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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1997년 4월 해양수산을 아우르는 국책연
구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14년이 되었으며, KMI가 출범한 지 통산 27년
이 지났습니다. KMI는 해양, 수산, 해운·항만 및 국제물류 관련 국가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가정책 수립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KMI는 이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국가 해양수산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해양
수산을 통합한 정책연구의 산실로서 그 역할과 책임 완수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KMI는 ‘5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세계 일류 해양수산 정책 연
구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설천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국가 신성장 동력 발굴,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
다. 아울러 고객의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외 협력네트
워크를 강화하고, 연구보고서의 품질 제고 및 고객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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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KMI는 연구보고서 등 연구활동 성과를 책자로 발간하여 고객
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연차보고서는 2010년도에 KMI에서 수행
한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학술회의, 국내외 학술지 게재논문을 비롯
하여 연수교육 서비스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연차보고서는 2010년도 연구보고서 발간을 완료한 시점에 맞추어
발간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연차보고서 발간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보고서가 KMI의 연구성과 확산과 정보 활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KMI가 해양수산정책연구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

학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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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 현황

일반 현황
1. 연 혁
1984. 2. 1

한국해운기술원 개원

1984. 5. 15

양 해 경  초대 원장 취임

1987. 5. 15

송 희 연  제2대 원장 취임

1988. 12. 31

해운산업연구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1990. 5. 15

송 희 연  제3대 원장 취임

1991. 7. 13

배 병 태  제4대 원장 취임

1993. 11. 23

조 정 제  제5대 원장 취임

1997. 3. 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1997. 4. 10

해운산업연구원 해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설립
- 해운산업연구원
-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정책연구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수산연구부의 수산부분
- 국립수산진흥원 수산경제연구실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1997. 4. 18

조 정 제  초대 원장 취임

1997. 4. 18

홍 승 용  제2대 원장 취임

1997. 8. 1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1999. 1. 29

8

의거,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 변경

1999. 6. 10

이 정 욱  제3대 원장 취임

2002. 6. 9

이 정 욱  제4대 원장 취임

2005. 9. 23

이 정 환  제5대 원장 취임

2005. 12. 20

해외사무소(중국연구센터) 개소

2006. 5. 10

해양수산기술관리센터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으로 이관

2008. 8. 29

강 종 희  제6대 원장 취임

2010. 7. 14

김 학 소  제7대 원장 취임

2.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2.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 설립근거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733호, 1999. 1. 29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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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항만 관련 국가의 정책수
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주요 기능
－－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 국내외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산업의 동향과 정보의 수집, 분석 및 보급
－－ 해양수산 관련 업계·학계·연구기관·정부와의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
－－ 개발원 설립목적에 부응한 수탁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공동연구

2010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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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인원
○○ 조 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원    장

감   사

감사실

글
로
벌
·
미
래
연
구
본
부

해
양
지
식
관
리
본
부

해
운
산
업
연
구
본
부

항
만
·
물
류
연
구
본
부

해

수

양

산

기

경

연

연

획

영

구

구

조

지

본

본

정

원

부

부

실

실

○○ 인 원
2011. 3. 정규직 기준
구 분

계

원 장

연구직

관리직

현 원

109

1

89

19

※ 수탁용역사업 수행인력 등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약 80여 명 별도 운영

10

4. 예산

4. 예 산
(단위:백만 원)
수
구

입

지

분

2011 예산

1. 정부출연금

14,416

2. 자체수입

15,392

- 기관고유사업

2,194

- 수탁용역수입

13,222

- 일반사업비

6,083

- 기타사업수입

10

- 수탁용역사업

7,500

- 이자수입

60

- 수산업관측사업

2,040

- 정부대행사업
- 기타수입
계

구

분

출
2011 예산

1. 인 건 비

9,729

2. 연구사업비

17,817

2,040

3. 경 상 비

1,652

60

4. 시 설 비

610

29,808

계

29,808

5. 시설 및 자료
■건물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KBS미디어센터빌딩(13~16층, 21층)
○○ 임차면적 / 임차기간 : 8,135.39㎡ / 2008. 1. 25~2013. 1. 24(5년간)

■ 도서자료
소장도서

정기간행물

비도서

26,755권

216종

450종

(국내 16,880권, 해외 9,875권)

(국내 130종, 해외 86종)

(국내 244종, 해외 20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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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MI Sea Vision 2011
KMI
Mission

해양수산 제부문의 과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국가의 정책수립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KMI
중장기 비전

5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세계일류의 해양수산 정책연구기관

KMI
2011 비전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 경영 실현

3대 추진전략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아젠다 도출

해양수산 신성장
동력 산업화

혼과 열정의
조직문화 구축

▶ 연구분야 ◀
【1】 국가 해양수산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
【2】 해양영토 확대 및 국제해양 주도권 확보 연구 강화
【3】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물류기술연구 수행
【4】 세계 물류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체계 구축
【5】 세계 해운시장 선도 역량 강화
【6】 수요맞춤형 정책지원활동 강화
【7】 해양수산정책 발전경험(KSP) 모듈화 사업 추진
【8】 저개발국 및 개도국 대상 국제교육프로그램 운영
【9】 글로벌 해양지식 얼라이언스 강화
20대
실천계획

【10】 對중국 연구역량 강화
【11】 수산부문의 글로벌 리더십 역량 강화
【12】 Global Expert 육성 기반 구축
▶ 경영분야 ◀
【13】 고객지향적 연구성과 관리 및 확산체계 구축
【14】 정책기여도 및 연구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관리체계 개선
【15】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Re-engineering
【16】 성과중심의 평가 및 보상체계 강화
【17】 윤리문화 체질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홍보 등 실시
【18】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활동 강화
【19】 원내 소통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20】 잼터(Great Work Place)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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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010년도 주요 사업

1. 2010년도 사업 추진방향
2010년도 연구사업목표
▣ 저성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 해운항만산업 창출방안 제시
▣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그린물류 정책 수립
▣ 시장중심적 수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기반 경제성장전략 수립
▣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해양정책 수립

2010년도 연구사업 운영방향
◊ 저성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 해운항만산업 창출방안 제시
○○ 항만 브랜드가치 상승을 통한 국가이미지 및 국가브랜드 제고방안 마련
○○ 국가 물류산업구조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그린물류 정책 수립
○○ 해운산업의 새로운 발전전략인 녹색해운(Green Shipping)정책 추진방안 제시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수송체계 개편방안 마련
◊ 시장중심적 수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산 수산물브랜드 육성방안 마련
○○ 저탄소 경제체제 이행에 따른 친환경 수산물 생산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기반 경제성장전략 수립
○○ 북극해지역 선행 진출을 위한 북극해 종합 활용전략 수립
○○ 해양에너지의 산업화 촉진을 통한 해양기반의 신국부 창출전략 수립
◊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해양정책 수립
○○ 세계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해양외교 강화방안 마련
○○ 미래 해양종주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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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도 주요사업

2. 2010년도 주요 사업
기관고유사업

1) 기본연구사업
연구부문

해양정책

물류항만

수산정책

미래전략

계

과제수

4

6

7

2

19

■ 해양정책 연구부문
○○ 연안공공이익 증진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체제 개선방안 연구
○○ 녹색성장을 위한 해양환경부문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해양외교 중장기 강화방안 연구
○○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문화 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 물류항만 연구부문
○○ 녹색해운(Green Shipping)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 항만관리의 지자체 위임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 항만 브랜드가치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해운산업 전문인력 수급전망과 정책방안 연구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운송수단의 이용 확대방안 연구
○○ 우리나라 국제물류산업 구조 선진화 방안 연구-해상물류 중심으로
■ 수산정책 연구부문
○○ 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산수산물 브랜드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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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기준 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
○○ 수산분야 성과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연구
○○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저탄소 수산업 생산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수산물의 어획 후 처리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소비지의 수산물 물류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자 대응방안
■ 미래전략 연구부문
○○ 해양에너지 산업화 지원방안 연구
○○ 북극해 종합 활용전략 수립 연구
■ 수시연구과제
○○ 정부정책 모니터링, 내/외부 연구수요조사 등을 거쳐 해양수산 중요 이슈 및 정책
현안과 관련된 수시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수행

2) 연구관련사업
■ 동향분석사업
○○ 국내외 해양정책·물류항만·수산정책분야 등 주요 해양수산 부문별 동향자료 수집·
분석 및 동향분석자료 발간·배포
○○ 국내외 해양수산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진단, 파급효과 분석, 대처방안 등 모색
■ 학술행사 개최
○○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 국내외 연구기관·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국제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 해양수산분야 고위공무원 및 산·학·연 CEO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정책포럼 개최
○○ 대내외 정책 및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물류항만 전망대회,
수산전망대회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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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사업
○○ 한·미 해양정책 공동연구사업
－－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과 해양수산정책분야 공동연구 수행
－－ 연구과제 확정 및 교류협력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Steering Committee 및 국
제워크숍 개최
○○ 국제회의 참가 및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 국제기구, 대학교, 연구소 등 해외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MOU 체결 및 체결기관
과의 공동연구 수행기반 구축
－－ 정부부처 해양수산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정부대표단 활동 지원 등

3) 연구지원사업
■ 전산개발 및 운영
○○ 연구생산성 향상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보화 구축사업 수행
－－ 전사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 KMI 홈페이지 텍스트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리
－－ 원내 기 보유 전산장비 및 전산시스템 관리·유지
－－ KMI 지식경영시스템 관리 및 활성화
■ 간행물 간행 및 홍보
○○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연구보고서, 동향분석자료, 정기간행물, 세미나/정책토
론회 자료 등의 출판 및 대학, 공공도서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
○○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연구성과 실용화 계획 수립·추진, 기자간담회 개최
등 대국민/언론 대상 홍보 및 연구성과 확산체계 구축
■ 자료운영 및 관리
○○ 도서 및 연구자료의 체계적인 입수·관리를 위해 고객지원센터(자료실) 및 전자도
서관(Digital Library) 구축·운영
－－ 고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정보이용 On/Off-Line 회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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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연감류,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등 해양수산관련 국내외 자료/도서의
수집 및 DB 구축·관리
－－ 해외 및 국내 학술정보 DB이용
－－ KMI 정보이용회원 확대를 통해 연구 및 사업성과물의 보급률 향상
■ 연구기획사업
○○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및 정보 교환, 신규 연구과제 발굴 등을 위한
정부부처와 정책연구협의회 운영
○○ 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자문위원회, 연구운영위원회, 과제선
정평가위원회, 연구기획 워크숍 등 개최
○○ 기타 연구기획능력 강화, 기관운영 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의 연구조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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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
1) 동아시아·태평양 해양정책 공동연구사업
■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복원, 연안재해 등 국제사회 신규 해양이슈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국내 해양정책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PEMSEA), 해양정책 선진국(미국 3개 대학) 등
과의 정책연구 네트워크 구축

2)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 항만물동량 변화의 원인분석,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시기적절한
국가 항만개발정책 수립의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 항만 및 기종점 DB, 선대 DB, 산업단지 DB 구축
○○ 항만물동량 모니터링 및 변화요인 분석
○○ 항만수요예측 및 배분시스템 구축
○○ 트리거룰을 적용하여 항만 기본계획의 수정 및 보완 등

3)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운영
■ 독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해양영토 패권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 해양 강대국
의 해양영토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
■ 독도 및 해양영토분야의 학술연구사업, 국내외 자료수집 및 분석사업,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 홍보 및 인력양성사업 등 수행

4) 상해연구센터 운영
■ 중국 해운물류시장의 거시적 변화와 까다로운 특성을 현지 시각에서 연구함으로써
정부와 우리 물류기업들의 중국 물류시장 진출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국
상해 현지에 연구센터를 설치·운영
■ 중국 경제 및 물류동향 자료수집·분석, 중국 물류 관련 연구과제 수행, 상해물류포럼
및 워크숍 개최, 중국 진출 우리나라 물류기업에 대한 자문 등의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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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한 수산협력 시범사업
■ 북한 수산업에 대한 기본인프라 구축 지원과 남북 모두에게 실익이 있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남북수산협력 시범사업 도출
■ 남북 수산업 현황 및 실태분석, 남북 수산협력 시범사업 타당성 분석 및 사업 추진방향
제시 등을 위한 연구 수행

6) UN ESCAP 국제공동연구사업
■ 국제기구(UN ESCAP)와의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ESCAP 역내외 국가들의 물류체
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중앙아시아 지역 물류시설 건설 및 활성화 방안 연구’등 2개 연구과제를 UN ESCAP과
공동으로 수행

7) 동북아 국제물류 연구협력사업
■ 한·중·일 3국이 통합물류시장을 형성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항만물동량의 안정적 창
출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간 협력방안 도출
■ 한·중·일 3국의 4개 국책연구기관간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
○○ 한국：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중국：China Academy of Transportation Sciences of MOC, Waterborne
Transportation Institute of MOC
○○ 일본：Overseas Coastal area Development Institute(OCDI)

8) 전략적 FTA 추진 대비 수산부문 대응전략 연구
■ 중국 및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의 수산업 실태와 정책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
나라의 협상전략 및 정책 추진방향 제시

9) 해양아카데미 운영
■ 국토해양부가 실시 중인 해양시범학교 운영의 효과적 지원과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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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의거한 국가차원의 해양교육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
○○ 해양의식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초·중등생 및 일반인 대상)
○○ 해양의식 교육자료 개발 및 제공(교재, 교보재)
○○ 해양의식 관련 교육목표 및 방침, 교육 시행방안, 교재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정책
연구 수행
○○ 초·중등생 및 일반인 대상 연수교육 실시

10) 해양기반 미래 국가신성장 전략 연구사업
■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신성장 전략의 한 축인 해양 관련 산업을 미래의 성
장동력으로 재정립하여 해양기반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신국부 창출전략
마련
○○ ‘해양기반의 경제발전계획 수립 연구’, ‘미래 해양종주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연구’ 등 5개 연구과제 수행

11) 국제물류 학·연 공동연구사업
■ 국가 차원의 국제물류전략 수립을 위해 해운, 항만, 물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학문
적 역량이 뛰어난 한국해양대학교와 현장 중심의 국제물류 연구 노하우를 축적한 본원
과의 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시너지 효과 창출
○○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 연구’ 등 5개 과제 공동 수행
○○ ‘KMI-KMU 국제물류 학연공동연구센터’ 설치·운영

12) 해운산업경기예측센터 운영
■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산업 단기·중장기 경기예측모형 개발 및 해
운산업경기예측센터의 상시 운영 등 정부차원의 대응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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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용역사업
■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정부수탁과제 및 해양
수산 유관단체,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민간수탁과제 총 159건 수행
○○ 전년도 이월과제 63건, 신규 계약과제 96건 수행

기타사업
1) 수산업관측사업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공위성 등을 활용하여 관측한
양식수산물에 대한 장·단기 관측정보 제공 및 양식수산물의 유통협약사업 수행
○○ 위탁근거 법률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2) KOICA 연수사업
■ 국제협력단(KOICA) 요청에 의거 개발도상국의 해운항만분야 중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과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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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본연구사업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이원갑 연구위원
(Tel. 02-2105-2764, e-mail: wklee@kmi.re.kr)
내부연구자 : 이종훈 부연구위원, 홍장원 책임연구원,
현우용 책임연구원, 이윤정 연구원
외부연구자 : 이윤선 목포대학교 HK연구교수

1. 연구목적
○ 해양이 지닌 다양하고 무한한 가치 가운데 특히 문화적 측면에서 인간이 해양에 어떻
게 접근하고 활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해양문화자원의 개발 및 운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이를 해양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도록 콘텐츠화
하는 등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붕괴되어 가는 해안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경
제발전을 통해 지역사회를 보전하는 데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해양문화 및 문화콘텐츠에 대한 문헌조사
－－ 전국 해안에 분포한 민속, 생활, 역사 등 다양한 문화자원 조사
－－ 해양문화 자원의 개발 및 운용 실태 조사
○○ 국내외 사례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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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 일반인의 해양문화 관광에 대한 인식 및 관광 시 애로사항 조사
－－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추진상의 애로사항 조사
○○ 관계 전문가 자문
○○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해양문화 콘텐츠화 방안 제시

2) 연구의 특징
○○ 해양관광 활성화라는 구체적 목적을 위해 해양문화 전반을 조사·분석하고 정책 실행
방안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임
○○ 경제 및 정책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문화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경제와 접목시
키는 최초의 시도로서 향후 학제 간 연구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우리나라는 세계 5대 해양강국을 목표로 발전하는 해양산업 선진국임에도 불구하
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과 해양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하지 못한
실정임
○○ 우리나라 3면의 해양에는 각 특성에 따라 수많은 민속 및 문화자원이 산재되어 있
어 이를 정리하고, 활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
○○ 특히 우리나라 해양관광이 답보상태인 것은 편중 현상이 심한 계절적 요인이 크지
만 겨울 바다를 찾는 사람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본적 원인은 해
양관광활동의 소재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임
○○ 현대 사회 전반이 IT 및 디지털 콘텐츠화를 통해 발전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해양문화 콘텐츠는 지역마다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해양관광 개발과 관광객의 감성
을 자극하여 해양관광객을 유치하는 중요한 키(Key)가 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해양관광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적극 장려하여 해양관광에 활용
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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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단계에서는 정부 주도로 시범서비스의 형태로 디지털 해양문화관광 콘텐츠
를 구축하고, 이와 더불어 일반 시민에게 다양한 해양문화 관광정보를 제공
－－ 해양관광 동기 부여에 효과적인 해양문화관광 스토리텔링이 해안지역에서 독창
성 및 고유성을 갖고 제작되고 활용되도록 정책 및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
－－ 우수 콘텐츠를 시상하거나 개발단계에서 재정지원방안 강구 등 인센티브를 부여

2) 정책적 기여
○○ 정부 유관부처 간 해양문화콘텐츠 활용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정비
○○ 전문인력 수요 확충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및 기존의 관련 학과 학생 진로 확대

3) 기대효과
○○ 해안지역, 어촌 및 도서 등의 관광개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우리나라의 고유한 해양관광 개발로 외국 관광객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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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공공이익 침해 방지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체제 개선방안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남정호 연구위원
(Tel. 02-2105-2772, e-mail: jhnam@kmi.re.kr)
내부연구자 : 이윤정 연구원
외부연구자 : 강대석
전재경
유승훈
조홍식

부경대학교 교수,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1. 연구목적
○ 공유수면은 공유재임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사유화와 그에 따른 외부불경제 효과로 공
공이익이 침해되고 있음
○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배타적 권리를 추구하는 지대
추구(rent-seeking)와 지대방어의 기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큼
○ 본 연구는 이러한 공유수면의 독점적 사유화와 부의 외부효과로 인한 공공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공유수면이 제공하는 공공이익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문헌분석, 환경경제학적
및 생태학적 관점에서 공유수면 가치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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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제도의 한계점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공유수면 관련 법제도, 정부부처의 정
책보고자료, 연구보고서, 학술논문을 분석하고 공유수면의 서비스 가치를 환경
경제학 및 에머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함
○○ 국내 및 해외사례를 통해 공유수면 관리체제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파악하고, 우
리나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실시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공유수면의 특징과 연안 공공이익 보호 개념을 최초로 정립하여, 공공이
익에 최대한 복무할 수 있는 공유수면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해 공유수면의 서비스 가치를 종합평가하여 제시하였고, 공유수면 관리체제
개선방향을 공공재, 공유재의 속성을 증진하는 관점에서 도출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바다와 바닷가를 의미하는 공유수면은 유체이자 토지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
며, 생산능력이 매우 큰 해양생태계의 일부이자 사회경제적 이용·개발 공간임
－－ 이로 인하여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춘 공공재로서, 그리고 소유권이 특정되
지 않는 공유재로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연안해역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치는 환경경제학 및 생태학적 기법을 적용하면
최소 26조 3,650억 원 ~ 최대 75조 8,100억 원/년으로 추정됨
○○ 국내 사례조사를 통해 파악된 공공이익의 침해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공공이익
침해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을 ‘공유수면의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법규정
미비, 연안공공이익 개념 미정립 및 법률 간 공익내용의 상충 및 경합, 공유수면의
서비스가치 저 평가, 권한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방지수단 미비 등’ 6가지로 정리
하였음
○○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공유수면 관리체제 개선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첫째, 공공이익 간 상충과 경합을 해소하기 위한 연안 공공이익 간 위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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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매립지 사적 독점 및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매립지 임대제도
정착 및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 셋째, 공유수면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점사용 및 양식면허
심사기준 개발 및 강화, 공유수면 점·사용요율체제 개선, 어업권 발급 시 환경
보증금 예치제도 도입
－－ 넷째, 공유수면 관리기반 강화방안으로 위탁관리제 도입 및 전문관리조직 설치,
매립·점사용 이력 추적제 도입 및 일몰제 강화

2) 정책적 기여
○○ 본 연구는 연안 공공이익 개념 및 보호 기준을 법제화하고, 공유수면 매립 및 점·
사용에 따른 공공이익 침해요소를 완화, 제거하여 해양국토 공간의 공정한 이용을
실현하는 데 기여

3) 기대효과
○○ 공유수면 이용개발 경쟁체제 도입으로 독점적 사유화 방지 및 수요자의 경쟁력 확보
－－ 공개입찰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 시 이용개발 수요자의 시장분석 능력 고도화 유
도 및 영구 독점 이용 방지
○○ 공유수면 매립, 점사용에 따른 갈등의 체계적 관리
－－ 협상, 중재, 타협과 같은 전통적 갈등관리 방식뿐만아니라 법리에 기초한 체계적
해결 방안 적용
○○ 공유수면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무임승차 방지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
<연구결과 요약>
연구 주요 항목

연구 결과

공유수면 특정 정립

공공재, 공유재, 생태계, 유체, 토지, 공공이익 기여 속성

공유수면 가치 평가

연간 최소 25조 원~최대 65조 원 (국내총생산의 2.4~6.1%)

미국 및 영국사례 분석

미국 공공신탁이론과 영국 국민신탁은 공공이익 침해 방지와 이익 간 상충 해결 기제
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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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요 항목
연안공공이익 개념 정립
(공공이익 보호 기준)

일반인, 전문가 설문

공공이익 침해 실태

연구 결과
공공접근 보장 / 해양의존형 행위 우선 / 부의 외부효과 방지 / 독점권한 최소화 /
신의성실원칙 준수 / 상충발생 시 절차적 합리성 준수 / 비 시장재 서비스 가치 증진 /
사유화 금지
전국표본 700명, 173명 일대일 면담 및 설문결과, 공유수면의 독점적 사유화가 공익
침해의 원인이라고 인식
매립토지의 사유화 / 불법 매립과 점사용 / 공공이익의 부당 이전 /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 독점적 점사용
공공이익 특성 반영 법규정 미비 / 연안 공공이익 개념 미정립 및 법률 간 상충경합

공익침해 원인

해소 메커니즘 부재 / 공유수면의 서비스 가치 저평가 / 권한자의 의무 불이행 방지
수단 취약 / 매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수단 미흡/ 지역관리 인력 및 역량 부족

관리체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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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공공이익 개념 및 위계 정립 / 매립지의 사적 독점 및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
공유수면 수탁자로서 책임과 의무 강화 / 관리기반 강화

기본연구과제 03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박수진 부연구위원
(Tel. 02-2105-2795, e-mail: forest21@kmi.re.kr)
내부연구자 : 박수진 부연구위원, 정지호 연구원
외부연구자 : 심영규 동아대학교 교수
홍기훈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양희철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1. 연구목적
○○ 전 세계 인구의 23%가 해안으로부터 100㎞ 이내, 해수면으로부터 100m 이하에서 거
주하고 있으나, 해안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함.
해안침식, 서식지 훼손, 어종변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가 변화
한 이후에 복원력도 육상에 비해 견고하지 못한 상황임
○○ 기존 기후변화정책을 ‘해양환경에 대한 생태계기반 관리’와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이라
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주요국의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과 국제협약 논의동향
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분석·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특히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
치단체 기후변화정책 담당자, 대학 및 연구소 관련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담
조사를 종합하여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의 성과 및 한계,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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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의 정책활용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녹색성장위원회, 외
교통상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
하는 세미나 개최

연구목적 및 필요성

국내 기후변화정책 분석

기후변화 관련
주요 국제협약 분석
설문조사
주요국의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 분석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
정책의 한계 분석
설문조사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
정책 개선방안 도출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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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자문·정책담당자
면담조사

기본연구과제 03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 “성숙한 세계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47개 국정
과제 중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과 관련성이 높은 연구로서, 국내외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의 설문 및 자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임
－－ 국토해양부의 중점실천과제인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의 체계적 대응과 전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연안관리정책 및 해양환경정책의 추진이 필요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통합기후변화 해양정책’의 수립·추진
－－ 연안·해양지역에서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포괄하면서 타 분야 계획 및
정책과 연계된 ‘통합기후변화 해양정책’ 수립·추진 필요
○○ 3개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 부여
－－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해양 기후변화 관측 및 예측’, ‘지자체의 역량
강화’ 등 3개 핵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정책적 관심 필요
○○ 지자체 역량강화를 통한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의 실효성 제고
－－ ‘연안관리 지역계획’상 기후변화정책을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지자체 정책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기후변화정책 참여 기회 확대
○○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의 5대 중점과제 추진
－－ 연안관리정책 및 도시·항만개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조사체계, 연안정비체계 개선
－－ 항만, 수산, 연안개발 등 타 분야 기후변화 정책과 연계된 통합적 정책 추진
－－ 체계적인 국제기후변화규범 대응체계 구축 및 국내제도·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해양기후변화 파트너십(Marine Climate Change Partnership : MCCP)’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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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국토해양부의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에 반영
－－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한 10년 주기의 법정계획
－－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안)의 기후친화적 환경관리 부문에 반영
※ 2011년 상반기 수립 예정
○○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2010. 5)
－－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해양연구원 관련 전문가 참여
○○ UNESCAP 사무국 자원개발환경국장 초청 세미나 개최
－－ 정래권 국장(前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
○○ 제10차 CBD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회의 정부대표단으로 참석
－－ 기후변화와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 파악

3) 기대효과
○○ 해수면 상승, 해안침식, 해양산성화, 해양생물다양성 교란 등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정책 수립·추진에 기여
○○ 또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96런던의정서 등 다양한 국제협약
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논의동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상호연계된 대내적·
대외적 대응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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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서국가(SIDS)와의
해양협력 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3. ~ 2010. 12.(10개월)
연구책임자 : 장학봉 연구위원
(Tel. 02-2105-2763, e-mail: hbchang@kmi.re.kr)
내부연구자 : 최수정 책임연구원, 박영길 책임연구원,
백인기 책임연구원, 이혜은 연구원,
장진희 연구원, 김자영 연구원

1. 연구목적
○○ 소도서국들은 현재 외국과의 해양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그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침식, 태풍과 지진·해
일 등 자연재해로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임
○○ 한국은 해양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를 활용하여 소도서국들과 해양협력을 추진하고자 함
○○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음
－－ 한국이 앞으로 확대해 갈 국제협력 중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을 연구함으로써 해양협력 관련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와 KOICA의
정책개발 및 실행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임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외교통상부, KOICA, 일본 외무성, 중국 및 미국 대사관 등의 발간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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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자료 검색 및 분석 : SIDS에 제출된 ‘BPoA 이행을 위한 모리셔스 5개년 추
가 이행 계획(MSI+5)’에 제출된 지역회의 보고서 및 각 국가의 국가평가보고서
(National Assessment Report) 분석
○○ 국내외 ODA 관련하여 작성된 석박사 논문 및 보고서 활용

2) 연구의 특징
○○ 분석방법은 기본적으로 자료수집을 통한 자료분석 및 지역실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음. 특히 각 주요국이 수행한 해양협력 관련 소도서국의 ODA 지원에 관한
내용이 협소하여 이를 위한 다양한 경로의 자료수집 및 면담자료 활용. 각 지역별
소도서국의 해양협력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분석을 위하여 유엔이 제공하는 자료를
집중 분석하였음
○○ KOICA 발간 자료 및 외교부, 국토해양부, 원양협회 등의 관련자 면담 조사를 실시
하여 지역 현황 및 우리나라 진출의 애로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파악 조사에 주
력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현황을 개관한 후 한국의 소도서국과의 개발협력 현황을 분석
하였음
－－ 현재 한국은 KOICA를 통해 소도서국에 대한 무상원조를 실시하고 있음
－－ 다만 남태평양에 편중되어 있으며 사업규모가 소규모이고 장기적 전략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음
○○ 주요국들에 대한 소도서국 개발협력 현황 소개를 통해 유엔, 미국, 일본, 중국,
EU, 호주 등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의 소도서국 해양협력에 대해 검토하였음
○○ 소도서국의 해양협력 수요를 태평양 지역, 카리브해 지역, 아프리카, 인도양 등이
있는 AIMS 지역 등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 파악하였음
－－ 이들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지역 수몰과 해안지역 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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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태평, 지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바 이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 해당 지역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의 기후변화와 해양자원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소도서국가와의 해양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의 비교우위적
인 자원을 토대로 협력가능한 해양분야를 선정하였음
－－ 이러한 협력을 추진할 때 원조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함께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개발협력 추진전략은 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접
근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의 프로그램방식 도입과 원조의 기능적 분업화를 통
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함
－－ 원조체계의 유기적 협력 강화 : 해양분야의 사업 내용이 특수함을 고려하여 해
양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Task Force 구성을 통해 사업발굴 및 협력사업 추
진, 효율성 제고
－－ 협력대상국 선정 시 전략적 접근 필요 : 태평양 소도서국들은 우리나라 원양어
업의 중요한 어장을 제공하는 수역인 바 이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함
－－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 해양협력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바 소도서국가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SEA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함
－－ 소도서국의 중점 협력국 포함 : 소도서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이 제대로 수행되
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 국가가 중점협력국에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임
－－ 해양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의 확기적 확대 :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예산이 0.25% 수준으로 향상될 때 소도서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소도서국의 일부를 중점협력국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
음. 또한 KOICA 지원 사업 중 해양협력분야 사업발굴과 함께 현재보다 큰 규모
의 예산 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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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실제 필요로 하는
해양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연구실적도 미미한 현시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을 추
진하는 정부와 KOICA의 해양협력 개발 사업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3) 기대효과
○○ 소도서국에 대한 해양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양강국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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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해운 전망과 대응전략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임종관 연구위원
(Tel. 02-2105-2787, e-mail: jkrim@kmi.re.kr)
내부연구자 : 김찬호 책임연구원, 이언경 책임연구원,
김정현 연구원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해운현장에서 긴박하게 준비되고 있으나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녹색
해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러한 녹색패러다임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문제점
을 점검·분석하여 향후에 추진해야 할 정책대안을 도출·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조사, 출장조사, 설문 및 면담조사
－－ 문헌조사 및 출장조사(EU, 덴마크, 일본 등) 등을 통해 IMO가 제정하고 있는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 관련 규범 및 주요 국가들의 대응 동향을 종합하여 녹색
해운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실체를 규명함
－－ 정부 및 관련 기업(선사, 조선소, 선박관리업, 해운중개업, 조선기자재업체 등)에
대한 설문 및 면담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녹색해운 준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
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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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IMO 협약과 주요 국가들의 정책 및 전략이 설정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녹색해운
을 ‘녹색선박, 녹색운항, 녹색거래’ 측면에서 체계화시킨 세계 최초의 연구임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녹색선박 발전단계 전망은 다음과 같음

녹색선박 ①

IMO의 안전기준과 해양오염 사고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

녹색선박 ②

안전 및 해양오염기준, 해양생태계 및
인체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

녹색선박 ③

안전 및 해양오염기준, 해양생태계 및
인체관련 보호기준, 대기오염기준 등을
충족하는 선박

녹색선박 ④

환경 및 인체의 안전과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선박(무공해 선박)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녹색운항 조건은 다음과 같음
배출권 매매시장
(녹색해운 거래시장)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에너지효율운항지표(EEOI)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SEEMP)
(GHG 배출규제협약)

대기 오염방지(VOCs, Nox, Sox)
(MARPOL부속서 Ⅵ)

소각기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
(MARPOL부속서 Ⅴ)

선박발라스트수 관리(BWM)
유류의 해양오염 방지
(MARPOL부속서 Ⅰ)

미발효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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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관리
(선박재활용협약)

하수
정화
장치

발효중인 협약

녹색
화물

녹색
화물

포
유해 장된
물질

포장유해물질 오염 방지
(MARPOL부속서 Ⅲ)
선박하수 해양오염 방지
(MARPOL부속서 Ⅳ)

연
료
유

선박유해방오시스템
규제협약(AFS)
위험액체화물 규제 및 해양오염사고 방재
(OPRC-HNS 협약)

액체유해물질의 오염 방지
(MARPOL부속서 Ⅱ)

기본연구과제 05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녹색해운은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해운의 기본조건을 ‘무공해 선박, 무공해 운항,
무공해 거래’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임
○○ 정부 및 관련 기업의 설문 및 면담조사를 통해 파악된 녹색해운 준비상황의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6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함
－－ Green Data System 구축, MBM(시장기반조치) 기반육성, 녹색선박 검사사업,
선박수리업 육성, (가칭)한국녹색해운연구협의회(KGSRA) 구성, 「해양환경관리
법」 정비 등임

2) 정책적 기여
○○ 본 연구는 녹색해운에 대한 개념을 체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공유체계
를 제안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녹색패러다임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
○○ 그리고 국토해양부 및 지식경제부, 선사 및 조선소 협동으로 녹색선박·장비의 연구
개발, 상용화를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현재 ‘녹색선박 민관협의체’ 운영 중임
○○ 또한 녹색해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녹색수리 조선소 조성 및 IMO 협약 대응
을 위한 전문가, 녹색선박 검사·인증 전문가, 시장기반조치(MBM) 전문가 육성의
중요성을 제시함

3) 기대효과
○○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녹색해운’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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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관리의 지자체 위임 및
이양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전찬영 연구위원
(Tel. 02-2105-2823, e-mail: cyjun@kmi.re.kr)
내부연구자 : 이종필 부연구위원, 김근섭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박석희 가톨릭대 교수

1. 연구목적
○○ 항만개발·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및 이양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파급
효과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선제적 해결방안 제시 및 관련
사무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성과주의에 입각한 합리적 재원배분방안을 분석하였음
○○ 또한 위임 및 이양사무의 성공적인 안착과 성과주의에 입각한 재원배분 방안 등 시대 흐
름에 부응한 항만개발·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앙정부차원의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설문조사
－－ 항만개발·관리권 위임 및 이양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 항만개발 및 관리 정책담당자, 지방해양항만청 실무자,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연구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함
－－기 추진 사례가 없으므로 위임 및 이양의 파급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한 응답
타당성 분석, 신뢰도 검증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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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협동 연구
－－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위임 및 이양에 대한 사례 조사, 권한의 위임과 이양의 정책적
의미와 세제 대안 등에 관하여 전문가와 협동연구 수행

2) 연구의 특징
○○ 항만개발관리권 위임 및 이양은 2009년 10월 항만법 개정을 통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 상반기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하고 있던 정
책적 현안과제로서 본 연구결과를 사후 관리방안 등에 직접 활용이 가능하다는 특
징이 있음
○○ 항만분야에 있어 권한의 위임 및 이양은 처음 시도되는 정책으로서 미연에 정책집
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에 본 연구의 특징적 의의가 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선행연구 검토
－－ 관리 및 운영 부문, 지방이양 효과 부문으로 구분하여 검토
－－ 지방이양 효과는 타 사업을 주로 검토하였으며 주로 집행업무가 위임되고 있어
위임받은 기관의 만족도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분석
○○ 우리나라 항만개발·관리체계 변화와 권한위임 배경, 해외사례 검토
－－ 시기별로 구분하여 항만개발·관리체계 변화를 약술하고 개정 항만법을 분석하
여 권한 위임의 범위를 분석
－－ 해외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개발 관리능력 분석
－－ 사무위임 6개 광역시·도의 관련 조직, 인원, 예산을 분석
－－ 모든 광역시·도에서 현재 수준에서 사무위임 시 충분한 개발 및 관리능력을 보
유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항만개발 관리권 위임에 대한 인식, 효과, 정책방안
－－ 사무위임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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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율은 높으나 구체적인 정책내용은 잘 모르고 있음
• 권한위임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높았으며 중앙정부는 시기상조가 의견이
높았고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낮음
－－ 사무위임 및 이양 시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혼재하는 것으로 분석
• 긍정적 효과로서 지방세 수입 증가, 지역 내 관련 산업 유치 활성화, 지역주
민 고용 증가, 지자체의 조직 및 인력운영 역량 증대
• 부정적 효과로서 지자체 간 과당 개발 경쟁, 운영 소홀, 중앙정부의 항만개발
지원 약화 등
－－ 사무위임 및 이양 시 사후관리방안 구축 필요성 공감
• 표준 조례준칙의 제정, 업무처리지침 및 편람 하달, 집행과정 모니터링, 사업
성과 평가, 정기적인 보고 및 협의 등
－－ 적정 범위의 사무이양 필요
－－ 사무이양 후 사후관리장치 강화 필요
• 중앙정부-지자체 합동평가시스템 구축, 합동 모니터링,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 마련
－－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
－－ 이양성과 측정시스템의 제도화 필요
○○ 정책제언
－－ 위임 및 이양사무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제시
• 지방이양 대상 사무의 발굴·선정과 관련하여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자체조사
를 넘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선정
• 중앙정부의 사무이양은 기능이양과 더불어 조직과 인력의 재조정이 동반되
어야 함
－－ 정책평가결과의 피드백 체계 강화
－－ 평가기관의 설치와 운영
－－ 예산의 지원과 법령의 개정
－－ (가칭)항만개발·관리·운영에 관한 정책포럼 구성, 개최
－－ 2015년까지 관련 법제도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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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항만법」 개정 시 활용
－－ 평가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항만법 개정 필요
○○ 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 지침 작성에 활용
－－ 지방자치단체 실무진을 위한 가이드북 작성, 교육실무자료로 활용

3) 기대효과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합리적 역할분담과 갈등 방지
○○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개발관리능력 향상에 기여
○○ 항만개발관리 사무위임 및 이양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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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브랜드 평가 및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이종필 부연구위원
(Tel. 02-2105-2824, e-mail: jplee@kmi.re.kr)
내부연구자 : 김태일 책임연구원, 최영석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Miaojia Liu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학 교수

1. 연구목적
○○ 항만브랜드를 정의하고 그 구성요소를 도출한 후 각각의 구성요소가 컨테이너부두의
항만브랜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1차적 연구목적으로 하였음
○○ 그리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국내외 주요 컨테이너항만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요소강화방안을 제시하였음
○○ 국내의 경우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항만브랜드를 분석하고 어떠한
유형 또는 무형의 요소 강화가 필요한지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항만정책에 있어
브랜드 요인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설문조사
－－ 항만브랜드 구성요소 판별, 구성요소 간 중요도, 항만브랜드에 관한 인식 등 조사
분석
－－ 국내·외 항만 관련 담당자(정책담당자, 연구자, 공사 실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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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평가를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구축
－－ 항만브랜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
○○ 해외전문가 자문
－－ 유럽지역 주요 컨테이너 항만브랜드 설문조사와 기본분석을 위하여 네덜란드의
전문가의 자문을 얻음

2) 연구의 특징
○○ 항만브랜드 연구는 학술적 연구가치 높은 특징이 있음
－－ 항만브랜드의 의미, 브랜드 구성요소, 영향력에 대한 기본연구가 전무한 상태에
서 정책으로 연결하기 어려움
－－ 본 연구를 통하여 비로소 항만브랜드의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토대 마련
○○ 1차 연구로서의 특징과 정책연구를 위한 기반연구로서의 특징이 강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
○○ 브랜드 이론 및 평가방법론
－－ 제조업분야의 제품에 대한 책임보증을 위한 방안으로 브랜드가 시작
－－ 브랜드 가치, 브랜드 자산 등의 개념을 구분
－－ 브랜드의 일반적 구성요소는 브랜드 인지, 브랜드 연상, 브랜드 충성도, 지각된
품질 등
－－ 브랜드 평가방법은 마케팅 측면, 재무적 측면으로 구분
○○ 우리나라 항만브랜드 활용 현황 및 해외의 항만브랜드 전략
－－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의 항만마케팅 전략을 브랜드 강화 및 활용차원에서 분석
• 협소한 마케팅 차원의 브랜드 강화에 그치고 있으며, 방문설명 등 단편적 마
케팅에 집중하고 전략적 접근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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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홍콩의 사례를 조사
• 홍콩은 도시발전차원에서 항만브랜드를 접근
•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싱가포르 항만의 역사·문화의 이해와 전파,
물동량 유치를 위한 마케팅 등을 접목하는 전략적 접근방법을 채택
○○ 항만브랜드의 인식, 정의, 구성요소 및 평가모델 구축
－－ 항만 관련 이해관계자는 항만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항만브랜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짐
－－ 항만브랜드를 “항만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치로서 항만시설, 입지, 생산성 등
유형자산과 항만서비스 및 물류여건, 항만정보화, 국력 및 정부의 항만지원, 항
만에 대한 느낌 등 무형적 요소의 총합”으로 정의
－－ 항만브랜드 구성요소 : 17개 세부항목을 6개 범주로 구분
• 접근성, 생산성, 서비스 및 물류, 만족도, 인지도, 항만의 경쟁적 지위 등으로
범주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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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07

－－ 평가모델의 구축 :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
<항만브랜드 평가모형 개념도>

○○ 항만별 브랜드 평가
－－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상하이(양산)항, 칭다오항, 톈진항, 싱가
포르항, 홍콩항, 고베항, 도쿄항, 로테르담항, 함부르크항, 앤트워프항 등 14개
항만의 브랜드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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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로 6개 잠재요인(접근성, 생산성, 서비스 및 물류, 만족도, 인지도, 경쟁
적 지위)의 표준화계수와 2개 잠재요인(브랜드의 유형적, 무형적 요소)의 표준
화 계수를 산정하여 평가
－－ 전반적으로 항만브랜드의 무형적 요인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다만
인천항, 고베항 등은 유형적 요인의 강화도 중요한 것으로 평가됨
<항만브랜드의 유형적·무형적 요인의 항만별 표준화 계수>
잠재요인

부산

인천

평택

광양

양산

칭다오

톈진

평균

유형요소

0.28

0.54

0.38

0.44

0.11

0.21

0.34

0.33

무형요소

0.57

0.43

0.60

0.55

0.73

0.69

0.56

0.59

잠재요인

싱가포르

홍콩

고베

도쿄

로테르담

함부르크

앤트워프

평균

유형품질

0.35

0.26

0.48

0.41

0.29

0.30

0.22

0.33

무형품질

0.56

0.65

0.47

0.49

0.63

0.59

0.67

0.59

－－ 무형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생산성이나 서비스 및 물류요인 등의 유형
적 요인도 중요시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항만브랜드의 유형적·무형적 요인의 항만별 표준화 계수>
잠재요인

부산

인천

평택

광양

양산

칭다오

톈진

평균

접근성(b1)

-6.59

-9.77

-9.85

-9.17

-6.97

-6.69

-6.20

-9.70

생산성(b2)

5.60

8.44

8.56

8.03

5.99

5.65

5.23

8.30

서비스 및 물류(b3)

1.37

1.89

1.73

1.73

1.29

1.28

1.20

1.83

-2.70

-2.31

-2.35

-1.97

-3.30

-3.09

-2.60

-2.62

만족도(b4)
인지도(b5)

4.21

4.57

4.46

4.26

5.69

5.05

4.15

4.60

경쟁적 지위(b6)

-1.11

-1.95

-1.94

-1.99

-2.21

-1.83

-1.41

-1.75

잠재요인

싱가
포르

홍콩

고베

도쿄

로테
르담

함부
르크

앤트
워프

평균

접근성(b1)

-7.55

-8.86

-9.13

-7.42

-12.89

-11.19

-23.51

-9.70

생산성(b2)

6.63

7.67

8.05

6.27

10.95

9.44

19.69

8.30

서비스 및 물류(b3)

1.42

1.71

1.47

1.44

2.41

2.19

4.43

1.83

-2.66

-2.66

-2.70

-3.16

-2.16

-2.24

-2.76

-2.62

만족도(b4)
인지도(b5)
경쟁적 지위(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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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4.56

6.38

5.06

3.39

3.72

4.35

4.60

-1.55

-1.58

-3.48

-1.76

-1.01

-1.28

-1.44

-1.75

기본연구과제 07

○○ 연구결과의 시사점
－－ 첫째, 항만브랜드는 장기간에 걸쳐 항만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요소가 기반이
되어 구축되며 무형적 요소의 항만브랜드에 대한 평가가 높은 항만이 초일류 항
만으로서 성장할 수 있음
－－ 둘째, 일정수준 이상의 물동량을 확보한 항만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무형적 요소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셋째,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유형적 가치의 제고가 선행되
어야 하며 무형적 요인에 대한 투자가 후행되어야 함
－－ 넷째, 인지도가 높은 경우 항만에 대한 충성도, 항만브랜드 구성요소별 독점성
과 항만브랜드 구성요소의 연상력도 높았음
○○ 정책제언
－－ 「(가칭)항만브랜드위원회」의 구성 및 활용
－－ 항만브랜드의 실체적 활용 필요
－－ 브랜드 PR, 브랜드 상품화 및 판매
－－ 항만이용 효과분석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 장기적으로 항만인지도와 호감도 제고에 노력 필요
－－ 항만브랜드 상호 간 영향력 평가 및 가치 추정을 위한 연구기반 확대
－－ 항만별 대표 이미지 메이킹 작업 필요

2) 정책적 기여
○○ 전국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
－－ 종합적 항만별 기본계획 수립 시 항만개발 및 운영 전략에 고려
○○ 항만브랜드 정책의 이론적 근거 제시

3) 기대효과
○○ 항만브랜드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항만의 브랜드 가치 중요도 제고
○○ 항만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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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전문인력 수급전망과
정책방안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김우호 부연구위원
(Tel. 02-2105-2826, e-mail: neoport@kmi.re.kr)
내부연구자 : 고병욱 책임연구원

1. 연구목적
○○ 해운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제시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양질의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해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실태조사
－－ 해운산업 전문인력의 채용 현황 및 미래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실제 인력의 고용
주체인 해운기업(정기선사, 부정기선사, 선박관리업체, 해운중개업체)을 대상으
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산·관·학 전문가 면담조사
－－ 해운산업 전문인력의 현황 및 미래 전망을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전문가 면담조
사를 병행하여 실시함
－－ 이를 통해 실태조사의 정량적 자료와 함께 정책 강구에 필요한 질적 정보를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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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08

○○ 시스템 다이내믹스 활용을 통해 정책효과 분석
－－ 실태조사의 정략적 자료에 기초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방법을 통해 인적
자원 육성정책에 따른 외부효과 발생 시 추가적인 고용창출효과를 제시함
• 이를 통해 단기적인 정책결과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인 정책효과의 달성이 가능함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함
○○ 선진해외 사례 검토
－－ EU, 영국, 덴마크, 싱가포르, 일본 등 해운선진국의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검토
함으로써 경쟁국 정책의 벤치마킹, 차별화 전략 강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기존의 해운산업 인적자원 정책의 핵심인 선원(해기사 포함)을 넘어서
육상직 전문인력에 대한 포괄적 연구로서 처음으로 시도되었음
－－ 이를 통해 해운산업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하여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세계 해운산업의 구조변화 및 그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전망을 제시
○○ 실태조사에 근거한 해운산업 전문인력 채용 현황 및 미래 수요 제시
○○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적용한 정책효과 검증
○○ 선진해운국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검토
○○ 해운전문인력 육성 방안 제시
○○ 해운전문인력 교육 콘텐츠 강화
○○ 해운전문인력 교육사업 관리체계의 일원화
○○ 해운전문인력 경력개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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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우리
나라 해운산업의 발전에 기여
－－ 특히 조기하선, 해기전승 단절 우려 등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의
고질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해운전문인력 교육정책에
대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 선원(해기사)을 포함한 육상직 해운전문인력의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여 우리나라 미래 해운산업의 전문인력 공급부문의 애로요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기대효과
○○ 육상직 해운전문인력 양성 제도의 포괄적 검토 및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육상 해운전문직업 지원정책과제와 해기사 등 선원의 경력개발프로그램을 제시
하여 향후 해운전문인력 공급 풀(pool) 확대에 기여
－－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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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09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수송체계 개편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전형진 부연구위원
(Tel. 02-2105-2790, e-mail: chun@kmi.re.kr)
내부연구자 : 김우선 책임연구원, 이주호 책임연구원,
김찬호 책임연구원

1. 연구목적
○○ 수송부문 국제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대비하여 국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탄소 국가수송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수송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 연구원의 수송·전환
교통, 온실가스 수요관리, 사회적비용 분석 등에 있어 전문적 분석능력을 가진 연구
진을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
○○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한국해운조합,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자문 수행
○○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한 외국의 수송체계 개편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자문 및 위탁연구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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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현 정부의 국정지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방
안을 마련하는 정책연구로서, 정부, 관련 업·단체, 전문연구기관이 자문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정책대안을 모색함
－－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저탄소
녹색성장 10대 정책방향을 수립하였고, 부문별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추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수송체계 개편방안을 제시
－－ 이를 위해 탄소저감형 수송체계 구축방안 및 물류부문 탄소 수송관리 강화방안
을 도출
－－ 저탄소 수송수단으로의 전환교통 촉진, 전환교통시설 확보 지원, 친환경 운송수
단 이용 증대방안 제시
－－ 전환교통 촉진방안으로 전환교통보조금 확대, 초고속 해상피더운송시스템 구축,
무인화물수송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제시
－－ 전환교통시설보조금 신설 제안
－－ 친환경선박 확보 지원, LNG 화물차와 친환경 화물차 보급 확대, 공회전 방지장치
의무화 등을 제안
○○ 물류부문 탄소의 수송관리 강화를 위해 녹색교통계정 신설,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도입, 교육·훈련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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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수송부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저감형 수송체계 구축방안 마련
◈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환교통 촉진방안 구체화
• 전환교통보조금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
• 해운부문의 시간낭비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해상고속도로 개념화
※ 초고속 해상피더운송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 수송수단의 탄소저감방안 제시
※ 친환경선박, LNG 화물차 및 친환경 화물차, 공회전 방지장치 등

○○ 물류부문의 탄소 수요관리를 위한 구체화된 정책방안 제안
◈ 탄소의 수요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대책과 의무화 방안 수립
• 수송부문의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녹색교통계정 신설
• 화주와 수송사업자의 자발적 탄소수요 감소를 위한 탄소포인트제 도입
※ 포인트의 현금화 허용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도입
※ 명확한 목표관리 기준을 제시하여 수송사업자의 탄소저감 노력 유도

3) 기대효과
○○ 수송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수송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수송부문에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하는 단기, 중장기 감축방안을 제공
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 세계 주요국의 수송체계 개편정책과 정책의 환경적·경제적 효과를 제시하여 국가
수송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
－－ 친환경 운송수단에 적합한 사회적비용 추정방법론을 개발하고 사회적비용의
정확한 수준을 제시하여 친환경 운송수단의 이용확대정책의 추진타당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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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이성우 연구위원
(Tel. 02-2105-2830,e-mail: waterfront@kmi.re.kr)
내부연구자 : 김근섭 책임연구원, 송주미 연구원
외부연구자 : 강준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Francesco Parola 이탈리아 제노아대학교 교수

1. 연구목적
○○ 한국 국제물류산업의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비전 및 방향을 설정하고, 선진화 요인별 실행 대안을 제시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연구(literature survey), 인터뷰 및 설문방법을 활용한 현장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한 국가 간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 분석, 국내외 전문가 공동
연구, 시장중심 연구를 위한 기업CEO 세미나 및 국내외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

2) 연구의 특징
○○ 물류산업의 현황 통계자료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와 구체적으로 비교
－－ 물류기업 수, 종업원, 매출액 등을 우리나라 대비 물류강국인 EU의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및 제조 강국인 일본과 비교분석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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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일본의 산업구조 및 중간투입률, 파급효과 등을 분석
하여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생산성을 비교하였음
○○ 최적화, 안정화, 전문화, 글로벌화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고,
선진화 전략 추진 로드맵을 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유럽, 싱가포르, 일본은 각각 물류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
－－ 유럽은 특별금융지원과 구조적 금융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중소물류기업의 성장을
지원했고 이를 통해 운송업보다 부가가치 물류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운송
지원 및 보조활동 분야의 기업당 매출액, 기업당 종업원 수, 종업원 1인당 매출
액 등 개별 물류기업 건전성 부분에서 높은 성과가 확인됨
－－ 싱가포르는 ATPLCS 제도(부가가치세 5% 감면)를 통해 역내 3자 물류사업을
촉진하여 싱가포르 중심의 해상 물류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음
• 교육 및 연구지원 사업에서 세액감면(지원금액 2배 해당 분의 과세소득 공제),
지원보조 등을 통해 물류 관련 산학협력 연구소에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
하고 해당 연구소는 다양한 형태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연구사업 추진
을 통해 고급 전문물류인력을 배출하고 있음
－－ 일본은 최근 종합물류시책대강을 통해 국제물류 촉진, 환경물류 및 보안물류 활성
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제물류 촉진을 위해 거버넌스 기능 정비(국제물류시책추진본부 운영), 기업 간
동반진출 방안 강구(국제물류경쟁력 파트너십 마련), 글로벌 경쟁력 제고(국제
물류전략팀 운영) 등의 정책을 통해 자국 물류기업의 효과적인 국제물류 추진
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 재정지원을 통해 3PL 및 국제물류주선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
그램을 일본국제물류주선협회를 통해 실행
○○ 한국 국제물류산업은 영세, 난립, 투명성 및 인력 등에서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으
며 고비용, 저부가가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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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제물류산업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중소물류업체가 난립되어, 영세성을
탈피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이익 제고를 위한 공동화 및 표준
화 의지는 매우 미약한 상황임
－－ 한국 국제물류산업은 독일의 매출액(운송 관련 서비스 매출액) 152조 원의 10%에
불과하며, 독일은 GDP 대비 국제물류업이 3.7%이나 한국은 1.4% 수준에 불과
하여 물류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수준임
○○ 국제물류산업은 제조업 비교 시 경쟁우위 산업
－－ 국내 물류산업은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성을 유지
하고 있으며, 영업 이익률은 제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매출액도
제조업 대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즉, 물류업은 국내 제조업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이익률 및 1인당 매출
액 등에서 제조업보다 높아 부가가치와 수익성이 높은 산업임
○○ 국제물류산업의 최적화, 전문화, 안정화, 글로벌화 필요
－－ 최적화 부분에서는 국제물류체계상 거점 정비, 물류연계 시스템 정비, 물류 공동
화/표준화 지원 등이 필요함
－－ 안정화 부분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계 정비, 공공물류시장 진입조건 공정성 강화,
AEO인증제도 기준 요건 완화, 수입 LCL화물 리베이트 관행 철폐, 대·중소물류
기업 동반성장 방안 강구, 물류 거버넌스 기능 정비, 수요창출기반 마련 등이
필요함
－－ 전문화 부분에서는 물류기능 특화, 전문물류 고급인력 양성, 비즈니스 연계형
물류 R&D기능 강화 등이 추진되어야 함
－－ 글로벌화 부분에서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지원, 대형화, 동반진출 체계 구축 등
이 필요함

2) 정책적 기여
○○ 국제물류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 도입 논의
－－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현재 도입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단계에 있으며,
범용형 물류 Biz 모델 구축 및 신규물류시장 진출 전략 지원, 특성화 물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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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마련 등이 논의되고 있음
－－ 또한 물류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세미나 참여 지원 등도
시행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3) 기대효과
○○ 국제물류산업 선진화를 통한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국제물류산업 선진화를 통한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등 국가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며, 수입 물가 안정, 자원외교
실효성 제고, 국제물류기업 해외진출 촉진 등이 가능
○○ 대형 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경쟁력 제고와 수익구조 글로벌화를 통한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화

2010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61

제3장 기본연구사업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산수산물 브랜드 육성방안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주문배 연구위원
(Tel. 02-2105-2844, e-mail: mbjoo@kmi.re.kr)
내부연구자 : 이헌동 책임연구원

1. 연구목적
○○ 우리나라 수산물의 브랜드화 실태를 조사하여 그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
탕으로 국산 수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조사, 설문조사, 그리고 국내외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인터넷
조사, 관계자 면접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2) 연구의 특징
○○ 과거 농산물을 대상으로 브랜드화 실태와 발전전략을 수립한 선행연구는 많으나
수산물 대상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본 연구가 국산 수산물의 브랜드화 현황과
육성방안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
－－ 특히, 국산 수산물 브랜드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브랜드 전수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대형소매업체 매장조사, 특허청 상표등록
실태조사, 수산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브랜드화 실태를 다각도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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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본 연구에서 국산 수산물의 브랜드화 실태 파악을 위해 일정한 집계기준을 설정한
이후 집계한 결과,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수산물 브랜드 수는 총 466개로 집계
－－ 이 가운데 어류 및 어류가공품이 전체의 33%, 해조류 가공품 25.5%, 패류·갑각
류·연체동물 가공품이 15.2%, 젓갈류가 14.2%로 집계
－－ 공동브랜드 수는 71개로 전체의 15.2%에 불과
－－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브랜드는 227개로 전체의 48.7%로 집계
○○ 국산 수산물 브랜드 육성의 문제점과 한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
－－ 수산물 브랜드화에 대한 인식 결여
－－ 수산물 브랜드 개발 주체의 영세성
－－ 수산물 브랜드에 대한 공인된 기준 미비
－－ 일반 수산물과 브랜드 수산물의 차별성 부족
－－ 유사 브랜드 난립으로 인한 브랜드화 효과 미흡 및 공동브랜드화 미흡
－－ 수산물 브랜드화에 대한 정책지원 미흡 등
○○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산 수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
－－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형성과 지속적인 구매 연계 전제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이미지 등 개선과의 연계
－－ 국산수산물 브랜드화의 통일된 가이드라인 제공
－－ 관련 제도 및 정책과 연계 전제
－－ 단계적 전략(기반구축단계, 시범사업단계, 브랜드 안정 및 확산단계의 3단계전략)
으로 사업의 불확실성 해소

2) 정책적 기여
○○ 국산 수산물 브랜드 육성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가칭)국산수산물 브랜드 육성 종합대책 수립 및 사업예산 확보, 장단기 투융자
계획 수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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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수산물 브랜드 육성여건 조성 및 브랜드 수산물 홍보 지원 근거 마련
－－ 국산 수산물 브랜드 개발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 브랜드 기초이론, 수산물 브랜
드화 절차 또는 방법, 기준 등 제공
－－ 국산 수산물 브랜드의 공통 인증기준 작성·보급 : 수산물 생산방법, 품목별로
조화되는,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브랜드 인증기준을 작성·보급

3) 기대효과
○○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산물 브랜드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산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
－－ 국산 수산물 브랜드의 고부가가치 명품화를 위한 이론적 기반 제시
○○ 국산 수산물 브랜드 개발 가이드라인 및 인증기준 설정에 기여
－－ 국산 수산물 브랜드 개발을 위한 기초이론과 브랜드화 절차, 방법, 공통 인증기
준 등을 설정하여 전국 지자체 및 생산자 단체 등에 보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
이고, 내실 있는 수산물 브랜드 육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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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 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이승우 연구위원
(Tel. 02-2105-4972, e-mail: swlee@kmi.re.kr)
내부연구자 : 박상우 책임연구원

1. 연구목적
○○ 농림수산식품부가 검토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안)을 토대로 어촌 공공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여 농촌과 상이한 어촌 특성을 반영한 어촌 공공 서비스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어촌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어촌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산정책과 어촌정책의 통합 정책의 추진과 5년마다
수립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기본계획에 어촌특성을 반영한 공공 서비스 수정·
보완에 기여함으로써 어촌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국민에게 제공되는 생활 서비스는 서비스의 공급주체,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다양
하게 분류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 혹은 공공적 책임하에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
○○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설문조사, 현지 조사, 전문가 의견
을 수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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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공공 서비스 기준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어촌 특성을 반영한 설문조사서
를 작성한 후에 전문 조사기관을 통하여 전화 인터뷰로 어촌 공공 서비스 실태
를 조사
－－ 전화 인터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층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촌 공공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

2) 연구의 특징
○○ 농촌과 어촌, 특히 낙후 도서의 복지의 차별성을 도출하여 농어촌 공공 서비스 기
준의 수정·보완의 관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의 유형별로 어촌 공공 서비스 실
태를 조사·연구함
○○ 어촌 공공 서비스 개선에 대해 공공 서비스를 구성하는 항목뿐만 아니라 기존 수산
정책 관련 공공투자와 연계한 어촌 공공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투자
의 시너지 효과 제고와 실현 가능성을 높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어촌 공공 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주거, 교통, 교육, 의료, 응급, 문화여가 서비스
등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항 목

실태 및 문제점
상수도 평균 46.1%
도서어촌 13.5%

상수도

폐기물
주거
서비스
오수
처리

음식물

도서어촌 매립 61.2%

쓰레기

도서어촌 소각 44.4%

폐자재

연안촌락 소각 17.2%

생활오수

도서어촌 방류 44.9%

분뇨

도서어촌 방류 16.3%

마을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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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프로그램 운영 전반적 미흡

입지유형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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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통

항 목

실태 및 문제점

시군청 소재지

도서어촌 1시간 이상 90.4%

버스 주행 빈도

도서어촌 미운행 59.6%

서비스
배(여객) 운항 빈도

교육

교육
기관

서비스

유·초등

거주지 소재 52.6%
도서어촌 46.8%

중학교

거주지 소재 31.3%

고등학교

거주지 소재 6.7%

평생·성인교육

도서어촌 평균 93분

의료시설 이동방법

도서어촌 도보 50%
도서어촌 선박 34.8%

응급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의료시설 시급히
개선사항

소요시간

폐교(원) > 통학거리 >
교육의 질 문제 순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조치 가능한 병원 42.2%
의료장비 개선 31.3%
의료시설까지 교통수단 확충 22.9%
순회진료 확대 21.5%

경찰

도서어촌 43분(평균 28분)

소방

도서어촌 51분(평균 31분)

구급

도서어촌 55분(평균 36분)

문화여가시설

도서어촌 희망빈도는
하루 최소 3~5회(56.2%)

경험 없음 89.4%

의료시설 소요시간

의료
서비스

도서어촌 1일 2회 이하 50.0%

비 고

거주지 부재 40%
도서어촌47분(평균 21분)

영화관, 공연장 48분

○○ 일본과 영국 사례의 시사점
－－ 어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산청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6개 분야의 지표를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평가한 후 지원함으로써 어촌생활환경 개선 촉진
－－ 일본 어촌생활환경고도화 사업은 어촌생활환경과 어장, 어항을 연계하여 추진
함으로써 수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
－－ 영국의 농촌 서비스 기준은 여건변화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매년 수정 보완
－－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체국, 교회, 자선봉사단체 등을 발굴
및 육성
－－ 각 부처의 성과평가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공공 서비스 사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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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 공공 서비스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어촌 공공 서비스 추진목표를 어촌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어촌 잠
재적 가치 창출로 설정함
－－ 어촌 공공 서비스 정책방향은 어촌 공공 서비스와 수산정책의 연계, 어촌공공
서비스의 통합적 운영, 바다 환경보전과 어촌 공공 서비스의 연계, 투자형 어촌
공공 서비스로의 인식 전환, 사회·경제적 수요에 부응한 어촌 공공 서비스의
개선, 어촌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임
○○ 어촌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분야 공공투자 사업과 어촌 서비스 사
업을 연계 추진하여야 함

2) 정책적 기여
○○ 농촌과 어촌의 지리적 및 자연 환경적 여건의 차이를 반영한 농어촌 공공 서비스
기준의 수정·보완에 기여
○○ 어촌 복지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를 통한 공공투자의 시너지 효과 창출에 기여
○○ 어촌 복지정책의 통합관리를 통한 어촌 공공 서비스의 투자 효과 제고에 기여

3) 기대효과
○○ 어촌 복지투자의 효율적 집행 및 투자 효과 제고
○○ 어촌 복지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어촌 복지와 수산정책의 연계를 통한 수산·어촌정책의 통합 추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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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회복정책의
성과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김대영 부연구위원
(Tel. 02-2105-2868, e-mail: mobydick@kmi.re.kr)
내부연구자 : 이정삼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김도훈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
바바(馬場) 동경해양대 교수

1. 연구목적
○○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정책 중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수산자원회복정책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성과평가체계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성과평가체계를 도출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에 대해 국내외
전문기관 간 협조체제 구성
－－ 우리나라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자연과학 측면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발굴(국립수산
과학원), 일본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성과평가 사례 및 시사점(일본 동경해양대)
○○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정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
연구소, 강원도 동해수산사무소 등 연구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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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평가 사례분석은 도루묵 자원회복정책을 대상으로 경제적 평가 및 정책적
평가를 분석

수산자원회복정책 성과평가 필요성

성과평가 이론 및 국내외 사례
- 문헌조사, 공동연구(동경해양대)

성과평가 현황 및 문제점
- 실태조사, 공동연구(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회복정책 개선방안 제시
- 문헌조사, 실태조사, 의견수렴(농림수산식품부, 강원도 동해수산연구소)

도루묵 자원회복계획 사례분석 및 활용방안
- 실증분석, 공동연구(국립수산과학원), 의견수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자원회복정책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 의견수렴(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수산자원회복정책에 대한 성과의 향상 및 책임성 제고, 양질의 정보 제
공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수산자원회복정책의 효율적이고 효
과적인 추진에 기여하는 점이 특징임
－－ 본 연구를 통해서 자원회복 목표 달성 점검, 성공과 실패 요인 규명, 관리수단의
효율성 평가, 어업인 정책 만족도 분석에 관한 개선방안 및 활용방안을 제시
－－ 수산자원회복정책은 대상어종과 해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관리수단을 복
합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산자원관리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에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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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수산자원회정책의 성과평가 방법
－－ 경제적 평가와 정책적 평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
는 것으로 하였음
－－ 경제적 평가는 수산자원 지속성, 어업경영 안정성, 어업생산 효율성, 수산자원
합리적 이용성 등에 대해 계량적으로 평가하였고, 분석방법은 생물경제모델, 효율
성모델, 최적어업생산모델의 3가지로 하였음
－－ 정성적 평가는 어업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였는데, 만족도 조사는
의견수렴도, 적절성, 투명성, 효과성 등 정책 관련 평가요소에 따라 항목을 설정
하였음
○○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성과평가체계 및 추진절차
－－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성과평가체계는 평가 목표, 대상 및 범위, 평가 방법, 평가
주체 및 참여자, 평가 결과 활용으로 제시하였음
－－ 성과평가체계의 추진절차는 ①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평가 요청(중앙정부 및 지
자체), ②평가단 구성 및 평가기관 지정(광역 및 지역수산자원관리위원회), ③
평가기준 확정 및 평가자료 조사, 성과평가, 목표 비교분석 및 종합평가(평가기
관), ④평가결과 활용(광역 또는 지역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단계를 거침
○○ 도루묵 자원회복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사례분석
－－ 경제적 평가에서는 생물경제모델 분석을 통해 자원회복 관리수단별 생물학적 경
제적 효과를 분석, 최적 어업생산모델로서는 어업별 최적 어획노력량 수준과 최
적 자원량 및 어획량 수준을 고려하여 현재 어업상황을 평가, 생산효율성 분석
을 통해 업종별 효율성 변화를 용이하게 파악
－－ 정책적 평가에서는 어업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자원회복계
획의 수립 및 집행과정, 세부효과 만족도 및 지속가능성, 그리고 자원회복관리
수단 효과를 측정
－－ 경제적 평가와 정책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도
루묵 자원회복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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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회복정책 성과평가 활용방안 제시
－－ 어종별 자원회복계획에 대해 경제적 평가와 정책적 평가의 평가요소를 분석하고
평가요소별로 계층분석기법(AHP) 등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량화함으로
써 어종별 자원회복계획 간 객관적인 순위를 정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결과는 수산자원회복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체계의 틀을 제시
한 것에 의의가 있으므로 실제로 현장에 활용되기 위한 시범평가 사업의 추진을
제안함
－－ 평가항목의 도출, 이들의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산정방법의 표준화, 추진절차의
적절성 확인 등을 거쳐 보다 실용적인 평가지침의 개발이 따라야 함

2) 정책적 기여
○○ 수산자원회복정책 보완에 기여
－－ 수산자원회복정책의 관리에 있어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에 기여
－－ 도루묵 자원회복계획 수립 및 보완에 성과평가 결과 활용에 기여
－－ 강원도 동해수산사무소 도루묵 자원관리위원회에서 어업인 교육용으로 본 연구
내용을 활용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성과
평가의 내용 적용 가능
○○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성과평가체계의 시행하기 위한 정책제언
－－ 시범평가를 통한 성과평가체계 보완 및 지침‘(가칭)수산자원회복정책 성과평가
지침’) 개발,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 축적 및 성과평가모델 구축 연구, 성과평가
제도화, 성과평가를 위한 조직 정비, 성과평가 전문기관 육성

3) 기대효과
○○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보완하는 데 활용
○○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추진 실태와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효과와 정책 수혜자인 어업
인의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
○○ 수산자원회복정책의 관리조직인 과학위원회와 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 연구결과 제공
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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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의 포스트 교토체제 이행방안 연구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중심으로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조정희 연구위원
(Tel. 02-2105-2856, e-mail: jcho5901@kmi.re.kr)
내부연구자 : 김수진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최종두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경훈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1. 연구목적
○○ 포스트 교토 체제하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의무 압력이 가시화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근해어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정량분석, 전문가 자문, 현지 출장조사, 세미나 개최
및 위탁연구 등을 통하여 수행
－－ 특히 2010년 6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OECD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여 세계적인
전문가와 의견교환을 통해 최신자료를 수집·분석
○○ 또한 국내에서 개최된 녹색성장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을 참석하여 자료를 수집
하고, 국내외 연구 개발 및 정책 방향 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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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저탄소 논의동향 분석
(FAO, OECD, 기타 주요수산기구)

주요국의 저탄소 정책방향 분석
(EU, 미국, 캐나다 등)

각종 문헌자료, 웹자료

각종 문헌자료, 웹자료

우리나라 근해어업 저탄소 정책 분석
(국제동향 및 주요국 정책방향과 비교)
각종 문헌 및 정책자료, 업계 조사 등

근해어업 생산구조 분석, 업계 인식도 조사

근해어업 탄소 배출실태 및 영향분석

각종 통계자료, 설문조사, 업계 간담회

통계분석, 주요 업종별 면접조사, 위탁연구

근해어업 저탄소 대응전략 수립(초안)
상기 분석 및 조사결과 활용

정책토론회

국제세미나

근해어업 저탄소 대응전략 수립(최종안)

연구 종료

2) 연구의 특징
○○ 수산부문 이산화탄소 감축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관해서는
동 보고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행되는 연구
○○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2단계 수준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직접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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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지금까지 1단계 수준에서 추정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2단계 수준에
서 추정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
배출계수 작성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부각
○○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인해 대형선망어업에 미치는 생물학적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생물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포스트 교토
체제하에서 이행방안을 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우리나라 수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별 배출계
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국가별 배출계수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현장 모니터링을 이용한 탄소 배출량 추정은 오징어 채낚기 어선을 대상으로 하
였는데, 실제 측정값은 1단계 수준을 이용한 추정치와 30.6% 정도 차이
○○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어업인들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고 근해어업 분야에
대한 도입 필요성이 낮다고 인식
○○ 근해어업의 탄소 배출권거래제 도입 목표는 근해어업의 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해
저탄소 근해어업을 실현
－－ 기본방향은 첫째, 소규모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사전적으로 도입해 향후
의무감축에 대비
－－ 둘째, 배출권 거래시장 형성에 있어 탄소저감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감축량의 상품
화를 통해 새로운 수산분야 소득원으로서 기여
－－ 셋째, 농업 분야 등 관련 분야와의 연계가능성을 고려
－－ 넷째, 배출권거래제 시장 진입을 위한 추가적 비용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인센
티브 제공과 최소 규제 시스템을 도입
－－ 다섯째, 배출권거래제의 운영방식에 있어 우리나라가 ‘사업장 중심’의 할당방식
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 ‘업계 혹은 어선’ 할당 방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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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해어업 부문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중·장기적인 차원
에서 접근
－－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되 업계의 자체적인 소규모 탄소배출권 거래
제를 실시
－－ 초기 배출권의 할당은 과잉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량의 90%는 의무
적으로 보유토록 제한하고 점차 거래가 가능한 배출권의 양을 확대
－－ 탄소저감을 위해 어획노력량 규제의 방향을 설정
－－ 탄소감축에 따른 어업인의 동기부여 및 감축량을 이용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2) 정책적 기여
○○ 정부는 2013년 이후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인데, 비록 시작단계에 있
어서는 수산부문이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향후 전 분야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산부문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

3) 기대효과
○○ 포스트 교토체제 이행에 대비, 근해어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파악과 대응전
략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근해어업
의 지속가능한 생산체제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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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어획후처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강종호 부연구위원
(Tel. 02-2105-4921, e-mail: jhkang@kmi.re.kr)
내부연구자 : 장홍석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하마다 에이지 일본 시모노세키시립대학 교수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수산물유통의 출발점인 산지의 어획 이후 수산물 처리 실태와 효율성을 근본
적으로 재점검함으로써 생산자의 부가가치 제고 수단으로서 어획후처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현지 출장조사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수행함
－－ 설문조사는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실시하였으
며, 어획후처리에 대한 실태, 수준, 평가, 인식도 등을 내용으로 함
－－ 전문가 자문은 총 2회 실시되었으며, 1회는 산지의 어획후 처리 실태 및 문제점,
2회는 어획후 처리 기술·기자재 실태 및 개발방향 도출을 위해 실시되었음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어획후처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획후처리 단계를 양륙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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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륙/선별/포장), 전처리가공(단순가공), 산지물류(저온유통/수·배송/저장),
수산물의 어획후처리 기술 및 기자재로 나누었음
○○ 또한 본 연구가 어획후처리의 개념과 정책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위판장 중심으로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농업의 수확후관리 연구는 기술에서 경제적, 정책적 연구로 발전하였고, 마케팅과
결합되어 범위와 개념의 확대를 가져왔음
－－ 하지만 수산업에서는 일부 연구 성과가 있었으나 종합적인 연구는 되지 못하고
특정 분야의 문제점과 대안의 제시에 한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실태 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양륙시스템의 선도 및 위생관리는 전반적인 시장 시설 낙후로 시급한 개
선이 필요함
－－ 둘째, 수산물의 전처리 기능이 낮아 부가가치 창출수준도 낮고, 소매시장에서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못함
－－ 셋째, 수산물류에서는 일반 화물트럭 이용, 운송 과정의 온도 관리 문제 등 수산
물의 특성을 반영한 저온 물류체계가 미비함
－－ 넷째, 어획후처리 기술 및 기자재에서는 체계적인 연구개발 미진, 관련 응용연
구의 수준 미흡, 연구 지원이 미약함
○○ 정책 측면에서는 농업이 수확후관리의 기본요소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만,
수산정책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아 반영이 필요하였음
○○ 선진사례에서는 농수산업과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였음
－－ 농업은 예냉 및 선별, 전처리 가공을 통한 브랜드화와 산지활성화 효과를 살펴
보았고, 수산업은 대형선망 고등어 등의 사례를 통해 어획후처리의 개선 가능성
을 살펴보았음
－－ 일본의 어획후처리 정책과 각 시장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도입 가능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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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결과, 어업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어획후처리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식품위생에 대한 평가에서는 의견차이가 있었음
－－ 소비자의 산지 수산물 품질 및 위생관리 평가는 보통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음
－－ 어획후처리 개선으로 생산자는 수취가격 10% 상승을 예상했으며,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폭을 최대 20%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개선방안에서는 시장시스템, 전처리가공, 산지물류, 기술 및 기자재, 주체의 육성,
정책 및 제도개선방안의 6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표> 수산물 어획후처리의 개선방안
구분

정책 내용

구분

정책 내용

시장
시스템

수산시장 품질·위생관리 모델 보급

기술 및
기자재

품목별 어획후처리 매뉴얼 개발

전처리
가공

수산시장 전처리가공시설 지원
수산 SCM 도입

산지물류

기술 및
기자재

민관학연 수산물 어획후처리 지원조직 신설
주체

수산물 표준화 및 기반구축

수산물 어획후처리 기술 및 기자재 개발

교육·훈련
산지 공동판매조직 지원

수산물 수송기술 개선
수산물 소비지분산물류센터 도입

수산물 포장재 개발사업

정책 및
제도

정책구조의 개선
농안법 개정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식품위생법 개정

2) 정책적 기여
○○ 어획후처리의 정책적 도입은 향후 수산업이 선진산업화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음
－－ 수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상품화 등 생산자 수취가격 및 부가가치 제고 노력이 큰
성과가 없었던 것은 기본적인 어획후처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임
－－ 수산물의 상품적 특성을 살린 어획후처리 체계의 구축은 보다 나은 수산업의 발
전을 위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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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수산물의 산지 유통효율 제고 및 부가가치 제고 효과
－－ 양륙비용 등 유통비용 절감, 유통시간의 연장, 품질 향상 및 전처리 효율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수산물의 선도 등 품질수준 제고로 국민 먹거리 만족도 향상
－－ 어장에서 식탁까지 수산물의 선도와 위생수준을 높임으로써 국민들에게 높은
품질수준의 수산 먹거리 제공
○○ 수산물의 산지 유통혁신
－－ 어획후처리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적인 수산물 유통효율 제고
－－ 생산자 조직의 공동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어업인 수취가격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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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 수산물 물류구조 변화에 따른
산지물류 대응 방안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정명생 연구위원
(Tel. 02-2105-2852, e-mail: msjoung@kmi.re.kr)
내부연구자 : 임경희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전창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장영수 부경대학교 교수

1. 연구목적
○○ 수산물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수산물 물류구조의 개선을 통한 산지의 물류구조 개선
및 기능 효율화 방안 모색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효용 증진에 기여
－－ 소비지시장의 대형수요처 등장과 구매자 주도의 유통경로 형성으로 산지에 대한 요
구가 다양화되는 추세로, 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물류를 주요 수단으로서 적극
활용
－－ 그 결과 수산물과 같은 1차 생산물에 대해서도 산지 공급주체에 대한 물류 측면의
개선 요구가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요구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주요 어종을 대상으로 물류비 구조 및 효율성 평가
○○ 국내 농업부문 및 일본 수산부문의 물류 개선 사례 분석
○○ 국내 유통관계자 대상 설문 및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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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수산물 유통 효율화 중에서도 물류 측면의 합리화에 초점을 둔 연구로,
수산 및 농업부문의 물류전문가 참여를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전통적 계통출하 수산물의 물류경로는 복잡·다단하며, 물류비 비중은 평균 23%로
중간유통 및 소비지 단계의 물류비 비중이 높아 개선 요구
－－ 특히 소모성 물류비 비중이 65%로 농산물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분석
○○ 한편 국내 농업부문에서도 소비자의 선호 다양화에 대한 대응으로 물류비가 증가추
세로, 일관하역기계화, 수송물류 및 저장물류 효율화 등 다양한 물류 효율화 방안
을 모색·추진
－－ 일본의 경우 주요 계통출하처인 산지시장과 소비지시장이 물류 합리화를 위해
시장 통폐합을 통한 물류주체 및 시설 규모화, 수송부문 효율화 등 다양한 시책
추진
○○ 수산물 산지물류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제시
－－ 개선방안 : 거점형 산지물류기능 육성 및 산지물류주체의 규모화, 산지위판장
내 물류비용 절감 및 고비용 수송물류체계 개선안 모색, 주요 어종에 대한 표준
화·등급화의 현실적 기준 설정 및 선도관리를 위한 시설 도입 등
－－ 정책과제 : 산지 수산물류 효율화 기본계획 및 장단기 추진 로드맵 수립, 관련
법률 및 정책사업 추진체계 정비, 수산물 산지 물류센터 도입 및 통합 물류 정보
시스템 구축, 물류 효율화 시범사업 추진 등

2) 정책적 기여
○○ 수산물 산지 물류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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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소비자의 효용 증대에 기여
－－ 수산물의 물류 효율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함께 소비자
만족도 제고, 소비자 지불가격 하락에 기여
○○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 및 유통경로 개척을 통한 판매 다양화
－－ 산지의 물류기능 참여·활성화를 통해 생산자의 시장 지배력·교섭력 향상과
판매에 수반되는 비용 절감 및 수취가격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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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ODA사업의 중장기 추진전략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홍현표 연구위원
(Tel. 031-420-2159, e-mail: ysmoon@keei.re.kr)
내부연구자 : 마창모 연구원
외부연구자 : 박창렬
장준호
하상섭
정상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한국외국어대 중남미 연구소 교수,
튀니지 마누바 국립대학교 교수

1. 연구목적
○○ 수산부문에 대한 기존 개발협력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
로운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산분야의 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계획을 도출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해외원조 관련 사업 담당자, 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구성을 통해 접근방법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문헌 및 사례연구를 통해 제도적 및 이론적 접근
을 시도함
○○ ODA 당사국(공여국과 수원국)에 대해서 원조 시스템 및 추진체계 등에 대한 연구
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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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구성

우리나라 ODA 실태 분석

해외 ODA공여 사례 분석

주요 연안국 ODA 지원 가능성

연안국 ODA수요 및 우리나라
ODA 개선방향 도출

수산ODA
중장기 추진방안 도출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수산 관련 협력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아프리카, 중남미, 남태
평양 도서국의 여러 지역 전문가를 포함하여 수산부문 협력 가능성을 타진함으로
수산부문 협력대상국을 선정한 점이 특징임
－－ OECD/DAC 기준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제시된 수원국 명단 중에서 자체적으로
수산과 관련이 있거나 향후 수산분야에 잠재적 연관이 있는 나라 68개국을 선정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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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현행 수산 ODA 사업은 타분야 대비 비중이 매우 낮고, ODA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이나 체계적 추진이 미흡
－－ ODA사업은 KOICA 무상원조를 기준으로 2008년 현재 366만 달러, 1991년부
터 2008년까지 1,488만 달러로서, 같은 기간 KOICA 무상원조 총액 대비 각각
1.3%, 0.8%에 불과
－－ 수산분야에 대한 그동안의 EDCF 지원실적은 1998년도 앙골라를 대상으로 지원
한 950만 달러(107억 원) 규모의 어선건조사업이 유일
○○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한 원조목적이 있음
－－ 프랑스, 영국, 포루투갈 등의 ODA 사업은 대부분 해당국의 식민지를 대상으로
빈곤 해소와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식민지 관리형 원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
며,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등은 인도주의형 원조사업을 추진
－－ 일본, 중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은 경제실익형 원조사업을, 미국과 대만은 자
국의 안보전략적 차원의 지원사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OECD의 DAC를 중심으로 여기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절대빈곤과 기아해
소를 위한 지원 등 MDGs의 이념이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나
라의 ODA사업 추진목표 설정 시 매우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가 수산분야 ODA사업을 본격 추진하려면 자체적인 경험과 노하우 등 협
력가능 역량이 있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산분야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
업생산 분야. 수산가공 분야, 어촌개발 및 어업인프라 개발 분야 등에 있어서 적
잖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수산 ODA 사업의 기본 목표로는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수원국 어촌개
발 지원을 통한 빈곤퇴치, 그리고 우리나라 수산업의 글로벌화 지원 등을 제시
○○ 수산 ODA 사업의 기본 방향으로는 1) 수산분야 ODA 사업의 지속 확대, 2) 농림수
산식품부 자체적인 ODA 사업의 확대, 3) OECD/DAC 기준 준수, 그리고 4) 수산
ODA 추진체계의 구축 등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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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가칭) 국제수산협력개발위원회’ 제안
－－ 수산분야 ODA 사업 추진과 연계되는 각 사업수행기관들은 서로 정책과 전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체제를 구축함
○○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 ODA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해갈 수 있도록 함
－－ 수산분야 ODA 사업의 확대에 대비하여 그 사업 목표와 방향, 세부적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사전에 로드맵을 만들도록 함

3) 기대효과
○○ 수산분야 ODA 사업 추진과 연계되는 각 사업수행기관들이 정책과 전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함
○○ 수산부문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수산부문에서 협력이 가능한 중점 사업대상국을 선별하고 수원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함
○○ 수산부문 ODA 사업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해외 ODA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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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산업화 지원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황기형 연구위원
(Tel. 02-2105-2863, e-mail: khhwang@kmi.re.kr)
내부연구자 : 박광서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김진오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의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package 제시
－－ 초기시장 조성 방안, 투자유인제도, 인프라 적기 조성을 위한 공공투자 방안 등
－－ 정부-기업-지자체-전력사업자 간의 협력 채널 구축 방안
－－ 해양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R&D 계획 점검
○○ 해양부문의 정책과제 도출 및 대안 제시
－－ 해양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해양부문의 정책 framework 검토 및 과제 도출
－－ 공유수면 점유에 따른 갈등 및 외부경제문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방향 검토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각국의 해양에너지 개발동향과 관련 정책에 관한 최신 정보를 분석하고 국내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 실시
－－ 해양에너지의 상용화 사례는 아직 세계적으로도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장 전망 등에 관해 정량적 분석을 수행할 기초자료 확보에 한계
○○ 국내외 해양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협동연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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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현 정부의 국정지표인 저탄소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해양부문의 실천과제
를 도출하는 성격의 연구임
－－ 세계의 해양에너지 부존량과 개발 동향을 에너지원별로 분석하고, 여타 다른 에
너지원과의 경쟁력 비교를 통해 해양에너지 산업화 가능성을 살펴봄
－－ 아울러 각국의 해양에너지 정책과 우리나라의 여건분석을 통해 해양에너지 산업
화를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세계 풍력발전시장이 발전용량 기준으로 1996년 6GW에서 2008년 121GW로 불과
12년 사이에 20배 성장하였듯이, 해양에너지도 2020년 이후 관련 산업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원별 성장전망>

자료 : European Ocean Energy Association, 「Oceans of Energy: European Ocean Energy
Roadmap 2010-2050」, 2010,

○○ 해양에너지는 잠재 자원량이 방대하고,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밀도가 높은 편
이어서 동일한 용량에 대해 발전설비의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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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해양에너지의 이러한 속성을 실제로 이용하는 데에는 기술개발 측면과
입지선정 측면, 그리고 시장조성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음
<해양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

○○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산업의 발전여건을 분석한 결과, 잠재자원량이 풍부하고 연관
산업이 발달해 있는 점은 강점으로 꼽히나, 연안의 에너지밀도가 낮고 기술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은 약점에 해당함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산업의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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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에너지 산업의 당면과제 및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해양에너지 개발
산업화를 위한 정책과제 기술개발, 입지선정, 시장조성 등 3개 측면에서 도출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정책과제>

2) 정책적 기여
○○ 해양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의 정책 토론회에 다수 참여
－－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해외 정책사례 등을 제시
－－ 조력발전, 해상풍력발전 추진과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용허가 여부와
관련하여 자문
○○ 해양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전반적인 법령 개편 지원
－－ 국토해양부 관련 부서에 정책자문 및 기초자료 제공

3) 기대효과
○○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 효율 증대
○○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탄력적, 개방적 R&D 사업 체제 구축
○○ 해양에너지 개발 입지선정을 위한 정책체계 개편으로 연안해역 이용과 관련한 사회
적 갈등의 발생 소지를 줄이고, 해양에너지 상업화를 위한 투자 지원
○○ 해양에너지 특성에 맞는 지원제도 시행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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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활용전략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황진회 부연구위원
(Tel. 02-2105-2792, e-mail: hjh@kmi.re.kr)
내부연구자 : 엄선희 책임연구원, 허소영 연구원
외부연구자 : Paul Arthur Berkman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 Scott Polar
Research 소장, 기타가와 히로미쯔(北川弘光) 일본해양정책
연구재단 선임연구원, 김도훈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
진동민 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실장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북극해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활용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음. 그동
안 북극해 변화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북극해 항
로 활용을 제외하고 북극해와 관련된 논의가 거의 없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북극해에 대한 변화와 국제동향, 그리고 각국의 개발실태 분석을 통
해 우리나라에서 북극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활용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북극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산·학·연·정 전문가들의 협동 연구 실시
○○ 국내외에서 북극해 연구경험을 가진 기관(전문가)과 협동연구(원고 집필 등)를 추
진하였음. 그리고 대학, 공사, 사업자단체(선주협회, 조선협회) 등의 교수·임직원
등으로부터 각 분야별 연구자문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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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외부 전문기관(전문가) 참여내용>
구분
해외

국내

참 여 기 관

참여형태

• Scott Polar Research Institute, 영국 캠브리지대학

원고집필 및 발표(특강)

• 일본 Ship & Ocean Foundation(SOF)

원고집필

• 정부기관(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연구심의

•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자문 및 심의

•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연구자문 및 심의

• 극지연구소

원고집필, 발표(세미나)

• 국립수산과학원

원고집필(수산 분야)

• 에너지경제연구원

콜로키움 발표
(해외에너지개발 분야)

• 대학(한국해양대, 부경대, 성결대)

연구자문(해운, 환경 분야)

•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
• 한국선급

콜로키움 발표
(해외가스개발 분야)
발표(세미나) 및 연구자문
(조선, 안전 분야)

• 한국조선협회

연구자문(조선, 안전 분야)

• 한국선주협회

연구자문(해운 분야)

•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

연구자문(조선)

○○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구방법인 선행연
구 분석, 사례연구 등을 실시했음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최근 전 지구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북극해 문제를 분
석하고, 정부차원의 정책과제와 함께 비즈니스 차원에서 민간의 활용방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우리나라 북극해 정책 목표와 방향 설정 제시
－－ 북극해의 의의와 중요성, 그리고 북극해의 동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북극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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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북극해를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보존·활용’으로 설정했음
－－ 이는 북극해가 연안국 일부 국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비연안국에서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임. 우리나
라의 북극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ⅰ) 북극해 정책 및 연구개발
강화, ⅱ) 북극해 국내조직 강화, ⅲ) 북극해 국제협력 활동 강화, ⅳ) 산업별 비즈
니스 모델 개발 등을 제시함
○○ 우리나라의 북극해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개별 전략에 맞춰 도출했음
－－ 첫째, 북극해 조직 신설은 북극해위원회 설치, 북극해 민간조직 활동 지원이 필요
하고, 둘째, 북극해 정책 및 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과제는 북극해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함. 셋째, 북극해 국제협력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북극이사회 활
동 강화, 북극해 원주민 단체와의 교류확대 사업이 필요함. 넷째, 산업별 비즈니스
개발은 해운항만, 수산, 조선, 자원 분야 등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함

2) 정책적 기여
○○ 북극해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북극해 변화에 대비하여 북극해항로 이용문제를 주로 다
루어 왔으나,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중장기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
루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
하고 있음
○○ 북극해 관련 산업별 비즈니스 개발에 공감하여 정책대안 개발에 기여
－－ 지구온난화로 발생한 북극해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
별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함. 이미 조선 분야에서는 혹한의 북극해 항로
를 운항할 수 있는 선박과 장비, 기자재를 개발하는 데 각 기업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해운항만, 수산, 자원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정
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대책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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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북극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정책 수립에 기여
－－ 본 보고서에서는 북극해 변화의 의의와 영향, 그리고 산업별 비즈니스 기회 등
을 외국 사례를 통해 분석했음
－－ 더불어 세계 각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북극해 정책을 소개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북극해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음
－－ 향후 북극해에 대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대책 수립에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
목표, 정책방향과 과제 등이 적절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북극해에 대한 산업별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기여
－－ 본 보고서에서는 북극해에 대한 산업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성과 주요 사례
와 내용을 제시했음
－－ 이와 같은 내용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고 실제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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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산정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부산항, 광양항을 중심으로 연 구 기 간 : 2010 . 04. ~ 2010. 12.(09개월)
연구책임자 : 김찬호 책임연구원
(Tel. 02-2105-2908, e-mail: chkim@kmi.re.kr)
내부연구자 : 이언경·김근섭·최영석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김운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 연구목적
○○ 부산항, 부산항 신항 및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료 적용기간인 3년(2007년 고시
이후)이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임대료 산정 체계에 근거한 임대료 수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는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류활
동을 지원하기 위함을 전제로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포함한 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 결정방식 검토
○○ 부산항, 부산항 신항 및 광양항의 관계자를 비롯하여 국토해양부의 정책담당자와
연구결과에 대한 협의를 통해 2010년 7월 새롭게 공고될 임대료 수준에 대해 상호
검토
－－ 이후 2010년 6월에는 최종 고시안에 대해 e-mail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고시안을 마련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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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수익성을 감안한 항만배후단지의 적정 임대료 수준
을 검토하여 기존의 산정체계에 따른 임대료 수준과 비교·검토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기존의 항만배후단지 우대임대료를 입주기업의 투자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하는 방안을 제시한 최초의 보고서임
○○ 아울러 항만배후단지의 적정 기본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 [투자비 회수 측면]과
[정책적 판단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적 판단 측면]에서의 기본임대료 수준을 최적대안으로 설정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항만배후단지의 조기 활성화, 경쟁국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 국내외 물류기업 유치
제고, 신규 물동량 창출 등을 목적으로 2004년 이후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의 임
대료 수준은 동결되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무관하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상 기업 설립, 국내기업
의 자금 대납 등)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항만배후단지 임대료의 개선은 시급
○○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의 항만배후단지에서도 정책요율을 설정하여 적용
시키고 있는 점이 확인됨
－－ 중국은 국가토지자원부 국가토지관리국에서 정한 지역별·용도별 임대 최저비
용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료 결정되나, 국가가 지정한 장려산업에 속한 기
업에겐는 우대임대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 일본은 주변지가의 시세대로 임대료 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나, ‘항만기능성가격’
이라는 정책을 통해 주변시세보다 낮게(동경항의 경우 주변지가의 1/10 수준,
동경유통센터의 경우 1/5수준 등) 임대료를 결정하고 있으며,
－－ 대만도 공시지가를 근거로 임대료 수준이 결정되지만, 공시지가에 일정비율을
적용시킴으로써 정책적으로 주변지가보다 낮게 임대료 수준을 책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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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료 수준은 수익성 측면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적
수준임을 확인
－－ 즉 수익성 회수 측면(현재가치 미고려시)에서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료
수준을 재산정해보면, 부산항 신항은 기존 임대료 수준보다 2.4배, 광양항 서측
은 3.8배, 광양항 동측은 3.5배 정도 인상되어야 함
－－ 아울러 현재가치를 고려할 경우에는 부산항 신항은 기존 임대료 수준보다 4.3
배, 광양항 서측은 9.4배, 광양항 동측은 6.4배 정도 인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산정됨
○○ 그러나 외국도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료 수준을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경쟁에서 비교경쟁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책적 요율 설정
이 불가피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유재산법시행령」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기본임대료 수
준을 전년대비 최대 9%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단, 광양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시지가가 2.6% 감소하였기 때문에 기존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
○○ 한편 우대임대료의 경우에는 투자규모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
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 유치를 제고시키고자 기존 입주업체를 제외한 신규
입주업체에 한해 투자규모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우대임대료를 적용할 것을 제안
－－ 단, 투자규모가 가장 높은 5단계의 우대임대료 수준은 기존 입주기업과의 형평
성을 고려하여 기존 우대임대료 수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단계는 투자금액에 따라
±25%를 적용할 것을 제안

2) 정책적 기여
○○ 2010년 7월 고시 예정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산항
및 광양항 항만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게 적용하는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
에 관한 임대료를 산정하여 제시
○○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0년 7월 30일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700호로 공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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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2004년 이후 동결되어 온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수준이 부산항의 경우 9% 인상됨
으로써 향후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운영에 대한 재원을 확보
○○ 투자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우대임대료 수준이 달라지므로, 우대임대료를 적용받기
위해 발생했던 가상 기업 설립, 국내기업의 자금 대납 등의 문제 해결
○○ 아울러 투자규모에 따라 우대임대료가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이후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운영에 대한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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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자급률 지표 개발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4. 1. ~ 2010. 11. 30.(7개월)
연구책임자 : 정명생 연구위원
(Tel. 02-2105-2847, e-mail: msjoung@kmi.re.kr)
내부연구자 : 임경희·정명화 책임연구원, 이상건 연구원
외부연구자 : 부경대학교 장영수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선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 WTO/DDA 출범, FTA 체결 가속화 등에 따른 시장개방의 확대로 수입수산물의 비중
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산 수산물의 자급률은 갈수록 저하
○○ 또한 유가, 사료가격 상승 등 불확실한 세계 수산물시장의 변동에 합리적으로 대응하
기 위한 정책지표로서 수산물자급률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
－－ 미래 주요 식량자원으로서 수산자원의 자급 필요성 증대와 함께 국내 수산업의 경
쟁력 확보를 통한 국내산 수산물의 시장점유 확대 필요
－－ 나아가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식량자급률 전략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산물자급률 지표의 활용방안 모색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자료 등의 문헌조사 시행
－－ 또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도 실시하여 결과의 효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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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자급률의 개념과 동향,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수산물 자급률과 관련
된 전반적인 정책동향 검토
○○ 더불어 2020년까지의 어류, 패류, 해조류의 국내수산물 자급률을 전망하였고 자
급률 산정기준 확립, 자급률 통계기반 정비 등 네 가지 향후 과제 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WTO/DDA 출범, FTA 체결 가속화 등에 따른 시장개방의 확대로 수입수산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산 수산물의 자급률은 갈수록 하락
－－ 정책지표로서 수산물자급률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우선 수산부문
의 자급률 목표 설정을 위한 기구의 구성 및 상시 운영 검토 필요
－－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생산과 소비 두 가지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
해야 하는데, 생산측면에서는 생산능력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성 동시 고려 필요
－－ 소비와 관련해서는 국내 소비 트렌드에 대한 전략적 분석 및 대응을 바탕으로
수산물자급률 향상을 위한 한국형 수산물 소비 목표 및 식생활 관리 체계에 대
한 검토 추진 필요
－－ 마지막으로 수산업의 경우 양식부분을 제외하고는 계획생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산물 자급률 산정 기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자급
률 산정 대상에 대한 검토 병행 필요

2) 정책적 기여
○○ 농림수산식품부의 발족으로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
전계획’에 식량의 적정자급률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
○○ 따라서 수산물에 대해서도 자급률 설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본 연구는 정책지
표로서 수산물 자급률의 본격적 도입에 앞서 적합성과 의의, 도입 기본방향 등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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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주요 식량자원으로서 수산자원의 자급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내산 수산물의 시장점유율 확대 효과 기대
○○ 더불어 수산물 자급률 지표의 개발을 통해 불확실한 세계 수산물시장의 변동에
합리적 대응 가능
－－ 수산물 자급률 지표의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식량자
급률 전략 등을 동시에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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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4. ~ 2010. 12.(8개월)
연구책임자 : 김성귀 선임연구위원
(Tel. 02-2105-4971, e-mail: sgkim@kmi.re.kr)
내부연구자 : 홍장원 책임연구원, 이윤정 연구원, 이슬기 연구원

1. 연구목적
○○ 국토해양부의 해양교육 관련 계획은 ‘청소년 해양교육계획(2005)’을 평가하고 이를 보다
확대 개편할 수 있는 방안 수립. 이는 비단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을 포괄하여
국내외 정세 변화에 맞게 청소년과 일반 사회인을 위한 전반적인 해양교육 계획을 수립
하여 효율적인 해양 교육이 이뤄지게 하려는 것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먼저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로서 선진국들의 해양 교육 방안들에 대한 분석, 최근에
도입된 2007/2009년 신교육과정 분석, 국토해양부 해양교재 개발계획 등 최근 계
획을 반영하도록 함. 교육 수요 조사를 위해 일반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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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보고서는 기존의 해양교육 계획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해양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하는 데 중점을 둠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국내 해양교육의 현황
－－ 정규 해양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양교육시범학교’가 109개교(2010년)에
서 운영되고 있으며, 수산인력개발원과 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교사 대상 연수
과정을 실시하고 있음
－－ 사회해양교육은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연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약 16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음
○○ 해양교육의 문제점
－－ 정규 해양교육은 교육체계 미비 및 교육 수준의 미약, 예산지원의 비효율성,
지속적인 학교해양교육 운영의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조사됨- 사회교육은 해양
교육 프로그램의 획일화, 일회성 행사로 지속성 미흡 등이 문제로 나타남
－－ 해양교육 기반 상의 문제로는 연수과정의 규모 및 홍보 부족, 해양교육 교재 홍보
부족, 사후관리 운영의 미흡 등이 지적됨
○○ 해양교육의 해외 사례조사
－－ 일본은 해양개발기본법과 해양기본계획을 통해 초·중생을 위한 해양교육 교재
를 개발하고, 미국은 해양대기청(NOAA) 산하 COSEE를 중심으로 해양과학기
술을 교육현장에 반영함
※ COSEE : Centers for Ocean Sciences Education Excellence
○○ 교사 및 학생 대상 설문조사
－－ 교사와 학생 모두 해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및 참여의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교사는 해양교육 연수 이수자에게 해양체험학습을 실시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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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생 역시 해양체험 학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학생들을 해양교육 경험그룹과 비경험그룹으로 구분하여 해양의식을 조사한
결과, 해양교육 경험그룹의 해양의식이 비경험그룹에 비해 높아 해양교육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정책적 기여
○○ 국가 해양 교육 계획 수립 등에 반영
－－ 본 계획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향후 해양 교육계획뿐만 아니라 각종 해양
교육 진흥 정책의 기본 자료로서 활용

3) 기대효과
○○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이 되기 위한 시대에 맞는 해양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 인재
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
○○ 제2차 국가 해양교육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 마련
○○ 각종 국가 해양 정책의 기초 자료 마련
○○ 기존 해양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해양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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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 수송을 위한
해상교통대책 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5. ~ 2010. 12 (7개월)
연구책임자 : 전형진 부연구위원
(Tel. 02-2105-2790, e-mail: chun@kmi.re.kr)
내부연구자 : 김정현 연구원

1. 연구목적
○○ 2012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의 승용차 이용수요를 완화하고 교통량 분산을 위한 해상
교통대책 수립 방안을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우리나라의 국제 및 연안여객선 개설항로와 여수와의 교통접근성을 고려하여 해상
교통대책을 수립
○○ 국내 지역별 관람객의 수송수단 이용전망 자료를 근거로 연안여객선 개설항로를 도출
○○ 연안여객선 항로개설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운송 전문
가 및 여객선 사업자와의 면담조사를 통해 항로개설 및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
한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연구로서 박람회 기간 중 교통량 분산을 위한 해상교통대
책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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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방문객의 승용차 이용률을 낮추어 박람
회장 주변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연안여객선 활용방안 모색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여객선 개설항로 검토
－－ 제주-여수, 인천-여수, 마산/통영-여수 등 3개의 항로개설과 주변지역의 유람선
활용방안 제시
○○ 여수신항 여객부두의 기능재정비 검토
－－ 국제크루즈, 국제여객선, 연안여객선으로 제한되는 부두기능에 카페리선박, 유람
선을 수송하는 방향으로 부두기능 정비방안 제시
○○ 여객선 항로개설 및 정기운항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운항손실 보조방안 제안
－－ 항만시설사용료, 터미널이용료, 안전관리비 등 항만비용 절감혜택 제안
－－ 여객선 운항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우대방안 제안

2) 정책적 기여
○○ 여수세계박람회 교통량 분산에 기여
◈ 해상교통망 개설과 정기운항에 대한 정책방안 구체화
• 운항손실 보조를 통한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 운항비용 절감을 위한 항만시설사용료 등 감면
• 운항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우대 및 혜택 부여
※ 항로의 정기항로화 허용
※ 보조항로사업자 선정시 우대

3) 기대효과
○○ 2012 여수세계박람회 해상교통망계획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기간 중 해상교통망과 해상관광을 연계하는 해상교통망
활용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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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저탄소 녹색양식업 발전 방향
연 구 기 간 : 2010. 5. ~ 2010. 10.(6개월)
연구책임자 : 조정희 연구위원
(Tel. 02-2105-2856, e-mail: jcho5901@kmi.re.kr)
내부연구자 : 이정삼 책임연구원

1. 연구목적
○○ 발전소 온배수를 양식장에 활용함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 조건 혹은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온배수를 이용하는 양식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문헌조사, 현지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연구방법을 적극 활용
－－ 현지 출장조사 시 대부분 발전소 관계자의 온배수 공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였는데, 이는 온배수 공급에 따른 어류 폐사 시 보상문제가 대두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판단
－－ 해양 관련 전문가들도 온배수가 해양에 미치는 양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고
접근과 부정적인 사고접근이 공존
－－ 따라서 여러 가지 연구수행에 따른 한계로 인해 심도 있는 분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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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온배수 활용 방안 마련 필요성

온배수 배출현황 파악

온배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

온배수 활용
국내외 사례 분석

온배수 양식업 활용의 기본 방향 수립

추진전략 및 시법 사업(안) 제시

2) 연구의 특징
○○ 국내 활용사례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심도있게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업의 발전 정책 방향을 도출
○○ 요인 분석을 통해 양식업에 있어 온배수 활용을 저해하는 기술, 경제, 제도 분야의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포함한 추진 전략을 마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발전소 온배수를 양식업에 활용하는 데 기술적, 경제적, 제도적 제약요인이 존재
－－ 기술적 제약요인에는 일정치 않은 온배수 수온, 해역 및 냉각수 취수구 위치에
따른 온배수의 수질 차이, 양식장 주변의 소음 및 진동 등이 있음
－－ 경제적 제약요인에는 높은 초기비용 부담,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 수산물에 대한
품질 우려 및 가격 교섭력 저하 등이 있음
－－ 제도적 제약요인에는 미흡한 제도적 기반 및 양식장 대량 폐사 시 책임소재 불
명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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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업의 발전방향
－－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업의 비전은 저탄소 녹색양식업을 실현하는 것이고, 목표
는 발전소와 양식업의 융복합을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
－－ 구체적으로 온배수를 활용함으로써 난방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연료사용 절감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더 나아가 온배수의 온도를 저감하여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기본방향은 저탄소 녹색양식어업으로의 전환, 부처간 그리고 지역민과의 협력
체제 구축, 해역별 특성에 맞는 양식 클러스터(종묘생산 단지, 중간 육성 단지,
관상어 단지 등) 조성을 추진
○○ 추진전략
－－ 기존 온배수 활용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
－－ 온배수 공급자의 미래 위험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제도 마련
－－ 기존 시설의 보수 및 개선을 통해 잠재적인 효과 극대화
－－ 시범사업을 통한 신규 온배수활용 양식장 개념 확산
－－ 초기비용 부담 감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책 마련
－－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양식 클러스터 구축
－－ 서로 Win-Win 할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 제고

2) 정책적 기여
○○ 농림수산식품부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10-2014) 6개 중점 추진과제 중 ‘양식
산업 에너지 절감’이 포함
－－ 주요 내용은 양식장 배출수 폐열회수장치 보급, 원자력 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
한 양식 등 양식산업과 전력산업의 융복합회를 추구
○○ 동 보고서가 향후 양식산업 에너지 절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정책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에 발전소 온배수를 양식장에 활용하는 시범사업
을 추진할 예정인 바, 동 보고서에 포함된 시범사업(안)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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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온배수를 이용함으로써 기존 양식장의 유류비용 및 탄소 배출 감소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및 폐자원 활용에 기여
○○ 양식분야에 새로운 생산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고용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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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관상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연 구 기 간 : 2010. 6. ~ 2010. 11.(6개월)
연구책임자 : 김대영 부연구위원
(Tel. 02-2105-2868, e-mail: mobydick@kmi.re.kr)
내부연구자 : 강종호 부연구위원, 김수진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황진욱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정민민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

1. 연구목적
○○ 국내외적으로 관상어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본 연구는 관상어산업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관상어산업의 국내외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관상어산업의 전망 분석과 정책방향 발굴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국내 관상어산업의 시장규모 추정 및 정책적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는 관상어 업계를 대상으로 관상어 생산자, 유통 및 판매 업계으로 구분
하였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인식도(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관상어산업의 기술 분석과 정책 분석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전문
가와 공동연구 수행
○○ 본 연구의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관상생물 연구 T/F, 한국관
상어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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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 관심 증대
고부가가치 관상어산업 육성 필요성

국내 관상어산업 실태 및 정책 분석
(문헌조사, 인터넷 검색, 출장조사)

국제 관상어산업 및 국제적 관리 동향
(문헌조사, 인터넷 검색)

국내 관상어 시장규모 추정 및 인식도 조사
(설문조사, 출장조사, 전문가 면담)
관상생물 연구T/F
국내 관상어산업 전망 및 정책방향
(전문가 면담, 자문)

고부가가치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현 정부의 국정지표인 신성장동력 구현을 위한 관상어산업이란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발굴하는 성격을 갖는 연구로서, 관상어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육성
정책 방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임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돈 버는 농림수산업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으며 현
재 관상어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중임
－－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관상생물 연구 T/F를 발족하여 관상어산업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관상어산업의 전망 분석
－－ 세계 관상어 소비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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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운데 국제기구에서는 멸종위기종 보호, 외래종 유입, 질병이동 등을 문제
삼아 관상어의 자연채집·무역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국내적으로도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여가 활동 및 취미 생활이 다양화
되면서 생태교육 및 문화적 활용 측면에서 관상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어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약 2,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
－－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관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상어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나라 관상어산업 역시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관상어산업의 당면 과제 발굴
－－ 관상어산업은 소규모로 영세하여 기반이 취약하며, 관상어 관련 R&D 투자가 제
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관상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낮고 소비시장 확대 노
력이 부족하며, 국내외 관상어산업에 대한 정보수집이 미흡하고, 관상어산업 관
련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음
○○ 관상어산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방안 제시
－－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첫째, 정부와 업계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둘째, 관상어산업의 R&D 강화를 통한 산업화 촉진,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상어 전략 품종 개발 및 용품 육성, 넷째,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으로 단
기간 내에 산업화 달성으로 함
－－ 관상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은 첫째, 관상어산업의 제도적 기반 조성,
둘째, 관상어의 산업화 기반 구축, 셋째, 통합적 관상어 R&D 투자 집중, 넷째,
관상어산업의 국내시장 확대 도모, 다섯째, 관상어의 수출기반 조성, 여섯째, 국
내외 관상어산업 정보의 체계적 수집으로 함

2) 정책적 기여
○○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반영
－－ 관상어산업 개요(시장규모, 산업 및 시장 특성), 관상어산업 육성 가능성 및 제
약요인, 중장기 발전방안 중 정책과제 및 중점 추진 과제에 본 연구내용 반영
○○ 국립수산과학원 관상생물 연구 T/F 보고서 작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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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상생물 생산(양식), 용품산업, 유통 및 판매, 시장규모, 관상생물 연구 방향
등을 제시
○○ 농림수산식품부 관상어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자 회의(襪. 10, 11) 참여

3) 기대효과
○○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의 수산생물 종자산업의 육성에 대응한 마스터 플랜 수립
추진 전략 활용
○○ 수산 분야의 새로운 영역 확대 및 신성장 동력원으로 활용
○○ 관상어 산업의 수출 전략 품목 육성을 통한 관상어 생산자의 소득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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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피해방지를 위한 법률 정비방안
연 구 기 간 : 2010. 7. ~ 2010. 11.( 5개월)
연구책임자 : 목진용 연구위원
(Tel. 02-2105-2769, e-mail: jymok@kmi.re.kr)
내부연구자 : 최재선 연구위원, 김민수 책임연구원,
최영석 책임연구원, 김민정·이선영 연구보조원
외부연구자 : 이윤철, 최석윤, 홍성화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1. 연구목적
○○ 국가의 해적피해 방지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해적으로부터 우리나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체계적인 추진 곤란
－－ 기존 법률 개정이나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해적피해방지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 부여
○○ 국가 및 선사의 해적피해방지대책의 이행 의무화 내용을 규정
－－ 국가에게 해적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의무 부여
－－ 추가적인 함정파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적대응 매뉴얼 작성 및 정기적인 훈련, 아덴
만 인도양을 통한 선박의 통항보고 등 선사 및 선박의 해적피해방지를 위한 의무 부여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조사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국내 출장조사,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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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정부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검토를 거쳐 해적 피해방지 대책 제도화
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제시

2) 연구의 특징
○○ 현실적인 대안 제시
－－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선박납치가 빈번한 상황에서 정부대책 수립을
위한 실행가능한 대안 제시
○○ 필요한 대책수립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동시 마련
－－ 한국선박의 해적피랍이 발생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국가의 대책수립과 이러한
대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개정안도 동시에 제시 필요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해적행위의 정의에 대하여 이론적, 관행적, 협약상 정의 및 유사개념 검토
－－ 해적피해방지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해 해적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기 위함
○○ 아프리카 지역(특히 소말리아 지역), 말라카 해협 등의 해적동행과 피해사례를 조사
－－ 우리나라 피해(2000년 이후) : 국적선 2척, 한국 선원 승선선박 5척 피랍
－－ 생계형 해적행위에서 ‘기업형’ 비즈니스로 변모하고 있는 최근 해적의 특징을 분석
○○ 해적 대응을 위한 국제적 조치, 즉 국제협약, 함정파견 호송 등의 국제적 노력, 합동
훈련실시 등을 평가
○○ 함정파견 및 호송, 선사의 자구책, 24시간 상황실 가동 등 우리나라 정부의 해적대응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
○○ 해적대응조치의 법제화 방안을 제시
－－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해적대응방지대책 수립근거를
규정하는 방안 제시
－－ 해적의 정의 신설, 국가 및 선사에 해적방지대책 수립의무 부여 등 구체적 법률
개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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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해적행위 방제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대책수립의 시급성을 고려 법률 개정 전에 우선 지침으로 시행하기 위한 ‘해적 피해
방지 대책 세부시행 지침’ 마련
－－ 외교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선주협회, 선원노조, 전문가 등으로 T/F 구성

3) 기대효과
○○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해적피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
○○ 국가 해적피해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선사 등 당사자의 자체적 대응능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규정 신설로 해적대책의 실효성 증진
○○ 관련 법률 개정 자료로 활용
－－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적행위 방제대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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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FTA 추진대비 수산부문 대응전략 연구(Ⅲ)
- 중국 및 SACU를 중심으로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홍현표 연구위원
(Tel. 02-2105-2884, e-mail : hphong@kmi.re.kr)
내부연구자 : 장홍석 책임연구원, 김봉태 책임연구원,
정명화 책임연구원, 마창모 책임연구원,
김보경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Chang SangGook 상하이해양대학, 교수,
Teligenbaiyi Bao 다롄수산대학, 교수,
David Japp 남아프리카공화국, CapFish,
P. Bannerman 가나 수산연구소 소장,
A.D.C.Duarte 앙골라 수산국장,
M.Isaacs(UWC, RSA), V. Kaczynski(UW, 미국),
R. Metzner Fishing Program Analyst, FAO,
A.Liemen, Ph.D (UCT, 남아공)

1. 연구목적
○○ 향후 FTA 협상추진 가능성이 큰 중국 및 SACU를 대상으로 정부당국이나 관련 단체가
협상에 앞서 이들 국가의 수산업 실태 파악을 통한 협상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
보를 제공
－－ 중국 및 SACU 수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실태와 주요 수산정책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 국가의 FTA 추진사례 분석을 통해 이들 국가의 FTA 추진 특징 파악
－－ 양국 간 수산물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과 중국, SACU와의 FTA 체결에 따른 수출입
증대효과 분석을 통하여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수산부문
협상전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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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중국 및 SACU의 수산정책 및 수산분야 선행연구 검토
－－ 중국 및 SACU의 FTA 체결국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 및 검토
○○ 정량적 분석
－－ 계량 모형을 이용한 수출입 함수 추정,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상대국과의 FTA
체결 시에 품종별·품목별 상호 영향 분석 실시. 국내 대책 수립, 양허안 작성 등
－－ 주요 지수(TSI, RCA 등)를 활용한 국가 간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FTA에 따른
주요 품목 도출, 양허안 작성 등
○○ 해외출장 조사
－－ 핵심 사안에 대한 해외출장 조사
－－ 공동연구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2) 연구의 특징
○○ 전문가 자문 : 수산분야 FTA T/F 구성
－－ 연구방향 및 결과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관련 전문가와 관련 업계 중심의
자문 위주의 T/F 구성 및 운영
※ 기관 : KOTRA, KIEP, KREI, AT센터, 대학 등으로 구성
○○ 해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 수산관련 국제기구 또는 중국, SACU의 관련 기관과 공동연구
－－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제 심포지엄 개최(9월~10월 중)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동 연구 내용은 관련 부처(농림수산식품부)의 요청에 의해서 대외 주의이므로 연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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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한·중 FTA, 한·SACU FTA 추진 시 전략적 대응방향 제시
○○ 중장기적으로 수산업의 발전 방향 제시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 협상전략 필요성 제시

3) 기대효과
○○ FTA 체결에 대비하여 주요 대상국가별 수산업 기초자료 수집 및 영향분석을 통해
국내 수산부문의 정책 대응방향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상국가별 수산정책의 비교와 생산, 소비, 수출입 실태 분석 및 경쟁력 분석을 통
해 향후 추진될 FTA가 수산부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협상전략 마련
○○ 개방화 시대에 우리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을 통해 신규 수출입 가능성과 대상
국가별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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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북러 해양협정 대응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12. ~ 2010. 6. (7개월)
연구책임자 :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Tel. 011-9472-3863, e-mail: leeseokwoo@inha.ac.kr)
외부연구자 :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연구목적
○○ 북·중 및 북·러 간의 해양경계획정 관련 협정 내용을 분석하여 통일 후 한국의 해양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에 기여
－－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 해양경계와 관련해서 여러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였지
만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움
• 이러한 기존 연구의 빈약은 관련 일차자료의 부족이 주된 원인이지만, 상대
적으로 통일 후를 대비한 북한의 해양경계문제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관심이
낮은 것도 한 원인임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해양경계획정 및 국가승계 관련 국제법 이론의 검토와 북·중 및 북·러 간 체결한
협정의 분석
－－ 해영경계획정 및 국가승계에 적용되는 국제법 이론을 요약적으로 검토
－－ 북한이 체결한 조약들을 입수하여 심층 분석하고 통일 후 한국에 미칠 영향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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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그동안 수행되지 않았던 창의적인 연구
－－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본 연구가 선도적 연구이지만 체
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향후 이 분야 연구 발전에 기여
○○ 북한 해양경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 해양 관련 북한의 국내법 체제 분석, 중국과 러시아의 해양관할권 법제, 삼국이
체결한 여러 협정 내용, 국제법 법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
의 완성도를 높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국가 승계 시 북한이 체결한 해양 관련 협정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검토
－－ 1955년 압록강 수풍 수력발전소에 관한 협정 등 북한이 중국과 체결한 조약들은
대부분 조약의 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통일 후 한
국에 자동승계될 수 있는 조약으로 판단되며, 다만 일부 의정서의 구체적 내용
은 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해양 자원의 공동개발과 관련된 공동개발 수역의 승계문제와 관련해서 어
업권 관련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엔나 협약상의 영토체제와 같이 자동 승계
된다는 관행을 찾기 어려움
－－ 구 소련이 붕괴하였지만 러시아가 국가 계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북
한과의 관계에서 구 소련과 체결한 양자 조약이 통일 후에도 그대로 원용될 가
능성이 높음

2) 정책적 기여
○○ 정부의 통일 후 대비 해양관할권 정책 수립과 연구에 실질적 기여
－－ 북한의 중국 및 러시아와의 해양협정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정책적 제언은
정부의 현 정책에도 크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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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정부의 통일 후 대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
－－ 북한 내 광산 개발 등에 대해 중국과 체결하고 있는 일련의 조약들과 더불어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체결한 해양 관련 양자조약들은 통일 후 해양자원 개발
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다각적 대비가 필요하며,
본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 수립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그 동안 선행 연구가 없었던 이 분야 연구에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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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해양분쟁연구 2
- 최근의 ICJ 판례를 중심으로 연 구 기 간 : 2009. 12. ~ 2010. 6.(7개월)
연구책임자 : 박배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Tel. 011-9478-2503, e-mail: park7@pusan.ac.kr)
외부연구자 : 박찬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연구목적
○○ 도서 및 해양 경계획정 관련 국제사법재판소의 최근 판례 분석
－－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도서 및 해양 경계획정 관련 3개의 판례 분석을 통해 독도와
한·일 및 한·중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시사점 도출과 대응방안 마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세 사건의 배경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법리 분석
－－ 각 판결에 나타난 법리를 비판적으로 분석
－－ 세 사건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 후 독도와 한국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2) 연구의 특징
○○ 최신 국제 판례들을 분석하여 한국의 해양 문제에 접목
－－ 각 사건들에서 다룬 경계 획정 및 도서 관련 국제법 이론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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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세 사건 판례의 비판적 분석
－－ 니카라과 대 온두라스 영토 및 해양분쟁 사건
－－ 재판소는 온두라스가 주장한 우티 포시데티스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에펙티비
테(effectivités)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림
－－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간 페드라 브랑카 사건
－－ 영유권 귀속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했던 페드라 브랑카에 대해 재판소는 싱가포
르의 영유권을 인정했지만, 그 법적 근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으며, 부속 암초인 미들 락스를 말레이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하고, 사우스 레
지는 해양경계획정에 따라 확정된다고 함으로써 국제사법재판소가 정치적 고려
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 루마니아 대 우크라이나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
－－ 두 국가 간 해영경계획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뱀섬의 법
적 지위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법재판소가 유엔해양법협약 제
121조상의 도서와 암석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음

2) 정책적 기여
○○ 한국의 도서 및 해양경계획정 협상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
－－ 국제사법재판소가 뱀섬의 국제법적 지위를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이를 국
제해양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으로 요청해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증가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독도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국제사법재판소의 법리 해석을 정부의 한·일 및 한·중
간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010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127

제4장 일반사업

3) 기대효과
○○ 해양경계획정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 강화
－－ 한국의 대중 및 대일 해양경계획정 협상 주장의 국제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주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펼칠 수 있음
－－ 현재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등거리선(형평의 원칙),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등거리선(형평의 원칙)과 대륙붕 관련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론에 근거한 주장
을 하고 있음
○○ 독도 문제에 대한 다각적 대응방안 마련
－－ 독도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뱀섬이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를 가지지
못하였는데, 동 판례에 대한 분석은 향후 한·일 간 경계획정에 있어 독도가
어떠한 법적 효과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 실질
적인 기여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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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무라 세이자부로의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신연구』 번역 및 해제
연 구 기 간 : 2009. 12. ~ 2010. 6. (7개월)
연구책임자 : 김선희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HK연구교수
(Tel. 010-2356-9835, e-mail: indiasunny@empal.com)

1. 연구목적
○○ 독도 문제에 관한 기초 자료의 번역 및 제공
－－ 현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역사적 기초를 제시하면서도 국내에 전문이 소개
되지 않은 자료를 번역·제공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의 엄밀화를 기함
－－ 다무라 세이자부로(田村淸三郞, 1914∼1968)의 1965년 저작 『시마네현 다케시
마의 신연구(島根縣竹島の新硏究)』는 현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역사적
근거를 제시한 문헌. 전체 9개 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에도시대에 일본이 울릉
도·독도를 침탈한 사실 및 1905년의 영토편입 과정, 일제강점기 독도의 실태
등에 관해 다양한 일본 사료를 수집,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이 분야의 기초
자료로 널리 인용되고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엄밀한 전문 번역 및 사료 원문 게재
－－ 본문의 전문 번역은 물론이고 인용 사료에 대해서는 원문도 각주에 게재함으로
써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게 함
－－ 본문의 오탈자를 각주에서 지적함으로써 다무라의 원저작에 있는 서술상의 오류
를 바로잡아 이해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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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역사학적 견지의 사료 비판을 통한 일본 ‘고유영토론’의 문제점 지적
－－ 본 저작의 사료 인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독도 관련 일본의 ‘고유영
토론’에 대한 역사학적 비판의 방향을 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그 역사적 근거를 사료의 엄밀하지 않은 사용에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 전체 9개 장 중 제1장부터 제4장까지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며 이러한 역
사학적 접근이 독도에 대한 일본 측 태도의 핵심.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사료
인용에서 엄밀성이 떨어진 채로 본문이 서술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

2) 정책적 기여
○○ 국내 유관 연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향후 연구 기반으로 활용 가능

3) 기대효과
○○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론’반박에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 지금까지의 독도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일본 측 주장의 엄밀한 검토를
위한 재료로 사용 가능. 특히 본 저작은 현재의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론’과 관련
하여,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의 『다케시마의 역사지리학적 연구(竹島の歷史地
理學的硏究)』 (古今書院, 1966)와 더불어 일본 측 주장의 역사적 근거를 망라한
것이므로, 향후 본 저작의 각 사료에 대한 엄밀한 비판을 통해 이른바 ‘고유영토
론’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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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제물류 연구협력 사업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 12개월)
연구책임자 : 김범중 연구위원
(Tel. 02- 2105 - 2824, e-mail: bjkim@kmi.re.kr)
내부연구자 : 김찬호 책임연구원, 김근섭 책임연구원,
최영석 책임연구원

1. 연구목적
○○ 한·중·일 3국간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를 지원하고, 3국간 지속적인 항만발전을 위한
의제 발굴과 한·중·일 3국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상호 정책 개발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임
－－ 따라서 본 사업은 2010년 제11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지원(한국 개최)과 공동연구
를 중심으로 수행됨
○○ 나아가 2006년부터 정례화된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의 항만분야 의제 발굴 및 지원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한·중·일 3국 국책연구기관에서 공동으로 추진
－－ 한국 : KMI(Korea Maritime Institute)
－－ 중국 : CATS(China Academy of Transportation Science of MOC),
WTI(Waterborne Transportation Institute of MOC)
－－ 일본 : OCDI(Overseas Coastal area Development Institute), PARI(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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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irport Development Institute)
○○ 수행한 연구결과는 2010년 항만국장회의에 연구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요약 내용
을 항만국장회의 과장급 회의 및 항만국장회의에서 발표 및 토론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동일한 주제와 목차를 가지고 각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행
－－ 연구 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며, 연구 주제, 목차 등은 기존 연구가 끝나는 연
도의 항만국장회의에서 결정
○○ 2010〜2012년 3년간은 “Green Port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Reducing Gas Emission and Enhance Energy Efficiency”를 주제로 하여 연구 수행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3국은 항만에서 이산화탄소 산출 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나,
－－ 삼국의 에너지 형태 및 소비구조, 자국 내 기준(에너지 환산계수) 등의 차이로
표준화가 어려움을 인식
－－ 다만 항만에서 이산화탄소 산출을 위한 장소적 범위(항만입구~부두~배후단지
등)는 일치시켜 나가기로 합의
< 탄소배출량 산정기준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탄소배출량
공식

석유소비량
×석유환산계수

석유소비량
×석탄환산계수

석유사용량 / 비중
×환산계수

환산계수

IPCC & IMO 표준

IPCC 표준

일본 기준

○○ 우리나라는 항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범위와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
시함(구체적 방법론은 보고서 참조)
○○ 차년도(2011년) 연구에서는 각국의 기준에 따라 각국 항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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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배출량을 시범적으로 산출하고 비교·평가하기로 합의
－－ 항만의 이산화탄소 산출방법 비교·평가 후 감축방법에 대한 3국의 공동연구 실시
－－ 3국 항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평가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상호 부합
될 수 있도록 탄소량 산정방법을 조정

2) 정책적 기여
○○ 한·중·일 3국 항만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검토하여 협력 및 표준화 가능 영역
도출
－－ 이와 관련하여 항만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론 제시를 통해 국가기본
계획에 활용
○○ 주요 경쟁항만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항만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선진화
○○ 항만분야의 기후변화 정책 연구를 선도함으로써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

3) 기대효과
○○ 동북아 3국의 항만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론의 표준화를 통해 한·중·일
3국 항만 정책의 표준화를 시도
○○ 한중일 3국 항만간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실무협의회)하여, 공동연구 및 협의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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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Management between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Fisheries in No-take Marine Protected Areas :
Selected Cases from the US and Canada
연 구 기 간 : 2010. 5. ~ 2010. 12.(8개월)
연구책임자 : 최재선 연구위원
(Tel. 02-2105-4901, e-mail: jschoi@kmi.re.kr)
내부연구자 : 김민수 책임연구원, 박문진 전문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Dave Fluharty(워싱턴 대학 교수),
Dr. Jongseong Ryu(연구진)

1. 연구목적
○○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MPA)과 이로 인한 경제적 손
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어민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안 모색
○○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MPA 설정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
하고 해결하는 방안 도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인터넷 자료 및 문헌 조사를 통해 9개의 사례지역 도출
○○ 9개 사례지역에 대한 MPA 관리자, 이해관계자 등과 면담 조사
－－ 9개 사례지역은 어업과 해양환경과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정부와의 갈등
이 있는 지역으로 선정
－－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기 다른 관리방식을 채택
○○ 9개 사례지역을 비교분석 후 최적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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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최근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MPA)설정이 하나의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음을 고려,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에 초점
－－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9개 사례를 갈등유형, 이해관계자, 갈등해결의 비용과 이득, 갈등해결과정, 갈등해
결기제, 갈등해결 전망 등의 내용으로 분석
－－ Boston Harbor 사례 : 선박항로를 고래밀집지역에서 벗어나게 설정해 고래사
망율을 낮춰 해운과 고래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간 이해 조정
－－ Channel Islands : MPA Network 통해 이해관계자 간 이해 조정
－－ Port Orford : MPA 지정이전에 이해관계자들 간 협의체 구성
○○ 9개 사례 분석결과 수산과 해양생물다양성 관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다르나, 관
리기법은 해양공간관리(marine spatial management)를 근거로 매우 유사함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수산과 해양생물다양성 관리는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미국 내
정부차원의 정책마련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 제시가 어려움
－－ 따라서 정부입장에서는 어떠한 관리기제를 도입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0년 미국은 수산과 해양생물다양성관리를 포괄하는 통합 연안 해양공간관리제
도를 도입했음
－－ 2009년 12월 미 백악관 환경이사회 산하 정부기관 간 해양정책 실무그룹에서
1년에 걸쳐 마련한 연안해양관리계획(CMSP) 보고서 제출
－－ 그간 노출되었던 주/연방 간 관할권 문제 및 이해관계자 간 이익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
－－ MPA 설정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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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활용
－－ 경제·사회, 이용개발, 생태환경보호, 역사유물 보호 등의 목적에 맞는 최적의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
○○ 해양생태계기본조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등을 통해 생태계보호와 함께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의 조화를 위한 정책마련에 활용
○○ 현재 3개부처, 7개 법률에 근거해 총 346개소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들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방안 마련에 활용

3) 기대효과
○○ 미국 내 MPA 지정, 이행 및 관리정책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해양생물보호와 수산
분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정책 마련
○○ 현재 분야별 이해관계자 간 이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연안공간관리제도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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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Roles in Urban Waterfront
Restoration : Case Studies from Puget sound

연 구 기 간 : 2010.5. ~ 2010. 12.(8개월)
연구책임자 : 최재선 연구위원
(Tel. 02-2105-4901, e-mail: jschoi@kmi.re.kr)
내부연구자 : 김민수 책임연구원, 박문진 전문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Thomas Leschine(워싱턴 대학 교수),
Dr. Karen Dyson, Dr. Jongseong Ryu(연구진)

1. 연구목적
○○ 연안 워터프론트 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혜택을 가져오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모색
○○ 미국 워싱턴주 푸젯사운드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연안 워터프론트 지역 개발 기획, 재정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수집
－－ Shoreline과 Coastal Planners Group을 통해 200~300명의 전문가그룹에게
메일을 통한 자료수집 후 데이터 분석
○○ 푸젯사운드 사례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 조사
○○ 푸젯사운드 지역 워터프론트 개발 지역 방문 조사
○○ 인터넷 및 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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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연안환경을 보호·개발하기 위한 워터프론트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워싱턴
주의 푸젯사운드를 연구
－－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해 우리나라 연안재개발 및 정비사업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미 워싱턴 주 푸젯사운드의 워터프론트 재개발 사업은 마리나, 주택 건설 등을 통
해 환경과 삶의 질을 조화하기 위한 것임
－－ 환경과의 조화, 생활의 편리함과 실용성 등이 워터프론트 사업의 우선고려대상
○○ 푸젯사운드의 워터프론트 사례는 추구하는 목적이 다소 상이했음
－－ Bremerton, Tacoma, Port Townsend는 낙후된 지역을 미적으로 뛰어난 명소
로 탈바꿈시키는 것과 더불어 경제적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함
－－ Gig Habor은 유적지관광을 유치하는 경제적인 목적을 둠
－－ Tacoma는 도시개발을 통해 조세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경제적인 목적을 둠
－－ Bremerton은 아름다운 주거지 확보와 높은 조세수익을 동시에 추구
○○ 역사성 보존도 Bremerton, Tacoma, Port Townsend의 주요 목적
○○ 정부는 푸젯사운드 워터프론트 개발의 가장 중요한 주체임
－－ 기금조성, 계획수립, 프로젝트 수행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역할이 컸음
－－ 이와 더불어 Tacoma와 Bremerton은 민간기업이 투자를 주로 책임졌으며, 정
부는 공공건물 건설에 집중했음
－－ 이 들 개 발 의 근 거 법 률 은 G r o w t h M a n a g e m e n t A c t 와 S h o r e l i n e
Management Act임
○○ Port Townsend는 다수의 소액모금(small value high volume)으로 북서해양센
터 건설, Gig Habor는 연방, 주, 지역정부가 보조금(grants) 형식으로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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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연안관리통합계획」과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
－－ 연안실태조사를 체계화하고 조사결과의 정책활용도를 향상
－－ 이를 통해 연안의 재개발 사업 수요를 파악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워터프론트
개발 사업 추진
－－ 「연안관리법」에 반영해 사전예방적 해안보전과 가치 창조를 위한 정비사업의
추진에 기여

3) 기대효과
○○ 연안관리가 중앙부처 중심에서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연안관리
수요를 반영한 연안관리 추구를 위한 기반 조성
○○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까지 고려한 연안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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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Maritime Strategy
toward African Countries
연 구 기 간 : 2010.5. ~ 2010. 12.(8개월)
연구책임자 : 최재선 연구위원
(Tel. 02-2105-4901, e-mail: jschoi@kmi.re.kr)
내부연구자 : 김민수 책임연구원, 박문진 전문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Vladmir Kaczynski(워싱턴 대학 교수),
Dr. Jongseong Ryu(연구진)

1. 연구목적
○○ 아프리카 연안·해양환경과 각 개도국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아프리카 해양산
업 발전을 모색
○○ 해양자원 개발의 신 개척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로의 진출전략을 수립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인터넷 자료 및 문헌조사
○○ 아프리카 주요국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면담 및 수요조사
○○ 세계은행, 세계야생기금(WWF) 등 주요 국제기구 방문 면담조사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아프리카 해양개도국이 해양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및 인프라 수요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진출 전략 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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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적용함을 목표로 함
－－ 특히 중국의 대 아프리카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해양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는 수산자원을 포함해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아프리카 국가들은 불법어업 등을 통해 수산자원의 남획을 경험하고 있으며, 한
국은 블루이코노미와 녹색성장 개념하에 아프리카 국가와 해양자원보존을 위한
협력 필요
○○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적인 해양생물·광물자원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유럽,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음
－－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존 해외국가들의 진출에 대해 직업창출, 기술이전, 국내
식량안전망 구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자원착취로 인식하고 있음
－－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가와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나가야 함을 시사
○○ 중국의 경우 아프리카에 대규모 원조 및 ODA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주도의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이 중국형 모델을 따르기는 어려움
－－ 아프리카가 경제성장을 위해 자국 연안 자원을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차
별적인 지원전략이 필요하며, 아프리카 해양정책은 한국의 정책모델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효율적인 해양개발관리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
은행, 미국국제개발청(USIAD), WWF 등 비정부기구 등과의 공조 필요
○○ 한국의 해양분야에서의 ODA 지원은 아프리카 국가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집중
제공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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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아프리카 해양 인프라 지원협력사업의 경우, 지원사업과 아프리카 진출을 고려한
최적지 선정 선행연구결과를 국가사업과 연계
1단계

UW과
공동연구

2단계

⇨

연구보고서
평가 후
정부제안

3단계

⇨

정부와
KMI+UW과의
실천계획 수립

4단계

⇨

아프리카
진출 최적합
국가와 협력
사업 기획

5단계

⇨

MOU 체결
통한 아프리카
지원 및 해양진출
사업 수행

○○ 한국의 ODA사업, KSP사업과 연계해 아프리카 지원과 이를 통한 우리나라 해양
분야 진출 가속화에 기여

3) 기대효과
○○ 아프리카 해양 분야 환경변화와 정책 현황 파악 가능
○○ 아프리카 해양 분야 ODA 지원과 KSP사업 확대
○○ 우리나라 해양물류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유망 사업의 발굴
○○ 한-아프리카 국가 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해양협력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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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해양보호구역 설정과
대응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0. ~ 2010. 12(3개월)
연구책임자 : 최재선 연구위원
(Tel. 02-2105-4901, e-mail: jschoi@kmi.mr.kr)
내부연구자 : 박문진 전문책임연구원, 김민수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추군 박사 중국 해양발전전략연구소외 1인,
김정은 박사 한국해양법학회

1. 연구목적
○○ 최근 국제기구의 공해 해양보호구역 논의 동향과 설정 절차, 주요 해양국의 추진사례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수립에 기여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중국 해양발전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 수행 및 일부 내용을 한국해양법학회
전문가에게 원고 위탁
－－ 인터넷과 문헌조사 및 기존 선행연구 분석
○○ 상기 전문가들의 원고를 바탕으로 내부 연구진 및 한국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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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부터 국제사회에서 공해보호와 관련하여 중요 이슈로 부각되어
온 취약한 공해 생태계 보호를 위한 보호수역의 구체적인 설립 지침과 기준을 검토
○○ 관련 국제기구 내에서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실제로 이행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공
해보호수역을 소개하고 현재 설립되어 있는 보호수역 또는 설립 가능한 보호수역이
설립되는 경우 한국에 미칠 영향 예측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최근 대륙붕한계 연장, 심해저 광구 등에 이어 해양생태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한
공해에서의 새로운 ‘해양영토’ 확보경쟁이 격화
－－ 2004년 이후 유엔해양법 비공식회의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 등에서 국
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문제가 주요 의제로
대두
－－ 유럽, 미국 등 해양선진국들이 공해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새
로운 ‘해양영토’ 확보 경쟁이 가속화
○○ 2008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서 공해 해양보호구역을 설립하기 위한 과학
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통과
－－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등의 국제기구는 현재 로스해(Ross Sea) 등 10개 해
역의 공해 해양보호구역의 설립을 적극 추진
<추진 중인 공해 해양보호구역>
태평양

East Pacific Rise Hydrothermal Vents, Lord Howe Ridge, Emperor Seamount Chain

대서양

Sargasso Sea, Charlie-Gibbs Fracture Zone, Southeast Shoal of the Grand Banks

인도양

Saya de Malha Bank

극지해역
지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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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수산기구도 최근 금어구역의 설정, 저층트롤어업 금지 등의 조치로 공해 어
업자원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실질적인 관할을 강화
－－ 2012년에 개최 예정인 제4차 유엔환경회의에서 공해 해양보호구역의 설립에 관
한 논의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
○○ 공해 해양보호구역의 과도한 설립은 한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약화
－－ 공해 해양보호구역에서 전개되는 과학연구 활동은 기타 공해보다 더 엄격한 생태
환경 보호기준이 적용되어 새로운 진입장벽이 우려
－－ 해양선진국은 해양생태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발달되고 이미 대량의 해양데이터
와 샘플을 보유하고 있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 그러나 한국과 중국 등 개발도상국은 대부분 초기 연구단계이거나 혹은 기술수
준의 저하로 아직 많은 해양조사작업이 필요한 실정
○○ 대응방안
－－ 어업과 관련한 공해보호구역 또는 비정부기구가 제안한 공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어업금지구역이 정부 간 기구에서 채택되는 경우는 한국의 원양어업체에 큰 영향
－－ 항행과 관련하여 국제해사기구가 공해보호구역을 설립하기 시작한다면 항행비
용의 증가 등을 초래 가능
－－ 각 기구별, 분야별로 공해보호구역의 설립 논의의 동향을 파악하고 각 기구와
관련한 이해관계별로 차등 있는 대응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일단 어떤 해역에 공해보호구역이 설립되었을 경우 한국에 어떠
한 경제적 득실이 있을 것인지 미리 분석하고, 이러한 과학적 경제적 분석을 근
거로 각 해역별 관할 국제기구 내에서의 법적 대응방안 수립

2) 정책적 기여
○○ 국제기구의 관련 협상에서 한·중 양국의 의견 조율 및 공동 대응방안 수립을 통하여
영향력 확대
○○ 국가관할권 이원 해역(해저포함)에 대한 한·중 전략적 차원의 해양협력 확대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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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공해 해양보호구역 관련 한·중 양국의 공동 대응방안 수립에 기여
○○ 중국의 국책연구기관인 CIMA와의 공동 협력연구를 통해 향후 전체 해양정책 분야
연구협력의 정착화·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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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반도 블루이코노미존 개발계획과
한국기업의 참여방안
연 구 기 간 : 2010. 12. ~ 2011. 2(3개월)
연구책임자 : 최재선 연구위원
(Tel. 02-2105-4901, e-mail: jschoi@kmi.mr.kr)
내부연구자 : 박문진 전문책임연구원, 김민수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손길정 산동사회과학원 해양경제연구소장외 2인

1. 연구목적
○○ 중국 해양신사업 육성, 특히 산동성 블루이코노미구역 개발계획 등을 집중 조사·분석하고
한·중 해양 신산업분야 상호 보완 및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여 한·중 간 새로운 해양
비즈니스 기회 창출
○○ 우리나라 해양 신산업의 중국시장 개척과 이를 통한 신 국부 창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각종 문헌조사, 중국 및 산동지역의 해양신산업 육성 동향과 전략 등을 집중 조사·
분석하고 한·중 해양산업분야 상호보완 및 협력 가능성을 검토
○○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지역 현장조사, 관련 산학관 워크숍 등을 통하여 연구결
과의 품질과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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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2011년 들어 처음으로 승인된 해양발전 전략과 지역발전전략이 연계된
국가급 개발계획이자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가장 밀접하고 지리적으로도 인접한
산동성의 ‘블루이코노미구역(Blue Economy Zone)개발계획’에 대하여 집중 조
사·분석
○○ 한·중 해양 신산업분야 상호 보완 및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여 한·중 간 새로운
해양 비즈니스 기회 창출를 위한 세부협력 방안 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산동반도 블루이코노미존 개발계획
－－ 2009년 4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산동을 순방하면서 “해양산업을 적극 발전시
키고 과학적으로 해양자원을 개발하며, 우세 해양산업을 육성하고 산동반도 블
루이코노미구역을 만들자”고 지시한 것이 이번 계획 마련의 배경
－－ 여기서 블루이코노미 구역 이라 함은 임항(臨港), 임해(臨海) 및 해양산업 발달
을 특징으로 하고 과학적으로 해양자원개발과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지역 우세
산업을 특색으로 하고 경제, 문화, 사회 및 생태의 조화로운 발전을 전제로 하는
종합적 경쟁력이 뛰어난 경제구역을 의미
－－ 개발구역에 칭다오, 둥잉, 옌타이, 워이팡, 워이하이, 르조우, 빈저우 등 7개 도
시가 포함되는 데 면적 22.35㎢(그중 해면 15.95㎢), 인구 3,292만 명 등 1인당
GDP(2009)는 7,500달러
－－ 이 개발계획은 기본계획과 26개 세부 시행계획 및 7개 도시개발계획으로 구성
된 중장기전략으로, 2015년까지 현대 해양산업체계 구축, 2020년까지 해양산
업발달을 토대로 하는 현대화 실현을 목표
－－ 구체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해양산업단지, 해양과학기술 교육중심지, 국가
해양산업 개혁개방 선도구역, 해양생태 모범시범구역으로 개발할 계획
－－ 향후 한·중·일 3국 간 해양산업 협력, 투자무역의 편의 도모, 국경을 뛰어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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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물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한·중·일 경제 실험구로
육성할 전망
○○ 정책제언과 한국기업 참여방안
－－ 세부계획으로 국제협력 어젠다 마련, 한·중·일 자유무역 선행구역 육성 추진,
범황해 항만협력체제 구축, 임해산업단지 구조조정, 국제 해양레저단지 개발,
전략적 해양신산업 집중 육성 등 추진 필요
－－ 산동반도 블루 이코노미 구역은 중국의 중요한 제조업 기지로서 한국산업과
상호 보완성이 크므로 향후 한·중 해양산업 협력구역으로의 육성 필요
－－ 분야별로는 하이테크기술, 선진 제조업, 에너지 절감 및 환경 보호 산업, 해륙복
합운송을 포함한 현대서비스, 금융분야, 현대 농수산, 연해 관광, 문화산업 등의
한·중 협력 강화 추진
－－ 한국기술과 거대한 중국시장의 결합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한 협력모델 모색, 한국
기술과 중국제조의 제휴를 통한 제3국이나 해외시장 진출, 한·중 기술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공동 개척 등 모색

2) 정책적 기여
○○ 한·중 실질적인 해양협력 과제 발굴과 양국 해양주관부서의 정책 결정 지원
○○ 한·중 해양 신산업분야 상호 보완 및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여 한·중 간 새로운
해양 비즈니스 기회 창출

3) 기대효과
○○ 산동반도 블루이코노미구역 개발계획을 집중 조사·분석하여 파악
○○ 우리나라 해양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 및 사업 발굴
○○ 우리나라 해양 신산업의 중국시장 개척과 이를 통한 신 국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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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현황 및 전망
- 자원과 물류시장을 중심으로 연 구 기 간 : 2010. 6. ~ 2010. 12(7개월)
연구책임자 : 최재선 연구위원
(Tel. 02-2105-4901, e-mail: jschoi@kmi.mr.kr)
내부연구자 : 박문진 전문책임연구원, 김민수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루이훙 북경교통대 교수 외 2인

1. 연구목적
○○ 중국의 대 아프리카 투자가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아프리카 정
책 특히 중국의 아프리카 자원 및 물류시장에 대한 투자 현황과 문제점 등의 파악을 통
해 한국정부와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특히 물류 및 자원시장 진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의
물류 전문가에게 과제 위탁 의뢰
－－ 인터넷 자료 및 문헌조사
－－ 아프리카 진출 중국기업 면담 조사
○○ 중국 물류 전문가들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부 연구진 및 한국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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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아프리카 정책
과 진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물류전문가를 활용하고 향후 전망과 대한국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 특징임
－－ 즉 중국의 아프리카 정책, 경제교류현황, 물류 및 자원시장 진출 현황, 향후 전
망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제언 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중국의 아프리카 정책
－－ 2000년 ‘중-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창설 이후 3년을 주기로 정상급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사업 확정
－－ 2006년 중-아프리카 협력을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마련
<중국의 아프리카 정책>
협력 분야

정책명칭

‘중-아프리카 협력포럼 북경선언’（2000.10）

남
남
협
력

국
제
사
무

중
·
아
프
리
카
기
금

고
위
급
교
류

정
당
및
정
부
교
류

지
방
정
부
합
작

평
화
안
전

문
화
교
류

√ √
√ √

‘중국의 아프리카 정책백서’(2006.1)

√

‘중-아프리카 협력포럼 북경선언 및 행동계획’(2006.11)

√ √

‘중-아프리카 협력포럼 샤름엘 셰이크행동계획’(2009.11)

√

‘중-케냐, 중-아프리카 관계와 협력’（2010.1）

원
조
사
항

√ √

‘중-아프리카경제와 사회발전의 협력강령’（2000.10）
‘중-아프리카 협력포럼 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2003.12)

정
치
협
상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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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현황
－－ 2000년 이후 중-아프리카 교역 규모 폭발적으로 증가, 2000년 100억 달러에서
2010년 1,200억 달러 초과
－－ 2009년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달성한 프로젝트 수주 규모는 281억 달러로 중국
전체 대외 수주 규모의 36.2%를 차지, 2008년 대비 44.5% 증가
－－ 2008년 말 누계 중국의 대 아프리카 투자 규모는 260억 달러
－－ 2009년 말 중국기업이 참여하여 아프리카에서 부설한 철도 길이는 2,200km,
도로는 3,400km
○○ 대한국 정책 시사점
－－ 자원부국 투자와 더불어 물류투자도 동반함으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물류시장
진출도 함께 도모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외 원조정책에 따라 아프리카 진출전략 추진
－－ 중·아프리카 포럼 등을 활용한 정치·외교적 연대 강화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순방 강화,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연구 강화, 동반
성장 가능한 사업 발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점 협력대상국 집중 공략 등의 전
략이 필요

2) 정책적 기여
○○ 한국정부의 아프리카 정책 수립에 기여, 특히 전 방위적인 협력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아프리카 진출에 있어 한국의 ODA사업, KSP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성 극대화

3) 기대효과
○○ 우리나라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수립에 기여
○○ 한·중 대 아프리카 정책 정보 및 경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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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만 해양협력 현황 및 전망
연 구 기 간 : 2010. 11. ~ 2010. 12.(2개월)
연구책임자 : 최재선 연구위원
(Tel. 02-2105-4901, e-mail: jschoi@kmi.mr.kr)
내부연구자 : 박문진 전문책임연구원, 김민수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후넨주우 대만중산대학 교수,
허승추우 대만대외어업협력발전협회 전무,
보우쟈위안 대만카이난대 교수,
고우쟈쥔 대만성공대 교수,
천관안위 대만해양과학기술연구센터 연구원,
천궈어승 대만중앙경찰대 교수

1. 연구목적
○○ 한-대만은 유사한 지리적 환경과 경제성장 방식 및 민주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서태평양에 위치한 해양국가로서 해양 분야 협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한-대만
해양협력 현황 파악을 통한 향후 해양협력방안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한-대만 해양협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만의 해양 전문가에게 원고 위탁, 정책
자문 등을 의뢰
－－ 특히 해양정책, 수산, 해운, 해양과학기술 등 분야별로 전문가 집필진 구성
○○ 대만 해양 전문가들의 원고를 바탕으로 내부 연구진 및 한국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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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 아래 해양기반 신국부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이
해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서, 대만의 해양 전문가를 활용하고 분야별로 향후 한대만 간 협력과제를 제시
－－ 즉 수산, 해운, 해양과학기술, 해양법 집행, 해양정책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한-대만 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협력과제 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분야별 협력과제 제시
－－ 수산, 해운, 해양과학기술, 해양법, 해양정책 분야별 협력과제 제시
－－ 특히 수산분야에서 다랑어 등 관한 연구와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강화
－－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협력 강화
－－ 해양정책 분야에서 통합해양정책 운영경험 공유 등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 유력
< 중-대만 해양 분야별 협력과제>
구

분

내

용

- 다랑어, 오징어 및 꽁치에 관한 과학적(fisheries science) 연구
수산협력

- 다랑어 자원관리에 있어 양자 또는 지역수산기구에서의 협력 강화
- 수산물 교역에서 상호 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 해운 재개 및 해운협력관계 회복

해운협력

- 충분한 협상을 통한 윈윈 방안을 마련하여 해운 이익 균형 모색
- 해운정보 교환, 인적교류 강화, 한-대만 간 해운소득세 상호면제 및 WTO, APEC,
OECE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강화

해양과학기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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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관측 기술 교류 강화
- 환경보호 및 자원조사개발을 위한 탐사장비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강화

일반사업 03

구

분

내

용

- 정기적으로 해양법 집행에 관한 워크숍 개최
해양법 협력

- 순찰선의 상호방문, 인적 교류 등 실무기관의 협력체제 구축
- 정기적인 해상보안장관회의 개최
- 해양정책 연구기관간 연구협력 강화
• KMI와 대만 중산대 해양정책 연구센터 간에 협력체제 구축

해양정책 협력

- 해양정책분야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 해양정책 제정모델과 최적의 실천방식(best practice model),
해양사무 전담기구의 설치와 운영, 해양분쟁 등에 관한 문제

2) 정책적 기여
○○ 해양기반 신국부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여
○○ 한-대만 해양협력에 기여

3) 기대효과
○○ 해양기반 신국부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여
○○ 한-대만 실질적인 해양협력 강화
○○ 수산, 해양과학기술, 해양정책 등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강화
○○ 특히 대만의 해양위원회 설립을 앞두고 해양정책 분야에서 통합해양행정 운영 경험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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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얀마 해양정책 협력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0.12. ~ 2011. 2.(3개월)
연구책임자 : 최재선 연구위원
(Tel. 02-2105-4901, e-mail: jschoi@kmi.mr.kr)
내부연구자 : 박문진 전문책임연구원, 김민수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U Tin Tun, Dr. Win Mar, Daw Swe Swe Zin,
U Aung Naing Win, U Min Han Htet,
Daw Aye Aye Mon,
Daw Thet Thet(미얀마 해양대학교 교수진)

1. 연구목적
○○ 동남아 해양자원 부국인 미얀마와의 해양·물류협력 강화
○○ 개도국 해양 물류인프라 지원을 통한 동남아 진출 거점 확보
○○ 우리나라 해양·물류 경험 공유(KSP)를 통한 미얀마 시장 진출 확대
○○ 우리나라 해양 신산업 해외 시장 개척과 이를 통한 신 국부 창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미얀마 해양정책 분야를 해운, 해사인력, 항만, 조선, 수산 등으로 나누어 해양정책
전반적인 현황과 시장조사를 추진
－－ 미얀마 해양대학 총장을 비롯해 대표교수로 외부연구진을 구성하고, 분야별
팀제로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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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항만청, 해운청 등 정부기관 방문·면담, 양곤항만 및 물류기업 현지 방문
조사, 미얀마 주재 한국대사관 및 KOTRA, JSM Korea 등 미얀마 진출 기업 면담
등 수행

2) 연구의 특징
○○ 현재 미국의 경제제재로 유럽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가 미약한 상황에서 수산
및 해양자원 잠재력이 풍부한 미얀마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는 여건 제공
－－ 미얀마 해양정책 전반에 걸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향후 우리나라 해양 관련
기업이 미얀마로 진출하기 위한 정책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미얀마 해양수산 분야의 역사, 현황과 미래 트렌드를 해양정책, 해운·선원, 항만·
조선, 어업 및 해양협력 등 5개 분야로 나눠 설명
－－ 미얀마 해양정책은 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양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제시에 초점
－－ 국가 해운 및 항만의 현대화 및 시장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제시
－－ 전통적인 해운국가로 선원의 질 높은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외 국가와
해운협력 강화가 최근 트렌드
－－ 우리나라가 참여한 선원교육양성 프로그램은 미얀마 내에 확고한 자리매김
○○ 미얀마는 동남아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 항만, 조선 산업의 중요성 높음
－－ 미얀마 항만청(MPA)은 미얀마 내 항만정책을 책임지고 있으며, Dawei와
Kyukphyu지역에서의 심수항만 개발사업을 수행 중
－－ 아시아 최대 시장인 중국과 인도를 잇는 매개체로서 해운의 중요성 강조
－－ 미얀마 교통부(MOT)가 조선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가장 발전가능성 높은
분야 가운데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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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조선분야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며 한국은 세계1위의 조선강국
으로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미얀마는 값싼 노동력과 조선업에서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양국이 서로 이득 가능
○○ 미얀마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하나, 기술수준이 낮고, 자본이 부족하며, 시장이 협소
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윈-윈 전략이 가능

2) 정책적 기여
○○ 우리나라 선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얀마의 값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해운·선원정책으로 제시
○○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근거한 KOICA의 해외 개도국 지원사업 가운데 해양 개도
국 지원 사업을 위한 근거 제시
○○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통해 아프리카, 중남미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등 해양수산 자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에 기여
－－ 해외진출 국내 제조업 지원 및 자원외교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의 해양물류기업의 미얀마 진출 지원을 위한 이론적 근거 마련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가운데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에 반영
－－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기 수립된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을 토대로 미얀마 등 해양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 마련

3) 기대효과
○○ 미얀마 해양 분야 전반에 걸친 정책 현황 파악
○○ 우리나라 해양 물류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 및 사업 발굴
○○ 한-미얀마 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해양협력 기반 확보
○○ 동남아 해양연구·협력 확대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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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해양정책 협력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2. ~ 2011. 2.(3개월)
연구책임자 : 최재선 연구위원
(Tel. 02-2105-4901, e-mail: jschoi@kmi.mr.kr)
내부연구자 : 박문진 전문책임연구원, 김민수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Dr. Tridoyo Kusumastanto,
Dr. Grevo Gerung, Dr. Achmad Fahrudin,
Dr.Lucky Adrianto(보고르 대한 연안·해양자원연구센터)

1. 연구목적
○○ 동남아 해양·수산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해양협력 제고
○○ 개도국 해양 물류인프라 지원을 통한 동남아 진출 거점 확보
○○ 우리나라 해양·물류 경험공유(KSP)를 통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확대
○○ 해양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
○○ 우리나라 해양 신산업 해외 시장 개척과 이를 통한 신 국부 창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인도네시아 해양정책 분야를 법제도, 해운·항만, 해양관광, 수산 및 해양협력 등
해양정책 전반적인 현황과 시장조사를 추진
－－ 인도네시아 보고르 대학 연안·해양자원 연구소 연구원을 중심으로 외부연구진
을 구성하고, 분야별 팀제로 연구 진행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투자청, 서부자바 주정부 등 정부기관 방문·면담, 탄중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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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옥 항만 및 물류기업 현지 방문조사, 미얀마 주재 한국대사관 및 KOTRA, 해운
선사 등 미얀마 진출 기업 면담 등 수행

2) 연구의 특징
○○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발전 잠재력이 크며, 향후 우리나라 해양물
류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인도네시아 해양정책 현황과 향후 협력사업에 대해
소개
－－ 인도네시아 해양정책 전반에 걸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나라 해양
관련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미얀마 해양수산 분야의 역사, 현황과 미래 트렌드를 해양정책, 해운·항만, 해양관
광, 수산 및 해양협력 등 5개 분야로 나눠 연구성과를 제시
－－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의 해양정책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또한 해운항만 인프라가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인 해양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해안보호 및 관리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음
－－ 항만물류 인프라 확대를 포함한 2010~2014 PPP방식을 통한 인프라 계획을
수립했으며, 2010~2014년까지 항만물류 14개 분야에 총 29억 1,893만 달러
투입 예정
○○ 한-인도네시아 협력을 위한 제언
－－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국내 해운시장 진출은 J/V 형식으로 가능
－－ 국영 항만운영사인 PT Pelindo와의 협력이 항만시장진출의 전제조건
－－ 인도네시아 수산양식시장 진출은 민간기업의 투자확대로 가능
예)일본기업의 인도네시아의 굴양식장 운영
－－ 해양관광은 동부지역이 유망하며, 한국의 민간기업이 독립적으로 해양관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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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
－－ 협력은 첫째, 국영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파트너 선정, 둘째, 실현가능성 연구
(F/S)수행, 셋째, 협력프로그램 또는 사업의 발굴, 넷째, 협력을 위한 MOU 또는
협정의 체결 등으로 단계적으로 시행

2) 정책적 기여
○○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근거한 KOICA의 해외 개도국 지원사업 가운데 해양 개도
국 지원 사업을 위한 근거 제시
○○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통해 아프리카, 중남미를 포함해 동남아시아 석유 및 천연
가스를 포함한 해양수산 자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에 기여
－－ 해외진출 국내 제조업 지원 및 자원외교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의 해양물류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한 이론적 근거 마련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가운데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에 반영
－－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기 수립된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을 토대로 미얀마 등 해양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 마련

3) 기대효과
○○ 인도네시아 해양 분야 전반에 걸친 정책 현황 파악
○○ 우리나라 해양 물류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 및 사업 발굴
○○ 한-인도네시아 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해양협력 기반 확보
○○ 동남아 해양연구·협력 확대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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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재정비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3. ~ 2010. 12.( 10개월)
연구책임자 : 김범중 연구위원
(Tel. 02-2105-2824, e-mail: bjkim@kmi.re.kr)
내부연구자 : 이성우 부연구위원,
이주호·이언경·김찬호·김근섭 책임연구원,
송주미 연구원
외부연구자 : 곽규석·신창훈,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철웅·김재인 고려대학교 교수,
송인원 한국산업은행 부장

1. 연구목적
○○ 지금까지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전략과 글로벌 물류기업 및 주요 국가의 물류
시장 진출 전략을 점검하여 시사점을 도출
○○ 이를 기반으로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잔략 기조를 재수립하여 국내 물류산업 발전
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및 확대 방안, 그리고 국제물류투자펀드 등 진출지원 방안 등에
대한 주요 전략을 제시
○○ 핵심 세부추진방안을 심층 검토하여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로드맵을 제시
○○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물류산업이 역할할 수 있는 주요 추진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기존 정책의 검토를 통한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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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담당자 및 관련 업체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외진출과 관련한 현황과 문
제점을 분석하였고 검토내용을 기반으로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
한 전략을 수립
○○ 아울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물류 전문 교수진과 학연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
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를 진행하여 실행 가능한 전략을 도출
○○ 더욱이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는 고려대학교 교수진을, 국제물류투자펀드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산업은행의 펀드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한국해양대학교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간에 진행하고 있는 국제물류
학연 공동연구사업 1차년도 연구과제로서 중장기적인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며, 이를 기반으로 연차 연구에서는 보다 세밀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과 전략을 도출할 계획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해 왔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물류투자협의체 및 국
제물류투자펀드 등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전무한
실정
－－ 이는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경험 부족, 정부의 조정기능 부재, 물류 전문 인력
부족, 국제물류투자펀드의 높은 수익률 요구 등에 기인함
○○ 반면,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맞춤화 서비스, 녹색 물류시스템 구축, 비즈니스 모델
확보, 신규 물류시장 진출, 일괄 물류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해외 물류시장에 성공
적으로 진출
－－ 이를 통해 글로벌 물류기업은 글로벌 물류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 신규 시장
확보 및 수익 증대 등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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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내 물류기업의 실효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이
를 기반으로 글로벌 물류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물류기업들의 대
형화, 전문화, 조직화(동반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영토를 넓혀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국내 물류기업들의 실효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공적원조, 해외자원 개발
등 국가단위의 외교정책 및 타 산업과 해외 동반진출을 연계한 방안이 무엇보다
강구되어야 함
－－ 아울러 환경물류, 물류보안, 물류 IT, 물류컨설팅 등 물류분야의 신기술을 선제
적으로 도입하여 글로벌 물류영토 확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에 추진되어 온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국제물류투자펀드와 관련된 정책은 물론 해외 진출 시의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의 재설정이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물류기업의 실효성 있는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세부추진전략의 로드멥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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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글로벌 물류 정책 수립 및 추진의 전담기구로서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전(全)
단계를 컨트롤할 국제물류전담기구의 설립을 제안
○○ 물류정책기본법에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립을 제안
○○ 시장진출 지식공유시스템과 국내외 물류실무교육프로그램의 구축을 제안
－－ 현재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에서는 물류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국제물류아카데
미(가칭)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

3) 기대효과
○○ 국내 물류기업의 실효성 있는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기존 정책의 변환 및 재설
정을 제언함으로써 향후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신국부 창출의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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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수산협력 시범사업(2010년도)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 (12개월)
연구책임자 : 최재선 연구위원
(Tel. 02-2105-4901, e-mail: jschoi@kmi.re.kr)
외부연구자 : 홍성걸 전문연구위원, 성숙경 부연구위원,
박성준 책임연구원, 엄선희 책임연구원

1. 연구목적
○○ 남북 수산협력에 대비 세부 실행방안의 설계 및 실현성 제고방안 마련
－－ 북한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협력방안으로 남북수산협력 방안 마련
－－ 경협 방식으로 북한의 대외 수산협력 사례 연구 및 적용가능성 분석
－－ 남북 경협의 주요 부분으로 북한산 수산물 반입·유통 현황 및 문제 파악
－－ 남북이 합의한 북한 동해수역 남측어선 입어사업 추진 로드맵의 구체화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7개의 소과제로 세분화, 각각의 특성에 맞게 방법론 적용
－－ 일본의 대북정책과 북일어업협력 연구
－－ 북한 동해수역 남측어선 입어사업 세부 추진방안
－－ 전환기 북한 경제개발과 남북수산협력 미래전략
－－ 북한산 수산물의 유통 및 소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 북한산 수산물 반입 및 유통개선 방안
－－ 남북 수산협력 개선방안 연구
－－ 북한 수산업 대외협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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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거시적인 조망과 미시적인 세부 실행 방안 도출 목표의 조화 추구
－－ 거시적으로는, ‘일본의 대북정책과 북일어업협력’, ‘남북 수산협력 개선방안’, ‘북
한 수산업 대외협력’ 등의 연구가 있음
－－ 미시적인 세부 실행 방안 연구의 예로는 ‘북한 동해수역 남측어선 입어사업 세부
추진방안’, ‘북한산 수산물 반입 및 유통개선 방안’ 등이 있음
○○ 기 완료된 연구사업과의 연속성 및 연관성 확보 노력
－－ 특히 북한 동해수역 남측어선 입어사업 등 일부 실현가능성 및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사업을 기준으로 정책 방향 제시 수준을 한층 더 발전시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남북협력의 종합적 수산발전 계획 수립
－－ 특히 북한 수산물 반입·유통 구조 개선점 확인
○○ 남북 수산협력을 대비하여 우선순위 사업의 확정 및 로드맵 수립
－－ 대표적으로 북한 동해수역 남측어선 입어사업의 실현을 위해 남북 합의서의 초
안을 제시하고, 남북어업위원회의 운영 방안 제시
○○ 협력 효과의 극대화 위한 국제공조 방안 등 정책과제 제시

2) 정책적 기여
○○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및 이에 따른 5.24 조치로 남북한 간의 경협사업이 전면
중단 상황에 있음
－－ 북한 동해 관련 사업은 사업 특성상 특히 가변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
－－ 6자회담 재개 및 남북협력의 여건이 마련되는 경우, 수산협력 분야도 재개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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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와 달리 남북 수산협력 사업은 북한 개발이라는 대전제하에 종합적으로
재설계 필요성 제고에 기여
－－ 본 연구는 남북수산협력 과제 4년차 연구 과제로 이미 북한 현대화 방안이라는
대전제하에 연구 수행, 이와 같은 필요에 일정 수준 부응

3) 기대효과
○○ 남북 관계 정상화 시, 타 분야에 비해 신속하게 적응 가능
○○ 북한 대외 수산협력의 진행 상황 추적, 남북 협력 재개 시 남북한이 처한 대외적인
수산 환경의 파악에 활용
○○ 이를 통해 북한 현대화를 위한 국제협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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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주도권 확대 방안 연구(Ⅱ)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김성귀 선임연구위원
(Tel. 02-2105-4971, e-mail: sgkim@kmi.re.kr)
내부연구자 : 박수진
육근형
홍장원
이윤정

책임연구원, 최영석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철오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최희정 책임연구원,
연구원, 정지호 연구원

1.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이미 분석된 바와 같이 해양력을 중심으로 주도권을 확보한 해양 강대
국에 대한 의의와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 지구촌시대의 국제 해양문제에 있어서 주도권
을 확보하여 우리가 미래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정책 방안 도출을 목적으
로 하고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로서 먼저 주변 해양 강국들의 최근 주도권 정책 방향과 그
배경을 분석하고 개도국의 외국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외 해양분야 개발 수요를
조사한 바 이를 통해 개도국의 해양개발 수요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
도국 해양분야 협력 방안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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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인 해양 전략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가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본 연구는 장기적인 해양 개발 전략 수립의 일부로서 수행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주변국의 해양 전략을 보면 급속한 중국의 해군력 증대와 바다에서의 해적 행위와
테러 증가로 이에 대처할 해군력, 해경의 대처 능력 증대도 요망됨. 이러한 것들은
동맹국들과 더불어 양자간, 다자간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국가 협
력 네트워크 구성도 요망하고 있음
○○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초국경적 해양오염 문제,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 등
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해양환경 분야의 국제규범
이 구체화되고 이행준수체계가 강화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국제 의사결정 과정에 발
언권을 강화하고 국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 해양환경 협력체제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해야 함
○○ 개발도상국 지원에서 식량 사정 해결이 급선무인 경우는 수산업 지원이, 그리고 어
느 정도 개발 수준이 올라 간 경우는 항만, 어항, 유통가공 시설 등 다양한 해양수
산 기반을 구축하여 경제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틀을 갖도록 패키지 식의 지원
을 해야 할 것임
○○ 해외 해양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대상국가에 부
족한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여 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 기반, ODA 활
용이 필요함
○○ 해양에서의 국제적인 행사로는 국제모터보트쇼, 아메리카즈컵과 같은 국제적인 해
양스포츠 행사나 세계 해양포럼와 같은 국제적인 학술대회, 여수엑스포와 같은 국
제적인 전시박람회 등의 유치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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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국가 해양 정책 수립 등에 반영
－－ 현재 전 세계는 자국의 해양영토 확보와 해양을 통한 자원 확보를 위해 각종 해
양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해양 정책 목표·추
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국가 전략 수립에 기여
○○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해양을 통한 국제적 입지 강화, 해양산업 발전, 해양 영토와
해양 자원 확보 증대로 국제적인 해양문제에 대하여 주도권 확보가 가능케 됨으로
서 해양강국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임

3) 기대효과
○○ 국제 해양문제에서 해양 주도권을 잡아 해양강국이 되기 위한 목표 달성 전략으로
활용
○○ 국가 해양전략, 해양정책, 국제적인 해양 협력, 해양산업 전략 등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으로 해양 강국이 되기 위한 바탕 구축
○○ 각종 국가 해양 정책의 기초 자료 마련
－－ 기존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해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2010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171

제4장 일반사업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항만 구축 전략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김형태 연구위원
(Tel. 02-2105-2785, e-mail: htkim@kmi.re.kr)
내부연구자 : 최상희 부연구위원, 이주호 책임연구원,
김찬호 책임연구원, 이언경 책임연구원

1. 연구목적
○○ 2003년 이후 추진해 온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육성정책은 변화하는 2010년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고 있음. 특히 2000년대 후반기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북중국항만의 지속적인 항만개발, 일본항만의 전략항만정책 수립 등 2020년도의 동아
시아 으뜸항만 선점을 위한 인근국가의 자립항만구축정책에 대응하여 우리항만의 경쟁
력 및 국제적 위상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확보 및 이를 위한 선진항만 구축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2020년도를 목표로 향후 10여 년간 새로운 정책으로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선
진항만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세부추진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산업계 및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항만물류정책위원회를 구성, 6차례에 걸친 발표회
와 심도 깊은 토론회 개최
－－ 총괄위원회, 글로벌위원회, 물류시스템위원회, 항만기능강화위원회, 항만물류
기업위원회, 선진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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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항만공사 등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

2) 연구의 특징
○○ 이 연구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새로운 성장요
인 발굴과 이를 동력화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성격의 연구로서, 항만분야
산·학·정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심도 깊은 협의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임
－－ 선진항만 구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목표는 신성장동력 발굴과 서비스산업 육성
및 산업화를 전제로 글로벌 사회를 주도하는 정책방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추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동북아 으뜸항만 육성을 위한 새로운 항만경쟁력 제고방안 제시
－－ 으뜸항만과 수출입 거점항만의 구분, 으뜸항만의 육성(부산항과 광양항의 운영
통합), 항만경쟁력 강화 정책 등 세부추진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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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배후단지의 글로벌 물류·제조 복합거점 육성방안 및 실천과제 제시
－－ 고부가가치 물류비즈니스 강화전략 및 임항형 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제시
○○ 세계 제3위 글로벌 터미널운영사 육성 및 글로벌 항만시장 개척 촉진 방안 제시
－－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의 통합을 통한 항만운영사의 대형화, 글로벌항만 시장개
척전략의 전환, 항만 간 국제협력 강화
○○ 새로운 항만부가가치 창출사업 및 실천방안을 제시
－－ 크루즈 복합항만 건설, 랜드마크 건설, 항만경관고도화, 마리너 활성화, 포트르
네상스 사업

2) 정책적 기여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자료로 제공
－－ 2020년을 목표시기로 하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진항만 구현의
비전·정책목표·추진전략·세부추진과제 등을 제시하여 국가전략 수립 자료로
활용 가능
◈ 선진항만 구현 위한 수량적 목표치 제시
• 동북아대권역의 으뜸항만 구축
※ 북미·유럽항로의 초대형선 유치비율을 2015년 70%, 2020년 80%
• 항만배후단지를 글로벌 물류·제조 복합거점으로 육성
※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출자비율을 10% → 50%로 상향 조정
※ 입주기업의 환적 위주 물동량 처리비율 30% 상향 조정
• 세계 제3위권 글로벌 터미널운영사 육성
※ 2015년에 700만TEU, 2020년에 1,000만TEU 처리 목표
• 글로벌 항만시장 경영기반 확립
※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취급비율을 2010년 3.54% → 2020년 7.0% 확대
※ 항만하역매출액 규모를 2010년 2.2조 원 → 2020년 7.56조 원으로 확대
• 항만관광객 유치 통한 새로운 항만부가가치 창출
※ 2015년 내국인 150만 명, 외국인 50만 명을 유치하여 5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2020년에는 내국인 1,000만 명, 외국인 100만 명을 유치하여 1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확보
※ 명확한 목표관리 기준을 제시하여 수송사업자의 탄소저감 노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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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뜸항만 육성, 글로벌 물류·제조 복합거점 육성, 세계 제3위 GTO 육성 및 글로벌
항만 경영개척 위한 “항만산업발전법” 제정을 제안
○○ 2020항만정책으로의 반영 및 산업화 방안 강구 위한 “항만정책기획단” 구성을 제안
○○ 관광항만 육성 위해 “마리너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관광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건의

3) 기대효과
○○ 2020년대 선진항만 구축을 위한 국가항만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 우리나라 항만의 배후권역에서 벗어나고 있는 북중국지역과 일본지역 항만의 자립
구조 강화정책에 대응하여 우리 항만의 동북아대권역에 있어서의 으뜸항만 구축을
통해 환적물량의 지속 유치 가능
○○ 물류기능 일변도의 항만배후단지를 글로벌 물류·제조 복합거점으로 육성하여 고
부가가치 물류비즈니스의 강화,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 글로벌 제조기업 유치를
통한 물동량 창출과 고용·소득효과 극대화
○○ 2020년에 1,000만TEU를 처리하는 세계 제3위권 GTO 육성 및 해외시장 경영방안
제시를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 7.0% 및 7.56조 원의 매출액 확보
○○ 항만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2015년에 내국인 150만 명, 외국인 50만 명으로 5억 달
러, 2020년에 내국인 1,000만 명, 외국인 100만 명으로 10억 달러 부가가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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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산업의
선진 산업화 전략 연구(Ⅱ)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김정봉 연구위원
(Tel. 02-2105-2921, e-mail: jbkim@kmi.re.kr)
내부연구자 : 류정곤
홍현표
조정희
김대영

연구위원, 주문배 연구위원,
연구위원, 정명생 연구위원,
연구위원, 강종호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이헌동 책임연구원

1. 연구목적
○○ 우리나라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
부가가치·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산업 부문별 목표와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
－－ 수산업 부문별 선진 산업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 관계자 면접조사, 그리고 국내외 사례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
○○ 특히 연구결과의 객관성 확보 및 실효성 검증을 위해 정부, 관련 업·단체 및 전문
가로 구성되는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수산업 선진화의 비전 및 방향을 수립하는 총괄팀, 수산식
품산업팀, 근해어업팀, 양식산업팀, 해조류 바이오산업팀과 같이 총 5개 팀(전
문가 약 20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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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추진체계>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1차년도 기초연구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산업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과제들을 보다 구체화시켜, 우리 수산업을 ‘고부가가치·고소득
선진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부문별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데 연
구의 주안점을 둠
－－ 수산업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산업으로 근해어업에서는 대형선망어
업, 양식어업에서는 전복양식업, 그리고 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수산식품
산업과 해조류바이오산업과 같이 4대 부문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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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우리나라 수산업의 선진화 실태
－－ 국제통계(GTAP DB)를 이용한 우리나라 수산업의 국제적 위상 분석 결과, 우
리나라 수산업의 현주소는 매우 초라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예를 들
어 어업인 1인당 생산규모는 영국, 노르웨이, 미국, 스페인, 일본, 캐나다, 한국
등의 순으로 분석됨. 우리나라는 분석대상 19개국 평균(52,261$)의 절반 수준
(24,782$)에 불과한 실정
－－ 수산업 선진화 기회요인 : 양식어업의 성장 잠재력,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 수산물 소비확대, 글로벌화 등
－－ 수산업 선진화 제약요인 : 어업생산 감소, 어업경영 채산성 악화, 고령화, 기후
변화, 수산자원에 대한 국제규제 강화 등
○○ 수산업 선진화의 개념과 전략
－－ 개념 : “우리 수산업을 선진적 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요한 산업적 핵심
요소들의 개선”으로 정의
－－ 비전 : 수산업의 고부가가치·고소득 산업화
－－ 목표 : 세계 일류 글로벌 수산업 실현
－－ 3대 추진전략 : 규모화, 기업화, 글로벌화
○○ 4대 부문별 선진화 비전과 전략

<대형선망어업>
－－ 비전 : 대형선망어업의 규모화·복합화를 통한 선진화 달성
－－ 추진전략 : 자원관리 강화, 생산구조 효율화, 양륙·유통시스템의 현대화,
상품개발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및 수출시장 개척, 제도 개선 등

<전복 양식어업>
－－ 비전 : 전복산업의 글로벌화, 기업화를 통한 선진 산업화
－－ 추진전략 : 수출용 전복 생산단지 조성, 외해양식 도입, 생산자공동출하조
직 및 물류센터 조성, 전복 바이오산업화 등

178

5대중점연구과제 03

<수산식품산업>
－－ 비전 : 수산식품산업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 수산식품강국으로 도약
－－ 추진전략 : 수산식품기업 규모화·현대화, 신기술과의 융·복합화, 제도적
기반 구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해조류 바이오산업>
－－ 비전 : 바이오경제를 선도하는 해조류 바이오산업
－－ 추진전략 : 해조류바이오경제의 장기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해외원료 생산
기지 구축, 핵심분야 기술개발, 제도 개선 등

2) 정책적 기여
○○ 4대 부문별로 수산업 선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수산업 선진화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
① 「(가칭)수산업선진화지원법」 제정 및 관련 법제(수산업법 등) 개선
② 「(가칭)수산업 선진화 추진 종합대책」 수립
③ 「(가칭)수산업 선진화 추진단」 설치·운영
④ 대형선망어업 선단 축소 및 어장중심 양륙체제 구축 사업
⑤ 대형선망어업 생산-유통-가공-판매(수출)사업의 수직적 통합
⑥ 전복양식어업 규모화 사업(외해양식장 개발, 수출전용 생산단지 조성 등)
⑦ 전복 상품화 및 글로벌화 사업(속성장 대형전복 및 수출가공품 개발 등)
⑧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융·복합 사업(수산식품 규격화, 표준화, 설비 현대화,
기술 융복합, 수산식품 R&D 기능 강화 등)
⑨ 글로벌 수산식품기업 육성사업
⑩ 해조류바이오 실용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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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우리나라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
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핵심 산업으로서 어선어업(선망 고등어), 양식어업(전복), 신성장 동력으로서 수산
식품산업과 해조류 바이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Action Plan을 제시함으로써 주요
품목의 세계 일류 상품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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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GNP 시대 실현을 위한
해양기반 신국부 창출전략(Ⅱ)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최재선 연구위원
(Tel. 02-2105-4901, e-mail: jschoi@kmi.re.kr)
내부연구자 : 박광서
김태일
김민수
박문진

부연구위원, 홍장원 부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안요한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마창모 책임연구원,
전문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신승식
김운수
김도훈
심진범
정명희
이영주
김형미
이동형
홍성인
이준우

전남대 교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국립수산과학원 기술경영센터장,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전문위원,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 Fairs 이사

1. 연구목적
○○ 해양부문에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2020년까지 해양산업의 국내 경제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기반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해외 및 국내의 해양산업 동향과 해양정책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광범위한 문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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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실시
○○ 외부 전문가와 협동연구 실시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한
연구결과의 객관성 유지 및 품질 제고

분

야

성

명

소 속 / 직 책

해양산업
물류 부문

신승식
김운수

전남대 경상학부(교수)
인천발전연구원(연구위원)

수산 부문

김도훈

국립수산과학원 기술경영센터(센터장)

심진범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연구위원)

정명희

전북발전연구원 문화관광팀(부연구위원)

이영주

강원발전연구원 사회·문화관광정책실(연구위원)

김형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전문위원

이동형
홍성인
이준우

대구경북연구원 문화관광연구실(연구위원)
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
해양전시·컨벤션 발전방안(K. Fairs 이사)

해양관광
(지역관광)

조선 부문
해양신산업

○○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위상 및 성과, 과제 등에 투입산출분석 등 정량적인 분석기법
활용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해양에서 찾고자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
하는 성격의 연구로서, 해양산업 전 분야를 망라해 여러 기관의 연구진이 공동작업
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임
－－ 지금까지의 한국의 해양산업의 성과와 과제, 발전여건 분석 등을 통해 해양산업
의 GDP 비중을 2020년 10%까지 높이기 위한 대형과제 발굴에 치중
－－ 특히 향후 10개년 법정계획인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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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해양산업은 생산량과 수출을 중심으로 지난 30년간 높은 성장률을 나
타냈음
－－ 해양산업은 최종수요 가운데 수출의 비중이 81.8%로 전 산업 평균 30.1%보다
크게 높은 상황
－－ 해양산업의 중장기 발전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비(R&D)의 경우
2006년 이후 연평균 29.5%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
－－ 그러나 해양산업 총생산액 측면에서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의 비율은 79.2%로 우
리나라 해양산업이 두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
－－ 중간투입률과 중간수요율에 의한 전·후방효과를 도출하면 수산업을 제외한 대
부분의 해양산업이 전·후방 연쇄효과가 매우 낮음
－－ 해양산업에서 조선산업과 해운산업 이외의 저변을 확대하여 해양 분야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성과와 과제>
구 분

성과

과제

항

목

해양산업

전산업 평균

총생산액 증가율(1990~2007년)

12.2%

10.8%

최종수요의 수출 비중(2007년)

81.8%

30.1%

수출증가율(1990~2007년)

15.2%

12.8%

외화가득효과(2007년)

38.2%

0.0%

해양R&D 증가율(2006~2009)

29.5%

11.5%

낮은 부가가치율(2007년)

26.0%

40.1%

과도한 조선·해운의 비율(2007년)

79.2%

-

최종수요의 과소한 내수 비율(2007년)

18.2%

69.9%

57.1%

77.2%

낮은 국산화율(2007년)
낮은 해양R&D 예산(2007년)

중국의 44.8%, 일본의 32.0%, 미국의 8%

○○ 국내 해양산업의 부문별 추진 전략과 과제
－－ 해양산업의 부문별로 글로벌 환경변화, 국내 산업의 현황, 기존 발전전략 검토,
발전제약요인 등을 토대로 해양산업의 정책비전과 전략 도출
－－ ‘해양기반 신국부 창출’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 해양산업의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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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10% 달성’을 목표로 제시
－－ 해양산업 부문별로 해운물류항만산업, 수산업, 해양관광산업, 조선산업 등 기존
전통해양산업은 고도효율화를, 신흥 해양산업은 성장동력화로 정책방향을 설정
하고, 총 26개의 대형과제 발굴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부문별 추진전략과 과제>
발전전략

세부 추진과제
1. 해운 성장엔진 다변화

해운·물류·항만
서비스 고도화

2. 녹색 해운·항만 기반구축
3. 고효율·고부가치항만 육성
4. 글로벌 리더 물류기업 육성
5. 동북아 물류항만 게이트웨어 구축
1. 참다랑어 완전양식 산업화

수산업
미래가치 창조

2. 친환경 양식 산업단지 조성
3. 해조류 양식을 통한 해양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4. 갯벌어업 수출단지 조성
5. Aqua-pet 복합산업단지 조성
1. 해양레저·스포츠 진흥
2. 크루즈관광산업 육성

해양관광 신규수요 창출

3.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4. 거점형 해양관광공간 조성
5. 해양관광콘텐츠의 발굴과 육성
1. 선박금융시스템 구축
2. 조선인력 양성 방안 마련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3. 기자재 및 철강 연관 산업 육성
4. 신성장 동력 투자 확대
5. 융합화 기반 구축
6. 글로벌 조선리더로서의 역할 강화
1. 해저자원 탐사 및 생산기술 고도화
2. 해양에너지 규모화 및 융복합화

해양신산업 세계시장 선점

3. 대용량 고효율의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
4. CO2 해저지중저장 및 메탄가스 전환 기술 개발
5. 미래형 해상인공도시(Blue Eco-Polis)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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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보완
－－ 해양산업의 GDP 비중을 10%까지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제2차 해양수산
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기능 제공
○○ 국토해양연구회가 주관한 「국토해양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과 과제」 세미나
에서 정책대안 제시 및 토론(’10. 6)
○○ 전문가 워크숍에서 정책대안 제시 및 관련업계 요구사항 피드백(’10. 8~11, 5대 해양
산업별 각 1회)

3) 기대효과
○○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함으로써 해양 GNP 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자립,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 어젠다에 해양부문의 대응능력
강화
○○ 전통 해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흥 해양산업의 세계시장 선점 등을 통한 해양강국
도약에 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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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방안 연구(Ⅱ)
- 국제 해양교육·훈련기관 설립 및 운영 방안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황기형 연구위원
(Tel. 02-2105-2863, e-mail: khhwang@kmi.re.kr)
내부연구자 : 박광서 책임연구원

1. 연구목적
○○ 국제 해양교육·훈련기관 설립의 제도적·기술적·환경적·재정적 타당성 검토
－－ 제도적 여건 : 국제교육·훈련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국내 제도, UN 산하 국제
기구의 협력기관으로서의 요건 및 법적 지위 등
－－ 기술적 여건 : 다학제적 교육·훈련기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및 국내외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대 가능성 등
－－ 환경적 여건 : 분야별 교육 수요, 교육생 유치 가능성
－－ 재정적 여건 : 예산 확보 타당성
○○ 국제 해양교육·훈련기관 설립 및 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 기관의 성격, 설립 및 운영 주체, 연대 가능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 파악 및 유치전략
－－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기본방향, 운영방식, 교육훈련생 유치 방안, 시설 및 예산
소요, 재원조달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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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국내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 교육·훈련기관 설립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
육원, 광주과학기술원, 세계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UNEACE - UPAPC)
등의 전문가와 협력
－－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요인 및 국제 해양교육·훈련기관 설립
및 운영의 기본방향 검토
○○ 문헌자료 분석
－－ 각국의 교육 수요, 국제기구의 활동내역, 각국의 해양 관련 대학원에 대한 조사
를 광범위하게 실시
－－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어젠다와 개도국의 수요, 해양 관련 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공통분모 도출
○○ 국내외 사례조사
－－ 국제 해양교육·훈련기관과 유사한 국내 대학원과 해외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설립요건, 설립절차,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 수집
－－ 일본에 위치한 유엔대학(UNU) 본부와 분교 중의 하나인 ISA를 방문하여 현지
조사 실시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개발도
상국 지원 프로그램인 ‘여수 프로젝트’ 모체기관으로서 국제 교육·훈련기관의 설
립 타당성을 검토한 것임
－－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 측과 연구수행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였고, 유엔대
학 분교 설립 타당성 등 조직위에서 요구한 조사 수행
－－ 여수 세계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측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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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국제 해양교육·훈련기관 설립 형태
－－ 국제 교육·훈련기관의 성격은 크게 학위과정 유무(有無)로 구분
－－ 학위기관으로 대학원만 설립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대학원대학 설립
－－ 비학위기관은 학위과정 없이 단기 교육훈련 및 연수, R&D 중심의 국제기구를
의미
－－ 비학위기관을 설립할 경우는 이미 국제법인격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법인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서는 법인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함
○○ 설립 주체
－－ 기관 운영의 주체는 국가가 주도하는 방안,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 국가가 주도하여 학위기관을 설립할 경우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기관은 설치령 제2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관할 아래 운영
－－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은 과학기술연합 대학원 대학교(UST)의 사례에서와
같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거나,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같이 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별도의 학교법
인을 설립·운영하는 개별 법인형으로 구분
－－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을 설립해야 하는데,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이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국제기구
인 점을 감안하면, 사립학교 형식의 설립은 바림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비학위기관을 설립할 경우는 정부가 주도하거나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모두
용이
－－ 이 경우에도 국제기구와의 협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
○○ 협력대상 국제기구
－－ 국제 해양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할 경우 유엔 산하의 교육·훈련기관이나 해양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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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산하의 교육·훈련기관 중 유엔대학(UNU)은 기아, 인류의 생존·발전·
복지, 천연자원의 이용과 관리 등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학술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함. 따라서 기존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UNU 분교와 차별화된 해양부문의 주제를 내세울 경우 국내 설립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
－－ 유엔평화대학(UPEACE)은 UN의 이념, 즉 세계평화 증진, 인류의 진보의 장애
물과 위협 요인 제거, 인류의 이해와 화합, 평화로운 공존 등을 실천할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함. 2000년대 이후 환경안보, 천연자원 개발, 갈등 해결, 국제
법, 인권과 성(性) 등 그 분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서 국내에 해양부문에
특화된 프로그램의 UPEACE의 캠퍼스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국제기구를 설립 또는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제기구의 사무국과 MOU를 체
결해야 함
－－ 해양부문 어젠다와 관련하여 우선적인 협력대상 국제기구로 국제해사기구
(IMO),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
발계획(UNDP),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정부간해양학위원회(UNESCO-IOC)를
고려할 수 있음
○○ 프로그램 구성안
－－ 해양부문의 글로벌 어젠다, 개도국의 교육·훈련 수요, 여수 세계박람회의 주제
및 비전, 그리고 국내외 유사 프로그램의 하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
해양교육훈련기관 학위과정 교과목을 제시하였음

2) 정책적 기여
○○ 국제 해양교육·연구기관의 설립을 통해 여수 박람회의 개최 취지를 영속적으로 구현
○○ 여수 박람회의 시설 사후활용에 기여

3) 기대효과
○○ 여수 세계박람회의 Legacy
－－ 장기적으로 여수 박람회가 인류문명에 기여한 성공한 이벤트로 기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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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부문의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는 국가적 소프트파워 제고
－－ 국제 해양교육·연구기관을 통해 세계 각지 개도국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화된
교육·훈련 기회 제공 → 국가 이미지 제고
－－ 국제기구와 연계한 연구 수행으로 해양부문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안 제시 →
해양부문의 국제적 이슈의 해결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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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Tariff Setting Model
for Pacific Island Countries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박용안 연구위원
(Tel. 02-2105-2789, e-mail: yapark@kmi.re.kr)
내부연구자 : 이성우 부연구위원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UNESCAP의 제안사업으로서
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항만요율 구조 체계를 정비
－－ 1989년 UNESCAP은 UNDP와 공동으로 항만요율 정비모형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
한 바 있음
－－ 기존 연구와 정비모형을 바탕으로 항만요율 체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항만요율 결정 모형 설계, 항만요율의 수준 비교, 항만
요율의 정비방안에 대한 기존 문헌들을 조사하여,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방법과 연
구절차, 주요 결론 등을 검토함으로써 이번 연구에 반영하고자 함
－－ 아울러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항만요율에 대한 자료를 조사
○○ 한편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항만요율 수준과 항만요율 체계 조사와 항만에서 내륙지
간 물류체계의 효율화 지원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항만 요율
체계의 정비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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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UNESCAP의 국제협력과 지원 사업으로, 태평양 도서국가들에 요율 정
비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UNESCAP 회원국 간 국제협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임
－－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항만요율 정비를 통해, 동 국가들의 물류체계를 선진화하
여 회원국가들의 경제발전에 기여
－－ 항만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항만에서 내륙지간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지원할 예정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항만요율 표준 모델 제시
－－ 국가 간 동일한 수준과 동일한 기준의 항만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각국의 실정에 맞는 항만요율 구조와 수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표준 모델을 제시
－－ 표준 모델은 도입부, 정의와 적용기준, 세부 항만요율안 제시, trigger rule(자
동 요율 인상 조건), 기타 등으로 구성됨
○○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는 각국의 항만요율을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요율 산정 기준
을 단순화하고 동일화하는 방안을 제시
－－ 현재 적용되는 항만요율 적용기준은 연간 기준, 분기별 기준, 1항차 기준, 서비스
제공시, 선박의 gross registered tonnage (GRT), gross tonnage (GT), length
overall (LOA) 등으로 다양함
－－ 본 연구에서는 항만요율 적용기준을 선박의 GRT와 LOA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
○○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실질적으로 항만요율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조직,
추진 방안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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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항만요율 정비를 통해, 동 국가들의 물류체계를 선진화하여
회원국가들의 경제발전에 기여
－－ 항만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
－－ 항만에서 내륙지간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지원
○○ 연구결과를 UNESCAP과 공유하여, UNESCAP의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
－－ UNESCAP은 연구결과를 현지 조직인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SPC) 등을 통해 확산하고 공유

3) 기대효과
○○ 태평양 도서 주요 국가의 항만 관리와 운영 제도 개선효과
○○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개선 항만요율 체계를 정비하여 해당 국가들의 수출입 물류체
계 간접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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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odal Container Traffic Forecast for
ESCAP Region with Special Focus on Central
Asian Landlocked Countries
연 구 기 간 : 2010. 01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김수엽 부연구위원
(Tel. 2105-2743, e-mail: dahn@kmi.re.kr)
내부연구자 : 김민수 연구원, 정현욱 연구원
외부연구자 : 하동우(UNESCAP, Section chief), Steve Meyrick(Consultant)

1. 연구목적
○○ 아시아 역내 물류인프라 추가 건설 소요 파악 및 기존 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
－－ ESCAP 역내 아시아 지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물류시설 수요가 크게 증가하
였으나 투자재원의 한계 등으로 적시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물류 인프라 부족
등의 애로사항 발생
－－ ESCAP 역내 국가별, 지역별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 국가간 교역 및 통과 화물(컨테이너)의 효율적 처리에 필수적인 물류시설에 대한 투
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권역별/국가별 시설 배분 및 기존시설의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에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 연구
－－ 해당지역 경제상황 및 물류산업에 관한 국내외 문헌 수집
－－ 해당지역에 관한 선행연구자료 검토 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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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출장
－－ 지역 전문가 방문을 통한 해당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해당지역 직접방문을 통한 현황 파악 및 자료 수집
○○ 협동연구
－－ ESCAP 내 지역전문가 및 연구진들을 통한 적확한 데이터 수집
－－ Meyrick Associate와 ITPM 모형 개선 작업 실시

2) 연구의 특징
○○ ITPM 활용을 통한 장래 경제성장률 및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
－－ 전세계 경제성장률 및 컨테이너 물동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ESCAP와 KMI가 공
동으로 개발한 ITPM(Integrated transport Planning Model) 모형을 통해 장
래 경제성장률 및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
－－ 예측결과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물류시설 소요 전망 및 국가 간 시설
배분 계획 수립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ESCAP 지역은 지난 20년간 전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성장기조를 유지함
－－ 1981년 이후로 ESCAP 지역은 1990년대 말 아시아의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
고 전 세계 평균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성장기조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는 이 기
간 동안 고도성장을 이룩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향후에도 전 세계 평균성장률보다 2~3% 정도 높은 성장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 2008년 ESCAP 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56%를 차지함
－－ ESCAP지역은 2008년에 268,452천TEU를 처리하여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의 56% 정도를 처리하였음
－－ 이 중 동아시아 지역은 184,096천TEU를 처리하여 ESCAP 지역 컨테이너 처
리량의 6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태
평양 지역이 각각 23%, 5%, 3%를 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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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ESCAP 지역의 환적 제외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6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ESCAP 지역은 2020년에 환적물량을 제외하고 334,624천 TEU를 처리할 것으
로 예상됨
－－ 이 중 동아시아 지역이 242,209천 TEU를 처리하여 ESCAP 지역 컨테이너
처리량의 74%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태평양 군도가 각각 16%, 7%, 3%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됨

2) 정책적 기여
○○ 아시아 지역 내 물류시설 소요를 기반으로 한 국내기업 진출 참고 자료
○○ 개선된 ITPM 모델 획득으로 인한 향후 연구범위 확장 및 연구 역량 강화
○○ 연구결과 발표 및 연구보고서 배포를 통한 ESCAP 지역 내 KMI 인지도 제고

3) 기대효과
○○ ESCAP 회원국 및 아시아 국가들의 컨테이너 물동량 및 물류시설 현황 등 연구사
업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 공유
○○ 장래 물동량 전망 및 물류시설 투자 소요를 바탕으로 한 국내 물류기업 시장 개척
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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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물류협력 연구사업
- 중국 장강지역 진출방안 수립연구연 구 기 간 : 2010 . 3. ~ 2010 . 12 .(10개월)
연구책임자 : 김범중 연구위원
(Tel. 02-2105-2824 , e-mail: bjkim@kmi.re.kr)
내부연구자 : 최중희 부연구위원, 이주호 책임연구원,
김찬호 책임연구원, 김근섭 책임연구원,
김은수 책임연구원, 박문진 전문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린궈롱 상하이해사대학 교수,
왕창총 우한이공대학 교수,
장찐 서남교통대학 교수

1. 연구목적
○○ 중국 장강지역 물류시장 진출 방안 수립
－－ 중국 장강지역 물류의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성공적인 중국물
류사업 전개 방안 제시와 한·중 간 물류협력 방안 도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연구, 한·중 공동연구, 물류전문가 세미나, 현장면담조사 등
－－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출방안 도출을 위해 중국 물류전문가와 공동연구, 중국
세미나, 중국 주재 물류기업 면담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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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중국 장강 물류시장에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문제점, 물류정책,
사업구조, 유망사업 등 분석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출전략 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중국 장강물류시장은 중국 GDP 40%, 교역액의 33%, FDI의 42%를 차지하는 중국
최대의 경제권으로 중국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서부대개발에 따른 연평균
11.9%의 높은 성장세보이고 있다. 또한 ‘중장기 철도망계획’, ‘국가 고속도로망 계획’,
‘민용공항 개발계획’, ‘내륙수로 항만분포계획’ 등 대규모 교통물류인프라 개발을 추진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증가 및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기업의 진출 추진 모색
○○ 장강물류시장은 산업적 측면에서 외국기업의 바지운송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
며, 수익 향상을 위해 다단계 바지운송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높은 트럭킹비용과
지역물류업체의 독점적 구조로 인해 외국기업의 진입이 매우 어려움. 지역적 측면
에서는 장강 하류지역은 항만 클러스트 간 과당경쟁, 통일된 계획 부족, 종합적 운
송시스템 미비, 물류 표준화 및 정보화 부족 등이며, 상류지역은 물류기업의 규모
와 서비스 낙후, 물류서비스의 단순화, 관리주체 난립과 기업과 정부 간 실질적 협
력관계 부족 등임
○○ 중국의 12.5계획은 현재 발표되지 않았으나 12.5계획 중 물류산업 관련 계획은
2009년 4월 발표된 ‘물류업 조정 및 진흥계획’에 근거하여 계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주요 내용은 2011년까지 국제경쟁력을 지닌 대형 종합물류기업의 육성, 선진
기술·친환경·고효율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현대적인 물류서비스 체계 정립,
물류의 사회화·전문화 수준 제고, 제3자물류 비중 증대, 물류업의 규모를 더욱 확
대하여 물류업의 연평균성장률 10%이상 달성, 효율성 제고를 통해 현재 GDP 대비
사회물류총비용의 비중 감소 등임
○○ 낙후된 서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서부대개발은 물류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물류생산총액은 연 12.8%로 급증
하고 있으며, 2008년 도로, 철도, 수로 화물 운송량은 2000년 대비 각각 1.9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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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3.6배 증가하여 물류인프라 개선에 따른 물류시장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국제통로를 개발함으로써 내륙 국제물류체계의
구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충칭지역은 대형 거점기업이 물류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단계별 진출전략이 필
요함. 1단계로 우리 제조기업과의 동반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2단계로 현지 거점
물류기업과 합작을 통해 장강 바지운송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함. 3단계로 고
품질 물류서비스를 활용하여 3자 물류시장 진출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시장지배
력 강화 및 신규사업 진출로 지역 중심 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적 전략 필요
○○ 우한지역은 중부의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IT 솔루션 제공(생산관리, 제고관리 서비
스 등), 복합창고서비스, 복합운송서비스 등 토탈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3자물류서비스 사업 유망. 진출을 위해 중국물류기업과 합작이 필요하
며 지분투자, 자산확보율 제고, 경영권 확보 등의 단계별 전략 필요
○○ 난징지역은 장수성 경제개발의 중심지로서 장강에서 외항선이 운항할 수 있는 마지
막 항구이다. 난징항은 향후 세계 100대 항만에 진입할 선두 항만으로 선정될 정도
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항만이다. 장강지역의 물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형
물류거점 반드시 필요. 합작투자를 통해 신규로 개발하는 난징항의 롱탄컨테이너터
미널사업에 참여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업 확장 및 신규사업 참여 필요. 이를 통해
터미널 운영에 따른 운영수익 창출, 터미널과 배후물류단지 간의 연계를 통한 장강
화물의 국내항만 유치, 장강유역 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우리나라 항
만물류기업의 중국진출 가속화 가능

2) 정책적 기여
○○ 민·관·학의 각 부문별 한·중 간 물류분야 협력방안 제시
－－ 한·중 물류협력 채널 정례화
－－ 물류기업 대형화 및 장강지역 진출 지원 촉진
－－ 복합운송 및 3자 물류 촉진
－－ 연구부문 교류 활성화
－－ 한·중 간 투자협력사업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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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중국 장강유역의 지역별 물류 애로요인, 구체적인 진출방안 등을 작성함에 따라 단
순한 연구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장강유역 물류시장 진출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 향후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진출가능성 판단 기초자료 제공
○○ 중국 장강유역 경제 및 물류 관련 기존의 정책적 평가를 실시하고, 최근 정책, 시스
템, 인프라, 수급상황 등 기본 정보에 대한 체계적 정리를 통해 장강물류시장에 대
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
○○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에 세계 물류시장의 절대적인
수요국가인 중국진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장단기 정책수립에 기본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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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목장 효과측정 및 모니터링
연 구 기 간 : 2008. 3. ~ 2010. 3.(24개월)
연구책임자 : 김대영 부연구위원
(Tel. 02-2105-2868, e-mail: mobydick@kmi.re.kr)
내부연구자 : 신영태
조정희
김수진
이승진

선임연구위원, 류정곤 연구위원,
연구위원, 이정삼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설경 연구원,
연구보조원

1. 연구목적
○○ 통영바다목장의 사후 관리이용체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통영바다
목장의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 현행 관리이용시스템의 개선점과 성공적 정착 방향
을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통영바다목장 이용관리 실태와 문제점 발굴을 위해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
여 수행
－－ 실태조사는 자율관리공동체 대표와 어업인, 지자체 담당자의 면담을 통해 바다
목장 이용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설문조사는 통영바다목장 수산자원관
리수면을 이용하는 어업인과 유어낚시객을 대상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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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현실성 있는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실시
－－ 현행 수산자원관리수면 해역관리, 조직관리 등의 문제점 파악과 미래 지향적인
관리이용시스템 방향 도출에 활용

통영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이용자별 모니터링, 효과분석

관리이용체계 문제점 도출

- 어업별 이용실태, 경영수지
- 유어낚시 실태

- 해역 관리 및 관리 조직
- 관리이용 규정 검토
- 경제성, 정책적, 기술적

미래 지향적 관리이용시스템 구축
성공적 바다목장 정착에 기여
- 관리이용시스템 발전 방향
- 관리수면 이용 극대화

2) 연구의 특징
○○ 1998년 우리나라의 시범바다목장 중 처음으로 시작되어 2007년 종료된 통영바다
목장을 대상으로 바다목장의 이용 극대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향을 제시하였음
－－ 정부에서는 어업인들의 과도한 어획과 무분별한 연안 개발에 따른 자원고갈 방
지, 새로운 어업생산시스템 도입으로 수산물 수급안정, 일반 국민들의 바다 수
요에 부응, 수산과학기술의 종합화 달성 및 기르는 어업의 실현을 위해 5개소
(통영, 여수, 울진, 태안, 제주)의 시범바다목장을 추진하고 있음
－－ 시범바다목장의 성과를 연안어장에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전국에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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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현행 통영바다목장 이용관리 문제점 도출
－－ 통영바다목장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관리수면의 무용론, 이용자 규제 불순응 및
불법어업 성행, 통영바다목장의 가시적 효과 미흡, 자율적인 관리체계의 불완전
등을 들 수 있음
○○ 통영바다목장 효율적 사후관리 개선 방안 제시
－－ 과학적인 자원증대 효과 및 소득 증대 가능성 증명, 이용자의 확대(선상낚시 포
함), 체험관광과의 연계, 관리수면 범위의 재조정 등을 통한 바다목장 이용의 다
각화를 모색
－－ 통영바다목장 자율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실제 조업 어업인의 참여, 어업인과
유어낚시객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규정의 홍보 강화, 통발 및 자망
어업의 복합어업으로 전환 검토
－－ 어획물관리센터의 정상 운영, 어획물 브랜드화 및 직판 기능 강화, 양륙 어업인
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어획물의 부가가치 제고
－－ 통영바다목장의 자원조사 및 효과측정에 근거한 지속적 관리모니터링 체계의 구
축,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규정의 수정·보완
○○ 통영바다목장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
과 지원,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와 노력이 선행 필요

2) 정책적 기여
○○ 「통영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규정」 보완 반영
－－ 2010년 1월 수산자원관리수면 재지정에 기여
－－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규정 중 생태체험장 등의 지정에 근거 마련
○○ 경상남도, 통영시의 통영바다목장 이용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
－－ 통영바다목장 관리위원회 설치 및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의 내용 및 역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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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바다목장의 효율적 이용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한 친환경 어업으로의 전환과 자율관
리어업 정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어업생산 육성
○○ 바다목장 사후관리 기준 제시로 다른 시범바다목장 및 연안바다목장의 추진에 성공
사례로 활용 가능
○○ 쾌적한 해양환경 제공을 통한 일반국민의 바다 이용 수요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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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제2산업단지개발계획 용역
- 학술부문연 구 기 간 : 2008. 07. ~ 2010. 2.(11개월)
연구책임자 : 이성우 연구위원
(Tel. 02-2105-2830, e-mail: waterfront@kmi.re.kr)
내부연구자 : 김근섭 책임연구원, 송주미 연구원,
이진주 연구원, 오연선 연구원

1. 연구목적
○○ 율촌제2산업단지 인근의 산업용지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율촌제2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기 위한 입주업종 선정,
사업시행시기 및 시행방안 등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연구(literature survey),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설문업체를 통한 설문 실시
등을 통해 연구

2) 연구의 특징
○○ 정부부처와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율촌제2산업단지 부지와 항만배후단지
장래계획 부지의 위치 변경 등 실질적인 조치를 유도
－－ 2015년 이후 개발 예정인 항만배후단지 부지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개발시기
의 차이로 인한 부지활용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도로기능 등의 효율성을 유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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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율촌제2산단 유치가능 업종선정 및 입주수요조사 실시
－－ 입지수요 설문조사, GL지수분석 및 TSI 지수 분석등을 통해 섬유, 자동차, 자동
차 관련 부품, 전기전자, 화학제품, 기계, 철강, 음료 등으로 분석 율촌제2산단
유치가능 대상업종을 선정하였음
－－ 국내외 수요를 통한 율촌제2산업단지의 입주희망 주업종은 기계, 음식료품, 전
기전자 등으로 나타났으며, 입주수요는 약 1,869천㎡로 나타남
－－ 율촌 제2산단의 입주수요(1,869천㎡)는 개발계획(안) 결과비교 순산업용지
(2,718천㎡)의 약 68.8% 차지
○○ 항만배후단지와 율촌제2산단 위치 변경 등을 통한 토지활용도 증대
－－ 산업단지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일반부두의 위치를 변경하고, 항만배후단
지를 컨테이너부두 장변과 연접 배치함으로써 컨테이너부두와 항만배후단지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
－－ 2011년 상반기에 고시될 예정인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안) 반영 검토
<기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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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 시기 및 시행방안 검토
－－ 산업용지 부족, 율촌제2산업단지에 대한 입주수요조사 결과, 광양항 물동량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의 조기개발이 시급함
－－ 산업단지 개발기간은 2010~2020년으로하며 1-1단계 및 1-2단계로 구분 시행
－－ 항만배후단지(유보지)는 산업단지 개발 조성시기를 고려하여 1-3단계 및 1-4단
계로 구분 시행
－－ 관련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하며, 전라
남도(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공공개발방식으로 우선 추진하되 추후 필요 시
민관합동방식을 검토함
○○ 준설토 투기장 양여
－－ 준설토투기장 중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일정부분 양여가 필요하며 적정 가격의 유상양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토해양부, 전라남도(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감정평가사를 각각 추천하여
조사된 감정가격에 의거 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정책적 기여
○○ 율촌제2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안,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최종심의 통과
－－ 2010년 3월 개발계획 변경 신청 이후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0년 6월 최종 승인

3) 기대효과
○○ 산업용지를 조기에 공급하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기업유치 및 원활한 생산
활동 지원
○○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율촌제1산업단지 등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유기적 연계 개발
로 광양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산업단지 조성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한 경제적 거점 지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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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 연안관리지역계획(안)
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 2008. 7. 24 ~ 2010. 5. 9(21개월)
연구책임자 : 최희정 책임연구원
(Tel. 02-2105-2776, e-mail: chj1013@kmi.re.kr)
내부연구자 : 윤진숙 연구위원, 최지연 책임연구원,
손규희 책임연구원, 정지호 연구원
외부연구자 : 정명국 (사)한국연안협회 책임연구원

1. 연구목적
○○ 「연안관리법」제9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등)에 근거한 천수만(태안군)연안의 효율
적인 보전·이용·개발을 위해 연안관리통합계획의 범위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 계획수립의 목적은
• 천수만(태안군연안)의 보전·이용·개발 수요 관리 및 방향 제시
• 천수만(태안군연안) 육역과 해역의 통합관리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개별 법률과 상위계획상 연안관리 사항 검토, 연안환경과 사회경제적 이용·개발수
요 분석, 연안관리 여건 및 문제점 분석, 연안관리 기본방향 설정,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설정, 부문별 연안관리방안(안) 제시 등 단계를 거쳐 수립하였음.
○○ 관련 부서 협의, 지역주민 면담, 현장답사, 연안지킴이 설명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
을 수렴하고 현안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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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된 자료는 연안용도해역 및 해역기능구 설정의 기초자료로 가공하기 위하여
GIS 활용

2) 연구의 특징
○○ 「연안관리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지자체 관할 연안의 관리 기본목표와 정책방향
을 정하고 구체적인 연안관리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계획(안)은 전문가 참여, 관계기관 협의, 지역·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합의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
－－ 특히 연구기간 중 「연안관리법」전면 개정으로 변화된 연안관리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담당자와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연구의 내용은
① 연안환경의 현황 및 관리여건 분석
② 관할 연안범위 및 계획수립 대상연안 설정
③ 연안의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④ 통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⑤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관리
⑥ 자연해안관리목표제 관한 사항
⑦ 연안정비사업 방향 등
○○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설정
－－ 천수만(태안군연안) 연안관리지역계획 계획구역은 총 93.03㎢로 연안해역이
70.86㎢, 연안육역 22.17㎢ 임
○○ 연안관리의 기본목표 및 관리방향 제시
－－ 연안 보전·이용·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안공간관리체계 구축
－－ 건강한 수산자원의 확보·유지와 해양생태계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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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연안지역발전 도모
○○ 부문별 연안관리 방안 제시
<천수만(태안군) 연안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 내용>
추진전략

세부 추진 내용
천수만 연안·해양서식지 인벤토리 작성 추진, 천수만 수산자원의 자원회복 및 조성,

생태계

천수만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적정 양식시설 유지·어장정화 사업 추진,

건강성 증진

천수만에 영향을 미치는 육상기인오염원 저감 대책 수립, 마을하수도 확충 및 처리
능력 극대화, 농약·비료의 과다사용 억제 대책 마련

기후변화

지역 특성에 부합한 연안정비사업 추진, 어촌체험마을과 어항 등 통합적 경관 정비

대응 강화

사업 추진

연안
거버넌스 구축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연안 갈등관리 역량 강화, 연안이용·개발·보전의 조화를 위한 연안공간관리체계
마련,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비효율적 공간이용형태 개선 노력 필요, 황도
를 거점지역으로 하여 연안관광개발의 추진
연안관리지역계획 이행 평가 체계 구축 및 운영, ‘천수만 연안관리 협의회(가칭)’설치·
운영, 연안지킴이 활성화, 연안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방안, 연안관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

○○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관리
－－ 연안용도해역별 면적은 보전연안해역이 66.27㎢로 약 93.52%, 관리연안해역이
3.70%인 2.62㎢, 이용연안해역이 1.72%인 1.22㎢, 특수연안해역은 1.06%인
0.75㎢를 차지
－－ 또한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용상태 및 기능에 따라 연
안해역기능구 설정

2) 정책적 기여
○○ 이 계획(안) 마련으로 연안의 보전, 이용,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안공간관리
체계 구축, 건강한 수산자원의 확보와 유지, 해양생태계 기반의 관리체계 구축,
자연·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천수만(태안군)연안지역 발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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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천수만(태안군)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 개발, 보전을 도모
○○ 연안용도해역의 지정으로 연안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계획적 관리의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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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해양레저단지(어항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 구 기 간 : 2008. 11. ~ 2010. 2.(16개월)
연구책임자 : 이종훈 부연구위원
(Tel. 02-2105-4973, e-mail: sinto@kmi.re.kr)
내부연구자 : 홍장원 책임연구원, 이윤정 연구원,
이종필 부연구위원
외부연구자 : 유진근 건일엔지니어링 이사 외 1인

1. 연구목적
○○ 본 과업의 목적은 평택항과 주변 연안공간을 활용한 해양레저단지 조성을 통하여 항만
내 친수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해양관광 활성화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음
－－ 평택항과 주변 공간을 둘러싼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해양레저
단지 개발 구상안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마련
－－ 어업 활동 개선을 위한 어항시설 및 어촌관광 시설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래 국제 관광객 유입에 대비한 해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을 수립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지역의 일반 및 관광 여건을 토대로 개발 콘셉트 구상
○○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개발가능성 타진
○○ 평택 지역 방문객의 관광형태 및 희망 도입시설 설문조사
○○ 국내 항만 및 도시계획 전문기관과 개발부문에 대한 공동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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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과업의 목적은 평택항과 주변 연안공간에 해양레저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항만 내
친수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해양관광 활성화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적용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평택시는 항만기능 중심의 연안공간 개발로 인하여 자연 해안선이 상실되었고 연안
친수휴양 기능도 악화되었으며, 지역 내 어업활동 기능 또한 크게 위축된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평택시 항만시설과 배후 연안공간의 여건변화를 고려한
해양레저단지 조성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쇠락한 어업기반 여건 확충과 연안친수공
간 조성을 계획하였음
○○ 해양레저단지는 문화상업지구, 생태체험지구, 숙박휴양지구, 친수레저지구 그리고
씨포트지구(어항구)로 총 5개 지구로 구분하였으며, 초기단계에는 어업인의 어업활
동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어항구에 간이어선접안시설, 바다낚시공원 및 휴게
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음
○○ 본 과제에서는 해양레저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시 연안공간의 특색을 반영한
해양축제와 관광프로그램의 다양화, 안내체계 구축,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 특산
물 판매 활성화를 통한 어업 외 소득증대 방안 등을 검토, 제시하였음
○○ 한편 사업계획 대상지가 항만구역 내 위치하므로 평택시청, 지방해양항만청과 국토
해양부 등 관련 중앙부처를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 간의 긴밀한 협조와 이해를 필
요로 하고 있음
○○ 어항구를 포함한 평택 해양레저단지는 연안 관광활동 수요 증가와 인근에 추진 중
인 다양한 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친수공간을 매개로 항만과 배후도
시를 연계 개발한 선도사업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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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향후 무역항인 평택항이 관광과 휴양 그리고 해양레저와 어업활동 등 다양한
concept을 지닌 복합적, 다기능 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추진과제를 제시
하고자 함

3) 기대효과
○○ 무역항에 대한 새로운 활용방안 제시
○○ 생태체험, 숙박 및 휴양, 친수레저, 문화상업 그리고 어항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입 시설을 검토함으로써 장래 무역항 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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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컨테이너 크레인 기술개발(3차)
연 구 기 간 : 2008. 10. ~ 2010. 1.(15개월)
연구책임자 : 최상희 부연구위원
(Tel. 02-2105-2888, e-mail: shchoi@kmi.re.kr)
내부연구자 : 김범중
김우선
이주호
원승환

연구위원, 김형태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하태영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찬호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1. 연구목적
○○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 R&D 사업으로 HECC(High Efficiency Container Crane)의
최종 성능평가 시뮬레이터 개발과 HECC 전용터미널 개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자 함
－－ 급변하는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따라 세계 대형 항만들은 초대형선 유치를 위한
중심항만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음
－－ 국가적 차원에서 대형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효율 항만시설의 개발
과 운영을 통해 항만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HECC의 적용방안 수립을 위하여 환경변수를 도출하고 조건을 분석
○○ HECC의 생산성 분석을 위하여 개발한 시뮬레이터를 활용
○○ HECC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NPV, B/C Ratio, IRR 등을 사용
○○ HECC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FNPV, PI, FIRR 등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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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 연구내용 중 HECC의 적용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신선대컨테이너터미날, 부산신
항만, 코리아테크인스펙션, 한국허치슨터미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 연구내용 중 HECC의 제어기술과 관련하여 하나티앤이, 서호전기 등 관련 업계
의 의견을 수렴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 R&D 사업 「지능형 항만물류시스템 기술개발」의
세부과제 ‘고효율 컨테이너 크레인 기술개발’의 최종연도로서 기술 개발이 완료된
HECC의 적용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점이 특징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HECC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물리적, 운영적 요구조건과 적용방안을 제시
－－ HECC 적용을 위한 환경변수를 도출한 후, 이에 따른 적용 조건을 분석하고 적
용방안을 수립
－－ 적용방안에서는 HECC를 터미널에 적용했을 때 터미널 시설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요구되는 조건이 분석됨
－－ 검토 항목으로, 물리적 측면에서는 안벽 인프라 시설, 안벽 장비 시설, 이송 장
비 시설을, 운영적 측면에서는 안벽 장비 운영 호환성, 터미널 운영 시스템, 탠
덤 운영, 인력을 포함
○○ HECC의 세부적인 성능 평가, 이송차량 대안 평가, 터미널 병목 분석 등에 활용 가
능한 고급 성능분석 프로그램을 개발
－－ 성능분석 항목을 정의한 후, 성능분석 모형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개발
－－ 프로그램에는 컨테이너크레인의 세부적인 운영전략, 이송차량 대안의 운영 프
로세스, 통행 제어, 장비 연계 작업, 병목분석 로직 등을 반영
○○ 생산성 분석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HECC의 성능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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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 분석을 위해 분석 환경과 시나리오, 생산성 평가 항목을 선정
－－ 생산성 분석은 개발된 HECC 고급 성능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한 시뮬레이션에
의해 수행
○○ HECC 적용의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
－－ 경제성 분석을 위해 하역시스템의 편익과 비용을 추정
－－ HECC의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성을 기존 트윈 컨테이너크레인, 탠덤 컨테이너
크레인과 비교·분석

2) 정책적 기여
○○ 항만 하역장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
○○ 항만 하역장비 전문 기업 및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
○○ 국내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

3)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 전기, 전자, 기계 등 다양한 첨단 분야로의 기술적 파급효과
• 첨단화된 기술개발로 세계 컨테이너크레인 기술시장을 선점
－－ HECC와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시설 및 성능 개선으로 동 시스템을 응용한
항만플랜트를 개발하여 수출함으로써 항만개발을 새로운 산업형태로 발전
○○ 사회·문화적 측면
－－ 컨테이너터미널은 HECC 설치를 통해 보다 많은 물동량을 유치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
－－ HECC를 설치한 컨테이너터미널의 지역 홍보 효과
• HECC가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해외 혹은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통한 방
문이 이루어질 것이고 해당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 경제·산업적 측면
－－ HECC를 항만에 적용할 경우 고효율, 저비용의 항만건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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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항만의 경우, 항만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고, 선사에는 재
항비용 절감을 화주에는 수송시간 단축과 상품의 유통비용을 절감
• 기존항만의 경우, HECC의 일부 기술을 응용, 적용함으로서 기존항만의 하역
장비에 대한 생산성 확보
－－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항만에 접안할 경우 고속 하역으로 해상운송의 리드타임
감소
• 우리 항만에 환적 화물을 유치, 동북아 물류중심지와 허브 항만을 구현
－－ 우리나라가 21세기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허브항만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 마련
• 항만 하역장비 제조업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신기술 접목으로 국
내산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블루오션을 창출
• HECC 개발로 항만시설 운영의 첨단화를 구현함으로써 첨단항만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있는 항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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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안벽 설계기술개발 중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연 구 기 간 : 2008. 10. 12 ~ 2010. 1.11(15개월)
연구책임자 : 전찬영 연구위원
(Tel. 02-2105-2823, e-mail: cyjun@kmi.re.kr)
내부연구자 : 이종필 부연구위원, 김우선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김재운(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신혜선(삼일회계법인, 회계사)

1. 연구목적
○○ 지능형 항만물류시스템 6차년도 개발연구 중 하이브리드 안벽개발에 대한 경제성 및
타당성을 검토
○○ 이를 통하여 하이브리드 안벽기술의 해외수출가능성을 검증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부창
출이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재무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
－－ 금융재무분야 자문 수행(전문 회계법인)
○○ 관련 연구기관 간 협조체제 유지
－－ KMI 조사팀 + 하이브리드 안벽 처리 물동량 분석팀 + 선박기술팀 + 장비팀 +
하이브리드 안벽개발 엔지니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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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일반적인 정부투자를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연구가 아닌 민간의 기술개
발을 지원하는 사업임
○○ 따라서 기술개발의 이익은 투자 기업이 소유하며, 정부는 기술의 국부창출적 측면
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 따라서 하이브리드 안벽 개발의 경제성 분석 시 재무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을
수행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하이브리드 안벽 운영구조의 설정 및 가정
－－ 하이브리드 안벽개발의 필요성 검토를 위한 기본 구조를 안벽에서 물동량을 모
두 처리하는 방안 vs. 육측 안벽 및 하이브리드 안벽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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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선박 및 처리물동량
－－ 15천 TEU급,
시나리오 1: 894 VAN,
시나리오 2: 1,341 VAN,
시나리오 3: 1,788 VAN을 처리하는 것으로 가정
○○ 분석결과
－－ 시나리오별로 하이브리드 안벽에서 처리할 때 육측에서만 처리할때와 비교하여
경제적 재무성은 0.57~4.33%(세전 불변수익률)까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하이브리드 안벽 개발의 경제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 >
시나리오 1
구분

육측

육측 +
하이브리드

시나리오 2
육측

육측 +
하이브리드

육측하역

육측 +
하이브리드
8.68%

세전 불변수익률

5.00%

5.57%

5.41%

7.99%

4.35%

세후 불변수익률

3.94%

4.57%

4.30%

6.69%

3.39%

7.30%

세전 경상수익률

5.16%

5.75%

5.58%

8.24%

4.49%

8.95%

세후 경상수익률

4.07%

4.71%

4.44%

6.90%

3.50%

7.53%

자기자본수익률(ROE)

8.12%

8.44%

8.72%

11.77%

7.27%

12.64%

2030년

2029년

2029년

2017년

2030년

2017년

0.24

0.32

0.26

0.44

0.20

0.48

최초배당발생시기
최소단순DSCR
최소누적DSCR

0.24

0.32

0.26

0.44

0.20

0.48

최대단기차입시기

2026년

2026년

2026년

2026년

2026년

2026년

최대단기차입금
(백만원)

269,663

377,104

237,305

200,306

319,654

151,399

6년

5년

5년

3년

7년

2년

단기차입발생기간

2) 정책적 기여
○○ 지능형 항만물류시스템 개발 6차년도 연구결과에 반영
○○ 하이브리드 안벽개발 기술 상용화 및 수출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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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과제 08 - 107

3) 기대효과
○○ 하이브리드 안벽 기술 개발 촉진
○○ 하이브리드 안벽 기술의 해외수출
○○ 모바일 하버 기술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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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경영실태 및
어업인 인식도 조사
연 구 기 간 : 2009. 3. ~ 2011. 1.(10개월)
연구책임자 : 류정곤 연구위원
(Tel. 02-2105-2845, e-mail: jkryu@kmi.re.kr)
내부연구자 : 조정희 연구위원, 김대영 부연구위원,
이정삼 책임연구원, 남수민 전문연구원, 김태형

1. 연구목적
○○ 어업구조 조정 등 정책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근해 어업 경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함
○○ 근해어업, 연안어업, 마을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효율적인 자원관리 방안 도출을 위한
어업별 설문조사 실시 및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경영실태분석은 지역별 어선 규모별 표본을 선정하여 현장 면접조사와 전화 설문
조사를 병행 실시함
－－ 근해어업의 경영실태 조사
－－ 연안어업의 경영실태 조사
－－ 구획어업의 경영실태 조사
－－ 정치망어업의 경영실태 조사
－－ 마을어업의 경영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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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인 인식도 조사는 현장 면접조사와 전화설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함
－－ 어촌의 비전 및 어가 현황
－－ 불법어업 대책
－－ 자원의 효율적 관리·이용 방안
－－ 어업정책의 개선방안과 장래 어업 발전 방향 등

2) 연구의 특징
○○ 대상어업의 지역성을 고려하여 근해어업은 어업별 해역별(동·서·남해), 연안, 마을,
구획, 정치망어업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영실태 조사·분석함
○○ 근해, 연안, 구획, 정치망, 마을어업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한 어업별, 지역별, 규모별
어업인 인식도 조사를 실시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종별 경영성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업종 내에서도 경영규모에 따라 경영성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어업인들의 전체소득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업소득이 감소한 이유로
는 어획량 감소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음
－－ 어업 종사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어업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로
향후 어업의 경영여건은 현재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업구조조정, 수산자원 조성사업, 어업허가 및 면허
관련 정책 등에 있어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2) 정책적 기여
○○ 연근해 어업의 경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연근해 어업의 어가 현황,
불법어업대책,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의견, 어업정책의 개선방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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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어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어업인 인식도를 조사함으로써 어선어업인 소득증
대, 어업구조 개선사업 등 정부의 정책수립에 실질적이고 쓰임새 있는 자료로 활용
이 가능함

3) 기대효과
○○ 연근해어업 경쟁력 제고 및 어업구조 재편방안 수립 기초자료 활용
○○ 어업인 소득증대방안 마련 및 지자체 수산종합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
○○ 연근해 어업자원관리 정책 및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
○○ 연근해어업 업계 경영개선 자료로 활용
○○ 각종 국가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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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대응 유럽 수산시장
진출전략 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3. 16. ~ 2010. 1. 15.(10개월)
연구책임자 : 홍현표 연구위원
(Tel. 02-2105-2884, e-mail: hphong@kmi.re.kr)
내부연구자 : 정명생 연구위원, 장홍석 책임연구원,
김봉태 책임연구원, 마창모 책임연구원, 정혜란

1. 연구목적
○○ FTA 체결 등이 확산되면서 본격적인 시장 통합의 시대 도래
－－ 상대국보다 경쟁력 있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출 촉진 및 현지 투자 확대 등의 기회
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
－－ 반면, 국내적으로는 FTA 체결 국가에 대한 수산물 소비 정보 및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등이 부족하여 수출 확대 기회 미 활용
○○ 관세철폐 및 투자시장 개방 등의 여건 변화로 수산교역 대국의 수산기업은 글로벌화
등을 적극 추진 중
－－ 주요 수산 선진국은 수산자원 부국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다양한 해외진출 전략
추진
－－ 이에, 우리나라도 FTA 체결국의 수산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여 수산물 수출의
기회로 활용하고, 나아가 상대국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 필요
○○ FTA 체결 등에 따른 수산물 수출 확대와 수산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등을 위해서는 세계
주요 수산물 소비시장 조사 시급
－－ 한·EU FTA가 연내 타결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은 다양한 수산물 소비계
층과 수산기업이 존재하는바, 우선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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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
－－ 우리 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 수산물 시장 조사의 필요성
－－ 유럽 수산물 시장의 수급 및 소비구조 분석(주요 품목 대상)
－－ 유럽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계 등의 잠재적 시장 현황과 특징
－－ 우리 수산업·수산물의 유럽 진출시 애로요인 검토(관련 제도 및 물류 등 포함)
－－ 우리 수산업·수산물의 유럽 진출을 위한 시사점 및 전략 마련연구방법 및 특징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기존 정책자료 수집
○○ 해외진출 업체 대표 혹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회의 구성
○○ 현지방문 조사
○○ 수집된 관련 자료의 분석

2) 연구의 특징
○○ 현장조사 실시 등을 통한 주요 유럽의 수산물 시장 조사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EU 수산물 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은 중국산이나
베트남산과 동일 시 되고 있는 반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인식은 고가의 고품질
시장으로 위치를 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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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U에서의 한국 수산물의 SWOT 분석
•
•
•
•
•
•

•
•
•
•
•
•

적극적인 FTA 체결
국제적인 글로벌 수산기업
동원, 사조, 신라교역 등
세계적인 원양조업국 - EU(라스팔마스)
일식과 비슷한 수산물(초밥 식재료 사용 가능)
일식재료보다 낮은 가격 공급 가능

•
•
•
•
•

미비한 물류 네트워크
HACCP 및 EU 인증 가공공장의 부족
경쟁력 있는 품목의 제한
한국 수산업 및 수산물에 대한 무지
중국 및 배트남 수산물과 같다는 인식

강 점 (S)

약 점 (W)

기 회 (O)

위 협 (T)

수산물의 수요 증가
한·EU FTA에 따른 수산물 교역 증가
EU의 어업자원관리 강화에 따른 수입 증가
전통적 수산물 소비의 축소
수산가공업 및 수산가공품의 확산
‘한식의 세계화’에 대한 정책 전략

•
•
•
•
•

EU 수출국가간의 경쟁심화
EU의 식품안전성 강화
한국의 낮은 국가 브랜드
지리적 시장 접근성 불리  
어업의 지속성 문제 및 환경 보전 문제

○○ 따라서 한국산 수산물은 EU에서 기존의 해외공급업자 및 일본산과 비교해 능동적
인 수산물 수출전략이 필요함
<그림 2> EU 수산물 시장에서의 한국산 수산물의 Pos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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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EU의 수산물 시장 진출을 위해 SWOT 분석을 통한 전략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3> 대 EU 수산분야 진출을 위한 전략 구성
▷ 한식의 세계화를 통한 국산 수산물 보급
-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

▷ EU 내 혹은 인근 원양어업의 현지 수출 강화
- 라스팔마스:20여개 업체, 40여 척, 어획물 15% 현지수출

▷ 일식재료의 틈새시장
- EU에서의 일식 대중화 시작

▷ 국내 수산글로벌 기업의 EU 진출 지원
- 수산물을 이용한 식품 개발 지원 : 건강식품, 의약품 등
- 현지 수입업자 혹은 유통업자와의 M&A, 자본참여 추진
▷ 제3국 혹은 제3지역과의 FTA를 이용한 진출 전략
▷ 생산-교역-소비에 이르는 목표 상품의 가치사슬 분석 지원
- 컨설팅 지원

SO 전략

ST 전략
WO 및 WT 전략

• HACCP 의무화를 통한 EU 수출 인증 공장 확대
• 현지 수입업자 혹은 유통업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 한국 수산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 이식 문화에 적극적인 젊은 세대 공략
- 영향력 있는 요리사 고용 및 주류 미디어 노출
- 메뉴 제안, 엄브렐라 갬페인
- 한국의 정책 홍보(식품 박람회 등) : 어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정책 중심

○○ 대 EU의 수산물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지원은 크게 5가지로
구성할 수 있음
－－ 첫째, 한식의 세계화에 수산식품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농림
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에 수산식품의 세계화 업무가 반영되어 농식품 분야와 협
조 체계를 구성해야 함
－－ 둘째, EU 시장에서 일식재료를 대체할 국산 수산업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넙치,
전복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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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향후 HACCP 의무 도입과 연계하여 EU 수출 인증 가공공장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EU에 수산물을 수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함
－－ 넷째, 한국 수산물에 대한 대 EU 수요자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의 저명한
요리사를 이용한 미디어 홍보, EU의 주요 바이어를 국내에 초정하는 EU 맞춤
식 박람회 개최, EU 내 박람회 등에 한국의 수산정책(어업 지속성 등)에 대한
홍보 등이 필요함
－－ 다섯째, 우리 수산기업의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수산펀드를 이용한 EU 유통경
로를 확보하고, EU로 수입되는 수산자원의 확보를 통해 EU로의 수출을 확대함
○○ 이러한 정책 지원과 함께 대 EU 수산분야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4> 대 EU 수산분야 진출을 위한 추진체계

2) 정책적 기여
○○ 한·EU FTA 체결 이후에 이를 이용한 우리 수산분야의 유럽 진출 방향 설정
○○ FTA 협상 시에 동 보고서가 수산분야의 협상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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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전술한 바의 수산협력사업 추진 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한·EU FTA 체결 이후에 이를 이용한 우리 수산분야의 유럽 진출 방향
설정
－－ 둘째, FTA 협상 시에 동 보고서가 수산분야의 협상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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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관리해역 환경관리 기반 강화
연 구 기 간 : 2009. 3. ~ 2010. 3.(12개월)
연구책임자 : 장원근 부연구위원
(Tel. 02-2105-2909, e-mail: wkchang@kmi.re.kr)
내부연구자 : 김성귀 선임연구위원, 박수진 부연구위원,
신철오, 육근형, 최희정 책임연구원,
이구성 연구원
외부연구자 : 이정석 대표이사, 최태섭, 성찬경, 김아윤,
박판수, 김영라 전창곤, 조창현, 강신길,
이지혜 (이상 (주)네오앤비즈),
이병호 교수, 김영석, 김대호, 조재석, 최미영,
한상학 (이상 울산대학교),
조현서 교수, 유영석, 한해광 (이상 전남대학교),
김동명 부경대학교 교수

1. 연구목적
○○ ‘해양환경관리법’ 제 15조에 따라 지정·관리 중인 특별관리해역의 환경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기반 강화
－－ 해양퇴적물에 잔존하는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과학적 관리 기반 강화
－－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형 관리 체제 구축
및 운영
－－ 해양생물자원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개선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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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해양퇴적물의 중금속 농도 조사 및 생태 영향 분석
○○ 오염해역의 해양생태계 관리에 관한 국외 사례 분석
○○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통계 분석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특별관리해역의 해역별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확인된 해양퇴적물 내 중
금속 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개발의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특별관리해역 지정 및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으로 해역수질은 개선되고 있으나, 마산
만과 시화호 등의 해양퇴적물 표층에 포함된 중금속 농도는 전국연안 평균값의 1.5
배 이상 축적되어 있음
－－ 특별관리해역의 표층퇴적물 중금속 농도는 부산, 울산, 마산만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울산연안을 대상으로 해양퇴적물 내 중금속의 생물 유해성을 단각류와 성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구리, 납, 아연, 카드뮴, 수은의 유해성이 확인됨
○○ 울산연안의 환경특성을 반영하는 표층퇴적물의 중금속 관리목표를 개발
－－ 중금속 모니터링 자료와 생태영향 자료를 함께 이용하여 TEL(Threshold Effect
Level)과 PEL(Probable Effect Level) 방식을 적용하여 관리목표를 개발
○○ 광양만 특별관리해역의 환경현안 발굴 및 대응정책 개발를 위한 지역협의체로서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를 발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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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특별관리해역의 중금속 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과학적 근거 제공

3) 기대효과
○○ 특별관리해역의 중금속 관리 정책 개발에 활용
○○ 특별관리해역의 환경특성에 기초한 중금속 관리목표 개발, 생태영향 및 오염지역
확인 가능
○○ 특별관리해역(부산연안, 광양만, 시화호·인천연안, 마산만)의 중금속 오염실태 파
악 및 생태영향 분석을 통해 현안 발굴 및 관련 대책 개발·시행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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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종합개발계획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04. ~ 2010. 08.( 17개월)
연구책임자 : 김범중 연구위원
(Tel. 02-2105-2824 , e-mail: bjkim@kmi.re.kr)
내부연구자 : 김운수 책임연구원, 김찬호 책임연구원,
김근섭 책임연구원

1. 연구목적
○○ 최근의 금융위기, 해운항만환경의 변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 항만배후단지 조기 개발,
배후교통망 확충, 친수공간 조성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평
택항의 경쟁력 확보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조사 및 기존 통계의 업데이트를 통한 자료 재분석
－－ 기존 문헌 및 연구자료 조사와 현장감 있는 실무조사를 통한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 공신력 있는 통계발표 자료를 활용한 객관성 확보
○○ 국내·외 주요항만에 대한 현지조사 및 벤치마킹 실시
－－ 국외조사 : 프랑스의 르하브르항,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항 등과 같이 평택항과
항만개발, 운영에 대한 모델이 유사한 항만 벤치마킹
○○ 연구수행 관련 문헌조사 및 기존 연구자료 검토
－－ 국내·외 각종 통계자료 및 관련 보고서 등 문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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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관 방문 및 인터뷰 실시
－－ 국내 주요항만 현지 출장 및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등 의견 수렴
○○ 국토해양부의 항만개발 및 도로개설 계획 등 상위 개발계획과 평택시 및 경기도 관련
부서에서 실시한 선행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연구 결과물
도출

2) 연구의 특징
○○ 최근 급변하고 있는 평택항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검토하고, 장래 추세를 심층적으
로 전망하여 미래 지향적인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지원
○○ 국정과제인 지방경제 활성화에 항만산업이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 및 방
안을 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미래 발전적인 평택항 부두기능 재배치 추진
－－ 물동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항만의 전체 배치가 급변하지 않도록 장기
적 관점에서 미래 발전적인 평택항의 부두 기능 재배치 필수
－－ 이를 위해 내항 부두 배치, 국제여객터미널의 배치 계획 조정
○○ 항만배후단지 2단계 조기 개발 추진
－－ 평택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의 임대가 대부분 완료되어, 추가적인 입주기업 유치
를 위해서는 2단계 배후단지 개발이 시급
－－ 정부재정으로 조속히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나, 2-1단계 개발의 경우에는 항만
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 높음
○○ 포승지구 부두개발 계획선 및 철도망 체계 개선
－－ 포승지구의 굴입식 부두는 평행식으로 전환이 필요, 평택항의 여건 및 항만 운
영의 효율성을 감안한 배후 철도망 체계로 조속히 개선, 장래 열차페리 화물 수
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입선 배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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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Port-City 조성을 위한 친수·편익시설 확대
－－ 평택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친수공간 조
성을 통한 관광기능이 추가
○○ 편리한 통관지원 및 행정절차 서비스 체제 확충
－－ CIQ기관에서는 평택항의 활성화를 위해 최고의 항만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관 서비스의 제고가 필요, 인력과 장비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용자 불
편 신고센타 설치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의 향상에 많은 노력이 요구
○○ 지속적인 평택항 애로사항 개선 및 홍보활동 다변화
－－ “평택항 경쟁력 강화 위원회”의, 평택항만 관련 기관과 업·단체 전체가 참여하
는 물류애로 해소 T/F팀 운영 등 현실적 노력 필요
○○ 평택항 개발운영 관련 주체 간 협력
－－ 우리나라의 기존항만이 처해 있는 도시계획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상세히 조사
하여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항만의 성장과 함
께 지역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2) 정책적 기여
○○ 항만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수도권의 중추 항만인 평택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
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항만기본 정책 마련에 기여
○○ 지자체의 항만 정책 추진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항만
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3) 기대효과
○○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평택항의 발전적 방향을 반영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개발 방
안 마련
○○ 항만 관련 인프라 개발 및 확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평택항의 조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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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권별 활성화 정책 추진에 따른
항만물동량 변동 분석
연 구 기 간 : 2009. 4. 1 ~ 2010. 4. 13 (12개월)
연구책임자 : 김형근 연구위원
(Tel. 02-2105-2825, e-mail: hgkim@kmi.re.kr)
내부연구자 : 이민규 책임연구원, 신성호 연구원, 장재곤 연구원

1. 연구목적
○○ 과거 국토균형 발전의 한계점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발전계획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각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국토균형발전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며, 세계 지역과 비교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수도권과 지방 간 대립구도 격화,
행정구역 간 형평성 확보에 치중해 왔음
－－ 향후 지역발전 정책은 광역경제권 중심의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기본으로 광역경
제권에 30개 대형투자사업, 선도산업 육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경제권역별 정책 추진으로 인해 해당 권역 항만 및 항만물동량이 미치는 영향 분석
－－ 항만물동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국토균형개발에 따른 지역별 산업별 경제성장
이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
－－ 광역별 개발 정책에 따라 지역의 산업 인프라 등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권역별 항만물동량 변화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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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경제권역별 O/D 접근 방법
－－ 본 연구는 경제권역별 활성화 정책에 따른 항만 물동량 변동을 분석하는 것이
주요 연구 목적임
－－ 권역별로 발생하는 물동량이 해당 경제권역 이외의 항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O/D를 고려하여 항만 물동량을 파악해야 함
－－ 따라서 기존의 총량적 접근 방법이나 개별항만별 접근 방법이 아닌 권역별 O/D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함
○○ 지역 산업 연관 분석
－－ 경제권역별 활성화 정책에 의거하여 경제권역별로 연간 산업별 투자액 규모가
달라짐
－－ 산업별 투자액이 산업 생산액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파악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지역 산업 연관 분석을 이용해서 권역별 산업별 투자액이 실제
산업의 생산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적용하기로 함

2) 연구의 특징
○○ O/D 분석 적용
－－ 항만물동량 관련 기존 문헌에서는 O/D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고, 항만과 근거리
에 있는 지역을 주요 배후권역으로 설정
－－ 하지만 항만과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경제권역의 물동량 비중이 상당히 높
은 점을 고려하면, O/D 데이터를 이용해 권역과 항만을 정확하게 매칭시킬 필
요가 있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0) 해상화물 O/D 보완갱신”자료를 활용해 권역별 화
물별 기종점 비율을 적용함
○○ 투자액과 물동량의 관계 도출
－－ 한국표준산업 제조업 분류와 물동량 품목 분류를 일치시키기 위해 총 10개의 제
조업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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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금속,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로 분류
－－ 생산액과 물동량의 원단위를 산정한 후 지역 산업 연관표에 의한 투자액 대비
생산액 비중을 고려하여 투자액과 물동량의 관계 도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연도별 발생 물동량의 추정
－－ 각 연도별(2009~2013년) 투자 규모 계획에 의건 발생할 물동량을 추정함
○○ 연도별 권역별 물동량 비교
－－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12년 2만 7천톤으로 가장 많고, 2009년 1만 4,473톤
으로 가장 적음
－－ 권역별로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동남권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이 가장 많
고,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호남권과 대경권의 물동량이 가장 많음

2) 정책적 기여
○○ 「5+2 경제광역권」 추진에 따라 창출되는 정량적 물동량 추정
－－ 「5+2 경제광역권」의 예산 투자 부분은 과거 제조업 중심이 아닌 첨단 산업 및
에너지, 관광 등에 집중되고 있어서 국가 간 수출입물동량과 국내 항만 간 연안
물동량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미미한 수준임
○○ 신규 물동량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물동량 창출 및 환적 화물 유치 등 항만물
동량 창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국내 기업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해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등의 진출 방식에
대한 발상을 전환하여 해외 제조 기업이 국내 항만 배후부지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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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물동량 창출의 정량적 효과로 제시
○○ 정부 정책으로 인한 물동량 창출의 효율성 제고
○○ 물동량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권역 및 산업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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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터널 건설 추진에 따른
항만물동량 변동 분석
연 구 기 간 : 2009. 4. 1 ~ 2010. 4. 13 (12개월)
연구책임자 : 김형근 연구위원
(Tel. 02-2105-2825, e-mail: hgkim@kmi.re.kr)
내부연구자 : 김지영 연구원, 박수혁 연구원, 윤민영 연구원

1. 연구목적
○○ 한·중 및 한·일 간 해저터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 보고, 한·중·일 간 해저
터널 건설이 추진될 경우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변화하는 환경과 그에 대처하는 항만의 관계를 빠르게 포착하여 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항만개발 계획 수립에 기여
○○ 물동량 창출 또는 감소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항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전
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국내외 해저터널 건설 사례 및 향후 계획 중인 해저터널 조사
－－ 충무해저터널, 거가대교 침매터널, 마산만 해저 횡단도로, 유로터널, 일본 세이칸
해저터널, 덴마크-스웨덴 외례순 다리, 노르웨이 터널, 미국 링컨 터널, 홍콩
해저터널, 중국 샤먼 동통도 해저터널의 규모 및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함
○○ 한·중·일 해저터널 노선 대안 검토 및 건설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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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조건, 총연장, 최대수심, 해저거리, 육상거리, 건설비용 등을 고려한 노선
대안 검토
－－ 긍정적 효과
• 동북아 물류중심지 역할 담당
• 신규 국제시장의 형성 및 생활권·경제권의 국제화
• 남북관계 개선
• 국토 불균형 개선
•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 부정적 효과
• 부산항·광양항 및 인천국제공항의 환적·허브 기능 저하
• 낮은 경제성
• 기간산업의 붕괴

2) 연구의 특징
○○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항만물동량의 해저터널 전이 물동량을 예측을 시도함
－－ 예측 방법-1
• 항만물동량 대비 유로터널 철송물동량 비율을 적용하여 예측
• 현재 고려하고 있는 한·중, 한·일 해저터널의 경우 200Km 이상으로 거리
상의 문제로 인하여 차량을 이용한 물동량은 전무할 것으로 가정함
－－ 예측 방법-2
• 이용요금 등의 요인으로 일반 해상화물 중 해저터널로의 전이 물동량은 전무
할 것으로 가정함
• 중국(Qingdao, Yantai항)과 우리나라 간 Sea&Air 환적화물 중 해저터널 이
용 전이 가능 화물을 예측
－－ 예측 방법-3
• 한·일, 한·중 간 거래되는 활어, 냉장 및 신선도를 요하는 식품, 전자 및 기
계 부품 등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기상 조건에 대한 안전성을 요하는
주요 품목의 항공 운송 물동량을 해저터널 전이물동량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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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한·중 간 주요 품목을 제외한 기타 품목의 항공운송 물동량의 처리
비중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장래 해저터널 이용률 향상을 감안하여 시나리오
별로 전이 물동량을 전망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항만물동량 중 해저터널 전이 물동량 예측
<표 1> 항만물동량 중 해저터널 전이 물동량 예측 결과
(단위 : 천MT)

구분
방법-1
한·중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

2025

2030

2035

400

400

400

방법-2

11

14

18

방법-3

359

359

359

방법-1

160

160

160

방법-3

250

250

250

2) 정책적 기여
○○ 한·중, 한·일 간 해저터널 건설 추진에 따른 항만물동량 변동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
－－ 기존 운송수단의 변동성, 이용료 등이 불변한다는 전제 하에 예측한 결과 항만
물동량 중 해저터널 전이 물동량은 매우 작을 것으로 전망됨

3) 기대효과
○○ 한·중·일 해저터널 건설 추진으로 인한 항만물동량 변동의 정량적 효과 제시
○○ 물류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시의적절한
항만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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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위탁
- 선박대형화에 따른 항만 간 경쟁구도 변화 분석 연 구 기 간 : 2009. 4. 1. ~ 2010. 4. 13.(12개월)
연 구 총 괄 : 김형근 부연구위원
연구책임자 : 김우호 부연구위원
(Tel. 02-2105-2826, e-mail: neoport@kmi.re.kr)
내부연구자 : 고병욱 책임연구원, 김은수 책임연구원,
최윤석 연구원

1. 연구목적
○○ 초대형 선박 기항에 따른 항만 간 경쟁구도의 검토
○○ 초대형 선박 기항이 국내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초대형 선박 및 선박대형화에 대비한 항만개발 방향 수립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선박대형화 추이 및 영향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를 검토
○○ 전문 해운정보제공 업체 자료 분석
－－ CI-online, Clarkson 등 해운정보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업체의 자료를 분석하여
최근 글로벌 해운시장의 현황을 분석
○○ 업계 관계자 면담 조사
－－ 항만, 해운 등 관련 업계 관계자를 면담조사하여 선박대형화 현황 및 대응전략
에 대한 업계의 시각을 연구에 반영함

246

수탁연구과제 09-038(4)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선박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활용전략이 광범위
하게 확산됨에 따라 항만의 최적 대응전략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 따라서 문헌조사, 전문정보 분석, 업계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재의 선박 대형
화 진행상황과 미래 전망을 분석하였음
－－ 그리고 이러한 정밀한 현황 파악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항만이 미래 항만하역시
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취해야 하는 혁신적 대응전략을 도출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선박대형화 추세와 전망을 제시
○○ 특히 세계 주요 항만의 대형선 기항 현황과 전망을 제시
○○ 우리나라 항만의 대응전략을 서비스 개선 및 항만시설 정비의 관점에서 제시함
－－ 물류기업의 니즈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
－－ 항만 내 환적 서비스 개선 필요
－－ 초대형선 기항에 대비한 시설 확충 필요
－－ 선박대형화에 대비한 중소형 항만시설 개선 필요
－－ 고성능 컨테이너 크레인 도입으로 하역생산성 개선 필요

2) 정책적 기여
○○ 항만개발계획의 기초자료서 활용
－－ 선박대형화에 따른 항만시설 정비, 서비스 수준 제고 등 적기에 항만당국이 대
응함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
－－ 국토해양부, 각 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의 항만개발 유관기관의 정
책기초자료로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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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세계 항만산업의 중요 도전과제인 선박대형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
○○ 적기에 환경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치열해 지고 있는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경쟁구도
에서 우리나라 항만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
○○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항만공사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부두의 발전전략을 제시
○○ 컨테이너 부두 관리/운영 책임이 있는 각 공공기관의 항만운영 전략에 대한 지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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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어항개발을 중심으로 한
해외수산투자 활성화 방안
연 구 기 간 : 2009. 5. ~ 2010. 1.(8개월)
연구책임자 : 홍현표 연구위원
(Tel. 02-2105-2884, e-mail: hphong@kmi.re.kr)
내부연구자 : 김정봉 연구위원, 박상우 책임연구원,
장홍석 책임연구원, 김봉태 책임연구원,
마창모 연구원, 남대희 연구원
외부연구자 : 황철민 어촌어항협회 본부장,
성상봉 어촌어항협회 연구원,
최운수 어촌어항협회 연구원,
성용길 어촌어항협회 연구원,
강현상 어촌어항협회,
이창수 어촌어항협회 연구원,
류간성 (주)혜인 E&C 이사,
안익장 (주)혜인 E&C 이사,
김덕구 (주)혜인 E&C 부장,
부경대학교 장영수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창렬 박사,
한국원양산업협회 김민곤 이사,
원양진출센터 해외투자협의회 이인우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양국보 부장

1. 연구목적
○○ 해외 어항개발을 중심으로 한 해외수산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해외 어항 개발협력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해외 연안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
하고, 이를 통해 해외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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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해외어항개발사업과 해외수산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어촌어항협회, (주)혜인과의 협조체제를 구성하였고, 수산부문 해외진출에 전문
성이 있는 한국원양산업협회, 코트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부경대학교 등의 자문을
받았음
○○ 특히 해외어항개발평가위원회를 통해 해외 대상어항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가별 어항
6개 적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거쳤음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현 정부의 국정지표인 저탄소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성격을 갖는 연구로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여러 기관의 연구진이 공동작업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임.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10대 정책방향을 기초로 각각의 정책방
향에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
－－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2009년 말에 국가 중기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2010년부터는 에너지, 건축, 교통 등 분야별 감축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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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정책방향에 맞추어 해외어항개발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도출
○○ 해외어항개발사업과 해외수산투자사업과의 관계를 도출하여 해외어항개발사업, 해외
수산투자사업, KOICA의 무상원조사업 등의 적용범위 설정하고 세 가지 성과지표
를 제시
－－ 국제협력지표(Cooperative Relationship Index: CR index), 민관협력지표
(Private-Pulbic Partnership Index: PPP index), 산업기여지표(Boosting
Industry Performance Index: BIP Index)를 제시
○○ 해외어항개발 예비 후보국 6개국을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 1단계 선정에서는 총 31개국에 대해 어항개발 수원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국가별 어업현황, 어업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유무, 원양업체 진출
희망 여부, EDCF 유상차과 지원대상 유무, 어항개발 사업 추진시 강점 및 약점
요인을 검토하여 10개국을 선정
－－ 최종적으로 솔로몬, 마이크로네시아, 카보베르데, 세네갈, 인도네시아, 마샬 등
6개국을 선정하였고,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어항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해외수산투자사업을 위해 신청한 8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 실시
－－ 해외어항개발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솔로몬, 마이크로네시아, 까보베르데, 인도
네시아, 세네갈 등 5개 국가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실시
－－ 신규발굴사업으로 폴란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 실시
○○ 해외어항개발 사업 및 해외수산투자사업의 지속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조달
방안과 해외수산투자사업의 연계추진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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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최종적으로 솔로몬 어항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수산부문에서는 어항개
발사업과 배후부지 민간투자를 합쳐서 총 1천 억 규모의 민관 투자 유치
○○ 솔로몬 어항개발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원양업계가 다랑어 조업의 90% 이상을 조업
하는 남태평양에서의 지속적 조업에 기여

3) 기대효과
○○ 해외어항개발사업을 통해 연간 6,270만 달러의 투자효과 발생
－－ 국내 수산업 편익 증가 1,560만 달러, 신규 어업생산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
2,715만 달러,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 895만 달러, 국내 전문인력의 고용증
가 효과 750만 달러, 국가 이미지 향상 350만 달러 등
○○ 해외수산투자사업을 통해 수산업의 글로벌화 촉진(원양산업 기반 확대), 국내 수산물
시장 수급 안정(식량안보 강화), 해외 생산기지 구축에 따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저개발국 경제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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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
연 구 기 간 : 2009. 05 ~ 2010. 4(12개월)
연구책임자 : 김수엽 부연구위원
(Tel. 2105-2743, e-mail: dahn@kmi.re.kr)
내부연구자 : 이호춘 책임연구원, 정현욱 연구원,
반영길 연구원, 박일란 연구원

1. 연구목적
○○ 해상부분의 교통 DB 구축을 위한 교통조사 및 분석 사업으로 2009년에는 해상여객 기
종점(O/D) 예비조사, 연안화물O/D 상세분석, 해상화물O/D 보완갱신, 해상부문 첨단
조사자료의 활용방안 등 크게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체 사업의 목적은 해상분야 여객과 화물의 기종점 자료 구축을 위한 조사방법론 개
선 및 자료의 신뢰도 개선방안 도출 등이며, 이외에 추가적으로 연안화물의 O/D 구축
과 첨단조사자료의 활용을 통한 신뢰도 제고 방안 등이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 연구
－－ 해상여객통행실태조사관련 조사방법론에 관한 국내외 문헌 수집
－－ 연안화물 관련 통계자료 및 보고서 수집
－－ 해상분야 RFID 구축 사업 관련 사업보고서 수집 및 분석
－－ 보완갱신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및 예측방법론 개선을 위한 최신 연구자료 검토
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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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출장
－－ 해상여객터미널 및 사설터미널 현장 방문을 통한 해상여객의 흐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자료 수집
－－ 주요 연안화물(모래,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제품)의 처리업체 방문을 통한 연안
화물관련 자료 수집
－－ 항만 및 물류거점 직접방문을 통한 현황 파악 및 자료 수집
○○ 협동연구
－－ 해상여객통행실태 조사를 위해 거점대학과 지역별 조사네트워크 구축
－－ 해상분야 RFID 구축사업 관련 사례 분석 및 RFID 태그 기술 분석을 위한 전문가
활용
－－ 기종점 현행화 및 장래 전망 방법론 개선을 위한 전문가 활용

2) 연구의 특징
○○ 항만 및 배후단지 건설 등 대형 국책 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조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임
－－ 항만 및 배후단지 건설 등과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이러한 사업들은 필히 비용·편익분석 등과 같은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한 후 추진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이러한 경제성 분석에 활용되는 해상화물의 기종점 자료를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항만입지 선정, 투자규모 설정, 투자우선순
위 선정 등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해상여객 기종점(O/D) 예비조사
－－ 2009년도 해상여객 기종점 예비조사를 통해서 조사표, 조사원, 조사자료 점검
관련 사항들을 개선하였음

254

수탁연구과제 09-045

○○ 연안화물O/D 상세분석
－－ 연안화물의 품목 편중이 매우 심하며 물동량은 203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
되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연안화물의 경우 기타항→인천항으로 운송된 연안물동량이 수송실적으로는 최
고치를 보이고 있음
○○ 해상화물O/D 보완갱신
－－ 2008년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1,161만 TEU 중 경기도 196만 TEU, 경상남
도 177만 TEU, 울산시 164만 TEU 등으로 추정되었으며 강원도의 경우는 4만
TEU로 제일 낮은 물동량을 보임
－－ 2038년도의 시도별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은 우리나라 전체로는 3,240만
TEU로 전망되었으며, 이중 경기도 595만 TEU, 충청남도 584만 TEU, 전라남
도 3,85만 TEU로 전망
○○ 해상부문 첨단조사자료의 활용방안
－－ 항만물류 분야에서 RFID의 활용은 컨테이너 위주로 진행됨. 이는 컨테이너가
기기단위로 운송, 하역, 보관, 선적 되는 등 관리가 용이하고 단일화 되어 있어
적용이 다른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임
－－ 하지만 현재까지 구축된 RFID 시스템으로는 물류거점 간 컨테이너의 이동정보
를 확인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존재함

2) 정책적 기여
○○ 해상여객 기종점(O/D) 예비조사
－－ 해상여객기종점조사관련 개선사항 발굴을 통한 조사자료의 신뢰도 제고
○○ 연안화물O/D 상세분석
－－ 해상화물 전체 분야(수출입화물과 연안화물)O/D 구현
○○ 해상화물O/D 보완갱신
－－ 해상화물O/D 관련 최신 자료 구축을 통한 자료의 활용도 제고
○○ 해상부문 첨단조사자료의 활용방안
－－ 해상분야 첨단조사자료의 활용을 통한 자료의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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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해상여객 기종점(O/D) 예비조사
－－ 2010년으로 예정된 전국 해상여객 O/D 조사의 효율적인 조사계획 수립 가능 및
조사관련 예산 절감
－－ 예비조사시 발생한 조사관련 문제점들의 개선 및 조사매뉴얼 수정을 통한 본조
사의 신뢰도 증대
○○ 연안화물O/D 상세분석
－－ 연안화물 O/D 상세분석 자료는 항만입지선정, 투자규모, 투자우선순위 결정 뿐
아니라 도로, 철도 등 항만 배후에서의 대량화물 연계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
－－ 연안화물 O/D 자료는 기존의 수출입화물 O/D자료와 연계해 종합적인 교통수요
전망 및 장래 개발계획에 활용이 가능
○○ 해상화물O/D 보완갱신
－－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O/D 보완갱신은 항만입지선정, 투자규모, 투자우
선순위 결정 뿐 아니라 도로, 철도 등 항만 배후에서의 대량화물 연계수송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
○○ 해상부문 첨단조사자료의 활용방안
－－ 항만물류 RFID 사업에서 생성되는 GCTS 정보를 활용하여 수출입컨테이너화물
의 O/D 조사관련 조사용의 감소와 데이터 신뢰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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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배후단지 수요면적 재산정
연 구 기 간 : 2009.05. ~ 2010. 3.(10개월)
연구책임자 : 이성우 연구위원
(Tel. 02-2105-2830, e-mail: waterfront@kmi.re.kr)
내부연구자 : 송주미 연구원, 이진주 연구원, 반영길 연구원,
오연선 연구원

1. 연구목적
○○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항만 물동량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항만배후단지의 수요
면적을 재산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및 수요추정 원단위 검토
－－ Gini계수 등을 활용하여 배후지와 연계된 항만 지역 집적현상을 분석함
－－ GL 및 RCA 분석 등 무역구조 분석 기법을 활용한 지향지와 항만 경유 물동량
을 분석함
○○ 수요추정 방식 검토
－－ 경유비율, 관련 지표 활용을 통한 기존 물류수요 추정 기법을 재검토함
－－ 설문, 생산액 지표, 계량기법, 원단위 등을 활용한 제조수요 추정기법을 적용함
－－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특성을 반영한 정부투자재원 방향을 설정함
－－ 산업연관분석과 원단위 분석 등을 활용한 항만배후단지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물동량 창출지표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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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항만법 개정에 따라 제조시설이 항만배후단지 내에 입주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항
만배후단지의 제조업 입주 수요 검토 함으로써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의 선행연구 성격을 지님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TC(교통중심) 기능을 제외한 DC(배송기능), SC(보관기능), PC(가공/제조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으로 항만배후단지 기능을 설정함
○○ 항만배후단지의 지향지 분석을 통해 항만배후단지가 존재하고 있는 8대 항만을 대상
으로 GL분석 및 RCA분석을 통해 대상 항만을 주로 이용하는 품목과 동아시아 내
경쟁 우위 품목을 도출함
○○ 항만배후단지 내 제조업 입주의향을 묻는 조사에서 7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적인 입주 의향인 5% 수준보다 높은 9.6%의 입주의향을 도출하였음
○○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의 전체 수요면적은 2011년 1,339만㎡, 2015년 2,387만
㎡, 2020년 3,544만㎡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는 2006년 1차 종합계획 대비 2011년
4.1% 감소, 2015년 21.5% 증가, 2020년 31.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항만배후단지 수요 면적 추정에서 첫 번째 전제사항은 FTA, CEPA 등 양자간
무역협정과 연계된 FDI 수요를 반영한 것임
－－ 과거 제조업 입주추세, 해외물류시설 입주추세 등을 고려하여 항만자유무역지
역 주변의 제조업 중심화 현상을 반영함
－－ 국내 항만들의 유형화와 무역구조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항만별 항만배후단지
기능 및 역할을 수요에 반영함
－－ 물동량 감소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필요면적 축소 및 개발 지연 그리고 물동량
감소 심화의 악순환 방지 및 항만 자생능력 강화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최소보유
규모 개념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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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 항만배후단지의 신규 추정 면적을 개발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8대 항만배후단지의 수요 면적 재산정 결과에서 도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추정한 예상 처리 물동량은 1,110만~1,748만 TEU 정도 발생함
－－ 항만배후단지 개발 이후 운영단계에서 1억 원 투입시 약 1억 5,000만 원의 생산
유발효과, 투입금액의 91.5% 정도가 부가가치로 유발되고 8억원 투입시 9.1명
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됨

2) 정책적 기여
○○ 항만법 개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제조업 입주 수요면적을 최초로 검토함으로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작업의 선행연구로 작용
○○ 항만배후단지 제조업 및 물류업의 적정비율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항만배후단지 운영의 기초를 제공

3)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경제환경과 물류환경에 적합한 항만배후단지 수요 추정 체계 재정립 및
8대 무역항을 중심으로 한 수요를 재산정함으로써 글로벌화에 따른 환경변화, 양자
간 FTA 추진 확대 등으로 인한 항만 중심의 물류기반 중요성 강화 등의 환경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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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 향화도 해양수산복합공간(바다매체)
건립 기본계획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4. ~ 2010. 4.(12개월)
연구책임자 : 주문배 연구위원
(Tel. 02-2105-2844, e-mail: mbjoo@kmi.re.kr)
내부연구자 : 강종호 부연구위원, 장홍석 책임연구원,
이헌동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하나건축사무소 이충기 소장

1. 연구목적
○○ 영광군 염산 향화도 지역의 개발여건 및 잠재력을 분석하고, 지역의 여건에 조화되는
복합기능을 가진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Seafood Town)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
획을 수립
－－ 수립된 기본계획의 경제적 및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며, 최종적으로 바다매체
타워의 관리·운영방안을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각종 통계연보, 통계청의 공식통계 등을 이용, 영광군의 일반 현황, 수산업 및 관광
현황 등을 파악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영광군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건립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도출함. 그리고 타워 건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컨셉(concept)을 도출하
기 위해 국내외 사례 분석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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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화도 거주 어업인은 물론 염산면 주민,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영광군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수차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기능 및 시설을 고려하여 복수
의 대안을 선정

2) 연구의 특징
○○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으로 건립될 예정인 영광군 염산 향
화도 바다매체타워는 대상부지가 협소하여 사업시행에 있어서 어려움 봉착
－－ 영광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부지만 한정할 경우, 부지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합리적인 바다매체타워 건립이 불가능
－－ 대상부지 옆의 매립지까지 활용해야 하나 이 부지는 매립되어 있음에도 불구,
현재 법적으로 공유수면이라는 한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종합 : 영광의 랜드마크,「천년의 빛 바다매체타워」(수산식품거점단지로서) 조성으
로 영광군의 신 성장동력으로 활용
－－ 부지문제 해결을 위해 첫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공유수면을 매립지로 등
록한 후 국가 소유의 토지로 만들고, 이를 영광군이 대토, 매입, 무상으로 소유
하는 방법, 둘째, 「어촌어항법」에 의거, 염산 향화도 개발부지 일대를 어촌정주
어항으로 지정받는 방법을 제시
○○ 바다매체타워의 적정기능 및 시설
적정 기능

관광 허브기능

부가가치 제고 기능
삶의 질 향상 기능

주요 시설

체험관광 기능

바다와 천년의 빛 체험실, 전시실

관광(휴게)기능

전망대, 관광안내센터, 수변공원, 분수대, 산책로 등

이벤트 기능

천년의 빛 이벤트 장, 화합의 장, 놀이시설

상품화 기능

HACCP기준 가공처리시설, 저온저장 및 포장실 등

판매 기능

수산물 판매장, 직판장 + 회초장 공간 등

편의,건강 기능

어민회관, 해수사우나, 도선장(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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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매체타워 조성의 타당성 분석결과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영광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최소 7.4%가 바다매체타워
에 입장료를 지불하고 매년 방문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 충족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총생산유발효과 약 204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81억
원, 취업유발효과 약 166명, 지역낙후도 개선(영광군114위) 및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에 따른 어업인의 대체 소득원 역할 기대
○○ 관리·운영방안
－－ 수산물 유통판매시설은 생산자단체(어촌계, 수협)에 위탁하거나, 생산자 중심의
CEO가 경영하는 주식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며, 타워시설은 민간업
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제안

2) 정책적 기여
○○ 영광대교 개통, 서해안 일주도로 건설, 설도 젓갈타운 운용 등과 연계하여 영광군
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개발과 브랜드화로 지역
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 도모

3) 기대효과
○○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수급 및 공급 기능 강화, 유통단계 축소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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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기인 오염원 관리대책 수립(2)
연 구 기 간 : 2009. 5. ~ 2010. 2.(9개월)
연구책임자 : 장원근 부연구원
(Tel. 02-2105-2909, e-mail: wkchang@kmi.re.kr)
내부연구자 : 김성귀 선임연구위원, 남정호 연구위원,
박수진 부연구위원, 신철오, 육근형,
최희정 책임연구원, 이구성 연구원
외부연구자 : 강대석
이창희
임영식
임효혁

부경대학교 교수,
명지대학교 교수,
수영 P&C 대표이사,
한국해양과학기술 부장

1. 연구목적
○○ 연안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육상기인 오염원을 사전예방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개발 연구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연안 해역의 해양환경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의 주요 법제도 및 관련 계획 분석
○○ 주요 선진국의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실천계획 분석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연안해역의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육상기인 오염물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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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를 위한 국가 기본정책 방향 모색
－－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정책의 근거, 위상, 관리범위
－－ 전국 연안 해역의 해양환경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여건(법제도 및 관련계획)
－－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방향을 시범해역에 적용
－－ 시범해역의 해양환경 현황 및 문제점, 관리유역의 사회경제활동과 오염원 배출
현황, 관리여건 및 관리 방향 검토
○○ 캐나다, 호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국가실천계획 분석

2) 정책적 기여
○○ 전국연안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정책의 기본방향 제안

3) 기대효과
○○ ‘국가 차원의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의 기본 정책 방향 정립
－－ ‘우선관리대상해역(중점관리해역)의 구분’및 ‘관리해역의 특성에 기초한 유형별
관리’에 관한 방법과 절차 제시
－－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를 위한 종합적 국가 관리체계 구상에 활용
○○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의 경제적 효과적 관리를 위한 유형별 표준모델 개발에 활용
－－ 중점관리해역(25개 해역)을 4대 관리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시범해역을
선정하여 유형별 표준화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정립
－－ 유형별 표준화 관리모델 개발 및 확대 적용을 통해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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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평가 보고서 검토 및
제2차 총량관리기반 구축
연 구 기 간 : 2009. 5. 26~ 2010. 2. 28(9개월)
연구책임자 : 남정호 연구위원
(Tel. 02-2105-2772, e-mail: jhnam@kmi.re.kr)
내부연구자 : 윤진숙
박수진
육근형
이재혁

연구위원, 장원근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철오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최희정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신가은 연구원, 조문진 연구원

외부연구자 : 김윤관
김재훈
서민호
김경미
이지선
고은주

이앤위즈(주)
이앤위즈(주)
이앤위즈(주)
이앤위즈(주)
이앤위즈(주)
이앤위즈(주)

대표이사,
소장,
부장,
차장,
차장,
과장

1. 연구목적
○○ 마산만 제1차 연안오염총량관리제(2007~2011년)의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서 마련한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제2차 연안오염총량관리의 과학적인 관리기
반을 구축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원에서는 지자체 중점이행평가보고서 검토, 제2차 총량관리 대상물질 선정, 조사
연구반 운영 분야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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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개발계획의 오염부하량 산정 등을 위해 구성·운영하는 기술검토단에 관한
연구내용은 오염부하산정 전문기관인 이앤위즈(주)에 위탁하여 추진
이행평가보고서 검토 및 제2차 총량관리 기반 구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지자체 중점이행평가보고서 검토
• 제2차 총량관리 대상물질 선정
• 환경자문위원회 운영

위탁기관 이앤위즈(주)

•기술검토단 운영·지원

전문가 자문단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검토단 (10인 이내)

2) 연구의 특징
○○ 이 연구는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 도입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이행평가 및 제2
차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준비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로서,
제도의 도입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5차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마산만 제1차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및 시행계획의 수정·보완
－－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에서 수립한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사
항을 평가하고 이행평가 이후 조치계획 마련
○○ 마산만 유역 개발사업에 대한 오염부하량 기술검토 실시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008년) 이후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 내의 배
출부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하여 추가, 변경, 삭감되는 오
염부하량에 대한 기술검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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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마산만 특별관리해
역 환경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관리대상물질을 선정
－－ 현재 관리대상물질인 COD에 추가하여 제2차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대상물질
로 총인을 선정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환경자문위원회 운영
－－ 7차~9차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환경자문위원회 개최

2) 정책적 기여
○○ 2007년 도입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2회의 이행평가를 거
치면서 육상기인 오염물질 및 육상활동의 체계적 관리를 정착할 것으로 기대
○○ 이행평가 검토 결과 및 목표수질 달성 등에 따라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지
속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적응형관리(Adaptive Management) 체제 실현
○○ 특히 제2차 연안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정책적,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여
관리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

3) 기대효과
○○ 마산만 관리위원회, 민관산학협의회와 함께 환경자문위원회를 계획 수립체제로 운
영하면서 자연과학적 연구결과를 총량관리제 도입·시행에 즉각 반영하는 연구사
업 체제를 구축
○○ 2020년까지 추진할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관리물질의 확대
를 통해 환경개선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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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
수행방법 다양화를 위한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6. 3 ~ 2010. 1. 29(7.5개월)
연구책임자 : 이종필 부연구위원
(Tel. 02-2105-2824, e-mail: jplee@kmi.re.kr)
내부연구자 : 전찬영 연구위원, 전형모 전문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김병익, 박진순(우리회계법인, 회계사)

1. 연구목적
○○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독립채산형 사업방
식, 서비스구매형 사업방식, 부분 독립채산형 사업방식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사업추진방식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외부 전문가 자문 수행
－－ 사업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기존 민간투자사업의 기준 검토
○○ 설문조사
－－ 사업방식 선정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기준별 가중치 설정
－－ AHP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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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계법인 외부연구 수행
－－ 사업별 사례분석
－－ 사업방식 선정 모형 구조 검토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정책연구지만 학술연구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
－－ 사업방식 선정을 위한 계량적 기준 설정 및 모델설정 측면에서는 학술연구적 성
격이 강하고 사업추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라는 측면에서는 정책연구
적 측면이 강함
○○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분야에서는 최초로 사업방식 선정 기준을 계량화하여 제시
하였다는 점이 특징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적정 사업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모
델을 구축
－－ 1단계: 상하부시설 전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인지(BTO/BTL) , 상하부 시
설 중 일부를 순수 민간투자로 할 것인지(부분민자) 결정
－－ 2단계: BTO방식(독립채산형)으로 할 것인지, BTL방식(서비스 구매형)으로 할
것인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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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준 혼합형 의사결정 모델(MCMDM)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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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및 기준(STEP 1)
－－ 정책적 측면(사업의 시급성), 재원조달 측면(총사업비 규모, 예산의 적기 확보
가능성, 건설보조금을 통한 수익성 확보)으로 구분
전체민자(BTO/BTL) vs. 부분민자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

정책적 측면

재원조달 측면

사업의
시급성

총사업비
규모

예산 적기
확보 가능성

건설보조금을 통한
수익성 확보

－－ 사업의 시급성: 추진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0~1.0까지 상대점수 부여
－－ 총사업비 규모: 6천억 원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서 0~1.0까지 상대점수 부여
－－ 예산적기 확보가능성: 확보가능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에 따라 0~1.0까지 상대
점수 부여
－－ 건설보조금을 통한 수익성 확보: 총사업비 대비 건설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0~1.0까지 상대점수 부여
○○ 평가항목 및 기준(STEP 2)
－－ 사업성 측면(사업수익률 수준, 수요확보 가능성, 사용료 수준), 예산확보 측면
(건설보조금 확보 가능성)으로 구분
BTO vs. BTL 방식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

사업성 측면

사업수익률
수 준

수요확보
가능성

예산확보 측면

사용료
수 준

건설보조금
확보 가능성

－－ 사업수익률: 기 체결된 실시협약의 사업수익률과의 차이에 따라 0~1.0까지 상
대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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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확보 가능성: 적정 하역능력 대비 예측 물동량 비중에 따라서 0~1.0까지
상대점수 부여
－－ 사용료 수준: 사용료가 동종 또는 인근항만 평균사용료 수준과 비교하여 0~1.0
까지 상대점수 부여
－－ 건설보조금 확보 가능성: 조달가능성을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0~1.0까지 상대점수
부여
○○ 가중치 설정
－－ 각 단계별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 설정
－－ 1단계: 사업의 시급성(0.398), 사업비규모(0.095), 재정추진의 예산확보
(0.196), 건설보조금을 통한 수익성확보(0.312)
－－ 2단계: 사업수익률 수준(0.265), 수요확보가능성(0.294), 사용료 수준(0.136),
건설보조금 확보가능성(0.305)

2) 정책적 기여
○○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 수행 시 분석기준으로 활용
○○ 기 추진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의 적정성 검증 모델

3) 기대효과
○○ 사업추진방식 선정의 합리성 및 논리성 제고
○○ 항만시설의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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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6. 3 ~ 2010. 6. 30(13개월)
연구책임자 : 전찬영 연구위원
(Tel. 02-2105-2823, e-mail: cyjun@kmi.re.kr)
내부연구자 : 이종필 부연구위원, 전형모 전문책임연구원,
김혜주 전문연구원, 유은경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송병록 대표,
강동진 팀장(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
김재운, 신혜선(삼일회계법인, 회계사)

1. 연구목적
○○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쟁점사항과 항만분야 민간투자
사업의 체계적 관리운영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사업별 쟁점을 해소하고
정부와 민간투자자간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항만분야 민간투자
사업의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계량화 모형의 구축과 활용
－－ 적정 유지보수비 산정을 위한 계량화 모델 구축
○○ 전문분야 외부기관 협동연구
－－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운영비용 정산 방안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분석모델의
구축에 재무분야 회계법인과 협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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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관리 체계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타 사례 조사 분석, 기존 추진 실적의
분석과 유의점 도출에 민간투자사업 컨설팅 기업 협동연구 수행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결과를 현재 운영 중인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 운영경비 정산에 직접 활용
한다는 특징이 있음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개선방안과 유지보수비의 적정성은 추후 사업추진 시 사업
의 적정성, 협상 시 비용의 적정성 검증 모델로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음
○○ 유지보수비의 적정성 검증 모델 구축, 운영경비 정산방안 등은 항만문야 민간투자
사업에서 시행되는 최초의 정책연구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운영수입보장제도 개선방안
－－ 4개의 개선대안을 검토: ① 간주사용료 미적용 + 주요변수의 조정, ② 간주사용
료 부분적용 + 최저책임 경영의무, ③ 최저책임 경영의무 수준의 하향조정과 간
주사용료의 부분적용, ④ 최저책임 경영의무 수준 상향조정과 간주사용료 부분
적용
－－ 각각의 대안은 기 추진 항만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각기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제안
－－ ① 간주사용료 미적용 + 주요변수의 조정: 모든 대안 적용가능
－－ ② 간주사용료 부분적용 + 최저책임 경영의무: 세부 사안별로 차이가 있으나 인
천북항 다목적 부두 사업을 제외하고 적용가능
－－ ③ 최저책임 경영의무 수준의 하향조정과 간주사용료의 부분적용: 인천북항 다
목적부두 사업에 적용 가능
－－ ④ 최저책임 경영의무 수준 상향조정과 간주사용료 부분적용: 울산신항 1-1단
계 사업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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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비용 정산방안
－－ 3개의 정산방안을 검토: ① 고정비 및 변동비 분리 기반형 운영비용 정산 방안,
② 물동량 처리 실적과 연계한 정산방안, ③ 운영수입 연동형 운영비용 정산 방안
－－ 대안 1은 비용항목을 대분하고 변동비 비율과 고정비 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물동량 처리실적을 감안하여 정산하는 방안임
－－ 대안 2는 실시협약 상 추정물동량 대비 처리물동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는
방안임
－－ 대안 3은 기본적으로 실시협약 상 운영비용의 50%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실제사
용료 수입과 보장기준사용료 수입을 감안하여 정산하는 방안임
－－ 합리적 정산방안으로서 대안 1≫ 대안 3 ≫ 대안 2로 제안
○○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 적정유지관리비 산정 방안
－－ 기 추진 민간투자사업과 유사사례를 분석한 후 계량적 추정모델을 구축하고 산
정모형을 제시
－－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의 적정 유지관리비
• 항만시설(토목/건축) 유지보수비 : Logistic Curve 형태의 적분법 모델

: t연도의 시설 유지보수비
r : 시설물별 평균보수율
n : 시설물별 내용연수
p : 시설물의 신규구입가격(시설물의 초기 공사비)
t : 시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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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설비 유지보수비, 전력비, 유류비
구분

회귀식

운영설비
유지보수비

컨테이너
부두

1.015 * [ Exp(6.13 + 0.01연도 + 0.001물동량) ]

전력비

1.024 * [ 2.06물동량 + 1,133.82운영설비비Dummy ]

유류비

0.964 * [ Exp(6.49 + 0.04Ln(연도) + 0.0006물동량 - 0.66운영설비비Dummy) ]

주 : 각 회귀식의 [

] 앞에 있는 숫자가 총량보정계수임

－－ 비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의 적정 유지관리비
• 항만시설(토목/건축) 유지보수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과 동일
• 운영설비 유지보수비, 전력비, 유류비
구분

비컨테이너
부두

회귀식

운영설비
유지보수비

0.98 * [ 101.5Ln(연도) + 0.05물동량 ]

전력비

1.002 * [ 289.33 + 13.37Ln(연도) - 0.1물동량 + 189.91운영설비비Dummy ]

유류비

0.998 * [ 497.17 + 34.84Ln(연도) - 0.21물동량 + 259.62운영설비비Dummy) ]

주 : 각 회귀식의 [

] 앞에 있는 숫자가 총량보정계수임

○○ 항만 민간투자사업 유지관리지침 작성
－－ 운영단계에서 정부와 사업시행자 간 업무와 절차를 기준으로 지침을 작성

2) 정책적 기여
○○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 최저운영수입보장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비판을 합리적
으로 수용하여 대안을 마련
○○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최소화
○○ 현재 운영 중인 울산신항 1-1단계, 포항 영일만 신항 1-1단계, 인천북항 다목적 부
두, 인천북항 일반부두,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다목적 부두 사업에 연구결과
대안을 적용

3) 기대효과
○○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합리적 역할분담 시스템 구축
○○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 쟁점해소와 갈등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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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연 구 기 간 : 2009. 6. 3 ~ 2010. 2.1(8개월)
연구책임자 : 전찬영 연구위원
(Tel. 02-2105-2823, e-mail: cyjun@kmi.re.kr)
내부연구자 : 이종필 부연구위원, 김근섭 책임연구원,
전형모 전문책임연구원, 강윤경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김재운, 신혜선(삼일회계법인, 회계사)

1. 연구목적
○○ 「제2차 평택·당진항 기본계획 수정계획(2007.12)」에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평택·당진항 동부두 내항 국제여객부두 사업의 민간
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조사·분석하여 정부가 적시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외부 전문기관 협동연구
－－ 사업추진에 따른 금융조건, 재무적 변수의 검토, 모델의 구축
－－ 재무적 타당성 기본분석, VFM 모델 구성 등
○○ 심층인터뷰
－－ 유사사업 운영비용 조사 및 분석
－－ 담당자 심층인터뷰를 통한 비용분석 및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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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 수행결과가 직접적으로 사업추진과 연계되는 특징이 있음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고시, 민간투자자 선정, 협약
체결, 사업착공 및 준공, 운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
－－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실시설계 및 착공, 준공을 거쳐 운
영사 선정 및 운영 등의 절차로 추진됨
○○ 제2차 평택·당진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상 투자계획 집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특징이 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여객 및 화물수요 추정
－－ 긍정적 시나리오, 안정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각 4개 항로 개설 시, 5개 항
로 개설 시로 나누어 여객 및 화물수요를 추정
－－ 긍정적 시나리오: 2020년 기준 4개 항로 개설 시 여객은 501천 명, 화물은 141
천 TEU 발생 전망, 5개 항로 개설 시 여객은 644천 명, 화물은 168천 TEU 발
생 전망
－－ 안정적 시나리오: 2020년 기준 4개 항로 개설 시 여객은 407천 명, 화물은 127
천 TEU 발생 전망, 5개 항로 개설 시 여객은 533천 명, 화물은 149천 TEU 발
생 전망
○○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 총 사업비: 2,136억 원(배후부지 100억 원 포함)
－－ 운영비용: 평택·당진항 기존 여객부두 및 인천항 여객부두 운영사 실태조사를
통하여 분석 후 적용
○○ 운영수입
－－ 항만시설사용료: 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로서 시설임대료,
주차장수입, 터미널이용료, 선박 입·출항료, 화물 입·출항료를 산정
－－ 부대사업의 경우 분양수입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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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 분석
－－ 2008년 기 수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와 수요차이가 30%이내로서 변동요인
이 없어 별도의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지 않음
○○ 재무성 분석
－－ 각 시나리오 대안별로 설계가 적용 시, 낙찰률 적용 시 재무적 타당성 분석
－－ 각 대안별로 건설보조금을 572억~814억 원까지 지원 시 세전 불변 수익률이
7.0%로 산정됨(BTO사업방식의 경우)
－－ 이외에 부분민자, BTL 사업방식을 가정하여 타당성을 분석
○○ 적격성 검토
－－ BTO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어느 시나리오에서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분석됨(대안에 따라 VFM Ratio 40.81~54.28%)
－－ 부분민자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다
만, BTL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도출

2) 정책적 기여
○○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개발 추진
－－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부대사업 추진 여부 시나리오를 포함한 추진 대안 검토

3) 기대효과
○○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확충으로 여객시설 혼잡완화
○○ 여객부두 이용주체(선사, 여행객)에 대한 항만서비스 제고
○○ 평택·당진항의 컨테이너화물 유치 및 관광여객 증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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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부대사업(해운중개업 등) 발전과
서비스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6. ~ 2010. 2.(8개월)
연구책임자 : 김우호 부연구위원
(Tel. 02-2105-2826, e-mail: neoport@kmi.re.kr)
내부연구자 : 고병욱 책임연구원, 김은수 책임연구원,
최영석 책임연구원

1. 연구목적
○○ 해운부대사업 시장의 실태조사를 통한 발전방안 도출
－－ 건전한 시장 조성방안
－－ 해운부대사업체 관리 효율화 방안
－－ 지식기반 해운부대사업의 육성 방안
○○ 지속가능한 해운산업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인식 및 발전방안 모색
○○ 연구협의 및 워크숍 개최
○○ 대내적으로 해운부대사업의 발전과 대외적으로 해운산업발전 기여 방안 검토

2) 연구의 특징
○○ 1999년 규제개혁 이후, 10여 년간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해운부대사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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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책의 기초자료 생성
○○ 해상운송업의 지원서비스업으로서 해운부대사업이 질적 발전과 양적 성장을 도모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강구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해운부대사업별 제도 변천 연구
○○ 해운부대사업별 업무영역 분석
○○ 해운부대사업체 운영실태 조사 분석
○○ 해운부대사업의 문제점 분석
○○ 외국의 해운부대사업 운영현황 및 사례분석
○○ 해운부대사업 발전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
• 등록갱신 제도의 도입
• 등록 사무관리의 효율화 및 관리 강화
－－ 우수업체 인증제도 도입 건의
－－ 기타 지원 방안 제안
• 연구개발 강화 및 실용화 지원
•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 관련 협회 육성

2) 정책적 기여
○○ 국토해양부 입법계획에 반영(2010.12. 해운법 일부개정 법률안)
－－ 서비스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제 도입
－－ 해운부대사업의 등록 갱신제 도입
－－ 관련 협회의 육성을 위해 정부업무의 일부 위탁
－－ 법제처 제출(’11년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11년 7월 31일까지),
시행(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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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시장질서가 문란해진 상황에서,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함으
로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 해소에 기여하여 우리나라 해운부대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아울러 사후관리가 부재한 해운부대사업 시장에 대해 등록갱신제 등의 사후관리방
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
○○ 해운중개업 등 업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협회의 육성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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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노화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 구 기 간 : 2009. 7. ~ 2010. 3.(8개월)
연구책임자 : 윤상호 연구위원
(Tel. 02-2105-4976, e-mail: shyoon@kmi.re.kr)
내부연구자 : 김정봉 연구위원, 이승우 연구위원,
송은종 연구원, 고민규 연구원

1. 연구목적
○○ 권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소득원을 개발하고 수산업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며 편의·복
지시설 등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어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주민 설명회 개최
－－ 주민들에게 본 사업에 대한 취지 설명
○○ 설문지 조사
○○ 현장방문 및 조사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농림수신식품부의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해당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마스터
플랜과는 다른 지역현안에 대한 사업 대안을 제시하는 점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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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생산기반시설 조성 제시
－－ 선착장, 물양장, 어장진입로 등 어선계류 및 기능시설의 확충으로 어업생산기반
시설 확충
○○ 소득원(어업소득 및 어업외 소득)개발 제시
－－ 활어 저장·유통시설건립 및 공동작업장 건립으로 어업소득원 개발
－－ 향토특산물판매장·친수공간 등 어촌관광시설보완으로 어업외 소득원 개발
○○ 생활환경 및 복지향상 조성 제시
－－ 마을내 도로정비, 복지회관 건립 등 생활환경개선으로 정주환경 조성
－－ 어업인 휴게소 등 어업인 편의시설확충
－－ 마을주차 시설정비, 환경처리시설보강 등 지역민의 복지증진으로 지역주민의
환경·복지강화

2) 정책적 기여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사업평가부문에서 상위사업으로 평가
○○ 중심어촌계 선정으로 관광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Paradigm 형성

3) 기대효과
○○ 경제적 기대효과
－－ 어업생산기반시설 및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지역의 어가소득 증대
－－ 성장잠재력이 큰 어촌관광자원이 수산업과 함께 개발되도록 하여 지역의 성장 촉진
－－ 어선어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다양하고도 안정적인 어업기반 조성
－－ 수산업을 위한 도로 등 지원시설의 확대로 생산의 효율성 증대
○○ 사회적 기대효과
－－ 중장기적으로 어촌계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정주의사를 고양
－－ 전통문화와 문화가치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노력
을 유도하여 애향심과 자긍심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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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적인 개발유도로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장기적 비전 제시로 어업인들의 생
활 및 생산의욕 고취
－－ 어업소득 및 어업외소득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소득증대효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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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양관광 특성화 계획수립
연 구 기 간 : 2009. 7. ~2010. 1.(7개월)
연구책임자 : 이승우 연구위원
(Tel. 02-2105-4972, e-mail: swlee@kmi,re,kr )
내부연구자 : 홍장원 책임연구원,
고민규 연구원
외부연구자 : 김병곤, 전기현

1. 연구목적
○○ 제주도의 해양 자원적 특성, 기후적 특성, 관광 환경적 특성 등을 활용한 해양관광 특
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양관광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특성화 사업을 발굴
제시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적합한 요트산업 및 수상레저 산업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해양레저 관광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현지 조사 실시 및 전문가 의견
을 수렴하였음
－－ 제주 특별자치도의 특성과 계획 등과 관련된 문헌, 자원 관련 문헌 등을 바탕으
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관광 개발 방향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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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를 통하여 해양레저관광 적지를 조사함
－－ 외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해양레저관광의 실태를 현지조사하여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함
－－ 제주 해양레저 관련 학자, 사업자, 어촌 지도자 등의 자문을 통하여 제주특별자
치도 해양레저관광 경쟁력 제고 전략을 도출함

2) 연구의 특징
○○ 제주의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
주도의 새로운 관광명소이자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제주다운 해양생태관광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만의 독특한 해양자원 및 문화자원
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여 다른 지역의 해양관광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우리나라 섬 중에 가장 큰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마스터 플랜과 전략을 제시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관광 여건, 자연환경, 인적자원 등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SWOT
－－ 강점요인은 국내 최고의 관광지, 연안 정착성 돌고래 서식, 우수한 연안경관, 요
트투어 활성화, 민간투자에 의한 피셔리나 조성 등이며, 단점요인은 제주도민의
낮은 해양관광 수요, 마을어장의 높은 배타성, 해양레저 인력 및 교육과정 부족
등임
－－ 기회요인은 중앙정부의 요트산업 육성추진, 중앙정부의 마리나항 기본계획 수
립,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국민의 수요 증대, 다기능 어항의 추진 등이며, 위협요
인은 해양레저관광과 관련한 규제, 요트 소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지방
자치단체 간의 해양레저관광의 과도한 경쟁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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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레저관광 추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다양한 연안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 기반조성을 통항 잠재적 가치 창출
－－ 바다와 어촌자원의 개방을 통한 어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의 요트산업의 차별화
－－ 해양레저 인력자원의 육성
○○ 제주해양관광 로드 맵 제시

비전
(Vision)

요트산업 기반조성을 통한 녹색성장 실현

목표
(Goal)

국제적 요트 해양관광도시 조성

전략
(Strategy)

중심과제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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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산업

체류하고 싶은

육성을 위한

국내

국제

여건조성

요트HUB조성

요트HUB조성

마리나항 개발·운영의
제약 최소화

마리나항 차별화

마리나 서비스의
국제화

•마리나항 개발·운영 관련
제주도 법·제도 개선
•요트스쿨 개설 및 운영
•마리나항 조성 공공갈등
방지

•마리나항 콘텐츠 개발
•마리나항 어메니티 제고
•국내 마리나항 연계 프로
그램 개발 및 육성

매력적인

•세계 요트 레이싱대회
유치
•출입국 업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세계적 우수 마리나 지정
프로젝트추진

수탁연구과제 09-070

2) 정책적 기여
○○ 중앙정부의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에 부응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관광산업 육성
에 기여
○○ 2012년 여수 엑스포와 제주 해양레저관광의 연계를 통한 해양레저관광 벨트 조성
에 기여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국제적 해양레저관광 허브도시 조성에 기여

3) 기대효과
○○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적합한 요트산업 및 수상레저 산업 등의 활성화방안을 제
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양레저관광 분야에서 경쟁력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간의 해양관광 MOU(2009. 5. 6)체결 후속조치사항
및 여수세계박람회(EXPO) 대비 등을 고려한 요트산업 중심의 해양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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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7. 10 ~ 2010. 4. 9(9개월)
연구책임자 : 류정곤 연구위원
(Tel. 02-2105-2845, e-mail: jkryu@kmi.re.kr )
내부연구자 : 조정희 연구위원, 김대영 부연구위원,
이정삼 책임연구원, 남수민 전문연구원,
이승진 연구보조원, 강주리 연구보조원

1. 연구목적
○○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생산성이 저하된 양식어장에 대하여 어장휴식년제 실시를 통하여
양식어장의 환경 개선, 양식어업의 생산성 제고 및 안전한 양식수산물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어장오염이 심화된 양식어장에 대한 휴식년제 실시에 대비하여 타당성
분석과 정책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휴식어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편성 등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크게 문헌자료 조사, 설문 및 현지출장 조사, 전문가 자문,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국립수산과학원과의 협력 연구 등을 통해 추진됨
－－ 문헌자료 조사는 본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국내 선행연구, 외국 선진국의 보고
서 및 정책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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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는 주요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 전문가 등을 대
상으로 어장휴식 필요성 및 정부지원 등에 관해 실시함
－－ 한편 동 연구추진의 효율성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양식어장 휴식년제 추
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아울러 어장관리해역 지정을 위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협력
연구를 실시함

2) 연구의 특징
○○ 아직 우리나라는 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 어장휴식년제를 실시할 준비가 미흡하
고,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
－－ 아울러 양식휴식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정책과 손실보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장관리해역의 지정과 관리도 어려운 실정임
○○ 본 연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하에서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범사업의 실시 방안을 제시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현행 「어장관리법」에 의하여 동 사업은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미수립 되어 있고, 특히 휴식 시 발생하는 양식업자 및 종사자의 소득
손실 보전에 관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행기반이 미조성된 상태라
할 수 있음
○○ 어업인 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양식어장 관리의 필요성은 모두
가 인정하고 있었으며, 그 원인을 양식어장 관리주체인 어업인들의 노력 부족뿐만
아니라 육상기인 오염원, 전반적인 해양생태계의 변화 등도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
－－ 또한 어업인들은 휴식에 따른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또한 동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보전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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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계획은 「어장관리법」에 근거하여 휴식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토록
하였고, 중장기 계획으로는 향후 약 10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동 계획에 의하
여 휴식계획자가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요청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음
○○ 시범실시방안은 동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
를 구축함과 아울러 휴식년제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필요성에서 수립되었음
○○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를 위한 지원근거는 환경직불제를 원칙으로 하였고, 동 사업
대상 어장이 시장·군수·구청이 면허하고 관리하는 어장이며, 물권에 해당하는 어
업권인 점을 고려하여 재원은 국비, 지방비 및 어업인 자담을 원칙으로 하였음
○○ 효과분석은 원칙적으로 양식어장 휴식에 따른 비용과 편익분석인 경제분석을 원칙
으로 하였으며, 환경개선 효과와 같은 간접효과도 효과로 추정하는 분석체계를
제시하였음
○○ 동 제도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휴식 대상어장 및 해역 선정, 휴식기
간 중 발생하는 손실 보전, 휴식기간 중 어장정화 문제, 휴식의 효과, 휴식을 위한 재
원 마련 등임
○○ 휴식을 위한 재원확보는 우선 정부에서 환경직불제에 의한 휴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중장기적인 예산확보가 가장 우선일 것임
－－ 지자체 또한 정부의 계획에 근거하여 자체 예산을 확보하든가 광특회계로 추진
방안을 제안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실시방안 및 시행계획은 아직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제시된 대안들임
－－ 따라서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어업인들의 참여부족에 따른 사업시행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임
○○ 양식어장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고,
양식어업인들은 양식소득 창출 이전에 공유재인 우리나라 연안 생태계를 유지하면
서 양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여야 함

292

수탁연구과제 09-071

－－ 노르웨이의 사례를 보면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해양환경 기준에 의하여 양식어
업인들이 어장환경 생태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과학적인 조사 및 결과에 너무 의존하는 관리기준은 실현성이 없으므로 단순하
면서도 어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어장관리해
역의 지정뿐만 아니라 휴식년제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임

2) 정책적 기여
○○ 「어장관리법」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
－－ 동 법에 의해 양식어장 휴식년제 사업 실시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마
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 연구보고서는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제시

3) 기대효과
○○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효과검증을 통해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 어장청소를 통해 연안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 양식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에 대한 어업인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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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PEMSEA 해양환경보전
국제협력 역량강화 사업
연 구 기 간 : 2009. 7. 10 ~ 2010. 4. 5(8개월)
연구책임자 : 윤진숙 연구위원
(Tel. 02-2105-2752, e-mail: jsyoon@kmi.re.kr)
내부연구자 : 김성귀 연구위원, 김종덕 연구위원,
장원근 책임연구원, 육근형 책임연구원,
이구성 연구원

1. 연구목적
○○ 동아시아해역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독립적 국제기구로 전환하고 있는
PEMSEA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역내 다자간 해양환경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
및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역내 해양환경 관리역량 제고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PEMSEA 정책 동향분석 및 체계적인 국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회의 참석
및 의제 분석
－－ 주요 정책결정기구인 PEMSEA 파트너십 위원회(매년 개최), 집행위원회(연 1~2
회 개최), 동아시아해양회의 및 장관포럼(3년마다 개최) 등에 참석하여 현안분석
및 핵심의제 발굴
○○ 국내 PEMSEA 국가(Country Partner)/비국가 파트너(Non-country Partner)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정책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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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파트너 : 국토해양부,
비국가 파트너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해양연구원(KEI),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등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글로벌 해양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동아시아 개발도상국과 협력기반 구축 및 해양자
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기구로서 PEMSEA를 활용하는 데 특징이 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2009년 동아시아해양회의(EAS Congress) 한국대표단 활동 지원
－－ 국토해양부 참가방안 수립, 한국정부 및 관련 기관이 주최하는 국제워크숍, 전
시관(11개 기관, 15개 부스), 청년포럼(한국 대학생 9명 참가), PEMSEA 지방정
부네트워크포럼(PNLG Forum) 개최 지원
－－ 2012년 제4차 EAS Congress 및 장관포럼 한국유치(경남 창원시) 확정을 위한
정부활동 지원
○○ PEMSEA-국토해양부 개발도상국 협력사업 지원
－－ 북한 협력사업
－－ 대동강 연안·하천유역 환경현황 보고서(Environmental Profile on Taedong
River Basin and Coast of DPR Korea) 개발 지원
－－ 대동강 연안·하천유역 통합관리 프레임워크(안)(Draft Framework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Taedong River Basin and Coast) 수립 지원
－－ 인도네시아 협력사업
－－ 연안오염총량관리(TMDL) 워크숍 개최 지원(2009.11.1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연안오염총량관리기반 칠리웅 강 유역 및 자카르타만의 통합적 환경개선을 주제
로 워크숍 개최(인도네시아 환경부, PEMSEA 사무국, 칠리웅 강 유역 및 자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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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타만 관계자 85명 참석)
○○ 제5차 트위닝(Twinning) 국제워크숍 개최
－－ 트위닝 워크숍 : 선진국-개도국 간 오염우심해역 관리에 관한 경험 및 기술 공
유를 목적으로 2005년 한국 마산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후 정례적으로 개최,
2008년 6월 PEMSEA 트위닝 사무국 KMI 유치
－－ 제5차 워크숍 : 2010년 3월 17~19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 ‘연안
및 하천유역의 오염저감을 위한 해결과제’를 주제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국,
북한, 한국, 국제기구(세계은행, ADB, JICA), PEMSEA 관계자 등 50여 명 참석
－－ 낙동강유역 쓰레기 책임관리제(해양환경관리공단),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KMI) 둥 한국의 선진 해양환경관리 정책 소개
○○ PEMSEA 정책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검토
－－ PEMSEA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Meeting) 의제분석을 통한
PEMSEA 정책동향 파악, 2010년 PEMSEA 업무추진 계획서 분석
－－ 제5차 한·일 해양환경교류협력회의(’09. 10. 14~16, 일본 동경) 의제 개발 및
일본 해양환경정책 관련 자료 수집

2) 정책적 기여
○○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기본계획 등
해양환경 관련 국가계획의 ‘국제협력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부문 추진전
략 수립에 반영

3) 기대효과
○○ 체계적인 대응제체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해양환경분야 국제협력 기반 구축
○○ 해양환경분야 국제사회 기여 확대 및 선진제도 도입을 통한 국내역량 강화
○○ 한반도 주변해역 환경보전 및 글로벌 해양환경 현안 해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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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해양복합공간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연 구 기 간 : 2009. 6. ~ 2010. 10.(17개월)
연구책임자 : 이원갑 연구위원
(Tel. 02-2105-2764, e-mail: wklee@kmi.re.kr)
내부연구자 : 이종훈 부연구위원, 홍장원 부연구위원,
김대영 부연구위원, 이윤정 연구원,
엄선희 책임연구원, 이남순 행정원, 진아영 행정원
외부연구자 : 유진근, 이용재, 김재법, 이동혁, 김동호, 황국환,
장수민, 김희현(건일엔지니어링)

1. 연구목적
○○ 경주시 해안지역에 대하여 “녹색해양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 환 동해안 시대의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발전
－－ 해양관광자원과 역사문화 유적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국제관광도시 육성
－－ 21세기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의 실현을 통하여 경주시의 청정 해양도시 이미지 부
각 및 수산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지역환경 및 관광환경 분석
○○ 관련 정책분석, 동해안 해양개발 실태 및 국내외 유사 개발사례 분석
○○ 경주시 해양관광개발 기본 구상 및 단위사업 개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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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육상관광에 비해 낙후된 해양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것임
○○ 봄, 가을에 집중된 기존의 역사관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비수기인 하계관광
활성화를 통한 해양관광 발전을 도모하였음
○○ 해양관광의 계절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안 산책로 개발, 오토 캠프장 조성, 해중
테마파크 및 바다 목장 조성 등 다양한 친환경 해양관광 아이템을 개발하였음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관광객과 주민의 만남을 중
심으로 하는 해양관광 개발사업을 구상하였음
○○ 바다 목장의 경우 어업권이 폐지된 수역에서 원자력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함으로써
해양자원 및 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경주시 해양개발 및 해양관광기본 구상
○○ 단위사업 개발계획 수립
－－ 마리나 관광단지 개발계획
－－ 원전 온배수 이용 바다목장 조성계획
－－ 어촌 체험마을 조성계획
－－ 수중테마파크 조성계획
－－ 오토 캠핑 해양관광지 조성계획
－－ 해안 산책로 조성계획

2) 정책적 기여
○○ 경주시의 해안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으로 활용

3) 기대효과
○○ 해양관광도시로서 경주시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
○○ 낙후된 경주시 해안지역의 발전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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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굴비 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7. ~ 2010. 2.(8개월)
연구책임자 : 강종호 부연구위원
(Tel. 02-2105-4921, e-mail: jhkang@kmi.re.kr)
내부연구자 : 김정봉 연구위원(연구감리), 김대영 부연구위원,
장홍석 책임연구원, 이헌동 책임연구원,
이승진 행정원, 강주리 행정원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성공적인 영광굴비 특성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영광군의 굴비산업과 관련된
주요 요소들의 유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소비자의 needs를 고려한 중·장
기적 발전 방안의 수립을 위한 것임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분석의 범위는 국내굴비산업의 생산/유통/가공/수출/마케팅/상품화 등이며, 제품
문헌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현지 출장조사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수행하였음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소비자의 needs를 고려한 영광굴비의 브랜드 재구축을 목적으로 중장기
적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임
－－ 영광굴비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경쟁력 평가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마케

2010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99

제5장 수탁용역사업

팅전략기획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투자계획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도출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국내 굴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굴비의 생산 현황, 참조기 양식 현황,
유통 및 소비 현황, 관련 정책 및 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영광굴비의 문제점을 도출
하였음
○○ 영광굴비의 브랜드가치는 국내 1위이기는 하나, 후발주자인 추자도굴비에게 추격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격경쟁력은 큰 차이가 없으나, 품질기준이나 규격 등이 명확치 않아 소비자
신뢰기반이 취약함. Cash Cow 시장에 속해 있어 리포지셔닝이 필요함
○○ 영광굴비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음
－－ 비전은 ‘영광굴비의 리포지셔닝을 통한 재도약 기반 마련’이며, 목표는 대중화 목
표 및 명품화 목표 각각 2개, 지원 목표 1개로 총 5가지를 설정함
－－ 정책수단으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식품클러스터를 통해
산업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며, 한식세계화를 통해 세계일류상품화하는 3단계
전략을 제시하였음
－－ 추진전략은 생산 및 물류구조 현대화사업, 영광굴비 명품화사업, 영광굴비 문화
마케팅사업, 영광굴비 중장기 발전 지원사업임
○○ 투자계획은 10년 기간이며, 총투자규모는 169,200백만 원으로 집계됨
－－ 파급효과분석에서 총생산유발금액은 1,265억 원, 부가가치유발금액은 전국적으로
총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2) 정책적 기여
○○ 국내 최대이자 최고의 전통 수산물 브랜드인 영광굴비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함으로
써 취약점을 밝혀내고, 현대적인 생산방법과 전통적인 것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함
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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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전통 수산물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분석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발전
을 위한 방향 제시에 응용 가능

3) 기대효과
○○ 영광굴비의 브랜드 재구축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및 산업화
－－ 기존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던 취약점의 개선을 통해 현대적인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동 업종의 선진화 촉진
○○ 전통적인 생산방식과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 및 식품안전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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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역내 항만물류 인프라 개선방안
연구중 해사교통체계 발전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7. ~ 2010. 1.(6개월)
연구책임자 : 임종관 연구위원
(Tel. 02-2105-2787, e-mail: jkrim@kmi.re.kr)
내부연구자 : 김우호·전형진 부연구위원,
고병욱·최영석 책임연구원,
박경선·최윤석 연구원, 최경미 행정원

1. 연구목적
○○ 아세안 지역 물류시장의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교
역 확대와 ASEAN 통합교통로드맵과 연계한 한-아세안 항만분야 개발협력 사업 추진
을 위해 아세안 역내 항만의 개선방안을 발굴
－－ 아세안 항만별 협력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항만별 기초자료 수집, 항만 능력 검
토 및 개발수요 전망
－－ 아세안 항만의 중장기 발전전망 및 한-아세안 항만분야 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전략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현장 조사 및 설문 조사
－－ 1차년도 연구는 아세안국가 및 항만의 환경변화와 기초자료조사, 물동량 예측
방법론의 제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현장 조사와 설문 조사를
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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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바탕으로 2차년도 과업인 물동량 예측에 근거한 개별항만의 하역능력과
시설규모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를 축적함
－－ 또한 현장 조사 및 설문 조사는 향후 협력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항만
의 물류 기능성 및 항만관리 운영실태 등의 분석을 중요시함
○○ 문헌 및 통계 조사와 전문가 면담
－－아세안 국가 및 항만의 현황과 전망을 위해 환경변화와 관련한 해운패턴 및
아시아 운항 네트워크 등을 조사
－－ 국가별 경제여건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 투자환경 등을 분석
－－ 항만별 특성과 배후수송망, 기반시설 여건 등을 조사
○○ 대상 항만의 시설, 이용 및 운영 현황의 입체적 분석
－－ 개별 항만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항만시설현 황, 항만이용 및 운영 현황 등을
분야별, 품목별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
－－ 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을 검토하고 정보시스템 현황 및 구축, 관리 수준
을 조사
－－ 항만시설의 기능개선 및 정비방안은 향후 유지보수 및 항만 운영 효율화 추진과
직결되기 때문에 설문서 및 체크리스트를 중시함

2) 연구의 특징
○○ 아세안 9개 국가의 총 47개 항만의 현황 및 특성 분석을 위해 현지 출장, 워크숍 개
최, 관련 기관과의 회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 해외 워크숍 추진 등에 관해 정부와 관계 기관과 협의
－－ 향후 한-ASEAN 해상교통 및 항만 분야 개발협력 연구에 관한 협조체계 구축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아세안 항만서비스 체계 검토를 위해 서비스 집중도(Service Concentration),
항만 연계성(Port Connectivity), 평균 서비스 수송능력(Average Service
Capacity) 등을 분석하여 2차년도 기초 자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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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항만의 물동량 추정을 위한 예측방법의 제시
－－ O/D에 따라 아세안 지역 내 항만화물의 수요를 역외화물과 역내 화물로 구분
하여 추정
－－ 또한 화물의 특성에 따라 크게 컨테이너화물과 Break Bulk화물로 구분
－－ 항만 및 배후시장 범위와 구분 설정을 위해 그룹화 시도
－－ 항만을 크게 3 가지 형태로 구분(글로벌 거점항만, 지역거점항만, 역내 항만)
－－ 항만별 배후시장의 범위 및 특정 국가 내 소지역별 배후시장의 경제상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 장래 화물 수요는 국가 단위로 추정한 후 배분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일부 국가들은 역내 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근 국가
들을 연결해주는 피더항로가 광범위하게 구축됨
－－ 이를 위해 컨테이너 선사들은 “Hub & Spoke”전략을 구사하여 기간항로에서는
중심항로에만 기항하고, 간선항로에 있는 항만은 피더서비스로 연결함
－－ 이로 인해 기존 항만시설 확충, 신규 항만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및
고속화 설비 설치, 항만 배후지 내 물류센터 개발, 복합운송을 위한 배후 수송망
확보 등 경쟁이 확대
－－ 한국, 홍콩, 대만의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대부분 아세안 국가 등으로 이전하면
서 이들 국제 분업 체계의 중심이 아세안 지역으로 이전함

2) 정책적 기여
○○ 아세안 지역의 미래 해운 환경변화와 항만 개발 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
로써 우리나라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기여
○○ 아세안 회원국 항만개발 및 관련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 정부 및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항만개발협력 사업(ODA 사업 포함)의 진출 기반 제공

3) 기대효과
○○ 신시장 창출을 통한 해운항만 비즈니스 확대
－－ 아세안 해상 교통 및 항만 네트워크에 대한 전략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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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협력과제 추진으로 국가 브랜드 및 영향력 확대
－－ 아세안 항만에 대한 전략적, 미래지향적 개발협력 사업 발굴과 협조체계 조성
으로 아세안 해상교통통합 로드맵 구축에 기여
－－ 아세안 회원국의 항만개발 및 기능개선을 위한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및 영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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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콩고 Bannana항 개발 전망 및
사업성 분석
연 구 기 간 : 2009. 8. 24 ~ 2010. 3. 19.(7개월)
연구책임자 : 전찬영 연구위원
(Tel. 02-2105-2823, e-mail: cyjun@kmi.re.kr)
내부연구자 : 이종필 부연구위원, 김우선 책임연구원,
김혜주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김재운, 신혜선(삼일회계법인, 회계사)

1. 연구목적
○○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및 항만분야 해외진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되고 있는 「DR콩고
바나나항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민간이 DR콩고 바나나항 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의 타당성 및 수입대체자원으로서 DR콩고의 광물자원 획득에 대한 적정성을 제시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외부 전문기관 협동연구
－－ 사업추진에 따른 금융조건, 재무적 변수의 검토, 모델의 구축
－－ 회수 금액 산정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 관련 기관 역할분담
－－ 사업추진대안 모색 및 타당성 조사
－－ 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 검토 및 경제성분석
－－ (주)건일엔지니어링: 사업비 산정 및 기초자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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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정부의 자원외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자원외교를 해외
SOC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교환하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음
○○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 저개발국가의 SOC사업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를 제고하며, 국내 민간투자자의 대외사업진출 지원이라는 복합적 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수요추정
－－ 2020년 기준 5선석에서 일반화물 1,602천 톤, 컨테이너 화물 125천 TEU 처리
예상
○○ 총사업비
－－ 6,614억 원(2009년 말 기준 불변)
○○ 운영경비 및 운영수입
－－ 운영경비: 30년간 4,794억 원(2009년말 기준 불변)
－－ 운영수입: 30년간 2,084억 원(2009년말 기준 불변)
○○ 사업수익률
－－ 세전 불변 7.13%, 세후 불변 5.42%
○○ 적정수익률을 고려한 재정 지원 금액
－－ 세후 불변 14.35% 기준 재정지원금액의 순현재가치는 1,529억 원임

2) 정책적 기여
○○ DR콩고와 바나나항 개발 사업 협의
－－ 진출 조건, 재정지원 가능성, 사업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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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저개발 국가 해외진출 토대 구축
○○ 핵심자원 확보를 통한 국가에너지 자주개발률 제고
○○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해외사업 진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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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내 해상물류네트워킹
전략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9. ~ 2010. 5.( 8개월)
연구책임자 : 임종관 연구위원
(Tel. 02-2105-2787, e-mail: jkrim@kmi.re.kr)
내부연구자 : 김우호 부연구위원, 김태일 책임연구원,
고병욱 책임연구원, 최영석 책임연구원,
박경선 연구원, 최윤석 연구원
외부연구자 : 김철우 박사, 김상태 박사, 김일수, 최용덕

1. 연구목적
○○ 동아시아 역내 해상물류네트워크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 선
사들이 직면하게 될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정부정책 개발을 목적
으로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전문 정보제공업체의 자료를 분석하여 동아시아 해상물류네트워크의 과거 추이 및
현황을 파악
－－ Containerization Yearbook, CI-online 등을 통해 해상물류에 대한 기초자료
를 획득하고, 이를 분석하여 광범위한 동아시아 해상물류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함

2010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309

제5장 수탁용역사업

○○ 업계 전문가 면담 조사
－－ 동아시아 해상물류네트워크 변화 및 대응방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의 조언을 수
용하여 정책방안/선사전략의 도출에 활용
○○ 해외 사례 분석
○○ 선행연구 검토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네트워크 관점에서 국적 선사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
이 있음
－－ 따라서 광범위한 네트워크 자료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여 전략과제의 도출에
활용하였음
○○ 아울러 이러한 전략과제가 실천력을 지닐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 연구의 최종보고회 자료는 압축적이고 입체적으로 동아시아 해운물류시장을
분석하고 전략을 제시하여, 관련 업계의 기획/교육 자료로 배포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동아시아 무역 포지션의 변화
○○ 동아시아 해상물류네트워크 분석
○○ 유럽 근해항로의 해상물류네트워크 사례조사
○○ 동아시아 해상운송에서 우리나라 선사의 국제경쟁력 분석
○○ 동아시아 해상물류네트워킹 전략과 추진방안
－－ 동아시아 해상물류네트워킹 강화 전략
－－ 동아시아 해상물류네트워킹 현안 해결방안
－－ 네트워킹 전략의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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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동아시아 해상물류네트워크의 변화에 따른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재력 제고에 기여
－－ 미래시장 개척사업 지원, 한-아세안 해운물류협력 강화 방안은 미래 우리나라
해운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기여
○○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제시함으로써 선사의 자율적 경
영전략 수립에 기여
－－ 국적선사 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을 도모

3) 기대효과
○○ 국적선사 경쟁력 제고방안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제시함으로써 선사의 혁신적 경영
전략 수립에 기여
－－ 해운물류산업은 화물의 발생지(Origin)와 종착지(Destination)를 가지고, 아울러
중간 경로로서 항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특성을 나타냄
－－ 따라서 근본적인 네트워크 특성에 기초한 경쟁력 강화방안은 선사의 내실 있는
경영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중국,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 발전에 따른 정책과제 또한 제시함으로써 우리
나라 해운산업의 발전에 기여
－－ 신시장 개척, 아세안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신흥시장 개척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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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도 해상교통시설 확충 타당성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9. ~ 2010. 10.( 14개월)
연구책임자 : 최재선 연구위원
(Tel. 02-2105-4901, e-mail: jschoi@kmi.re.kr)
내부연구자 : 장학봉 연구위원, 손규희 책임연구원,
안요한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 : 김호상 전무, 김재홍 이사, 최연주 이사,
오요한 부장, 박상혁 부장, 송상준 과장,
김희동 차장, 정하채 대리(이상 건일엔지니어링)

1. 연구목적
○○ 연구의 배경
－－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해상교통시설 확충 필요성 대두
－－ 과거 북방항로 운항방식으로 인한 주민 불편 증가에 따라 해상교통 개선 필요성 증가
－－ 도서지역 주민들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나, 여객선 접안순서 변경을 통한 운항거리
및 시간 단축이 요구됨
－－ 도서 간의 단절성 해소를 위한 주변 계획과의 연계성
－－ 삼산 연륙교, 조력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등에 따른 주변 지역의 연륙화 및 개발로
인한 환경변화로 해상교통 개편 필요
－－ 서도면 4개 유인도서의 단절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서도연도교 건설사업으로 예
상되는 해상교통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타당성 필요
○○ 연구의 목적
－－ 도서지역(강화군 서도면 주문도)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한 도서지역 주민
의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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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기초 자료 분석
－－ 일반 현황, 기상 현황, 해상조건(조석, 조류, 해저수심, 해안선)에 대한 검토
－－ 주변 어업 현황(어선, 어업권, 주요 어획물 위판량) 조사
－－ 인근 해역에 미치는 해류의 영향 검토
○○ 기존 도서 접근성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해상교통의 현황 분석
• 항로(해도 및 해양현황), 이용 현황,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 기존 접근성의 문제점 분석
• 지역 주민의 정주생활여건에 미치는 영향,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
○○ 대안 제시 및 대안별 경제성 분석
－－ 기존시설의 분석 및 대안 제시
－－ 시설규모의 산정
• 대상 선박의 특성 및 이용성 고려
－－ 선착장 배후부지의 검토
• 공유수면 매립, 육상부 부지조성 등의 비교 검토
－－ 대안별 계획평면도, 단면도 작성, 개략 사업비 및 경제성 검토

2) 연구의 특징
○○ 변화하는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함
－－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선착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별 인문
사회 및 자연환경의 특징을 고려하여 제시
－－ 대안과 기존 시설 및 항로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최종 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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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항로 변경에 따른 지역별 통행시간 가치 분석 비교
구분
신규항로
(외포리 - 주문도 - 볼음도)
신규항로(외포리 - 주문도)
+ 서도연도교

볼음도 및 아차도

주문도

- 9,203,376원/년

113,102,535원/년

50,832,600원/년

113,102,535원/년

○○ 선착장 후보지에 대한 비교

2) 정책적 기여
○○ 강화군청의 도서관리 정책 방향 설정의 자료로 활용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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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도서지역의 접근성 증가
○○ 신규항로 개통과 서도 연도교 건설사업은 해상 통행시간의 단축, 행정의 편의성 증대,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 증가 및 관광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됨
○○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가와 서도면의 지역 낙후도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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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인공어초사업
사후평가체제 구축
연 구 기 간 : 2009. 9. ~ 2010. 3.(7개월)
연구책임자 : 류정곤 연구위원
(Tel. 02-2105-2845, e-mail: mobydick@kmi.re.kr)
내부연구자 : 김정봉 연구위원, 조정희 연구위원,
김대영 부연구위원, 이정삼 책임연구원,
정설경 연구원

1. 연구목적
○○ 인공어초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경남지
역 인공어초사업을 사례로 객관적인 어초어장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사후 평가체계를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인공어초사업의 당면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실태 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
－－ 경남 거제 동부의 인공어초 시설지역을 대상으로 인공어초 이용 실태와 어업인
설문조사를 실시
○○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 수렴
－－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인 단체, 전문가 등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연구품질 제고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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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표본인공어초 현황

사후평가체계 도출

표본지역 사후평가 분석

- 평가 이론, 평가 사례
- 사후평가체계 제시

- 경제적, 정책적, 기술적
- 종합평가

합리적 사후평가체계 구축 방향
- 기본 방향
-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체계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수산분야의 대표적인 공공사업인 인공어초사업에 대해 사후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검토
－－ 지금까지의 인공어초사업에 관하여 국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많은 의구심
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구심의 저변에는 과연 공공사업으로서의 가치와
효과에 대한 불신과 의문이 있었기 때문임
－－ 인공어초사업에 있어서 평가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공공사업으로서의 인공어초사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확보 가능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인공어초사업의 사후평가체제 구축 목표
－－ 본래 의도한 인공어초사업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였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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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어초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제 구축
－－ 인공어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
체제 구축
○○ 인공어초사업의 사후평가체제 구축 기본방향
－－ 평가체제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체제 구축
－－ 인공어초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적 평가, 기술적 평가 및 정책적 평가를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종합하는 종합평가 방안 제시
－－ 경제적 평가, 기술적 평가 및 정책적 평가를 종합하여 지수화함으로써 타 지역
의 인공어사업과 비교 가능
－－ 평가항목별 조사결과를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함으로서 객관화 가능
－－ 경제적 평가, 기술적 평가 및 정책적 평가에 적합한 과학적인 평가기법 제시
○○ 인공어초사업 평가 관련 제도 및 지침 확립
－－ 201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인공어초사업, 수산종묘방류사
업, 바다목장사업 등 자원조성사업에 대해 효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 인공어초사업의 평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사
업 평가지침 또는 매뉴얼의 개발 필요

2) 정책적 기여
○○ 인공어초 평가와 관련한 제도화 및 평가지침 개발 방향 제시
－－ 농림수산식품부가 개최하는 중앙어초심의회에 참석하여 인공어초 평가를 위한
제도적 필요성과 평가지침 개발 방향을 제시
○○ 수산자원조성사업 전반을 고려한 평가체제 필요성 제시
－－ 최근의 인공어초사업은 종묘방류사업, 해중림조성사업과 통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필요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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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인공어초사업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을 통한 투명한 객관적 인공어초사업 추진
가능
○○ 인공어초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역별, 사업별로 특성화된 인공어초사업 집행 가능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조성사업의 계획수립이 가능해져 어업인 나아가서 일반
국민의 바다 이용 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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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10. ~ 2010. 2.(5개월 )
연구책임자 : 길광수 연구위원
(Tel. 02-2105-2784, e-mail: kskil@kmi.re.kr)
내부연구자 : 김형태 선임연구위원, 심기섭 부연구위원,
장지선 연구원, 최경미 행정원
외부연구자 : 박수만 회계사(선진회계법인), 박병인 교수,
배종욱 교수(전남대학교)

1. 연구목적
○○ 현재까지의 광양항 인센티브제도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광양항의 자체 물동량 창출기
반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편방안 등 정부 및 공단, 지자체 등의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기존 광양항 인센티브제도 및 국내외 주요 항만의 인센티브제도 비교분석
○○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10가지 대책 선정 및 물동량 창출효과 간의 상관관계 분석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용역은 지난 2005년 전면 개편 이후 2009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광양항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그간의 성과를 평가한 후 동북아 국내외 항만 간 경쟁
구도 및 부두운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광양항의 지속적인 물동량 창출기반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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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전면 개선함으로써 선사와 화물의 유치를 촉진하여 광
양항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기여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현행 광양항의 인센티브제도는 선사 및 화물 유치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는 바, 성과가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함은 물론 국내
타항만에 대한 경쟁력 확보 수단, 광양항의 자립기반 강화 수단,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지원 수단으로서 개편 후 지속적인 시행이 요구됨
○○ 광양항 인센티브제도는 물량 창출 효과가 있는 수혜자 및 제도 중심으로의 선택과
집중, 산정방식 및 적용기준의 단순화, 물량 창출 기여도에 상응하는 소위 ‘체증형’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형평성 유지, 타항만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함
－－ 이같은 개편방향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 검토·제시한 주요 개편대안은 아래와
같음
<표 1> 광양항 인센티브제도 개편대안 종합
구분

현행(’08~’09년)

개편(안)(’10~’11년)

사 유

신규기항선사

선사
인센
티브

기존선사
(기존)

당해처리

기존선사
(신규)

추가기항

신규증가
광양단독

처리물량기준
+
신규물량기준
(피더선사 : 별도 단가 지원)

피더선사

① 복잡한 제도(50~55구간)의
단순화를 통해 인센티브와 화
물창출 효과 규칙성 부여
② 광양항 물량기여도와 신규 물
량 유치 중심으로 개편

부정기선사

항만
마일
리지

연안선사

현행유지(단가조정)

화주(포워더)

현행 유지

선사
-

폐

지

우수고객제

정부정책(저탄소 녹색성장)
부응 및 연안해송 활성화
인센티브와의 이중지급 방지
물량기여도가 높은 화주의 지속
이용 및 물량증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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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개편대안에 따라 개편한 처리물량 인센티브제도, 신규(증가)물량 인센티브
제도, 연안선사 인센티브제도, 항만마일리지제도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처리물량 인센티브제도의 경우 50~55개 구간의 복잡한 선택적 적용단가를 처리
물량 규모에 따라 체증형 인센티브 단가를 적용하여 단순화하는 한편 광양항
처리물량 기여도에 걸맞는 제도로 개편하였음. 특히 제도 단순화를 통해 인센
티브 지급에 따른 화물창출 효과의 규칙성을 도모하였음
현 행(’08~’09년)
구분

기존
선사

피더
선사

대 상

TEU당
단가

- 연간 5천TEU
이상 처리

400원~1,800원
(55구간)

- 전년대비
1천TEU
이상 증가

8,000~14,000원
(50구간)

- 한·중·일
정기
피더선

개 선(안)
(ʼ10~’11년)
- 연간 총처리물량 3천TEU 이상 처리 선사
※ 연간 총처리물량 5천TEU이상 처리 미기항 선사
•인센티브단가 :
0.003 × (× : 총처리물량) + 1,050원
•피더선사단가 :
[0.003×(×:총처리물량)+1,050원]+3,000원

6,000원

※ 한·중·일 피더선사에는 3천원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
•총처리물량 = 환적화물 + 비환적화물(1/2)

부정기
선사

- 연간 3만TEU
이상
부정기선사

- 지원금 총액 한도:20억 원
〃

2) 정책적 기여
○○ 선사와 화물의 유치를 촉진하여 광양항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운영여건 변화와 미래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광양항의 미래
발전방향 수립 및 경쟁력 제고

3) 기대효과
○○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
○○ 광양항의 자체 물동량 창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편방안 등 정부
및 공단, 지자체 등의 지원정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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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만관계자 초청 교육 프로그램
연 구 기 간 : 2009. 10. 20 ~ 2009. 12. 24
연구책임자 : 김학소 선임연구위원
(Tel. 02-2105-2821, e-mail: hskim@kmi.re.kr)
내부연구자 : 윤영돈 선임관리원, 김혁주 3급관리원

1. 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우수한 yes! U-port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외국 항만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동 시스템 운영실태 및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
그램을 실시하여 적극 홍보 추진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교육프로그램 실시
○○ 항만관계자 초청(2회)
－－ 1차(2009년 11월 30일 ~ 12월 4일) : 5개국 8명
－－ 2차(2009년 12월 7일 ~ 12월 11일) : 5개국 9명
○○ 교육실시(영어 강의)
－－ 항만에서 발생하는 선박의 이동과 화물의 반출입과 관련된 선박 입출항신고,
항만시설사용신고 등 항만이용자의 민원업무를 지원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
(Port-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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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화물을 수출입을 하고자 할 경우 항만당국,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등에 신고서류를 일괄 신고하고 이를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수출입
물류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 출입 기업에 컨테이너 화물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RFID를 활용하여 컨
테이너 항만과 주요 내륙물류거점(ICD, CY, 화주 등)에서 컨테이너와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는 컨테이너추적시스템(GCTS)
－－ RFID, USN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컨테이너, 화물, 차량, 부두장비
등 위치를 추적함으로써 부두작업을 자동화하는 지능형 항만 자동화시스템
(Intelligent port working system)
－－ 원조실적 및 방법 등 소개
－－ 질의응답 및 국가별 사례 발표
○○ 견학 및 문화체험
－－ 견학 : 한진해운 컨테이너터미널, 공동재해복구센터, 부산신항만 홍보관
－－ 문화체험 프로그램 : 경복궁, 용산전자상가, COEX

2) 연구의 특징
○○ 첨단 IT 기반 해운항만정보시스템을 상품화·브랜드화하여 해외진출을 통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 도모
○○ 우리나라의 우수한 yes! U-port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외
국항만 관계자 초청 연수프로그램 운영
○○ 동 시스템 운영실태 및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적극 홍보 추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세계 주요 항만국인 한국의 최근 첨단 해운물류정보시스템을 개도국에 소개하고 벤
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적절한 견학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첨단 IT 기술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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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운영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활발한 질의응답 및 피드백 작용을 통해 강의의 참여도와 교육 효과를 높임

2) 정책적 기여
○○ 국제사회에서의 교육협력을 통하여 개도국의 해운·항만 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 기
반 마련에 기여
○○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 및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한국의 우수한 해운물류정보관리시스템(yes! U-port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전
수하여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 가능성 제고

3) 기대효과
○○ 이번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이 우리나라의 최첨단 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외국에 수
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참가국과의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며, IT 강국으로서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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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생태탐방로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10. ~ 2010. 6.(8개월)
연구책임자 : 윤진숙 연구위원
(Tel. 02-2105-2756, e-mail: jsyoon@kmi.re.kr)
내부연구자 : 박상우 책임연구원, 신철호 책임연구원,
육근형 책임연구원, 남수민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주)경진엔지니어링 정민영 대표이사 외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바닷가 생태탐방로의 시범지역인 충남 서천군 연안과 전남 신안군 증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선정된 시범지역에 대해 기초환경(자연환경, 인문사회, 관광환경), 자원도출(자
연·생태·역사·문화자원), 바닷가 생태탐방로 노선설정, 기본계획, 프로그램
개발, 소요비용 추정, 관리운영 방안, 사업효과분석 등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
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수행방법으로는 ① 문헌 및 자료 검토, ② 관련 법규 검토, ③ 국내외 사례
검토, ④ 인벤토리 작성, ⑤ 사업효과 분석, ⑥ 전문가 자문단 운영, ⑦ 지역설명회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에 원활한 의사결정을 유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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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바닷가 생태탐방로 시범사업의 연구 수행방법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관광에 있어서도 친환경적 관광을
추구하는 생태관광을 중앙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국토해양부가 바닷가의 생태적 특성을 살리고, 연안지역의 생태관광 활성
화를 통한 지역경제 제고를 위해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 사업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시범지역 바닷가 생태탐방로와 관련된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들을 토대로
기초환경, 관광, 인문사회, 탐방자원 등을 분석함
○○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생태탐방로의 자원도출, 노선설정, 운영관리방안, 유
형화 등을 검토하여 기본구상 및 구축계획, 운영계획에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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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 생태탐방로는 생태탐방로 조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효과는 극대
화할 수 있는 방향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개발 콘셉트으로는 변화 있는 경관감상을 중심으로 개발, 지역밀착형 생태관광
활성화, 지역의 생태보전과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시범지역별 생태탐방로 노선 설정
－－ 서천군 : 50.0㎞(총 5개 Route로 구성하였으나 Route-5는 사업에서 제외함)
－－ 신안군 : 48.0㎞(총 4개 Route로 구성)
○○ 바닷가 생태탐방로 조성에 따른 편익의 가치는 CVM모델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예
상 조성비용을 초과하는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경제적 측면
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2) 정책적 기여
○○ 본 연구는 바닷가 해안 축을 따라 조성할 수 있는 바닷가 생태탐방로의 시범사업으
로서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국민들에게는 휴식과 자기성찰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이들 수요를 기반
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함

3) 기대효과
○○ 바닷가 생태탐방로 시범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바닷가에 분포하는 자연, 역사, 문화, 생태 등 지역의 부존자원을 토대로 녹색성장
에 부응하는 친환경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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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운송 등 해운시장 진출 타당성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11. ~ 2010. 5.(6개월)
연구책임자 : 이성우 부연구위원
(Tel. 02-2105-2830, e-mail: waterfront@kmi.re.kr)
내부연구자 : 이주호 책임연구원, 최영석 책임연구원,
송주미 연구원, 오연선 연구원, 김성야 연구원
외부연구자 : 권순진 광물자원공사 투자개발실 개발기획팀장,
김화영 엘케이쉬핑(주) 과장

1. 연구목적
○○ 글로벌 자원개발과 운송시장의 현황을 진단하여 국내 해운물류기업들이 자원운송분야
에서 우리 자원개발 기업 및 자원수요 기업들과 동반진출 할 수 있는 모델 구축 및 실행
방안 모색
○○ 페루, 멕시코, GCC 등 대상지역의 주요 해운서비스 협상 내용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대상지역 해운분야 FTA 대응방안 강구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제1부 자원개발과 연계한 벌크선사 화물확보 방안과 제2부 페루, 멕시코
및 GCC FTA 해운서비스 협상 활용방안으로 구성, 각 내용에 따른 별도의 연구진
구성 및 전문가 활용, 자료 분석 방법 활용
－－ 제1부 자원개발과 연계한 벌크선사 화물확보 방안
• 해운, 물류, 공기업, 자원수요 및 개발 기업 등 자원개발과 연계한 동반진출
의 실질적 참여자 간 의견을 수렴 및 정책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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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페루, 멕시코 및 GCC FTA 해운서비스 협상 활용방안
• 대상국가별 기 추진한 FTA 해운협정 양허안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우리나
라와의 FTA 해운협정시 추진 가능한 전략 도출

2) 연구의 특징
○○ 우리나라 해운선사의 해외자원시장 동반진출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동반진출 모델을 도출하고, 모델별 특징을 분석하여 현시점에서 참여가 가능한 사
업에 실질적인 참여 방안을 검토
○○ 해운분야의 주요 잠재시장으로 성장잠재력은 높으나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부진
한 중남미 및 GCC 국가에 대한 FTA 해운서비스 협상 대응방안 분석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기대효과 도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국내 해운물류기업들의 자원운송시장 참여를 위한 사업모델 도출
－－ 본 연구에서 발굴된 국내 해운물류기업들의 자원운송시장 참여 모델은 지분참여
형, 계약형, 내부성장형으로 구분
○○ 대상 사업모델 실현을 위한 활용가능 자금 제시
－－ 자체자금, 수출입은행 대출, 자원개발펀드, 광물자원공사 융자금, 글로벌 인프
라 펀드, 국제물류펀드 등 활용자금 제시
○○ 주요 참여 가능 사업 제시
－－ 인프라 경쟁형 사업으로 페루 마르코나 항만개발 및 운영사업과 호주 뉴캐슬항
건설 및 운영사업 등, 현금출자형 사업으로 호주 와이옹 광산사업 등 제시
○○ FTA 해운서비스 대응방안 도출
－－ 한-폐루, 한-멕시코 FTA는 대상국이 기체결한 FTA의 최소수준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 한-GCC FTA는 국가별 불투명한 규제 개선, 불공정 관행 근절, 외국인 지분
투자제한 및 관련 서비스 독점운영 제도 등에 대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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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해운·물류기업의 자원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세부사업 발굴
－－ 국토해양부 담당부처,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의 관련 공기업, 펀드 자산운
용사, 해운기업 및 물류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해운물류기
업의 자원개발 및 운송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
－－ 페루 마르코나 등의 사업을 발굴하고 이후 정책자원의 지원 지속
○○ 페루, 멕시코, GCC 등과의 해운서비스 협상 시 활용
－－ 우리나라와 FTA 협상이 진행 중인 대상국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진출 시장 확대, 성장 잠재력 훼손 방지 등을 도모하
여 영업력 확대에 기여

3) 기대효과
○○ 우리나라 벌크선사의 안정적 물동량 확보 및 수익창출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
○○ 통합적인 자원개발 사업 모델 발굴을 통한 정부 시책 사업 지원 전략으로 활용
○○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위한 신규사업 제안으로 경쟁력 제고
－－ 성장 잠재력이 큰 중동지역의 에너지 물류시장 등 신규 분야 개척과 잠재 시장
발굴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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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숲 조성의 타당성 및 정책방향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11. 9 ~ 2010. 11. 5(12개월)
연구책임자 : 조정희 연구위원
(Tel. 02-2105-2856, e-mail: jcho5901@kmi.re.kr)
내부연구자 : 김대영 부연구위원, 이정삼 책임연구원,
김수진 책임연구원, 남수민 연구원, 김태형 연구원,
이승진 행정원, 강주리 행정원
외부연구자 : 이광남, 박광호, 정진호, 최윤범, 김민주, 최진영

1. 연구목적
○○ 최근 동해안, 제주도, 서해안, 독도 등지에서 약 7,000ha에 달하는 갯녹음 현상이 발
생함에 따라 연안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여 건강한 연안생태계로 복원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바다숲 조성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바다
숲의 사회·경제적 평가를 실시하여 바다숲 조성 실효성에 대한 각계 이해당사
자 간의 우려를 해소하고, 바다숲 사업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사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 연구는 바다숲 조성사업을 통한 해양생태계 복원, 어업인 소득 증대 및 해조류
를 저탄소 녹색성장의 新성장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정책적, 기술적 및 경
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바다숲 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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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동 연구는 현재 바다숲 사업이 진행 중인 동·서·남해 및 제주도 연안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문헌자료 조사 및 현지 조사, 어업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와 전문가 세미나 등의 방법으로 수행되었음

2) 연구의 특징
○○ 현재 국내 실시 중인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종류 및 추진 실태를 살펴본 후 바다숲
사업과 타사업의 차별성 알아보고 바다숲 개념을 정의하였음
○○ 바다숲 조성 권역별 어업경영 실태 분석을 위해 업종별(마을, 양식, 어선 등) 수익
구조와 비용구조를 분석하였고, 권역별 수면이용 실태 분석을 위해서는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관련 실태, 유어낚시 및 스킨스쿠버 이용 실태, 자원조성 기반 구축 현
황 등을 조사하였음
○○ 바다숲 조성사업 외에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연계된 어업권 규제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어업인 호응도 조사를 실시하여 바다숲 조성 관련 호응도가 낮은 항목들에 대
한 대책 마련과 바다숲 조성지 특성에 따른 어업권별 규제(안)을 제시하였음
○○ 바다숲 조성 관련 국내 기술 실태 분석을 위해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고, 아울러 바다숲 조성 관련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하였음
○○ 바다숲 조성의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음
－－ 정책적 타당성은 녹색성장과 바다숲 조성의 연계성에 대해서 검토하였음
－－ 기술적 타당성은 바다숲 조성 사업 관련하여 국내 기술수준을 비교하고, 향후
기술 발전 가능성을 도출하였음
－－ 경제적 타당성은 유용생물의 산란장, 생육장으로의 기여도, 유용생물의 자원량
증가에 따른 어업소득, 유어낚시 및 스킨스쿠버 등 관광효과 및 CDM 사업효과
를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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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주요 해조류 경제성 분석
－－ 사계해역 바다숲 조성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순편익의 현재가치 : 1,074백만 원
－－ 비용/편익비율이 1.7로서 판단 기준인 1을 상회하고, 내부수익율 또한 6.5%를
상회함
○○ CDM 사업화 경제성 분석
－－ 바다숲 CDM 사업 연간 수익은 약 1,277만 원 ~ 7,667만 원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 바다숲 조성사업의 타당성 분석
－－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결과, 바다 녹화사업을 통한 연안생태계 회복, 수산생물의
연안 산란장 및 성육장 제공으로 유용 자원 증대, 해조류를 이용한 바다숲 CDM
사업 가능성, 어촌경제 활성화 등 바다숲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국가
정책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의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바다숲 사업은 정책적
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기술적 타당성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바다숲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현
재 조성 초기단계에 있으며, 적지 조사 및 조성 시설 관련기술은 충분한 기술력
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조성 향상 및 관리 분야의 기술은 미흡한
수준으로, 기술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순현재가치 1,206백만 원, 비용/편익비율이 1.8, 내부
수익율은 13.7%로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바다숲 조성사업의 정책방향
－－ 바다숲 조성사업의 비전은 ‘연안생태계 개선을 통한 녹색수산업 실현’으로 정
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첫째, ‘대규모 바다숲 조성과 관리로 연안
생태계 복원’, 둘째, ‘바다숲 탄소흡수원 개발’, 셋째, ‘어촌소득 향상’으로 설정함
－－ 이에 따라 바다숲 조성지역 확대, 탄소흡수원 개발(CDM 사업), 바다숲 인식제
고, 효율적 이용관리체계 구축 등의 4대 실천전략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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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바다숲 조성사업의 비전 및 목표

2) 정책적 기여
○○ 바다숲 조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차별화
된 사업모델을 도입하고, 효율적인 바다숲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

3) 기대효과
○○ 현재 추진 중인 바다숲 사업에 대한 당위성 제고에 기여
○○ 바다숲 사업의 비전인 ‘연안생태계 개선을 통한 녹색수산업 실현’을 위한 단계별 접
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동 사업계획 수립에 기본 자료로 활용함
○○ 해조류를 활용한 CDM 사업의 추진 전략수립에 기여

2010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335

제5장 수탁용역사업

울진바다목장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11. ~ 2010. 6.(8개월)
연구책임자 : 김대영 부연구위원
(Tel. 02-2105-2868, e-mail: mobydick@kmi.re.kr)
내부연구자 : 류정곤 연구위원, 박상우 책임연구원,
남수민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주)경진엔지니어링 정민영 대표이사 외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기 조성된 울진군 관광형 바다목장 계획(안)을 울진군의 입지여건과 특성에
맞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계획(안)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토대
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울진 관광형 바다목장의 국가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안)이 보다 효율적으
로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 도입시설 간 통합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구체적
인 대안별 장단점을 제시함으로써 이해당사자(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지
자체, 수협 등) 간에 원활한 의사결정을 유도하였음
○○ 도입시설 중 바다낚시터, 해중전망대 등 해중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후보지로
선정된 4개소에 대해서 직접 수중에 들어가 수심, 저질환경, 동식물 서식환경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후보지를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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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배경 및 방향설정

계획 여건분석

광역 환경분석

대상지역 환경분석

인문 사회환경 및 자연환경 분석
국내외 사례검토

국내사례
해외사례 조사

기본구상
바다목장 활성화 방향
육상+해역 연계
지자체 역할 강화 등

기본계획
시설배치 계획
동선 계획
조감도
타당성 분석(CBA)
운영관리계획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 계획
시설물 관리 계획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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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울진 관광형 바다목장의 국가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안)이 보다 효율적으
로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 도입시설 간 통합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구체적
인 대안별 장단점을 제시함으로써 이해당자사(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지
자체, 수협, 어업인 등) 간에 원활한 의사결정을 유도한 점이 특징임
－－ 관광형 바다목장은 국비와 지방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상배후지역에
민간이 참여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울진군의 입지여건, 국내외 사례검토 등을 통해 관관형 바다목장 관련 도입시설을
검토하여 해중전망대, 바다낚시터, 바다목장체험관, 바다목장테마거리 등을 제시하
였음
－－ 도입시설의 규모는 국내외 유사사례의 시설규모를 검토하고, 원단위 및 이용객
수 추정 등을 통해 규모를 산정하여 제시함
○○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도입시설은 국비가 실제로 투입되는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별 특징, 장단점 분석을 통해 대안이 선정되었으며,
이러한 선정과정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경북도청, 울진군, 수협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만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
○○ 바다낚시터, 해중전망대 등 해중시설의 입지선정을 위해서 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저질, 해중생태계, 시계(視界) 등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지를 선정함
○○ 바다목장 사업지구 배후의 육역에는 해양리조트(해안형 골프장)를 조성하여 향후
민간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시함
○○ 울진 관광형 바다목장에 도입되는 시설별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사업
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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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본 연구는 울진 관광형 바다목장의 국가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안)이 보다 효율적으
로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 도입시설 간 통합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구체적
인 대안별 장단점을 제시함으로써 이해당사자(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지
자체, 수협 등) 간에 원활한 의사결정을 유도하였음
○○ 국비가 투입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여
설계지침에 크게 기여하였음
○○ 관광형 바다목장은 국비, 지방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상 배후지역에 민
간이 참여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3) 기대효과
○○ 바다목장테마거리의 조성을 통해 지역민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특산물 판매, 민박,
식당 등 운영으로 주민소득 증대
○○ 해양레포츠, 해양관광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개발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
○○ 민관협력 및 지역주민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생
활기반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수익사업 및 고용창출사업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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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기반 해운물류 보안체계 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10. ~ 2010. 9.(12개월)
연구책임자 : 김수엽 부연구위원
(Tel. 2105-2743, e-mail: dahn@kmi.re.kr)
내부연구자 : 김형태 연구위원, 최종희 부연구위원,
김찬호 책임연구원, 김민수 연구원,
반영길 연구원, 정현욱 연구원
외부연구자 : 석창부(코리아컴퓨터),
Shinichi Ishii(일본 노무라연구소)

1. 연구목적
○○ U-기반 해운물류 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해운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 차원의 통합물
류보안 체제 구축 방안 수립
－－ 국제기구의 물류보안 관련 동향 분석과 한·중·일 3국의 정보표준화를 위한 협
의체 운영 및 표준안 도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 연구
－－ 해운물류 보안정보 표준화, 국제기구의 표준화 동향, 한·중·일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물류보안 제도 등에 관한 국내·외 문헌 수집
－－ 해당지역에 관한 선행연구자료 검토 및 참조
－－ 국제기구 출간 보안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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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출장
－－ 한·중·일 물류정보 표준화 관련 전문가 회의 참석 및 협의. 물류정보 공유 대상
선정
○○ 협동연구
－－ 각 분야별로 현장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중 양국의
물류정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물류정보 표준화, 통합물류 보안체계 수립, 한·
중·일 물류보안 협력 등에 있어 장기 정책자문 수행
－－ 한·중·일 물류정보 공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분야별 물류전문가 활용

2) 연구의 특징
○○ ISO, EPC Global 등 물류보안 표준과 관련된 기구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RFID 관련 기술 개발과 시장확장 노력도 더욱 진행될 것
으로 보임. APEC 차원에서의 컨테이너 글로벌 가시성 확보 사업도 진행되고 있으
므로 향후에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우리나라의 GCTS와 같은 시스템의 세
계화 노력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해운물류 정보망 및 정보체계를 통합하고, 국내
및 국제 해운물류 정보를 표준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물류비 절감 및 국제
물류허브 구축에 기여하는 것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통합물류 보안체계 구축 실행방안 수립
－－ 전체 물류 프로세스상에서의 보안 규정/제도 분석
－－ 주요 보안 제도가 국내물류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ISPS 코드를 포함한 국제적인 물류보안 관련 제도의 국내 적용 및 이행 현황 분석
－－ 국내물류보안제도의 선진화 방안 수립
－－ 항만시설보안료 산출방법(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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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대상 항만별 및 선박·여객·화물별 징수효율과 징수방법
－－ SCM 차원 물류보안 실행계획 수립
－－ 물류프로세스의 노드(Node)와 모드를 보안측면에서 분석
－－ 보안 통합을 위한 보안정보 표준화 분석
○○ 한·중·일 물류정보 표준화룰 위한 워킹그룹 운영
－－ 한·중·일 3국간 물류정보화 현황 및 물류정보 연계를 위한 표준화 추진체계 구축
－－ 한·중·일 물류정보 네트워크 현황 분석
－－ 3국 물류정보 연계 방안
－－ 한·중·일 물류정보 표준화 정보 공유(코드 데이터 표준화 : 국가코드, 항만코드,
위험물 코드)
－－ 한·중·일 물류정보 공유체제를 통한 컨테이너화물 가시성 확보 방안

2) 정책적 기여
○○ 국내 주요 노드별 물류보안 실태 및 물류현장 적용사례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선
사 및 터미널 등에 배포하여 최신 동향 전파
○○ 항만시설보안료 적용기준 및 요율 수준 등을 물류주체들이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
도록 제시
○○ 한·중·일 3국 물류정보망 연계를 위한 정책방향과 주요 협의결과를 정리하여 제
시하고 물류정보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에 제공

3) 기대효과
○○ 물류보안 관련 표준화 동향과 보안시장 분석 및 보안 기술 수요 분석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적 대응 방안 수립에 기여
○○ 물류 모드별 통합 보안 체제 구축 방안 제시를 통해 여러 물류주체들이 단일한 기
준의 물류보안 체제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물류효율 제고
○○ 국가 간 물류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물류정보(선박입출항 및 화물 반출입
등)를 상호 공유할 경우 관련 물류주체들의 사전 계획 수립이 용이해짐에 따른 물
류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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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계획 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12. 7. ~ 2010. 9. 5.(9개월)
연구책임자 : 육근형 책임연구원
(Tel. 02-2105-2757, e-mail: ykh690@kmi.re.kr )
내부연구자 : 윤진숙 연구위원, 신철오·손규희 책임연구원,
정지호 연구원, 김미정·이선영 행정원

1. 연구목적
○○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무안갯벌 습지생태계를 보전
하고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
－－ 2001년 국내 최초의 연안습지 습지보호지역인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이 지정
이후 10년 가까이 지나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보전계획 수립 필요
－－ 기존 1차 보전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기존에 제안된 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과거
변화된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신규사업과 그 추진체계를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현장답사 및 면담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전라남도 및 무안군 관계자, 무안생태갯벌센터 관계자, 어촌계 및 지역주민
○○ 무안갯벌포럼 개최
－－ 무안갯벌 관련 전문가(주민, 전문가, 학자, 공무원 등) 지식 공유 및 관리방안 모색
○○ 무안갯벌 관련 문헌자료 분석
－－ 무안갯벌 관련 공공기관 자료 및 논문, 저서 등 각종 문헌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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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무안갯벌에 대한 두 번째 습지보전계획으로 기존 보전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변화
된 환경과 여건을 고려
－－ 특히, 1차 계획기간 중 완공된 ‘무안생태갯벌센터’의 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포함
－－ 갯벌센터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갯벌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영화제
등 인식증진 사업을 포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무안갯벌 현황(사회경제, 자연환경) 및 관리여건 분석
▷ 갯벌 생물, 염생식물, 철새 등 우수한 생물다양성

▷ 접근성(도로, 철도, 항공) 열악

▷ 제1호 갯벌습지보호지역, 람사르등록 습지의

▷ 해안침식 및 해안경관 관리 미흡

상징성

▷ 질소와 인을 중심으로 한 해역수질 악화

▷ 광주, 목포 등 대도시 배후지 입지

▷ 어업활동 영세성

▷ 어업세력이 다른 갯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 민·관·학 협력체계 미흡

강하지 않음

▷ 습지관리 인적역량 부족 및 체제 미비

▷ 갯벌을 통한 지역발전 의지 대두

▷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미비

▷ 갯벌센터 등 우수 인프라 확보

▷ 지속적인 연구 및 모니터링 부족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기 회 (Opportunity)

위 협 (Threat)

▷ 도립공원 지정으로 향후 관련 편의시설 입지
및 지구계획 확정
▷ 신안 등 인근 지역의 생태관광 인지도 증가
▷ 광주·전남 권역 생태교육 및 생태관광 입지

▷ 인근 지자체 브랜드 가치 상승(함평 나비,
신안 증도 섬갯벌과 소금 등)
▷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외 지역(함평 및 목포
지역)과의 연계 관리 부족 및 개발 사업 대두

부족

○○ 무안갯벌센터 및 관련 갯벌센터(순천, 증도, 낙동강하구, 강화) 관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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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부문별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5개년 추진 예산 제시

미래상
“건강한 무안갯벌을 통해 풍요로운 지역사회 기여”

관리 전략
■ 과학적인 갯벌생태계 관리기반 확보
▹ 갯벌생태계의 환경변화 및 영향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 관리체제에 반영되는 과학적인 정보의 축적

■ 갯벌교육의 중심지화
▹ 무안생태갯벌센터 중심 갯벌교육 기능의 강화
▹ 제도권·비제도권 갯벌 및 환경교육 메카로 육성

■ 무안갯벌 지역별·용도별 관리전략 차별화
▹ 무안갯벌 및 인근 지역 토지이용 우선순위 선정
▹ 무안갯벌 도립공원 공원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갯벌 용도지구 정비

■ 지역사회 중심의 관리체계 확보
▹ 지역사회에 중심을 둔(community-based) 의사결정 체제 확보
▹ 지역사회가 관여하는 계획의 입안-결정-집행-평가의 순환고리 구성

■ 갯벌과 지역경제 활력 연계
▹ 갯벌체험과 교육활동을 통한 지역 간 연계사업 확대
▹ 무안갯벌-생태 연계형 지역사업을 통한 청정무안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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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계획 부문별 주요 추진과제

무안갯벌 관리 거버넌스 강화 부문
[과제
[과제
[과제
[과제

1-1]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강화
1-2]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공간 구상
1-3] (사)무안갯벌 생태·문화학교 설립
1-4] 무안갯벌 홈페이지 정비
자연자원 관리 부문

[과제 2-1] 무안갯벌 시민모니터링 사업 지속
[과제 2-2] 해안림 조성을 통한 해안경관관리
[과제 2-3]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연안오염원 관리
갯벌센터 활성화 부문
[과제 3-1] 무안생태갯벌센터 교육기능 강화
[과제 3-2] 무안생태갯벌센터 기능 개선
[과제 3-3] 갯벌센터 콘텐츠 확보 사업
갯벌 지역민 소득 연계 부문
[과제
[과제
[과제
[과제

4-1] 갯벌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
4-2] 무안갯벌 지역 네트워크 구축
4-3] 무안갯벌 환경영화제 개최
4-4] 무안세발낙지 수산물지리적표시제 등록 및 유통정보 구축

2) 정책적 기여
○○ 무안갯벌 관리에 필요한 정책 및 관리사업 발굴

3) 기대효과
○○ 지역민 소득증진과 연계한 무안갯벌 향후 보전 관리 대책 제시
○○ 2009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무안생태갯벌센터 발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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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보완조사 및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12. ~ 2010. 11.(12개월)
연구책임자 : 남정호 연구위원
(Tel. 02-2105-2772, e-mail: jhnam@kmi.re.kr)
내부연구자 : 김성귀
목진용
육근형
정지호

선임연구위원, 윤진숙 연구위원,
연구위원, 윤성순 부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최희정 책임연구원,
연구원

외부연구자 : 엄기철 한국연안협회 상근부회장,
정명국 한국연안협회 책임연구원 외 5인

1. 연구목적
○○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른 신연안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연안의 환경·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연안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연안보완조사 및 제2차 연안
통합관리계획(안)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연구의 총괄 및 연구 내용의 대부분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
고, 업무의 전문성과 지역적 현안 문제의 발굴 필요성 등 업무성격에 따라 지역 및
전문기구와 협력적 과업 수행체계 확보
－－ 연안 및 연안관리 관련 공간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공간자료 처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연안협회와 협력체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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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연안관리법」에 따라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로서,
우리나라 연안지역 전체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등을 도출
하고 이를 실제 공간에 투영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 특징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제1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추진전략 및 개별 정책방향의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평가
하여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 합리적 연안이용과 계획적 관리를 위한 실효성 확보 대책 마련
－－ 연안 수요 간 갈등관리를 위한 중앙부처 및 지역단위 조정체계 강화
－－ 통합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해 세부 정책방향 및 사업의 목표 연도 설정
－－ 신 연안관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을 위해 예산 및 인력 집중 투자
－－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한 연안공간 적응정책 강화
－－ 연안보전사업 중심의 연안정비사업을 녹색가치를 고려하여 방향 조정
－－ 지역사회 연안통합관리 책임의식과 역량 강화
○○ 본 연구는 향후 10년간(2011∼2020)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관리의
기본 틀로 연안통합관리 기조, 4대 기본목표, 5대 추진전략, 10대 중점추진과제, 4대
실행력 확보 대책 제시
－－ 연안통합관리 기조 : 찾고 싶은 ECHO 연안 조성, 상생과 협력의 해양영토 창조
－－ 2020년 연안관리의 미래상으로서 기본목표
－－ 법제도 조화, 공간통합과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통합연안(Integrated Coast)
－－ 생태계 건강성·생물다양성에 기초하여 관리되는 생명연안(Eco-based Coast)
－－ 경제·사회문화 수준이 향상되고 안전하여 살고 싶은 공간으로서 정주연안
(Attractive Coast)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다함께 책임지고 관리하는 협력연안(Co-managed
C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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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제시한 기조, 기본목표,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를
공간에 투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연안지역을 8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정책
방향 제시
－－ 8대 권역 : 인천·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부산·울산, 강원·경북, 제주

2) 정책적 기여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을 통한 지속가능한 연안 관리 토대 마련
－－ 2011~2020년 연안관리에 대한 국가정책방향의 종합적 제시
－－ 미래 연안관리 비전, 국가 정책방향과 일관된 연안 권역별 관리현안 및 정책집
행 체계 제시
－－ 신연안관리제도(자연해안관리 및 용도해역제)의 적용 방향과 이행 체계 제시
○○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및 용도해역제 시범적용을 통한 제도 정착 평가
－－ 「연안관리법」 개정으로 도입한 신연안관리제도(자연해안관리목표제, 용도해역
제)의 본격적인 전국 시행에 앞서 사례지역 사전 적용
－－ 연안의 특성을 대표하는 사례지역에 신연안관리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신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 및 제도보완 사항 점검

3) 기대효과
○○ 우리나라 연안관리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인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 바람직한 연안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미래 신성장지역으로서 연안지역
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
○○ 통합적·계획적 연안관리의 핵심 수단인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및 연안용도해역제의
성공적인 정착·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 연안지역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이용·개발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
지하고 찾고 싶은 연안지역 조성
○○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에서 연안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정
책과제를 제시하여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실효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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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지역 투자여건 분석 및 수산부문
개발방향 연구(나홋카 항을 중심으로)
연 구 기 간 : 2009. 12. 8. ~ 2010. 6. 7.(6개월)
연구책임자 : 정명생
(Tel. 02-2105-2847, e-mail: msjoung@kmi.re.kr)
내부연구자 : 신영태
엄선희
정명화
이승진

선임연구위원, 강종호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임경희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상건 전문연구원,
행정원, 강주리 행정원

외부연구자 : 이광남, 박광호, 윤동한, 정진호, 최윤범, 김민주,
임애숙

1. 연구목적
○○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1990년 국교를 수립한 이후, 1991년 한-러 어업협정 체결, 1992년
한-러 경협 관련 협의체 설치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 수산분야의 경우 러시아는 자국 수산업의 발전이라는 기치하에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어선현대화와 수산물 가공공장 건설 등 수산 인프라 구축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
○○ 점차 치열해지는 자원자국화 시대에 대비해 해외어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러시아
수산업의 중심인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을 통해 국내 어업인의 해외 진출
방안 모색 필요
○○ 러시아 수역의안정적 수산자원 확보와 국내 어업인의 해외투자 활성화의 기초 자
료로 활용하기 위해 러시아 극동지역(나홋카 항 중심)의 수산부문 투자방향 설정과
투자 타당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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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자료(동향 및 통계, 선행자료 등) 수집 및 분석
○○ 선행사례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 현지방문 조사 및 국내 면담 조사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현지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에 대한 방문조사 및 관련 전문
가, 관련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및 수요조사 실시하여 현지 사정을 정확히 반영
하고자 하였음
－－ 특히 우리나라의 현지 진출 사업자 혹은 잠재적 진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
여 개발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다음의 영역이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산부문 투자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수산 가공공장 건설 및 재건축 관련 부분
－－ 저장기능 확충을 위한 냉동창고 부분
－－ 어선노후화 개선을 대비한 어선 조선 및 수리소 건설 부분
－－ 어망 및 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관련 시설 진출 부분
－－ 양식 적지 확대 및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양식 부분
－－ 대러시아 수산부문 투자 수요 결과에서 보았듯이 러시아 수산부문에 대한 우리
나라 투자자의 투자의사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러시아 수산부문 투자 우선순위와 관련 투자자들이 투자를 원하는 사업의 1순위
는 수산물 냉동 창고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2순위는 가공공장, 3순위는
도매시장, 4순위는 어선 조선의 순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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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러시아 수산부문 투자여건과 관련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생산
비용 절감, 인프라 개선 및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로 나타났으며 러시아의 풍부한
수산자원이 커다란 장점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대러시아 수산부문 투자 수요와 러시아의 수산정책 방향을 고려할 경우 극동러시아
지역의 수산부문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음
－－ 러시아의 자원관리 정책 및 투자 유치 의사를 고려할 때 수산물 냉동 창고 및 가공
공장에 진출이 유망하며 특히 최근의 어획 동향을 고려하면 이들 부문에의 진출
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 극동지역의 어선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어선 신조 및 수리에 대한 수요
가 커질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어선 신조 및 수리 부분에 대한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어망 등 어선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정책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인 수요가 클 것
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기자재 부문에 대한 진출과 러시아 내 유통시설이 미미
하며 초기단계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유통부문에 대한
진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나홋카 항은 극동러시아에서 천혜의 입지조건을 가진 지역으로 4계절 부동항이란
장점과 TSR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발 여하에 따라서는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측면에서 나홋카 항을 극동러시아의 대표적인 수산 중심항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수산 관련 시설이 집적될 수 있도록 수산종합단지로의 개발이 중
심이 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러시아의 수산부문 투자의 여건을 고려할 경우 연방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수산
부문에 투자가 활성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정책적 기여
○○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명태쿼터 확대 요청에 대해 수산 관련 사업투자를 요청한바
대 러시아 수산부문 투자는 향후 러시아 수역에서의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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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될 가능성이 농후
○○ 러시아 수역의 안정적 수산자원 확보와 국내 어업인의 해외투자 활성화의 기초 자
료로 활용
－－ 러시아 극동지역(나홋카 항 중심)의 수산부문 투자방향 설정과 투자 타당성을
분석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부문 투자 활성화에 기여

3) 기대효과
○○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을 통해 양국 수산부문의 이해·협력 증진
○○ 러시아 수산업의 중심인 극동지역의 수산부문 투자계획 마련을 통해 동 지여기의
수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한·러 간 수산협력 증진 기회를 제공
○○ 러시아 수역에 대한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국내 어업인의 해외 투자 활성화
도모
○○ 러시아 극동지역의 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한·러 간 수산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내
중요 대중어종의 수급 안정화 유도 및 국내 어업인의 대 러시아 진출 기회 확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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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체결에 따른
항만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전략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12. ~ 2010.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이성우 연구위원
(Tel. 02-2105-2830, e-mail: waterfront@kmi.re.kr)
내부연구자 : 이언경 책임연구원, 이주호 책임연구원,
송주미 연구원, 오연선 연구원
외부연구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균태 전문연구원,
강준구 전문연구원, 김혁황 전문연구원,
오태현 전문연구원,
관세법인위너스 이명호 대표관세사,
University of Genoa Caludio Ferrari,
Uiniversity of Napoli Francesco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한·EU FTA 체결로 인한 항만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창출효과를 계량적
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항만자유무역지역의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FTA 체결에
따른 예상 효과의 극대화 방안 강구가 목적
○○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평가방안 및 적용방안을 강구하며, 입주기업체 선정방안
및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시사점 도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시계열 분석 및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EU FTA에 따른 항만물동량 증감효
과 및 경제적 효과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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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수출입 증대효과를 구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 방법 중 오차수정모형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과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on: VAR)을 활용
－－ 한·EU FTA 발효 시 수출입 증가와 투자유치 증대로 인한 생산 및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활용
○○ TSI Matrix 및 BCG Matrix를 활용하여 한·EU FTA 체결에 따른 항만자유무역
지역 입주유망품목을 추출
－－ 파레토법칙(80:20 Rule)을 이용, 2009년 기준 對 세계·對 EU의 주요 수출입 품
목을 선정하고, TSI(무역특화지수) Matrix의 시퀀스 속성 정보의 군집분석을 실시
하여 ‘7가지 유형의 무역구조’로 분류하고, BCG(Boston Consulting Group)
Matrix를 작성, Star(S) 및 Cash Cow(C)시장에 분포된 품목을 선정

2) 연구의 특징
○○ 한·EU FTA 체결로 인한 항만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고, 유망품목
을 5대 항만자유무역지역별로 추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업유치 전략 및 적용가능
Biz 모델을 발굴하였음
○○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의 적용을 받는 항만배후단지를 연구범위로 하여 입주기업
체의 운영 현황과 국내외 사례 등의 연구를 통해 입주기업체 선정방안 개선 제안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한·EU FTA 연계 항만산업 경제적 효과
－－ 전반적으로 한국의 對 EU 수출 물동량은 FTA 체결 이후 10년 동안 약 59%(571
만 톤) 증가가 예상되며, 對 EU 수입물동량은 FTA가 발효된 이후 10년동
145%(564만 톤) 증가 예상
－－ 한·EU FTA에 따른 수출입 변동으로 항만물류산업의 생산 525억 원, 고용
675명 증가가 전망되며,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464억~74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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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효과, 568~905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항만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의 경제적 효과는 2020년 기준(시나리오 2-3) 생산
효과 8.6조 원, 고용효과 52,876명으로 분석됨
○○ 한·EU FTA체결에 따른 항만자유무역지역 입주유망품목 선정
－－ 부산항 신항 항만자유무역지역 입주유망품목은 아파트형 창고에 배치되는 품목
(36개), 단기입주유망품목(81개)이며, ‘화학제품’과 ‘일반 및 정밀기계’를 중심으
로 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광양항 항만자유무역지역 입주유망품목은 아파트형 창고에 배치되는 품목(36
개), 단기입주유망품목(54개), 장기입주유망품목(25개)이며, ‘전기·가전제품
(냉장고 등)’과 ‘고무·플라스틱제품(타이어 등)’을 중심으로 특화시키는 것이 필
요함
－－ 인천항 항만자유무역지역 입주유망품목은 아파트형 창고에 배치되는 품목(36
개), 단기입주유망품목(66개), 장기입주유망품목(15개)이며, ‘목재·가구·종이’
제품으로 특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식품(특히 돼지고기, 유장 등)’을 중심으로 특
화하는 것이 필요함
－－ 평택·당진항 항만자유무역지역 입주유망품목은 아파트형 창고에 배치되는 품
목(36개), 단기입주유망품목(15개), 장기입주유망품목(64개)이며, ‘자동차’를 중
심으로 특화하는 것이 필요함
－－ 포항항 항만자유무역지역 입주유망품목은 아파트형 창고에 배치되는 품목(36
개), 단기입주유망품목(10개), 장기입주유망품목(57개)이며, ‘철강제품’을 중심
으로 특화하는 것이 필요함
○○ 한·EU FTA효과 연계 기업유치 방안
－－ 한국 항만자유무역지역 거점형 수출연계 유치방안 : 한·EU FTA 체결에 따라
중국, 일본 등 각 국가별로 부품을 생산 및 재가공하여 EU로 수출하는 형태에서
면세효과를 누리기 위해 각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재가공 및 모듈
화하여 EU로 수출하는 비즈니스 방안임(자동차 부품산업, 일반기계산업, 전자
산업, 세트물품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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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항만자유무역지역 거점형 수입연계 유치방안(쇼룸비즈니스 모델) : EU 제
품을 각 국가별로 반제품 혹은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패턴에서 면세효과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반제품 혹은 완제품을 수입하여 각 국가의 기호 및 규정에 맞는
형태로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형태임(식료품, 농수산품, 화장품, 여성제품 등)
○○ 한·EU FTA를 활용한 적용가능 Biz 모델
－－ 수입대체 활용 Biz 모델(자동차 부품류) : 물품의 최종 생산지가 자국산이 아닌
FTA 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상대국의 원재료도 자국
산으로 인정해 주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활용하여 관련 산업의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는 모델임
－－ 세트물품 활용 Biz 모델 : 두 개 이상의 물품을 하나로 합쳐서 생산하는 세트품
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활용하여 중국 등 주변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는
모델임
－－ 중간재 규정 활용 Biz 모델 : 비원산지 원재료에 역내산 부품을 추가하여 중간부
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최종 제품 생산에 사용한 경우, 해당 부분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할 때 자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한 기업 유치 모델임
○○ 평가지표 측정방안
－－ 전체화물비율, 외국화물비율, 부가가치 물류활동 등의 화물창출 차원, 투자금
액, 투자면적, 외국인투자금액 등의 투자이행 차원, 채용규모 등의 고용창출 차
원으로 구분하여 항만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평가를 실시

2) 정책적 기여
○○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변화를 예측하였으며, 항만물류산업에의
경제적 효과를 최초로 전망하였으며, 항만배후단지별 투자유치전략 및 대상기업 리
스트를 제공하여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및 입주기업의 마케팅 능력 제고에 기여
○○ 또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평가지표 및 적용방안을 제공하여 항만배후단지 입
주기업체 평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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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항만배후단지 관리 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마케팅 능력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 국제
물류산업과 항만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 국내 수출입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신성장 동력 기반 마련
○○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 평가의 목적 달성 및 입주기업체 선정방안의 시사점 도출
로,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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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산업·어촌 비전과 전략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12. 10. ~ 2010. 2. 25.(3개월)
연구책임자 : 홍현표 연구위원
(Tel. 02-2105-2884, e-mail: hphong@kmi.re.kr)
내부연구자 : 류정곤 연구위원, 김봉태 책임연구원,
이헌동 책임연구원, 장홍석 책임연구원,
마창모 책임연구원

1. 연구목적
○○ 수산업·어촌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해 수산업·어촌의 새로운 비전 및 패
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 제기
○○ 최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방안 등이 다각도로 논의되면서, 이를 보완하
기 위한 중장기 농어정 비전과 전략의 제시 필요성 대두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국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한국 수산업·어촌의 새로운
비전 제시와 함께 재도약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기존 정책자료 수집
○○ 분야별 세미나 및 전문가 자문
○○ 농어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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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분 연구는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장기 비전 전망 및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동원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농어업 체질전환을 위한 창조적 경영체 양성
－－ 어업인 규모화와 전문화 유도
• 경영역량을 갖춘 30~50대를 2020년 영농·영어 주력세대로 집중 육성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적극적인 귀농·귀촌 유도
• ʼ20년까지 1만 명 어업경영인 양성하여, 새시대의 새로운 경영주체로 육성
－－ 영세·고령어가 은퇴지원 및 경영안정장치 제도화
• 직불금 제도 개편을 통해 어가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조성
－－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수산기업 거래소”신설, 법인화 및 규모화 추진

○○ 자원관리형 어업으로의 전환
수산 자원량 : (ʼ08) 835만 톤 → (ʼ20) 1,100만 톤(32%↑)
수산물 생산량 : (ʼ08) 336만 톤 → (ʼ20) 394만 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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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관리 어업을 수산정책의 기본이념으로 확산
• 자율관리 공동체 확대 : (襪) 840개소 → (ʼ10) 1,200 → (ʼ12) 2,000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불법양식어장 정비 등
－－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 자원량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
• “어업구조조정 특별법”제정을 통해 트롤 등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우선 감
척하고,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
* 연안어선 : (ʼ09) 50,156척→ (ʼ20)47,202척
근해어선 : (ʼ09) 3,055척 → (ʼ20) 2,342척
－－ 에너지 소모, 탄소배출이 높은 업종에 대한 어선 선진화 추진
• 선단 축소, 거주환경 개선 등 에너지 절감형 어선 개발(R&D)
－－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는 자원관리 시스템 마련
• 인공어초, 바다목장, 종묘방류 등 자원조성사업의 시행과 사후관리를 전담할
“수산자원조성 전문법인”설립(ʼ10년) 검토
• 수온 상승에 따른 수산자원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연근해어장 관측시
스템 구축
•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해역별 지도단속체계 구축
○○ 친환경 활성화 촉진
－－ 친환경 고효율 배합사료 연구 개발 및 보급률 대폭 확대
－－ 어린고기 탈출망, 생분해성 어구 등 친환경 어구 개발 보급
• 친환경 배합사료 보급률 : (ʼ08) 22% → (ʼ20) 90%
○○ 해외 수산자원 확보 및 국제협력 사업의 확대
－－ 해외에 생산·가공 및 유통시설 구축
• 러시아 연해주 어선조선소 및 수산물 유통시설(냉동공장 등)에 참여
• 인도네시아에 해조류 대량양식 및 펄프 생산시설 구축
－－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 및 개도국 지원 확대
• 참치자원 보유국(태평양 도서 8개국)과 협의체(KOPNA)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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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동북아 수산물 허브 육성
－－ 서·남해안 갯벌을 친환경 양식어장으로 개발, 수출 5억불 달성
• 갯벌어장 기반, 종패 번식장 및 수출단지 조성 등 지원 확대
－－ ʼ20년까지 35개소 외해양식장을 조성 : 연간 1조원 규모의 수출산업으로 육성
(참치, 방어 등)

2) 정책적 기여
○○ 장기 수산어촌 정책 수립 기여
○○ 농업분야와 공동 추진에 따른 농어업 간 균형 있는 발전 전략 도출

3) 기대효과
○○ 국민의식 조사 및 농어업 선진국의 사례 및 시사점 도출, 정책토론회와 심포지엄,
관련 전문가의 활용 및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농정
비전 제시와 발전전략 수립
○○ 농식품부의 중장기 사업추진 근거로 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정책 수립 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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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항로 활성화 대응전략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10. 16 ~ 2010. 12. 15.(14개월)
연구책임자 : 황진회 부연구위원
(Tel. 02-2105-2792, e-mail: hjh@kmi.re.kr)
내부연구자 : 엄선희 책임연구원, 박문진 전문책임연구원,
이진주, 남경오, 허소영 연구원

1. 연구목적
○○ 북극해 항로 진출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절차 분석, 북극해 자원 및 항만 인프라 현황
분석, 북극해항로 개발과 운항사례 및 경제성 분석
○○ 북극해 변화로 예상되는 북극해 항로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정부차원의 북극해 항로
대책 수립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용역 결과가 북극해 변화에 따른 향후 우리나라의 북극해 취항을 위한 단계
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함
－－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 분석(literature review)
－－ 심층조사 및 전문가 회의
－－ 해외동향분석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 북극해 운항 사례조사

2010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363

제5장 수탁용역사업

<연구 방법론>

○○ 연구용역의 원활한 추진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내용에 반영하여
북극해에 대한 관계기관의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해 ‘연구협의회’ 구성·운영
－－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심층토론과 대안모색을 위해 ‘Workshop’ 개최
－－ 특정사안에 대한 추가 의견 반영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업무회
의’ 개최

2) 연구의 특징
○○ 해운물류기업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연구
－－ 본 연구용역은 지구의 축소판과 같은 특성을 가진 북극해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운물류기업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
해야 하는 실용적인 연구임
－－ 실제 본 연구에서는 북극해 북동항로 진입에 필요한 서류, 절차, 준비사항, 쇄빙
선 사용료 등을 제시했고, 러시아의 관련 법률도 분석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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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결과에 따라 북극해항로 진출 T/F 가동
－－ 본 연구 중 제시된 북극해 항로 진출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T/F 가동, 북극해
시범운항 추진 중임
○○ 국내 자료 부족으로 외국자료에 전적으로 의존
－－ 북극해 항로, 항만, 자원 등에 대해 우리가 직접 조사한 데이터가 전무하여 자료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함
－－ 북극해에 대한 자료 DB구축이 필요하고, 현지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북극해 항로 현황과 여건 변화
－－ 북극권 전체 면적: 약 2,100만㎢(지구 지표면의 약 6%)
－－ 북극해 면적: 약 1,400만㎢(전체 해양의 약 2.8%, 지중해 4배)
－－ 북극해 범위는 그린란드 쪽에서는 북위 67°03'9" 이상, 베링해 쪽에서는 북위
60°이상 북극권에 위치한 바다(IMO의 북극해 운항선박지침)
－－ 북극지역의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량은 4,120억 배럴로 세계 미발견 자원량
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음(US Geological Survey, 약 13조 6,315억 달러)
－－ 지난 50년간 북극에서 관측된 겨울철 평균 기온은 무려 10∼15℃ 상승했음. 이는
지구의 전반적인 온난화 현상이 극지역에서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음
－－ 북극해 변화에 따라 쇄빙선 등 북극해 운항 조선기술 발달, 쇄빙상선 개발 및 이용
확대, Ice Class 선박 개발 및 운항 확대, 해로정보시스템 등 기술발전도 가속화
되고 있음
－－ 또한 북극해 환경정책 강화, 해양관할권 분쟁 및 북동항로 법적문제 대두 등의
정치·사회적 여건도 변화되고 있음
－－ 북극해 변화로 북극해 자원 개발 가속화, 북극해 항로의 새로운 국제해상항로
부상, 북극해 지역 도시개발 확대 등이 예상됨
○○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북극해 정책
－－ 북극해와 관련된 국제기구는 1996년 설립된 북극이사회가 대표적이며, 회원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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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 등 8개국임
－－ 북극이사회에서 결의한 선언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유
엔 관련 국제기구가 협약을 만들 때 중요 근거로 삼고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짐
－－ 세계 각국에서는 북극해를 보호/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러시아: 북극지역 개발전략 발표, 미국: 대통령 명의로 북극지역정책방향,
캐나다: 캐나다 북부지역 통합 전략 발표, 노르웨이: High North 전략 수립, 일
본: 국제북극해프로그램(INSROP) 착수 후 북극해항로 GIS도 개발, 중국: 단계
별 극지정책 마련 및 쇄빙선(설룡호) 운항 등)
○○ 북극해 항로 관련 주요 국제 규정
－－ IMO의 북극해 빙해역 선박운항 지침에서는 승무원 기준, 서낙 및 장비기준, 안전
을 위한 요건, 빙해역 운항 선박 분류 등을 마련하고 있음
－－ 국제 선급 및 각국 선급에서는 Ice Class Rule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선박은 빙
해역에서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빙해역에서의 긴급수
리를 위한 입항 등 비정규적인 운항조건에 대해서도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음
－－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와 동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을 관리하기 위해 각종 규정과
가이드 라인을 제정·운영함
－－ 캐나다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북극수역오염방지법 등을 제정하여 운영 중임
○○ 북극해 자원 및 항만 현황과 개발 실태
－－ 북극해의 자원은 해운의 수요가 될 뿐 아니라 북극해에서 항만 등의 인프라 개발
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 북극지역(Arctic Circle) 내에 매장된 탐사자원량은 세계 미발견 석유·가스 자원
량의 22%이며, 이는 탐사자원량 4,120억 Boe에 해당함(USGS 2008년 조사 결과)
－－ 북극 지역에서의 자원개발은 자원량, 개발비용, 개발 관련 정치·환경적 요인
그리고 가격이나 수요 등의 시장상황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심해 탐사 및 개발 기술이 개발되어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지역에 대한 개발
이 가능하게 됨. 북극지역 수송 수단 및 항해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북극지역의
해상운송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내에 61개의 매장지가 개발/생산 단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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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북극해 항만은 연안을 따라 무르만스크항에서부터 베링코프스키항에 이
르기까지 동서로 약 72개의 항만이 있으나, 상당수의 항만이 시설 불비, 얕은
수심으로 중대형 선박의 접안과 이용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
－－ 북서항로에는 미국의 노옴항, 캐나다 이콸루이트 항만이 있으나, 관광선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항만임
－－ 북극해 항만의 물동량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면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음. 이는 북극해 내륙에 위치한 자원개발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물동량이 감소하
거나, FPSO 투입 등에 따른 기존 항만시설 이용도 저하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북극해 항로 개발과 운항사례 및 경제성
－－ 북극해 항로는 유럽의 탐험가들이 먼저 개척하기 시작했으며, 그 후 북극해 항
로가 상업적 항로로 활용되기 시작했음
－－ 현재 북극지역의 국제항로는 캐나다 북부 해역을 따라 대서양~태평양을 잇는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와 시베리아 북부 해안을 따라 대서양~태평양을
잇는 북동항로(Northeast Passage 혹은 Northern Sea Route : NSR)로 구분됨
－－ 북극해항로는 이미 러시아에서 100여 년 전부터 소규모로 운항을 했고 최근에
는 선박운항횟수와 선대도 증가하고 있음
－－ 1906~2006년까지 100년 동안 북극해에는 69척의 선박만 운항했지만, 2009년
한해에만 24척의 선박이 북극해를 관통했음
－－ 최근 북극해를 운항하는 선박은 유조선, 일반화물선, 벌크선, 가스운반선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선종으로 확대되고 있음
－－ 벨루가쉬핑은 외국적 선박으로 처음으로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했
으며(2009년), 수에즈운하 경유 시에 비해 거리는 5,300km 단축, 비용은 30만
달러를 절감했다고 밝힘
－－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경제성은 화물에 따라, 선적항에
따라 달리 나타나지만, 대체로 북극해 항로의 경제성은 구주항로 등 경쟁항로보
다 조금 유리한 것으로 분석됨
－－ 컨테이너의 경우, 북극해 항로 이용 시 구주항로에 비해 거리는 3,200마일 정도
단축되지만 운항시간은 1일만 절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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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크/탱커 화물은 선적항에 따라 경제성이 확연히 달라지는데, 북극해 동쪽, 즉
동시베리아에서 화물을 선적하는 경우 기존 항로보다 시간 및 운임이 유리함
－－ 북극해 항로를 이용한 해상운송이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물량이 담
보되어야 하며, 선박 운항에 미치는 비경제적 요소(정치, 환경 등의 요인)가 지
금보다 월등히 감소해야 함
○○ 북극해 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정책과제
－－ 북극해 항로는 국제물류 측면에서 중요한 간선항로(corridor)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북극해 연안국이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극해 항로 진출기반 조
성 및 자원수송시장 참여」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임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ⅰ) 북극해항로 운항지원체제 구축, ⅱ) 북극해항로
시범운항 추진, ⅲ) 북극해항로 해운 서비스 상품개발, ⅳ) 북극해 진출 선화주 협력,
ⅴ) 북극해 운항인력 양성 등의 정책과제 추진이 필요함

2) 정책적 기여
○○ 북극해 운항을 위한 국내 준비조직 운영
－－ 본 연구를 통해 제기된 북극해 항로 시범운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
해양부에서 북극해 운항 시범운항 T/F를 조직,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국내 선사는 북극해 항로 운항을 위한 실질적인 검토에 착수함
○○ 국내 주요 화주들의 북극해 항로 관심 제고 및 물류비 절감요인 제공
－－ 포스코,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국내 대형화주기업이 북극해 항로 이용 시의 경제
성 분석 등 내부 검토에 착수함
－－ 이에 따라 향후 5년 내 국내 화주도 북극해항로를 이용한 물류비 절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북극해 항로 관련 국제적 위상 제고
－－ 본 연구 중 개최된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북극해 항로 준비사항
등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위상이 제고됨
－－ 최근 노르웨이에서 북극해항로와 해운발전을 연계한 국제회의(Maritime
Summit)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를 주요 초청국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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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해운기업의 북극해항로 진출에 기여
○○ 향후 북극해항로는 국제행사운송의 새로운 Corridor 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이
에 따른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진출전략 수립과 실제 진출에 기여
○○ 우리나라 제조, 무역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
○○ 북극해 북동항로를 이용한 수출, 수입 시 물류비 절감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에 기여
○○ 북극해 활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제시 및 국민경제성장에 기여
○○ 북극해는 에너지, 수산, 관광 등의 자원을 매우 풍부하게 갖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개발이 예상되며, 새로운 비즈니스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북극해 진출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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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산지위판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12. ~ 2010. 06.(6개월)
연구책임자 : 정명생 연구위원
(Tel. 02-2105-2847, e-mail: msjoung@kmi.re.kr)
내부연구자 : 강종호 부연구위원, 임경희 책임연구원,
정명화 책임연구원, 이상건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1997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현행 자유판매제(임의상장제)하에서 발생하는 산지위판제
도의 문제점과 모순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수산물 산지위판제도 개선방안
및 산지위판장의 활성화 방안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산지위판제도 개선과 관련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및 지역별 간담회
실시
－－ 총 481명(어업인 191명, 수협 위판 관계자 112명, 중도매인 178명)에 대하여 설
문조사 실시
－－ 지역별 간담회는 통영(부산·경남권), 목포(전남권), 보령(전북·충남·경인권)
지역에서 각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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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위판사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제시를 위하여 국내외
현장 조사 실시
－－ 국내 17개 수협(부산·경남: 6곳, 전라도: 2곳, 충청도: 2곳, 경북: 4곳, 강원도: 3곳)
－－ 일본 사례(시모노세키도매시장, 마츠우라어시장, 후쿠오카시도매(선어)시장)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현행 산지위판제도의 문제점과 모순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
구로서, 산지위판제도 관련 법률 검토 및 선진사례 제시가 특징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산지위판제도 법제화, 제한적 의무상장제 도입, 자율적 의무상장제 도입 가능성 검토
등 산지위판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위판장이 시장기능과 공동출하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농안법을 기준으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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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안법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 수산물 위판장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1개 조문 신설
－－ 전면적인 의무상장제 도입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수산자원관리를 목적으
로 할 경우 제한적 의무상장제 도입 가능
－－ 자율관리공동체의 경우 자율관리규약에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어 있으므
로 수산자원관리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율적인 의결을 통해 실시 가능
○○ 기능별 위판장 분류(광역유통형 위판장, 자원관리형 위판장, 관광중심형 위판장,
조건불리형 위판장) 및 육성 등 산지위판장 활성화 방안 제시
구분

기능 및 특성

지원방향

광역유통형
위판장

주요 대도시 소비처로의 수산물 공급이
가능한 광역 거점 위판장

산지 수산물의 공급기지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확충, 고차가공시설 구축, 전자상
거래 기반 구축 등 지원

자원관리형
위판장

TAC 어종, 불법어업 대상어종, 남획 및
고갈 대상 어종 등 자원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위판장

우선적 자금지원, 위판수수료 할인 등 중
점 육성 정책 마련,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브랜드화 유도

관광중심형
위판장

관광지 주변에 위치해 소비자가 찾아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위판장

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시설 확충,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 개발, 지역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
명소로 유도

조건불리형
위판장

지역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도서나 도로
등 물류 여건이 열악한 위판장

조건불리 극복을 위한 운반선, 운반차 등
산지 수집·배송 관련 사업 지원

○○ 산지위판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장단기 추진 로드맵 제시
구분
제도 개선

활성화
지원

수협 자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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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중장기

•위판장 관련 법률개선안 마련 및
농안법 개정 추진

•위판장 유형별 위생관리 기준 마련 및
연차별 적용

•기능별 위판장 분류 및 육성안 마련
•우수사례 발굴 정례화 및 지원 방안
마련
•중도매인 관련 지원 방안 마련

•산지 수산물 수급 안전화를 위한 지원
체제 마련
•소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지 물류기반 확충

•위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방안 마련
•어업인 및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고
•위생관리 및 가격제고 방안 마련

•위판장 내 물류비용 절감 방안 마련
•위판장 거래시스템 다양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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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현행 자유판매제(임의상장제)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산지위판제도의 방향성 제시

3) 기대효과
○○ 현행 자유판매제(임의상장제)에 대한 문제점 검토와 산지위판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수산물의 산지유통 개혁에 기여
○○ 아울러 산지중도매인 등 유통주체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를 통해 산지유통 활성화의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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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해운시장 진출방안
연 구 기 간 : 2009. 12. ~ 2010. 6.(6개월)
연구책임자 : 김범중 연구위원
(Tel. 02-2105-2824, e-mail: bjkim@kmi.re.kr)
내부연구자 : 이성우 부연구위원, 이주호 책임연구원,
송주미 연구원, 이진주 연구원, 남경오 연구원

1. 연구목적
○○ 우리 나라 해운물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남미 해운시장 진출방안 도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관련 문헌연구, 현장면담조사, SWOT, AHP 분석 등

2) 연구의 특징
○○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중남미 물류시장에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문제점, 물류정책,
사업구조, 유망사업 등 분석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출전략 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중남미 시장 진출 방향은 장기 자산투자를 통한 현지화, 제조/자원/건설과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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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전략적 물류시설 조기 확보, 항만연계 복합물류시설 투자, 해운항만 연관산
업 진출 등임
○○ 항만개발 연계사업은 멕시코, 브라질, 파나마, 자원운송연계 사업은 브라질, 칠레,
멕시코, 파나마, 페루, 해운네트워크 확대 사업은 남미 동안 및 서안, 해운항만 부대
사업은 파나마 운하의 대평양/ 대서양 연안, 해운항만 인력양성 사업은 파나마, 물류
센터운영 사업은 파나마, 칠레, 내륙운송사업은 멕시코, 칠레, 조선플랜트 연계사
업은 브라질, 멕시코, 페루 등이 가능

2) 정책적 기여
○○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분야 협력방안 제시
－－ 중남미 지역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 토대 마련을 위한 EDCF 및 ODA의 활용
방안 제시
－－ 교통장관 회의 및 해운협정 추진 제시

3) 기대효과
○○ 미개척시장인 중남미물류시장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 중남미 국가와 진행 중인 FTA 체결에 대비한 해운물류거점 확보 방안 마련
○○ 중남미 물류시장 진출을 통해 해운물류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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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정책 국제교육훈련 사업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9.(9개월)
연구책임자 : 김성귀 선임연구위원
(Tel. 02-2105-4971, e-mail: sgkim@kmi.re.kr)
내부연구자 : 김종덕 연구위원, 윤영돈 선임관리원,
남종오 책임연구원, 이슬기 전문연구원,
김혁주 3급관리원, 임지혜 행정원

1. 연구목적
○○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로 우리나라의 해양환
경정책 성과 이전 및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우호세력 확대
－－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성과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체계
적으로 전수하여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해양환경정책 형성 및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
－－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영문교재를 개발하여 국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국내 정책
사례를 역내로 확산
○○ 해양환경정책을 매개로 한 국제협력을 통해 역내 기여 확대 및 우호그룹 확대로 해양
분야 다자간 ODA사업 선도 기반 조성
－－ 2010년 해양환경정책 국제교육훈련사업에 참석한 고위급/실무급을 매개로 한
국제협력 강화
－－ 참석대상 국가와의 우호 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 간, 산업 간 해양환경정책
관련 MOU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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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연구방법 : 교육프로그램 실시
○○ 동아시아 8개국 39명의 고위급/실무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차년도 해양환경정책
국제교육 훈련 사업 실시
－－ 1차 프로그램 : 2010년 6월 28일 ~ 7월 2일, 8개국 18명 참석
－－ 2차 프로그램 : 2010년 7월 12일 ~ 7월 16일, 8개국 21명 참석
○○ 강의내용
－－ 이론교육 : 해양환경관리 국제동향, 우리나라 해양환경 정책, 해양생명산업, 연안
통합관리제도, 연안정비사업 정책, 연안오염총량제도, 해양과학 R&D 정책, 기후
변화 적응사업, EXPO 설명회
－－ 현장교육 : 시화호 조력발전소 견학, 한국해양연구원 방문
－－ 워크숍 : 자국 우수 사례 발표 및 한국과의 협력사업 제안

2) 연구의 특징
○○ 세계 해양환경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정책을 적극 홍보, 관련
기술과 정책을 이전하는 계기로 활용
○○ 실무자급 대상 교육은 실무 중심의 집중적 교육과정을 개설, 고위급 관리자들은 국가
간 산업협력 및 지속적 정책협력을 수행 가능하도록 정책관리 교육프로그램의 개설
○○ 시화조력발전소 및 해양 관련 연구기관 등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해양과학
기술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로 활용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다양하고 인텐시브한 해양환경정책 교육프로그램 수행
－－ 우리나라 해양환경정책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의 제공
－－ 우리나라 해양환경정책 관련 현장학습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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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정책교육프로그램(IMEPEP)의 평가 설문결과 참석자 대부분 프로그램에
만족
－－ 평가설문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7점 만점에 1,2차 프로그램 종합평균
이 6.04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2) 정책적 기여
○○ 한국 해양환경정책의 동아시아 지역내 해양주도권 강화
－－ 사업시행 과정에서 해양환경정책 관련 국제프로그램(PEMSEA, COBSEA,
ICSD 등)의 협력 지원 유도 및 사업후원 기반 조성
－－ 한국의 선도적 해양환경정책분야를 동아시아 8개 국가에 소개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동 분야 벤치마킹 적극 유도
○○ 한국 해양환경정책의 방향 및 현황에 대한 적극적 홍보
－－ 2012 여수세계박람회 및 EAS Congress의 적극적 홍보
－－ 필리핀 귀마라스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된 KOICA 사업 지원
－－ 한국해양환경정책개관 교재 개발을 통한 한국해양환경정책의 국내 및 해외 홍보
강화

3) 기대효과
○○ 한국의 선도적 해양환경정책분야를 동아시아 8개 국가에 소개함으로써 이들 국가
의 동 분야 벤치마킹 적극 유도
○○ 동아시아 해양정책 관련 고위급, 실무급 주요 인사와의 실효적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 교육프로그램 내 동아시아 참가국의 해양환경정책 분야에 대한 워크숍 개최로 이들
국가의 환경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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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2011-2015)
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12. 31 ~ 2011. 12. 10.(12개월)
연구책임자 : 목진용 연구위원
(Tel. 02-2105-2769, e-mail: jymok@kmi.re.kr)
내부연구자 : 김성귀
육근형
박수진
이구성

선임연구위원, 장원근 부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최희정 책임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철오 책임연구원,
연구원, 김미정 행정원, 이선영 행정원

1. 연구목적
○○ 제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006-2010) 종료에 따른 후속계획 수립
－－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수립된 제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이 2010년 종료
○○ 해양환경관리법 제정과 해양환경관리 종합계획 수립의무 부여
○○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중기계획이며, 법정계획인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시안
마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제3차 계획 분석 및 평가
－－ 제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006-2010)의 성과를 분석 평가
－－ 미추진 사업의 내재적·외재적 원인과 대응전략 도출
○○ 수요조사
－－ 정책담당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2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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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 수렴
－－ 도출된 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각 4회 개최

2) 연구의 특징
○○ 과업수행 도중 법령 개정으로 10년 계획 수립
－－ 제4차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2011-2015)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해양환경관리
법 개정에 따라 계획명칭과 계획기간 변경
－－ 계획명칭 :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 해양환경종합계획
－－ 계획기간 : 5년 -> 10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해양환경종합계획('06~'10)의 평가
－－ 주요성과
• 해양생태계 법률 제정,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기본 틀 마련, 유류오염 방제능력
강화,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해양환경관리 전문기관 설립 등 해양환경 업무
활성화 및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에 큰 성과
－－ 한 계
• 육상기인 오염의 해역별·오염원별 관리 미흡, 해양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반
미비 등 육상과 연계한 해양환경관리 및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미흡
○○ 해양환경 현황과 국내외 여건변화
－－ 해양환경 주요 현황
• 우리나라 관할해역(443천㎢)은 남한 육지면적(99천㎢)의 4.5배
• 연안·해양보호구역(10천㎢)은 564개소, 국토면적(99천㎢)의 10%
• 연안·해양보호구역(10천㎢)은 564개소, 국토면적(99천㎢)의 10%
•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연안환경 훼손 심화 우려
• 다양한 해양이용으로 인한 해양오염 위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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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여건변화
•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해양환경정책 추진 요구
• 해양환경정책의 관리영역 및 대상 확대
• 해양환경관리체제를 지역역량 강화 및 전문기관 역할증대로의 전환 필요
•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영향 증가
• 오염물질 국제적 규제 강화 및 개발도상국 환경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 강조
○○ 해양환경종합계획의 기본방향
－－ 계획의 비전과 목표
• 비전 :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
• 목표 : 생태적으로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
－－ 전략
•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국가대책 수립·시행
• 해양사고 예방적 관리 및 유류오염 대응능력 선진화
• 해양환경개선을 통한 생태계서비스 증진
• 해양환경관리 인프라 체계화 및 재원 확충
•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 중점추진전략
실천목표

중점 추진과제
• 육상기인 오염원 국가관리체제 선진화

육상기인 오염원
국가관리체계 확립

• 해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강화
• 특정 해양오염물질 관리 강화
• 협력관리 체제 및 역량 강화
• 해양사고 예방적 관리 강화

해양오염기인
대응능력 확충

• 유류 및 HNS 오염 대비·대응제도 정비 및 장비 확충
• 해양오염 대비·대응 과학화
• 선박기인 해양환경규제에 능동적 수용
• 어장환경 보전 및 해양개발에 따른 환경위해성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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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목표

중점 추진과제
• 해양생태계 조사 확대 및 정책활용 강화

해양생태계 건강성
유지·보전

• 주요생태계 보전 및 복원조치 강화
•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 해양환경·생태계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 온실가스 저감 역량강화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
• 기후변화 대응 추진기반 강화
•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활성화
• 해양환경법제도의 체계적 정비

해양환경관리의 거버넌스
확대

• 과학적 관리기반 강화
• 해양환경 거버넌스 활성화
• 해양 관련 전문인력 양성
• 국제해양환경협력의 강화

2) 정책적 기여
○○ 향후 10년간 해양환경관리 방향 제시
－－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비전, 목표 및 전략 제시
○○ 향후 10년간 수행할 해양환경분야 과제 제시
－－ 5개 분야 중점 추진과제 제시
• 64개 소과제 제시

3) 기대효과
○○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체계적 사업 수행 및 평가 가능
－－ 각 분야별 목표 및 연도별 수행과제 제시
○○ 정부의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예산투입 방향 제시
－－ 필요한 사업계획 및 5년 내 수행할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제시로 투입 예산 규모
및 시기 사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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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바다목장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연 구 기 간 : 2009. 12. 1. ~ 2010. 11. 30.(12개월)
연구책임자 : 조정희 연구위원
(Tel. 02-2105-2856, e-mail: jcho5901@kmi.re.kr )
내부연구자 : 김대영 부연구위원, 이정삼 책임연구원,
김수진 책임연구원, 박상우 책임연구원,
남수민 전문연구원, 김태형, 이승진 행정원
외부연구자 : 김대윤, 김봉열, 홍도웅, 옥정현, 김영희, 백명선,
유태관

1. 연구목적
○○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 유치에 가장 적합한 장소 중 하나인 거제도에 연안바다목
장을 도입한다면 수산자원 조성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소득 증대, 어촌지역 경제의 활
성화, 일반 국민의 바다 이용 수요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크게 이
바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동 연구의 목적은 거제도 해역의 특성, 생물 서식상태 등을 조사한 후 인공어초,
자원조성시설 등의 적지선정 및 기본방안을 도출하고, 해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안바다목장 조성 효과 제고 및 체계적인 이용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자료 조사
－－ 국내·외 보고서 및 정책자료 등 수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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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 바다목장 해역 어업인에 대한 인식조사 및 경영실태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바다목장 관련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 연구 품질 향상 도모
－－ 국립수산과학원 등 자연과학 분야와의 협의
○○ 출장조사
○○ 국내 지자체 관계자 면담 및 사례 분석 등을 위한 출장조사 수행
○○ 해당 지역 어업인의 사업 추진 관련 동의서 작성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기존 바다목장 관련 연구와는 달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간한 ‘연안바
다목장 사업추진 매뉴얼’에 기초하여 연구를 수행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적지 선정 평가에서는 연안바다목장 사업추진 매뉴얼의 평가항목에 기초하여 연안
바다목장 사업의 조기 시행여부, 후보지역 어업인의 선호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하였음
－－ 저구, 다대·다포, 이수도 인근지역 등 3개 후보지에 대해 평가하였는데, 다대·
다포 인근 해역이 가장 적지로 선정됨
○○ 거제 다대·다포 연안바다목장 모델은 『어로낚시형』으로 선정됨
－－ 어로낚시형 모델을 선정함에 따라 다대·다포 해역에서 현재보다 더욱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다대·다포 연안바다목장 사업을 기존 인공어초 및 바다숲 사업과 연계함
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특히 연안바다목장 사업비는 시범바다목
장에 비해 적으므로 인공어초 투하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
공어초 시설과 연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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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다대·다포 어항 내에 일부 수면을 활용하여 소규모 유어낚시터를 조성
함으로써 새로운 연안바다목장의 영역 확대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 마지막으로 소규모 유어낚시터를 조성함으로써 거가대교 개통 후 증가하는 유어
낚시 수요에 부응하고 및 연안바다목장에 대해 홍보 기능을 강화함
○○ 다대·다포 어로낚시형 바다목장의 대상어종은 감성돔, 볼락, 붉은 쏨뱅이 등임
○○ 다대·다포 연안바다목장은 투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어로형 바다목장
방향성 유지

해상바다낚시터 조성
(어업외 소득 증대)
거제 다대·다포
어로 낚시형
바다목장

도시민과의 교류
확대의 공간
(바다목장사업 홍보, 체험)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그림> 거제시 다대·다포 어로낚시형 바다목장 기본방향

2) 정책적 기여
○○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연안바다목장 사업에 있어 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연안바다목장 사업 효과 극대화에 기여

3) 기대효과
○○ 불안정한 어선어업 소득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으로 전환함
○○ 고령화된 어촌사회에 고부가가치 소득원 확보 등을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함
○○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 생태계 자원의 합리적 이용 보전을 위한 시범사업 역할을 수행함
○○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에 대한 어업인 인식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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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운송시스템 인터페이스 기획
연 구 기 간 : 2009. 12. ~ 2010. 9.(9개월)
연구책임자 : 최상희 부연구위원
(Tel. 02-2105-2888, e-mail: shchoi@kmi.re.kr)
내부연구자 : 하태영 책임연구원, 이주호 책임연구원,
원승환 책임연구원

1. 연구목적
○○ 자동차 중심의 화물 운송체계로 인한 CO2 발생량을 저감시키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자동운송시스템의 인터페이스 기술을 기획
－－ 무인 자동운송시스템 기술개발을 통해 24시간 통행 가능한 운송체계를 마련하
고자 함
－－ 대규모 예산 투입의 효율성과 과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향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기획과제(사전 타당성 조사 등 포함)를 통하여 세부 과제내용 결정 필요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자동운송시스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NPV, B/C Ratio, IRR 등을 사용
○○ 자동운송시스템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FNPV, PI, FIRR 등을 사용
○○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 연구내용 중 기술의 수요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부산발전연구원,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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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신항만, 씨엠에프, 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 양산아이시디, 울산
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동방, 대한통운, 한국쇼트, 한국국제터미널,
광양인터내셔널컨테이너터미널,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영남복합물류공사, 의왕
아이시디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 연구내용 중 물류거점의 운영시스템 기술과 관련하여 토탈소프트뱅크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 연구내용 중 시스템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수렴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국가 R&D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획 연구의 성격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물류거점별 프로세스 및 시스템 현황을 파악한 후, 화물운송모드(도로 단일운송,
철도 및 도로 복합운송, 해상 및 도로 복합운송)에 따른 문제점을 물동량, 거리, 시
간, 이동경로, 비용 측면에서 도출
－－ 컨테이너 화물운송모드 분류 및 물류거점간 이동경로에 따른 문제점 도출
－－ 컨테이너 화물운송모드별 문제점 분석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 미래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 자동운송시스템 기술개발 기획 중 물류터미널 부문에서 전용 터미널 최적 위치 결
정 기술, 전용 터미널 설계 기술, 물류 네트워크 최적화 기술, 성능평가 및 시뮬
레이션 기술을 하역시스템 부문에서 고속하역 및 무인 자동화 기술, 화물 배치
(batch) 처리 기술, 고집적 보관 및 자동 입·출고 기술을 운영시스템 부문에서 운
영계획 최적화 기술, 장비 실시간 통제 기술, 응용시스템 연동 기술을 도출
－－ 물류거점 내 하역장비 및 이송장비와의 인터페이스
• 물류터미널 기술
• 하역시스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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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거점 내 운영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 운영시스템 기술
○○ 자동운송시스템 적용의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
－－ 기획결과에 대한 비용, 편익, 수입 추정
－－ 수요추정치를 이용하여 기획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 경제성 분석에서 편익/비용 비율 1 이상의 경우 재무적 타당성 평가

2) 정책적 기여
○○ 저탄소 녹색물류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
－－ 저탄소 운송수단 활성화
－－ 저탄소·녹색 물류의 제도적 기반 조성
－－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 유도
○○ 통합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
－－ SOC 간 통합·연계를 통한 효율 제고
－－ 주요 물류거점 개발 및 물류 정보시스템 확충

3) 기대효과
○○ 국가의 「교통체계효율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물류거점 간 대량수송 자동
시스템 개발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자료로 활용 가능
○○ 본 사업 추진 준비와 관련하여 연구과제 목표, 내용 및 일정에 대한 기준자료로 활용
○○ 본 과제 발주를 위한 RFP 기본(안) 제시
○○ 국내외 물류 관련 현장 및 배경에 대한 기본지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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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통합 연구-물류부문
(국제물류주선업)
연 구 기 간 : 2010. 1. ~ 2010. 6.(6개월)
연구책임자 : 박용안 연구위원
(Tel. 02-2105-2789, e-mail: yapark@kmi.re.kr)
내부연구자 : 이성우 부연구위원, 송주미 연구원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동아시아 FTA추진과 경제통합에 따른 국제 물류서비스 부문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 여파로 동아시아 국가들도 경제침체 및 무역
감소를 경험한 바 있음
－－ 수요감소를 대체하기 위한 동아시아 역내교역의 증대가 요구되며, 그 수단으로
동아시아 FTA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2009년 10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FTA 공동연구를 산관
학 공동연구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동아시아 FTA추진과 경제통합 추이에 따른 국제 물류서비스 부문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한·중·일 교역규모와 국내화물 수송 현황을 문헌을 통해 조사
하고, 한·중·일 국제물류주선업의 역할과 현황을 문헌조사, 현장 방문,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여, 경제통합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영향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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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은 국내시장에서 대응방안과 해외시장에서 대응방안으로 구분
하여 제시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한·중·일 FTA 추진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FTA가 우
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동아시아
차원에서 제기되는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특징임
－－ 주요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동아시아 역내 협력방안 및 진출 전략과 동
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전략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국제물류주선에서는 한·중FTA, 한·일FTA, 한·중·일FTA체결 시에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 시장에 중국과 일본기업 활동이 확대될 것이며, 우리 국제물류주선
기업의 중국 내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한·중, 한·일, 한·중·일 간 국제물류분야 협력가능분야는 트레일러샤시와 팔레
트 등의 공동 주행과 사용, 트럭의 상호주행 허용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고, 한·
중·일 물류장관 회의 등에서 우리나라 중심의 표준화, 국제복합운송체계 구축, 기
기 및 장비 규격정비 등을 추진할 필요
○○ 해외시장에서는 수익증대, 서비스 개선, 시장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2) 정책적 기여
○○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따른 국제 물류서비스 부문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국토해양
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직접적 정책반영 예정
○○ 또한 2010년 6월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대비하여, 관련 자료로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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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동아시아 경제통합 등에 대비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대응방안 수립
○○ 동아시아 국제물류 부문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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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지원 및 분석시스템 개발
연 구 기 간 : 2009. 12. ~ 2010. 10.(10개월)
연구책임자 : 전찬영 연구위원
(Tel. 02-2105-2823, e-mail: cyjun@kmi.re.kr)
내부연구자 : 이종필 부연구위원, 김우선 책임연구원,
김근섭 책임연구원, 전형모 책임연구원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교통정책 지원 및 분석시스템 개발 R&D과제 중 화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의 세부 이동경로 및 원단위 비용 구축을 위한 연구로 실효적인
화물 네트워크 구축을 가능케 하는 기본자료 제공을 목표로 함
－－ 컨테이너 이동경로 분석
• 기존의 컨테이너화물 OD조사에서는 화물의 출발지와 도착지에 대한 분석이 이
뤄져 왔으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이동에 따른 교통량 유발을 분석하기 위해서
는 화물의 운송수단 간 환적 및 물류기지 경유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 필요
－－ 컨테이너 원단위 분석
• 컨테이너 화물의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주요 물류비용을 지역 및 항만별 특성 등
을 고려한 물류 단위비용으로 분석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단위 정립
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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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컨테이너 이동경로 연구방법
－－ 컨테이너 화물은 국내 주요 운송사들에 의한 운송비율이 50% 이상이므로 민간
운송사가 보유한 항만별 컨테이너 이동에 대한 자료 및 국가 DB를 연계한 분석
을 통해 컨테이너 화물의 이동경로 파악
○○ 컨테이너 화물 원단위 분석
－－ 항만별, 지역별 실제 물류비용을 직접 조사하고 비용 차이를 유발시키는 조건을
파악해서 실제 적용 가능한 컨테이너 화물 관련 원단위 구축체계 구성
컨테이너 화물 관련 국가 DB

항만별 기본 물류비용 조사

항만별 기본 이동경로 DATA

•Ports-MS, SP-IDC, KTDB, 관
세형 자료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
요 컨테이너 취급항만 대상

•년간 수출입 컨테이너 실적
•KMI OD 현행화 자료

•항만별, 운영사별 하역비,
CY 임대료, 보관료 등 실제
항만 시설 이용료

•항만별 주요 운송사대상 인터
뷰 실시 및 보유 DATA 수집

ICD별 기본 DATA
•의왕, 양산 ICD 통과 컨테이
너 화물 이동실적 자료

컨테이너 화물 이동경로
파악 및 분석

•심야 및 주말 할증, 특수화물
하역비

컨테이너 화물 이동경로별
원단위 구축

•개별 자료 통합 및 현실화

•개별 자료 통합 및 현실화

•통합적인 컨테이너 화물 이
동경로 분석

•통합적인 컨테이너 화물 이
동경로 분석

항만공사 및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DATA

ICD등 물류시설 사용료

KORAIL 철송 DATA
•각 철송장(부산진역, 광양항
역 등)별 년간 컨테이너 발착
실적 자료 수집

•BPA, IPA, UPA 등 주요 항만
공사 및 한국 컨테이너 부두
공사 등 자료

국가지정 비용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규
정, 항만 하역요금표 등 정부
제시 요금표

민간 운송사별 운송료
•주요 운송사별 적/공 컨테이
너 운송료
•셔틀운송비
•지역별 철송료

•의왕, 양산ICD 사용료
•철송장 사용료

<그림> 연구방법 개념도

2010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393

제5장 수탁용역사업

2) 연구의 특징
○○ 실제 운송자료 및 관련 실무자와의 인터뷰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이
동경로에 따른 이동수단 분담비율 도출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단위비용 분석을 수행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컨테이너 취급 항만과 전국 도시 간 이동수단별 분
담비율 분석
－－ 각 항만에서 컨테이너가 내륙 도시로 트럭으로 이동하는 비율, 철송으로 이동하
는 비율, 연안해운으로 이동하는 비율을 분석, 추정
－－ 항만별 이동 특성 분석
• 항만별 주요 이동지역 및 이동수단, 취급 화물 등 분석
○○ 컨테이너 화물의 도로, 철송 등 이동 시 발생하는 비용 분석
－－ 컨테이너 화물은 기본적으로 2008년 및 2009년에 수정된 ‘컨테이너 육상운
송 요율표’를 기준으로 하나 실제 요율대로 받지는 못하고 다양한 조건하에서
10~30%까지 할인이 되고 있음
－－ 할인 요인으로는 고정/단발성 화주, 주문 물량, 도시 내 이동거리, 컨테이너 내
품의 중량 등이며 이러한 조건들의 조합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짐.
－－ 각 항만에서 이동도시별로 상기 조건 조합에 따른 할인율을 분석하여 발생 원단
위 분석 수행
○○ 분석된 이동경로 및 원단위를 바탕으로 주요 축별(부산-서울, 부산-창원, 부산울산, 광양-서울, 광양-여수, 광양-전주, 인천-서울, 인천-오산) 이동경로, 이동
수단, 소요시간, 발생비용 등 분석 수행

2) 정책적 기여
○○ 교통정책 지원 및 분석시스템 개발에서 화물네트워크 구축 시 필요한 기본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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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본 연구결과는 화물수요모형 개발에 필요한 입력 파라메터 및 속성값으로 활용되어
보다 정밀한 물류체인모형 및 물류네트워크 구축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국내 항만개발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 컨테이너 화물 이동경로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항만에 새로운 컨테이너터미널 개발
시 적합한 위치, CY 크기 결정에 기본자료 제공
○○ 항만 내 철도인입선, 철송장 위치 선정 등에 있어 판단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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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주변도시 관광자원가치 평가연구
연 구 기 간 : 2009. 9. ~ 2010. 12.(16개월)
연구책임자 : 이원갑 연구위원
(Tel. 02-2105-2764, e-mail: wklee@kmi.re.kr)
내부연구자 : 이종훈 부연구위원, 홍장원 부연구위원,
신철오 책임연구원, 이윤정 연구원
외부연구자 : 리징메이(중국해양대학 교수),
주강, 유철응, 리뢰(중국해양대학)

1. 연구목적
○○ 서해 연안 관광자원의 경제적 가치
－－ 서해 생태계의 위락 레저기능을 확정하고 아울러 그것이 황해 해역에서의 기본 분
포를 설명하고, 황해 연안 관광자원의 생태 특성과 경제적 특성 기술
－－ 서해 연안 관광자원의 경제적 가치 및 분류 제시
○○ 서해 연안 관광자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의 실증 분석: 청도-인천 해변 관광 자원의 경
제적 가치 추정
－－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여행자의
지불의사액을 조사하여 관광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연안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 기법
－－ 위락과 레저 서비스는 해양 생태계의 서비스 기능의 하나로써 동 기능은 유일
성, 진실성, 시공간성 및 파괴의 비가역성 특징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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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러한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는 자연자산에 대해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
를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적용하는 절차가 요구됨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우리나라 서해지역의 관광자원의 가치를
실증분석을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이를 중국의 유사 사례와 동시에 비교
함으로써 향후 한·중 양국의 서해지역 관광자원의 개발과 효과적인 보존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우리나라 사례에서는 인천지역 을왕리 해수욕장에 대한 보존가치 평가내용을 설명
하고 추정에 사용하는 기법에 관한 제시
○○ CVM 연구에서 최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첨단 기법인 OOHB DC-CV model
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분석결과를 언급
○○ Number of Household in Seoul Metropolitan Area : 3,309,890 (2005)
○○ Number of Household in Inchon Metropolitan Area : 823,023 (2005)
○○ 산출된 보존가치의 크기는 6,967,318,450 Korean Won에 해당(6.3 Million USD)

2) 정책적 기여
○○ 한·중 양국의 서해 주변 해역에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
모델 구축에 기여

3) 기대효과
○○ 소비자의 효용 증대에 기여
－－ 서해지역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를 직접적인 방식으로 측정
하고 산정함으로써 향후 소비자 효용 증대를 위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과 개선사
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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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지역 연안 관광 자원의 증진과 개발 사업 기여
－－ 한·중 두 나라가 황해 주변 해역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광 발전 및 관리
모델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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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해양국토 효율화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 7. ~ 11. 2.(11개월)
연구책임자 : 목진용 연구위원
(Tel. 02-2105-2769, e-mail: jymok@kmi.re.kr)
내부연구자 : 장학봉 연구위원, 백인기 책임연구원,
홍장원 부연구위원, 손규희 전문책임연구원,
김미정 행정원, 이선영 행정원
외부연구자 : 엄기철, 정명국, 강은철, 남복현, 최동현

1. 연구목적
○○ 새만금 간척지구 및 배후지의 해양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 수립
－－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
○○ 현재 해상경계선에 대한 법리적, 학리적 타당성 확보
－－ 지방자치법 개정(ʼ09.4.1) 관련, 법적이나 사실적 판단 변동에 따른 기존 정책과 내
용 및 주요 이슈 종합분석
－－ 행안부 의견서 제출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시 자료로 활용
○○ 새만금 지역의 현황 분석 및 대안 제시
－－ 해양국토의 최적안 도출 및 국가발전과 지역에 이익이 되도록 계획 설정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기존정책, 관련 계획 및 주요 이슈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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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현황 분석, 국내·외 여건변화 전망 등을 통한 입지여건 분석
○○ 주요 쟁점 분석
○○ 매립 후의 해상경계 분석(지도화 작업)
－－ 새만금 간척지 내 각종 지형도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분석
－－ 새만금 간척지 내 기준지형도 선정

2) 연구의 특징
○○ 고지도 등 지형도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경계선 선정작업 수행
－－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에 관한 결정을 기준으로 새만금 내에 적용될 기준지형도
를 선정하고, 실질적인 행정구역 경계선 도면을 작성
○○ 법률적인 검토
－－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법리적 검토
－－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매립지 경계설정과 관련한 규정의 검토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개정지방자치법의 문제점
－－ 종전 : 공유수면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따름
－－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 경계설정 주체 변경 :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 행정안전부장관
•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설정 절차 변경: 매립완료 → 행정구역 결정 → 준공
검사 → 지적등록
•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대법원에 소 제기(종전 헌재)
－－ 지방자치법 개정 규정의 문제점
• 행정구역 결정 기준이나 원칙 부재
• 지방자치법 제4조제8항과 제9항의 위헌성
• 공유수면이 자치단체의 구역임을 부인하는 논리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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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제시 행정구역 결정 기준 검토
• 행안부 제시 기준은 매립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단이 없음
• 행안부가 정한 어떤 기준을 정하더라도 법률로 정해야 법적 효력이 있음
• 현재로서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우선 기준임
○○ 새만금 지역 내 해상경계선 분석
－－ 새만금사업지역 방조제 내 해상경계선에 따른 행정관습 여부
• 새만금 내 해상경계선은 있었음
－－ 1990년 전라북도 새만금간척사업지원사무소의 새만금간척 종합개발 사업지구
어장도분석 결과
• 새만금 내측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시군별 행정업무처리-행
정관습 존재
○○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 및 제9항의 위헌성 검토-헌재의 관할대상인가
－－ 대법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결정에 관한 다툼의 관할로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1조 규정(헌재 관할)의 권한규범에 위반되는 위헌적 규정임
○○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군산시의 사법적 대응
－－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군산시에 불리한 경우
•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의 소 제기
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군산시는 피고측 또는 피청구인측에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
－－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군산시에 유리한 경우
• 대법원에 이의의 소 제기(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 및 제9항)
• 위헌심판제청 :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과 제9항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
•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헌재법 제61조)
○○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 방조제 내측과 연계하여 결정하는 주장은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 시 매립도 안 된 방조제 내측을 고려하는 것으로 신청
시기를 매립 후로 한 취지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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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간척지 내 기준지형도
－－ 기준지형도 경계선은 축척 1:50,000, 군산 64년, 부안 70년 지형도로 시군경
계선을 연결한 선
○○ 새만금/주변해역의 이용상황 분석 및 시사점
－－ 새만금 방파제 주변 해역에 대한 개발 주체는 국토해양부, 새만금·군산경제자
유구역청, 군산시 등으로 나뉘어 있음
－－ 비응항 마리나항과 고군산 마리나항 : 추진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발계획의 중복
성이 나타남
－－ 고군산 군도 중 선유도 해수욕장의 보전, 관리, 개발에 있어서 전라북도, 새만
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군산시의 업무협의 진행이 어려움
－－ 국가 무역항, 마리나항만 개발, 고군산군도 개발계획 등 많은 계획이 있으나 현재
해역 수질관리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선유도 하수처리시설만 뿐임. 수질
관리계획 필요

2) 정책적 기여
○○ 새만금 매립지의 해상경계선 검토로 향후 지자체 간 분쟁예방
－－ 새만금 개발계획에 따르는 지자체 간 갈등 요인 분석 및 매립 후 해상경계 분석
을 통해 해상경계설정 기준 제시
－－ 헌법재판소 결정과 지방자치법 개정규정 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법률 개정 및 해
석방향 제시
○○ 새만금개발 후 해상이용 계획 수립으로 해양 국토 이용의 최적안을 도출하고 국가
발전과 지역에 이익

3) 기대효과
○○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경계설정 기준 제시로 타 매립지의 해상경계 분쟁 사전 예방
○○ 개정 지방자치법의 해상경계 규정의 문제점 분석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시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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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수산물이력제
위탁사업 성과보고서
연 구 기 간 : 2010. 1. 29.~ 2010. 12. 31.(11개월)
연구책임자 : 정명생 연구위원
(Tel. 02-2105-2852, e-mail: msjoung@kmi.re.kr)
내부연구자 : 정명생
정명화
이진희
윤선희

연구위원, 임경희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헌동 책임연구원,
연구원, 정애주 연구원, 황기환 연구원,
연구원

외부연구자 : (주)환경과학기술, (주)인큐브랜드

1. 연구목적
○○ 2010년 수산물이력제 사업에서는 기 사업 추진 시 나타난 문제의 개선과 생산, 가공,
유통 및 판매단계의 컨설팅, 정책홍보사업 등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
업을 수행
－－ 생산, 가공, 유통 및 판매단계의 컨설팅, 등록업체 사후관리, 정책홍보, 정보시
스템 운영, 사업성과 평가 연구 등 이력제 관련 사업 총괄 추진
－－ 동 제도의 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참여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하여 수
산식품의 품질 경쟁력 제고는 물론, 적극적인 홍보로 소비자 및 수산물 취급업
체의 이해를 향상시킴으로써 수산물이력제의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2010년 수산물이력제 사업과 관련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사업수행과 컨설팅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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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고, 일부 사업은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사업으로 수행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가, 사업참여희망업체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회의(세미나, 설명회 등) 개최
－－ 등록업체 및 지원기기의 사후관리, 희망업체 컨설팅 등을 위한 국내 현장 조사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산물이력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 국내외 수산물이력제 및 관련 제도의 분석을 위한 해외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
－－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전문가 면담조사 및 BSC 분석
－－ 박람회 참석, 라디오 및 무가지를 활용한 정책사업의 홍보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대행사업으로, 본 연구원이 사업의 총괄집행
기관으로서 수산물이력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 수산물이력제사업의 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해 관련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문별
사업을 추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2010년도 수산물이력제의 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
김, 굴비, 넙치 등 총 16개 품목이 사업에 참여한 가운데 총 602개의 등록증 교부
○○ 등록업체 및 지원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 기 등록업체와 지원기기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로 이력추적제에 대한 문제
점 파악과 해결방안 제시
○○ 사업 확산 및 기반구축 사업 추진
－－ 신규 대상품목과 참여 희망업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컨설팅(방문, 유선)
을 실시하여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 확산 및 기반
구축을 추진
－－ 중점육성품목의 선정기준 재검토를 바탕으로 품목을 도출, 중점육성품목에 대한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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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및 사업성과 평가
－－ 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해 소비자 및 참여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외 동향과 국내 수산식품 관련 제도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수산물이력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
○○ 참여업체 지원
－－ 제도에 대한 참여 유도, 활성화를 위해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실시
○○ 정책 홍보
－－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 확대를 위한 인지도 형성에 중점을 둔 홍보
활동(매체 홍보, 전시화 참가, 징글 개발 등) 실시
○○ 정보시스템 운영
－－ 수산물이력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시스템을 개선·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

2) 정책적 기여
○○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수산식품의 품질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소비자와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업체의 이해 증진으로 수산물이력제의 확산 유도

3) 기대효과
○○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업체의 경쟁력 제고
○○ 동 제도의 참여를 통해 참여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제품의 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소비자의 효용 증대
－－ 수산물의 이력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력제 적용 제품 확산으로 소비자 효용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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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 기본계획 재검토용역 중
개발여건전망 및 타당성 평가
연 구 기 간 : 2010. 2. ~ 2010. 10.(9개월 )
연구책임자 : 전찬영 연구위원
(Tel. 02-2105-2823, e-mail: cychun@kmi.re.kr)
내부연구자 : 김형태
심기섭
김근섭
장재곤
박수혁

선임연구위원, 김형근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이종필 부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이민규 책임연구원,
연구원, 신성호 연구원, 김혜주 연구원,
연구원, 홍수진 행정원

1. 연구목적
○○ 최근 국내외 해운항만산업의 환경변화 및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고려한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후 새만금 신항의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항만기본계획 수립
－－ 개발여건 전망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신항의 선석규모와 평면배치 계획 시 기
초자료 제공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새만금 신항의 물동량 예측은 2008년 『항만물동량예측시스템 기반조성연구』에서
도출한 수입/수출 물동량의 원단위를 적용하여 추정
○○ 새만금 신항의 관광수요는 관광총량을 분석단위로 설정하고 국민관광총량과 외래
관광총량으로 구분하며, 수요예측기간은 2009년부터 목표연도인 2021년까지 13년
간 예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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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신항의 타당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

2) 연구의 특징
○○ 새만금신항은 1997년 5월 신항만 예정지역 지정 및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쳤으며 1999년 3월 “사회 간접자본건설 추진위원
회”의 심의결과 새만금 종합개발에 대한 환경조사 및 내부개발 계획 시까지 고시를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그러나,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같은해 9월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새만금 조기개발(새만금신항 건설, 군산 공항 확장)이 선정됨
○○ 또한 대상지역의 설계파랑 제원 및 자연조건의 변화, 주변 관련 계획의 변화 등으로
당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신항개발여건이 크게 변모됨에 따라 새만금신항의 기본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게 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지역의 내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새만금 내부지
역(산업단지, FDI 용지)에서 발생하는 화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항만의 성격이 강하
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인근 군산항의 항만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군산항에서 전이되는
화물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항만으로 개발
○○ 따라서 새만금지구의 종합실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동북아 경제 및 물류중심 도약
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새만금지역 내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항만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신항만의 건설이 필요함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이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비용-편익비가 0.62로 분석되어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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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제2단계(제1단계+제2단계) 개발사업의 경우 비용-편익비가 1.01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비록 경제적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생산유발효과 : 전국 2조 1,729억 원(전북, 1조 3,312억 원)
－－ 임금유발효과 : 전국 5,010억 원(전북, 3,797억 원)
－－ 고용유발효과 : 전국 1만 5,822명(전북, 8,438명)
○○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볼 때, 새만금 신항의 개발사업은 비록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
지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정책적 기여
○○ 새만금 신항의 개발규모 조정 및 연차별 투자 계획 수정을 통한 정부재정의 효율성
제고

3) 기대효과
○○ 새만금 신항의 기본계획 재검토를 통한 최적의 활용방안 수립
○○ 새만금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전북지역의 물류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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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특수인력개발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2. ~ 2010. 7.(5개월)
연구책임자 : 황진회 부연구위원
(Tel. 02-2105-2792, e-mail: hjh@kmi.re.kr)
내부연구자 : 엄선희 책임연구원, 허소영 연구원,
목진용 연구위원, 김수엽 부연구위원
외부연구자 : 박수만 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창덕 창우건축사무소 소장,
황수영 삼우 씨엔지 CG담당소장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해양특수인력개발센터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으며, 궁극
적 목적은 국제수준의 전문화된 특수인력양성을 통해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 실현과 국
제해양특수인력개발센터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에 기여하는 데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해양특수산업에 필요한 인력과 교육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해양특
수산업을 분석하고 여기에 필요한 직무를 도출한 후 교육내용을 분석함. 이를 통해
해양특수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시설과 과정을 제시했음
○○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구방법인 선행연
구 분석, 사례연구, 면담조사, 출장조사 등을 실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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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석 체계 (산업-인력-교육 연계성)>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해양 플랜트 산업을 비롯한
해양특수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나라에서 양성하여 조달하는 데 필요한 국제해
양특수인력양성센터의 설립 타당성 여부를 분석한 연구임
○○ 본 연구에서는 국제해양특수인력양성센터가 조속히 설립되어야 함을 확인했고, 한
국해양수산연수원의 부지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경제성, 지역경제 발전 차원에
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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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해양의 잠재력 증대와 해양특수산업 발달
－－ 지구촌 경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육지 자원은 계속 고갈되고, 이와 더불어 해양
의 가치와 발전 잠재력이 계속 증대하고 있음
－－ 해양의 가치와 성장 잠재력은 해양산업의 발달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해양 분야
중에서도 특수한 영역과 신산업이 발달하고 있음
<해양(특수)산업 발전 동인>

○○ 해양특수인력 수요 급증
－－ 해양특수산업의 발달로 기존의 해양인력과 다른 새로운 해양특수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현재 전 세계 해양에는 약 780척의 시추선이 가동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923
척으로 증가할 전망임. 이에 따라 석유 시추선에 승선하는 특수인력도 현재의
약 93,600명에서 2014년에는 약 110,760명으로 연평균 4.3%씩 증가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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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분야의 안전과 보건 및 환경 규제 강화
－－ 전반적인 규제완화 속에서 안전기준은 강화되고 있음. 특히 해양특수산업분야
에서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새로운 기준이 제정되는 등 안전·보건 및 환경 규
제가 특히 강화되고 있음
－－ 특히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인적과실에 기인하는 사실은 최근 여러 보고서를 통해
잘 알려져 왔고, IMO 등에서는 인적과실을 비롯한 해양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도 강조하고 있음
○○ 국내 해양특수인력 교육기관 부족에 따른 인력교육 해외에 의존
－－ 우리나라 해양구조물의 설치와 운용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따라 국내에서 건조하는 해양 플랜트 생산인력과 시추선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국제해양특수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양성하는 대책이 필요
－－ 해양 특수인력 수요에 대응한 국제적인 훈련센터 설립·운영으로 국내외 전문인
력을 양성하고 사업의 수익성 확보 및 민간투자 유치를 통하여 정부 재정지원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사업의 조기 착수 가능성, 경제성 확보
등이 가능함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지와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 결과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사이전에 따른 유휴장비의 활용으로 국제해양특수인력
교육이 가능함. 해양수산연수원이 2011년 상반기에 동삼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현 연수원 부지 및 교육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왔음
－－ 해양특수인력 개발은 국가 지원이 필수적인 사업으로서 기본적으로 연수원이 운영
함으로서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 따라서 연수원이 훈련센터를 연
수원의 한 사업부 또는 별도의 센터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이 적절함
－－ 경제성 측면에서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133,365백만원,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150,465 백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16,900백만원으로 추
정되었음. 따라서 편익/비용 비율은 1.13로 산출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
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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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성 측면에서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133,964백만원, 총수입의 현재가치는
157,642백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23,678백만원으로
추정되었음. 재무성 분석결과 재무적 수입/비용 비율은 1.18로 산출되어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기대효과
○○ 녹색성장에 기여
－－ Offshore 산업분야의 세계적인 교육기관 기틀을 마련하고 선박 및 해양구조물
수주 1위 국가에 부응하는 교육체제 구축으로 국격향상 기여
－－ 세계 지역별 해양플랜트 투자비용(Capital expenditures; CAPEX) 분석결과,
총 투지비용 중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유럽 쪽에 투자한 비율은
전체의 63% 정도이며, 이 중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은 약 33%나 됨
－－ 해양플랜트 분야의 고부가가치 인력양성을 통한 블루오션을 추구함으로써
Offshore 산업 인재양성을 통한 녹색성장에 기여
○○ 고용창출에 기여
－－ 국내 해양플랜트산업체에 필요한 기초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
－－ 해양산업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식 교육개발로 신규 일자리 창출
－－ 국내외 해양특수인력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관리인력 고용 창출
－－ 국내 숙박업, 요식업, 교통업, 관광업 등의 관련 산업의 발전에 따른 고용 창출
○○ 외화유출방지에 기여
－－ 전문인력의 해외파견 교육을 국내에 유치하고 외국의 교육수요를 국내에 유치함
으로써 외화유출 방지 및 외화 가득효과
○○ 관련 산업 성장에 기여
－－ 조선산업 : 조선산업의 해양구조물 수주 시 특수인력 양성을 포함한 Turnkey
base 수주가 가능하게 됨. 해양구조물 시설 및 자재분야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
술확보 및 전문기술 이전으로 조선 관련 산업 발달에 기여
－－ 해운산업 : 해외의 해양시설운영업체에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해양시설관리사업
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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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연구산업 : 국내 해양특수인력 양성 교육기관 육성 발전 및 관련 연구기관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력 축적
－－ 자원확보정책 지원효과
• 해외 자원개발 지원 : 해외자원 개발 시 해양특수인력 양성을 포함한
Turnkey base로 입찰 가능
• 해사 ODA사업 지원 : ODA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원국 해양자원개발 인력
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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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시장 확대방안
연 구 기 간 : 2010. 2. ~ 2010. 10.(9개월)
연구책임자 : 홍현표 연구위원
(Tel. 02-2105-2884, e-mail: hphong@kmi.re.kr)
내부연구자 : 장홍석 책임연구원, 김봉태 책임연구원,
마창모 책임연구원

1. 연구목적
○○ 주요 수산물 수입국과 신흥 수산물 소비국들에 대해 국내 수산물의 수출을 확대할 필
요가 있음
○○ 국내 수산물의 수출 품목은 참치, 오징어 등 몇 개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출국도
중국, 일본 등 몇 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기존 품목과 더불어 잠재 수요가 있는 품목
에 대한 수출확대 방안과 틈새시장 등에 대한 진출 방안 등을 마련함
○○ 최근 중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기존 원료가공용 수산물의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 증가에 의한 수산물 수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응
한 수출전략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전통적인 수산물 수입국인 EU, 일본, 미국 등의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강화 움직
임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응한 수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주요 수산물 수입국에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수산
물의 맞춤형 수출대책 마련을 위해 세계 주요 수산물 수입국들의 수산물 소비시장의
수급구조와 소비패턴 등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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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기존 정책자료 수집
○○ 현지방문조사 및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
○○ 설문조사
○○ SWOT 분석 등 관련 마케팅 기법 응용

2) 연구의 특징
○○ 설문 조사를 통한 우리 수산물 수출업계의 의견 반영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동 연구를 통해 우리 수산물 수출의 문제점은 수출시장 편중, 국가별 시장 정보의
미흡, 수산물 수출 기반 취약, 해외 유통 지배력의 부족, 신상품 개발 및 지원 부족,
수출 관련 정부 지원의 탄력적 대응 부족 등이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수출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정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한 세부전략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맞춤형 수출전략으로서 권역별로 수산물 수출전략을 세우고, 국제 통상협
력을 강화해야 함
－－ 둘째, 수출을 대비한 가공형 수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국내
수산물 공급기반 강화·수출기업의 구조 재편·상품 경쟁력의 강화가 필요
－－ 셋째, 해외마케팅의 다변화로서 수산물-문화 연계 마케팅·해외유통방 확보·
지원체계 정비가 필요
○○ 마지막으로 10대 수출 전략 수산물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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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수산물 수출 패러다임의 전환과 요구되는 정책

<표> 주력품목의 수출전망, 제약조건, 대책 요약
품목

수출전망

수출제약조건

전망 : 밝음
다랑어

국제기구 협력 강화

통조림 수요 확대

자원관리 강화

횟감 시장

어선 비용 상승(유가)

- 일본 : 성숙기

최종판매 약함

전망 : 밝음
상대적 안정 공급
품질 경쟁 우위

넙치

유럽·중국 마케팅

지속적 품질관리

생산 단계 복잡
일본시장 : 비관세 조치
상품 단순(마른김/조미김)
해외판매망 약함

연안국 협력 강화
일본 소매시장 직판

- 기타국 : 성장기

김

수출대책

일본 비관세 배제
우수제품 공동브랜드화
해외 판매망 개설
신상품 개발(스낵/안주류)

전망 : 밝음

대일 수출 의존

장거리 운송 기술 개발

넙치=제주 이미지

상품 단일화(활넙치)

신상품(넙치육, 고급어묵)

상대적 안정 공급

엔화 환율 변동 민감

활어운송차량 구입 지원

강력한 생산 경쟁우위

장거리 운송 한계

넙치 클러스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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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전복

굴

수출전망

상대적 안정 공급

상품 단일화(활전복)

국내 생산 급증

엔화 환율 변동 민감

거대 중국시장 존재

장거리 운송 한계

전망 : 밝지 않음

대일 수출 의존

위생 안전 확보-품질 개선

상대적 안정 공급

엔화 환율 변동 민감

대일 수출 확대

세계적 소비 품목

검역 위생에 약함

유럽 시장 진출

현재 수출 격감

생굴 위주의 수출

생굴 이외 가공기술 개발

중국의 원료 수요 증가
세계적 수요 확대

전망 : 보통
엔화 상승 호기

전망 : 밝음
미역

웰빙 식품
생산 안정(병해충 없음)
식품 외 활용 가능

산지 집하장 설립
신시장 개척(중국, 중화권)
신상품 개발(건전복, 죽)

남미 자원국과 협력 강화
고차가공품 기술 개발

원양산의 어획 변동 큼

저비용 체제(LED 등)

어선 조업 비용 증가

상품 시장 개발(미국/유럽)
신상품(연육, 부산물 이용)

대일 수출 의존 심함
자원관리: 생산증대 난관
엔화 변동에 민감

대일 시장 의존
엔화 변동에 민감
상품 개발 저조

전망 : 밝지 않음

TAC : 생산량 증대 난점

밝지 않음

일본과 계절적 수요 충족 위

국내가격 하향안정세

한 교역품
국내 수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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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거점센터 설립

거대 내수 시장 존재

유가상승 : 조업 회피
고등어

수출시장 저변 확대

대일 수출 의존

가공 원료 적격

게살

수출대책

전망 : 밝음

전망 : 밝음
오징어

수출제약조건

수출상대국 다변화
저차원료→고차상품화
신 시장 개척(유럽 등)
중화권 공략
상품 개발(식품 외 활용)
세계화 : 미역국→스프
건강식 글로벌 홍보
품질확보 : 금속탐지기 보급

큰 사이즈 어획 비중 증대
신상품 및 가공기술 개발
간고등어 브랜드 세계화
부산공동어시장 수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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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실용정부의 2012년 수산물 수출 25억 불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언
○○ 수산물 수출 확대를 통한 수산분야의 GDP 공헌 제고
○○ 우리 수산분야의 생산자 및 관계자의 소득 제고

3) 기대효과
○○ 전술한 바의 수산협력사업 추진 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실용정부의 2012년 수산물 수출 25억 불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언
－－ 둘째, 우리 수산분야의 생산자 및 관계자의 소득 제고
－－ 셋째, 수산물 수출 확대를 통한 수산분야의 GDP 공헌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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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Economy 개념 정립 및
실천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2. 18. ~ 2010. 12. 17.(10개월)
연구책임자 : 황기형 연구위원
(Tel. 02-2105-2863, e-mail: khhwang@kmi.re.kr)
내부연구자 : 박광서 책임연구원, 김민수 연구원,
최양규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조동오
김웅서
박성쾌
이광수
박상준
강성길
김인수
고철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한국해양연구원 단장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교수
책임연구원, 강도형 선임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대형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신승식 전남대학교 교수
단장, 주강현 제주대학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황진환 동국대학교 교수

1. 연구목적
○○ 국내·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Blue Economy(BE) 개념의 확립과 확산 및 박람회 유산
(legacy)화를 위한 실천과제 도출
－－ 전시·연출 콘텐츠의 논리적 흐름을 완결할 수 있는 포괄적 모티브로 BE를 제시
하여, 박람회 주제구현 전략을 지원·강화
－－ BE 개념의 공유, 홍보, 확산 등 국제 논의를 주도하여, 박람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가 BE 분야의 trend-setter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략 개발
○○ 여수선언·프로젝트, 사후활용 등 박람회 주요 사업과의 연계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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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연구 품질 향상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WG) 운영
－－ 각 부문별로 관련 분야 학자, 연구자,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 활용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활용
○○ BE 철학적·이론적 배경, 미래 해양과학기술 분야 등 특정 분야에 있어 외부 전문
가를 활용
○○Blue Economy 위원회와 정기 토론회 개최
－－ 정기적으로 연구 진행 상황 점검 및 추진방향 협의

2) 연구의 특징
○○ BE는 해양을 통해 인류의 생존과 지속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자 박람
회의 핵심 어젠다임
○○ 이에, BE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박람회 전시연출을 중심기조로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박람회를 계기로 BE를 글로벌 트렌드화 하고, 지속가능한 녹색 해양산업의 미래
상과 성장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 미래 해양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미래 해양과학기술 및 산업, 전통과 미래 해양
산업·과학기술 분야 정리·분석 등 실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Blue Economy’의 개념
－－ 육역중심의 전통적 경제사회에 대한 대안체제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의 자원잠재력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경제·사회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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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Economy’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 해결의 수단과 해법
들을 해양에서 더 많이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함축
○○ ‘Blue Economy’의 당위성
－－ 자원, 환경, 경제 측면에서 육역중심의 인류문명은 한계에 도달
• 육역중심의 문명 → 자원·에너지 고갈, 연안의 과밀화 및 환경 악화, 전통산업
성장 한계
• ‘Blue Economy’ → 해양의 방대한 자원잠재력 활용, 연안의 입체적 이용,
해양의 보호와 이용을 통한 신성장 기회 창출
－－ 지구 생태계 문제에의 대응
• 육역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하나의 생태계로서 지구 전체의 메커니즘
파악 필요 → ‘地球’가 아닌 ‘海球’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
• 해양의 생태적 기능을 바탕으로 한 지구 생태계의 건전성 유지·보호
－－ 해양과학기술의 혁신
• 해양 전역에 대한 접근성 확보로 해양부문의 새로운 지식과 발견, 발명의
폭발적 증가 예상
•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양 보호 및 해양자원 이용 방식의 혁신 → 해양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
○○ ‘Blue Economy’의 역사적 의의
－－ 육역 중심의 자연관에서 탈피, 지구를 하나의 생태계로서 인식 → 생태적 세계화
• 문명 발전의 무대를 해양 전역으로 확대
• 지구 생태계 문제는 지구순환시스템에서 해양이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을 과학
적으로 보다 철저하게 이해하는 바탕에서 접근
－－ 해양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 추구
•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 생태계의 적극적 보호
• 환경부하가 큰 고갈성 전통자원을 해양의 환경친화적, 재생가능 자원으로 대체,
해양의 뛰어난 생산성을 산업적으로 활용
－－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생태주의적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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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Economy’의 비전과 과제
해양의 방대한 생태계 기능과 자원 잠재력을 활용하여 당면한 지구위기와 인류공동의 문제 극복
⇨ 인류문명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 건전한 지구 생태계의 유지·실현
• 해양·연안의 생태계 기능 보호와 회복
• 생물학적 다양성 유지
• 지구변화의 원인규명·예측·경감·적응
• 지구공학적(geoengineering) 접근에 의한 기후변화 대응

▹ 청정 해양자원의 무한 공급
• 화석연료의 완전 대체가 가능한 청정 해양에너지 공급
• 해수로부터 담수의 무제한 공급
• 심해양식에 의한 수산물의 공급 확대
• 대륙붕 및 심해저 광물자원, 해수용존 자원의 개발·이용
• 질병퇴치 및 건강증진, 산업적 이용을 위한 해양 유전자원의 활용

▹ 쾌적하고 생산적인 연안 생활공간 조성
• 연안·해양 공간의 입체적 이용
• 생태계 접근방식에 의한 연안이용체제의 혁신
•기후변화 적응 및 복원성(resiliency) 확보
• Green 항만·물류 조성

▹ 새로운 해양문명의 도래
• 해양에 관한 이해 및 의식 증진
• 해양과학기술의 혁신
• 해양·연안의 보호와 이용을 통한 새로운 시장과 고용의 지속 창출
• 해양에 대한 전지구적 차원의 공조 관리체제 확립

2) 정책적 기여
○○ 여수세계박람회의 또 하나의 주제어인 ‘Blue Economy’ 개념 정립 및 실천과제
제시를 통해 인류문명의 새로운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전시연출의 소재
(motif)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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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Blue Economy’를 통한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성 강화
－－ 인류사회가 지향할 미래 발전상 제시
－－ 전시관별 전시연출 콘텐츠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motif 설정
○○ 여수세계박람회의 Legacy 구현
－－ ‘Blue Economy’의 홍보·확산을 통한 국제적 논의 주도
－－ 여수선언·여수프로젝트, 사후활용 등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정신) 계승

424

수탁연구과제 10-010

•

부산항 신항 유류중계기지
개발사업 수요 예측분석
연 구 기 간 : 2010. 2. ~ 2010. 7.(5개월)
연구책임자 : 박용안 연구위원
(Tel. 02-2105-2789, e-mail: yapark@kmi.re.kr)
내부연구자 : 심기섭 부연구위원, 김찬호 책임연구원,
이언경 책임연구원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부산항 신항 유류중계지기 사업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모든 환경요
인을 감안해 적정 선박유 공급물량을 전망하는 것에 목적을 둠
－－ 우리나라의 부산항은 국제선박유공급시장에서 기존 선박유공급 3대 시장인 싱가
포르, 네덜란드, 미국 등과 경쟁해야 하며, 새롭게는 태국의 람차방, 홍콩 등과
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임
－－ 부산항 신항에 유류중계기지 건설의 성공여부는 현재와 같은 경제 불황 상태의
선박유공급패턴을 반영하여 적정 수요를 예측하고 가격 정책 등에 따른 추가적
인 유치 가능 수요를 전망함으로써 적정 건설 규모를 결정하는 것임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부산항 신항 유류중계지기의 적정 선박유 공급물량을 전망하기 위해
i)선박급유(bunkering)수요와 ii)선박유 트레이딩(trading) 수요를 구분하여 향후
부산항 신항 유류중계지기의 운영기간 동안의 물동량을 전망하여 적정 건설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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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는 중요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항로별 급유패턴을 분석하여 부산항에서 급유가능항로를 도출하고, 부산항 추가 급
유수요를 전망함
○○ 트레이딩 수요는 동북아 국가들 중 선박유 순수입국가인 중국의 수입물동량을 전망
하고 신항 중계기지의 점유율을 적용하여 산정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부산항의 유류중계기지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여, 해운 항만 부문에서 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임
－－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 이전에는 선사와 선박유공급업체 간 계약에 의해 선박
유가 공급되어 항만별로는 일정 수준에서 선박유 공급시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
었으나, 금융위기 이후부터 안정적인 공급선이 무너지고 주변 항만과의 선박유
공급물량을 유치하기 위한 가격경쟁을 통해서 선박유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본 연구에서 예측한 부산항 선박급유 수요 최대치는 부산항의 급유실적 및 급유가능
항로를 기반으로 한 701만 톤과 가격인하정책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치 가능한 물량인
11만 8천 톤을 합한 713만 톤임
－－ 부산항의 급유 실적 및 급유가능 항로를 고려하여 전망된 부산항의 선박급유
(Bunkering) 수요는 2020년 최대 701만 톤임
－－ 부산항 선박급유 가격 인하 정책에 따라 2020년 추가적으로 유치 가능한 선박
급유 물량은 같은 항로에 있는 경쟁항만인 LA/LB항 및 Seattle 항만에서 최대
5만 8천 톤, 여수·광양항에서 최대 5만 3천 톤, 마산항에서 9.6천 톤의 합계인
11만 8천 톤임
○○ 유류중계기지 트레이딩 수출물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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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9만~60만 톤, 2020년 85만~105만 톤, 2025년 100만~125만 톤, 2030
년 119만~ 148만 톤으로 추산함
○○ 부산항 신항 유류중계기지 2020년 물동량은 786만 톤에서 818만 톤으로 전망됨

2) 정책적 기여
○○ 부산항의 유류중계기지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여, 해운 항만 부문에서 신성장동력
사업의 창조적 발굴과 부산항 신항 유류중계기지 운영 효율화에 기여
－－ 유류중계기지 사업의 수익성과 운영 효율성 개선
－－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간접적으로 지원
○○ 연구결과를 유류중계기지 사업 참여자에게 확산하여, 사업의 실질적 진행과 내실
있는 추진을 지원

3) 기대효과
○○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제고
○○ 부산항 신항 유류중계기지 사업의 활성화와 고부가가치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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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연안바다목장사업 효과조사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3. 4. ~ 2010. 11. 28.(9개월)
연구책임자 : 조정희 연구위원
(Tel. 02-2105-2856, e-mail: jcho5901@kmi.re.kr )
내부연구자 : 김대영 부연구위원, 이정삼 책임연구원,
김수진 책임연구원, 남수민 전문연구원,
김태형, 이승진 행정원, 강주리 행정원

1. 연구목적
○○ 서해를 중심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어업자원이 남획되는 등 어장 황폐화
가속화됨에 따라 연평도 어촌경제 회복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도 해역에 도서형 연안바다목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바다목장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연평
도 도서형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향후 효율적 사업방향
및 관리 방안 수립 등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연평도 도서형 연안바다목장 사업의 효과분석을 통해 보
다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지속적인 시설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
기 위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연평도 연안바다목장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사업 추진의 방향을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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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기존의 문헌자료 조사 및 현지조사, 어업인 설문조사와 전문다이버를 통한 인공
어초 투하 실태조사 등의 방법을 수행하였음
－－ 2008~2009년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효과조사와 관련 바다목장 이용 현황 기
초조사, 조성사업별 효과조사, 어업인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 사업추진 현황 파악,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향후 추진방향 및
관리방안 제시 등 2011~2012년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방향 및 관리방안
을 제시하였음
－－ 인공어초 투하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인공어초 및 방류사업에 대한 시설 효과 등
을 분석하였음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기존 바다목장 관련 연구와는 달리 바다목장사업 중간 시점에 사업에 대
한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도서형 연
안바다목장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연평 연안바다목장 사업에 대한 효과조사 결과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
나 해당 지역 어업인들에게 있어 가시적인 성과는 꽃게 종묘방류사업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사업 기본계획의 적용 미흡과 수산자원관리수면 등의 관리수단과 지속적
이용을 위한 자율관리공동체 및 자율관리협의회 등이 부재하여 어업인들의 참여
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원인이 있음
○○ 연평도 연안바다목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
경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의 변경은 연안바다목장 기본개념 실현을 위해 어장조성 및 자원조성을
중심으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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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소품종을 대상으로 집중
적으로 시행하되,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함
－－ 어업인이 원하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
○○ 연평도 연안바다목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관리 체계 구축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하고, 관리이용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
율관리공동체와 같은 관리이용 조직을 구성해야 함
○○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연안바다목장 사후 효과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자
연과학 분야의 자원조사와 평가, 사회과학 분야의 어획량, 어업소득 등에 대한 조
사를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의 확보로 현실이 반영된 실
질적인 컨설팅을 실시해야 함
○○ 연안바다목장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현실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계획의 수립과 수
정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어촌계와 어업인의 성공의
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
－－ 이를 위해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하
여 관리이용 조직을 구성하고 자율관리공동체에 책임과 역할을 주어야 함

2) 정책적 기여
○○ 연평해역의 소규모바다목장 사업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효과조사 및 기존에 수립
된 2010-2012년 사업 계획 검토를 통해 향후 추진 방안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
로써 성공적인 연안바다목장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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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향후 추진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함
○○ 선제적 효과조사를 통해 사후 사업추진 방향 및 관리방안을 강구함
○○ 연안바다목장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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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3. ~ 2010. 12.(10개월)
연구책임자 : 김우호 부연구위원
(Tel. 02-2105-2826, e-mail: neoport@kmi.re.kr)
내부연구자 : 심기섭·전형진 부연구위원,
김태일·이언경·고병욱·최영석 책임연구원,
김용선 행정원
외부연구자 : 전영우 해양수산연수원 교수,
김창훈 (주)스트라모 대표

1. 연구목적
○○ 대내외 해운환경 변화와 한국해운의 경쟁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해운산업 장기발전계
획을 수립하고 실천전략을 제시
－－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은 해운법 제37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공고하는 법
정계획으로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예측을 통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
－－ 한국 해운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장기 청사진 마련
－－ 2015년까지의 세부 실천계획과 2020년의 장기비전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분야별 전문가 및 산업계 의견 수렴
－－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부문을 4개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4-6개 과제로
세분화하여 각각에 대해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조사 및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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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별로 구분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자문
단을 구성함으로써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의견을 수렴함
－－ 산업계 자문은 현재 운항 중인 선사뿐만아니라 금융기관이나 해운중개기업, 선박
검사, 보험 등 운송과 관련 서비스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수행함
○○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 수립
－－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동시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상호 협의함으로
써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계함
－－ 광범위한 범위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시차에 따른 통계 등의 연구 내용
차이를 최소화함
－－ 분야별 세부과제와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정책담당자
가 계획의 완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실천적 계획을 수립
• 본 과제는 계획수립 담당자인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외에도 선원정책과, 연
안해운과, 해사기술과 등 4개 과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
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많은 부처에 걸쳐서 업무가 연관되므로 구체
적이고 명료한 과제 설정과 계획수립이 매우 중요함
○○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한 선박량 전망
－－ 세계 해상물동량과 국적선대, 해체선 실적, 신조선 및 중고선 매매실적을 활용
해 예측모형을 구성
－－ 정량적 자료로 기초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방법을 통해 2015년 및 2020년
선박량을 예측함
• 과거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을 대상으로 한 외항선대 예측을 세계 물동량을 활
용하여 추정. 이는 국적선사의 선대확보는 수출입물동량보다 세계해상 물동
량에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임
○○ 주요국의 장기 해운정책 방향 검토
－－ EU,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운선진국의 장기 해운정책 방향에 대해 조사 및
분석
－－ 주요국의 해운정책 방향은 인력양성과 안전·환경 강화, 지식기반 해운업 성장
을 위한 여건조성 등을 주요 기본방향으로 설정

2010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433

제5장 수탁용역사업

－－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 과정을 토대로 선진국가의 정책방향 사례를 검토하고
장기 전략 과제의 방향성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

2) 연구의 특징
○○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연구로서 정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시
－－ 기존 과제는 물론 신규과제의 추진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정책담당자가 일상 업무
를 통해 장기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연구와 정책추진이 일원화된 연구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본 연구는 2011~2015년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의 실천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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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과제

1. 산업구조의 건전성 제고
및 시장질서 확립

용대선 신고범위 확대 및 전산화, 스트레스테스트 제도화, 해운부채에 대한
합리적 평가방안 수립, 시장질서 국제동향 파악 및 대응시스템 마련

2. 국적선대 확대를 위한
선박금융 선진화

선박금융의 재원기반 확충, 선박금융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 선박금융제도
활성화

3. 선·화주 상생협력
강화

장기계약 비중 확대, 선화주 합작선사 설립 운영, 커미션 캐리어 모델의 도
입, 국적선사에 의한 대량화물 수송시 인센티브 부여, 선화주협의체 활성화

4. 해운세제의 선진화

톤세 제도 활용 해운발전기금 조성, 톤세 적용대상 확대, 해운세제 일몰적용기
간 확대

5. 해운인력의 안정적
확보

고급해기사 정규교육기관 설치, 외국인 선원양성센터 건립, 선원인력 양성
수요 예측시스템 개발, 선원인력 교육기관의 경력전환 프로그램 강화, 선원
연금제도 도입 운영, 해운항만국제물류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 해상특수인
력 양성센터 도입 운영, 수면비행선박 교육 훈련센터 건립

6.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활성화

FPSO 임대사업 추진, 인프라 구성을 위한 정부지원, 선원 등 해운인력개발
과 해외 오일 및 가스 개발사업의 연계

7. 초중량화물운송시장
참여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자금지원, 전략적제휴

8. 해외 자원운송시장
참여

동반진출 모델 수립, 자원개발 연계 프로젝트 발굴, 정부 간 협력 강화, 자원
개발 운송 동반진출 협의회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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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9. 크루즈산업 육성

'크루즈관광 진흥 협의체' 구성, 외국 국제쿠르즈선 국내 기항 유치 확대,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기반 조성

10. 북극해 항로 개설 지원

북극해 주변국가 국제공조·협력 강화, 국적선사의 시범 운항, 북극해항로
관련 신규 사업 발굴

11. 국제해운협력의 전략적
활용

중장기·종합 국제해운협력 전략 구축, 국제해운 기구 및 각종 회의 의장국
진출

12. Short Sea Shipping
강화

전용터미널 확보 지원, 중국/아세안 신규항로 개척, 선박운항 회사제 도입,
틈새시장 발굴

13. 남북한 해운교류 확대

남북해사 합의기구 설립, 남북한 공동 운영선사 설립, 선대 단일화 및
합작선사 설립, 북한선원 송출 및 고용 추진

14. KP&I 및 중재시장
아시아 선도

KP&I의 상호보험료제도 시행, 정책금융 지원을 통한 KP&I의 비상준비금
확충, 대한상사중재원 내 해사중재위원회 설립,

15. 글로벌 선박관리기업
육성

선박관리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선박관리업 비즈니스 모델 구축, 해외진출 지원

16. 해운 지식 및 정보시장
육성

해운 지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운중개업 등 지식정보 창조기업 육성

17. 선박검사서비스산업
육성

선박금융을 통한 지원, 정부연구과제 지원, KOICA 원조사업을 활용한 지원,
IMO 활동지원

18. Modal Shift를 통한
녹색연안해송체계 구축

전환교통 보조금 확대, 초고속 해상피더 운송시스템 구축, 전환교통 보조금
신설, 친환경선박확보 지원

19. 연안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

면허제도 개선, 수송수요 판단기준의 개선,
수송시설 기준 명확화, 경쟁항로와 신규항로 기준 마련

20. 녹색 규범체제 선도

‘KMTRA(가칭)’신설, 녹색수리조선소 지정, 녹색검사전문가 육성,
녹색선박이력관리시스템 및 전파체계 구축, 해양환경관리법 정비

21. 친환경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조성

선사 주도 친환경 선박 및 장비 개발, Green Shipping Award 제도 도입

2) 정책적 기여
○○ 미래 해운산업 여건변화에 대응해 추진할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2011-2015년 기간 동안 추진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분야별 정책 담당
자의 업무와 일체화시킴으로써 제안된 중점과제의 실현가능성을 제고
－－ 보고서를 토대로 국토해양부는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2011~2015)」을 공고
(공고 2011 -244호, 20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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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과제의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정과 함께 개략적 소요 예산을 제시함으
로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여건 마련
○○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산업계의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기여
－－ 지식기반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미래 한국해운산업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을 제시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신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사업방안을 제시하여 산업계의 대응방향을 제시

3) 기대효과
○○ 한국해운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세계의 해운강국으로 발전에 기여
○○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산업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해운시장 체질을 강화
－－ 선박금융을 선진화하여 불황기에도 안정적으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선·화주 간 공고한 협력체제 구축으로 국적선사의 견실한 성장기반 마련
－－ 양질의 해운인력을 확보하고 세제 개선을 통해 해운산업의 경쟁우위 유지
○○ 신시장 창출을 통한 해운 비즈니스 확대
－－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활성화, 동북아 크루즈시장 진출 등 신시장 창출로 해운
산업 비즈니스 확대
－－ 초중량 화물운송시장과 신흥국 자원운송시장 개척 등을 통해 세계 화물운송시장
에서의 지배력 확대
－－ 북극해 항로 개설, 근해선사 강소기업화, 중장기 남북해운 교류 기반 마련 등 해운
산업의 틈새시장 발굴
－－ 타당성조사, 국제해운협력 등을 통해 해운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자원
부국 등 개도국 해운시장 진출을 확대
○○ 지식기반 해운산업의 육성
－－ 글로벌 선박관리기업과 해운중재, 보험 등 지식기반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고부
가가치 일자리 창출
－－ 해운 중개·정보시장을 활성화하고 선박검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해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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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에 부응하는 지식 인프라 구축
○○ 저탄소 녹색성장 주도
－－ Modal Shift를 통한 녹색연안 수송체제의 구축과 연안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
로 저탄소 해상운송 구조 강화
－－ 해운산업이 우리나라 녹색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녹색규범체제 선도 및 실용
화에 역점
－－ 친환경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선사의 친환경
경쟁력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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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여수세계박람회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협상
연 구 기 간 : 2010. 3. 1. ~ 2010. 5. 15.(2.5개월)
연구책임자 : 전찬영 연구위원
(Tel. 02-2105-2823, e-mail: cyjun@kmi.re.kr)
내부연구자 : 이종필 부연구위원, 김혜주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 송병록 대표, 강동진 팀장

1. 연구목적
○○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기간 중 방문객 투숙을 위한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 참여의
향자를 평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여수엑스포조직위
원회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서를 체결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외부 전문기관 협동연구
－－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지원
－－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지원
○○ 평가위원의 선정과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분야별 평가위원을 선정
○○ 협상 분야별 협상위원 선정
－－ 운영, 법률, 재무분야 협상위원을 별도로 선정, 최적의 협상결과 도출에 활용하고
협약서 문안을 검토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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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의 결과물은 국가대사인 「2012여수세계박람회」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자
평가 및 선정과 결과보고서, 협상진행 및 실시협약서 작성 등이며 이러한 결과물에
따라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시행하는 특징이 있음
－－ 시기적으로 단기간에 최적의 사업참여자를 선정하여 조직위원회와 사업시행자
간 수용 가능한 협약대안을 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주)대명레저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실시협약서 작성
－－ 전문, 본문(총 12장), 별표(7개 표)로 구성
－－ 본문은 1장 총칙, 2장 기본 약정, 3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4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5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6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장
조직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8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9장 협약의 종료,
10장 권리의 처분 등, 11장 분쟁의 해결, 12장 기타사항 등으로 구성

2) 정책적 기여
○○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차질없는 진행
－－ 재정투자 없이(건설 및 운영기간 중 지원금 없음) 민간투자사업으로 적기 투자와
시설준공
○○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 및 운영노하우 축적
－－ 민간투자사업으로 숙박시설을 추진
－－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국격 제고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유도
－－ 관련 분야 민간투자사업 지속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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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 전라남도-여수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 관람객 유치 및 편의시설 확충, 지역관광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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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 품종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Ⅱ)
연 구 기 간 : 2010. 3. ~ 2010. 12.(9개월)
연구책임자 : 박수진 부연구위원
(Tel. 02-2105-2795, e-mail: forest21@kmi.re.kr)
내부연구자 : 윤진숙 연구위원, 최희정 책임연구원,
손규희 책임연구원, 이미영 연구원

1. 연구목적
○○ 2002년 1월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하였으며, 당사국으로
서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국내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2012년부터 수산식물을 포함
한 모든 식물종자에 대한 품종보호제도를 시행하여야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행 「종자산업법 시행규칙」과 관
련 고시의 한계를 분석하고, 수산식물 품종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는 데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종자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등 관련 정책
담당자와 업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였음
－－ 국내 관련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일본 수산식물 분야 품종보호정책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정책적·제도적 시사점을 도출
○○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방향 및 세부 개선안에 대한
수시협의를 통해 연구결과의 정책기여도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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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2012년 수산식물 분야 품종보호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제도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한 연구로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제도 개선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개정 종자산업법 및 시행령 분석
－－ 2010년 5월 개정된 「종자산업법」은 규제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
모하는 한편, 수산식물 품종보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입법임
－－ 수산식물의 특징을 반영한 용어규정 개선, 시료제출 시기 및 방법의 차별화
－－ 수산식물 분야 품종심사, 출원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종자의 유통조
사 등 업무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
○○ 수산식물 품종보호 관련 제도 분석
－－ 1차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종자관리요강」 등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
○○ 특허법 및 종자산업법의 보호체계 비교
－－ 「특허법」상 식물발명과 「종자산업법」상 품종보호제도에 대해 보호대상, 심사절
차 및 방법, 심사요건 및 출원절차 등을 기준으로 비교분석
－－ 품종보호제도는 식물발명에 비해 등록이 용이하나, 재배심사로 인해 심사소요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음
－－ 반복재현성과 진보성의 요건을 만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자산업
법」의 품종보호제도에 의한 보호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 일본의 품종보호제도 분석
－－ 일본은 「종묘법」에 근거하여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현
재 수산식물 중 김 품종 8종이 출원되어, 2개 품종등록이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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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종묘법 시행령」, 「종묘법 시행규칙」, 「품종등록규칙」의 세부 내용을 분석
하였으며, 수산식물 품종보호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기술센터의
기능에 대해 분석함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 개정방안
－－ 품종심사, 품종보호절차, 품종명칭, 품종성능관리, 종자유통 등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세부절차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인 「종자관리요강」을 개선하여, 품종의 특성설명 및
종자시료 제출절차, 시험용 및 보관용 시료량,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절차
등의 개정방안 제시

2) 정책적 기여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연구결과 반영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5호(2010.9.1)
○○ 「종자관리요강」 개정안에 연구결과 반영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33호에 반영(2010.11.16)

3) 기대효과
○○ 2012년 수산식물 품종보호제도의 시행에 대비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종자관리
요강」 등 세부절차 개선에 기여
○○ 수산식물의 특징과 전문성을 반영한 종자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기반으로 기능
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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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02. ~ 2010. 11.(9개월)
연구책임자 : 이성우 연구위원
(Tel. 02-2105-2830, e-mail: waterfront@kmi.re.kr)
내부연구자 : 이언경 책임연구원, 이주호 책임연구원,
송주미 연구원, 오연선 연구원, 김성야 연구원
외부연구자 : 산업단지관리공단 임종인 실장

1. 연구목적
○○ 글로벌화 확대, 국제분업 심화로 인해 항만도시가 글로벌 경제의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기회와 함께 항만도시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국제자유무역도
시로의 성장에 힘을 쏟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광양항의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실현 및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
역지역을 확대추진하는 것이 목적임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 인터뷰 및 세미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의 내용을 심화하였음
－－ 관련 계획 및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며,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제반여건 등
을 검토하였으며,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자유무역지역 확대 추진의 수요를 파악
하였음

444

수탁연구과제 10-018

2) 연구의 특징
○○ 자유무역지역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제안하고 추진절차 및 제도적 한계점 등을 검토
하여, 광양항의 자유항 또는 자유무역도시로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광양항의 물동량 창출 및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이 필요
－－ 마산자유무역지역은 95만m2 면적에 8,200명 고용 및 외국인투자액 1.2억 달러,
수출 40억 달러를 기록하여 만약 면적이 33km2가 된다면, 고용인원은 28만 명,
외국인투자액은 41억 달러, 수출액은 1,33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가 될 수 있음
－－ 국내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특성화된 광양시의 새로운 역할 정립 및 국
토 남중경제 중심이자 동북아 물류중심인 광양시의 국제무역 중심지 역할 제고 필요함
－－ 물류, 제조, 업무, 상업 기능이 연계되는 동북아 국제무역 중심지화 및 동북아
국제무역 거점화 및 특화를 통한 부가가치 극대화 및 고용창출 기반이 필요함
○○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유무역도시로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이를
위해서는 산업 및 물류기능뿐만 아니라 국제업무, 교육/연구, 관광/위락, 주거/지
원 등의 기능도입이 필요함
○○ 현실적 대안(1-2, 2-1)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절차 수행이 필요
－－ 기 운영 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대안1-1)은 특화전략 추진가능성 부족,
경제적 파급효과 저조, 토지수용비용 부담 및 기 입주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적합
여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정의 실익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항만배후단지의 상업시설과 연구/벤처시설의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대
안1-2)은 정부소유 및 확대추진 사례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높은 편임
－－ 또한 향후 개발예정 산업단지 중 황금산단, 세풍산단, 율촌 제Ⅱ 및 Ⅲ산업단지
등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대안2-1)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개발예정 택지를 산업단지로 전환한 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대안2-2)
하는 방안은 현재 광양시의 택지 중 성황지구, 와우지구, 의암지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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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및 상하이와 유사한 형태의 자유무역도시 지정(대안3)은 국내 법제도
의 신설 및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장기추진과제일 수 밖에 없으므
로,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은 편임
○○ 자유무역지역 확대의 경제적 효과는 4조 5천억 원의 생산 및 4만 명의 고용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
－－ 황금산단, 세풍산단, 율촌 제Ⅱ 및 Ⅲ산업단지 및 3개 지구의 택지를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약 4조 5천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약 2조 5천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약 4만 명이 될 것으로 분석됨

2) 정책적 기여
○○ 본 연구의 대안1-2에 따른 광양시의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위한 건의서 작성
등의 후속조치 이행작업 진행으로 자유무역지역 확대 전망

3) 기대효과
○○ 국내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특성화된 광양시의 새로운 역할 정립 및
동북아 물류중심인 광양시의 국제무역 중심지 역할 제고
－－ 물류, 제조, 업무, 상업 기능이 연계되는 동북아 국제무역 중심지화 및 동북아
국제무역 거점화 및 특화를 통한 부가가치 극대화 및 고용창출 가능
○○ 광양시 및 남해안권발전에 따른 국토균형발전 및 글로벌 물류경쟁력 강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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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에 따른 갈등요소 도출 및
사전방지대책 수립
연 구 기 간 : 2010. 03. ~ 2010. 11.(9개월)
연구책임자 : 전찬영 연구위원
(Tel. 02-2105-2823, e-mail: cyjun@kmi.re.kr)
내부연구자 : 이종필 부연구위원, 김근섭 책임연구원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항만재개발에 따른 이해관계자와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간 사업추
진에 따른 갈등요소를 분석하여 이의 해결방안을 제시
○○ 또한 이를 통하여 항만재개발정책의 실효적 추진가능성을 제고하고 정책 순응도를 높
일 수 있도록 기여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기존 재개발 관련 선행 연구 및 사례 문헌 조사
○○ 재개발사업의 보상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사례 및 보상범위 심층 조사
○○ 항만재개발 추진 지역 현지 조사를 통해 지역별 현황 및 문제점 심층 조사
○○ 항만재개발 사업의 추진 단계별 실질 이해관계자와 업무 협력으로 최적의 갈등 해
결방안 제시

2) 연구의 특징
○○ 우리나라의 항만재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주요 갈등요소를 도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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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특히, 가장 중요한 갈등 요소인 항운노동조합원의 보상 문제에 관한 합리적 해결을
위해 법제화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관련법령 및 정책 검토
－－ 항만재개발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보상의 경우 헌법상 직접
보상보다는 항운노조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령 개정을 통한 보상이 합리적
○○ 국내외 사례 검토
－－ 국외 사례
• 우리나라의 항만재개발에 따른 보상에 외국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 특히, 항만재개발은 사업시행자(국가 포함)와 항운노조(또는 운영사) 등의 구
조로 진행되므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이러한 한계
를 인식하여야 함
－－ 국내 사례
• 조직보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법령 검토가 필요
• 육상부문 노무자가 항운노조원에 소속될 경우 보상 필요
○○ 이해관계자 및 사업단계별 갈등요소 및 해결 방안 도출
－－ 이해관계자 현황
• 항만재개발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항운노조 보상이 제기될 수 있는 항만은
포항항, 동해·묵호항, 목포항, 제주항 등 4개 항만 사업임
• 2010년 10월 기준, 재개발대상사업 중 항운노조 보상 대상 사업의 총 면적은
2,139천㎡에 이르며, 대상 인원은 528명인 것으로 집계됨
－－ 갈등요인
• 갈등요인의 경우 크게 보상대상, 통상임금의 수준, 대체부두의 제공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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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갈등요인 해결
• 공통적 갈등요인 해결방안으로서는 법령의 제·개정과 정부/재개발사업시행
자/이해관계자 간 협의회를 운영하여 해결할 수 있음
• 포항항의 경우 재개발 시 항운노조 현황 및 임금실사, 재개발부두와 영일항
만 부두 개발시기 조정 및 시차 최소화 등이 필요
• 동해·묵호항의 경우에도 재개발 시 항운노조 현황과 임금실사가 필요하며,
동해지구 부두 선 개발 후 재개발 추진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제주항의 경우 기능에 맞는 대체부두 확보 및 시기 조정과 재개발 지구 내 항만
시설 하역작업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대체보관시설의 확보가 필요함
○○ 보상대상 법제화
－－ 항만재개발에 대한 법률 제정 방법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위임명령
을 채택
－－ 입법은 항만법 중 재개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시행령에 세부보상
항목을 규정하여 수행
• 항만법 개정은 제64조의2(작업장 소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보상)와 제64조의3(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등을 신설
• 시행령에는 생계대책협의회 구성, 세부보상항목(퇴직자, 전환배치자, 기타
노조원 등)을 신설

2) 정책적 기여
○○ 항만재개발 추진에 따라 발생 가능한 갈등 요인의 도출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향
후 항만별 재개발 추진 시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핵심 갈등 요인인 항운노동조합원 보상과 관련하여 항만법 개정 작업을 통해 법제
화하고, 표준화하여 갈등요인의 원천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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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항만법 개정을 통해 항운노동조합원 보상과 관련한 갈등을 원천 해소함으로써 사업
활성화에 기여
○○ 아울러 기타 갈등요인들도 도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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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실태조사·지적현황측량 및
관리유형 분류
연 구 기 간 : 2010. 4. ~ 2010. 10.(8개월)
연구책임자 : 윤진숙 연구위원
(Tel. 02-2105-2752, e-mail: jsyoon@kmi.re.kr)
내부연구자 : 신철오 책임연구원, 박수진 책임연구원,
최희정 책임연구원, 정지호 연구원
외부연구자 : 정명국 (사)한국연안협회 책임연구원

1. 연구목적
○○ 지적공부상에는 표시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토지로 보이는 바닷
가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정량 평가 및 전문가의 정성 평가
를 거쳐 국유지 전환 대상을 선정
○○ 불법매립, 무단 점용·사용, 포락지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미등록 바닷가의 토지등록과 불법매립의 처리 등에 관한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정확한 바닷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대한지적공사 등 전문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성
－－ 33㎡ 이상의 바닷가에 대해서 측량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서 작성
(대한지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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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체계적이고 엄정한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의 성격을 지닌
연구로서, 연구의 결과물은 공유수면의 이력관리, 점용·사용의 허가, 공유수면매
립 정책 등 다각적으로 활용되는 점이 특징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제1차 바닷가 실태조사에서 제시한 관리유형 분류기준과 방법에 따
라 전남지역의 바닷가를 대상으로 관리유형을 분류하여 연안관리에 초점을 둔 유형
별 바닷가 관리방안을 마련
－－ 바닷가의 관리유형은 다음과 같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과정을 통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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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 조사한 전남 바닷가는 총 831필지, 1,207,762㎡이며, 이 중에서 고흥군
바닷가가 680필지, 997,214㎡로 가장 많고, 보성군이 72필지, 157,610㎡, 순천시
가 79필지, 52,938㎡로 조사
○○ 전남 바닷가에 대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환대상 바닷가는 209필지,
243,013㎡로 각각 전체의 20.1%, 25.5%를 차지하였고, 관리대상 바닷가는 211필
지, 311,126㎡, 보전대상 바닷가는 411필지, 653,623㎡로 조사
○○ 전남의 고흥군, 보성군, 완도군, 장흥군 지역에서 토지 등록이 가능한 곳으로 구분
된 바닷가는 12필지로 분석됨

2) 정책적 기여
○○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 반영
－－ 국토해양부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 조사된 바닷가 현황 및 측량자료 탑재
－－ 포락지의 내용과 위치, 포락면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전국 연안에 만연한 불법매립, 무단 점용·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대응방안 마련
－－ 2010년 12월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방해양항만
청 대상으로 바닷가 실태조사 결과 및 처리방안 통보(연안계획과-4753)
－－ 불법매립지 등에 대한 관리 대상 및 처리방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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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육상과 해양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 연안의 공유수면에 대해 체계적이고 엄정한
관리체계를 수립
－－ 연안지역 토지의 경계 문제, 불법매립으로 인한 바닷가 토지 생성 및 이용에 대
응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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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마을 발전대책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4.~ 2010. 10.(6개월)
연구책임자 : 이승우 연구위원
(Tel. 02-2105-4972, e-mail: swlee@kmi,re,kr )
내부연구자 : 이승우 연구위원, 윤상호 연구위원,
박상우 책임연구원, 김봉태 책임연구원,
고면규 연구원, 이승진 행정원
외부연구자 : 송영택 연구원,
성용길 연구원(이상 한국어촌어항협회)

1. 연구목적
○○ 2013년 1단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종결되기 전에 어촌체험마을의 추가 조성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2단계 사업의 적정 규모산정
○○ 1단계 사업의 추진 성과, 운영관리의 효율성 등에 대한 어촌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운영
되고 있는 마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관리·운영 방안 도출
－－ 어촌체험마을 경영 개선, 인적자원 활용, 시설 관리, 홍보 등의 개선 방안 도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1차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마을에 대한 전수 조사 및 특정
마을에 대한 심층 조사 실시(방문 조사, 서면 조사 병행)
○○ 추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 의사가 있는 마을에 대
한 전수 방문 조사, 일반 도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이밖에 자문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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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기존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광범위한 현지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여 사업의 개선
방안 제시
○○ 신규 희망 어촌체험마을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후보 마을의 가능성 평가, 공급 여건
분석
○○ 도시민 설문조사 통해 수요 여건 분석, 수요자 중심의 발전 방안 도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어촌체험마을의 성공 요인은 적극적인 참여, 정부지원을 기회요인으로 활용, 강력
한 리더십, 수요자의 요구에 탄력적인 대응, 효율적인 조직구성과 철저한 역할분
담, 고객의 지속적인 관리,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도시어촌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
한 노력 등임
○○ 어촌체험마을의 실패 요인은 소극적인 참여, 정부지원을 기회로 살리지 못함, 리더
십 부재, 수요자의 요구에 무감각한 대응, 조직구성 실패 및 비효율적인 운영, 고객
관리 전무, 자원의 고갈 및 환경훼손, 도시어촌 교류 부족 등임
○○ 발전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 7개소에 대해서는 퇴출, 회생의 의지가 있는
12개소 지역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제안
○○ 도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한 단기 방문 수요는 196만 명으로 1단계 사업에
더해 29개소가 추가 조성될 필요 있음
○○ 신규 희망 마을 76개소에 대한 조사 결과를 ‘상’ 14개소, ‘중상’ 23개소, ‘중하’ 22개
소, ‘하’ 17개소로 분류하고, ‘상’ 평가 마을을 중심으로 신규 후보 마을 29개소 선정
○○ 어촌체험마을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어촌체험마을 경영의 효율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의 특화, 홍보·마케팅의 효율화, 어촌체험
마을 인증제 도입 및 결제수단 개선, 법제도적 개선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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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기존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평가 결과, 도시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사업 발전 방안
제시
○○ 신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공급·수요 측면의 여건을 분석하여 사업 확대 방안
제시

3) 기대효과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발전 방안 제시로 정책 수립 및 집행 효율성 제고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발전을 통한 어업외 소득 증대
○○ 도시민의 여가활동, 생활체험 등 수요자 중심의 어촌관광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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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 구 기 간 : 2010. 4. 7 ~2010. 12. 29.(9개월)
연구책임자 : 이승우 연구위원
(Tel. 02-2105-4972, e-mail: swlee@kmi,re,kr )
내부연구자 : 김봉태 책임연구원, 고민규 연구원

1. 연구목적
○○ 강정마을의 농어촌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바다와 관련한
관광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다양성으로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조성이 필요함
○○ 연구목적은 강정마을 농어촌 테마공원이 강정 연안의 다양한 자원과 공간을 연계시키
는 중심공간으로서 자원의 이용과 보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것임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강정마을의 자연환경, 해양환경, 인문환경 등을 고려한 강정마을 농어촌테마공원
위치, 공간조성 및 시설 배치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 해양환경 및 인문환경 등을 조사·
분석함
○○ 시설투자의 상호 보완을 위하여 강정 함상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문헌 조사 및 함상
공원 기본계획의 책임자를 포함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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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강정항을 중심으로 어촌, 어장을 연계한 다양한 어촌체관광과 해양관광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
－－ 강정항의 피셔리나와 강정 앞 바다의 해중공원 조성 등 해양관광 기반시설 및
해양레저 교육 등을 연계
－－ 어촌과 어업의 전통문화를 연계한 어촌문화체험 및 수산물 판매공간 조성을 통한
어촌의 잠재적 가치 창출
○○ 동 농어촌테마공원과 제주 올레 7길, 주변 해양 리조트를 연계한 상생 프로그램으
로 지역 경제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강정마을 농어촌테마공원은 테마교육공간, 제주 어가체험공간, 주말장터, 생태공원
등으로 구성하여 어촌문화, 해양관광 교육, 생태체험 등을 복합적으로 가능하게 함
○○ 바다와 강정항을 활용한 강정 피셔리나와 해중공원을 조성하여 해양레저관광을 가능
하게 함
－－ 요트와 낚시를 연계하고, 테마교육공간의 스킨스쿠버 교육과 해중공원의 체험
을 연계함
○○ 농어촌 테마공원에 건설될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
－－ 관리·운영은 단기적으로 전문 교육 및 상업공간은 민간위탁기관이 운영하고,
체험 및 전시공간은 강정마을이 운영하며, 또한 시설의 유지보수는 지방자치단
체(제주도청 혹은 서귀포시)가 담당하여 동 공원의 관리·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단법인을 구성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을 제안
－－ 바람공원 축제를 중심으로 바람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 어업인의 전통어구어법, 수산자원 생태체험 등의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방안 제시
－－ 스키스쿠버, 해양보트 등의 해양레저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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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 후각, 시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방안 제시
－－ 제주 올레 7길의 정거장, 즉 휴식 및 교류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방안 제시
○○ 테마공원은 열악한 강정마을의 문화 복지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방안
제시
○○ 테마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2) 정책적 기여
○○ 강정마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
는 교류 공간조성, 관광시설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지역의 가
치 창출에 기여
○○ 섬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살려 연안의 자원과 공간을 활용한 콘텐츠와 프
로그램을 발굴하여 강정마을 농어촌테마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연안의 생태 및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
○○ 제주특별자치도의 함상공원과 동 테마공원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기여

3) 기대효과
○○ 강정마을 농어촌 테마공원이 강정 연안의 다양한 자원과 공간을 연계시키는 중심공
간으로서 자원의 이용과 보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
○○ 연안의 생태 및 문화체험뿐만 아니라 강정 마리나항과 연계시켜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에 기여
○○ 농어촌테마공원과 올레 7길의 연계를 통한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
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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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방안 수립
연 구 기 간 : 2010. 4. ~ 2010. 12.(9개월)
연구책임자 : 김대영 부연구위원
(Tel. 02-2105-2868, e-mail: mobydick@kmi.re.kr)
내부연구자 : 신영태
이정삼
남수민
강주리

선임연구위원, 강종호 부연구위원,
책임연구원, 김수진 책임연구원,
연구원, 김태형 연구원, 이승진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유혜미 연구보조원

외부연구자 : 송정헌 부경대 교수

1. 연구목적
○○ 양식 배합사료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배합사료 사용 보급이 낮은 현실하에서 양식 배합
사료의 사용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과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배합사료 사용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공동연구 수행
－－ 양식어업인과 전문가 대상으로 배합사료 사용 인식도 조사 실시
－－ 생사료 및 배합사료 양식어업인 경영 비교에 대해 부경대와 공동연구 수행
○○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문과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
－－ 양식산업 발전방안 전문가 위크숍 참석(2010. 10)
－－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방안 공청회 개최(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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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관련 정책 및
연구 실태 분석
문헌조사 및 출장조사

사료급이형 양식업 및
배합사료 산업 현황

양식용 배합사료
수급구조

양식사료 사용 및
경영 실태 및 인식도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방안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료비 문제, 어장
오염 및 수산자원 남획 등의 해결을 배합사료의 사용 확대를 통해 도모하고자 함
－－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과 2008년부터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등의 정책들을 추진
－－ 하지만, 아직까지 배합사료 사용에 대한 양식어업인의 참여는 매우 낮은 것이
현상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배합사료 사용 문제점 도출
－－ 양식어업인은 배합사료가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성어기 성장이 부진할 뿐 아니라
어체의 비만도나 육질이 저하한다고 인식
－－ 배합사료 생산업체는 생산기술은 있으나 양식어업인들의 저단가 배합사료 선호
로 채산성을 고려하면 저가 사료 생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 양식용 배합사료의 시장규모가 적어 새로운 시설투자 및 R&D 지원, 인력 확보
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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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를 위한 목표 설정
－－ 배합사료 사용 여건의 조성, 배합사료 품질개선을 통한 양식어업인의 신뢰 제
고, 양식장 배합사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 제시
－－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추진전략은 단계별 추진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 배합사료 사용 기반이 확립된 어종 또는 배합사료부터 선택과 집중 도입
－－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는 정부 주도형에서 업계 주도형으로 전환
○○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추진방안 제시
－－ 배합사료 R&D 확대를 통한 품질 개선, 제도정비 및 의무화, 배합사료 사용 인
프라 구축

2) 정책적 기여
○○ 「양식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에 반영
－－ 양식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를 위한 배합사료 공급 및 사용, 정부 지원, 문제점
및 시사점, 비전 및 전략, 세부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정책 수
립에 기여
○○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양식산업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워크숍에서 정책대안
제시(ʼ10. 10, 1회)

3) 기대효과
○○ 양식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통해 정부 정책인 친환경 양식시스템의 조기 정착 유도
○○ 양식어업인과 배합사료 제조회사의 경영 안정화 및 국내외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달성
○○ 양식 배합사료 R&D 투자 확대를 통한 배합사료 품질 개선 및 국제 어분 가격 상승
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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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연 구 기 간 : 2010. 4. 3. ~ 12. 31.(9개월)
연구책임자 : 최종희 부연구위원
(Tel. 010-2682-2114, e-mail: hansol@kmi.re.kr)
내부연구자 : 박용안 연구위원, 김수엽 부연구위원,
반영길 전문연구원, 김복희 전문연구원,
홍수진 행정원

1. 연구목적
○○ 물류전문인력 전용 사이트 구축을 통한 취업 지원 및 물류전문인력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화사업의 장·단기 교육과정을 수료한 해운항만 물류전문
가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용 사이트 구축 및 운영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향후 독자 운영을 위
한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일반 정보화사업에 준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을 수립
－－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관련 법·제도 조사 분석
－－ 물류전문인력 관련 정부 및 민간기업 정보시스템 기능, 구조, 운영 조직 및 연계
현황, 확대·발전계획, 특징 및 시사점 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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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 정보시스템 연계 필요성 분석 및 연계 방안 도출
－－ SWOT분석을 통한 핵심성공요소(CSF) 도출
－－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 수립

2) 연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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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정부의 물류정보화의 기본 방향 및 추진 과제, 내부 역량을 진단하여 핵심 성공요
소(CSF: Critical Success Factor)를 도출하여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정보화 전략 방향 도출
○○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기회 및 위협요인, 강점 및
약점요인을 SWOT 분석하여 핵심 성공요소 도출
○○ 유관 사이트 홈페이지를 카테고리, 특징, 장·단점 및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분석하
여,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홈페이지 기능을 효율적인 구성
및 활성화 전략 수립
○○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비전 및 목표 수립
○○ 현황분석, 컨텐츠 발굴 등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 정책적 기여
○○ 물류전문인력 정보화 사각지대 지원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의 해운항만 물류전
문인력 정보서비스 역량 강화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한 통합 물류전문인력 정보시스
템 구축 실현
○○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의 요구 정보에 대한 가시성(Visibility) 확보 및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물류전문인력 수요 및 공급 통계 자료 제공 등을 통한 정부 및 민간부문의 정책의사
결정 지원

3) 기대효과
○○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취업 기회 확대
○○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의 활용 확대
○○ 물류전문인력 관련 정부 및 민간부문의 정책의사 결정 지원
○○ 물류전문인력 수요 및 공급 통계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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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건설기술(항만분야)
표준화 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4. ~ 2010. 12.(8개월)
연구책임자 : 황진회 부연구위원
(Tel. 02-2105-2792, e-mail: hjh@kmi.re.kr)
내부연구자 : 엄선희 책임연구원, 허소영 연구원
외부연구자 : 오세호 한국항만기술단 상무, 김원진 부장,
이희정 대리, 강민규 대리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남북한 간의 어휘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남북 관계의 진전에 대비하기 위해 남북한 항만분야의 용어를 비교하고 공통
시방서(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현재 남북 간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반 용어에서도 차이가 심화되고
있으며, 항만 분야에서도 용어의 차이로 인해 대화 및 협상에서 어려움이 있음
－－ 특히 그동안 진행된 남북한의 해운항만분야 협력사업에서는 별도의 용어 비교표
를 첨부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상황임
○○ 특히 북한의 비핵화 합의 실천이행과 남북협력 활성화 시 북한의 기반시설 현대화
추진에 대비하여 남북한 항만 분야의 표준화 방안 연구가 필요함
－－ 남북관계 변화 발전 시 항만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예상되나, 남한과 북한의 항만
건설 기술 수준, 설계기준, 그리고 건설방법이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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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남한 내 항만분야 전문가, 북한 전문가, 국어학자 참여
－－ 남북한 간의 항만분야 표준화를 위해 남한에서 해운항만물류분야 전문가, 국어
학자, 북한전문가, 탈북자 등이 본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
○○ 북한 항만 건설에 참여한 기술자 면담
－－ 북한의 항만건설기술 수준 분석, 북한의 항만 용어 등을 분석하기 위해 북한 항만
건설에 참여한 남한 내 기업체 임원, 중국 기업체 임원 등을 면담하고 관련 자료
를 입수하여 분석했음
○○ 항만 건설 전문업체와 공동 연구 실시
－－ 남북한 항만 건설기술 분석, 남북한 설계기준 비교, 항만건설 공통시방서(안)
작성을 위해 항만분야 전문업체와 공동연구를 실시했음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있지만,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연구
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남북한 관계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급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초적인 연구는
남북한 관계를 떠나 평시에 치밀하게 준비해야 함. 이와 같은 차원에서 북한의 항만
현황, 제도, 건설기술, 설계기준 등을 분석하고, 남북한 항만 건설 표준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북한에서 항만 건설계획은 해운기관과 해당 기관이 기본적으로 국토건설총계획에
의거하여 수립해야 하고 현대적으로 건설해야 함
－－ 항만설계기관은 항을 통과하게 되는 짐의 종류와 이동방향, 지형지질조건, 기
상수문조건, 해양조건 같은 것을 정확히 조사하고 항만을 설계해야 하며, 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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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관은 항에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확장, 갱신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항건설기관은 서해항만건설사업소와 6·2항만건설사업소가 있음
－－ 항만건설은 건설주기관이 직접하거나 건설주기관과 시공주기관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함
○○ 북한은 항만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항만법」, 「자유무역항 규정」 등의 법률에
의하여 항만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 북한의 항만법에서는 항만관리를 원칙적으로 항관리운영기관이 담당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항관리운영기관은 짐을 싣고 부리거나 실어 나르는 설비들에 대한 계획적인
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보수주기에 따라 제때에 정비하도록 항만법에
규정함
－－ 항사업감독기관은 육상출입증을 발급하거나 배의 입출항 승인을 하며 항안의 제
도와 질서를 세우는 사업, 항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침몰된 배와 짐을 배 또는
짐임자(화주)의 부담으로 처리하게 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남북한 항만건설기술 비교(방조제 기술을 중심으로)
－－ 북한의 방조제 높이 결정 기준은 남한의 항만시설인 호안 및 방조제 기준과 동
일함. 기어오름(Run Up) 높이 계산은 남북이 같이 사빌(Saville)의 가상경사법
을 사용함
－－ 북한에서 모래지반위에 축조하는 방조제의 형식은 해발표고 0.0m 이상, 이하
및 수심이 깊은 곳에 설치하는 방조제로 구분됨. 마사토와 같이 연약지반 위에
설치하는 북한의 방조제 공법은 남한의 아산·남양·삽교천·대호 방조제 등과
같은 형식임
－－ 방조제 설계 시에 기술, 경제, 안전, 환경, 사회, 문화 등과 지형, 지질, 해양, 건
설장비, 시공성, 축조재료,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는 점은 남·북한이 동일함. 사
석재 방조제의 경우 북한에서는 1차 사석재 단면의 둑마루 폭은 덤프트럭으로
공사할 경우 6m, 표고는 해발 4.5~5.5m로 설계하고 있음. 반면 남한의 경우
둑마루 폭은 시공장비의 능력 및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물막이공사 계획
에 따라 왕복교차 및 끝막이 1대부리기를 할 경우 7m로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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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 방조제 피복재는 파도로부터 방조제 둑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석재,
콘크리트 보호공, 판형, I형 블록, 테트라포트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필터층을 여러 층으로 할 경우 시공에 어려움이 있어 방조제 피복면이 사석, 콘크
리트 블록으로 보호하는 경우 두께 10~15㎝의 단일층으로 설계하고 있음
－－ 남한은 방조제를 설계할 때 재해의 위험을 고려하여 방조제 높이를 높게 하여
월파를 허용하지 않고 호안의 경우에만 월파를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북한은
적정 범위 내에서 월파량 허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북한의 방조제 공사는 일반적으로 축조재료에 따라 사석형 방조제와 블록형
방조제 공사로 구분할 수 있음. 반면 남한은 시공장비 및 방법의 발달로 육상으
로부터 축조재료를 운반하여 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으나, 블록형 방조제는 이용
하지 않고 있음
－－ 북한 방조제의 계획, 설계, 시공상의 건설기술을 살펴본 결과, 북한의 방조제
건설기술은 남한에 비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건설재료에
있어서 남한에서는 재료의 신뢰성 부족으로 사용되지 않는 현지 굴착토를 사용
한다든지 뻘흙을 사용하고 있고, 남한에서는 방조제단면이 대부분 경사식 단면
인데 반해 전면에 직립벽을 설치하여 건설재료의 절감을 도모하는 상황은 남한과
다른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남북한 항만건설기술 비교(방조제 기술을 중심으로)
○○ 남북한 항만용어 비교
－－ 남한의 경우 한자어, 영어사용이 많고 용어가 발달되었으나, 북한은 순 우리말
사용이 많음
－－ 남한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짐함, 파랑은 물결, 방파제는 물결막이뚝으로 북
에서 각각 사용되고 있음
○○ 남북한 항만분야 용어 668개를 선정하여 비교표를 작성 제시했음
－－ 남북한 항만 건설 표준시방서(안)작성
－－ 남북한 항만건설 표준 시방서는 국제기준, 중국 및 러시아의 시방서 사례, 북한
항만건설에서 사용되는 시방서 형식, 남한의 시방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공통시방서(안)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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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공통시방서(안)은 북한에서도 이해하는데 용이하도록 북한용어를 병기하여
제시했음

2) 기대효과
○○ 남북한 관계 개선 후 남북한 항만건설 협력사업에 실제 활용
－－ 본 보고서는 북한의 항만 현황, 제도, 조직, 법률 등을 분석하여 남한과 다른
특징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음
－－ 또한 북한의 항만건설 기술 수준, 항만건설기술표준, 시방서 등을 분석하고
고통시방서(안)을 제시하여 남북한 당국의 협력시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음
－－ 남북한 항만 용어 비교표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본격적인 남북 협력사업 초기에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이로 인한 비용절감에 기여
－－ 북한의 항만관리제도, 법률, 건설기술 수준, 기술표준 등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부족에서 발생하는 사업 초기의 시행착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함
－－ 항만 건설과 같은 인프라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에 사업 초기의 시행착
오 절감은 매우 중요함
○○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발전과 남북한 통일에 기여
－－ 「남북한 건설기술(항만분야) 표준화 방안」 연구를 통해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
는 한반도 공동체의 발전과 남북의 통일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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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 구 기 간 : 2010. 4. ~ 2010. 12.(8개월)
연구책임자 : 주문배 연구위원
(Tel. 02-2105-2844, e-mail: mbjoo@kmi.re.kr)
내부연구자 : 박상우 책임연구원, 이헌동 책임연구원,
정재호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하나건축사무소 이충기 소장

1. 연구목적
○○ 최근 새만금사업, 비응항 개발로 해망동 일원의 공동화 우려가 있으며, 기존 위판장 및
판매시설에 대한 새로운 역할 전환이 요구
－－ 군산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부가가치 제고,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
운 성장동력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지역 리더시설로서 수산식품의 연구+가공
+안심(HACCP)+유통(물류)+체험(관광) 지원센터 기능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
할 “중서부권 해양생명식품거점 단지” 조성이 필요
○○ 군산시 해망동 위판장 일원의 항만부지를 대상으로 수산물 유통을 둘러싼 국내외의
여건 변화를 고려, 미래지향적인 다기능 “군산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정부, 지자체가 발행하는 공식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현지 관계자 면접조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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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업무추진회의,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거점
단지 조성의 대안을 도출
－－ 군산시 해망동 어업인은 물론 해망동 주민,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군산시 의회
의원, 수협 등을 대상으로 수차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기능 및 시설을
고려, 복수의 대안을 선정

2) 연구의 특징
○○ 동 사업과 관련, 수협 위판장의 적정 규모를 고려한 대안 제시 필요
－－동 사업의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군산시수협에서는 위판장의 규모가 아무리
적어도 최소 1,000평(현재 1,200평) 이상은 되어야 위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
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의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
○○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의 예산으로 위판장 시설 개선 및 확충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필요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지원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위판장의 신축, 증·
개축과 관련된 사업은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광특)’과 관련
－－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지원대상 :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가공시설
신축 및 수산물 위판장, 직매장, 유통센터, 복합공간단지 조성 등 수산물 유통시설
신축, 증·개축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컨셉
－－ 목표 :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해양생명식품 산업화 기반 조성
－－ 개발컨셉 : 가공 + 연구 + 안심(HACCP) + 유통(물류) + 체험(관광)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 임대료 수준을 기준안(시나리오 2)으로 고정할 경우, 군산시수협과 민간 가공업
체(12개소)가 현대화된 수산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현재보다 20% 증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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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공실적도 매년 5%씩 증가해야 경제적 타당성의 최소 기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수산물 가공편익을 시나리오 2(부가가치 10% 증대, 가공실적 매년 3% 증가)로
고정할 경우, 임대료 수준은 기준안(시나리오 2) 대비 최소 25%까지는 증대시
켜야 경제적 타당성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
○○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생산유발금액 약 399억 원, 부가가치유발금액 약 160억 원, 취업유발효과
약 346명으로 분석되어 군산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
로 예상
○○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의 관리주체는 군산시에서 총괄하고, 1동(위판
시설, 가공·냉장냉동, 부대시설)은 군산시 수협, 제2동, 제3동, 수산물유통센터는
군산시에서 직접 운영, 제3동의 일부시설(연구가공실, 디자인실, 시제공장, 홍보전
시관)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

2) 정책적 기여
○○ 군산시 해망동 연구가공 거점단지 건설사업은 고품질의 수산식품개발과 브랜드화
로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도모
○○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수급 및 공급 기능 강화에 기여

3) 기대효과
○○ 그동안 군산시 수산업은 새만금 사업과 군장국가공단개발사업 등으로 위축되고 있었
지만,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가 완성되면 서해 중부권 최고의 수산물 유통·
가공거점단지로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전라북도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하여 많은 외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군산 수산특산품을 생산·판매하고 나아가 미국, 일본, 중국 등의 해외시장을 개척
하여 군산시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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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유엔해양법협약
국제동향 파악 및 대응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4. 29. ~ 2010. 12. 20.(6개월)
연구책임자 : 장학봉 연구위원
(Tel. 02-2105-2763, e-mail: hbchang@kmi.re.kr)
내부연구자 : 박영길 전문책임연구원, 박문진 전문책임연구원,
최수정 책임연구원,
이혜은 연구원, 김자영 연구원, 장진희 연구원

1. 연구목적
○○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 파악과 주요 이슈들을 분석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
－－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당사국회의, 비당사국회의, IMO 등 주요 국제기구들의 활
동,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중국, 일
본 등 주변국들의 해양관할권 확보 움직임을 분석하여 독도를 비롯한 한반도 해
양 문제에 미치는 영향 파악과 대처방안을 마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국제기구 등이 발간한 일차 자료 분석을 주로 하고, 현장 방문, 전문가 세미나와 자문,
국제법 이론 연구를 병행
－－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및 비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여 의제들을 분석하였으며,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을 초청하여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가장 최근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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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활동에 대해 현장감 있는 발표를 듣고, 여러 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회의를
하는 등 보고서의 객관성과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자 노력

2) 연구의 특징
○○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최근 동향의 지속적 파악
－－ 이와 관련 최근 동향들을 파악,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신속
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 과제 수행 중간에 동향파악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였음
○○ 한반도 주변 현안 문제에 대한 집중 분석을 통해 정책 반영도를 높임
－－ 중국과 일본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조어도 문제와 남중국해 분쟁 상황 등이 독도
와 한반도 해양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유엔해양법협약 회의 분석, 중국의 해양관할권 강화 움직임 내용 파악과 한국에 대
한 시사점, 일본의 동중국해 관리정책과 북방영토정책 내용 파악, 미국의 유엔해양
법협약 가입 논의 내용과 가입 시 영향 분석
○○ 해양경계획정 및 도서 영유권 분쟁 관련 국제 동향, 해양생물 다양성 보호 문제, 기
후변화 문제, 북극해 개발 문제, 대륙붕 한계확장 문제 등 개별 사안에 대한 분석
○○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함
－－ 도쿄의정서 후속 체제 수립과정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온실가스 무감축
국이 될 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
－－ 한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상의 “조사”와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상의 해
양과학조사의 의미가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미국의 유엔해양법협약 가입과 더
불어 한국 주변 수역에서의 무해통항권과 수로측량, 해양과학조사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함
－－ 북극해 개발과 북극해 항로 문제에 대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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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현안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중일간 조어도 분쟁 문제, 일본의 저조선보전법 제정에 대한 분석, 한국 법령상
의 문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언을 통해 정부 정책 형성과 방향 설정에 기여

3) 기대효과
○○ 정부의 해양관할권 강화 정책에 반영
－－ 현재 유엔해양법협약의 주요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복잡한 이슈들에 대한
간명한 파악과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분석한 본 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 입안
자들이 보다 현실적인 해양 정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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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개발 정책의
합리적 구조재편 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4. 30. ~ 2010. 11. 02.(6개월)
연구책임자 : 이승우 연구위원
(Tel. 02-2105-4972, e-mail: swlee@kmi.re.kr )
내부연구자 : 박상우 책임연구원, 고민규 연구원

1. 연구목적
○○ 수산업과 어촌의 여건변화와 함께 어촌, 어장, 어항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어항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어항을 어촌의 녹색성장 동력축의 공간으로 개발하고자 함
○○ 어항을 수산생산기반시설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
환시키기 위한 새로운 어항개발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정책집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
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어항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여 어항개발의 구조재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대면 인터뷰 조사 등을 수행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음
－－ 문헌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어항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을 대상
으로 대면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 기능에 따른 어항지정을 위한 새로운 지정요소로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거점어항
의 가능성이 있는 어항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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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어항개발정책의 구조재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어항의 사회·경제적 수요를 반
영한 어항의 기능에 따른 항종의 분류-거점어항, 테마어항, 일반어항-하고, 거점
어항 개발 모델을 제시함
○○ 기반시설 위주의 어항개발에 따른 기존 어항정책의 문제점의 개선에 필요한 어항의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어항의 기반시설, 기능시설 및 편익시설의 연계 개
발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간과 자원의 통합적 개발을 제시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어항을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
－－ 어항개발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수행을 위한 ‘어항정책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
하여 어항개발정책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에 농림수산식품부 차
관이 주재하는 정책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
－－ 어촌과 어장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항 통계 데이터베이
스(database)를 구축
－－ 어촌주민과 수산업협동조합에게 우선적 이용권이 주어진 어항을 다양한 이해관
계가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open space)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항정책을 추진
－－ 수산물의 집중과 분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어촌, 어장의 연계,
그리고 주변 공간과 연계할 수 있는 연안의 중요한 공간인 어항은 어촌과 바다
의 공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심 공간으로 개발
－－ 어선의 정박공간으로서 어항의 기능, 어업인과 수산업협동조합의 이용공간으로
서 어항의 기능에서 일탈할 수 있도록 어항을 차별화
－－ 어항이 지역경제·교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촌과 어항이 연계된
공간을 어메니티가 높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어촌·어항 경관정비계획을 어
항개발정책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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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항개발계획의 방향
－－ 어항개발 정책방향에 따른 어항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장기 어항개발계획 수립
－－ 장기 어항개발계획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은 어항기본계획과 어항실시설계를 분리
하여 수립
－－ 중·단기적으로 개발주체별의 항종 분류인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의 개발
계획에서 벗어나 어항을 기능에 따라 거점어항, 테마어항, 일반어항으로 분류하
여 개발계획에 반영
－－ 어항기본계획에 어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공간과 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
달을 광특회계 포괄보조금 사업, 타 부처 추진사업, 국민의 친수공간으로서 어
항 기능 확장과 관련한 사업 등을 포함
○○ 어항의 유지, 관리·운영을 위한 방향
－－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어항 관리·운영 주체와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
－－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어항 유지·관리비용을 장기적 계획에 따라 확보
－－ 어항부지 및 시설의 우선적 이용권을 가진 사람 혹은 기관에게 어항의 유지·관리
의무 부과

2) 정책적 기여
○○ 어항의 사회·경제적 수요를 반영한 어항개발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어항
의 합리적 개발에 기여
○○ 어항이 지역경제·교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촌, 어항, 어장을 연계
하고, 지역의 자원과 공간을 연계한 어항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어항
개발 정책의 구조재편에 기여

3) 기대효과
○○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유통·판매기능과 연계한 관광기능 및
상업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항개발정책을 도출하여 수산분야의 6차
산업화 실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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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수산생산기반시설의 기능 중심의 어항개발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새로
운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어항개발정책 방안을 도출하여 어항의 새로운 부가
가치창출과 함께 어촌과 마을어장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
○○ 수산생산기반시설 중심의 어항개발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어항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의 기초를 제공하여 어항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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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어가 은퇴 수산보전제
시행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5. ~ 2010. 12.(8개월)
연구책임자 : 주문배 연구위원
(Tel. 02-2105-2844, e-mail: mbjoo@kmi.re.kr)
내부연구자 : 이헌동 책임연구원, 마창모 연구원,
정재호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어가경영 악화, 어업소득 정체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세한 고령 양식어가의
은퇴를 유도하되, 은퇴할 경우 생활자금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고령 양식어가 은퇴 직불제”도입을 위한 시행방안 마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보완적으로 현지 면접
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활용
－－ 직불제 시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기금 및 모기지론 관련 연구 실적이 풍부한
전문가를 활용
－－ 제도시행에 관련이 있는 수협중앙회 및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연구결과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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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고령 양식어가 직불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어업
면허대장 DB만으로는 시행에 한계
－－ 보다 정교한 직불제 시행방안 설계가 가능하도록 관련 DB를 구축·정비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
○○ 개인면허가 많은 지자체와 어촌계면허가 많은 지자체의 어업인 간에 직불제에 대한
인식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개인면허와 어촌계면허(수협,
영어조합법인 포함)의 특수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직불제 대책 마련이 필요
－－ 한편, 대부분의 어업인들이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 사전에 이를 해결
하지 않고는 직불제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결론적으로 면허권에 대한 보상유무, 제도 참여 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도출되면, 이를 검토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
이 지배적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가칭)고령 개인양식어장 연금제도”
－－ 지원 대상은 고령(65세 이상)의 개인 양식어장 소유자(5년 이상 어업 종사)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자로 한정. 전체 양식어가 22,703명 중 65
세 이상 개인 양식어장 경영자는 2,388명 정도로 추정
－－ 사업추진 방법은 첫째, 고령어업인은 대행기관에 어장 어업권을 이전, 둘째, 50
세 미만 어업인은 대행기관으로부터 어장이용권을 획득하여 매월 임대료 지급,
셋째, 대행기관은 어업인의 임대료를 연금으로 지급
○○ “(가칭)어촌계 고령 양식어가 은퇴 직불제”
－－ 지원대상 및 조건은 70세 이상 어촌계 계원 중 어업경력 10년 이상, 어촌거주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하되,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의 어업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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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방식은 첫째, 고령어업인(70세 이상)이 연금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촌계를 탈퇴하고 어촌계는 지자체에 통보하며, 둘째, 지자체(시군구)는 어촌
계를 탈퇴한 고령어업인 대상자 명단을 어촌계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중앙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 송부하면 중앙정보는 지자체로 보조금을 지급, 셋째, 지자
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지자체 부담금을 합하여 대상자에게 매달 지급, 넷째,
지자체에는 매월 자금이 지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연금지급을 위한 전산시스
템 마련 필요

2) 정책적 기여
○○ 고령 양식어가 은퇴 직불제 실시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
점을 최소화하고, 사업대상의 선정기준, 도입시기 및 절차, 도입방법, 사업추진체
계 등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
○○ 최근 농업 및 수산분야의 직불제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국제
규범 및 해외의 농어가 소득안정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수산부문 직불제의 마스터플
랜 수립이 가능

3) 기대효과
○○ 향후 “고령 양식어업인 은퇴 직불제”는 양식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인력 진입
원활화를 통해 어업인·어촌 활력 증진에 기여 예상
－－ 현재 수산부문에서는 고령어가에 대한 정책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음. 향후 고령 양식어가 은퇴 수산직불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시행함으
로써 영세한 고령 양식어가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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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한산비진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연 구 기 간 : 2010. 5. ~ 2010. 12.(7개월)
연구책임자 : 윤상호 연구위원
(Tel. 02-2105-4976, e-mail: shyoon@kmi.re.kr)
내부연구자 : 김정봉 연구위원, 이승우 연구위원, 고민규 연구원

1. 연구목적
○○ 권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소득원을 개발하고 수산업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며 편의·복
지시설 등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어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주민 설명회 개최
－－ 주민들에게 본 사업에 대한 취지 설명
○○ 설문지 조사
○○ 현장방문 및 조사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농림수신식품부의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해당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마스터
플랜과는 다른 지역현안에 대한 사업 대안을 제시하는 점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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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생산기반시설 조성 제시
－－ 선착장, 물양장, 어장진입로 등 어선계류 및 기능시설의 확충으로 어업생산기반
시설 확충
○○ 소득원(어업소득 및 어업외 소득)개발 제시
－－ 활어 저장·유통시설건립 및 공동작업장 건립으로 어업소득원 개발
－－ 향토특산물판매장·친수공간 등 어촌관광시설보완으로 어업외 소득원 개발
○○ 생활환경 및 복지향상 조성 제시
－－ 마을 내 도로정비, 복지회관 건립 등 생활환경개선으로 정주환경 조성
－－ 어업인 휴게소 등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
－－ 마을주차 시설정비, 환경처리시설보강 등 지역민의 복지증진으로 지역주민의
환경·복지강화

2) 정책적 기여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사업평가부문에서 상위사업으로 평가
○○ 중심어촌계 선정으로 관광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Paradigm 형성

3) 기대효과
○○ 경제적 기대효과
－－ 어업생산기반시설 및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지역의 어가소득 증대
－－ 성장잠재력이 큰 어촌관광자원이 수산업과 함께 개발되도록 하여 지역의 성장 촉진
－－ 어선어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다양하고도 안정적인 어업기반 조성
－－ 수산업을 위한 도로 등 지원시설의 확대로 생산의 효율성 증대
○○ 사회적 기대효과
－－ 중장기적으로 어촌계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정주의사를 고양
－－ 전통문화와 문화가치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애향심과 자긍심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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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적인 개발유도로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장기적 비전 제시로 어업인들의 생활
및 생산의욕 고취
－－ 어업소득 및 어업외소득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소득증대효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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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욕지연화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 구 기 간 : 2010. 5. ~ 2010. 12.(7개월)
연구책임자 : 윤상호 연구위원
(Tel. 02-2105-4976, e-mail: shyoon@kmi.re.kr)
내부연구자 : 김정봉 연구위원, 이승우 연구위원, 고민규 연구원

1. 연구목적
○○ 권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소득원을 개발하고 수산업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며 편의·
복지시설 등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어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어촌종합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주민 설명회 개최
－－ 주민들에게 본 사업에 대한 취지 설명
○○ 설문지 조사
○○ 현장방문 및 조사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농림수신식품부의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해당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마스터
플랜과는 다른 지역현안에 대한 사업 대안을 제시하는 점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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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생산기반시설 조성 제시
－－ 선착장, 물양장, 어장진입로 등 어선계류 및 기능시설의 확충으로 어업생산기반
시설 확충
○○ 소득원(어업소득 및 어업외 소득)개발 제시
－－ 활어 저장·유통시설건립 및 공동작업장 건립으로 어업소득원 개발
－－ 향토특산물판매장·친수공간 등 어촌관광시설보완으로 어업외 소득원 개발
○○ 생활환경 및 복지향상 조성 제시
－－ 마을내 도로정비, 복지회관 건립 등 생활환경개선으로 정주환경 조성
－－ 어업인 휴게소 등 어업인 편의시설확충
－－ 마을주차 시설정비, 환경처리시설보강 등 지역민의 복지증진으로 지역주민의
환경·복지강화

2) 정책적 기여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사업평가부문에서 상위사업으로 평가
○○ 중심어촌계 선정으로 관광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Paradigm 형성) 참여

3) 기대효과
○○ 경제적 기대효과
－－ 어업생산기반시설 및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지역의 어가소득 증대
－－ 성장잠재력이 큰 어촌관광자원이 수산업과 함께 개발되도록 하여 지역의 성장촉진
－－ 어선어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다양하고도 안정적인 어업기반 조성
－－ 수산업을 위한 도로 등 지원시설의 확대로 생산의 효율성 증대
○○ 사회적 기대효과
－－ 중장기적으로 어촌계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정주의사를 고양
－－ 전통문화와 문화가치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노력
을 유도하여 애향심과 자긍심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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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적인 개발유도로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장기적 비젼 제시로 어업인들의 생
활 및 생산의욕 고취
－－ 어업소득 및 어업외소득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소득증대효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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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콘텐츠 위탁관리
연 구 기 간 : 2010. 6. ~ 2010. 12.(6개월)
연구책임자 : 김수엽 부연구위원
(Tel. 02-2105-2743, e-mail: dahn@kmi.re.kr)
내부연구자 : 이언경 책임연구원, 박문진 책임연구원,
안요한 책임연구원, 김민수 연구원, 정현욱 연구원,
반영길 연구원, 김성야 연구원, 박일란 연구원

1. 연구목적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최신화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신규
콘텐츠 발굴로 물류주체별 정보 접근성, 활용성, 업무효율성 향상 도모
－－ 국제물류정보, 정책지원, 해운항만통계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
－－ 국토해양부의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이용자
(정책 결정자 및 민간기업)들에게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
○○ 한·중·일 3국 간 물류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연계방안 마련
－－ 한·중·일이 자국의 물류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계하여 물류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마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분야별 콘텐츠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콘텐츠의 지속적인 관리(업데이트 및
분야별 콘텐츠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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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편리성 제고 및 가독성 향상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 업체와 공동으로 홈페이지
개선
－－ PORT-MIS 웹 2.0 도입에 따른 관련 시스템 연동
－－ 분야별 콘텐츠 재분류,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등
○○ 검색엔진 도입을 통해 시스템 내부 정보 검색 및 외부 관련 자료 지원
－－ Open API(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 적용
○○ 한·중·일 3국 정부 및 관련 전문가 워크숍 활용
－－ 한·중·일 3국의 국가별 물류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물류정보를 공유하기 위
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www.spidc.go.kr)의 운영을 위탁
받아 콘텐츠 업데이트 및 최신화를 수행하는 과제로 콘텐츠 관리는 KMI, 시스템
관리는 정보시스템 전문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협업체제로 수행
○○ 통계분야는 국토해양부의 PORT-MIS 원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
○○ 한·중·일 3국 간 물류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체제로 NEAL-NET(Northeast
Asia Logistics Information Service Network)을 구축
－－ 한국의 SP-IDC, 일본은 Colins, 중국은 Logink 등 3국의 물류정보시스템을
기본 시스템으로 하며, 국가 간 물류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협력체제 구축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콘텐츠 업데이트 및 개선
－－ 국제물류정보 해운분야 업데이트. 국적선사 145개사, 정기선사 25개사, 벌크선사
10개사
－－ 국제물류정보 물류분야 업데이트. 국내인증종합물류기업 30개사, 글로벌물류기
업 12개사, 글로벌터미널업체 15개사, 해외항만배후부지 1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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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류정보 항만분야 업데이트. 우리나라 29개 항만, 아시아 35개 항만, 유럽
15개 항만, 미주 15개 항만
－－ 국제물류정보 국가분야 업데이트. 아시아 12개 국가, 유럽 10개 국가, 미주 8개 국가
－－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분야 관련 콘텐츠 업데이트. 수출
입물류지도 3개 분야, 컨테이너터미널 모니터링 2개 분야, 일반부두 모니터링 2개
분야 등
－－ 해운항만동향자료 업데이트. 해운시황 분야 47건, 해운 분야 351건, 항만 분야
336건, 물류 분야 228건, 경제시황 분야 188건
－－ 통계마당 신규 생성. 운임통계 13건, 경제통계 6건, 국제수지 6건, 항만통계6건,
선박통계 16건
－－ 정보마당 관련 자료 업데이트. 멀티미디어 자료실, 해운항만물류용어사전, 법령
정보 등 생성 및 보강
○○ 새로운 통계자료 분석·제공
－－ 이용자 맞춤형 통계제공서비스 구축
－－ 맞춤형 통계 서비스 제공 체제 구축
－－ 검색서비스 구축
－－ Port-MIS 데이터 요청 및 제공절차 표준화
－－ 활용도 높은 데이터에 대한 정형화 및 제공 체제 구축
○○ 통계자료의 정확성 증대
－－ 화물수송실적통계, 입출항실적통계에 대한 품질제고 방안 수립
○○ 해운항만 물류 분야 통계서비스 확대 및 강화
－－ 해사안전정책과, 해운정책과, 선원정책과, 연안해운과 관련 통계 강화
○○ 연안화물 통계 작성 체계 개선
－－ 연안항 신규코드 작성
－－ 연안화물 톤-마일 통계 생성 및 제공
○○ Sea-Web 등 외국 전문자료를 활용한 국제물류통계 및 최신자료 제공
○○ SP-IDC 영문 홈페이지 개선
－－ 국토해양부, 연구기관,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의 해운항만물류 관련 영문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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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해운, 항만, 물류 홍보를 위한 콘텐츠 발굴 및 제공
○○ yes U-Port 영문 홈페이지 개선
－－ yes U-Port 홍보 콘텐츠 발굴 및 제공
○○ 한·중·일 물류정보시스템 연계 대응
－－ 3국 간 물류정보시스템 연계 요구 대응

2) 정책적 기여
○○ 해운항만물류 분야별 콘텐츠의 지속적인 관리 및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최신
정보 제공
○○ 해운항만 분야 통계의 각종 통계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축
하여 업무 효율 제고에 기여
○○ 한·중·일 3국 간 물류정보화 협력체제인 NEAL-NET 구축 및 운영에 기여.
한·중·일 선박운항정보와 컨테이너 이동정보를 시범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
2011년도에 시범사업 추진 예정

3)기대효과
○○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류정보와 통계를 시계열 및 신속하게 제공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 물류통계 제공체제를 연단위에서 월단위로 세분화 하고, 분야별 통계를 확장하여
제공함으로, 이용자 업무효율 개선
○○ 한·중·일 물류정보 공유체제 구축 및 운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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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농수산 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7. 1. ~ 2010. 12. 29.(5개월)
연구책임자 : 홍현표 연구위원
(Tel. 02-2105-2884, e-mail: hphong@kmi.re.kr)
내부연구자 : 장홍석, 김봉태, 마창모

1. 연구목적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의 특성과 FTA 확산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
여 동시 다발적 FTA 추진 중
－－ 정부 5대 국정지표 중 ‘활기찬 시장경제’에 FTA 적극추진이 포함되었고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체결 다변화 추진이 193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됨
○○ 2010년 10월 3국 정상회담에서 3국 간 FTA의 민간공동연구 종료 및 산관학 공동연구
단계로 격상키로 합의
－－ 2010년 1월 26일 한·중·일 산관학 공동연구 준비회의 개최
○○ 한·중·일 FTA 추진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여 FTA 대응방향
등 정책 시사점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일 간 농수산물 교역 현황 및 FTA 체결 시 예상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협상전략 수립에 참조하는 한편, 농수산업 대책과 협력 및 진출 방
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1) 연구방법
○○ 문헌 자료 및 통계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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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방문조사 및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
○○ 계량적 접근 : 부분균형모형, 무역특화지수 등을 활용

2) 연구의 특징
○○ 한·중·일 FTA를 고려한 대외적 성격

2.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동 연구 용역은 발주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외 공개 주의를 요청하여 연구내용
을 공개할 수 없음

2) 정책적 기여
○○ 동 연구를 통하여 한·중·일 FTA에 따른 수산분야의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
로 협상 전략 마련 및 국내대책 시의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
－－ 한·중·일 FTA의 공동연구 자료로 이용
－－ 한·중·일 FTA에 따른 영향분석을 토대로 한·중·일 FTA의 양허안 작성 등
의 협상 자료로 이용
－－ 한·중·일 FTA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한 국내대책 도모 시에 기초자료로 이용

3) 기대효과
○○ 전술한 바의 수산협력사업 추진 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한·중·일 FTA의 공동연구 자료로 이용
－－ 둘째, 한·중·일 FTA에 따른 영향분석을 토대로 한·중·일 FTA의 양허안 작성
등의 협상 자료로 이용
－－ 셋째, 한·중·일 FTA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한 국내대책 도모 시에 기초
자료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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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화주 상생협력을 위한 표준모델
분석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 구 기 간 : 2010. 7. ~ 2010. 12.(6개월)
연구책임자 : 김수엽 부연구위원
(Tel. 02-2105-2743, e-mail: dahn@kmi.re.kr)
내부연구자 : 황진회 부연구위원, 안요한 책임연구원,
박문진 책임연구원, 반영길 연구원, 정현욱 연구원
외부연구자 : 구경모 동의대 교수,
蕭心怡 국립대만해양대학 교수

1. 연구목적
○○ 대량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는 국내 산업발전의 주요 기반이라 할 수 있는바 화주와
선사의 시장경제 변동에 따른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대량화물 수송에 따른 개별 산업단위의 경제성 추구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선사와 화주 등 관련주체들이 함께 상생(Win-Win)할 수 있는 협력모델 마련
－－ 대량화물 수송체계 안전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수립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주체의 협력체계 구성
－－ 5대 벌크선사, 대량화물 화주, 선주협회, 무역협회 등의 자문회의 및 개별 미팅
으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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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대만의 선·화주 협력체계 방문조사 및 현지 전문가 활용
－－ 각국의 선주협회, 선사, 대량화주 등을 직접 면담하여 각국의 선·화주 협력체
계를 조사하여 시사점 제시
－－ 대만, 일본의 현지 전문가에게 각국의 대량화물 운송과 관련된 자료 작성 및 협력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국내 산업 발전에 기반이 되는 전략화물(석탄, 철광석, 석유 및 가스류
등)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위한 선사와 화주 간 협력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임
－－ 선·화주 상생협력 방안과 주체별(정부, 선사, 화주 등) 역할 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국내외 대량화물 운송계약 방식 분석 및 시사점 제시
－－ 국내 대량화물 운송계약 방식 분석
－－ 대만, 일본의 선·화주의 운송계약 방식을 각국의 관계자 면담을 통해 조사
－－ 해외 대량화물 운송계약 방식의 시사점 도출
○○ 선·화주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 제시
－－ 선·화주 간 정책협의회 활성화
－－ 선·화주 간 상호협력 우수 사례 확산
－－ 선·화주 합작선사 운영
－－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 화주기업의 경영평가 개선
－－ 자원운송시장 선·화주 동반진출
－－ 국적선사 중심의 운송계약
－－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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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국토해양부의 선사 및 화주의 협력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제시
－－ 대량화물 관련 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정책협의회 구성
－－ 대량화물 화주의 경영평가 개선방안
－－ 자원운송시장 선·화주 동반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 선·화주 상생협력을 위한 추진전략 및 역할
· 정책협의회 적극 참여
· 친환경 녹색성장 대응
공동

· JVC 도입 검토
· 원자재 시장 및 해운 시황 정보 공유
· 자원 운송시장 동반 진출
·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인식 확산
·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선사

· 통합물류서비스 제공(컨설팅 포함)
· 대화주 지원 서비스 활성화(전담인력 배치)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화주

·공동배선 검토
·국적선사 중심의 운송계약
·경영평가 개선

정부

·선박 금융 활성화 지원
·대량화물 전용부두 건설 및 운영 지원
·입출항 여건 개선

○○ 선·화주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국토해양부, 선주협회, 선사 참여
－－ 화주측은 KMI와 개별 면담을 통해 논의

3) 기대효과
○○ 선사와 화주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상호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 강화
○○ 선사, 화주, 조선 등 경제주체들의 선순환 발전으로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
○○ 협의회 구성으로 선사, 화주, 정부 등 관련기관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간
입장 조율에 따른 협력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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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한·PNA
8개국과의 수산협력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7. 27. ~ 2010. 12. 24.(5개월)
연구책임자 : 홍현표 연구위원
(Tel. 02-2105-2884, e-mail: hphong@kmi.re.kr)
내부연구자 : 장홍석 책임연구원, 김봉태책임연구원,
김수진 책임연구원, 마창모 책임연구원,
김보경 연구원

1. 연구목적
○○ 안정적인 입어권 확보를 위해 주요 연안국에 대한 투자 불가피
－－ 연안국의 자원자국화정책 강화로 기존의 입어 약정에 의한 단순입어 조건만으로는
연안국 경제수역의 조업에 한계
○○ 키리바시를 포함한 남태평양 도서국은 우리나라 참치연승 및 선망어선의 전통적 어장
국으로써 우선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 남태평양 도서국 EEZ 및 공해상에서 우리나라 참치생산량의 약 95% 이상 어획
－－ 최근 PNA 8개국은 코로로 선언을 통해 참치 자원에 대한 지배력 강화 및 이를 통한
자신들의 경제적 실익 증대 천명
○○ 안정적인 참치자원 및 우리 어선의 입어 안정성 확보를 위해 키리바시를 중심으로
PNA 국가들의 수산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사업 발굴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기존 정책자료 수집
○○ 현지진출 사업자 및 PNA 공무원 등 대상 협력사업 수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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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현장조사 실시 등을 통한 중장기 추진방향 도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다랑어자원의 수급구조 측면
－－ 원양어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산업에 있어 다랑어는 주요 원양어업 생산
어종이자 수출어종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며, 우리나라 연간 다랑어 생산량의
69.4%가 PNA 수역에서 생산됨
－－ 2009년 현재 우리나라는 PNA 8개국 중 팔라우를 제외한 7개 국가의 EEZ 수역
에 359척이 입어해 총 22만 7,000톤을 생산하였으며, 인접한 중서부태평양수
상위원회(West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이하 ‘WCPFC’)
관할수역에 대해서도 28척이 입어함
[표 1] PNA 8개국의 수산정책 현황
구분

EEZ 면적

관련법 및 주관기관

어업허가 특징

나우루

32만 km2

•해양경계법(관할수역 설정)
•수산업법(총허용어획량제 도입)
•수산해양자원청(NFMRA)

국내·외 어선에 동일한 어업허가
기준 적용

마샬군도

213만
1,000km2

•해양자원법(총허용어획량제,
어로조업권 할당제 등 실시)
•해양자원청(MIMRA)

입어약정을 토대로 외국어선
어업허가서 발급 운영

FSM

298만
7,000km2

•연방법 제24장 수산관련법
•해양청(수산업 및 어업관리 등)
•수협(원양어업 및 관련산업 개발)

자국어선 최우선적 어획쿼터 할당
자국 내 기지어선에 잔여쿼터 할당
연구조사, 시험조업, 스포츠낚시에
대해서도 어업허가제 도입

솔로몬군도 134만 km2

•해양수역경계획정법
(관할수역 설정)
•수산업법(어업수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 규정)
•어업제한법(EEZ 전체를 어업수역
으로 설정)

자국어선에 대한 어업허가제
(유효기간 1년)
외국어선(장관동의 하, 허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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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EZ 면적

투발루

90만 km2

관련법 및 주관기관

어업허가 특징

•해양관할수역법(관할수역 설정)
•수산업규칙
•외국어선에 대한 어업규칙

자국어선(어업허가제)
외국어선(장관승인 거쳐 수산관이
어업허가권 발급)

•해양수역법(관할수역 설정)
키리바시 355만 km2 •수산업법
•수산청

2

PNG

312만 km

팔라우

62만
9,000km2

자국어선(어업허가제)
외국어선(장관승인 거쳐 수석수산관
발급)

•국가해양법(관할수역 설정)
•수산업법(어업수역 설정 및 관리 규정)
•수산업관리법(상업적 어업관리 규정)
•수산청

자국어선(수산위원회가 수산청 의견
을 수렵해 허가)
외국어선(어업협정에 의거해 수산청
발급)

•연방법 제27편
•해사청(어업수역 내 외국어선 관리)
•수산청(내수어업 관리)

외국어선 어업허가는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함

○○ 국제관계에서의 의결권 확보 측면
－－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합의도출 과정에서
PNA 회원국 등 의결권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중장기 수산협력 사업 추진방안 마련 시급
○○ 따라서 한·PNA 수산협력사업은 PNA국가의 수산발전에 기여하면서 우리나라
원양산업도 함께 동반성장하는 것을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
[표 2] 한-PNA 수산협력사업의 기본구상
구
비

분
전

내

용

• 중장기 비전 : “PNA 수산발전에 기여하며 성장하는 한국 원양산업”
• 목표 1 : PNA 수역내 우리 원양어업의 안정적 어장 및 자원 확보기반 마련

기본목표

• 목표 2 : 한-PNA 간 효율적 수산협력 사업 추진기반 구축
• 목표 3 : PNA 국가의 수산업 발전에 기여
• 전략 1 : 광역형 사업과 개별국형 사업의 효율적 배분 및 추진
• 전략 2 : 경쟁조업국과 차별화된 사업과 지역 선택

추진전략

• 전략 3 :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 수산협력사업 예산 확보
• 전략 4 :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 전략 5 : 수산 클러스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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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중장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PNA 수역 내 안정적 자원 확보, 효율적
수산협력사업 기반 구축, PNA국가 수산업 발전 기여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비 전
“PNA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성장하는 한국 원양산업”

Goal 1

Goal 2

Goal 3

PNA 수역내
안정적 자원확보

효율적 수산협력사업
기반구축

PNA 국가의 수산업
발전에 기여

공조사업분야
<한국형 특화사업>
차별화된 협력사업 추진
•개별국 특화사업 추진
-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
•광역형 협력사업 추진
- PNA 수산훈련원 및 수산협력
거점센터 설립, 운영

<추진기반 확대형 사업>
수산협력 추진기반 효율화
•국내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 수산 ODA 연구와 운영
- Partnership 개선 Project
•해외 기관과의 공조체계 마련

<네트워크형 사업>
한-PNA 협력네트워크 강화
•정부간 네트워크 구축
- 한-PNA 수산협의체 운영
•민간 네트워크 구축
- 한-PNA 수산포럼 운영

<산업연계형 사업>
한-PNA 참치클러스터 구축
•국가별 분업체계 구축
- 핵심국 : 솔로몬,키리바시
•수직적 통합체계 구축
-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형

- SPC, FFA과의 공조강화

- PNA 수산발전 프로그램 운영

[그림 1] 한-PNA 수산협력사업 추진 개념도

2) 정책적 기여
○○ PNA 수산업 발전에 기여
○○ 우리나라 참치 원양어업의 입어권 확보등 어장 안정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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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전술한 바의 수산협력사업 추진 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협력대상국의 안정적 입어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다랑어 및 원양어획물에 대한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이 가능함
○○ 둘째, PNA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인지도 향상과 국격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셋째, PNA 국가의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넷째, 정부 등의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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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농수산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 구 기 간 : 2010. 7. ~ 2010. 12.(6개월)
연구책임자 : 홍현표 연구위원
(Tel. 02-2105-2884, e-mail: hphong@kmi.re.kr)
내부연구자 : 장홍석 책임연구원, 김봉태 책임연구원,
마창모 책임연구원, 이승진 행정원

1. 연구목적
○○ 높은 대외의존도를 지닌 우리 경제 구조의 특성과 FTA 확산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동시 다발적인 FTA 체결 추진 중
－－ 정부의 5대 국정지표 중 ‘활기찬 시장경제’에 FTA 적극 추진이 포함되었고 대외경
쟁력 강화를 위해 FTA 체결 다변화 추진이 193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됨
○○ 2010. 10. 3. 22-23일간 베트남에서 한·베트남 FTA 공동작업반 출범에 합의
－－ 공동작업반 회의(4회) 개최 후, ʼ11년 중반 공동보고서 완료 계획
○○ 한·베트남 FTA 추진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여 FTA 대응방향
등 정책 시사점을 연구할 필요성 제기
○○ 한·베트남 간 농수산물 교역 현황 및 FTA 체결 시 예상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협상
전략 수립에 참조하는 한편 농수산업 대책을 제시하고 협력 및 진출 방안도 모색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기존 정책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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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방문조사 및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
○○ 통계분석, 계량분석(부분균형모형), 무역특화지수 등

2) 연구의 특징
○○ 동 연구는 발주처(농림수산식품부)의 요청에 의해 대외주의 연구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동 연구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서 연구 내용 비공개(대외 주의)

2) 정책적 기여
○○ 정부의 대외경쟁력 확보 전략 차원에서 추진 중인 FTA 체결 정책 기여
○○ 한·베트남 FTA에서 농수산분야의 양허안 작성, 협상 논리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

3) 기대효과
○○ 전술한 바의 수산협력사업 추진 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정부의 대외경쟁력 확보 전략 차원에서 추진 중인 FTA 체결 정책 기여
－－ 둘째, 한·베트남 FTA에서 농수산분야의 양허안 작성, 협상 논리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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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수산업 분야 품목별
세부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 구 기 간 : 2010. 8. ~ 2010. 11.(4개월)
연구책임자 : 홍현표 연구위원
(Tel. 02-2105-2884, e-mail: hphong@kmi.re.kr)
내부연구자 : 장홍석
김수진
마창모
이승진

책임연구원, 김봉태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명화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보경 연구원,
행정원, 강주리 행정원, 유혜미 행정원

1. 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은 수출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기반
하에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는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여기에 최근 실용정부는 한·중 FTA 체결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한·중 FTA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표명하였음
○○ 특히, 한·중 FTA는 수산분야에서도 이전에 없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FTA에 대한 범세계적 메가트렌드, 우리 정부의 의지, 중국과의 경제 관계, 중국 수산
물의 국내 시장 지배력 등을 고려할 때, 한·중 FTA는 우리나라 수산분야에서 역대 그
어떤 FTA보다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영향 분석과 국내 대책을
강구한 정책 및 정책연구는 수행되지 못했음
○○ 따라서 동 연구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하나는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를 가정하여 우리 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 것임
－－ 둘은 이러한 영향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한·중 FTA의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수산업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국내 대책을 수립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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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기존 정책자료 수집
○○ 현지방문조사 및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
○○ 영향분석 및 경쟁력 분석을 위한 계량 분석

2) 연구의 특징
○○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대외 주의 연구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동 연구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서 대외 주의 연구이므로 연구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2) 정책적 기여
○○ 본 연구를 통해 한·중 FTA의 협상 진행 과정에서 수산분야 협상을 지원하여, 우리
수산분야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한·중 FTA를 활용한 대중국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여 국내 수산업 성장을 도모함
○○ 아울러 한·중 FTA 체결로 인해 나타날 국내 수산분야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국내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수산업의 체질 변화를 유도하여
FTA를 통한 수산분야의 동반 성장을 유도함

3) 기대효과
○○ 전술한 바의 수산협력사업 추진 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본 연구를 통해 한·중 FTA의 협상 진행 과정에서 수산분야 협상을 지원
하여, 우리 수산분야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한·중 FTA를 활용한
대중국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여 국내 수산업 성장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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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아울러 한·중 FTA 체결로 인해 나타날 국내 수산분야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내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수산업의 체질 변화
를 유도하여 FTA를 통한 수산분야의 동반 성장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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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한
비용절감 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0. 8. ~ 2010. 12.(5개월)
▶투 입 인 력 : 총 7인(내부 7인)
- 연구책임자 : 강종호 부연구위원
(Tel. 02-2105-4921, e-mail: jhkang@kmi.re.kr)
- 내부연구자 : 신영태 선임연구위원(연구감리),
장홍석 책임연구원, 이헌동 책임연구원,
이승진 행정원, 강주리 행정원, 유혜미 행정원

1. 연구목적
○○ 수산물 유통구조의 효율성 저하로 인해 실질 어업인 수취가격 하락, 유통교섭력 저하
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 수산물 유통의 상류와 물류 측면에서 유통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자 수취가격의 제고 및 소비자가격
의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연구대상은 생산지 시장부터 소매단계, 소비자 변화의 범위를 설정하고, 상류와 물
류, 유통정책과 제도로 나누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함
－－ 수산물 유통의 문제점 진단, 국내외 유통효율화 선진사례 분석, 수산물 유통 패러
다임의 변화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음
○○ 제안된 정책대안은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로 비전과 목표, 전략을 10년 장기계획으
로 설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투자전략을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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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수산물 유통비용의 절감을 단편적인 수단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달성하
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 수산물의 유통비용 절감을 생산자 도매참여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제안하였음
－－ 또한 수산물 유통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통해 궁극적인 목적인 유통개
혁을 달성하고, 그 효과로서 유통비용 절감을 달성하고자 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수산물의 소비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위판장과 소비지도매시장 등 제도권
시장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었음
－－ 대형마트 중심으로 수요자주도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소비자는 가치소비자,
이중적인 소비자가 되면서 전처리, 간편조리, 가정대체식으로 변화함
－－ 수산물 유통 패러다임은 현재의 식품산업화에서 자원과 유통의 조화로 나아가고
있지만, 수산물 유통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음
○○ 상류에서는 시장 거래 중심구조 때문에 생산자(단체)의 마케팅 능력과 유통효율이
저하되어 직거래 및 소비자 욕구 수용이 어려움
○○ 물류에서는 고비용 저효율 물류구조의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품질 및 위생관리, 저온
유통, 전처리가공 등에서 문제가 있었음
○○ 농업 사례는 선도·품질관리를 마케팅에 접목시켜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았고, 수산
업은 어획후처리 개선만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 수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한 비전을 ‘수산물 유통의 생산자 허브시장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화’로 제시하였음
－－ 3대 목표로서 생산자주도 허브시장화, 6차 산업화를 통한 생산·유통·소비의
연계구조 창출, 수산물 유통의 신성장 동력화 추진을 제시함
－－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1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세부정책을 제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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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투자계획으로 10년의 장기계획을 단기, 증기, 장기의 세 구간
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 투자대상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총 투자금액은 12,258백만 원임
－－ 투자 우선순위는 위생품질관리형 수산물시장 도입이 1순위로 가장 시급한 사업
이며, 다음이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사업임

2) 정책적 기여
○○ 최근 답보상태에 있는 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산물 유통 개혁의 방향 제시
○○ 수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유통비용의 절감과 신성장동력 기
반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음

3) 기대효과
○○ 본 연구의 제안을 통해 국가의 수산물 위생, 품질수준을 올리고, 생산자의 시장참
여를 확대함으로써 수산물 소비만족도, 생산자수취가격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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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식품산업화를 위한
정책지원방향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8. ~ 2010. 12.(6개월)
연구책임자 : 주문배 연구위원
(Tel. 02-2105-2844, e-mail: mbjoo@kmi.re.kr)
내부연구자 : 이헌동 책임연구원, 정재호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수산식품산업 육성의 의의를 고찰하고,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
토하여,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
－－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을 왜 육성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고찰하고, 수산식품산
업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최종적으
로 「수산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조사, 법제 연구 및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보완적으
로 현지 면접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연구수행의 이해도를 제고

2) 연구의 특징
○○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2008.11.)」수립 시, 수산식품 산업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였으며, 실제로 주요 과제로 반영된 사례가 별로 없는 문제점을 제시, 수산업
의 해양생명식품산업화(종합식품산업화)를 위한 (가칭)「수산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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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이 시급함을 강조
－－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0대 정책과제, 30대 세부 실천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의 비전 및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
－－ 비전 : “미래 수산·어촌 발전 리더로 수산식품산업 육성”
－－ 목표 : 수산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2015년까지 수산식품산
업 매출, 고용 2배 증대, 수산식품 수출 2배 증대, 대한민국 대표 수산식품 브랜
드 육성)
○○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 전략 1 :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수산식품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어장에서 식탁까지 수산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다기능
거점위판장 (Seafood Town) 조성)
－－ 전략 2 : 고부가가치의 글로벌 수산식품산업 육성(수산식품산업 R&D 투자 확
대, 리딩 수산식품기업 육성 및 규모화, 수산식품 명품 브랜드화 지원 강화, 지
역의 전략 수산식품산업 육성)
－－ 전략 3 : 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생산자 참여형 수
산식품 기업 육성, 국산수산식품 신 수요 창출 및 마케팅 지원, 지역 거점별 수
산식품 공급단지 조성)
○○ 최종적으로 10대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세부 30대 과제를 도출하여 제시(본 보고서
참조)

2) 정책적 기여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산식품 관련 지원정책의 내용 및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보다 효율적인 수산식품산업 육성정책 집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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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수산업의 해양생명식품산업화를 위한 (가칭)「수산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
○○ 향후 정부의 수산식품산업 육성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단기, 중장기 투융자 계획 및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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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요 기본조사
연 구 기 간 : 2010. 9. ~ 2010. 12.(4개월)
연구책임자 : 김수엽 부연구위원
(Tel. 02-2105-2743, e-mail: dahn@kmi.re.kr)
내부연구자 : 최종희 부연구위원, 반영길 연구원, 정현욱 연구원

1. 연구목적
○○ 해운산업의 발전에 따른 해양교통분야의 이용자 중심의 사고와 예방적 해양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
－－ IMO, IALA 등 국제해상 관련 국제기구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사안전정책
을 도모할 전문인력 양성방안 제시
○○ 미국의 GPS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EU,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 독자적인 위성항
법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다원화된 GNSS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사 전공을 교육하고 있는 대학관계자 면담 및 자문회의
개최하여 관계자 의견수렴
－－ 해양교통분야 :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등
－－ GNSS분야 :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항공대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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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국내 해양교통분야와 GNSS분야라는 특정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로서, 2011년 후반기부터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향후 5년동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임
－－ 해양교통분야와 GNSS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1곳씩 선정하여
추진
－－ 각각 100명씩을 양성하여 5년간 2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
을 도모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기대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해양교통분야와 GNSS분야의 국내 교육환경 분석과 해외사례 분석에 따른 시사점
제시
－－ 해양교통분야는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등에서
전문인력을 양성
－－ GNSS분야는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서울
시립대학교 등에서 전문인력을 양성
－－ 일본은 동경해양대학교, 미국의 스텐포드대학교,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텍사스주립
대학교 등의 관련 전공분야를 분석하여 국내 교육기관에서 교육되어야 할 전공
과목 선별 및 교육체계 제시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도별 인력, 소요예산, 전공과목 등을 제시
－－ 해양교통분야와 GNSS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공모를 통해 각 1
개 대학원 전문과정을 지정하여 5년간 지원 운영계획 수립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학기

2학기

2학기

2학기

2학기

1학기

특성화대학

양성인력

200명

20

40

40

40

40

20

(석사)

재정지원

22.5억

1.25억

3.75억

5.0억

5.0억

5.0억

2.5억

2010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517

제5장 수탁용역사업

전공

교 과 목
(필수)국제해사협약론, 해상교통공학, 해양안전시스템론
(선택)국제해사행정론, 국제해사협약세미나, 선급규정론, 선급규정세미나, 국제해

해양교통 분야

사기구론, 해상법특론, 해사법, 항법시스템론, VTS시스템론, 전파통신공학, 해상
교통관리론, 해상통신시스템, 정보공학, 전기·전자공학, 해양토목공학, 항로표지
론, 제어공학, 전파통신공학, 해상교통관리론
(필수)위성항법특론, 공간위치결정론, 최적제어론

GNSS
분야

(선택)관성항법론, 유도제어론, 통신공학, 동력학특론, 선현시스템, 확률론, 우주
역학, 고급항공전자, 불규칙신호론, 전파항법론, 자동차항법장치, 공간위치조정
론, 위성측위학, 실용위성측위학, 위성측지학, 위성측위학특론, 원격탐사론, 원격
탐사특론

2) 정책적 기여
○○ 해양교통분야와 GNSS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 2011년 후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총 20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2.5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 수립

3) 기대효과
○○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계획에 따라 배출된 전문인력들이 각 산업발전에 투입되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 해양교통분야와 GNSS분야의 인력 부족에 따른 산업 미활성화를 해소하고, 향후 인력
수급에 유연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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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컨부두 시설능력 비교 검토 및
적정임대료 책정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0. ~ 2010. 12.(3개월 )
연구책임자 : 김형근 연구위원
(Tel. 02-2105-2825, e-mail: hgkim@kmi.re.kr)
내부연구자 : 김형태 선임연구위원, 심기섭 부연구위원,
이민규 책임연구원, 김복희 행정원
외부연구자 : 박수만 회계사(선진회계법인)

1. 연구목적
○○ 부산항 신항과 북항의 임대시설 능력을 비교·검토하여 신항과 북항 간 임대료의 형평
성을 유지하는 한편 물동량의 변동성 심화, 부두의 생산성 하락 및 하역요율 인하 등의
요인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북항 부두운영사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책정하여 북항의
기능 정상화 및 고용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가 중요시설의 운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과업 수행내용의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국내외 선행연구, 부산항 물동량 추이 및 운
영사 처리실적, 운영사 경영실적, 전국무역항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북항과 신항 간
시설능력을 비교·검토하여 북항 임대부두의 적정 임대료를 책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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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부산항은 내적으로 2006년 신항 최초의 북측 컨테이너부두 개장 이후 2-1단계,
1-2단계, 2-2단계 부두 등이 잇따라 개장함에 따라 급격한 경쟁구조 변화를 경험
하고 있음
－－ 특히 그동안 북항을 이용해 온 선사들의 신항으로의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북항
과 신항 간 선사 유치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부두운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부두 간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등 부두
운영여건이 급변하고 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북항 적정임대료 책정을 위한 3개 대안을 검토한 결과, 조정률이 가장 낮은 안은
<대안-3>으로, 조정률은 9.2%임
○○ 북항 적정임대료 책정대안 종합
구분

현행 북항(감만) 임대료

북항 재조정 임대료

조정률

<대안-1>

8,319(2009년 기준)

7,447

10.48%

<대안-2>

8,747(2011년 기준)

7,449

14.83%

<대안-3>

8,319(2009년 기준)

7,554

9.20%

○○ 신항으로의 급속한 물동량 전이 및 신항 기항선박의 대형화 추이,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기 3개안 중 보수적으로 <대안-3>의 9% 조정률 적용을 제안함
－－ 운영사가 제출한 최근 3개년의 운영수지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려워 조
정률을 보수적으로 적용
○○ 조정임대료 적용기간 : ʼ11년~ʼ12년(2년간 적용)
－－ 신항 2-3단계 민자부두 개장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적용
－－ 북항 임대료는 감만부두 기준으로 이미 표준화되어 있어 북항 임대부두에 대해
서는 9%의 감면율을 일률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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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인상률 : 현행 임대차계약서 상의 인상률(매년 2.54%) 적용
－－ ʼ13년부터 적용할 임대료(북항 및 신항)는 ʼ12년도에 전면 재조정 하여 적용
－－ 본 조정임대료 적용기간 중 북항에 대한 추가 임대료 조정 및 경영개선지원은
없음

2) 정책적 기여
○○ 부산북항 부두운영사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책정하여 북항의 기능 정상화 및 고용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가 중요시설의 운영효율성을 제고

3) 기대효과
○○ 부산항 신항 2-3단계 이후 부산항의 임대료 정책방향 제시
○○ 선사에 대한 환적화물 인센티브 정책의 실효성 판단 및 개선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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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광어의 생산자 주도 공급망
구축방안 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0. ~ 2010. 12.(3개월)
연구책임자 : 강종호 부연구위원
(Tel. 02-2105-4921, e-mail: jhkang@kmi.re.kr)
내부연구자 : 신영태 선임연구위원(연구감리),
임경희 책임연구원, 정명화 책임연구원,
이승진 행정원, 강주리 행정원, 유혜미 행정원

1. 연구목적
○○ 양식 광어의 생산자 주도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공동출하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통
해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비용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양식 광어 생산자의 공동출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공동출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양식 광어의 산지출하 및 유통, 물류구조 분석을 실시하
였음
○○ 또한 일본의 양식 활어 출하기지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공동출하
체계 구축시의 투융자 및 투자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음

2) 연구의 특징
○○ 양식 활어는 산지의 수협 계통출하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이며, 소비지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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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로는 장외활어시장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비제도권 시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양식 광어는 제주를 중심으로 수협 계통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도출하의
기본구조를 갖추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지까지의 도매물류에 대한 생산자
단체의 참여를 통해 생산자의 가격교섭력과 부가가치를 노이고자 하는 것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양식 광어의 유통구조는 산지는 비계통 출하의 비중이 높고, 도매는 장외유통이
주력인 전형적 활어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제주도의 수협 계통출하로 타
활어보다는 생산자 유통참여가 높은 편임
○○ 양식광어의 거래는 각 지역 해수어류수협의 노력으로 기준 가격이 제시되고 있으나,
가격의 진폭이 크고 안정성이 떨어짐. 또한 홍수출하시 출하물량의 조절이 어려워
생산자의 가격협상력이 떨어짐
○○ 물류의 경우는 활어차 수송이 대부분이며, 장외유통과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 유통
에서 물류비나 물류효율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일본 미에현 어련의 미사키활어유통센터는 1980년 이후 수도권 활어공급기지로서
물류비 절감과 생산자가격교섭력 강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여 왔음
○○ 양식 광어의 공동출하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수도권 등 주요 소비지 인근에 활어분
산물류센터를 두어 수급조정, 거래처 확대, 가격안정 등의 기능을 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적 기여
○○ 양식 활어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생산자단체의 공동출하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
함으로써 산업적 발전 대안 제시
○○ 생산·유통·수출의 다기능적 역할을 생산자단체에 부여함으로써 글로벌화를 위한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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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생산자 중심 공급망 구축을 통해 물량 집적과 물류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생산자
공동출하체계를 구축하여 신성장동력화
○○ 넙치산업이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급망 개선을 통한 공동출하체계
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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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연 구 기 간 : 2010. 4. 3. ~ 12. 31.(9개월)
연구책임자 : 최종희 부연구위원
(Tel. 010-2682-2114, e-mail: hansol@kmi.re.kr)
내부연구자 : 박용안 연구위원, 김수엽 부연구위원,
반영길 전문연구원, 김복희 행정원, 홍수진 행정원

1. 연구목적
○○ 물류전문인력 전용 사이트 구축을 통한 취업 지원 및 물류전문인력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화사업의 장·단기 교육과정을 수료한 해운항만 물류전문
가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용 사이트 구축 및 운영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향후 독자 운영을 위한 중·
장기 발전방안으로 일반 정보화사업에 준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을 수립
－－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관련 법·제도 조사 분석
－－ 물류전문인력 관련 정부 및 민간기업 정보시스템 기능, 구조, 운영 조직 및 연계
현황, 확대·발전계획, 특징 및 시사점 조사 분석
－－ 유관 정보시스템 연계 필요성 분석 및 연계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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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OT분석을 통한 핵심성공요소(CSF) 도출
－－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 수립

2) 연구의 특징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정부의 물류정보화의 기본 방향 및 추진 과제, 내부 역량을 진단하여 핵심 성공요
소(CSF: Critical Success Factor)를 도출하여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정보화 전략 방향 도출
○○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기회 및 위협요인, 강점 및
약점요인을 SWOT 분석하여 핵심 성공요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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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 사이트 홈페이지를 카테고리, 특징, 장·단점 및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분석하
여,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홈페이지 기능을 효율적인 구성
및 활성화 전략 수립
○○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비전 및 목표 수립
○○ 현황분석, 컨텐츠 발굴 등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 정책적 기여
○○ 물류전문인력 정보화 사각지대 지원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의 해운항만 물류전
문인력 정보서비스 역량 강화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한 통합 물류전문인력 정보시스
템 구축 실현
○○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의 요구 정보에 대한 가시성(Visibility) 확보 및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물류전문인력 수요 및 공급 통계 자료 제공 등을 통한 정부 및 민간부문의 정책의
사 결정 지원

3)기대효과
○○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취업 기회 확대
○○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의 활용 확대
○○ 물류전문인력 관련 정부 및 민간부문의 정책의사 결정 지원
－－ 물류전문인력 수요 및 공급 통계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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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산물 수출입 관련 제도
분석 및 수출 확대 방안
연 구 기 간 : 2010. 12. 6. ~ 2010. 12. 20.(0.5개월)
연구책임자 : 홍현표 연구위원
(Tel. 02-2105-2884, e-mail: hphong@kmi.re.kr)
내부연구자 : 장홍석 책임연구원, 김보경 연구원, 김진경 행정원

1. 연구목적
○○ 동시다발적 FTA가 추진에 따라 최근에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종료되고, 본
격적인 협상이 가시화되고 있음
－－ 특히 수산분야에서는 중국이 우리 수입수산물 시장의 30%를 장악하는 최대 수산물
수입상대국이기 때문에 역대 FTA 중 최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반면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상승은 자국 수산물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수산물 시장에서 중국의 성장을 우리 수산물의 수출 기회로 할 수 있다는
관점도 있음
○○ 이에 한·중 FTA 협상 개시에 앞서 수산분야와 관련한 중국의 수출입 현황 및 관련 제
도 등에 대해 분석하여 국내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과 동시에 수출확대 방안을 정책적
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한·중 FTA를 둘러싼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 수산물 수출·입
현황 및 수출·입 관련 제도 등을 분석하여 협상전략 수립에 참조하는 한편, 수산분야
의 대책을 제시하고 협력 및 진출 방안도 모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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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 자료 및 통계 자료 수집
○○ 현지방문조사 및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

2) 연구의 특징
○○ 발주처(농림수산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대외 주의 연구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동 연구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대외주의인 연구로 연구내용 비공개

2) 정책적 기여
○○ 동 연구를 통하여 한·중 FTA에 따른 수산분야의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협상 전략 마련 및 국내대책 시의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
－－ 한·중 FTA에 따른 제도 분석을 토대로 양허안 및 제도와 관련한 협상 자료로
이용
－－ 한·중 FTA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한 국내대책 도모 시에 기초자료로 이용

3) 기대효과
○○ 전술한 바의 수산협력사업 추진 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한·중 FTA에 따른 제도 분석을 토대로 양허안 및 제도와 관련한 협상
자료로 이용
－－ 둘째, 한·중 FTA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한 국내대책 도모 시에 기초자료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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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간행물 발간
1) 종합학술지
(1) 해양정책연구(반년간)
호 수

제

목/집

필

자

• 유가불확실성과 해운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 김우환·김주현
• 우리나라 해운사 보유선박 매입프로그램과 WTO 보조금협정 합치성 분석
제25권
제1호
(여름호)

연구 / 최창환
•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화 -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소프트 파워
전략 - / 임경한
• 양식 생산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이민규
• 해운업 발전을 위한 선박근무자의 체력 관리 필요성 및 증진 방안 연구 /
우재홍·유흥주·박익렬·김효중·박재영·전태원·신승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건화물선 시장의 동태적 특징 변화에 관한
연구 / 고병욱

제25권
제2호
(겨울호)

• 베이지안 혼합 정규 분포를 이용한 선박 재항시간 분포의 추정 / 이민규·
김근섭
•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무인잠수정 개발에 대한 경제적 가치
추정 / 신승식·이동현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Blue Economy에 대한 기초설계와 실재 / 표희동
• 한국 수산업의 선진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박성쾌·김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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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KMI 영문저널, 반년간)
호 수

제

목/집

필

자

• South China Sea: Platform for prosperity or arena for altercation? /
Nazery Khalid
•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alysis among major aquaculture
products and farming types in Korea / Hyun-pyo Hong and Bong제2권
제1호
(여름호)

Tae Kim
• Short-term perspective strategy for recent challenges in the Korean
port industry / Chan-Young Jun
• The positive externality of port calling - A case study of Busan
Container Port - / Byoung-Wook Ko, Eun-Soo Kim and Kwangsoo Kil
• Report on combating Somali piracy / Yao-Dong Yu and Wen-Jin
Piao
• Community fisheries management: What structure and why? /
Ragnar Arnason

제2권
2호
(겨울호)

• International maritime delimitation process / Jianjun Gao
• Pollution in paradise: Aconceptual model of beach pollution and
tourism - Links between beach pollution and tourism - / Karen
Dyson
•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East Asian countries
and the Arctic Council / Li Weifang and W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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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학술지
(1) 해양물류연구(계간)
호수

제5권

주요내용

시론

• 글로벌 복합운송 시대에 대비하자 / 박용안

논단

• 중국(환발해권) 진출 물류기업의 애로요인 분석과 개선방안 / 김범중
• 중국 세관특수구 제도 특성 분석 / 이성우

(2010년
1월호)

동향

• 국내 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현황 / 김성우
• 상하이 양산 보세항구 동향 / 송주미

시론

• 항만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운산업 서비스 R&D 활성화 방
안 / 전찬영

특집
제6권
(2010년
4월호)

• 성공적 항만재개발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신승식
• 스피드 포트 구축을 통한 허브항만화 전략 / 김길수

논단

• 국내 제조시설의 항만 중심화 현상 분석 / 이성우
• 해외자원개발 수송시장 참여 강화 방안 / 고병욱

동향

• IMO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동향 / 김우선
• 한·중·일 해운물류정보 현황과 정보 공유의 추진 동향 / 김정현

시론

• 항만시설 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 김범중

특집

• 중국 선박금융 동향 / 김은수
• 그리스 선박금융시장의 구조와 최근 변화 / 김태일

특별기고
제7권
(2010년

논단

• 세계해운경제학회 2010년 학술발표 동향 및 시사점 / 박용안
•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산업의 당면과제와 향후 정책방향 / 길광수
• 국내 수송산업의 녹색산업화를 위한 정책방안 / 전형진

9월호)
동향

• 중국의 아프리카 산업단지 개발 동향 - 이집트 수에즈 경제특별구
역을 중심으로 - / 송주미
• 선사의 감속운항(Slow Steaming)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효과 /
이언경
• 아시아 역내 컨테이너 선사, 싱가포르에서 성장기반 구축 / 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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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간행물 발간

2) 전문학술지
(2) 수산정책연구(계간)
호수

주요내용

시론

• ‘농수산식품 모태펀드’의 수산분야 활용 방안 / 김정봉

논단

• 전복 양식업의 현안문제와 정책방향 / 옥영수
• 해체기법을 적용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성과 분석 / 김봉태

제5권
(2010년

동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입법 추진 동향과 시사점 / 김수진
• 도시민과 어업인의 수산업·어촌에 대한 의식과 시사점 / 장홍석

3월호)

• 호주의 수산업 조건불리성 해소를 위한 정책 동향과 시사점 Torres Strait 지역을 중심으로 - / 박상우
•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분야에 대한 한·러 협력 동향 / 정명화
제6권
(2010년

시론

• 마른김의 등급화에 관한 고찰 / 옥영수

논단

• 위안화 절상이 대중국 오징어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마창모
• 어촌관광의 어촌활성화 기여에 관한 소고 / 이승우

6월호)

• 아프리카 수산업 실태와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 / 홍현표
제7권

시론

• ‘한·아프리카 수산포럼(KORAFF)’의 발족을 제안하며 / 홍현표

논단

•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구조 및 사업체 현황 분석 / 이헌동

(2010년
10월호)

•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 / 이정삼
동향

•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 행정의 실태와 나아갈 방향 / 박성우
• 북·일 수교자금의 북한 수산 부문 활용 방안과 시사점 / 엄선희

시론

• 갯벌어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 / 한현섭

논단

• 어촌체험관광에 대한 도시민 수요 특성 분석 / 김봉태·이승우

제8권

• 북극해 어업자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 고찰과 정

(2010년

책적 시사점 / 엄선희

12월호)

• 어업인의 건강·안전 실태와 정책 개선방향 / 박상우
동향

• 주요국의 갯벌 이용 및 제도 동향과 시사점 / 어업자원연구실/수
산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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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국토21(계간)
호수

주요내용

시

론

• 해양조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 윤진숙

기획특집

•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 이슈 분석 및 제언 / 남정호
• 미국의 해양공간계획(MSP) 정책방향과 시사점 / 최희정
• 해양용도구역제 해외사례 분석 및 국내 활용방향 / 정지호

동

향

• 뉴질랜드 해양보호구역의 생물학적 모니터링 사례 조사를 통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시사점 / 손규희

명사기고

• 아프리카 연안국가와의 해양분야 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
(WHAT IS NEEDED TO IMPROVE KOREA'S MARITIME
RELATIONS WITH THE AFRICAN COASTAL STATES?)/
Vlad M. Kaczynski Professor / Jonseong Ryu Research

제5권
(2010년
2월호)

Scientist
바다산책

• 제4회 국제해상치안컨퍼런스 / 백인기
•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 대응정책 마련을 위한 제1차 전문가
세미나 / 박수진
• 2010 해양정책 연례 심포지엄 / 백인기
• 서해 해양평화공원과 아시아 접경해역 협력관리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 이구성
• 「독도와 해양 : 국제법 및 정치학적 관점」국제 학술회의 / 김자영
• 2010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 바다, 변화의
대응 그리고 녹색미래 - / 최희정
• ‘습지보전, 기후변화의 해답’ 「2010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 /
육근형
• 제4차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2011~2015년) 수립 추진 / 박수진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0년) 수립 추진 /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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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주요내용

해양캘린더
DEBATE

• 국내 이슈 / 국제 이슈 / 김민수
• 조력발전, 녹색에너지 개발인가 해양생태 파괴인가?
• 찬성 / 조력발전에 길이 있다 / 강동환
• 반대 / 조류발전이 녹색 대안이다 / 전승수

COVER
STORY

• 친환경 조선 기술의 진화 - 미래형 선박의 여러 가지 모습 - /
유병룡
• 환경규제에서 살아남기 / 최재선·김민수
• 한국 조선산업, 블루오션 순항중 / 최재선

스페셜

• 멕시코만 유류오염사고 경과 및 예상 파장 / 박광서

리포트

• 해저유전 개발 열기 속 한국 조선업계 기회 만났다 / 황기형
• 멕시코만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본 유류오염 피해보상체제 /
목진용

제6권
(2010년

NEW BIZ

• 스마트폰이 바다 경영을 바꾼다 / 김수엽
• 요리사들, 녹색 어업을 ‘쿡’하다

특집호)

• 냉장 컨테이너 속에서 전복 양식한다 / 성숙경
INFRA
해양

• 한국의 해양유산과 유물전시관 / 이윤선
• 해양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만 보르헤스 / 박성준

인물열전
Eco Tour

• 내 인생의 푸른 도화선 - 제주의 마당올레, 바당올레 - / 정원선

RESEARCH • 새로운 녹색성장 동력, 연안 구도심 수변지역 재개발 / 류종
성·카렌 디아슨·토머스 레신
특집

• 타이완의 해양정책 / 후넨주우
• 타이완의 해운항만정책 / 보우자위안
• 타이완의 어업정책 / 허승추우
• 타이완의 해양관광 / 황성워이
• 타이완-한국 관계 현황 및 협력 교류 전망 / 천융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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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주요내용

시

론

기획특집

• 크루즈 관광산업 진흥에 주력해야 할 때 / 이원갑
• 우리나라 크루즈 관광정책의 주요 이슈와 개선방안 / 홍장원
• 크루즈 관광산업의 발전 방향 / 이경모
• 북미 크루즈 관광 현황 분석과 시사점 / 현우용
• 동북아 크루즈시장의 성장과 우리의 과제 / 이윤정
• 크루즈 관광의 국내수요와 전망 / 이현주
• 국내 연안크루즈 관광의 전망과 활성화 방안 / 김현겸
• 부산항 크루즈 관광산업의 현실과 과제 / 최도석

동

향

• 워터프론트 그리고 항만친수공간 / 이종훈
• 생물다양성협약(CBD), Global Biodiversity Outlook 3 발간 /

제7권
(2010년
11월호)

육근형
특별기고

• 몽산포, 축축한 사막을 따라 걷다 / 정원선

바다산책

• 제1회 석학초청프로그램 / 최수정
• 소도서국가(SIDS)와의 해양협력 방안 연구 / 최수정
•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 홍장원
• 연안공공이익 침해 방지를 위한 공유수면관리체제 개선방안 /
이윤정
•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 박수진
• 해적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 목진용
• 인도네시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안보호 및 관리정책 사업
/ 육근형
• 해양관광레저 통계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홍장원
• 해역이용행위 유형별 평가기준 개발 연구(Ⅲ) / 윤성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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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간행물 발간

3) 특별정보지
(1) 독도연구저널(계간)
주요내용

호수

INSIDE &
OUTSIDE

• 해양을 알고 해양을 지키고 해양을 이용하자/남성욱

OPINION

• 역사적 이성, 실정법적 정의와 독도문제/박현진
• 뮤지컬 ‘안용복’을 만들자/정윤재

역사 속의
국토 지킴이

• <대동여지도>에 우산도가 없는 까닭/장상훈

• 독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수도(守島)정책의 계기로 삼아
기획특집-독도의
야/김남일
지속가능한
• 독도의 문화재적 가치와 보존/이인규
이용/진단과 방안 • 독도의 이용을 위한 해양과학적 노력/박찬홍
• 울릉도·독도의 접근성 제고와 독도 개발/전형진
독도갤러리

• 독도의 조류2-괭이갈매기/박희천

정책리포트

• 국제법상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한 역사적 권원의 대
체/김명기
• 조어도 분쟁에서 ‘역사주권’과 ‘무주지 선점’ 논쟁/이정태
• EEZ 내 군사측량 활동을 둘러싼 중·미 갈등과 주요 쟁점/
위즈룽
• 영해 기준점의 효율적 관리/김연수,장민철
• 북극해의 자원개발과 환경문제/김기순
• 새로운 ‘해양 영토’ 확보 경쟁 : 해양보호구역의 설립동향과 영
향/추군

이슈브리핑

• 일본, 고등학교 해설서의 ‘독도’에 대한 입장 불변/유미림
• 아르헨티나-영국, 포클랜드 문제로 또다시 외교적 마찰/
김자영
• 일본, 독도는 美 ‘방위의무’ 대상에서 제외/이혜은
• 동중국해 분쟁, 국제재판에 갈 것인가/최수정

봄호
(Vol. 09)

GLOBAL OCEAN • 방글라데시 해양경계분쟁, ITLOS 제소/최수정
FOCUS

•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 포클랜드 분쟁 제 2차전/김자영
• 북동항로의 법적 문제/박문진
• 해양생물다양성, 국제사회 동향과 향후 과제/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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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호수

해외논조
독도 ARCHIVE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다케시마(독도)/스기하라 다카시,
이혜은(번역)
• 이중환이 본 ‘울릉도’/유미림

• 블루 이코노미의 미래와 국가 해양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들
이 책을 말한다
의 진단과 처방/주강현
봄호
•
해양경계분쟁, 분쟁해결 절차, 그리고 해양법/김영구
(Vol. 09)
독도 라운지
• ‘독도’가 한국 영토일 수밖에 없는 지도 속 ‘독도’/양재룡
학술포럼

• 빙하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빙하학 컨퍼런스:남반구
국가의 관점/김자영,김보리
• 울릉도·독도 수호 박어둔 재조명/김자영,김보리

INSIDE &
OUTSIDE

• 해양, 21세기의 새로운 영토/김성진

OPNION

• 유동하는 일본 정치와 독도문제 및 한일관계 전망/최은봉

역사 속의
국토 지킴이

• 정상기/이기봉

기획특집-독도 • 동해 표기의 현주소/주성재
일본해 병기,
어디까지
와 있나?

• 한국인의 동해(東海) 인식/이상태
• 해양환경 변화와 ‘동해’ 표기/김신
• ‘동해’ 표기정책의 방향/신길수

독도 갤러리

• 독도의 조류3-섬참새/박희천

정책리포트

•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권석재
• 중일 간의 동중국해 해양분쟁/손기섭
• 한국 주변수역에 대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형성의 필요성/
신창훈

이슈브리핑

• 해양석유자원을 둘러싼 가나-코트디부아르 해상경계 분쟁/
백인기
• 중국, 해양력 증대로 남중국해 관할권 강화 움직임/최수정
• 일본의 독도 도발, 기초사료 연구로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유미림
• 노르웨이와 러시아 간 바렌츠해 해양경계획정 합의/박영길
•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 사태, 일본사회 내부를 들여다보아야/
최은석

여름호
(Vo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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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호수

여름호
(Vol. 10)

이슈브리핑

• 국제해저기구,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 요청/김자영

GLOBUL
OCEAN

• 남중국해 해양분쟁과 해양 갈등 재점화/최수정

FOCUS

•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화 동향과 전망/박문진
• 국제해저기구,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심해저 활동에 관한
권고적 의견 요청/김자영
• 호주, 일본의 포경행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박영길

해외논조

• 지도에서 본 일본해 호칭의 역사/야지 마사타카, 이혜은(번역)

독도 ARCHIVE • 다산 시문집에 기록된 ‘울릉도’/백인기
이 책을 말한다 • 동해의 역사와 형상/오상학
독도 라운지

학술포럼

• 2010 DILA 국제학술회의:해양법,분쟁해결,그리고 국제법
에서의 식민주의/김자영
• 제4회 국제해상치안 컨퍼런스:영토·영해 학술세미나/
김자영

INSIDE &
OUTSIDE

• Know the ocean,protect the ocean,and use the ocean/
Sung-Wook Nam

OPINION

• The DPJ regime and territorial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Dae-Song Hyun
• Dokdo and green growth/Hak-Bong Chang

DOKDO
GALLERY 1
가을호
(Vol. 11)

• 고지도 전문박물관 건립이 시급하다/김혜정

SPECIAL
ISSUE 1

• Breeding black-tailed gull/Hee-Cheon Park
• The origine of Dokdo issue:having another look at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Ki-jeong Nam

Japan's forced
annexation of
• For the desirable resolution of the Dokdo issue/
Korea in 1910
Heon-Ik Kwon
and Dokdo
issus
SPECIAL
ISSUE 2

• Criticism on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laims to Dokdo: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y/
Young-Ran H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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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호수

Criticism on
the
Japanese of

• Criticism on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laims to Dokdo: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Seok-Woo Lee

Ministry of
Foreign
• Maps published by Japanese government that mark
Affairs' claims
Dokdo outside of Japanese territory/Byung-sup Park
to Dokdo

가을호
(Vol. 11)

SPECIAL
ISSUE 3

• Does it deserve the status of island?/Pae-Keun Park

Controversy
over
Okinotorishima

• A new maritime dispute? Japan's Okinotorishima
policy and its implication/Tetsuo Kotani
• Legal nature and problems of the UN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Jya Wi

POLICY
REPORT

• Students on Dokdo problem by Japanese international
law scholars/Pae-Keun Park
•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ssues of the Arctic/Ki-Sun kim

DOKDO
GALLERY 2

• Flock of black wood pigeon/Hee-Cheon Park

GLOBAL
OCEAN

• Bangladesh brings sea boundary dispute to ITLOS/
Soo-Jeong Chio

FOCUS

• Climate change:new challenge to the law of the sea
regime/Ja-Young Kim
• Marine biodiversity:trend and challeng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Min-Su Kim
• China's Law on Island Protection to strengthen
maritime jurisdiction/Piao Wen-Jin

PRESISE
UNDERSTANDING • "Usando and Ulleungdo are different individual
OF HISTORICAL
islands"/Mi-Rim Yoo
MATERIALS ON
DOK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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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간행물 발간

주요내용

호수

겨울호
(Vol. 12)

INSIDE &
OUTSIDE

• 독도 문제와 동해 문제의 차이점과 유사점/류광철

OPINION

• 간 나오토 정권의 딜레마와 외교정책/진창수

시사 이슈-

• 중·일 간 영토분쟁 : 조어도/박영길

동아시아의
영토갈등

• 탈 냉전기 러·일 영토갈등 : 2도 반환 대 4도 반환 분쟁/
윤영미
• 중국의 무법을 저지할 전략은 있는가?/나카니시 테루마사

독도갤러리

• 독도의 조류4-황로/박희천

정책리포트

• 한국의 해양영토 수호에 관한 일고/최홍배
• 서해에서의 중국의 해양패권 장악과 한국의 대 중국정책 발
전/윤석준
•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자원 개발협력과 향후 전망/류펑,덩
잉잉
• 러시아의 해양 전략과 해군력 증강/우평균

이슈브리핑

•
•
•
•

GLOBAL
OCEAN

• APEC 해양장관회의와 해양 리더십/김민수

일본 시마네현 의회, 일본정부에 독도의견서 제출/유미림
일본, 방위계획의 대강에 중국경계론 반영계획/최은석
미, 미일안보조약 대상에서 ‘북방 4도’ 제외/이혜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해양경계협정 발효/박영길

FOCUS

• 중국의 해양 신성장 추진전략과 우리의 대응과제/박문진
• 대륙붕 개념과 아센션 섬 대륙붕 한계확장 신청 사례 검토/
박영길

연구노트

• 독도와 울릉도의 명칭 변동의 역사/신용하
• 스캐핀(SCAPIN)이란 무엇인가?/현대송

국제회의
집중조명

• KMI 워싱턴 국제회의 주요 성과와 과제/박영길

독도 ARCHIVE • 강치에 대한 변증설/유미림
이 책을 말한다 • 정병준 저, 『독도, 1947』 /정영미
독도 라운지
현지 탐방

• 안용복의 장군화, 재고해야/김화경
• 「겐로쿠각서」의 보금자리를 찾아서/최은석

2010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543

제6장 연구 관련 및 자원 사업

주요내용

호수

겨울호
(Vol. 12)

학술포럼

• 2010 한국지역지리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제주의 경관과 미
래상 특별 심포지업/이혜은,장진희
• 2010 국제법학자대회:강제병합의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 국
제법학의 과제/이혜은,장진희
• 2010 국제해양컨퍼런스:‘세계화와 해양법’/이혜은,장진희

(2) 북한해양수산저널(계간)
호수

주요내용

특집 Ⅰ

• 러시아-북한 : 관거와 현재 / 알렉산더 보론초프
• 북한 핵 문제의 해법 / 조엘 위트
• 북동아시아 신어업 질서와 어업협력의 길 / 카타
오카 츠카시
• 동북아 안보체제에서 중국의 우선 정책 :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 스인홍

특집 Ⅱ

• 남북 경제협력 현황 평가 및 추진방향 / 김병대
• 2010년도 남북간 수산협력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
/ 신현석

논단

•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전략 / 황진회
• 북한 물류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
엄선희·고병욱
• 남북한 수산물 교역 분석 / 성숙경
• 남북한 해양 접경지역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엄선희

제2호

북한 해양수산 뉴스
남북교역동향 및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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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노동신문(2009.7~12)
• 2009년도 조선신문(2009.1~12)
• 남북교역동향 및 통계

1. 정기 간행물 발간

4) 통계자료지
(1) 해운통계요람(연간)
해운통계요람

주요내용

• 선박 및 선원
• 화물ㆍ여객
국내통계

• 항만
• 조선
• 해난
• 주요 경제지표
• 세계 선박량
• 세계 해상물동량

해외통계

• 운임 및 원자재 가격
• 세계 조선
• 세계 해난사고

(2) 수산·해양환경통계(연간)
수산ㆍ해양환경 통계

수산통계

주요내용

•
•
•
•
•
•
•
•
•
•
•

어항 현황
어선세력
어업인구
어가경영체 및 어가경영
어업생산량
기르는 어업
수산물 수출입
수산물 유통
수산업체 금융 현황
어촌계
물가지수 및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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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ㆍ해양환경 통계

주요내용

•
•
•
•
•

수산통계
해양환경통계

어선 해양사고
해외통계
해양환경
해상치안
환경보전

5) 동향정보지
(1) KMI 수산동향(월간)
호수

주요내용

칼럼

1월호

수산동향과
이슈

• 유럽연합(EU)의 수산물시장 수급 동향과 시사점 / 김봉태
• 폐어구가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 / 이정삼
• 대미 넙치 수출의 현황과 과제 / 백은영

수산포커스

• 어업경영체 등록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 / 마창모

현장르포
칼럼

2월호

• 수산업의 가치경쟁력을 키우자 / 김정봉
• 일본의 수산물 브랜드 인증제도와 도입 사례 / 주문배
• FAO 양식인증제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조정희
• 한국 김 수급 동향과 수출 확대 방안 / 안재현

수산포커스

• 기후변화에 대한 수산업 종사자의 인식 / 임경희

칼럼

•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의 열기를 전하다 / 정명화
• 갯벌복원은 수산업과 어촌 회생을 위한 대표 성장엔진 / 김장현

수산동향과
이슈

• 우리나라 수산분야 ODA사업의 현황과 추진 방향 / 홍현표
• 어선원 인력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 이헌동
• 송어 산업의 새로운 시도,‘바다 송어’/ 이남수

수산포커스

• 진화하는 수산물 소매시장과 산지의 대응 / 강종호

현장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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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벌 개체굴 양식 현장을 찾아서 / 노승국
• 라스팔마스와 까보베르데를 다녀와서 / 홍현표

수산동향과
이슈

현장르포

3월호

• 수산업의 녹색성장산업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 / 김정봉

• 일본 아바만(網場湾) 해양목장 방문기 / 김대영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주요내용

칼럼

4월호

수산동향과
이슈

•
•
•
•

수산포커스

• 고래산업의 산업화 방향 / 이승우

현장르포
KMI
수산물생산자
가격지수
칼럼

5월호

대게 어업,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로 전환해야 / 김대영
북극해 수산업을 둘러싼 국제 동향 / 엄선희
PNA 다랑어 자원 확보위해 협력 강화 서둘러야 / 마창모
2009년 주요 활어, 수입 줄고 수출은 늘어 / 김수현,박태경

• 영덕 대게축제' 현장을 다녀와서 / 정명생
• 양식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의 동향과 전망 / 홍현표
• 수산업, 아이폰에서 길을 보다 / 임광수

수산동향과
이슈

• 어장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개발 실태 및 대책 / 조정희
• 연안 바다목장사업, 맞춤형으로 새롭게 태어나 / 이정삼
• 굴 채묘용 패각(貝殼), 무엇이 문제인가? / 이남수

수산포커스

•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CODEX 등록 필요성과 과제 / 이헌동

현장르포

• 넙치 대표조직 발전의 첨병, 넙치연구회를 찾아서 / 김수현

KMI
수산물생산자
가격지수
칼럼

6월호

• 수산물 유통의 특성을 반영한 도매시장제도로 거듭나야 / 홍중표

• 양식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APPI)의 동향과 전망
(2010년 5월) / 성진우ㆍ함영곤
• 신선한 기부로‘수산의 르네상스’를(「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설립에 즈음하여) / 정만화

수산동향과
이슈

• 해안경관계획 수립을 통한 해안경관관리 시급하다 / 윤상호
• 러시아 북극해 수산업의 Hub 무르만스크 / 엄선희

수산포커스

• 수산식품부문의 HACCP 적용 실태와 과제 / 이헌동

현장르포
KMI
수산물생산자
가격지수

• 강원도 대포수협을 가다 / 임경희
• 양식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APPI)의 동향과 전망
(2010년 6월) / 성진우ㆍ함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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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주요내용

칼럼

7월호

수산동향과
이슈

• 일본의 수산물 직거래, 대형마트형태로의 진화 / 강종호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에 따른 수산자원관리 방향 / 김대영
• 미역 소비활성화에 관심 가질 때 / 함영곤

수산포커스

• FAO ‘책임있는 수산물 교역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과제 / 정명화

현장르포
KMI
수산물생산자
가격지수
칼럼

8월호

• 연근해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FPPI)(2010년 6월) /
강종호,이헌동
• 양식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APPI)의 동향과 전망
(2010년 7월) / 성진우,함영곤
• 수산업 생산구조, 이제는 재편되어야 한다 / 신영태
• 중국-대만 ECFA 시대 개막이 국내 수산업에 주는 의미 /
정명화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소비 가이드라인 / 이헌동
• 경북의 중층가두리 조피볼락 양식 동향 / 박태경

수산포커스

• 알기 쉬운 농수산식품인증제도로의 개선 필요 / 주문배

KMI
수산물생산자
가격지수
칼럼

• 어촌체험마을, 사계를 다녀와서 / 이승우
• 연근해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FPPI)(2010년 7월) /
강종호,이헌동
• 양식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APPI) 의 동향과 전망
(2010년 8월) / 성진우,함영곤
• 대화퇴어장, 안전사각지대인가? / 박성우

수산동향과
이슈

• APFIC 제3차 지역자문포럼의 주요 이슈와 의미 / 박상우
• 대일 전복 수출, ‘지피지기(知彼知己)’가 필요하다 / 이남수

수산포커스

• 수산물 유통 정책, 민간의 역할 재고(再考) 필요 / 강종호

현장르포
KMI
수산물생산자
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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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수산물 소비시장, 그 잠재력을 보다 / 임경희

수산동향과
이슈

현장르포

9월호

• 국산 수산물 제값 받기 / 방기혁

• 2010 동경수산박람회’를 다녀와서 / 이남수
• 연근해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FPPI)(2010년 8월) /
강종호,이헌동
• 양식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APPI) 의 동향과 전망
(2010년 9월) / 성진우,함영곤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주요내용

칼럼

10월호

수산동향과
이슈

• 일본의 바다숲 조성사업 동향과 시사점 / 김대영
• 김 수출 1억불 달성을 위해 남겨진 과제 / 김애정

수산포커스

• 발전소 온배수의 수산업 활용방안 및 과제 / 이정삼

현장르포

• 속초 젓갈콤플렉스센터 조성지를 다녀와서 / 윤상호

KMI
수산물생산자
가격지수
칼럼

11월호

• 연근해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FPPI)(2010년 9월) /
강종호,이헌동
• 양식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APPI) 의 동향과 전망
(2010년 10월) / 성진우,함영곤
• 산지 수산물 위판장, 이대로 좋은가 / 공노성

수산동향과
이슈

• 일본의 소량생산 수산물의 지역브랜드화 의미(무로란(室蘭)시
조피볼락 사례를 중심으로) / 백은영
• 송어 관측정보의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인배

수산포커스

• 양식수산물 생산비 통계조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이헌동

현장르포
KMI
수산물생산자
가격지수
칼럼

12월호

• 차세대 수산업 발전동력, 생명산업에서 찾을 때 / 류정곤

• 일본의 「어촌리프레쉬 운동」 현장을 다녀와서 / 박상우
• 연근해수산물 생산자가격지수(KMI-FPPI)(2010년 10월) /
강종호,이헌동
• 양식수산물 생산자가격지수(KMI-APPI)의 동향과 전망
(2010년 11월) / 성진우, 함영곤
• 2010년 수산계를 되돌아 보며 / 박재영

수산동향과
이슈

• 플로리다의 바다숲 조성 현황 및 시사점 / 이정삼
• 러시아·노르웨이 해양경계획정과 바렌츠해 어업 / 엄선희

수산포커스

• 갯벌어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 / 정명생

현장르포
KMI
수산물생산자
가격지수

• 장사어촌체험마을의 놀라운 변신 / 이승우
• 태국 이력제 현장을 찾아서 / 정명화
• 연근해수산물 생산자가격지수(KMI-FPPI)(2010년 11월) /
강종호,이헌동
• 양식수산물 생산자가격지수(KMI-APPI)의 동향과 전망
(2010년 12월) / 성진우,함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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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해양수산리뷰(월간-온라인)
호수

주요내용

신년특집 칼럼
이슈분석
1월호

어제와 오늘
뉴스분석
통계
전문가 칼럼
이슈분석

2월호

어제와 오늘

• 북한 수산물 생산량 외
• 호주의 대북 정책:제재와 지원의 조화 / 김영윤
• 남북정상회담과 협상의제 / 홍성걸
• 김책항의 과거와 미래 / 황진회
• 포항시, 남북경협 영일만항 이용 MOU체결 / 허소영 외
• 정부별 남북교역 추이 외

전문가 칼럼

• 이명박 정부 2년의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 박명규

이슈분석

• 최근 북한의 해양기후 연구 동향과 시사점 / 박성준

어제와 오늘

전문가 칼럼

• 남포항:남북한 해상 교역관문 / 허소영
• 북한, 또다시 나진항 전면개발 / 황진회 외
• 남북한 수송실적 외
• 북한 지하자원개발 남북협력 추진현황과 촉진방안 / 박흥렬

이슈분석

• 북한 이탈주민의 해양수산분야 고용정착을 위한 대책 필요 / 황진회

이슈분석

• 북한 라선무역지대법 개정 의의와 시사점 / 박정원

어제와 오늘
뉴스분석
통계

•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북한의 인구 변화추이 / 허소영
• 북한선박, 유엔 제재하 미얀마에 무기 하역의혹 외
• 남북한 수산물 교역 실적 외

전문가 칼럼

• 북한의 금강산 자산 동결 조치 원인과 대응방향 / 조봉현

이슈분석

• 북한 수산물 반입 중단이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 / 엄선희

어제와 오늘

• 북한의 수산물 교역구조 변화 / 성숙경

외부기고

• 북한경제의 위기와 향후 비핵화 해결 방안 / 주펑

뉴스분석

• 김정일 위원장 방중시 수산업체항만시찰 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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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라선시를 특별시로 지정 / 허소영 외

뉴스분석

통계

5월호

• 북한의 화폐개혁과 개인부업경제 통제 / 홍성걸

• 해외사례에 비춰본 남북한 출입통행 체계 개선 방향 / 유대근

뉴스분석

4월호

• 2010 신년 공동사설에 나타난 북한의 해양수산정책 방향 / 엄선희

외부기고
통계

3월호

• 남북의 상생과 번열을 위한 해양 협력 / 황진회

• 북한 경제 및 해양통계 외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주요내용

전문가 칼럼
이슈분석
6월호

어제와 오늘
뉴스분석
통계
전문가 칼럼
이슈분석

7월호

어제와 오늘
뉴스분석
통계
전문가 칼럼
이슈분석

8월호

어제와 오늘

11월호

• 중국, 북한 지하자원 전문 수출항 단천항 개발권 확보 외
• 남북한 수산물 교역 실적 외
• 유엔 안보리 성명 이후 북한의 경제 전망 / 조동호
• 중국의 나진항 개발과 발전 가능성 / 황진회
• 북한-러시아 어업협력 / 엄선희
• 북한 동해수역, 중국어선이 다시 오징어잡이 외
• 남북한 수산물 교역 실적 외
• 분단기 서독의 교통정책, 통일의 매개체 역할 / 최연혜
•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 홍성걸
• 반짝 호황에 그쳤던 북한 수산물 대일수출 / 박성준

통계

• 남북한 수산물 주요 품목별 교역 실적 외
•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 / 김철

이슈분석

• 북한의 수산협력 제의와 북한 수산업 개발지원 방향 / 성숙경

뉴스분석

• 북한 해양수산 뉴스 분석외
• 북한 당창건 65돌:당면과제와 김정은 등장의 의미 / 이봉조

이슈분석

• 수산물 운송효율화를 위한 남북 수산협력 / 성숙경

뉴스분석

• 북한, 청진항 부두를 도문부두로 명명 외

전문가 칼럼

• 대북 식량지원 재개의 조건 / 김영훈

이슈분석

• 북한의 산업정책과 수산업 / 성숙경

뉴스분석

• 북한 고난의 행군 기간중 34만 아사 외

전문가 칼럼
12월호

• 북한 잠수함 생산 능력, 어제와 오늘 / 박성준

• 북 어민들 해양경비대에 돈 줘야 출어 외

전문가 칼럼
10월호

• 북한산 수산물 거래대금 결제방법의 현실화 / 성숙경

뉴스분석
전문가 칼럼
9월호

• 천안함 사태이후 한반도 주변정세와 미래 / 이수훈

• 식량난에 따른 북한당국의 농업지원 지역차별화 / 김운근

이슈분석

• 서해공동어로와 북방한계선의 오해와 진실 / 홍성걸

뉴스분석

• 북중, 나진항 50년 사용권 협약 체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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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과 산업(월간)
호수

구분

Ⅰ. 요약

1. 해외 항만 동향
2. 국내 항만 동향
3. 국내 품목별 산업 동향

Ⅱ. 해외 항만 동향

1. 세계 주요 항만의 물동량 현황 요약
2. 중국
3. 아시아
4. 유럽
5. 미주
6. 중동

Ⅲ. 국내 항만 동향

1. 전국
2. 부산항
3. 광양항
4. 인천항
5. 울산항
6. 평택·당진항

Ⅳ. 국내 품목별 산업 동향

1. 식음료품 제조업
2. 섬유제품 제조업
3. 목재·종이 제조업
4. 석탄·석유 제조업
5. 화학제품 제조업
6. 비금속제품 제조업
7. 철강제품 제조업
8. 기계 및 전자부품 제조업
9. 운송장비 제조업
10. 기타잡화

Ⅴ. 해외 항만 포커스

1. 전 세계 주요 항만 컨테이너물동량 처리실적
2. 2009년 대륙별 주요 항만의 처리실적
3. 국가별 컨테이너 수출입물동량 예측

부록

1. 해외 주요 항만시설 현황
2. 국내 기타항만 물동량
3. 항만별 품목별 물동량 및 처리 비중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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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구분

주요내용

Ⅰ. 요약

1. 해외 항만 동향
2. 국내 항만 동향
3. 국내 품목별 산업 동향

Ⅱ. 해외 항만 동향

1. 세계 주요 항만의 물동량 현황 요약
2. 중국
3. 아시아
4. 유럽
5. 미주
6. 중동
7. 아프리카

Ⅲ. 국내 항만 동향

1. 전국
2. 부산항
3. 광양항
4. 인천항
5. 울산항
6. 평택·당진항

Ⅳ. 국내 품목별 산업 동향

1. 식음료품 제조업
2. 섬유제품 제조업
3. 목재·종이 제조업
4. 석탄·석유 제조업
5. 화학제품 제조업
6. 비금속제품 제조업
7. 철강제품 제조업
8. 기계 및 전자부품 제조업
9. 운송장비 제조업
10. 기타잡화

Ⅴ. 해외 항만 포커스(특집)

1. 중국 및 일본 항만의 시설 현황
2. 중국 및 일본의 컨테이너물동량 분석
3. 중국 및 일본의 항만개발 정책추진 현황

부록

1. 해외 주요 항만시설 현황
2. 국내 기타항만 물동량
3. 항만별 품목별 물동량 및 처리 비중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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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구분

Ⅰ. 요약

1. 해외 항만물동량 동향
2. 국내 항만물동량 동향
3. 국내 산업별 물동량 동향

Ⅱ. 해외 항만물동량 동향

1. 세계 주요 항만의 물동량 현황 요약
2. 중국
3. 아시아
4. 유럽
5. 미주
6. 중동
7. 아프리카

Ⅲ. 국내 항만물동량 동향

1. 전국
2. 부산항
3. 광양항
4. 인천항
5. 울산항
6. 평택·당진항

Ⅳ. 국내 산업별 물동량 동향

1. 식음료품 제조업
2. 섬유제품 제조업
3. 목재·종이 제조업
4. 석탄·석유 제조업
5. 화학제품 제조업
6. 비금속제품 제조업
7. 철강제품 제조업
8. 기계 및 전자부품 제조업
9. 운송장비 제조업
10. 기타잡화

Ⅴ. 항만 포커스

1. 동해지역항만 현황
2. 대산항 현장조사

부록

1. 해외 주요 항만시설 현황
2. 국내 기타항만 물동량
3. 항만별 품목별 물동량 및 처리 비중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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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구분

주요내용

Ⅰ. 요약

1. 해외 항만물동량 동향
2. 국내 항만물동량 동향
3. 국내 산업별 물동량 동향
4. 전년도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Ⅱ. 해외 항만물동량 동향

1. 세계 주요 항만의 물동량 현황 요약
2. 중국
3. 아시아
4. 유럽
5. 미주
6. 중동
7. 아프리카

Ⅲ. 국내 항만물동량 동향

1. 전국
2. 부산항
3. 광양항
4. 인천항
5. 울산항
6. 평택·당진항

Ⅳ. 국내 산업별 물동량 동향

1. 식음료품 제조업
2. 섬유제품 제조업
3. 목재·종이 제조업
4. 석탄·석유 제조업
5. 화학제품 제조업
6. 비금속제품 제조업
7. 철강제품 제조업
8. 기계 및 전자부품 제조업
9. 운송장비 제조업
10. 기타잡화

Ⅴ. 항만 포커스

1. 양곡
2. 시멘트
3. 석탄
4. 목재
5. 모래
6. 철광석
7. 철재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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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구분

Ⅴ. 항만 포커스

8. 고철
9. 차량
10. 기타광석
11. 화학공업생산품
12. 유류

부록

1. 해외 주요 항만시설 현황
2. 전국 항만물동량 현황
3. 항만별 품목별 물동량 및 처리 비중
4. 해외 항만 컨테이너물동량 현황

Ⅰ. 요약

1. 해외 항만물동량 동향
2. 국내 항만물동량 동향
3. 국내 산업별 물동량 동향
4. 전년도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Ⅱ. 해외 항만물동량 동향

1. 세계 주요 항만의 물동량 현황 요약
2. 중국
3. 아시아
4. 유럽
5. 미주
6. 중동

Ⅲ. 국내 항만물동량 동향

1. 전국
2. 부산항
3. 광양항
4. 인천항
5. 울산항
6. 평택·당진항

Ⅳ. 국내 산업별 물동량 동향

1. 식음료품 제조업
2. 섬유제품 제조업
3. 목재·종이 제조업
4. 석탄·석유 제조업
5. 화학제품 제조업
6. 비금속제품 제조업
7. 철강제품 제조업
8. 기계 및 전자부품 제조업

5호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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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6호

구분

주요내용

Ⅳ. 국내 산업별 물동량 동향

9. 운송장비 제조업
10. 기타잡화

Ⅴ. 항만 포커스

1. 인천항
2. 자동차
3. 모래

부록

1. 해외 주요 항만시설 현황
2. 전국 항만물동량 현황
3. 항만별 품목별 물동량 및 처리 비중

Ⅰ. 요약

1. 해외 항만물동량 동향
2. 국내 항만물동량 동향
3. 국내 산업별 물동량 동향
4. 전년도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Ⅱ. 해외 항만물동량 동향

1. 세계 주요 항만의 물동량 현황 요약
2. 중국
3. 아시아
4. 유럽
5. 미주
6. 중동
7. 아프리카

Ⅲ. 국내 항만물동량 동향

1. 전국
2. 부산항
3. 광양항
4. 인천항
5. 울산항
6. 평택·당진항

Ⅳ. 국내 산업별 물동량 동향

1. 식음료품 제조업
2. 섬유제품 제조업
3. 목재·종이 제조업
4. 석탄·석유 제조업
5. 화학제품 제조업
6. 비금속제품 제조업
7. 철강제품 제조업
8. 기계 및 전자부품 제조업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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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구분

Ⅳ. 국내 산업별 물동량 동향

9. 운송장비 제조업
10. 기타잡화

Ⅴ. 항만 포커스

1. 군산항 현장조사
2. 양곡

부록

1. 해외 주요 항만시설 현황(유럽/아메리카 지역
항만)
2. 전국 항만물동량 현황
3. 항만별 품목별 물동량 및 처리 비중

Ⅰ. 요약

1. 해외 항만물동량 동향
2. 국내 항만물동량 동향
3. 국내 산업별 물동량 동향
4. 전년도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Ⅱ. 해외 항만물동량 동향

1. 세계 주요 항만의 물동량 현황 요약
2. 중국
3. 아시아
4. 유럽
5. 미주
6. 중동
7. 아프리카

Ⅲ. 국내 항만 동향

1. 전국
2. 부산항
3. 광양항
4. 인천항
5. 울산항
6. 평택·당진항

Ⅳ. 국내 품목별 산업 동향

1. 식음료품 제조업
2. 섬유제품 제조업
3. 목재·종이 제조업
4. 석탄·석유 제조업
5. 화학제품 제조업
6. 비금속제품 제조업
7. 철강제품 제조업
8. 기계 및 전자부품 제조업

7호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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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8호

구분

주요내용

Ⅳ. 국내 품목별 산업 동향

9. 운송장비 제조업
10. 기타잡화

Ⅴ. 항만 포커스

1. 석탄 관련 화력발전소 현황
2. 마산항 현장 조사
3. 통영항 현장조사
4. 시멘트 현황 조사
5. 롱비치(Long Beach)항 조사

부록

1. 해외 주요 항만시설 현황
2. 전국 항만물동량 현황
3. 항만별 품목별 물동량 및 처리 비중

Ⅰ. 요약

1. 해외 항만물동량 동향
2. 국내 항만물동량 동향
3. 국내 산업별 물동량 동향
4. 최근 3개년도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Ⅱ. 해외 항만물동량 동향

1. 세계 주요 항만의 물동량 현황 요약
2. 중국
3. 아시아
4. 유럽
5. 미주
6. 중동
7. 아프리카
8. 인도

Ⅲ. 국내 항만물동량 동향

1. 전국
2. 부산항
3. 광양항
4. 인천항
5. 울산항
6. 평택·당진항
7. 대산항
8, 포항항
9. 동해·묵호항
10. 군산항
11. 목포항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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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구분

Ⅳ. 국내 산업별 물동량 동향

1. 식음료품 제조업
2. 섬유제품 제조업
3. 목재·종이 제조업
4. 석탄·석유 제조업
5. 화학제품 제조업
6. 비금속제품 제조업
7. 철강제품 제조업
8. 기계 및 전자부품 제조업
9. 운송장비 제조업
10. 기타잡화

Ⅴ. 항만 포커스

1.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현장 조사
2. 평택·당진항 자동차 부두 공사 진행 현황
3. 당진 현대제철 현장 조사

부록

1. 해외 주요 항만시설 현황
2. 전국 항만물동량 현황
3. 항만별 품목별 물동량 및 처리 비중

Ⅰ. 요약

1. 해외 항만물동량 동향
2. 국내 항만물동량 동향
3. 국내 산업별 물동량 동향
4. 최근 3개년도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Ⅱ. 해외 항만물동량 동향

1. 세계 주요 항만의 물동량 현황 요약
2. 중국
3. 아시아
4. 유럽
5. 미주
6. 중동
7. 아프리카
8. 인도

Ⅲ. 국내 항만물동량 동향

1. 전국
2. 부산항
3. 광양항
4. 인천항
5. 울산항

9호

10호

560

주요내용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구분

주요내용

Ⅲ. 국내 항만물동량 동향

6. 평택·당진항
7. 대산항
8, 포항항
9. 동해·묵호항
10. 군산항
11. 목포항

Ⅳ. 국내 산업별 물동량 동향

1. 식음료품 제조업
2. 섬유제품 제조업
3. 목재·종이 제조업
4. 석탄·석유 제조업
5. 화학제품 제조업
6. 비금속제품 제조업
7. 철강제품 제조업
8. 기계 및 전자부품 제조업
9. 운송장비 제조업
10. 기타잡화

10호

Ⅴ. 항만 포커스(자성대부두
의 선석반납 의향에 대
한 소고)

1. 검토배경
2. 부산항 현황
3. 부산항 개발현황
4. Hutchison Port Holding(HPH) 현황
5. 한국허치슨터미널(주) 현황
6. 시사점

부록

1. 해외 주요 항만시설 현황
2. 전국 항만물동량 현황
3. 항만별 품목별 물동량 및 처리 비중

Ⅰ. 요약

1. 해외 항만물동량 동향
2. 국내 항만물동량 동향
3. 국내 산업별 물동량 동향
4. 최근 3개년도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Ⅱ. 해외 항만물동량 동향

1. 세계 주요 항만의 물동량 현황 요약
2. 중국
3. 아시아
4. 유럽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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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구분

Ⅱ. 해외 항만물동량 동향

5. 미주
6. 중동
7. 아프리카
8. 인도

Ⅲ. 국내 항만물동량 동향

1. 전국
2. 부산항
3. 광양항
4. 인천항
5. 울산항
6. 평택·당진항
7. 대산항
8, 포항항
9. 동해·묵호항
10. 군산항
11. 목포항

Ⅳ. 국내 산업별 물동량 동향

1. 식음료품 제조업
2. 섬유제품 제조업
3. 목재·종이 제조업
4. 석탄·석유 제조업
5. 화학제품 제조업
6. 비금속제품 제조업
7. 철강제품 제조업
8. 기계 및 전자부품 제조업
9. 운송장비 제조업
10. 기타잡화

Ⅴ. 항만 포커스

1. 양산심수항 현장 조사
2. 칭다오항 현장 조사

부록

1. 해외 주요 항만시설 현황
2. 전국 항만물동량 현황
3. 항만별 품목별 물동량 및 처리 비중

Ⅰ. 요약

1. 해외 항만물동량 동향
2. 국내 항만물동량 동향
3. 국내 산업별 물동량 동향
4. 최근 3개년도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11호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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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구분

주요내용

Ⅱ. 해외 항만물동량 동향

1. 세계 주요 항만의 물동량 현황 요약
2. 중국
3. 아시아
4. 유럽
5. 미주
6. 중동
7. 아프리카
8. 인도

Ⅲ. 국내 항만물동량 동향

1. 전국
2. 부산항
3. 광양항
4. 인천항
5. 울산항
6. 평택·당진항
7. 대산항
8, 포항항
9. 동해·묵호항
10. 군산항
11. 목포항

12호

1. 식음료품 제조업
2. 섬유제품 제조업
3. 목재·종이 제조업
4. 석탄·석유 제조업

Ⅳ. 국내 산업별 물동량 동향

5. 화학제품 제조업
6. 비금속제품 제조업
7. 철강제품 제조업
8. 기계 및 전자부품 제조업
9. 운송장비 제조업
10. 기타잡화

Ⅴ. 항만 포커스

1. 로테르담항 조사
2. 앤트워프항 조사

부록

1. 해외 주요 항만시설 현황
2. 전국 항만물동량 현황
3. 항만별 품목별 물동량 및 처리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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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간 북극해 소식
호수

1호

구분

동향

주요내용

■
•
•
•

물류
중국, 북극해 항로에 ‘눈독’
러 소브콤플로트사, 북극해 이용 석유 수출
캐나다, 북서항로 통과 선박 사전등록 의무화

■
•
•
•

수산
기후 변화, 바렌트 해 생태계에 영향
미국 어업담당대사, 북극해 활용 ‘촉구’
바렌츠 해 어획 쿼터 증가

■
•
•
•
•

자원
북극해 해빙으로 수십억 톤의 온실 가스 유발
카렐리야, 가스화 설비 추진
바렌츠 해, 유정 ‘2개’시추 예정
노르웨이 로포텐 근해 석유탐사 시추 허용 예정

집필진

황진회,
엄선희

■
•
•
•

정책
미국, 기후변화 연구비로 NASA에 24억 달러 지원
러시아, 연방북방대학 설립 통해 북극연구 가속화
북극 문제, 북극연안 5개국간 입장상이로 당분간 해결책
난망
• 북극 연안 5개국, 북극자원 개발 위해 관련국 ‘협력’강조

2호

동향

■ 물류
• 중국, 북극해 항로 개발위한 정책 추진
■ 자원
• 북극, ‘자원의 보고’로 부상
• 북극 천연가스 ‘무용지물’될까?
■ 환경
• 북극해, 30년내 ‘얼음없는 여름’될 전망
• 북극 석유 시추 “알래스카 청정지역”파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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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회,
엄선희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구분

주요내용

■
•
•
•

집필진

정책
러시아, ‘북극 관찰’인공위성 프로젝트 착수
푸틴 총리, 주변국들과 북극 환경 보호 협력 강조
중국 해양국 극지조사실, 북극 조사 ·연구 강화

■ 물류
• 북극해운회의, 북극항로 활성화 장애요인 지적
• 미국 북극연구위원회, 정밀 북극 해저 지도 제작
3호

동향

■
•
•
•

수산
노르웨이 연어, 러시아 수출량 증가
노르웨이 해안경비대, 스발바르드 해역에서 러시아 어선 나포
러시아, 수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황진회,
엄선희

■ 자원
• 러시아 대륙붕, 민간 석유회사에게도 개방될 가능성 높아져
■ 부록
• 노르웨이 해운국 “북극항로 발전 가능성”보고서 요약
■
•
•
•

정책
미국의 북극 연구 목표와 과제(2009-2010)
북극위원회 차관급 회의 5월 개최
노르웨이-러시아 40년 북극 분쟁 해결

■ 물류
• 철광석 수송 북극해 항로 개방
4호

동향
■ 자원
• 러시아, 2018년 야말(Yamal) LNG 플랜트 완공
• 오바마 대통령, 북극 석유시추 전면 보류 지시
■ 수산
• 미국-캐나다 수산업 분쟁지역인 보퍼트해
• 바렌츠해에서 노르웨이-러시아 공동어업관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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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구분

주요내용

집필진

■ 환경
• 스발바르제도 북극곰에 PCB 축적 심각
4호

동향

■ 기타
• 무르만스크, ‘러시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30대 도시’에
선정

황진회,
엄선희

■ 정책
• 노르웨이, 바렌츠해 및 노르웨이 해역 석유시추 승인

5호

동향

■
•
•
•
•

자원
석유수송터널 건설로 로포텐 지역의 석유생산 안전성 보장
러 야말 LNG 플랜트 개발에 200억 달러 소요 예상
러 가스프롬, 천연가스 생산에 최소 14조 루블 투자 계획
스웨덴 엘코아베(LKAB) 광산, 6천만 톤 철광석 추가 발견

■ 수산
• 노르웨이 킹크랩, 바렌츠해 해양생태계 불균형 초래
• 바렌츠해 해양경계 협정, 노르웨이-러시아 수산업에 영향
■ 환경
• CAFF, “2010년 북극의 생물다양성 트렌드”보고서 발표
■
•
•
•
6호

동향

정책
오바마 대통령, 미국내 북극연구 강화 발표
해상 모니터링 시스템 ‘BarentsWatch’설립 결정
Barentsburg 발전소, 오염원 배출 기준 강화

■ 자원
• 바렌츠해 유전개발, 고비용 대비 저조한 실적
• 러시아 가즈프롬社, 신규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박차
■ 수산
• 러시아 해군, 어업활동이 군사훈련 방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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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회,
엄선희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6호

구분

동향

주요내용

집필진

■ 환경
• 러시아, 북동항로 위험물질 조사 착수
• 모스크바 대학, 니켈 마을의 생태환경 평가

황진회,
엄선희

■ 기타
• 북극 찾는 아시아 관광객 점차 증가 추세
■ 정책
• 노르웨이, 중국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지지 시사
• 러시아, 북극 대륙붕 권리 선점을 위해 노력
■ 자원
• 러시아, Yamal 개발에 80억 루블 투자

7호

동향

■
•
•
•

물류
북극의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다
Belomorsk 인근 신항구 건설 예정
북동항로, 2011년 핵 쇄빙선 에스코트 15건이나 주문 받아

황진회,
엄선희

■ 수산
• 러시아, 바렌츠해 어획물을 자국 항구로 양륙을 위해 규제
완화
■ 환경 및 기타
• 북극지역이 새로운 세계의 중심지로
• 유럽연합-북극 소식지 창간

8호

동향

■
•
•
•

정책
북극연안국, 북극지역수로위원회 신설
러시아, 북극 연구에 3,500만 유로 투자
러시아, 새 북극지도 제작 예정

■ 물류
• 북극해 얼음 감소로 최근 선박 운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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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구분

주요내용

집필진

■ 수산
• 러시아 어업 협회, 어업인들을 위해 해역 협정 철회 요구
■ 자원
• 러시아 최초 북극 해양유전 ‘프리라즐롬나야’석유 시추
• 러시아, 스톡만 가스전 개발 계획 승인
8호

동향
■ 환경 및 기타
• 북극 자연보호구역, ‘환경보호 대 에너지 개발’갈등 재현
• 북극포럼 “북극: 대화의 영토”출범 의의와 전망

황진회,
엄선희

■ 참고자료
• KMI 「북극해 소식」 지난 호 기사목록
■ 정책
• NATO 고위 사령관, 기후 변화로 인한 북극에서의 충돌
가능성 경고
• 유럽과 러시아 간 국경 협조 강화

9호

동향

■ 수산
• 러시아 어업협회, 노르웨이가 러시아를 어장에서 내몰고
있다고 주장
• 노르웨이-러시아 합동수산위원회, 높은 쿼터 배정
■ 자원
• 노르웨이 대륙붕에 석유 회사들의 관심 집중
• 러시아 푸틴 총리, 북극 자원에 대한 협상 재촉
■ 환경 및 기타
• 온도계를 장착한 일각돌고래, 북극해 지식 향상에 기여
• 북극 운송량 증가, 기후 변화를 촉진시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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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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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구분

주요내용

집필진

■ 정책
• 북극해 탐색 및 구조 활동에 대한 새로운 협약 체결
• EU-북극포럼, ‘북극지역의 지속가능한 EU의 정책’에
대한 토론회 개최
• 무르만스크 주에 사미 의회 새로 결성
■
•
•
•
10호

동향

물류
북극해 항로의 미래 기지로 ‘인디가’와 ‘암데르마’지역 부상 3
러시아, 북극해 항로에 관한 법률 초안 마련
무르만스크 항,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으로 지정
• 러시아, 12월말에 북극해 항해용 글로벌 내비게이션 위성
발사 예정

황진회,
엄선희

■ 수산
• 노르웨이 수산청, 킹크랩 사태로 골머리
■ 자원
• 스타토일, 함메르페스트에 LNG 공장 증축 가능
■ 환경
• 노바야젬랴에 북극 국립공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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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뉴스레터
(1) 영문뉴스레터(월간-온라인)
호수

3월호
Vol.1

주요내용

집필진

1. Opinion
－－ Shipping Market Outlook 2010
－－ Korean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industry will
worth KRW 6 trillion by 2020

김우호
남정호

2. Ocean Policy
－－ Modal Shift
－－ New Coastal Management Policies pursuant
－－ to the revised Coastal Management Act

전형진
박수진

3. Research Findings
4. Research Projects
5. International Cooperation
6. News&Announcement
1. Opinion
－－ 2020 Vis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 the Fisheries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 Meaning and Marine Sector's Role of EXPO
－－ 2010 Yeosu Korea

4월호
Vol.2

2. Ocean Policy
－－ Fishery Outlook Project
－－ Future Direction and Policies for Logistics R&D
－－ The Meaning of the 9th Meeting of the Ad
－－ 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 Access
－－ and Benefit-sharing and Future Prospects
3. Research Findings
4. Research Projects
5. International Cooperation
6. News&Announcement

570

홍현표
박광서

최성애
최상희
박수진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주요내용

집필진

1. Opinion
－－ Achievements of Green Growth Policies in the Marine
Sector and Future Prospects
－－ Reasons to Invigorate Value Added Logistics in Port
Logistics Parks
5월호
Vol.3

2. Ocean Policy
－－ Weeding out Unqualified Shipping Companies
－－ Seafood Traceability System

김학소
이성우

김우호
정명생

3. Research Findings
4. Research Projects
5. International Cooperation
6. News&Announcement
1. Opinion
－－ Industrialization of Seafood to Lead Growth of Fishing
Villages and the Fisheries Industry
－－ Changes in the Arctic Ocean and Challenges for
Humanity

6월호
Vol.4

2. Ocean Policy
－－ Current Development of and Future Direction for ODA
Projects in the Fisheries Sector
－－ Logistics Companies' Need to Develop Green Strategies
－－ Policy Proposal to Upgrade "The 2006 Korean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the Land-based Activities

주문배
황진회

홍현표

김수엽
장원근

3. Research Findings
4. Research Projects
5. International Cooperation
6. News&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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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주요내용

1. Opinion
－－ The time for a Better Integration of the Korean Ocean
Governance
－－ “Resource Diplomacy"Coordinated with Overseas Added
Value Created by Domestic Logistics Companies

7월호
Vol.5

2. Ocean Policy
－－ Compensation for Oil Spill Caused from Offshore
Facilities
－－ The 3rd Basic Plan for Nationwide Ports to Be Notified
in December, 2010
－－ Low Carbon, Green Growth and Fisheries Polices
－－ Impacts of the Stopped Fisheries Trade with North
Korea

집필진

윤진숙
이성우

목진용
이종필
조정희
엄선희

3. Research Findings
4. Research Projects
5. International Cooperation
6. News&Announcement
1. Opinion
－－ Development of the New Seafood Industry Converged
with High Technology
－－ Preparation for the Leadership in Global Maritime Issues

8월호
Vol.6

2. Ocean Policy
－－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Marine Tourism and
Leisure Activities and
Their Implementation
－－ Coastal Ranching Projects and Diversification of
Fishermen's Income
3. Research Findings
4. Research Projects
5. International Cooperation
6. News&Announcement

572

정명생
이성우

홍장원
이정삼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주요내용

집필진

1. Opinion
－－ Development of Saemangeum New Port and its Riffle
Effects on the Local Economy
－－ Basic Direction to Prepare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Marine Environment

9월호
Vol.7

2. Ocean Policy
－－ Check-off Funds in Korea
－－ Future Direction for the R&D Development Plans by
MLTM
－－ The 2nd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Plan(2011~2020)
to be Established
－－ Modal Shift Projects Kicked off to Build a Low Carbon
Transportation System
3. Research Findings
4. Research Projects
5. International Cooperation
6. News&Announcement
1. Opinion
－－ Creation of Local Values Based on Whale Resources
－－ Advent of the Sea-Land Multimodal Transportation Era

10월호
Vol.8

2. Ocean Policy
－－ Transition to the Blue Economy for Green
Growth
－－ The Current Tidal Flat Education in Korea and Policy
Direction
－－ The UK's Policies for Food Self-Sufficiency
－－ Cultivation and Shipping, Port and Logistics Experts
and Companies Role
3. Research Findings
4. Research Projects
5. International Cooperation
6. News&Announcement

김수엽
목진용

최성애
최상희
최희정
전형진

이성우
김수엽

황기형
박수진
정명화
최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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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주요내용

1. Opinion
－－ Legal Grounds for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Coastal Fishing Industry
－－ In preparation for the ULCS Operation

11월호
Vol.9

2. Ocean Policy
－－ Strategies for Joint Entrance to Foreign Markets with
Logistics Companies
－－ Development of Tidal Flat Fisheries as a Value-added
Bio-Fisheries Industry
－－ The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the Shipping Industry
－－ Help More Developing Nations with Technology and
Methods Coastal Disaster Prevention
－－ High-end Shipping Service Based on Green Shipping

집필진

김수진
김우호

송주미
김봉태
김태일
윤성순
김우선

3. Research Findings
4. Research Projects
5. International Cooperation
6. News&Announcement
1. Opinion
－－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sustainable use of
fisheries resources in Far East Asia
－－ Technical Tourism and Local Economy

12월호
Vol.10

2. Ocean Policy
－－ Global warming and Fisheries Responses
－－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Protected Species
－－ Ways for Better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 in Overseas Port Development
－－ The Current Trends and Challenges of th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3. Research Findings
4. Research Projects
5. International Cooperation
6. News&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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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생
이종훈

임경희
육근형
김정현
박광서

1. 정기 간행물 발간

(2) KMI 글로벌 수산 포커스(격주간-온·오프라인)
호
수

주요내용

이슈분석
1

포커스
이슈분석

2

포커스
이슈분석

3

포커스
이슈분석

4

포커스
이슈분석

5

포커스
이슈분석

6

포커스
이슈분석

7

포커스
이슈분석

8

9

포커스
이슈분석
포커스

제2의 '침묵의 살인자' 기후변화에 맞선 수산자원 연구 활발 / 박상우
EU,참다랑어 상업적 어획까지도 금지하자는 제안서 발표 / 김수진
일본의 수산분야 저탄소 기술, 강력한 지원법으로 날개 달아 / 장홍석
PNA 국가의 입어정책 변화로 다랑어 원양업계에 빨간불 / 김수진
일본, 완전양식 참다랑어 상용화 / 김봉태
스페인, 수백만 소규모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 지원에 나서 / 박상우
EU 수산보조금이 과잉어획 초래 연구결과 발표돼 / 김봉태
캐나다,DNA 바코딩을 통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나서 / 박상우
세계 최대 내수면어업지역인 메콩강, 대규모 댐건설로 몸살 앓아 / 김수진
일본, 세계 최초 뱀장어 완전양식에 성공 / 장홍석
중국의 원양어선 신조 물량, 올해만 100여 척에 육박 / 김수진
베트남,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건어물 수출 호황 예상 / 박상우
세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양식어업 발전전략 필요 / 김봉태
MC의장 및 부의장, 포경업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제안 / 장홍석
미국 동북부 수역, 과학적 조업관리 시스템 도입 / 박상우
국제 어분가격, 엘리뇨 및 대규모 지진으로 작년대비 85% 급상승 / 김수진
중국-뉴질랜드, FTA 이후 농수산식품 분야 협력 활발 / 김봉태
독일 Mulitvac, 신선한 수산물 포장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선보여 / 박상우
세계경제 침체 하에서 일본 수산기업의 생존전략 / 장홍석
호주, 포경행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 김수진
태국의 대표적 글로벌 수산식품기업 '타이유니온 그룹' / 마창모
일본가 미국의 수산물시장, 주요 수출국들 간의 각축장 / 김봉태
다랑어 자원 규제, 법지구적 통합규제 방식을 강화될 듯 / 장홍석
중국과 홍콩을 아우르는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 마창모
갈수록 논점만 다기화되는 제62회 IWC 총회 / 장홍석
프랑스 최대 식품가공회사 '플로리 미숑', 즉석식품 고급화로 성장 / 마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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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수

주요내용

이슈분석
10

포커스
이슈분석

11

포커스
이슈분석

12

가나 정부의 자국 수산가공업체 보호주의 정책 / 마창모
중국-대만 ECFA 체결, 대중국 수산물 수출 증가에 영향 예상 / 김봉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변신을 도모하는 중국의 식품가공업 / 장홍석
한-아프리카 수산전문가 심포지엄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홍현표
남아공의 자원정책과 한국의 수산양식-그 전개와 차별성 / 김봉태
한국과 아프리카의 수산 현안과 협력 방향/ 김봉태
새로운 남태평양 비참치 기구, 설립 급물살 / 김수진
핀더스그룹, M&A등 공격적인 투자로 유럽의 대표 식품기업으로 성장 /

포커스

마창모
중국 양식업계의 규모화, 한-중 FTA협상시 주목해야 / 장홍석

이슈분
13

포커스
이슈분석

14

포커스
이슈분석

15

포커스
이슈분석

16

포커스
이슈분석

17

576

포커스

어업자원관리 미흡으로 경제적 손실 크다 / 조정희
새우의 재발견, FTA 관심 품목으로 뜬다 / 김봉태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주요 어종 어획쿼터 삭감 / 김수진
세계의 수산물 식습관 지도, 자원전쟁과 글로벌 규제에 영향 / 조정희
중국의 오징어 소비증가, 글로벌 오징어 산업의 대변혁 예고 / 마창모
마린하베스트의 전설, 일본의 다랑어 양식에서도 가능할까? / 장홍석
중국의 수산물 수요 확대로 양식산 그루퍼 생산 활기 / 마창모
PNA, 다랑어 어선 입어료 최대 세 배까지 높이겠다는 의도 드러내 / 김수진
환태평양 FTA 대비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조정희
최근 10년, 베트남 수산업 급성장 / 홍현표
나고야의정서 채택, 수산 유전자원의 주권확보와 산업화 시급 / 김수진
네덜란드 케내메르비스 그룹의 발전과 글로벌화 / 마창모
KORAFF, 국제수산협력 분야에서 새 전기 마련 / 홍현표
수산보조금 협상, 내년초에 타결안 도출 예정 / 조정희
웨이하이동원식품, 합작 및 기업이미지 전략으로 중국 진출 / 마창모

1. 정기 간행물 발간

(3) 해양산업동향(격주간-온라인)
호수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주요내용

시론
해조류 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과제 / 신영태
동향분석 해조류 바이오연료의 성장 전망 / 박광서
미국, 통합해양관측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완료 / 박광서
미국, 해양관측정보의 시각화 기술 개발 / 황기형
동향정보 오스트레일리아, 해양산업 부가가치 농업부문 추월-2007년도 연간 성장률
27%에 달해 / 황기형
일본, CO2를 메탄가스로 만드는 연구 착수 /박광서
시론
해저광물자원 개발의 르네상스를 준비하며 / 문재운
동향분석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개발의 현황 및 과제 / 박광서
미국 MSNBC, 해양생물센서스를 통해 드러난 심해의 비밀 보도 / 황기형
미국, 해조류 바이오연료 R&D에 8천만 달러 지원 / 박광서
동향정보
일본의 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회사, 도쿄증시 상장 후 급등 / 황기형
세계 탄소시장,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 / 박광서
시론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 임진수
동향분석 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 해양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조사회 운영 / 황기형
해조류 바이오연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커 / 박광서
동향정보 메탄하이드레이트, 천연가스 공급 증가에 기여할 듯 / 박광서
미국 NOAA, 2011년 예산으로 약 56억 달러 요구 / 박광서
시론
해양자원 개발에 더 많은 관심 기울여야 / 허대기
동향분석 영국의 「해양과학전략(Marine Science Strategy)」/ 박광서
미국 에너지부, 조류 및 파력 에너지 개발 잠재력에 큰 기대 / 황기형
영국, 파력 및 조류발전에 대한 지원 강화 / 황기형
동향정보
일본, 해양 심층수의 건강기능 규명 / 황기형
미국, 갤런당 2달러면 해조류에서 제트연료 생산 가능 / 박광서
시론
북극해 변화와 해양산업의 기회 / 황진회
동향분석 미국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ES)의 고용창출 효과 / 박광서
2010 해양과학회의(Ocean Science Meeting)에서 최신 해양과학기술 성과
소개 / 박광서
동향정보 노르웨이, 해저 박테리아로부터 새로운 항생물질 추출 / 황기형
노르웨이, 차세대 부유식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 주력 / 황기형
영국, 파력-풍력 복합발전 시도 / 황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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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호수

동향분석

17호
동향정보

동향분석

18호
동향정보

동향분석

19호

동향정보

동향분석
20호

578

중국, 해양총생산(GOP) 3조 위안 돌파-2009년도 GOP 성장률 8.6% / 박광서
미국,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보고서 발표 / 황기형
미국, 오레건 주에 첫 파력발전단지 조성 중 / 황기형
KAIST 박철 교수, 해상 고공풍력을 이용한 대규모 에너지 생산 시스템
제안 / 황기형
영국, 파력 및 조력의 잠재성 대규모 조사 실시 / 박광서
몰디브,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부유식 인공섬 개발 추진 / 황기형
EU, ‘2020성장전략’마련 - Supergrid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20% 달성 / 황기형
미 상원, 바이오디젤 세금우대 법안 1년간 연장 / 박광서
영국의 해양에너지 실천계획 2010 (Marine Energy Action Plan 2010)
박광서
아일랜드, 새로운 ‘해양산업 혁신 전략’추진 - 경쟁력 우위 분야인 정보통
신기술을 해양부문에 접목 / 황기형
인도, 1,100 미터 수심에서 심해저 광물 채광시험 추진 / 황기형
해저 다이아몬드 개발업체 DFI 사, 해저 광물자원 개발 추진 / 황기형
스코틀랜드, 2020년까지 녹색일자리 6만 개 창출 예측 / 박광서
영국, 20억 파운드 규모의 녹색투자은행 설립 예정 / 박광서
미국, 기후변화 적응과 복원력 강조 / 박광서
영국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체계 / 황기형
미국, 세계 최초로 해수온도차를 이용하는 수중로봇 개발 / 박광서
심해(深海)세계에 대한 발견 잇달아 무산소 심해 서식 동물, 최대 수심의
열수공 등 / 황기형
IBM,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으로 태양광발전에 의한 해수담수화 시스템
실증시험 / 황기형
미국, 해수산성화 막기 위해 청정수질법 개정 추진 고려 / 박광서
세계 해양산업의 규모와 동향 / 황기형
세계 해양에너지 개발 현황과 과제 / 박광서

영국, 대부분의 해상풍력 터빈에서 설계 결함 발생 / 박광서
EU,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에너지 소비량의 100% 충당 가능
동향정보 / 황기형
일본, EEZ 내 희귀금속 개발 위해 본격적인 탐사 시작 / 박광서
미국, ‘압력밥솥’을 응용한 바이오연료 생산기술 연구 / 박광서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21호

22호

23호

24호

25호

주요내용

동향분석 미국 멕시코만 유류유출 사고의 진행상황과 예상 파장 / 황기형
UNEP, 생명다양성의 위기가 세계경제 위협 경고 / 박광서
인도, 수심 5,000미터 이상 에서 망간단괴 탐사시험에 성공 / 황기형
동향정보
중국의 2010년 해양과학기술 10대 업무 / 박광서
바다 속을 날아다니며 전력을 생산하는 연(kite) / 박광서
동향분석 일본의 해양기반 성장 전략 / 박광서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 진행상황 / 황기형
오스트레일리아, 해저 석유 및 천연가스 신규 탐사 허가 / 황기형
동향정보
미국,‘바닷물 적어지고 따뜻해졌다’발표 / 박광서
영국, 탄소저장 광화작용 프로젝트에 1백만 파운드 투자 / 박광서
동향분석 일본의 해양에너지 광물자원 개발정책과 시사점 / 박광서
미국, 해저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의 안전성 요건 강화 / 황기형
브라질, 심해유전 개발을 위해 국영석유회사에 250억 달러 유상증자 실시 / 황기형
상하이, 향후 5년간 해양산업 집중 개발 / 박광서
EU, 바이오연료 표준화 작업 착수 / 박광서
동향정보
아일랜드, 바이오연료 4% 포함을 의무화 한 법안 제정 / 박광서
미국 풍력산업, 금년 들어 침체국면 진입 2025년까지 해상풍력 비중은
4% 수준 전망 / 박광서
유엔, ‘세계 해양의 날’행사 개최 EU, 미국 등도 대규모 행사 가져 / 황기형
동향분석 해저 석유자원 개발 동향과 전망 / 황기형
영국, 해수에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효과 연구 시작 / 박광서
미국 해양학자, “해양대순환 모형 수정 필요”-해양대순환 규명을 위한 국
동향정보 제 연구프로그램 추진 / 황기형
파력에너지 실용화을 위한 다양한 시도 / 황기형
미국, 연안정보 제공하는 웹사이트 오픈 / 박광서
시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과학기술의 역할 / 이민형
동향분석 미국의 해조류 바이오연료 개발 전략 / 박광서
중국, 심해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지속 확대 / 황기형
중국, 인도양 공해지역의 해저 열수광상 개발 추진-UN 국제해저기구에
사업계획서 제출,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 고조 / 황기형
동향정보
영국, 대기중CO2분리·저장을 위한 해양비옥화 시범사업 실시 / 황기형
해양에너지 시장, 1조 달러 규모 전망 / 박광서
영국, 해상풍력발전으로 일자리 45,000개 창출 목표 / 박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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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호수

동향분석 미국, 새로운 국가해양정책 공포 / 황기형
영국 환경식품농어촌부, 해양관리정책의 혁신적 개편 추진 / 황기형
일본, 저조선(低潮線) 보전 및 거점시설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발표 / 황기형
해수온도 상승으로 식물성 플랑크톤 급감-지난 60년간 40% 감소, 해양
26호
생태계 붕괴 우려 - / 박광서
동향정보
네덜란드, 플라스틱 폐기물로 태평양에 거대한 섬 건설 추진 / 박광서
2010년 세계 온도, 지난 130년 중 가장 높아 - 6월 중 해양 표면 온도
20세기 평균보다 0.54℃ 상승 - / 박광서
영국 해양산업, 불황에서 점차 탈출 / 박광서
동향분석

EU, 2050년까지의 해양에너지 로드맵 발표
김민수

네덜란드, 역전기분해 방식의 염도차 발전 추진 “전세계 전력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잠재자원 부존”/ 박광서
27호
노르웨이, 최초의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진 / 황기형
동향정보 캐나다 Nautilus사, 해저 열수광상 개발비용 산정·발표 ‘육상광과 경쟁
가능한 수준, 채광시스템 재사용에 따른 투자비 대폭 절감 가능’/ 황기형
스웨덴, 해조류를 이용한 CO2 저감기술 개발 / 김민수
EU, 2009년 총 전력소비량의 19.9%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 김민수
동향분석 CCS 현황 및 해조류를 이용한 CCS 연구개발 동향 / 박광서
중국, 해양 신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추진 / 박광서
스웨덴, 환경친화적 선박용 방오도료 개발 / 황기형
28호
동향정보 미국 해상 풍력단지 건설, ‘대서양’연안에 집중 / 김민수
미국, 해상풍력 잠재력 평가하는 원격장치 개발 / 박광서
영국 석유시추사업, 올 상반기 성과는 양호하나 향후 전망은 불확실 / 김민수
중국, 칭다오에 심해저자원 연구기지 수립계획 / 김민수
중국, 우수 해양인재 유치정책 발표 / 박문진
중국, 세계 5번째로 3,000m급 유인잠수정 개발 성공 / 박광서
29호 동향정보
미국, 오일제거용 로봇 개발 / 박광서
Waterford사, 호주 Goffs Coast에 해저돔 개발 추진 / 김민수
이산화탄소 심해매립에 따른 환경영향 논란 / 안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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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간행물 발간

(4) 해운과 경영(주간-온/오프라인)
호수

주요내용

Ocean View

1호

한국해운산업의 도전과 과제/정봉민

Zoom In

IMO 선박재활용 협약 채택의 의의와 시사점/고병욱

Market &
Statistics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선박가격 추이

Ocean View

선박관리업은 해운산업의 신성장엔진이 될 수 있다/임종관

Zoom In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시장확대 전략(N대-Bulk 운송시장에 주목해야)/
김은수

Market &
Statistics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선박가격 추이

2호

Ocean View

최근 BDI 지수의 등락과 해운기업의 대응전략/김형태

Zoom In

우리나라 벌크선사의 중장기 성장전략(해외자원개발사업에 주목해야)/
고병욱

Market &
Statistics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선박가격 추이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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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주요내용

Ocean View

4호

Zoom In

북중국 해운시장의 성장 잠재력/최영석

Market &
Statistics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선박가격 추이

Ocean View

5호

582

해운기업은 위기관리 및 고객관리 체제를 구축해야/백종실

Zoom In

글로벌 터미널 운영기업(GTO)의 재무성과/김은수

Market &
Statistics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선박가격 추이

Ocean View

6호

아세안의 성장과 역내 해운시장 진출의 시사점/김우호

해운기업과 전사적 리스크관리(ERM)/김재봉

Zoom In

선진해운그룹(CSG)의 역할과 활용/고병욱

Market &
Statistics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선박가격 추이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주요내용

Ocean View

7호

Zoom In

세계 20대 컨테이너 선사의 선박량 조절/최영석

Market &
Statistics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Ocean View

8호

해운기업과 대량화물 화주간 상생전략은 없는가?/하영석

Zoom In

컨테이너선박의 계선 비용과 전략/김은수

Market &
Statistics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Ocean View

9호

국내 해운산업의 키워드, ‘생존’/황규호

해운산업의 경쟁력 원천은 전문인력 양성/류동근

Zoom In

부산항 기항 근해선사의 외부효과/고병욱

Market &
Statistics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선박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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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주요내용

Ocean View

10호

Zoom In

태평양항로 시황회복 노력과 전망/최영석

Market &
Statistics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선박가격 추이

Ocean View

11호

584

해운기업의 대형화와 owner-operator 분리체제/김형태

Zoom In

영국의 수송운송화물 보조금(WFG) 사례/고병욱

Market &
Statistics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Ocean View

12호

자사에 적합한 전사적 리스크관리 과정 개발, 도입 필요/김재봉

현재경영의 특성과 다이내믹 매니지먼트(동태경영)/김인호

Zoom In

영국 해운서비스산업 현황과 시사점/김은수

Market &
Statistics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주요내용

Ocean View

13호

Zoom In

해운산업 위기대처 방안：역사적 사례와 시사점/최영석

Market &
Statistics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Ocean View

14호

새해는 시황보다 성장동력에 관심을 가져야/임종관

Zoom In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과 연안해운에의 시사점/전형진

Market &
Statistics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선박가격 추이

Ocean View

15호

지속적 경쟁우위 확보위해 동태전략 도입해야/길광수

2010년, 해운시황 변동성 대비 강화 필요/정봉민

Zoom In

EU 위원회의 해상운송 장기 발전전략 소개*/고병욱

Market &
Statistics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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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주요내용

Ocean View

16호

Zoom In

아프리카 해운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필요

Market &
Statistics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Ocean View

17호

586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의 중요성/길광수

Zoom In

우리나라 해운중개업 발전전략/김은수

Market &
Statistics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Ocean View

18호

강소 해운기업의 발전과 과제

지자체 컨테이너항만 유치경쟁, 지역발전에 약인가 독인가?/정봉민

Zoom In

중동 해운물류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대책 필요/최영석

Market &
Statistics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주요내용

Ocean View
Zoom In

베트남 항만 개발에 따른 우리나라
해운·항만의 대응전략 필요/김우선

Market &
Statistics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19호

Ocean View

20호

해운분야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비 필요/신승식

Zoom In

친환경 운송수단 이용확대를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전형진

Market &
Statistics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Ocean View

21호

해운시장 구조분석모형의 활용방안/박병인

글로벌컨테이너 선사의 감속운항 현황과 전망/이충배

Zoom In

양안 경제 협력 강화와 물류시장 영향/김태일

Market &
Statistics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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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MI 국제물류 위클리(주간-온라인)
호수

주요내용

12호

•
•
•
•

남아공 Cape Town항 확장 「컨」터미널, 이 달 중 운영 개시
남아공 Ngqura항 1단계 「컨」터미널, 10월에 신규개장 예정
인도 Chennai항 PSA 터미널 개장
이태리 Grimaldi 그룹, 스웨덴 Wallhamn항 전면 인수

13호

•
•
•
•

홍콩항, 10번째 「컨」터미널 건설 추진
Hutchison, 에콰도르 Manta항 TIDE 터미널에서 중도 철수
베네수엘라, 주요 항만 국유화 절차 개시
인도 Paradip항 철광석 터미널 프로젝트, Blue Water사에 낙찰

14호

•
•
•
•

모로코 Tanger Med항, 2단계 개발 착수
파나마 운하 제3수문 공사, 31억불에 낙찰
스리랑카 Colombo 남항 「컨」터미널 재입에 China Merchants 단독 응찰
방글라데시, Sonadia섬에 300만 TEU 「컨」터미널 건설키로

15호

•
•
•
•

UAE, 아부다비 Kalifa 항만산업구역(KFIZ) 건설에 박차
인도 중추항만 처리능력, 2012년까지 두 배로 확장
이스라엘 Haifa항, Carmel 「컨」터미널 완공
미국 LA항, APL 터미널 확장계획 발표

16호

•
•
•
•

인도 민간항만 Krishnapatnam항, 최대 항만으로 부상할 듯
이태리 Savona Vado항 APM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통과
DP World, 10월에 베트남 Saigon Premier 「컨」터미널 개장 예정
호주 Fremantle항, 내년까지 「컨」터미널 확장

17호

•
•
•
•

미국
독일
몰타
중국

18호

•
•
•
•

수에즈 운하, 통행료 수입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밝아
러시아 Ust Luga 「컨」터미널, 주주간 이견으로 건설 지연
스페인 Valencia항, EU 기금 지원으로 「컨」터미널 확충에 박차
베네수엘라 정부, 항만 국유화 시행령 공포 및 항만시설 접수

19호

•
•
•
•

멕시코 Lázaro Cárdenas항, 2호「컨」터미널 개발 국제입찰 추진
Bolloré그룹, 베닌 Cotonou항 확장개발 및 운영권 획득
중국 山東省, 항만개발에 68억불 투자
인도 Kolkata항, Saga Island 프로젝트 EOI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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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ginia 항만 민영화 프로젝트에 3개사 경합 중
HHLA사, Lübeck항 사업부문 매각키로
Freeport 터미널, 대형 크레인 4기 도입
상해항 ·닝보항, 합작 항만개발사 설립 추진 등 전략적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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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주요내용

•
•
•
•

인도 Cochin항 Vallarpadam 환적 「컨」터미널 12월 개장
그리스 Thessaloniki항, 「컨」부두 확장 국제입찰 재개 준비
브라질 Santos항 Embraport 프로젝트에 DP World사 참여
우루과이 Montevideo항 「컨」부두 추가 건설 논란

•
•
•
•

폴란드, 2013년까지 3대 「컨」항만 집중 개발 계획
COSCO Pacific사, 글로벌 터미널 네트워크 확대키로
인도 국영선사 SCI, 항만터미널 사업 등 합작 파트너 물색
시리아 항만 민영화로 「컨」 처리물동량 증가 전망

22호

•
•
•
•

사우디 Jeddah항 민자 「컨」터미널 11월 개장
중국 湖北省 Wuhan Port, 아시아 최대의 내륙항만으로 개발
중국 천진항 滨海新區에 대형항만 건설 중
인도 Ennore항 자사주 매각으로 항만개발 재원마련 계획

23호

•
•
•
•

괌항,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대비 항만개발
중국 대련항의 항만개발 및 운영 관련 최근 주요동향
러시아 Vladivostok항 「컨」터미널 추가 건설
스위스 Zumax사, 알바니아 Vlorë항 개발운영권 획득

24호

•
•
•
•

베트남 Van Phong 국제 환적항만, 이달 말 착공
APM 터미널사, 베트남 Vinalines사와 항만개발 합작투자 협정 체결
대만 Formosa 그룹, 베트남 Ha Tinh주에 대형 항만 건설
태국 Ayutthaya 내륙항만 이 달부터 운영 개시

25호

•
•
•
•

중국, 스리랑카 Hambantota에 대형항만 건설 중
미국 Tacoma항, NYK 전용 「컨」터미널 건설계획 취소
푸에르토리코 Ponce항 「컨」터미널 개발 협상 연기
파키스탄 Gwadar항 개장 후속조치 미진으로 운영사 PSA 애로

26호

•
•
•
•

인도
인도
호주
영국

27호

•
•
•
•

Taipei항 개발로 대만 기존 항만판도 변화 조짐
이집트 대통령, Port Said항 Suez 「컨」터미널 방문 격려
예멘 Aden항 「컨」터미널 확장 추진
APM사, 미국 Coos Bay항에 「컨」터미널 건설 검토

20호

21호

Jawaharlal Nehru항 4번 「컨」터미널 국제입찰 원점에서 재추진
Tuticorin항 2번 「컨」터미널 국제입찰도 재검토키로
Victoria주, Melbourne항 등 미래전략 발표
PD Port사, 캐나다 Brookfield Asset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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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주요내용

28호

•
•
•
•

오만 Sohar항, Hutchison 「컨」터미널 개장 이후 점차 활성화
DP World 베트남 「컨」터미널 SPCT 운영 개시
인도 Vizhinjam 「컨」터미널 국제입찰 내년에 재실시
일본 MOL사, 미국 LA항 자사터미널 시설 확충키로

29호

•
•
•
•

캐나다 Vancouver항 Deltaport 3번 선석 연말 준공 예정
바레인 Khalifa항 「컨」터미널 오늘 공식 개장
파키스탄 Karachi항 심해 「컨」터미널 건설 16% 공정
Maersk Line, 미국 Charleston항 기항 계약 갱신키로

30호

•
•
•
•

멕시코 Punta Colonet Multimodal 프로젝트 축소 추진
말레이시아 Tanjung Pelepas항, 싱가포르항과 환적화물 유치 경쟁
인도네시아 Tanjung Priok항, 시설능력 2배로 늘리기로
독일 Wilhelmshaven항 JadeWeserPort 「컨」터미널 건설 지연

31호

•
•
•
•

에스토니아 Tallinn항 Muuga 「컨」터미널 확장에 중국이 관심
인도 Paradip항 석탄부두 개발운영권 낙찰결과
홍콩 PYI사, 양자강 상류 Yichang Port Group 인수
인도 민관협력프로젝트위원회, 3개 항만개발 프로젝트 승인

32호

•
•
•
•

케냐 Second Corridor 프로젝트에 국제적 관심 고조
나미비아-잠비아-DR콩고간 Corridor 개발도 당사국간 협의 중
중국 CHEC사, 수단에 컨테이너 부두 건설키로
프랑스 Marseille-Fos항 「컨」터미널 운영사 선정 입찰계획

33호

•
•
•
•

네덜란드 Rotterdam항 Maasvlakte 2 프로젝트 차질없이 진행 중
Ports America사, 미국 Baltimore항 Seagirt Terminal 50년 운영권 획득
중국 连云港항 운영주체 지분구조 변화
DP World사, 페루 Callao항 「컨」터미널 내년 4월 개장

34호

•
•
•
•

러시아, 내년에 Novorossiysk항 등 14개 전략기업 정부지분 매각키로
필리핀 ICTSI사, 멕시코 Manzanillo항 2단계 「컨」터미널 개발 운영권 획득
스웨덴 Gothenburg항 「컨」터미널 운영사 선정 국제입찰 계획
중국 대련항, 상해증시에도 상장 예정

35호

•
•
•
•

영국 London Gateway 프로젝트 표류
멕시코 Tuxpan항 「컨」터미널 개발 국제입찰 내달 마감
뱅글라데시 Mongla항, 싱가포르 DWA사와 항만개발 MOU 체결
쿠바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에 항만개발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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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주요내용

36호

•
•
•
•

두바이 사태 이후 DP World사 동향
중국 닝보항 상해증시 상장 추진
요르단 Aqaba Container Terminal 확장공사 발주
미국 LA항, 터미널 임대료 인하 등 활성화대책 발표

37호

•
•
•
•

중국 칭다오항 「컨」터미널 통합 및 항만개발 동향
허치슨, 호주 Sydney항 Botany T3 운영권 획득
인도 민영 Pipavav항, IPO로 재원조달 계획
사우디 Jeddah항 Red Sea Gateway Terminal 개장

•
•
•
•

미국 Gulf Coast 주요항만, 파나마 운하 확장에 대비 항만개발 추진
DP World사, 영국 London Gateway 프로젝트 계속 추진키로
중국 난징항 운영에 SINOTRANS 참여할 듯
인도 Ennore항 「컨」터미널 개발 사업자 조만간 발표 예정

39호

•
•
•
•

세계 4대 「컨」항만 순위 등 2009년 국제물류 관련 주요 정보(1)
DP World사, 런던증시(LSE)에 상장키로
케냐 Second Corridor 프로젝트에 중국 참여 발표
중국 친황다오항, 상하이증시 상장 추진

40호

•
•
•
•

인도 Chennai항 주요 프로젝트 진행상황
스웨덴 법원, Stockholm항 「컨」터미널 개발 제동
중국 톈진항, 항만운영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
수에즈운하 통행료 수입 감소 등 2009년 국제물류 관련 주요 정보(2)

41호

•
•
•
•

중국 옌타이항 지배구조 완전 개편
멕시코 Guaymas항 「컨」터미널 운영 국제입찰 계획
인도 Hazira항 다목적부두 개발에 Mundra Port사 투자예정
필리핀 Batangas항 2단계 개발 사업자로 ATI사 선정

42호

•
•
•
•

이탈리아 Genoa항, 항만개발 및 운영사 개편 병행 추진
인도 Cochin항 Vallarpadam 환적 「컨」터미널 6월 개장 예정
쿠웨이트 Boubyan 「컨」항만 개발, 현대건설 컨소시움 수주
브라질 Vitoria 신항 개발에 일본 NYK사 관심

43호

•
•
•
•

필리핀 Subic항 2번 「컨」터미널 운영사 선정계획
캐나다 Vancouver항 Deltaport 3번 선석 개장
인도 Major Port 추가 지정 추진 등 최근 동향
사우디 Dammam항 2단계 「컨」터미널 개발 임박

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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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주요내용

•
•
•
•

영국 Dover항 민영화 추진 최근동향
Dubai World, 해운서비스 ISS사 및 크루즈선 QE2 등 매각 추진
인도 New Mangalore항 「컨」부두 개발 5개 후보사
모잠비크 Maputo항 항만시설 확충계획

45호

•
•
•
•

인도 Mumbai항, 2013년까지 시설능력 두 배 가까이 확장할 계획
스페인 Dragados사, 미국 JP Morgan사에 매각될 듯
인도 Visakhapatnam항 석탄부두, 38.1% Revenue Share에 낙찰
호주 Kembla항 Outer Harbour 개발 추진

46호

•
•
•
•

오만 Salalah항, 다목적부두 확장공사 발주 계획
인도 Jawaharlal Nehru항 「컨」터미널 국제입찰 진행상황
스페인 Melilla항에 「컨」터미널 신규 건설 계획
사우디 Jeddah항에 양곡 전용부두 건설 검토

47호

•
•
•
•

캐나다 Halifax Gateway 중기 전략계획 발표
중국 잔장항에 40만톤 철광석 부두 건설 예정
영국 Forth Ports사 매각 추진 동향
NYK사, 인도 물류업체 TMILL사 지분 취득

48호

•
•
•
•

바하마 Freeport 및 Arawak Cay Port 「컨」터미널 개발계획
호주 Port Headland항에 19억불 철광석 부두 추가건설 추진
스리랑카 Hambantota항 건설 진척상황
인도 Major Port Trust 체제, 점차 폐지될 듯

49호

•
•
•
•

독일 Hamburg항, 350만 TEU 터미널 신규건설 추진
라이베리아 Monrovia항 25년 개발운영권, APM사에 낙찰
중국 후루다오항에 대형 석탄부두 건설 계획
SIPG/닝보항 합작 항만투자사 출범

50호

•
•
•
•

영국 Liverpool항, 제2의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키로
프랑스 Fos 4XL 「컨」터미널 개발사업자로 Hutchison 선정
인도 FY 2010/2011 민자유치 신규사업 확정
방글라데시 Sonadia Deep-Sea Port 개발에 중국측 관심

51호

•
•
•
•

인도 Minor Port에 석탄부두 건설 활발
이라크 Fao항에 대형 항만 개발
UAE Khorfakkan항, 「컨」터미널 3단계 개발 추진
베트남 Haiphong항 Lach Huyen Seaport 개발에 일본 Itochu사 참여

44호

592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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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호

•
•
•
•

벨기에 Antwerp항, 오만 Duqm항 운영에 참여
필리핀 Manila North Harbor 민영화 완료
아프리카개발은행, 세네갈 Dakar항 「컨」터미널 확충 지원
케냐 Mombasa항, 「컨」터미널 확장에 박차

53호

•
•
•
•

미국 NY/NJ항 「컨」터미널 확장 등 시설 확충계획
우크라이나 Odessa항, 3번째 「컨」터미널 개발에 착수
페루 Callao항 North Quay 프로젝트 사업자 8월 선정
상하이항, 벨기에 Zeebrugge항 APM터미널 지분 취득 예정

54호

•
•
•
•

캐나다 Prince Rupert항 「컨」터미널 확장계획
아제르바이잔 Baku항에 대규모 항만시설 개발
인도네시아 Karawang에 허브항만 개발 계획
콜롬비아 Cartagena항 「컨」터미널 추가 개발

55호

•
•
•
•

BHP Billiton사, 호주 Abbot Point항에 대형 석탄부두 건설
우루과이 Montevideo항 제2 「컨」터미널 입찰 무산
말레이시아 Bintulu항 「컨」터미널 8월에 확장 완료
캐나다 OMERS 연기금, 두바이 ISS사 인수 유력

56호

•
•
•
•

Cosco Pacific사, 중국 선전항 옌톈터미널 지분 확대
필리핀 ICTSI사, 미국 Portland항 「컨」터미널 운영사로 선정
인도 CONCOR사, ICD 추가 개발에 집중투자 계획
브라질 Itapoa항 「컨」터미널 내년초 개장 예정

57호

•
•
•
•

미국
인도
미국
호주

58호

•
•
•
•

방글라데시, Chittagong항 등 항만개발에 주력
COSCO, 그리스 물류투자 확대 검토
APL, 대만 가오슝항 전용 터미널 크레인 보강
DP World, 인도 Kulpi Project 진전에 노력

59호

•
•
•
•

APM 터미널, 중국 충칭항 진출 추진
베트남 Cam Ranh항, 1단계 개발에 착수
인도 Cochin항 Vallarpadam 환적 「컨」터미널, 항비 인하키로
인도 Gopalpur항 개발, 차질 없이 진행

Tampa항, 「컨」터미널 등 단계별 확장 추진
Chennai항 Mega Terminal 본입찰 개시 예정
Virginia항만청, APM Portsmouth 터미널 임차 운영키로
Brisbane항 99년 운영권 국제입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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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60호

•
•
•
•

미국 Georgia 주의회, Savannah항 확장예산 승인
중국 닝보항, 상하이증시 신규상장 임박
일본, 앙골라 Namibe항 개발 지원
DP World사, UAE 아부다비 Khalifa 신항 운영사로 선정

61호

•
•
•
•

PSA, 네덜란드 Zeeland항 Westerschelde 「컨」터미널 개발 포기
인도 Blair항, 13번째 Major Port로 지정
중국 탕산항, 상하이증시 신규상장 추진
베트남 Cai Mep SSIT 터미널, 내년 상반기 개장

62호

•
•
•
•

페루 Callao 항만 - DPW 남컨 개장 및 북컨 기업 관심
하팍로이드 신규 서아프리카 노선 개시
Kuehne+Nagel 칠레 소매시장 진출 및 콜롬비아 물류센터 개장
중국 철도 공항개발 투자계획

63호

•
•
•
•

브라질 경제회복으로 항만 물동량 증가
아르헨티나 산타페(Santa Fe) 내륙 항만, 현대화 개발 8월 입찰 예정
APL Logistics, Sumitomo Warehouse와 전략적 제휴
중국정부 서부지역 철도증설에 1조 5천억위안 투자

64호

•
•
•
•

DB Schenker 폴란드 항만 시설 투자
FedEX TN 글로벌 거점 확대
브라질 Suape 항만 개발 계획 발표
러시아 야말지역 가스 운송 인프라 건설 계획

65호

•
•
•
•

LA/LB 터미널 항만 적체 완화 조치 시행
Kerry Logistics, 브루나이 정부와 제휴
칠레 Valparaiso 항만 현대화 개발 입찰 예정
에버그린 등 3사, 동남아시아/중동 서비스 신설

66호

•
•
•
•

APM 터미널, 브라질 산토스항 컨테이너터미널 투자
ICTSI, 라틴아메리카 투자확장 공표 및 상반기 실적 발표
일본 해운물류기업 3社, 베트남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합작투자
2020 아시아 물류구매 포럼 개최

67호

•
•
•
•

중국-남아공, 자원개발·플랜트·철도 분야 협력 확대
동 아프리카 공동체(EAC-East African Community) 신규 공동시장 출범
탄자니아, Dar es Salaam 항 외국인 투자 개방
베트남 남부지역에 대규모 항만 단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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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호

•
•
•
•

China Merchants, 스리랑카 콜롬보항 컨 터미널 운영 협상 막바지
인도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메가 프로젝트
인도 자와할랄네루항 물동량 급증
잠비아(Zambia) - 나칼라(Nacala) 철도 공사 완공

69호

•
•
•
•
•

Crowley, 푸에르토리코 물류기업 인수 및 제휴
중국 Qinzhou port, 아세안과의 무역 증대를 위한 발판 마련 중
NYK, 대서양 횡단 컨테이너 서비스(AES) 개시
Emirates, 아세안-중동-인도 서비스(AGI) 참여
스리랑카 항만공사, Hambanthota Port 배후단지 외국인 투자 개방

70호

•
•
•
•

아랍에미레이트연합, Khalifa 신항 건설 현대 ENC와 계약 체결
인도, 니코바르섬 환적항 개발
Ceva Logistics Group, 남아공 크롬 광석 운송 계약
Kenya, Lamu항 프로젝트 추진

71호

•
•
•
•

미국 버지니아항, Portsmouth Marine Terminal 임대운영업체 모집
DP World, 페루 Callao항 공식 개장
Eurosib, 러시아 중부 지역 철도 터미널 시설 확장
보요레(Bollore) 그룹, 아프리카 베냉(Benin)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권 확보

72호

•
•
•
•

중국 Wuhu항 터미널 확장 계획
인도, 13개 주요 항만 확장 계획 발표
남아공 Imperial社, 남부 아프리카 물류 활동 확대
프랑스 Geodis Wilson社, 중서부 아프리카 진출

73호

•
•
•
•
•

우루과이, 항만청 Montevideo항 재입찰 논의
인도 Mundra항 3번째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코트디부아르, 산페드로항만 확장 계획 발표
DP World사, 이집트 소크나항 신규 컨 터미널 운영사 선정
[공 지] 국내물류기업 자원연계 해외진출 방안 세미나 개최

74호

•
•
•
•
•

호주, Hedland항 8선석의 대규모 항만 개발
탄자니아, 바가모요(Bagamoyo)에 신규항만으로 Mbegani항 건설 추진
멕시코, Guaymas 컨터미널 Istasa사 단독입찰
페루, Marcona항 개발 및 공개입찰 예정
[공 지] 국내물류기업 자원연계 해외진출 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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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호

•
•
•
•

76호

• 인도, Krishnapatnam항 피더서비스를 통한 컨테이너화물 처리할 예정
• Grup TCB, 콜롬비아 부에나벤투라 컨테이너 1단계 완공
• 필리핀, Manila항 확장 계획 발표

77호

•
•
•
•
•

호주 브리즈번 항만 99년 운영권, Q Port Holdings에 부여
중국 난진항, 선사 인센티브제 도입
중국, 칭다오항 확장 계획
멕시코 항만 물동량 급증
[알림] 인도네시아 물류·인프라 투자설명회 개최

78호

•
•
•
•
•

네덜란드·벨기에 내륙항만 Benelux항 개발 고려 중
볼리비아정부, 신규 컨테이너 바지선 서비스 개설 예정
베네주엘라, 이란, 니카라과 공동 ‘Nicaragua 운하’건설 추진
유럽투자은행(EIB), 모로코 Tangier Med 2단계 2억 유로 지원
[알림] 인도네시아 물류·인프라 투자설명회

79호

•
•
•
•

80호

•
•
•
•
•

Namibia, Walvis Bay항 확장 계획 발표
멕시코, Punta항 2011년 입찰 예정
베트남, Cai Lan 컨테이너 터미널 공사 착수
케리 로지스틱스, 네덜란드 포워딩 기업 ADCO 지분 인수
[알림] 인도네시아 물류·인프라 투자설명회

81호

•
•
•
•

중국, Waigaoqiao항 6단계 터미널 완공 예정
독일 교통부, 중국철도부와 철도인프라개발 사업 MOU 체결
두바이, 인도 구자라트주에 신규 컨테이너 항만 건설 제안
엘살바도르, La Union항 1단계 운영사 모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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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GLN 물류기업> 에코비스 로지스틱스
DP world, 스페인 타라고나 항만 시설확장 개장
BRZ Investment Group, 브라질 TESC 터미널 지분 매입
[결과 보고] 국내물류기업 자원연계 해외진출 방안 세미나 결과

말레이시아 정부, Penang port 소유권 이전 가능성 시사
인도, Vizhinjam항 프로젝트 자금 지원 승인
DP World, 인도 Vallarpadam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 내년 1월로 연기
APM T, 브라질 신규항만개발사업 경쟁입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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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82호

•
•
•
•
•

83호

•
•
•
•

친저우(钦州) 보세항구 대외개방 1차 통과
베트남 Cua Lo 심수항 건설 공사 착수
미국 교통부(DOT), Crescent 회랑 개발 지원 발표
호주 ‘국가항만전략(National Port Strategy)' 발표

84호

•
•
•
•

DPCC, 다롄 다요우완(大窑湾)항만 터미널 프로젝트 본격 개시
칭다오항, 중국 최대 소금물류센터 건설 발표
DPW, 파키스탄 Port Qasim 제2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
중국, 카메룬 크리비(Kribi) 심수항 개발에 2,070억 CFA 프랑 차관 제공

85호

•
•
•
•

옌타이(烟台) 보세항구 1기 개장, 물류비 40%~80% 절감효과 예상
인도 해운부, 2020년까지 해운항만에 1천억 달러 투자 계획
페루 까야오(Callao)항, North Pier 민간 사업자 선정 연기
APM T, 아프리카 탄자니아 정부에 항만개발 독려

•
•
•
•

하이커우 종합보세구 검수 통과, 조기 운영 예정
써우광(寿光)항, 올해 3월 5천만 톤급 중형 항만 건설 착공 예정
MPDC, 마푸토(Maputo)항 개발에 見년까지 총 7억 5천만 달러 투자 계획
Agility Emerging Markets Logistics Index 2011, 중동지역을 차세대 물류
허브로 선정

87호

•
•
•
•

중국, 방콕 동부지역 무역센터 건설에 15억 달러 투자 예상
한국섬유제조업체 Sae-A Trading, 아이티 북부지역 산업단지 개발 참여
이집트 포트사이드 SCCT 터미널, 터미널확장사업계획 발표
호주 물류기업 Toll Group, 두바이 포워딩기업 SAT Albatros 인수

88호

•
•
•
•
•

중국 롄윈강(连云港), 한·중·일 FTZ 설립을 공식 신청
상하이 국제항운센터, 2011년 건설 계획 발표
탄자니아, 아프리카 환적중심항만 건설 추진
DP World, 파키스탄 라호르에 내륙컨테이너터미널 개장
[공지] 해외진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86호

멕시코, Lazaro Cardenas 2단계 「컨」터미널 확장
Bi-Oceanic Logistics Corridor의 또 다른 최적노선 발표
베넹공화국, Benin 내륙항만 건설
K+N, 헨켈의 상하이 물류센터 2년 운영권 취득
한·중 해상육상 화물차 복합운송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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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호

•
•
•
•

샤먼항(厦门港), 항만 개발 “12. 5계획”발표
난닝(南宁)-ASEAN경제개발구, ʼ11년 투자 유치 계획 발표
롱비치항 항만위원회, 1억 2,300만 달러 규모의 항만현대화 사업계약 승인
인도 투티코린 항, JICA에 항만개발 ODA 요청

90호

•
•
•
•

중국 후먼항(虎门港), 5만 톤급 컨테이너 선석 추가 운영 예정
베트남 LongAn성, Happy Land 개발 프로젝트 착공
Panalpina 사, 노르웨이 Grieg Logistics 인수
미국 사우스 케롤라이나항만청, 사반나 신규터미널 개발 지원 중단

91호

•
•
•
•

중국 칭다오항만그룹, China Merchants Group와의 협력 지속 확대
HPH, 58억 달러 규모 기업공개(IPO) 추진
Kuehne+Nagel사의 성장동력은 기업합병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칠레 San Antonio항, 코스타네라 에스피곤터미널 현대화 사업 입찰 예정

92호

• 중국 스촨성 광위엔항 신규 개발, 올해 10월 착공 예정
• 필리핀 ICTSI, 크로아티아 리에카항 30년 운영권 계약
• UBDN + DBSA, 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공동
추진 합의
• 콜롬비아 Buenavertura항, 5~6단계 현대화 사업 계획 수립

93호

•
•
•
•

베트남, Tan Cang Cai Mep 국제컨테이너 터미널 개장
APM T, 코스타리카 모인 컨테이너 터미널 33년 운영권 획득
싱가포르기업, 방글라데시 몽라(Mongla)항 개발에 7억 5천만 달러 제안
TPE사, 페루 Paita항 1단계 건설 업체로 선정

94호

•
•
•
•

중국, 내하 운송 체계 구축 본격 추진
탄자니아-르완다-부룬디 간 철도연결 공사 4년 후 완공 목표
DP World, 향후 2년간 9개 개발 프로젝트에 15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브라질 BTP사 산토스항 신규 터미널 공사 자금 조달

95호

•
•
•
•

아부다비 항만회사(ADPC), Khalifa 항만 1단계 운영사 ADT 선정
파나마 정부,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국제 입찰 준비 완료
UAE Etihad Rail(이전 Union Rail)사는 올하반기 Pan-UAE공사 개시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남미최대 여객 터미널 공사 개시

96호

•
•
•
•

ICTSI, 인도 Kattupalli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권 획득
DB Schenker, 금년 중 독일-중국간 철도 사업 개시 예정
APM Terminal 컨소시움, Peru Callao 북터미널 운영사로 선정
미국 루이지애나주 신규 곡물수출 터미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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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주요내용

97호

• 아프리카 3개국, 테초바닌(Techobanine) 대수심항만 개발 사업 MOU 체결
• 유럽투자은행, 슬로베니아 코퍼항(Port of Koper) 개발에 3,500만 유로 대출
• 인도네시아 석유·가스부문 국내연안선사보호법(cabotage law)에서 면제 발표

(6) KMI 독도·해양영토 브리핑(주간-온라인)
호수

제 목

집필자

10-95호

중국, 일본 오키노도리시마 항만 건설에 반발

유미림

10-96호

러-일 북방 4개 도서 분쟁, 경제협력이 열쇠가 될 것인가

최수정

10-97호

일본‘타케시마의 날’행사, 정례화로 그칠 것인가?

유미림

10-98호

아르헨티나-영국, 포클랜드 문제로 또다시 외교적 마찰

김자영

10-99호

산케이신문, 오류가 있는 독일지도로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

백인기

10-100호

일본, 독도는 美“방위의무”대상에서 제외

이혜은

10-101호

일본‘다케시마의 날’행사에 국회의원 대거 참석

유미림

10-102호

동중국해 분쟁, 국제재판에 갈 것인가

최수정

10-103호

코스타리카, ICJ 해양경계분쟁에 소송참가 신청

김자영

10-104호

해양석유자원을 둘러싼 가나-코트디부아르 해상경계 분쟁

백인기

10-105호

영유권 분쟁중인 뉴 무어섬, 해수면 상승으로 해결?

이혜은

10-106호

중국, 해양력 증대로 남중국해 관할권 강화 움직임

최수정

10-107호

러시아, 유엔 안보리에 소말리아 해적 처벌 강화 결의안 제출

김자영

10-108호

일본의 독도 도발, 기초사료 연구로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유미림

10-109호

정밀 동해해류도, 해양을 통한 독도영유권 강화에 기여

백인기

10-110호

日정부, 동중국해 해저자원 확보 전략

이혜은

10-111호

노르웨이와 러시아 간 바렌츠해 해양경계획정 합의

박영길

10-112호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 사태, 일본사회 내부를 들여다보아야

최은석

10-113호

국제해저기구,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 요청

김자영

10-114호

중국 해군력 확대로 미국과 갈등 예고

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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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제 목

집필자

10-115호

일본의 향토사 연구,‘울릉도 개척’에도 관심

유미림

10-116호

아르헨티나 유엔 탈식민지위원회에 포클랜드 문제 회부

백인기

10-117호

중국, 해양 분야 국제협력계획 시행

이혜은

10-118호

필리핀과 베트남, 남중국해 어업협력 합의

박영길

10-119호

러시아의 군사훈련으로 다시금 환기되는“북방영토”문제

최은석

10-120호

중국 해양정책, 새로운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수정

10-121호

미국, 신 국가해양정책 수립으로 전면적 해양공간계획 도입

김자영

10-122호

미국-캐나다, 북극 해저자원 개발로 해양갈등 재현 가능성

최수정

10-132호

일본, 오키섬에‘독도’영유권 주장하는 대형 간판 설치

유미림

10-124호

美, 연차보고서에서 중국 군사력 확대에 우려

이혜은

10-125호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해양경계협정 발효

박영길

10-126호

안용복이 양반과 승려를 데리고 간 이유는?

유미림

10-127호

일본의 군사적 관심, 다시금 동아시아의 바다로

최은석

10-128호

ITLOS, ISA가 요청한 권고적 의견에 대한 심의 착수

김자영

10-129호

中,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양의 국제협력강화

이혜은

10-130호

베트남, 중국의 선원 억류에 대해 강한 외교적 항의

박영길

10-131호

댜오위다오 분쟁 이후 - 일본 국내의 반응

최은석

10-132호

온두라스, 니카라과-콜롬비아 해양경계분쟁 개입 시사

최수정

10-133호

일본 시마네현 의회, 일본 정부에 독도 의견서 제출

유미림

10-134호

美, 미·일 안보조약 대상에서‘북방 4도’제외

이혜은

10-135호

베트남, 해군기지 개방 결정

박영길

10-136호

일본, 『방위계획의 대강(大綱)』에 중국경계론 반영 계획

최은석

10-137호

일본, 신‘이도진흥법’에 독도경비대 상주 항의를 요구

유미림

10-138호

中, 해양교육 당국-지방정부 간 공동협력 강화

이혜은

10-139호

중국의 남사군도 등대건설 논란

박영길

10-140호

미일동맹, 중국의 태평양 진출 견제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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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물류리포트(격주간-온라인)
호수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

주요내용

전문가칼럼

항만개발, 중요한 전환기 도래/차이메이 (蔡美义)

동향 및 이슈

중국국무원, 두만강지역 개발 사업 정식 통과/김태일

뉴스단신

하이난도, 국제 및 보세물류 발전 가속화 추진 외 8건

통계

중국 22개 항만 화물 처리 실적

전문가칼럼

'순환경제촉진법', 물류서비스 혁신 촉진 /왕창총 (王长琼)

동향 및 이슈

상하이, '자유무역항(Free Port)' 개발 /김태일

뉴스단신

푸젠성, 2010년 물류인프라 600억 투자 외 7건

통계

중국 22개 항만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

전문가칼럼

전국 원료탄 물류망 구축의 부가수익 분석 /루이홍(汝宜红)

동향 및 이슈

중국 교통운수부 2010년 중점사업 /김태일

뉴스단신

상하이, 중국 최초 "해운산업펀드" 조성 외 7건

통계

중국 22개 항만 화물 처리 실적

전문가칼럼

‘시스템최적화’를 통한 물류서비스 능력 제고 /웨이궈천(魏国辰)

동향 및 이슈

중국 ‘12.5계획’과 지역개발계획 동향/김은수

뉴스단신

중국 물류산업정책 제조업과 연동 본격화 외 8건

통계

중국 22개 항만 컨테이너 처리 실적

전문가칼럼

중국 ‘물류산업 조정 및 진흥계획’해석/류빙롄(刘秉镰)

동향 및 이슈

2010년 중국 교통운수부문 예산 현황/김은수

뉴스단신

중국 ‘선박거래관리규정’, 4월 1일 시행 외 7건

통계

중국 22개 항만 화물 처리 실적

전문가칼럼

중국 물류 입법은 시대적 소명/왕젠(王键)

동향 및 이슈

베이징, 물류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육성 /김은수

뉴스단신

헤이룽장성 '따칭 내륙항', 9월 본격 가동 외 6건

통계

중국 22개 항만 컨테이너 처리 실적

전문가칼럼

중국 물류산업의 저탄소경제 수용방안 /바이쉐제(白雪洁)

동향 및 이슈

중국 물류단지, 3년간 675개로 급증 /김은수

뉴스단신

중국 동북지역 중-러 국제철도노선 개선 외 7건

통계

중국 22개 주요 항만의 전체 화물 처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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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0-8호

10-9호

10-10호

10-11호

10-12호

10-13호

10-14호

602

주요내용

전문가칼럼

중국의 물류 자원 정합 분석/왕촨레이(汪传雷 )

동향 및 이슈

중국 최초의 '선박펀드' 운용 본격화 /김은수

뉴스단신

톈진항, 중국 북부 국제해운센터 건설 가속화 외 6건

통계

중국 22개 주요 항만 컨테이너 처리 실적

전문가칼럼

중국 해상보험시장에 관하여 /순밍치(孙鸣岐)

동향 및 이슈

장강, 세계 제1의 내륙수로로 부상/김은수

뉴스단신

중국, 향후 10년간 해양발전전략 제시 외 6건

통계

중국 주요 항만의 전체 화물 처리 실적

전문가칼럼

상하이 선박중개업 집중 및 육성을 위한 제언 /장제슈(张婕姝)

동향 및 이슈

중국, ‘물이 없는 항만 시대’도래 /김은수

뉴스단신

중국 사회물류비총액 100조 위안 돌파 전망 외 8건

통계

중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

전문가칼럼

‘민항강국전략’을 통한 항공화물 운송 도약 추진 /차오윈춘(曹允春)

동향 및 이슈

충칭 량장신구, 중국 3대 신구로 개발 /김은수

뉴스단신

12.5계획 5대 전략산업에 ‘우롄왕’포함 외 6건

통계

중국 주요 항만의 전체 화물 처리 실적

전문가칼럼

중국 ‘둥볜다오’철도 건설과 항만물류 발전 /왕눠(王诺)

동향 및 이슈

중국 컨테이너 철도물류 동향 /김은수

뉴스단신

중국, 향후 10년간 서부대개발 전략 제시 외 7건

통계

중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

전문가칼럼

‘우롄왕’및 ‘DPM2D’기술과 중국 철강물류 품질관리/류젠린(刘建林)

동향 및 이슈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 정책과 전망/김은수

뉴스단신

서부 내륙도시 충칭에 ‘항운교역소’설립 외 7건

통계

중국 주요 항만의 전체 화물 처리 실적

전문가칼럼

저탄소 물류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천촨 (陈川)

동향 및 이슈

서부대개발 10년과 '서부삼각주'의 등장 /김은수

뉴스단신

중-ASEAN FTA, 동북아 물류 및 경제를 활성화 외 7건

통계

중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10-15호

10-16호

10-17호

10-18호

10-19호

주요내용

전문가칼럼

‘상하이 국제해운센터’건설의 요소 및 임무 /쩐홍(真虹)

동향 및 이슈

주강 항만구도 변화와 선전항 전략 /김은수

뉴스단신

헤이룽장성, ‘3구1대(3区1带)’물류권역 구축 외 7건

통계

중국 주요 항만의 전체 화물 처리 실적

전문가칼럼

장강유역 물류산업의 도전 및 전망/왕창치옹(王长琼) 교수

동향 및 이슈

중국 석탄산업 정책과 석탄수요 전망 /김은수

뉴스단신

‘12.55 계획’교통운수 부문 5개 중점영역 채택 외 8건

통계

중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

전문가칼럼

중국 서부지역 물류 발전계획 분석 및 전망/동첸리(董千里)

동향 및 이슈

2015년 중국 물류산업 전망 /김은수

뉴스단신

동북지역, 억톤급 대형항만군 형성 가속화 외 7건

통계

중국 주요 항만의 전체 화물 처리 실적

전문가칼럼

중국의 ‘녹색해운’추진현황 및 전망 /수젠민(寿建敏)

동향 및 이슈

중국 내하운송 발전 현황과 전망 /김은수

뉴스단신

허난성, 향후 5년간 내륙수운 개발계획 확정 외 8건

통계

중국 주요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

전문가칼럼

중국 해운금융의 ‘포용(包容)식 성장’/좡링(庄崚)

동향 및 이슈

중국 물류산업의 성장과 진출 기회/김은수

뉴스단신

중국 항만, 복합운송 및 해외진출 확대 추진 외 6건

통계

중국 주요 항만의 전체 화물 처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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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관련 회의
1) 정책간담회/협의회
(1) 2010년 수산전망대회
일자/장소

2010. 1. 19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주제

주제발표자

세계의 어업·양식업 전망

라그나 아나슨 교수
(아이슬란드대학교)

일본의 수산업 전망과 정책적 대응

야마오 마사히로 교수
(히로시마대학교)

2010년 달라지는 수산정책

박종국 실장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한국의 수산업 전망

신영태 연구위원
(KMI)

(2) 농림수산식품부(자원환경과) 간담회
일자/장소

주제

2010. 1. 20
(농림수산식품부
회의실)

아이슬란드 자원관리 정책 소개 및 시사점
도출
아이슬란드 수산 전문가와 네트워킹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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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자

라그나 아나슨 교수
(아이슬란드대학교)

2. 연구 관련 회의

(3) 2010년 KMI 물류항만전망대회
일자/장소

2010. 1. 25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소)

주제

주제발표자

아프리카 지역의 시장특성분석 및 무역구조
전망

박영호 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항운물류산업의 변화와 전망

Mao Boke 위원
(상하이국제항운연구센터)

국내외 해운산업의 여건변화와 대응방안

길광수 실장
(KMI)

국내외 항만산업의 여건변화와 대응방안

전찬영 실장
(KMI)

국내외 물류산업의 여건변화와 대응방안

박용안 실장
(KMI)

중국 육상물류산업의 변화와 전망

Gao Xiao Yun
(중국 교통운수부 도로
과학연구원 교통물류공
정연구센터)

(4) 2010년 1차 CEO 초청 해운시황 설명회
일자/장소

2010. 3. 30
(롯데호텔)

주제

주제발표자

해운시황 변동요인 진단

임종관 연구위원
(KMI)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김준한 소장 (포스코경
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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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lue Economy 위원회
일자/장소

주제

2010. 4. 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상황실)

Blue Economy 위원회 1차 회의

2010. 5. 28
(KMI 대회의실)

Blue Economy 위원회 2차 회의

2010. 10. 5
(KMI 대회의실)

Blue Economy 위원회 3차 회의

주제발표자

김경렬 교수
(서울대학교) 외 17명

(6) 물류항만분야 정책협의회
일자/장소

2010. 4. 7
(과천 그레이스
호텔)

주제

주제발표자

• 2009년도 물류항만 연구성과 보고(16과제)
• 2010년도 사업계획(물류항만연구본부)
보고
• 연구성과활용 및 정책연구 협력방안 등
협의

물류항만연구본부 국토
해양부(물류항만실)

(7) “KMI 수산지수" 개발 관련 기자 간담회
일자/장소

주제

참석자

2010. 4. 14
(KMI 대회의실)

KMI 양식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APPI)의 개발과 정책적 활용 방안

KMI 수산연구본부 연
구원 및 수산전문지 기
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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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관련 회의

(8) 항만물동량 재예측관련 전문가협의회
일자/장소

2010. 5. 31
(그레이스호텔
미라보홀)

주제

주제발표자

김형근 센터장
(KMI)

물동량 예측방법·결과 설명

(9) 바다의 날
일자/장소

2010. 5. 31
(코엑스 3층)

주제

주제발표자

해상운임변동보험의 개발 정기선 움임을
중심으로

구종순 교수
(충남대학교)

저탄소 녹색물류서비스 확대방안

전형진 부연구위원
(KMI)

항만물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

양창호 교수
(인천대학교)

글로벌리딩 해운기업의 과제-대형화와
다각화

오용식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글로벌
물류기업 한국 유치 방안

서수완 교수
(동서대학교)

(10) 항만물동량 예측 및 하역능력 재산정 공청회
일자/장소

2010. 6. 30
(KTX 광명역)

주제

주제발표자

물동량 예측방법 및 초안 설명

김형근 센터장 (KMI)

하역능력 재산정 방법 및 초안 설명

박남규 교수(동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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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양기반 신국부 창출 전문가 워크숍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2010. 8. 26
(KMI 중회의실)

장영수 교수 (부경대)
강길모 박사 (한국해양연구원)

2010. 11. 19
(부산 코모도호텔)

황영식
김광대
장형탁
김인호
유재원
안근배
김영훈

해양기반 국부창출을 위한 산업별
육성전략 및 추진과제 검토

이사
팀장
차장
이사
부장
부장
교수

(한국선주협회)
(한진해운)
(부산항만공사)
(대우로지스틱)
(한국조선협회)
(한진중공업)
(경남대학교)

(12) 2010년 2차 CEO 초청 해운시황 설명회
일자/장소

2010. 9. 29
(신라호텔)

주제

주제발표자

금융위기 2년, 세계 및 한국경제는?

신창목 수석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중단기 해운시황 변동요인 진단

김우호 부연구위원(KMI)

해운위기 이후 한국해운의 대응방향

최재수 전 해양대학교수

(13) 선진연안관리제도 설명회 및 연안통합관리 정책토론회
일자/장소

2010. 10. 14
(국토해양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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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발표자

공유수면 관리부분 법령 및 정책

김태경 사무관(국토해양부)

공유수면 매립부분 법령 및 정책

길인환 사무관(국토해양부)

연안관리법령 및 정책

류중빈 사무관(국토해양부)

연안통합관리계획(안)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남정호 실장(KMI)

2. 연구 관련 회의

(14)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연안오염총량관리 협의회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통합창원시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 현황

이용곤 부연구위원
(경남발전연구원)

연안오염총량관리 성과 및 2차 기본계획 추진 일정

남정호 실장
(KMI)

2010. 10. 25
(경남도청)

(15) 2010년 KMI-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연구협의회
일자/장소

주제

2010. 10. 26
(농림수산식품부)

참석자

KMI-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연구협의

KMI,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16) 연안통합관리계획(안) 공청회
일자/장소

주제

2010. 11. 24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주제발표자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안) 발표

남정호 실장(KMI)

(17) 자원개발과 해상운송 연계를 위한 업단체 간담회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2010. 12. 3
(국토해양부)

탐사 및 개발 단계에 있는 자원을 개발기
업과 해운기업이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
한 방안 협의

박경철 과장 (국토해양부),
박순기 과장 (지식경제부) 외

향후 추진 방향과 추진체계에 대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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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토해양부 KMI 항만정책협의회
일자/장소

주제

2010. 12. 15
(과천 그레이스호텔)

주제발표자

항만정책방향

김명진 서기관(국토해양부)

글로벌 이슈 및 연구방향

김범중 본부장(KMI)

2) 토론회/세미나
(1) 제1차 연구콜로키움
일자/장소

2010. 1. 18
(KMI)

주제

주제발표자

남태평양 해양수산외교와 협력방향

소성권 과학위원장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2) 2020 수산업 어촌 비전과 전략 워크숍
일자/장소

주제

참석자

2010. 2. 4~2. 5
(서울교육문화회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어업 발
전 프로젝트’중 『2020 수산업·어촌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KMI 연구진,
농림수산식품부

(3) 극동 러시아 수산부문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전문가 워크샵
일자/장소

주제

2010. 2. 18
(부산 국립수산과학원
중회의실)

극동 러시아 수산부문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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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KMI 연구진

2. 연구 관련 회의

(4) 연안환경복원 및 녹색성장을 위한 생태적 재개발에 관한 국제 세미나
일자/장소

2010. 2. 18
(국토해양부)

주제

주제발표자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role &
responsibilities of each governmental entities
at federal, state and local levels

Chris
Townsend,
WA State PSP

Involvement of private sectors and sharing
roles in coastal revitalization with public
sectors

Gary Sexton,
Bremerton

Roles of private companies in revitalizing and
improving coastal area, and its potentials for
local economy and job market enhancement
– WA cases

Nicole Faghin,
Reid Middleton

(5) 2010년 1차 리서치팀 간담회
일자/장소

2010. 2. 18
(KMI 14층
대회의실)

주제

주제발표자

2010년 해운시황 관련 주요 관심사와 변화방향 토론
해운시황분석센터
선사들의 위험관리 부분 연구 수요 조사

(6) KMI 해운시황패널 초청 워크숍
일자/장소

2010. 2. 25
(코리아나호텔)

주제

-

주제발표자

시황패널 운용 및 향후 계획 보고
2009년 “올해의 패널”감사패 증정
2010년 신임패널 위촉장 수여
2010년 KMI 해운시황분석센터 연구계획
중단기 해운시황 전망 토의

해운시황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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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0년 1차 KMI 해운시황 및 이슈 세미나
일자/장소

2010. 3. 30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

주제

주제발표자

중국 위안화 절상과 수출입 전망

이봉걸 박사
(KITA 국제무역연구원)

2010년도 세계곡물시장 전망

이영일 외자구매 부장
(농협사료)

중단기 해운시황 진단

김우호 부연구위원(KMI)

(8) 선박금융간담회(여신팀)
일자/장소

2010. 3. 30
(63빌딩
새턴홀)

주제

주제발표자

해운시황 진단과 변동요인

임종관 연구위원(KMI)

선박투자 활성화를 통한 해운산업 지원 방안

김연신 사장(한국선박운용)

선주-은행연합회 협력체계 구축 진행 상황
등 현안 설명

한국선주협회

(9) 2010 해양정책 연례 심포지엄 :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 득인가 실인가?
일자/장소

2010. 3. 31
(롯데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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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발표자

해양에너지 개발 추진 현황 및 과제

이광수 책임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환경의 가치를 고려한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의 경제성 분석

유승훈 교수(호서대학교)

조력과 조류발전이 연안·하구 환경에 미치
는 영향

전승수 교수(전남대학교)

기후변화와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

남정호 실장(KMI)

2. 연구 관련 회의

(10) 수산업관측사업 성과 및 발전방향 보고회
일자/장소

2010. 4. 6
(프라자호텔)

주제

주제발표자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발전방향

최성애 연구위원(KMI)

(11) 2010 전복산업 발전방안 워크샵
일자/장소

2010. 4. 9
(우수영
유스호스텔)

주제

주제발표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비용 절감 방안

최영태 회장
(전복산업연합회)

전복 소비 활성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신우철 소장
(전남수산기술사업소)

전복 수급문제 진단 및 2010년 수급전망

이남수 연구원(KMI)

(12) 해외 석학초청 세미나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2010. 5. 4
(KMI)

기니아/수리남 중재사건

Alfred Soons
(네덜란드 NILOS)

2010. 5. 10
(KMI)

해양과학조사

Alfred Soons
(네덜란드 NILOS)

2010. 5. 14
(KMI)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암석 문제

Alfred Soons
(네덜란드 NILOS)

2010. 5. 18
(KMI)

해적문제와 법집행

Alfred Soons
(네덜란드 NI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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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0 독도해양영토 정책토론회
일자/장소

2010. 5. 7
(대한상공
회의소)

주제

주제발표자

독도연구 60년 평가와 향후 연구 방향

김병렬 교수
(국방대학교)

“미국 정부의 독도정책 입안연구”와 정책 과제

김태기 교수
(호남대학교)

해외의 지명관리 기관 활동 및 민관협력 현황조사 연구

김종연 교수
(충북대학교)

(14) 제2차 연구콜로키움
일자/장소

2010. 5. 10
(KMI)

주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절차

주제발표자

김두영 사무차장
(국제해양법재판소)

(15) 수산분야 국제협력사업 심포지엄(KMI-KOICA 공동 개최)
일자/장소

2010. 5. 14
(서울교육
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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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발표자

아프리카의 정치·사회 정세와 국제협력
증진 필요성

박창렬 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우리나라 ODA사업의 추진 방향과 수산 분
야의 시사점

김광영 부장(KOICA)

수산분야 ODA사업의 추진 현황과 과제

홍현표 연구위원(KMI)

저개발국 양식장개발 사업의 추진 방향

이주 연구관
(국립수산과학원)

2. 연구 관련 회의

(16) 행사명 : “부산 해양수산 비전 2020”세미나
일자/장소

2010. 5. 25
(부산시청)

주제

주제발표자

물류 부문 비전

서수완 교수(동서대학교)

수산 부문 비전

장영수 교수(부경대학교)

조선.기자재 부문 비전

이제명 교수 (부산대)
배정철 본부장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해양 관광 비전

양위주 교수(부경대학교)

(17) 2010년 바다의 날 공동학술세미나
일자/장소

2010. 5. 31
(코엑스
3층 E홀)

주제

주제발표자

해양종주국 실현 및 전략

주강현 석좌교수
(제주대학교)

해상운임변동보험의 개발-정기선 운임을 중심
으로

구종순 교수
(충남대학교)

저탄소 녹색물류서비스 확대방안

전형진 부연구위원
(KMI)

항만물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

양창호 교수
(인천대학교)

글로벌리딩 해운기업의 과제-대형화와 다각화

오용식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글로벌 물류
기업 한국 유치 방안

서수완 교수
(동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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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월 시황 간담회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2010. 6. 3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 클럽)

최근 해운시황 변화요인 및 해운업계 동향을 점
검하고 원활한 선박금융을 통한 국내 해운기업
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

해운시황분석센터

(19) 해운물류기업의 자원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일자/장소

주제

2010. 6. 3
(건설공제조합)

주제발표자

해외 자원개발과 해운물류 기업의 참여방안

권순진 팀장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원운송 시장 참여모델과 추진전략

이성우 실장(KMI)

몽골 자원개발 계획과 우리기업의 투자전략

김태은 이사(더커자산운용)

(20) 2010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정책세션 운영
일자/장소

2010. 6. 4
(제주 국제
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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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발표자

연안지역 기후변화 대응 신패러다임으로서의
레질리언스

남정호 실장(KMI)

연안 레질리언스 평가 모형 개발

최희정 책임연구원(KMI)

연안재해 피해의 창조적 복원을 위한 공간계획
방향

정지호 연구원(KMI)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육상기인오염원 관리 기
본정책 방향

남정호 실장(KMI)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오염부
하 삭감사업에 대한 비용분석

장원근 책임연구원(KMI)

2. 연구 관련 회의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제2차 관리대상물질
선정 의사결정 과정 연구

육근형 책임연구원(KMI)

해양환경분야에서의 기업의 사회적책임 경영
강화를 통한 녹색성장 달성

이구성 연구원(KMI)

공공부문 해양환경분야 조직 및 기능의 진단

신철오 책임연구원(KMI)

(21) 2010년 2차 선박금융간담회(심사역)
일자/장소

2010. 6. 10
(전국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
클럽)

주제

주제발표자

우리나라 선박금융 여건과 전망

김우호 부연구위원(KMI)

일반 금융업계의 선박금융 실행 시 애로사항

선박금융업계 관계자

선박금융에 대한 제언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22) 2010년 상반기 자조금 사업 워크숍
일자/장소

2010. 6. 24
~ 6. 25
(충남 공주
동학산장)

주제

주제발표자

자조금 정책방향과 현장점검 결과 보고
- 자조금사업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
- 2009년 현장점검 결과 및 개선사항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자조금사업 농업부분 사례 발표

장민기 이사
(지역네트워크)

품목별 사례 발표
- 자조금 사업 추진 현황
- 2010년 사업계획
- 문제점과 개선점

각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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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0년 2차 KMI 해운시황 및 이슈 세미나
일자/장소

2010. 6. 29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주제

주제발표자

글로벌 조선시장 동향과 전망

김영훈 교수
(경남대학교)

글로벌 선박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석흔욱 이사
(KSF)

중단기 해운시황 진단

김우호 부연구위원
(KMI)

(24) 2010 김산업 발전방안 워크숍
일자/장소

2010. 7. 1
~ 7. 2
(전남 구례
송원리조트)

주제

주제발표자

2010년산 김 생산, 가격 수출 동향

옥영수 부연구위원
(KMI)

김산업의 취약점과 갈등요인 해결을 통해
상생방안 모색

김동수 지소장
(전남수산기술사업소)

(25) 해양플랜트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일자/장소

2010. 7. 8
(한국선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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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발표자

해양플랜트산업 육성방안

안충승 교수
(KAIST)

해양플랜트 해외시장 진출방안

신호준 상무
(삼성물산)

금융과 해양플랜트산업 연계방안

박동호 사장
(세계로금융)

2. 연구 관련 회의

(26) 미래물류기술포럼 워크숍
일자/장소

2010. 7. 15
(코엑스
컨퍼런스룸)

주제

주제발표자

포럼 추진 배경

노홍승 센터장
(한국교통연구원)

포럼 역할 및 운영방안

최상희 실장(KMI)

(27)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2011-2015) 수립 연구”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2010. 7. 21
(KM 대회의실)

Global Ocean Conference 참관결과 및 국토해
양기술발전전략 수립 현황

강길모 박사
(한국해양연구원)

(28)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해양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자/장소

2010. 9. 3
(KMI 대회의실)

주제

주제발표자

이윤경 책임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와 콘텐츠 산업 연계의 이해

(29) 한국-베트남 해양협력 세미나
일자/장소

2010. 9. 8
(KMI)

주제

주제발표자

Some legal issues on marine oil pollution in
Vietnam

Nguyen Ba Dien
(베트남 하노이대)

M/V Hebei Spirit Oil Pollution
- Response & Compensation

조동오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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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수산발전 선진화 포럼
일자/장소

2010. 9. 10
~ 9. 11
(경주 코오롱호텔)

주제

수산물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전략

주제발표자

주문배 연구위원
(KMI)

(31) 3차 시황 확대 간담회(조찬, 리서치팀+금융)
일자/장소

2010. 9. 14
(전국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 클럽)

주제

주제발표자

주요 시황 이슈 점검

KMI, 정기선-한진해운,
부정기선-SK해운

업계동향

한국선주협회

해운산업관련 정책 방향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32) 제3차 연구콜로키움
일자/장소

2010. 9. 15
(KMI)

주제

대륙붕한계확장문서 제출에 대한
CLCS 위원회 최근 동향

주제발표자

박용안 위원
(유엔 CLCS)

(33) 2010년 3차 KMI 해운시황 및 이슈 세미나
일자/장소

2010. 9. 29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620

주제

주제발표자

중단기 해운시황 진단

김우호 부연구위원(KMI)

한국 해운산업의 뉴비전과 신성장동력 확
보전략

임종관 연구위원(KMI)

2. 연구 관련 회의

(34) 국제법학자대회(KMI 특별 세션)
일자/장소

주제

2010. 10. 21 ~ 10. 22
(제주대학교)

주제발표자

북중·북러 해양협정 대응방안

신창훈(한국해양연구원)

세계해양분쟁 최근 ICJ 판례분석

박찬호(부산대학교)

(35) 국제물류 학연공동 연구 워크숍(1차)
일자/장소

2010. 11. 2
(대한상공회의소
제2소회의실)

주제

주제발표자

신규 물류시장 진출방안

안기명 교수
(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 활성화를 위한 국제물류네트워크의
구축방안 : 석유, 천연가스, 유연탄을 대상으로

하영석 교수
(계명대학교)

아프리카 물류시장 진출방안

강윤호 교수
(해양대학교)

중앙아시아 물류시장 진출방안 연구

한철환 교수
(동서대학교)

(36)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전략 세미나
일자/장소

2010. 11. 3
(부산시청)

주제

주제발표자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구조 분석

안충승 교수
(KAIST)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향 및 과제

박광서 책임연구원
(KMI)

부산지역 해양플랜트 산업 허브화 전략

조효제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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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해양환경공학회 정책세션 운영 및 발표
일자/장소

2010. 11. 1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안전시스템
연구소)

주제

주제발표자

해양환경 관리에서 조사자료의 통계적 분석의 의의

이윤주(KMI)

울산연안의 특정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지표 및 시사점

장원근(KMI)

Nagoya 당사국회의에서의 ABS국제레짐에 관한 논의
와 대응방향

박수진(KMI)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육근형(KMI)

환경친화적 마리나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이윤정(KMI)

(38) 2010년 조피볼락 지역설명회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2010. 11. 17
(경남 수산기술사업소)

조피볼락의 건강평가 및 질병 예방

허민도 교수(부경대학교)

조피볼락 수급동향과 전망

백은영 부연구위원(KMI)

(39) 넙치양식산업 발전방안 워크숍
일자/장소

2010. 11. 23
~ 11. 24
(제주 한화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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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발표자

수급문제 진단 및 하반기 수급 전망

김수현 연구원(KMI)

폐사율 절감을 위한 어병 관리

최상림(녹십자)

넙치 수출 확대 방안

명정인(국립수산과학원)

2. 연구 관련 회의

(40) 미래물류기술포럼 2010 종합세미나
일자/장소

2010. 11. 24
(한경대학교)

주제

주제발표자

국가 물류정책 방향

곽인섭 실장
(국토해양부)

물류기술의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

김범중 본부장
(KMI)

미래 해운항만 분야 물류기술 트렌드와 연구개발 방향

최상희 실장
(KMI)

미래 유통 분야 물류기술 트렌드와 연구개발 방향

박장환 교수
(한경대학교)

미래 도로 분야 물류기술 트렌드와 연구개발 방향

노홍승 센터장
(한국교통연구원)

미래 철도 분야 물류기술 트렌드와 연구개발 방향

권용장 단장
(한국철도기술연
구원)

(41) 2010 하반기 자조금 워크숍
일자/장소

2010. 11. 26
(대전 홍인호텔)

주제

주제발표자

자조금사업 현장점검 결과 및 개선사항
- 품목별 현장 점검 결과보고
- 향후 사업 관리 및 운영 방향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자조금 사업 추진 현황
- 각 품목별 주요사업 사례 발표
- 사업 관리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정책 제언

각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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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해양문화 컨텐츠」 등대 활용방안 세미나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2010. 11. 26
(부산디자인센터)

해양 지식 창조산업 발전을 위
한 「해양 문화·관광 컨텐츠
: 등대 활용방안」세미나

주강현
이승재
김비태
국승기

석좌교수(제주대학교),
서기관 (국토해양부),
처장 (부산관광컨벤션뷰로),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43) 제5회 항만수요예측센터 세미나
일자/장소

2010. 12. 2
(부산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

주제

주제발표자

항만물동량 예측 방법의 개선방안

이민규 책임연구원(KMI)

환적물동량 예측 방법의 개선방안

박수혁 전문연구원(KMI)

항만물류구조의 현황 분석

심기섭 센터장(KMI)

(44) 3차 시황 확대 간담회(조찬, 리서치팀+금융)
일자/장소

2010. 9. 14
(전국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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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발표자

주요 시황 이슈 점검

KMI, 정기선-한진해운,
부정기선-SK해운

업계동향

한국선주협회

해운산업관련 정책 방향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2. 연구 관련 회의

(45) 2010년 4차 리서치팀 간담회
일자/장소

2010. 12. 9
(제일가든)

주제

주제발표자

해운시황분석과 전망에 대한 업계의 수요를 파
악하고 지속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과 리서치
공동 관심사항 발굴 및 정보공유를 우선 추진

해운시장연구센터

(46) 국제학연 공동연구 워크숍(2차)
일자/장소

2010. 12. 14
(소상공인
진흥원)

주제

주제발표자

신규 물류시장 진출방안

안기명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중앙아시아 물류시장 진출방안 연구

한철환 교수
(동서대학교)

아프리카 물류시장 진출방안

강윤호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 고도화를 위한 국제물류네트워크의
구축방안 : 석유, 천연가스, 유연탄을 대상으로

하영석 교수
(계명대학교)

(47) 2010 양식산업 발전방향 워크숍
일자/장소

2010. 12. 17
~ 12. 18
(서해 유스호스텔)

주제

주제발표자

- 넙치, 전복 세계화 방안 및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
- 수산물 이력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수산업관측사업 발전방안

수산업관측센터
(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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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광양항의 물류애로 현황 및 대응전략 수립 세미나
일자/장소

2010. 12. 23
(월드마린센터
국제회의장)

주제

주제발표자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확대방안

김범중 본부장(KMI)

광양항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컨테
이너를 중심으로

배종옥 교수(전남대학교)

광양항 LCL화물 유치를 위한 제언

차미성 부회장(국제물류협회)

광양항 물류단지 활성화 방안

길종진 경영본부장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3) 국제회의
(1) 퓨젯해협-마산만 국제협력 증진 국제 컨퍼런스
일자/장소

2010. 2. 19
(창원컨벤션
호텔)
201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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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발표자

우리나라 연안환경산업 현황 및 미래 전망

남정호 실장
(KMI)

Lessons from PSP, challenging issues and
PSP’strategies

Chris Townsend,
WA State PSP

Toward successful coastal revitalizationBremerton’s experiences and lessons

Gary Sexton,
Bremerton

Roles of private companies in revitalizing
and improving coastal area, and its
potentials for local economy and job
market enhancement – WA cases

Nicole Faghin,
Reid Middleton

2. 연구 관련 회의

(2) 제4회 해상치안 국제컨퍼런스
일자/장소

2010. 5. 24
~ 5. 26
(제주
라마다호텔)

주제

주제발표자

The Developing Legal Regime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Alfred Soons
(네덜란드 NILOS)

Declaration on th Conduct of the Parties
to the South China Sea

Nguyen Duy Chien
(베트남 CNB)

최신 국제재판 동향의 쟁점 및 시사점-방글라
데시/미얀마 해양경계획정 재판을 중심으로

이석용 교수
(한남대학교)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

김기혁 교수
(부산대학교)

해적방지에 관한 국제체제와 동향

김찬규 재판관
(PCA)

(3) 2012여수세계박람회 국제세미나 : 여수세계박람회의 비전, Blue Economy
일자/장소

2010. 7. 22
(롯데호텔)

주제

주제발표자

Ocean’s Role and the Human
Initiatives in the Blue Economy

황기형 연구위원(KMI)

Whither US Ocean and Costal
Policy? Ocean Policy Task Force,
NOAA Next Generation Strategic
Plan and Reality

David Fluharty 의장/교수
(미국, NOAA 과학기술 자문
위원회, 워싱턴대학교)

China's Blue Economy Initiative
and its Global and Regional
Implications

Liu Rong-zi
(중국, 국가해양국 해양발전전
략연구소 해양경제연구실장)

The Aspect of Blue Economy in
Ocean and Coastal Policy, Korea
: Past, Present, and Future

고철환 교수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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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아프리카 수산전문가 심포지엄  
일자/장소

2010. 8. 4
(Two Oceans
Aquarium,
Cape Town /
남아공
케이프타운)

628

주제

주제발표자

“Overview of South African Fisheries
and Status of Principal Stocks”
- 남아공의 주요 수산자원 실태

D.W.Japp
(Director, Capfish,cc.)

“Overview of the Economics and
Policies of South African Fisheries”
- 남아공 주요어종(대구등)의 자원 측정,
어획노력, 자원관리 방안

A.Liemen, Ph.D
(Professor, University
of Cape Town)

“Fishing Communities in South Africa
; A Social Perspective”
- 남아공 어촌실태 및 수산정책 현황과 문
제점
- 소규모어업에 대한 수산정책 현안

M.Issacs, Ph.D
(Senior Lecturer,
University of Western
Cape)

“Status of Aquaculture Industry and
Technology Sharing Project in Korea”
- 한국 양식산업의 발전과 기술협력사업
사례 및 추진 방향

J.H.Kim, Ph,D
(Researcher, NFRDI*)

“Current Issues of Korean & African
Fisheries and Cooperation Measures”
- 한국과 아프리카 수산업 실태와 이에 따
른 상호 협력 방향 도출

장홍석 책임연구원
(KMI)

2. 연구 관련 회의

(5) 미래물류기술 국제워크숍
일자/장소

2010. 9. 16
(부산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

주제

주제발표자

철도수송에 있어서의 첨단기술 적용

방연근 수석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Advanced terminal technologies and
how to calculate their impacts

Holger Schütt CEO
(ISL Applications,
Germany)

Applica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in the port of Singapore

Choon Kok Tan 교수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한일 해저터널 개발이 동북아 경제에 미
치는 영향

최성호 교수(경기대학교)

(6) 2010년 한·중 해양경제 세미나
일자/장소

2010. 10. 13
~ 10. 15
(중국 산동
사회과학원)

주제

주제발표자

KMI 및 산동사회과학원
해양경제연구소 각 1인

해양 신산업분야 한·중 협력방안

(7) KMI 중국 지역물류 세미나
일자/장소

2010. 10. 14
(대련
푸리화호텔)

주제

주제발표자

중국 동북지역의 물류발전전망과 투자 여건

왕눠 부원장/교수
(다롄해사대 항운발전연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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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물류 환경변화와 평택항 활성화 국제세미나
일자/장소

2010. 10. 25
(평택대학교
국제세미나장)

주제

주제발표자

한국 물류항만정책의 방향

강범구 항만정책관(국토해양부)

평택항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김범중 본부장(KMI)

동아시아의 물류에 대한 일본의 현황
과 전망

河野公洋 教授
(일본 岐阜聖德学園大学)

중국시장을 고려한 브랜드의 고객인
식 측정과 관리 : 항만 브랜드 제고를
위한 방법론

최필성 교수(중국 칭화대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월드포트
로테르담항

Maurice Jansen 학장
(네덜란드 STC-해사대학)

한국 항만개발정책의 제도로 해석한
평택항의 현재와 미래

이동현 교수(평택대학교)

(9) 중국 현지 물류전문가 세미나
일자/장소

2010. 10. 27
(상하이 하이톤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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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발표자

장강 하류지역 물류산업의 발
전현황 및 도전

링궈롱 교수
(상하이 해사대학 물류연구센터)

중국 장강 중상류 지역 물류산
업 발전의 현황과 도전

왕창치용 교수
(우한이공대학)

2. 연구 관련 회의

(10) KMI 중국 지역물류세미나
일자/장소

2010. 10. 29
(청뚜 카핀스키호텔)

주제

주제발표자

중국 중서부지역의 물류발전전망과
투자 여건

장찐 원장/교수
(서남교통대학교 물류학원)

청뚜/충칭 공동물류센터 현황과
발전 전략

임성환 관장
(KOTRA 청뚜 무역관)

(11) 2011 세계해운전망 국제포럼(세계해운 주요 이슈와 발전전략)
일자/장소

2010. 11. 25
(한국경제신문
다산홀)

주제

주제발표자

주요원자재(Oil, Iron ore, Coal) 수출입
동향과 전망

강유진 Korea PDS 물가
분석팀 팀장

2011 세계해운시황 변동요인과 전망

김우호 부연구위원

세계 선박금융 동향과 전망

Martijin van Tuylsvp
DVB Bank

2011, 선박관리 기회와 도전

Arjen Uytendaal
객원교수
네덜란드 국제 물류대학

해운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발전 전략

임종관 연구위원
(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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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계화와 해양법”워싱턴 국제회의
일자/장소

2010. 12. 1
~ 12. 3
(메리어트
메트로센터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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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발표자

“Impact of Surging Shipowners’Liability and
Compensation on P & I Insurance

박범식
(한국 P&I CEO)

New Developments in the Arctic

Erik Franckx
(벨기에 Vrije대학)

A New Role For the IMO: Ship-source GHG
Emission Trading

Nilufer Oral
(터키 이스탄불
Bilgi 대학)

Maritime Terrorism and the Law of the Sea:
Basic Principles and New Challenges

Robert Beckman
(싱가포르 대학)

Brandishing "Legal Tools" in the Fight
Against Piracy and Armed Robbery at Sea

James Kraska
(미 해군대학)

Predicting Piracy: Can We Anticipate the
Future of Maritime Crime?

Pyeatt Menefee
(버지니아대학
COLP)

Islands or Rocks, Is that the Real Question?
Towards a Consistent Trend in the Treatment
of Islands in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Clive Schofield
(호주 울릉공 대학)

How Much Can a Rock Get? A Reflection
from the Okinotorishima Rocks

Julia Xue
(중국 해양대학
해양법연구소)

"Policing the Sea and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Kuen-chen Fu
(상해 교통대학
해양법정책연구소)

2. 연구 관련 회의

일자/장소

2010. 12. 1
~ 12. 3
(메리어트
메트로센터
호텔)

2010. 12. 1
~ 12. 3
(메리어트
메트로센터
호텔)

주제

주제발표자

Recent Developments in Enhancing Safe
Navigation in the Arctic

Ashley Roach
(전 미국무부 법률자
문)

National Measures for the Safety of
Navigation in Arctic Waters: Article 234 and
Canada

Ted McDorman
(캐나다 빅토리아 대
학)

New Challenges in Marine Sciences: The Role
of IOC

Javier Valladares
(국제해양학위원회
의장)

Reconciling the Regulatory Requirements
Governing Vessel-based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European Union with the
Ecosystems Approach to Marine Resource
Management

Ronán Long
(Galway 대학
해양법정책센터)

The Law and Practice Relating to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Northeast Asia

유기준
(외교부 유엔대표부
참사관)

Emerging Oceans Policy Issues

James W. Houck
(미 해군중장)

Deepwater Horizon and the Arctic: Is There a
Need for International Regulation?

Larry Mayer
(뉴 햄프셔 대학
연안해양지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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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회 한·중·일 교통물류 발전 포럼
일자/장소

2010. 12. 2
~ 12. 3
(소피텔 항조우
리조트호텔)

주제

주제발표자

한국의 물류정보시스템과 NEAL-Net 역할 제고
방안

김칠호 사무관
국토해양부

물류기업 입장에서의 NEAL-Net 역할 제고

현대유엔아이
이진석 차장

동북아 막힘없는 녹색순환 물류체계 구축방안
-리턴어블 파렛트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
원 이성우 실장

한중일 물류 발전 포럼 막힘 없는 물류

케이엘넷
안경림 박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물류정책

한국교통연구원
민연주 박사

RFID 기반의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구축

여수지방해양항만
청 김영채 주무관

효율적인 글로벌 물류보안을 위한 지능형 컨테이너

동아대학교
최형림 교수

(14) KMI 중국 지역물류세미나
일자/장소

2010. 12. 10
(선전시
Sunshin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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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발표자

중국 화남(주강삼각주 포함)지역의 물류발전전망
과 투자 여건

먀오리신 교수
(칭화대학교 선전
대학원)

중국물류 진출 애로요인과 극복방안

김영제 지부장
(하나로TNS 홍콩
지부)

2. 연구 관련 회의

(15) 2010년 한·아프리카 수산포럼 창립 및 기념 심포지엄
일자/장소

2010. 12. 10
(대한상공회
의소)

주제

주제발표자

Korea-Africa Fisheries
Cooperation and Economic Effects

Hyun-Pyo Hong
(Director, KMI, Korea)

Current Issues and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s in Ghana

P. Bannerman (AG Deputy
Director, MFAMFRD, Ghana)

Current Issues and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s in Angola

A.D.C.Duarte
(General Director, IAA,
Angola)

Current Issues and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s in South
Africa

M. Isaacs (Professor, UWC,
Republic of South Africa)

Financial Measures for KoreaAfrica Fisheries Cooperation

V. Kaczynski
(Professor, WSU, USA)

Current Issues and Measures for
Development of FAO-Africa

R. Metzner (Fishing
Planning Analyst, FAO)

(16) 인도네시아 해양물류·인프라 투자설명회
일자/장소

2010. 12. 13
(대한상공회의소)

주제

주제발표자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손기태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네시아 물류시장 잠재
력과 기업 진출 방안

이성우 실장(KMI)

인도네시아 100대 물류·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계획

Mr. Bastary Pandji Indra 국장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인도
네시아 진출·투자가이드

김관묵 부관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카르타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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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하이 물류 CEO포럼
일자/장소

2010. 12. 21
(상하이 홍교영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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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우리기업의 장강물류시장 활용방안

주제발표자

김범중 본부장(KMI)

3. 연수 프로그램

3. 연수 프로그램
■ 국내연수 프로그램
1) 해양아카데미 제2기 교원 직무연수
• 연수실시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 연수기간 : 2010. 1. 12 ~ 2010. 1. 15 (3박 4일간)
• 장소 :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 연수 참가대상 및 인원 : 전국 초·중·고 교원 40명 참석
일시/장소

2010. 1. 12 ~ 1. 15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강의명 및 내용

강사

해양일반 및 해양 환경
- 해양의 일반적인 내용
- 해양의 기능 등
- 해양환경, 갯벌 환경 등

김은수

해양과학
- 해양자원개발, 해양에너지개발
- 기후변화 대응기술 등
- 극지 개발 기술 등

김웅서

해양문화
- 해양전통, 어촌문화
- 해양축제, 국제해양이벤트 등

주강현

해양력/해양사
- 동서양 해양사 등
- 해양력 제고 방안 등

김주식

해양정책
- 해양관할권 및 해양분쟁 사례
- 바다로 간 쓰레기, 허베이스피리트 사고
- 해양생물/무생물 자원관리
- 해양관련 국제기구

조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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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2010. 1. 12 ~ 1. 15

강의명 및 내용

강사

수산업
- 수산업 개관
- 어구어법
- 어촌사회 및 어항 등

신영태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정봉민

해양관광
- 해양/어촌/도서관광
- 해양관광서비스정책, 2012 여수엑스포 등

김성귀

독도, 해양국제협력
- 독도의 수호 내용
- 유엔해양법 관계(주변관할권 등)
- 해양국제협력 관계 등

박희권

해양직업
- 해양 관련 직업의 종류
- 해양직업 선택을 위한 진로지도 방법 등

신영태

2) 해양아카데미 제3기 교원 직무연수
• 연수실시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 연수기간 : 2010. 1. 19 ~ 2010. 1. 22 (3박 4일간)
• 장소 :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 연수 참가대상 및 인원 : 전국 초·중·고 교원 40명 참석
일시/장소

2010. 1. 19 ~ 1. 22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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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명 및 내용

강사

해양일반 및 해양 환경
- 해양의 일반적인 내용
- 해양의 기능 등
- 해양환경, 갯벌 환경 등

김은수

해양과학
- 해양자원개발, 해양에너지개발
- 기후변화 대응기술 등
- 극지 개발 기술 등

김웅서

3. 연수 프로그램

일시/장소

2010. 1. 19 ~ 1. 22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강의명 및 내용

강사

해양문화
- 해양전통, 어촌문화
- 해양축제, 국제해양이벤트 등

주강현

해양력/해양사
- 동서양 해양사 등
- 해양력 제고 방안 등

김주식

해양정책
- 해양관할권 및 해양분쟁 사례
- 바다로 간 쓰레기, 허베이스피리트 사고
- 해양생물/무생물 자원관리
- 해양관련 국제기구

조동오

수산업
- 수산업 개관
- 어구어법
- 어촌사회 및 어항 등

신영태

해운산업
- 주요 해운물류강국
- 메가항만 및 초대형컨테이너선
- 수산 발달, 수산업의 현재, 미래 등

정봉민

해양관광
- 해양/어촌/도서관광
- 해양관광서비스정책, 2012 여수엑스포 등

김성귀

독도, 해양국제협력
- 독도의 수호 내용
- 유엔해양법 관계(주변관할권 등)
- 해양국제협력 관계 등

박희권

해양직업
- 해양 관련 직업의 종류
- 해양직업 선택을 위한 진로지도 방법 등

신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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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아카데미 제4기 교원 직무연수
• 연수실시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 연수기간 : 2010. 8. 10 ~ 2010. 8. 13 (3박 4일간)
• 장소 :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 연수 참가대상 및 인원 : 전국 초·중·고 교원 37명 참석
일시/장소

2010. 8. 10 ~ 8. 13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640

강의명 및 내용

강사

해양일반 및 해양 환경
- 해양의 일반적인 내용
- 해양의 기능 등
- 해양환경, 갯벌 환경 등

김은수

해양과학
- 해양자원개발, 해양에너지개발
- 기후변화 대응기술 등
- 극지 개발 기술 등

김웅서

해양문화
- 해양전통, 어촌문화
- 해양축제, 국제해양이벤트 등

주강현

해양력/해양사
- 동서양 해양사 등
- 해양력 제고 방안 등

김주식

해양정책
- 해양관할권 및 해양분쟁 사례
- 바다로 간 쓰레기, 허베이스피리트 사고
- 해양생물/무생물 자원관리
- 해양관련 국제기구

조동오

수산업
- 수산업 개관
- 어구어법
- 어촌사회 및 어항 등

신영태

해운산업
- 주요 해운물류강국
- 메가항만 및 초대형컨테이너선
- 수산 발달, 수산업의 현재, 미래 등

정봉민

3. 연수 프로그램

일시/장소

2010. 8. 10 ~ 8. 13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강의명 및 내용

강사

해양관광
- 해양/어촌/도서관광
- 해양관광서비스정책, 2012 여수엑스포 등

김성귀

독도, 해양국제협력
- 독도의 수호 내용
- 유엔해양법 관계(주변관할권 등)
- 해양국제협력 관계 등

박희권

해양직업
- 해양 관련 직업의 종류
- 해양직업 선택을 위한 진로지도 방법 등

신영태

4) 해양아카데미 제5기 교원 자율연수
• 연수실시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 연수기간 : 2010. 8. 17 ~ 2010. 8. 20 (3박 4일간)
• 장소 :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 연수 참가대상 및 인원 : 전국 초·중·고 교원 33명 참석
일시/장소

강의명 및 내용

강사

해양일반 및 해양 환경
- 해양의 일반적인 내용

김은수

- 해양의 기능 등
- 해양환경, 갯벌 환경 등
2010. 8. 17 ~ 8. 20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해양과학
- 해양자원개발, 해양에너지개발
- 기후변화 대응기술 등

김웅서

- 극지 개발 기술 등
해양문화
- 해양전통, 어촌문화

주강현

- 해양축제, 국제해양이벤트 등

2010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641

제6장 연구 관련 및 자원 사업

일시/장소

강의명 및 내용

강사

해양력/해양사
- 동서양 해양사 등

김주식

- 해양력 제고 방안 등
해양정책
- 해양관할권 및 해양분쟁 사례
- 바다로 간 쓰레기, 허베이스피리트 사고

조동오

- 해양생물/무생물 자원관리
- 해양관련 국제기구
수산업
- 수산업 개관
- 어구어법

신영태

- 어촌사회 및 어항 등
2010. 8. 17 ~ 8. 20

해운산업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 주요 해운물류강국
- 메가항만 및 초대형컨테이너선

정봉민

- 수산 발달, 수산업의 현재, 미래 등
해양관광
- 해양/어촌/도서관광

김성귀

- 해양관광서비스정책, 2012 여수엑스포 등
독도, 해양국제협력
- 독도의 수호 내용
- 유엔해양법 관계(주변관할권 등)

박희권

- 해양국제협력 관계 등
해양직업
- 해양 관련 직업의 종류
- 해양직업 선택을 위한 진로지도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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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태

3. 연수 프로그램

5) 제1회 고위급 교원 연수
• 연수실시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 연수기간 : 2010. 11. 15
• 장소 :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 연수 참가대상 및 인원 : 전국 고위급 교육 관리자 30명 참석
일시/장소

2010. 11. 15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강의명 및 내용

강사

해양법과 독도 영유권

박희권

독도의 역사적 조명

현대송

독도의 자연환경

박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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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수 프로그램
1) 해양환경정책 국제교육훈련 사업 (고위급)
• 연수실시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 연수기간 : 2010. 6. 28 ~ 7. 2 (4박 5일)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 연수참가국 및 인원 : 라오스(2명), 말레이시아(1명), 베트남(2명), 인도네시아(2명),
중국(3명), 캄보디아(4명), 태국(2명), 필리핀(2명), 총 18명 참석
일자/장소

2010. 6 .28
~ 7. 2
(서울교육
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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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주제

강사

향후 한국의 해양환경 정책

서병규 정책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과)

국제 해양환경관리 동향

에릭 아들러 조정관
(COBSEA)

해양과학기술 R&D 사업의 운영 및 관리시스템

서경석 팀장
(KIMST 연구전략팀)

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MEIS)의 내용과 특성

김윤관 사장
(E&WIS)

연안통합관리제도(ICM)

낸시 버마스 총괄과장
(PEMSEA)

성공적인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정책 시사점
-한국의 경험 및 전망 공유-

남정호 실장 (KMI)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요 및 추진현황

김영소 과장 (여수세계박
람회 조직위원회)

한국의 연안관리 -연안침식대응을 중심으로-

조창선 주무관 (국토해양부)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 배경

장원근 부연구위원(KMI)

해양 생물산업 -해양생물공학적관점에서-

김승일 박사 (한국기초과
학지원연구원)

해양수산부분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방안

황진환 교수(동국대)

3. 연수 프로그램

2) 해양환경정책 국제교육훈련 사업 (실무급)
• 연수실시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 연수기간 : 2010. 7. 12 ~ 7. 16 ( 4박 5일)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 연수참가국 및 인원 : 라오스(2명), 말레이시아(2명), 베트남(6명), 인도네시아(2명),
중국(3명), 캄보디아(3명), 태국(1명), 필리핀(2명), 총 21명 참석
일자/장소

2010. 7. 12
~ 7. 16
(서울교육
문화회관)

강의주제

강사

한국의 해양환경정책 개관

임월시 사무관
(국토해양부)

중국 샤먼의 ICM 동향

홍화셍 교수
(샤먼대학교)

해양과학기술 R&D 사업의 운영 및 관리시스템

서경석 팀장
(KIMST 연구전략팀)

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MEIS)의 내용과 특성

김윤관 사장(E&WIS)

성공적인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정책 시사점
-한국의 경험 및 전망 공유-

남정호 실장(KMI)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요 및 추진현황

김정화 사무관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한국의 연안침식관리

김종덕 실장(KMI)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 배경

장원근 부연구위원
(KMI)

해양 생물산업 -해양생물공학적관점에서-

김승일 박사(한국기초
과학지원연구원)

해양수산부분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방안

황진환 교수
(동국대학교)

보호지역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현 팀장(경기관광공사
DMZ 평화생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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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MI 해양정책포럼
1) 2010년 1차(제102회)
일자/장소

특강주제

초청연사

2010. 3. 11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한국의 해양외교 - 독도문제 포함

박희권 본부대사
(외교통상부)

일자/장소

특강주제

초청연사

2010. 9. 30
(신라호텔)

우리나라 물류산업 발전 방향과
과제

현기환 국회의원

일자/장소

특강주제

초청연사

2010. 12. 16
(신라호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와 해양산업
발전방향

강동석 위원장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2) 2010년 2차(제103회)

3) 2010년 3차(제1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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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연구협력기관

5. 국내외 연구협력기관
■ 총 64개 기관 : 국외 27개 기관, 국내 37개 기관(2011년 3월 현재)
구분

기관명

주요 협정내용

Joint Marine Policy Center 운영
해양수산분야 공동연구
연구인력 개발 교육 운영
기술정보의 교환

체결일

국외

로드아일랜드대(미국)

•
•
•
•

국외

STC(네덜란드)

• 해운물류, 항만분야 공동연구
•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ʼ98. 4. 22

국외

UN ESCAP

•
•
•
•

ʼ98. 12. 11
∼

국외

Pt.Artakon Dinamika
Bersama
(인도네시아)

• 관세분야 공동연구
• 관련정보의 상호 공유

ʼ02.4.26
∼

국외

제노바대(이탈리아)

• 물류, 교통분야 공동연구
•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ʼ06. 3. 7
∼

국외

PEMSEA

• 동아시아 지역 환경관리분야 공동연구
• 세미나, 워크숍 공동개최
• 해상 관리 경험의 공유

ʼ06. 5. 9
∼
ʼ06. 12

국외

교통과학연구원(중국)

• 해운물류, 항만분야 공동연구
• 세미나, 워크숍 공동개최
• 공동연구, 세미나 지원과 참석

ʼ06. 7. 27
∼

국외

수운과학연구소(WTI)
(중국)

• 해운, 항만, 물류분야 상호협력 강화
• 자료 및 학술정보의 공유
• 프로젝트, 워크숍, 세미나 자문

ʼ06. 7. 28
∼

국외

대련해사대(중국)

• 해운, 항만, 물류분야 연구 및 자문
•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물류관련 교육

ʼ06. 7. 29
3년유효
자동3년연장

아·태지역 관련 협동연구
Steering Committe의 정례화
연구인력 교환프로그램 운영
워크숍, 세미나, 포럼의 조직과 개최

ʼ9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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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명

주요 협정내용

체결일

ʼ06. 11. 15
5년유효
동의하연장

국외

상해수산대(중국)

•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 학술정보, 기술정보의 상호공유

국외

대련수산대(중국)

• 인력의 상호교류 및 교육훈련
• 학술정보, 기술정보의 상호공유

ʼ06. 11. 16
5년유효
동의하연장

국외

해상안전기술연구원
(NMRI) (일본)

• 연구시설 및 자료 상호 이용
• 정보자료 및 시설 공유
• 일본-한국-중국의 물류 협력 지원
과공동연구

ʼ07. 1. 31
∼

국외

베이징교통대학(중국)

• 인력의 상호교류 및 교육훈련
• 학술정보, 기술정보의 상호공유

ʼ07. 4. 5
5년유효
동의하연장

국외

Barcelona Official
Chamber of
Commerce, Industry
& Navigation(스페인)

• 상호 공동 연구 및 공동 학술행사 개최
• 인력의 상호교류 및 자료 교환

ʼ07. 6. 6
∼
ʼ10. 6. 30

국외

워싱턴대(미국)

• 상호 공동 연구
• 연구인력 상호교류
• 학술행사 개최 시 상호교류·협력

ʼ08. 4. 21
∼

NMRI(일본)
WTI(중국)

• 기존 MOU 체결 3개 기관 합동 체결
• 해운, 항만, 물류분야 상호협력 강화
• 상호 이익증대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포럼 개최

ʼ08. 4. 28
3년유효
동의하연장

국외

YSLME(GEF/UNDP)

• 학술정보, 기술정보의 상호공유
• 연구활동 계획 상호 교환
• 학술행사 개최 시 상호교류·협력

ʼ09. 3. 31
∼

국외

국가경계위원회(CNB)
(베트남)

• 상호 학술교류 활동
－－ 해양경계 획정, 해양수산 정책 등
• 해양수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 등

ʼ09. 6. 4
3년유효
동의하연장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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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연구협력기관

구분

기관명

주요 협정내용

체결일

국외

• 상호 학술정보 교환
해양정책연구재단(일본) • 연구인력 상호교류
• 학술행사 개최 시 상호교류·협력

'09.9.24
3년유효
동의하연장

국외

상해해사대(중국)

• 연례 학술행사 개최
• 인력의 상호교류 및 자료 교환
• 상호 학술교류 활동

ʼ09. 12. 15
5년유효
동의하연장

국외

도로과학연구원(중국)

• 학술행사 정기적 개최
• 연구인력 학술정보 상호교류
• 상호 공동 연구

ʼ09. 12. 17
3년유효
자동연장

국외

COMI(샤먼대)(중국)

• 국제 워크숍 공동개최

ʼ10. 3. 15

국외

COBSEA

• 국가정책 발전을 위한 협력
• 자료와 정보 공유

ʼ10. 4. 14
∼
ʼ13. 12. 31
2년자동연장

국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
대학원(SAIS) (미국)

• 협동연구과제 수행
• 국제컨퍼런스 개최
• 결과물 발간

ʼ10. 10. 29
1년간
연장가능

국외

샤먼대(중국)

• 연구인력 상호교류
• 워크숍 및 심포지엄 공동개최
• 자료와 정보 공유

ʼ10.10 . 29

국외

VASI(베트남)

• 상호 공동 연구
• 학술행사 개최
• 자료와 정보 공유

ʼ10. 11. 3

국외

Rhodes Academy
of Oceans Law and
Policy(버지니아대)
(미국)

• 선진 교육경험 상호 제공
• 교수 및 학생선발 협조

ʼ10. 12. 3
1년간
연장가능

FAO

• 전 세계 연안 및 도서국가 대상 공동
연구 및 협력사업
－－ 각종 워크숍, 세미나,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수행
－－ 협력에 필요한 컨설턴트의 상호
교류

ʼ11. 2. 11
5년간
연장가능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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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외

기관명

국립극동수산기술대학
(러시아)

구분

기관명

주요 협정내용

체결일

• 공동 연구를 포함한 학술 협력
• 연구 및 학술행사 상호 초청 등 교류협력
• 수산분야 기술적인 정보 공유

ʼ11. 2. 24
5년간
-

주요 협정내용

체결일

ʼ03. 9. 1
∼

국내

한국무역협회

• 국제해사물류 전문인력 양성교육
공동수행

국내

국립수산과학원

• 수산분야 공동연구
• 연구시설 및 자료 상호 이용

ʼ04. 2. 27
∼

국내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 관련 공동연구
• 정보자료 및 시설 공유
• 항만운영에 관한 인력 양성

ʼ04. 9. 7
∼

국내

부경대학교

• 수산, 해양분야 공동연구 및 조사
• 교수 및 연구원의 학술적 교류
• 상호 초청 강연 및 자문

ʼ06. 4. 13
5년유효
1년씩 자동 연장

국내

인천항만공사

• 연구과제의 공동개발 및 연구
• 학술정보, 경영정보 등의 상호교환

ʼ06. 5. 26
2년유효 매년
효력연장

국내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수산인력개발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 ‘해양수산연구관련기관협의회’운영
• 해양수산분야 공동연구과제
발굴·수행
• 해양수산 현안문제 공동대처 활성화

ʼ06. 6. 30
∼

국내

케이엘넷

• 물류정보화 사업에의 공동협력
• 물류관련 자료 및 정보의 교류·교환

ʼ06. 7. 21
3년발효
매년연장

국사편찬위원회

• 독도관련 공동연구 및 조사
• 교수 및 연구원의 학술교류
• 상호 초청 강연 및 자문

ʼ06. 9. 18
5년유효
1년씩 자동연장

중앙대학교

•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 교류
• 학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호 교환
• 연구과제의 공동개발, 연구 및 지도

ʼ06. 11. 14
2년유효
매년 효력연장

국내

국내

650

5. 국내외 연구협력기관

구분

국내

기관명

주요 협정내용

• 상호 공동 연구 및 공동 학술행사 개
(사)해양산업발전협의회 • 인력의 상호교류 및 자료 교환
• 정보자료 및 시설 공유

체결일

ʼ07. 1. 25
∼

경상북도

• 독도 관련 역사·학술 자료 발굴·조
사를 위한 공동 노력
• 해양정책개발 및 계획 수립과 관련한
정책 연구 지원

ʼ07. 2. 5

해양경찰청

• 독도관련 정보제공 등 기타 해양관련
분야에 관한 교류 활성화
• 소속직원 및 연구원의 교류,
상호초청 강연 및 자문
• 각종 출판물의 교류

ʼ07. 4. 12
2년유효
매년
효력연장

국내

한국해양대학교

• 교수 및 연구원의 학술적 교류
• 공동 연구 및 조사
• 학술 출판물의 교류

국내

한국지구관측센터

• 인공위성영상 판독사업의 원활한 수행
을 위한 인공위성 영상자료 이용
• 원격탐사자료 활용

국내

국립공원관리공단
국토연구원
• ‘서해유류유출 환경대책포럼’공동운영
충남발전연구원
ʼ08. 02. 15
•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에 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년유효
한 정책대안 공동제안, 분야별 연구, 상
한국법제연구원
협의하연장
호 협조 및 정보자료 제공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내

• 해양분야 국가아젠다 발굴 및 공동 대응
• 공동 연구사업 발굴 및 수행
ʼ08. 12. 05
•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해양협력사업
∼
추진 등

국내

국내

한국해양연구원

'07.6.22
5년유효
1년씩 자동연
장
ʼ07.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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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명

주요 협정내용

체결일

한국원양산업협회

• 관련 분야 공동 연구 및 조사
• 관련 자료와 정보의 제공
• 각종 출판물, 간행물의 교류

ʼ09. 04. 07
2년유효
1년씩
자동연장

한국연안협회

• 관련 분야 공동 연구 및 조사
• 관련 자료와 정보의 제공
• 각종 출판물, 간행물의 교류

ʼ09. 09. 18
2년유효
1년씩
자동연장

한경대학교

• 남북한 수산협력사업 공동 연구
ʼ09. 09. 21
• 서해 해양개발, 해양자원 활용 및 수
5년유효
산가 공기술 개발 등에 관한 공동연구
1년씩 자동연
및 조사
장
• 한경대 해양정책 및 물류과정 교육지원

목포해양대학교

• 해양 및 수산 분야의 학술 교류
• 공동연구 및 조사
• 학술정보 및 출판물의 상호 교환

국내

한국정치학회

• 해양 관련 국가전략의 연구 및 조사
ʼ09. 10. 15
• 해양 관련 공동 연구사업의 발굴 및
2년유효
수행
1년씩
• 학술회의 개최 및 자문
자동연장

국내

국토해양인재개발원

• 교육·연구 교류협력 및 상호 자문
• 강의·세미나 등에 전문인력 지원
• 연구 및 세미나 등에 교육훈련 연계

국내

광양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광양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확대 ʼ10. 01. 08
지정
2년유효
•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조
협의하
• 기타 세 기관 간 발전에 필요한 사항
연장가능

국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한국해양연구원

• 상호 협력 체계 구축
• 학술정보 및 기술자료 협력

국내

국내

국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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ʼ09. 09. 30
5년유효
1년씩
자동연장

ʼ09. 12. 01
∼

ʼ10. 03. 30
∼
조직위원회
청산시

5. 국내외 연구협력기관

구분

기관명

주요 협정내용

체결일

평택대학교

• 공동연구 및 조사
ʼ10. 08. 23
•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 5년 유효
개최
1년간 자동연장

한국국제협력단

• 개도국에 대한 해양수산 분야 무상기
ʼ10. 10. 15
술협력 사업의 발굴·시행 및 평가
2년 유효
• 개도국에 대한 해양수산 분야 개발협
1년간 자동연장
력을 위한 공동연구 또는 위탁연구

국내

인천발전연구원

ʼ10. 11. 23
• 공동연구 및 조사
•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 3년 유효
1년간 자동연장
개최

국내

인천대학교

• 해양, 물류분야 인적, 물적 교류
• 연구, 교육분야 상호 교류협력
• 정보 교류와 공동 행사 개최

국내

국내

ʼ10. 12. 9
2013년 12월
말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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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연번

연구자

학술지

게재
시기

비고

1

Carrying Capacity of an
uninhabited island off the
southwestern coast of Korea

남정호
장원근
외

Ecological
Modelling

2010.06.

2

A resilience-based approach for
comparing expert preferences
across two large-scale coastal
management programs

남정호
장원근
외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2010.09.

3

Does Self Management in
Fisheries Enhance Profiterbilty?
Examination of Korea s Coastal
Fisheries

이정삼
류정곤
김대영
외

Marine
Resource
Economics

2010.03. SCI

4

The evolution of coastal
wetland policy in developed
countries and Korea

김성귀

Ocean &
Costal
Management

2010.09.

5

Designation processes for
marien proteced areas in the
coastal wetlands of South Korea

남정호
장원근
최희정
외

Ocean &
Coastal
Management

2010.11.

6

Centrality and vulnerablility
in liner shipping networks:
revisiting the Northeast Asian
port hierarchy

이성우
외

Maritime
Policy and
Management

2010.01.

박문진
외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Affiars and
Fisherie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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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

Report on combating Somali
piracy

기타
국제
2010.06.

1.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연번

논문 제목

연구자

학술지

게재
시기

홍현표
김봉태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Affiars and
Fisheries

2010.06.

Short-term perspective
strategy for recent challenges
in the Korean port industry

전찬영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Affiars and
Fisheries

2010.06.

10

The positive externality of port
calling - A case study of Busan
Container Port -

고병욱
김은수
길광수
외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Affiars and
Fisheries

2010.06.

11

A Mixed-Regime Model for Dry
Bulk Freight Market

고병욱

The Asian
Journal of
Shipping and
Logistics

2010.12.

8

9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alysis among major
aquaculture products and
farming types in Korea

비고

기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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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학술지 게재 논문
연번

논문 제목

김 가정 소비 지출의 결정 요인 분석 :
1

658

선택 편의를 고려한 TYPE 2 토빗 모
형을 이용하여

연구자

학술지

게재
시기

이민규
수산경영론집
박은영

2010.01.

2

중국(환발해권) 진출 물류기업의 애로
요인 분석과 개선방안

김범중 해양물류연구

2010.01.

3

우리나라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새로
운 정책방향의 수립 요구

심기섭 물류와 정책

2010.01.

4

중국 세관특수구 제도 특성 분석

이성우 해양물류연구

2010.01.

5

일본물류기업의 국제화에 따른 단계별
전략유형과 시사점

이성우
한일경상논총
외

2010.02.

6

항만산업의 여건변화와 대응방안

전찬영 동아시아물류동향지

2010.02.

7

연근해어업의 동향과 전망

조정희 현대해양

2010.02.

8

운영수입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전찬영 물류와 정책

2010.02.

9

항만하역운반설비 현황과 당면과제

최상희 해양과 조선

2010.02.

10

벡터자기상관 모형을 이용한 건화물선
시장 분석

임종관
김우호 해운물류연구
고병욱

2010.03.

11

델파이를 이용한 도시재생 연구개발사
업의 기술수준 진단과 전망

이민규 서울도시연구

2010.03.

12

해체기법을 적용한 어촌체험마을조성
사업의 성과분석

김봉태 수산정책연구

2010.03.

13

우리나라 그린포트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김근섭 물류와 정책

2010.03.

14

전복 양식업의 현안문제와 정책방향

옥영수 수산정책연구

2010.03.

15

한미 무역구조 유형화를 통한 대미
수출화물 물류패턴 분석

이언경
해운물류연구
외

2010.03.

16

해조류 바이오산업화 실태 및 정책 방향
-해조류 펄프산업을 중심으로-

김대영 수산연구

2010.03.

2. 국내학술지 게재 논문

연번

논문 제목

연구자

학술지

게재
시기

17

해양관할권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해양국가의 입법상의 노력

박영길
법학연구
외

2010.04.

18

일본 넙치의 생산 및 유통구조에 따른
수출전략

백은영 한국도서연구

2010.04.

19

녹색성장, IT신기술, 물류보안

최종희 해양한국

2010.04.

20

국내 제조시설의 항만 중심화 현상 분석

이성우 해양물류연구

2010.04.

21

해외자원개발 수송시장 참여 강화 방안

고병욱 해양물류연구

2010.04.

22

미국의 물류보안 관련 조직 고찰

김찬호 물류와 정책

2010.04.

23

수송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법
체계 개선

전형진 물류와 정책

2010.04.

24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합리적인
평가체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영
류정곤 수산경영론집
이정삼

2010.05.

25

항만민간투자사업 유지보수비 추정
모형 구축

이종필
국토연구
외

2010.06.

26

EU의 해운동맹 폐지정책의 효과 분석
및 시사점

길광수
해운물류연구
고병욱

2010.06.

27

어촌체험관광 활성화로 변화된
어가소득의 변천과정

이승우 현대해양

2010.06.

28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 조치와
2009년 해운산업구조조정 정책의
특성 비교 연구

최영석
박용안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외

2010.06.

29

아프리카 수산업 실태와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

홍현표 수산정책연구

2010.06.

30

어촌관광의 어촌활성화 기여에 관한
소고

이승우 수산정책연구

2010.06.

31

김의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이남수 한국식품유통학회지

2010.06.

32

위안화 절상이 대중국 오징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마창모 수산정책연구

2010.06.

33

양식생산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이민규 해양정책연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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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국내외 논문 발표

연번

논문 제목

연구자

학술지

게재
시기

34

반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의 RMGC
운영방식 비교 분석

김찬호
하태영 한국경영과학회지
외

2010.06.

35

갯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법제도
변화

윤진숙 갯벌연안포럼

2010.06.

36

주요 해양국가의 수역별 해양관할권
제도

박영길
백산학보
외

2010.08.

37

우리나라의 수산물 브랜드, 진단과
처방

주문배 현대해양

2010.08.

38

Imitation Strategy를 이용한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이성우
항만경제학회지
외

2010.09.

39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산업의
당면과제와 향후 정책방향

길광수 해양물류연구

2010.09.

40

부산항과 광양항의 통합운영
방안 연구

김형태 해운물류연구

2010.09.

41

국내 수송산업의 녹색산업화를 위한
정책방안

전형진 해양물류연구

2010.09.

42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지리적 집적
현상에 관한 연구

송주미
해운물류학회지
이성우

2010.09.

43

한중 FTA 국내수산업 대응전략

홍현표 현대해양

2010.09.

44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구조 및 사업체
현황 분석

이헌동 수산정책연구

2010.10.

45

우리나라 활어회의 소비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백은영
수산경영론집
김애정

2010.10.

46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이정삼 수산정책연구

2010.10.

47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향

정명생 농어촌과 환경

2010.12.

48

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설치
를 위한 기초연구

목진용 해사법연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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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학술지 게재 논문

연번

논문 제목

연구자

학술지

게재
시기

49

베이지안 혼합 정규 분포를 이용한
선박 재항시간 분포의 추정

이민규
해양정책연구
김근섭

2010.12.

50

어업인의 건강.안전 실태와 정책 개선
방향

박상우 수산정책연구

2010.12.

51

북극해 어업자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 고찰과 정책적
시사점

엄선희 수산정책연구

2010.12.

5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건화
물선 시장의 동태적 특징 변화에 관한
연구

고병욱 해양정책연구

2010.12.

53

어촌채험관광에 대한 도시민 수요
특성 분석

김봉태 수산정책연구

2010.12.

54

생물경제모형을 이용한 최적생산량
분석

남종오
조정희
한국자원경제학회지
이정삼
외

2010.12.

55

우리나라의 수산분야 ODA 사업 추진
방안

홍현표
정책연구
마창모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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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of 2010

2010. 1. 12~22
KMI 해양아카데미 2.3기 연수과정

664

2010. 1. 19

2010. 1. 25

2010 국제수산전망대회

2010 KMI 물류항만전망대회

2010. 2. 1
2010 부산 해양수산전망대회

2010. 3. 31

2010. 4. 6

2010 해양정책 연례심포지엄

수산업 관측사업 성과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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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7
정책연구협의회(국토해양부)

666

2010. 5. 14

2010. 5. 24~26

수산분야 국제협력 심포지엄

제4차 해상치안 국제컨퍼런스

2010. 6. 28~7. 16

2010. 7. 14

해양환경정책 국제교육훈련

제7대 김학소 원장 취임식

2010. 8. 10~20

2010. 9. 16

KMI 해양아카데미 4.5기 연수과정

미래물류기술 국제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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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30
103회 KMI 해양정책포럼

668

2010. 10. 20

2010. 10. 21~22

북극해세미나

국제법학자대회

2010. 10. 25
국제물류 환경변화와 평택항 활성화 국제세미나

2010. 10. 28

2010. 10. 29

국내물류기업 자원연계 해외진출 방안 세미나

KMI 추계체육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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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2010. 11. 8

2010. 11. 15

KMI-SISI 세계해운전망 국제포럼

KMI 해양아카데미 고위급 교육관리자 연수과정 1기

2010. 11. 24

2010. 11. 25

물류기술포럼 2010 종합세미나

세계해운전망 국제포럼 2011

2010. 12. 10

2010. 12. 13

한-아프리카 수산포럼(KORAFF) 창립 및 심포지엄

인도네시아 물류인프라 투자설명회

2010. 12. 16

2010. 12. 21

104회 KMI해양정책포럼

상해 CEO 물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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