성공 사례 중심 강의

2) KMI 진로체험 프로그램 「바다와 함께 꿈·job·끼」
- 실시기관 : KMI 해양아카데미
- 교육명 : KMI 진로체험 프로그램 「바다와 함께 꿈·job·끼」
- 개최목적 :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KMI 정책연구 전문가’의 연구분야 및 직업세계에 대해 소개
- 개최기간 : 2019. 1. 1. ~ 12. 31.(8회 운영)
- 장소 : 본원 6층 대강당
- 참석인원 : 전국 중·고등학교 8개교 학생 및 인솔교사 333명
- 프로그램 : 해양수산 직업세계 영상 시청, 시설견학 및 모의토의 체험, 멘토(연구원)와의 대화, 독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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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MOU 체결현황
1. 총 체결실적
국내

해외

구분

합계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기타

소계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기타

소계

5

15

18

39

77

-

22

11

18

51

기관수

128

2. 2019년 체결실적
구분

순번

협약기관

체결일

1

카자흐스탄 아티라우 주립대학교(ASU)

2019-03-27

2

프리쵸프 난센 연구소
(Fridtjof Nansen Institute)

2019-06-12

3

북극프론티어 사무국
(ARCTIC FRONTIERS)

2019-06-12

4

키르기스공화국 농림수산식품개량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industry and Amelioration of
the Kyrgyz Republic)

2019-07-18

5

러시아 북극연방대학(NEFU)

2019-09-24

6

상해국제항운연구센터(SISI)

2019-12-19

1

해양수산부

2019-02-27

2

충청북도
충북연구원

2019-03-05

3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2019-03-19

4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019-06-28

5

해양경찰청

2019-07-10

6

전북연구원

2019-12-13

해외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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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기관 체결현황
구분

국제 및 지역기구

협약기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해사대학교(WMU)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동아시아해역조정기구(COBSEA)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노르웨이

프리쵸프 난센 연구소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대만

해양대학교

독일

브레머하펜대학교, 독일 퀴네물류대학교

러시아

국립해양대학교, 러시아 북동연방대학교

미국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 버지니아대 로즈아카데미, 워싱턴대학교

미얀마

해양대학교

베트남

외교부 국가경계위원회, 수산물 생산자 및 수출업자 협회, 나트랑대학교

스페인

라스팔마스 대학교, 스페인 라스팔마스 항만청

아이슬란드

해양법연구소, ARCTIC PORTAL, ARCTIC FRONTIERS

영국

로이드선급

이란

해양산업기술발전위원회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조지아

남이탈리아 및 지중해 지역 경제연구소
해양수산부
해상안전기술연구원, 동경해양대학교, 미나토종합연구재단
바투미국립해사아카데미

중국

교통과학연구원, 수운과학연구원, 장안대학교, 절강해양대학교, 상해국제항운연구센터,
대련해사대학교, 상해해양대학교, 상해 국제문제연구소

피지

남태평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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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사업 추진계획
1. 2020년도 사업목표
- 해운 및 항만·물류 산업의 글로벌 혁신성장과 스마트화 정책 제시
-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
-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및 해양신산업 육성 방안 제시

2. 연구사업 운영방향
⊙ 해운 및 항만·물류 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정책 제시
- 해운·조선산업 재건 및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
-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의 해운 산업 개편 및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적극 구축
- 선박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해운체계 전환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
-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시스템 구축을 통한 미래 해운항만산업 선도
- 신남·북방정책 등 외교 다변화 정책에 따른 해운항만물류 분야 역량 강화 및 진출 확대

⊙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
- 해양생태계 보전과 가치증진, 해양공간통합관리 등을 통한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공간 조성
- 항만-도시 통합개발,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및 해양수산 신산업 발굴 등을 통한 연안 및 어촌지역 혁신
성장 방안 제시
- 해양영토 관리체계 고도화, 대양진출 강화, 세계 해사안전규범 리더십 강화 등 해양수산 분야 글로벌 이니셔
티브 확보
- 국민 건강·생활과 연계된 항만 미세먼지, 해양 쓰레기 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방안 제시
- 스마트 양식 등 수산업의 첨단산업화,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산식품 대량 공급 등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산분야 미래 발전 방안 수립
- 어민의 복지와 생활수준 개선 등 해양수산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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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2020년도 사업 추진계획

3. 중점연구사업
중점연구사업명

번호

중점연구사업 요약
해양수산업의 지역 간 연관구조 분석

1

-국
 내 광역지자체의 해양수산업 구조 분석과 지역 간 연관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해양수산업의 지역별 투자
효율성 제고와 지역 거점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량적 근거 제공
지역 해양수산 오픈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2

-국
 내외 해양·국토·산업·지역발전 등 관련 오픈 플랫폼 구축·운영 등 정책·사례분석과 시사점 도출
- 지역+해양수산 부문 통계·지식·기술·정책 등 생산·유통·활용 관련 여건과 활용잠재력 분석 등을 통
한 현안 도출
-지
 역 해양수산 오픈 플랫폼 구축 방향과 과제 제안
전통적 갯벌 관리방식의 변화 요인 분석을 통한 갯벌 거버넌스 개선 연구

3

-습
 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등 갯벌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화 및 지역사회 중심의 전통적 관리여건 변화에 대
응한 갯벌 관리체계 개선 방안 제시
해양환경정책의 능동적 추진을 위한 재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

4

-급
 증하고 있는 해양환경정책 수요에 대응한 능동적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음. 이에 해양환경 재원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제시
수산식품 품질·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 연구

5

-수
 산물·수산식품의 품질·안전(위생)에 대한 제도·규범의 홍수 시대를 맞이해 국내 소비자의 만족도 제
고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관련 제도와 국제 규범 간의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제도의 선진화
를 모색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확산 전략 수립 연구

6

-기
 확정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3개소에 대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방안 마련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전국 확산 전략 마련
글로벌 선사들의 물류통합화 전략에 대한 국적선사의 대응방안

7

-세
 계 컨테이너선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선사들의 경영전략 변화의 원인과 내용을 파악하여 제시
- 해운과 항만, 관련 물류의 통합에 있어 선복량 변화, 서비스의 범위, 물류네트워크, 물류기술 활용 등의 측면
에서 글로벌 선사들의 비전과 경영전략을 분석
-글
 로벌 선사들의 물류통합화 전략에 대해 국적선사의 경쟁전략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적선사의 물류통
합화를 위한 대응방향을 제시
내항여객운송항로 정책 발전방안 연구

8

-내
 항여객운송시장에 있어 그동안의 공적 재원투자를 통한 항로지원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 보조항로 및 준공영제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보다 나은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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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연구사업명

번호

중점연구사업 요약
블록체인 기술기반 식품콜드체인 체계 구축 연구

9

-글
 로벌 식품콜드체인시장 트렌드에 적합한 국내 블록체인 기술기반 식품콜드체인 체계를 구축
- 블록체인

기술기반 식품콜드체인의 기대효과를 참여 주체별로 추정하고, 우리나라 항만·물류 부문의 역할
을 제안
스마트항만과 스마트도시 연계 발전 방안 연구

10

-스
 마트항만을 중심으로 해상운송 및 내륙운송이 스마트하게 연계되어 항만 효율성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항만기인 도시환경문제 최소화, 도시민이 살기좋은 항만도시 구축 방안을 제시
독도·해양영토 연구센터 운영

11

-독
 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해양영토 패권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 해양 강대국의 해양영토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
-독
 도 및 해양영토분야의 학술연구사업, 국내외 자료수집 및 분석사업,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 홍보 및
인력양성사업 등 수행
상해연구센터 운영

12

-중
 국 경제 및 물류동향 자료수집·분석, 중국 물류 관련 연구과제 수행, 상해물류포럼 및 워크숍 개최, 중국
진출 우리나라 물류기업에 대한 자문 등의 사업 수행
해양수산 지역발전 지원체계 구축사업

13

-국
 가·지역이 상생·발전하는 해양수산 기반의 연안·해양지역발전모델을 마련해 지역의 특화기반을 통한 연
안지역의 균형발전과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 구축
해양산업 구조 및 전망 분석사업

14

-해
 양 기반 경제성장 가능성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산업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해양경제 분석·전망 체
계 마련
글로벌 혁신성장을 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연구

15

-신
 남방·신북방 정책 지원을 위해 신 국제분업 체계와 연계한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의 새로운 SCM 기
반 진출전략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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