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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1997년 4월 해양수산을 아우르는 국책연
구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15년이 되었으며, KMI가 출범한 지 통산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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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0년 KMI는 「5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세계 일류 해양수산 정
책 연구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해양
수산 분야 국가 신성장 동력 발굴,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
습니다. 아울러 고객의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연구보고서의 품질 향상과 고객 중심의 정보서비
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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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차보고서는 2011년에 KMI에서 수행한 각종 사업과 성과 즉, 연구
과제, 정기간행물, 학술회의, 국내외 학술지 게재실적을 비롯하여 연수
교육 서비스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KMI의 한해 사업
은 국가 정책 연구원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되, 끊임없이 변화하
는 국내외 정세 및 경제 상황에 따라 함께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이 연
차보고서를 통해 저희 KMI의 연구활동뿐만 아니라 ‘독도사전 발간’과
같은 대중적 사업부터 개도국 교육 사업 등의 국제적 사업에 이르기까
지 지난해 달성한 여러 성과를 고객 여러분께서 보다 용이하게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KMI는 앞으로도 혼과 열정을 다해 국책연구원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하
여 국가 발전에 지속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올해 여수 세계박람
회의 성공을 통해 안으로는 해양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밖으로는 해양
강국으로 우뚝 서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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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9.

홍 승 용  제2대 원장 취임

1999.   1. 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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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6. 10.

이 정 욱  제3대 원장 취임

2002.   6.   9.

이 정 욱  제4대 원장 취임

2004.   4.   1.

수산업관측센터 설치

2005.   9. 23.

이 정 환  제5대 원장 취임

2005.  12. 12.

독도연구센터 설치

2005. 12. 20.

해외사무소(중국연구센터) 개소

2006.   5. 10.

해양수산기술관리센터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으로 이관

2006.   8. 30.

항만수요예측센터 설치

2008.   8. 29.

강 종 희  제6대 원장 취임

2009.   7.   1.

해운시장분석센터 설치

2010.   7. 14.

김 학 소  제7대 원장 취임

2.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2. 설립목적
○○ 설립근거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733호, 1999. 1. 29 제정)
－－ 소관부처 :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요 업무 관련 부처 :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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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기능
1) 조사연구 기능
○○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 국내외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 정책의 비교·연구
○○ 해운·항만관련 국제물류 및 복합운송에 관한 조사·연구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2) 해양산업정보 기능
○○ 국내외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산업의 동향과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 국내외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분야 연구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한 해양산업관련 업계·학계·연구기관 및 정부와의
정보교환과 의견수렴

3) 정부위탁사업 수행 기능
○○ 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소비에 관한 관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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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및 인원
○○ 조 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원

장

감 사

대외협력·홍보실

감사실

FTA이행지원센터
부원장

해
운
·
물
류
연
구
본
부

항

해

수

기

경

만

양

산

획

영

연

연

연

조

지

구

구

구

정

원

본

본

본

본

본

부

부

부

부

부

* 상기 조직도 중 점선은 비상임 / 2012년 4월 기준

○○ 인 원
2011. 10. 정규직 기준
구 분

계

원 장

연구직

관리직

현 원
(박사학위자)

106
(48)

1
(1)

87
(46)

18
(1)

※ 수탁용역사업 수행인력 등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약 80여 명 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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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 6. 시설 및 자료

5. 예 산
(단위:백만 원)
수
구

분

입

지
2011 예산

구

분

출
2011 예산

1. 정부출연금

14,416

1. 인 건 비

10,269

2. 자체수입

17,357

2. 연구사업비

19,217

- 수탁용역수입

13,222

- 이자수입

60

- 기타수입

95

- 기타사업수입

10

- 수산발전기금

2,040

- 전기이월금

1,834

계

31,773

- 기관고유사업

2,957

- 일반사업비

6,577

- 수탁용역사업

7,504

- 수산업관측사업

2,040

- 청년인턴십운영

139

3. 경 상 비

1,676

4. 시 설 비

610

계

31,773

6. 시설 및 자료
■건물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빌딩
○○ 임차면적 / 임차기간 : 8,57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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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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
발간주기

간행물명
KMI 연차보고서

연간

비

고

연간 연구성과 요약보고서

해운통계요람
수산해양환경통계
해양정책연구

반년간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영문저널

해양수산

학술정보지

독도연구저널

특별종합지

계간

항만과 산업
KMI 수산동향
해운과 경영
월간
중국 물류리포트

온라인 서비스

KMI 해양산업동향

온라인 서비스

Ocean & Future

영문 뉴스레터, 온라인

KMI 국제물류 위클리

온라인 서비스

KMI 독도·해양영토 브리핑

온라인 서비스

KMI 글로벌 수산포커스

온라인 서비스

주간

격주간

* 「KMI 현안분석」 부정기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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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영목표 체계도

7. 경영목표 체계도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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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5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세계일류의 해양수산 정책연구기관

【1】 국가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해양수산 정책연구기관
중장기
발전목표

【2】 세계 해양수산 정책연구의 허브연구기관
【3】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기관
【4】 규범과 원칙을 지키는 선진경영 연구기관

【1】 국부창출과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선도를 위한 해양수산
신성장동력 발굴
추진전략

【2】 유라시아·태평양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세계 5대 해양강국 실현방안 마련
【3】 G20 국가로서의 국격에 부합하도록 해양수산 발전경험 공유를 통한 글로벌
해양 리더십 강화
【4】 조직구성원의 열정과 창의성 발휘를 위한 기관경영 혁신 및 선진화 추진

경영방침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미래가치 창조』

국민과 함께하는
『고객친화 경영』

열정과 혼이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

3대 경영목표

【목표 1】
5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 해양수산정책 선도

【목표 2】
글로벌 해양 리더십
역량 강화

【목표 3】
기관경영 혁신 및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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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2011년도 연구사업목표
▣ 고부가가치형 해양물류산업 모델 제시를 통한 물류항만 정책의 선진화
▣ 해양환경보전과 개발 이용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통한 녹색성장 실현
▣ 미래지향적 수산업 선진화 방안 제시
▣ 지속가능한 해양기반 경제성장 전략 제시
▣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글로벌 해양정책 수립

2011년도 연구사업 운영방향
◊ 고부가가치형 해양물류산업 모델 제시를 통한 물류항만 정책의 선진화
○○ 글로벌 물류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녹색 물류항만 정책 등 미래 해운항만물류산업 창출방안 제시
◊ 해양환경보전과 개발 이용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통한 녹색성장 실현
○○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선진화를 통한 녹색성장 지원
○○ 해양환경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등 지속가능한 해양관리체계 정비
◊ 미래지향적 수산업 선진화 방안 제시
○○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화 방안 수립
○○ 수산업의 글로벌화 지원 등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 지속가능한 해양기반 경제성장 전략 제시
○○ 신해양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 국가경제 성장기반 구축
○○ 해양과학기술, 해양산업 육성전략 제시를 통한 해양기반 신성장동력 확보전략
제시
◊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글로벌 해양정책 수립
○○ 세계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글로벌 해양전략 수립
○○ 글로벌 해양 주도권 선점 방안 제시를 통하여 품격 높은 선진일류국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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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주요사업

2. 2011년도 주요 사업

기관고유사업

1) 기본연구사업
【 기본연구과제 수행현황 - 총괄 】
2011. 10. 현재
연구부문

해운산업

항만ㆍ물류

해양

수산

계

과제수

5

4

4

7

20

■ 해운산업 연구부문
○○ 미래형 선박을 활용한 신 해양비즈니스 모델 구축 연구
○○ 해양시설물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화 방안
○○ 세계 해상운임 선물거래(FFA) 시장의 국부창출 방안 연구
○○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 해운산업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 항만ㆍ물류 연구부문
○○ 글로벌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한 물류기업 동반진출 방안 연구
○○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
○○ 녹색기술 기반의 미래 항만 개발전략과 효과 분석 -컨테이너터미널을 중심으로○○ 항만 사회간접자본 적정투자규모 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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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연구부문
○○ 국가 해양총생산(GOP) 추계 및 확대 방안 연구
○○ 마리나 서비스 산업의 국부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 취약성 평가모형 연구
○○ 해양자원의 최적이용을 위한 해양공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수산 연구부문
○○ 글로벌 수산시장 진출을 위한 한·아프리카 협력 방안 연구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어항 배후부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글로벌 수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 개선방안
○○ 녹색 신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한 도심지 빌딩 양식산업 도입에 관한 연구
○○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녹색 수산기술 R&D 추진 전략 연구
○○ 우리나라 낚시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상호입어 체제 개선 방안 연구
■ 수시연구과제
○○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수산 현안문제에 대한 심층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 정부정책 모니터링, 정부요청 접수, 내부제안과정 등을 통해 10개 내외 수시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2011.10. 현재 7개 과제 수행 중)

2) 연구관련사업
■ 동향분석사업
○○ 국내외 해양정책·물류항만·수산정책·미래전략 등 주요 해양수산 부문별 동향자료
수집 및 분석
○○ 국내외 해양수산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진단, 파급효과 분석, 대처방안 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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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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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I 해양정책포럼
개최
■ 국제협력사업
○○ 해양정책 공동연구사업, 국제회의 참가 및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3) 연구지원사업
■ 전산개발 및 운영
○○ KMI 홈페이지 텍스트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리
○○ 원내 기 보유 전산장비 및 전산시스템 관리ㆍ유지
○○ KMI 지식경영시스템 관리 및 활성화
■ 간행물 간행 및 홍보
○○ 해양정책연구, 해양국토연구, 세계해운전망, 물류와정책, 수산정책연구 등 간행물
발간
○○ 연구성과물 홍보, 기자간담회 개최 등 대국민·언론 대상 홍보
■ 자료운영 및 관리
○○ 전자도서관(Digital Library)에 소장정보의 Database 구축 및 관리
○○ 해양수산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및 KMI 정보이용 On/Off-Line 회원 관리
○○ 해양수산 관련 국내외 자료·도서의 수집 및 DB 구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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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획사업
○○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및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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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산업 경기예측센터 운영
■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산업 단기·중장기 경기예측모형 개발 및 해
운산업경기예측센터의 상시 운영 등 정부차원의 대응시스템 구축

2) UN ESCAP 국제공동연구사업
■ 국제기구(UN ESCAP)와의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ESCAP 역내외 국가들의 물류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3) 동아시아·태평양 해양정책 공동연구사업
■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복원, 연안재해 등 국제사회 신규 해양이슈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국내 해양정책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PEMSEA), 해양정책 선진국 등과의 정책연구
네트워크 구축

4) 독도·해양영토 연구센터 운영
■ 독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해양영토 패권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 해양 강대
국의 해양영토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
■ 독도 및 해양영토분야의 학술연구사업, 국내외 자료수집 및 분석사업, 국내외 네트워
크 구축사업, 홍보 및 인력양성사업 등 수행

5) 상해연구센터 운영
■ 중국 경제 및 물류동향 자료수집·분석, 중국 물류관련 연구과제 수행, 상해물류포럼
및 워크숍 개최, 중국 진출 우리나라 물류기업에 대한 자문 등의 사업 수행

6)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 항만물동량 변화의 원인분석,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시기적절한
국가 항만개발정책 수립의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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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북아 국제물류 연구협력사업
■ 한중일 3국이 통합물류시장을 형성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항만물동량의 안정적 창출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간 협력방안 도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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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I-KMU 국제물류 학ㆍ연공동연구센터’ 설치·운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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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KMI 해양아카데미 운영
■ 국토해양부가 실시 중인 해양시범학교 운영의 효과적 지원과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1
조에 의거한 국가차원의 해양교육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
■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지식수준 향상, 해양문화 창달을 통한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교육 연수 사업 실시

11) 해양기반 미래 국가 신성장 전략 연구사업
■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신성장 전략의 한 축인 해양 관련 산업을 미래의 성
장동력으로 재정립하여 해양기반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신국부 창출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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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주요사업

12) 미래 물류기술 연구사업
■ 환경 친화적인 녹색물류기술 개발, 국가물류비의 획기적 절감과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첨단물류기술 개발 및 실용화, 하드웨어 물류기술과 소프트웨어적 물류기술의 통합적
육성방안 마련
■ 미래물류기술 공동연구, 산·학·연·관 미래물류기술 네트워크 구축·운영, 글로벌
물류기술 국제협력 및 동향분석,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LTIIS) 구축 수행

13) 해양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위한 국가전략 연구
■ 국내외 해양환경/연안관리분야 공적개발원조 추진현황 분석을 통하여 해양분야 공적
개발원조 추진체계 마련
■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수요분석을 통하여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대상
국가 선정 등 추진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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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용역사업
■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주 받은 정부수탁과제 및 해
양수산 유관단체,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수주 받은 민간수탁과제 등 총 76건 내외 수행

기타사업
1) 수산업관측사업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양식수산물 대상으로 인공위성
등을 활용하여 장·단기 관측정보 제공 및 양식수산물의 유통협약사업 수행
(예산 20.4억 원)
○○ 위탁근거 법률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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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총생산(GOP)
추계 및 확대 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황기형 연구위원
(Tel. 02-2105-2863, e-mail : khhwang@kmi.re.kr)
내부연구자 : 김민수 전문연구원, 안요한 전문연구원, 박문진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해양관련 경제활동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검토하고 국내 해양
부문의 주요 경제지표를 산정하여 제시함으로써, 국내 해양산업의 구조와 국민경제에
서의 위상을 평가하고 해양부문의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조사와 해외 현지출장 조사, 국내외 전문가 자문, 해양기업체와의 워킹그룹
운영, 세미나 개최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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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01

2) 연구의 특징
○○ 해양관련 경제활동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 검토
○○ 국내 해양부분의 주요경제지표를 산정하고 국내 해양산업의 구조분석 및 국민경제
에서의 위상을 평가
○○ 해양부문 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도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본 연구에서는 해양부문을 13개 산업으로 분류하였음
－－ 해양산업 분류체계에 따라 다양한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업 연관표
상의 기본 부문의 산출액과 수입액에서 해양관련 부분을 추정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부문의 분리 및 통합을 통해 해양산업의 중심으로 산업 연관표를
조정하고 해양산업 경제지표를 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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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기준으로 국내 해양부문은 경제 전체에 있어서 산출액 기준으로 4.90%,
부가가치로는 3.75%, 취업자 수에 있어서는 4.79%, 수출에 있어서는 16.15%를 차
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해양산업의 무역 수지는 28조 원 흑자로, 국내 28개 국내 산업 중 ‘수송 장비’와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다음으로 무역 흑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 해양산업의 생산유발효과 최대 109조 원에 이르고, 이러한 생산 유발을 통
해 최대 72조 원의 부가가치를 간접적으로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됨

2) 정책적 기여
○○ 정책 제언을 통해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마련에 기여
－－ 해양산업 발전 잠재력 평가와 정책 구상을 위한 태스크포스 설치
－－ 해양산업에 관한 총 조사 실시 및 혁신 플랫폼 구축
－－ 혁신 친화적 제도 확립
－－ 해양산업 전담부서 설치 등을 정책 제언

3) 기대효과
○○ 해양 경제활동 파악을 통해 해양 및 연안 관리,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 국가 R&D
정책의 수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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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02

글로벌 수산시장 진출을 위한
한·아프리카 협력 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홍현표 연구위원
(Tel: 02-2105-2884, e-mail : hphong@hanmail.net)
내부연구자 : 장홍석 부연구위원, 김수진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박영호 연구위원(KIEP)

1. 연구목적
○○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 기본방향은 한·아프리카 공동기반 구축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목표로 하며, 다음의 세 가지 세부내용을 포함
－－ 아프리카의 빈곤해소 등 MDGs 달성을 위한 수산 ODA 사업 추진
－－ 해외수산자원의 개발 및 확보와 연계한 수산협력 추진
－－ 우회 생산기지 확보 등 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협력 추진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동 연구는 선행 연구, 자료 수집, 현장 조사를 통한 Case-study 방법 등을 활용하
여 유형화하는 ‘발견적 해결방식(heuristic approach)‘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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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접근방법>

2) 연구의 특징
○○ 독창성: 우리의 OECD/DAC 가입 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원조사업과 관련
하여 수산분야에서는 검토·분석되지 못한 ODA 협력을 대상으로 연구
○○ 실용성/현실성: 동 연구는 연구방법의 내용과 같이 현실적인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유형화라는 결과를 도출하므로 실제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에 즉각적인 도입이 가능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아프리카는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 빠져 있으며, 이러한 저개발의 원인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
－－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으로부터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전략적인 대아프리카 경
제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전 세계의 ODA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지역은 아프리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
프리카에 대한 ODA 지원이 낮은 편이며, 수산분야 ODA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음
－－ 우리나라 ODA 중 대아프리카 비중은 12.9%에 지나지 않으며, 수산분야는 우리
나라의 대아프리카 ODA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함
○○ 이러한 현황과 근거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 기본방향은 한·아프리카
공동기반 구축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향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으로 목표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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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02

－－ 첫째, 아프리카의 빈곤해소 등 MDGs 달성을 위한 수산 ODA 사업 추진
－－ 둘째, 해외수산자원의 개발 및 확보와 연계한 수산협력 추진
－－ 셋째, 우회 생산기지 확보 등 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협력 추진
○○ 추진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지며, 수산협력 지원 대상국을 집중하는 것과 동
시에 수산협력 분야를 다양화해야 함
<대아프리카 수산협력 가능 분야와 세부 목표와의 관계>

○○ 자료 수집,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가나, DR콩고, 말라위의 수산업 실태를 분석하여
이들 국가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수산협력을 검토 평가하였음
－－ 가나는 테마 항을 중심으로 다랑어와 다랑어 통조림 가공산업이 발달해 있으나,
테마 항의 시설 낙후와 연안 어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수산물의 수급 안정을 도
모하고 있지 못하여, 어항 증설과 관련한 수산협력이 필요
－－ DR 콩고의 내수면 어업 잠재생산량은 70만 톤이나 전체 수산물 생산량이 24만
톤에 그쳐 생산 잠재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를 활용한 내수면 수산협력 필요
－－ 말라위는 세계 최빈국이며 내수면이 발달해 있어 내수면 양식업에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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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이 가능함
－－ 첫째,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사업도 워싱턴 컨센서스나 베이징 컨센서스와 같
이 명확한 개념 정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수산협력도 이에 기반한 개념으로 이
어져야 함
－－ 둘째, 아프리카의 빈곤해소에 요구되는 수산협력을 위해서는 국내에 이를 수산
분야의 협력사업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나 위원회를 설립해야 함
－－ 셋째, 동시에 수산협력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거나 기존의 ODA 집행기관을 지원
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 넷째, 대아프리카 중점협력국 선정에 수산협력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들도 포함
시킬 필요가 있음
－－ 다섯째, 기존의 대아프리카 수산협력(예, KORAFF)의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가 필요함

2) 정책적 기여
○○ 아프리카 기아 등 빈곤해소
○○ 한국의 해외 원조를 통한 국격 제고
○○ 후발 원조국인 한국에게 있어 수산협력은 창의적이며 차별적인 해외원조의 접근 방
법을 제시

3) 기대효과
○○ 수산분야 ODA의 예산 확보와 대아프리카 수산협력 사업의 확대
○○ 이를 통한 아프리카 빈곤해소와 우리 수산분야의 대아프리카 진출 기여

26

기본연구과제 03

글로벌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한
물류기업 동반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이성우 연구위원
(Tel. 02-2105-2830, e-mail : waterfront@kmi.re.kr)
내부연구자 : 김찬호 부연구위원, 송주미 전문연구원, 오연선 연구원
외부연구자 : Francesco Parola Genoa 대학교 교수, 강준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국내 물류산업이 해외 물류시장의
10% 점유 달성과 이로 인한 국부창출에 기여
－－ 제조기업, 자원개발기업 등과 물류기업 간 효과적인 동반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적인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방향과 대안 마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물류기업 동반진출 사례분석 및 문제점 진단
○○ 일본, 중국 및 유럽의 동반진출 지원제도 및 사례 분석
○○ 물류기업 동반 진출 기대효과 분석
○○ 물류관계자 대상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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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동반진출 시의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추진 계획을 통해
우선 추진사업, 중심 추진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물류기업과의 동반진출에 대한 인식부족, 화주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물류기업의
정보포착 미비, 해외진출 초기 단계에서 물류기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요구 및 여타
화주 마케팅 제약 등이 동반진출 부진 원인
－－ 이외에 국내 물류기업은 현지운송 및 통관 등에서는 현지기업에 비해, 포워딩
및 해외운송 등에서는 글로벌기업에 비해 경쟁 열위에 있다는 점과 정부의 동반
진출 지원 정책 부족 등도 있음
○○ 일본은 상사참가형 진출로 상호 경영자원을 보완하여 일본적 기업우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럽은 각종 네트워크 및 정보 제공, 성공사례 발굴 및 공유 등의 간접적인
지원방식과 기업보조금 제공 등의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모두 실시 중
○○ 물류기업 동반진출 활성화 방안 제시
－－ 글로벌화 강화: 물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금 조성, 글로벌 물류 Agent 육
성 프로그램 개발, 해외투자자금 조달금리 우대, KMI 내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기능 확대 및 강화 필요
－－ 역량 제고: 산업물류 및 지역물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현장 범용형 물류인력
수급 및 양성, 외국인력 도입확대, 중소물류기업 전문화·특성화 지원전략 수
립, Best Practice 홍보 프로그램, 물류기업 사회기술 분야 R&D 확대, 경영자
문관 지원 프로그램, 일본 우수기술자 자문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등
－－ 동반진출 활성화: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
련, 물류 한상네트워크 구축 지원, 물류기업 해외 지사화 동반진출 지원제도, 국
내 중소물류기업 간 해외진출 공동브랜드 활용, 중계회사 연계 JV제도 활성화,
국제물류분야 동반진출 협의체 구성, 동반진출 수출금융 및 보증보험 지원, 조
세감면 등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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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물류기업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

3) 기대효과
○○ 물류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및 국내 기업과의 거래를 통한 경제적 효과 발생
－－ 해외진출 기업의 물류서비스 일부를 동반진출한 한국 물류기업이 맡게 되면 한
국 물류기업에 약 1.5조~2.4조 원 규모의 생산파급효과가 발생하며, 한국기업
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국내 생산파급효과는 약 3.5조 원 규모
○○ 국부창출 및 글로벌 경제 영토 확대에 기여
○○ 국내 물류산업 구조개선, 개별 기업들의 역량 제고 및 경영 기반 개선을 통해 우리
나라 물류산업의 질적 제고 동시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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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형선박을 활용한
신해양 비즈니스 모델 구축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임종관 연구위원
(Tel. 02-2105-2787, e-mail : jkrim@kmi.re.kr)
내부연구자 : 전형진 부연구위원, 김태일 부연구위원, 이언경 전문연구원, 김정현 연구원

1. 연구목적
○○ 향후 해운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미래형 선박의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함으로
써 우리나라 해운의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
－－ 전 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미래형 선박에 대한 개발동향을 검토하여 해
당 비즈니스모델을 정형화하고 우리나라 도입 가능성을 검토
－－ 외국에서는 이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운업계에는
아직 활용되지 않은 선박들에 대한 비즈니스모델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인터넷, 선박혁신, 비즈니스모델 관련 전문서적·논문 등을 통한 문헌연구
○○ 국내 미래형 선박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 통한 자료 획득
○○ 해외 사업자 및 전문가 면담 등 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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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세계 5위의 선박량을 보유한 국내 해운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
운 해운 여건을 반영한 미래형 선박으로 신해양비즈니스 창출 필요
－－ 선박대형화 요구, 선박의 무공해 추진력을 요구하는 IMO 및 주요 선진국의 환
경규제, 선박의 해양작업을 요구하는 해양경제활동 증가, 선박의 공중비행을 요
구하는 고속 물류시대 등장 등 새로운 해운 여건 시대 도래
○○ 이에 초대형 친환경컨테이너선, 전기추진선, LNG추진선, 반잠수식 운반선, 위그선
등에 대하여 국내외 개발 및 상용화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비즈
니스모델을 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5가지 미래형 선박에 대한 신해양비즈니스모델 제시
－－ 초대형 친환경컨테이너선박, 전기추진선, LNG추진선, 반잠수식 중량물 운반
선, 위그선 5가지 미래형 선박에 대한 목표고객 정의 및 비즈니스모델을 구축
－－ 5가지 미래형 선박에 대한 추진 로드맵, 경제적 타당성 분석, 추진전략 및 과제
등을 제시
○○ 미래형선박을 활용한 신해양비즈니스모델 구축·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 선박투자회사법의 개정을 통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미래형 선박사업 추진의 비
즈니스 리스크를 보완해주기 위한 ‘미래선박 비즈니스 펀드 설치’
－－ 제안된 미래형 선박이 개발되어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 사
업적 타당성 분석, 사업화 추진, 관련 법·기준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선박
별 연구회 및 민관협의회 운영’
－－ 미래형 선박의 비즈니스화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별 해운·조선·금융
공동비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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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단계에서 사업 추진력 강화, 네트워크 구축, 리스크 분산 등을 위해 ‘미
래형 선박 이해관계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들을 추진 사업자로 선정

2) 정책적 기여
○○ 우리나라 해운기업들이 아직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형 선박 활용 비즈
니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운의 제2의 도약 기반을 마련
○○ 미래형 선박을 추진하려고 하는 선사, 조선소의 사업 검토·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
용 가능

3) 기대효과
○○ 미래형 선박 정의 및 새로운 선박에 대한 특징 기술 등 개념 명확화로 미래형 선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자 사회 공감대 형성
○○ 유럽, 일본 등 전통적인 해운선진국이 주도하던 미래형 선박을 활용한 비즈니스 분
야에 우리나라 해운·조선기업의 신속한 동참을 위한 정보 및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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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설물 안전관리 체제 구축 방안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김수엽 부연구위원
(Tel. 02-2105-2743, e-mail : dahn@kmi.re.kr)
내부연구자 : 목진용 연구위원, 최종희 부연구위원
외부연구자 :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교수, 유병세 한국조선협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정태성 국
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사무관

1. 연구목적
○○ 국내 해양시설물의 시설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 시설물
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다른 교통시설이나 건축물과 달리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법제가 제대로 마련되
지 않은 상황에서, 해양시설 관리주체의 설정, 관리기준 마련과 같은 해사안전을 위
한 정책대안 제시
－－ 이러한 해사안전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수행한 관련 연구의 보고서 등을
참조하며 각종 학술지의 논문을 분석하는 문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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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및 중국 등 해양 시설 운영 경험이 많은 국가들의 해사안전 관리제도와 정책
연구 사례 조사
○○ 국내 해양 시설물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 특별
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등 관련법령의 해양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자
료 분석
○○ 국내 해양시설물 및 안전관리 관계자 대상 설문 및 전문가 면담조사, 정부기관, 학
계, 협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석유 및 가스 시추 시설, 해양과학기지, 해상교량, 해저터
널 등 다양한 해양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한 현실에서 해양시설물 통
합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 그 결과, 본 연구의 내용이 제1차 국가해사안전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에 ‘해양시
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포함되는 등 국가계획인 「국가해사안전 기본계
획(2012-2016)」에 연구 결과가 반영되었음(2012.1.10.) 또한 해양시설물의 안전관
리 법제화 방안 연구를 통하여 해양시설물의 안전관리 법제화 방안이 추진되는 등,
‘해양사고 안전관리 법제화 방안’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었음(2012년도 국토해양부
업무계획, 2011.12.27.)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해사안전 기반조성 강화 방안 제시
－－ 해사안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방안 제시
－－ 해양시설 수역관리 강화(해양시설 일정범위 내 선박통항 통제 및 관리) 방안 연구
－－ 해양시설 안전교육 시스템 강화 방안 제시
－－ 해양시설 안전관리 기술개발(R&D) 확대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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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 예방대책 제시
－－ 자연재해 발생 예보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해양시설에 대한 체계적 안전진단 체제 구축 방안 제시
－－ 해양사고 신속대응 체제 마련 방안 제시
○○ 해양시설물의 안전관리 법제화 방안 제시

2) 정책적 기여
○○ 국가계획인 「국가해사안전 기본계획(2012-2016)」에 연구결과 반영(2012.1.10.)
－－ 제1차 국가해사안전 기본계획 세부 추진 과제에 ‘해양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포함
○○ ‘해양사고 안전관리 법제화 방안’ 정부계획에 반영(2012년도 국토해양부 업무계획,
2011.12.27.)
－－ 해양시설물의 안전관리 법제화 방안 추진

3) 기대효과
○○ 해양시설물 통합관리체제 구축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 제시
－－ 해사안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
－－ 효율적인 해양시설 수역관리 방안 제시(해양시설 일정범위 내 선박통항 통제 및
관리)
－－ 해양시설 안전교육 시스템 강화 방안 제시
○○ 해양시설물의 안전관리 법제화를 통한 해양사고 발생률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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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해상운임선물거래(FFA)
시장의 국부창출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김우호 부연구위원
(Tel. 02-2105-2826, e-mail : neoport@kmi.re.kr)
내부연구자 : 김태일 전문연구원, 고병욱 전문연구원, 채수담 연구원

1. 연구목적
○○ 해상운임선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 제시함으로써 운임헤지거래를 통한
국적 선사의 위험 관리 강화와 관련 분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해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
－－ FFA 거래의 중요 당사자인 선사와 화주의 거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하며, 투자자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거래 시스템의 효율화 및 개선 방안을 제시
－－ 또한 우리나라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조적인 시장 주도 역량 제고방안을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FFA 거래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교과서적 이론의 소개 등 기초 분석을 강화
○○ 선사, 화주, 투자자 등의 거래 참여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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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A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입안·수행 주체가 해운 산업을 관장하는 국토해
양부를 포함하여, 금융 산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으로 확대되어,
이에 부합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미래 지식 사회에 대비하여 해운 산업의 지식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 과제로서 연구가 수행되는바, 해운 지식 및 정보기업 육성, 해운과 금융업의
연계 발전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FFA 시장의 발전배경과 현황을 파생상품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하
고, 나아가 FFA 거래 시스템과 활용 효과를 제시
－－ 특히 해운 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관행에 의거하여, FFA 활용사
례를 제시하여 이해를 제고함
○○ 영국, 노르웨이, 싱가포르, 중국 등의 FFA 시장 선진 국가를 대상으로 FFA가 활성
화되는 기초적인 요인으로서 법적 제도와 행정절차 그리고 청산기능에 대해 검토하
고 시사점을 도출
○○ 우리나라 FFA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
－－ 국내 FFA 거래 관행을 살펴보고, 선사, 화주, 투자자, 거래 중개기업, 정책담당
자 등 FFA 시장 참여자 및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 국내 FFA 시장의 현황과 문제
점을 파악
－－ 2008년 글로벌 위기에 따른 예기치 못한 시황 악화로 FFA 거래에서 많은 위험
이 나타나 거래규모 자체가 위축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 국내 FFA 시장에는 청산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선사 및 화주의 FFA 거래를 전
문적으로 가이드하고 중개할 중개업체의 전문성이 취약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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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A 시장을 통한 국부창출 과제를 제안
－－ 우선 FFA 거래를 통한 리스크 관리와 국부창출 과정을 분석하고 정책의 기본
원칙을 제시
－－ 구체적 정책방안으로서는 거래효율성 제고, 거래규모 확대, 신 시장 창조 등을
제시
－－ 이를 위해서는 FFA 거래에 대한 활용 기업의 내부 방침을 정립하고, FFA 거래
시스템과 거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며, 운임파생상품의 회계 처리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청산기능 도입, 중개 및 자문기능 강화, 신 상품개발(아시아 시장의 대상상품
수요 조사 등), 전문 인력 양성 과제 등을 제시하여 정책과제의 구체성을 제고
－－ 이상의 정책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제시

2) 정책적 기여
○○ 해운 산업의 지식기반 강화를 위한 FFA 시장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선사, 화주,
투자자의 해상 운임 변동 위험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
해 해운 산업이 국부창출의 역할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함

3) 기대효과
○○ 선사, 화주, 투자자의 시장위험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지식기반 강화를 통한 국부 창출
○○ 단편적으로 알려진, 해운·금융 연계발전 방안을 FFA 활성화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전문 인력 시장의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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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전형진 부연구위원
(Tel. 02-2105-2790, e-mail : chun@kmi.re.kr)
내부연구자 : 박용안 연구위원, 최종희 부연구위원

1. 연구목적
○○ 현행 면허기준에 있어 경쟁제한적 면허기준을 완화하여 현대화된 신조선, 위그선 등
초고속선박, 대형 카페리 등의 시장진입을 촉진하여 연안여객운송시장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운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
－－ 해양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연안여객선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
적 수준을 제고하여 해양관광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동시에 선박을 관광수단
으로 활용
－－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해 왔던 수송수요 기준 등 경쟁제한적 기준을 선종별,
항로별 환경에 맞춰 개선함으로써 연안여객운송산업의 발전을 도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정부, 사업자,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면허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출
○○ 독과점화 이론고찰을 통해 면허제도 개편의 필요성 도출
○○ 영국, 일본, 우리나라의 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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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연안여객시장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및 자문회의 시행
○○ 면허제도 개편을 위한 사업자 지원대책 제시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의 경쟁제한적 진입기준으로 인하여 질적으
로 우수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형선박이나 신기술 선박의 시장진입
이 곤란하단 점을 개선하기 위해 면허기준을 시장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면허제도 개편 시 보호가 필요한 시장과 경쟁이 필요한 시장을 구분하여 각각의 시
장에 적합한 면허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예를 들어 서민을 위주로 하는 생활항로와 관광객이 많은 사업항로, 그리고 독
점항로와 경쟁항로 간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적합한 면허기준을 마련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수송수요 기준은 수요의 특성, 경쟁구
조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생활항로는 도서주민의 교통권 보호, 독점항로 및 사업항로는 경쟁의 관점에서
차별화된 수송수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수요 기준은 복잡한 산정식을 단순화하고 현실적으로 객관성 있는 운송능력기준을
적용하는 등 산정방식을 개선
－－ 나아가 우리나라 내항여객선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신조선에 의한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편을 모색함. 선령 21년 이상의 노후선을
빠르게 대체하고 신조선의 시장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 완화가 필요
하며 새로운 해상교통수단인 위그선의 면허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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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해운법 시행규칙에 연안여객운송산업 면허기준 개편안 반영

3) 기대효과
○○ 서비스의 질적 개선
－－ 기존 여객선에 비해 훨씬 빠른 운항속도를 가진 Express 서비스를 제공하여 육
지와 도서 간의 1일 생활권화를 가능케 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
○○ 해양관광 활성화
－－ 유명 해양관광지를 중심으로 기존 여객선이 서비스하기 어려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여 해양관광 수요를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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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황진회 부연구위원
(Tel. 02-2105-2792, e-mail : hjh@kmi.re.kr)
내부연구자 : 이언경 전문연구원, 최영석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류쉰량 상해 중개인협회 사무국장, 황우승 클락슨 아시아 이사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한국 해운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의 성장 동력화를 위해 선박
S&P 비즈니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박 S&P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금융, 인력양
성, 기업경영구조 및 전략 등의 부문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정
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선행연구분석
－－ 선박 S&P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론분야, 실무분야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에
서 선박 S&P 정책 및 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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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연구
－－ 선박 S&P 사례는 최근 급증하고 있음. 이는 해운에서 선박 S&P 비즈니스의 중
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됨
－－ 그러나 S&P 비즈니스는 개별 기업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공개된 자료
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부족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 S&P 비즈니스 사례 중 국내외에서 가장 일반적인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했음
○○ 산·학·연·정 협동연구 추진
－－ 필요성: 최근 해운시장에서 선박 S&P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에는
전문가가 많지 않고 공개된 사례도 많지 않음. 따라서 선박 S&P 활성화 방안 모
색을 위한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가 절대
적으로 필요했음
－－ 추진방식: 본 연구는 연구추진 과정에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워크숍,
콜로키엄 등을 개최했음. 물론 본 보고서의 기획,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
종 보고회에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본 연구진은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였음
○○ 외부 전문가 연구 참여를 통한 현실성, 정책 반영도 제고
<본 과제 외부 전문가 참여 실적>
구분

시기

콜로키움

2011. 1.

Cass Maritime

착수보고회

2011. 2.

국토해양부, 한국해양대학교

콜로키움

2011. 3

한원마리타임

중간보고회

2011. 7.

국토해양부, 한국해양대, KSF선박금융

연구워크숍

2011. 9.

국토해양부, 한국선주협회,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외부발표

콜로키움

2011. 11. 10.

Clarkson Asia

외부발표

최종보고회

2011. 11.

국토해양부, 한국해양대, KSF선박금융

자문

2011. 11.

한국선주협회, Korea Maritime, TPC Korea,
KSF선박금융

자문

연구워크숍

참여기관

비고
외부발표
자문
외부발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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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최근 확대되고 있는 선박 S&P 비즈니스에 대한 국내 최초 연구
－－ 전 세계 중고선 매매시장 규모는 231억 3,500만 달러(약 27조 7,620억 원)에
달하고, 특히 2000년대 이후 대규모 자본이 해운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선박매매
시장이 확대·발전하고 있음
－－ 특히 현대 해운에서는 선박 금융을 핵심으로 하는 선박 S&P 비즈니스 역량이
해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선박 매매(선박 확보) 시기,
선박 확보 조건, SPC 운영 방식(설립지, 조건 등), 선박금융에서 발생하는 리스
크 관리방안, 위험 회피 수단과 대책 등이 모두 선박 S&P 비즈니스의 대상이 되
고 있음
－－ 해운 경기가 급변하고 해운 위기도 잦아지는 최근 해운시장에서는 선박 S&P 비
즈니스의 역량이 더욱 중요한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음
－－ 그러나 선박 S&P 비즈니스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음
○○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산업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운송 위주의 영업에 집중하여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최근
해운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한계도 보이고 있음
－－ 본 연구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해운의 재도약을 위한 산업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세계 해운의 변화와 선박 S&P 비즈니스 발전
－－ 선박 S&P 비즈니스 개념, 특성 및 의의
－－ 해운산업 및 관련 서비스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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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선박 S&P 및 관련시장 동향과 특성
－－ 선박 S&P 시장 동향과 특성
－－ 선종별 S&P 시장 구조와 특성
－－ 신조선 및 해체선 시장 동향과 특성
○○ 선박 S&P 비즈니스 해외 사례와 시사점
－－ 중국의 선박 S&P 비즈니스 동향
－－ 싱가포르 선박 S&P 비즈니스 동향
－－ 그리스
○○ 우리나라 S&P 비즈니스 여건과 문제점
－－ 우리나라 S&P 비즈니스 여건 분석
－－ 국내 S&P 비즈니스 문제점
○○ 선박 S&P 비즈니스 발전 전망과 우리나라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 선박 S&P 비즈니스 발전 전망
－－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정책제언

2) 정책적 기여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선박 S&P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선박 S&P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선박 금융 여건 개선
－－ 선박 관리업 및 해운중개업 발전 정책과 연계
－－ S&P 인력양성 및 교육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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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의 S&P 비즈니스 강화
－－ 선박 S&P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종합

3) 기대효과
○○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경영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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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김형근 연구위원
(Tel. 02-2105-2825, e-mail : hgkim@kmi.re.kr)
내부연구자 : 김근섭 전문연구원, 전형모 전문연구원, 정경선 위촉연구원

1. 연구목적
○○ 최근 선진국 성장세 둔화 및 잦은 경제위기로 항만물동량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 등으로 세계 시장의 통합 가속화, 동북아 지역의 항만 간 경쟁 심화, 선
박 대형화 및 국제 분업화로 인한 생산네트워크의 국제화 등으로 항만의 화물집하능력
및 물동량 창출 여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 수준과 관련 법·제도가 미흡하여 동북아 경쟁
항만에 비해 입주기업 유치와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FTA 효과 극대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 및 항만배후단지의 보조
기능 개념 도입을 위한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존 관련
법·제도의 정비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기존 국내·외 문헌과 통계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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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현지 출장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분석
○○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여건과 운영 실태,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과 더불어 국내 현장 분석 및 선진사례
분석 인터뷰를 통해 국내 항만배후단지의 실질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기반으로 향후
항만배후단지의 중·장기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국내·외 항만배후단지 운영 여건 분석을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항만배후단지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 도출
－－ 기존 관련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 관련 법·제도의 비교 분석·정비 방안(항만법, 자유무역지역법, 경제자유구역법,
산업단지법, 항만공사법, 조세특례제한법,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 지침 등)
○○ 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지속적 여건 개선을 추진하는 주요 국
가들의 시사점 도출
－－ 중국, 타이완, 네덜란드, 두바이, 오스트리아 등 주요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중·장기 발전발향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 글로벌 입주 경
쟁력 확보, 항만자유무역지역 확대
－－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항만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
강화, 법·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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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항만배후단지 내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재정비하고,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제 이바지하는 정책적 대안 제시
－－ 범부처적 TF 구성 및 추진
－－ 자유무역지역 지정 효과 분석
－－ 정부 재정지원 비율 확대
－－ 사후 관리 규정 강화
－－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 자유무역지역 및 유사제도의 통합
－－ 항만배후단지 기능 확대
－－ 해외투자 유치 기관 간 업무협조 협약 체결 추진
－－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

3) 기대효과
○○ 항만배후단지 관련 법·제도의 재정비를 통한 다양한 기업의 입주 환경 조성과 개
발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 달성
－－ 국내·외 입주기업의 영업활동에 제한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기업 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조성
－－ 우리나라 제조 및 물류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내기
업의 역차별 해소와 경영활성화에 기여 및 항만배후단지 운영의 활성화 도모
○○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극대화 및 항만의 경쟁력 확보
－－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의 현 상황과 실태를 재인식하고 글로벌 교역 및 물류환
경 변화에 부응하는 특성화된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운영방향
제시
－－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확대 개발 및 효율적 운영에 따른 항만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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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기반의 미래 항만
개발전략과 효과 분석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최상희 부연구위원
(Tel : 02-2105-2888, e-mail : shchoi@kmi.re.kr)
내부연구자 : 김우선 전문연구원, 하태영 전문연구원, 이주호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토탈소프트뱅크 이훈 부장, 한국해양대학교 김환성 교수, 동아대학교 이정재 교수

1. 연구목적
○○ 녹색기술 기반의 미래항만 개발전략과 효과 분석 연구의 주요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2020년, 2035년, 2050년 온실가스 저감목표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기술, 정책, 사
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제시
－－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항만의 녹색성장을 위한 항만물류기술과 관련 사업
을 발굴
－－ 우리나라 해운·항만·물류 관련기업들과 정부가 준비해야 할 탄소배출거래제
(ETS)에 대응하여 녹색기술을 통한 국가정책방향 제시, 물류비 절감, 기업경영 개
선에 도움
－－ 본 연구에서는 녹색기술 기반의 미래 항만 구축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정책 추진전략 도출을 목적
－－ 녹색항만 기술 동향, 요소별 기술 도출 및 분석, 적용가능성 분석, 투입비용 및 효
과분석, 미래 녹색기술 기반 중점사업 개발, 로드맵 수립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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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필터링: 선정방법 및 구축기준에 따른 대안축소를 위한 필터링 방법
○○ AHP 분석: 동향조사, 기술별 효과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기술대안의 선정 및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방법
○○ 델파이 방법: 관련 전문가의 전문적인 식견을 미래 녹색항만 구축 기술의 대안선정
및 검토에 활용
○○ 경제성 분석(B/C 분석): 녹색기술에 대한 시나리오 대안(개별기술, 조합기술) 선
정, 선정 대안의 사업화 및 현장 적용성 향상을 위해 비용/편익을 분석
－－ 미시적 측면에서 개별기술에 대한 효과(온실가스 저감효과, 에너지 절감효과,
기타 절감효과 등), 비용(개발비, 구축비 등) 등의 효과 분석
－－ 거시적 측면에서 미래 항만의 구축 시 국부창출을 유발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비용, 편익 등) 분석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개별대안의 적용비용, 효과 및 기술 적용
성을 검토
－－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항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50%, 70%로 줄일 수
있는 미래 녹색물류기술의 효과분석 및 대안선정을 통한 미래 녹색물류기술 개
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우리나라 미래 녹색항만 구축정책에 반영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국내외 녹색관련 문헌, 대응 매뉴얼 분석 및 녹색항만의 개념과 범위 설정
－－ 국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 8개의 법과 정책, 미국, 일본 및 관련 국제기구
의 추진과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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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CO₂ 배출저감을 위해 녹색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들을 사업화하여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둠
○○ 총 21개의 항만 녹색기술의 현황과 발전전망을 조사·분석
－－ 항만녹색기술의 분야를 항만장비, 항만시설, 항만운영시스템 등으로 선정하여
조사·분석(항만장비부문의 탠덤안벽크레인기술 외 9개 기술, 항만시설부문의
광덕트시스템기술 외 5개 기술, 운영 및 관리부문의 선박적재 듀얼싸이클기술
외 7개 기술 등 총 21개)
○○ 녹색항만 구축을 위해 3가지 모형을 개발
－－ 녹색항만기술 분류모형, 녹색항만기술 탄소저감기여도 산출모형, 녹색항만기술
선정모형 개발
○○ 표준터미널(신감만 터미널, 부산신항한진 터미널) 실증분석 결과 CO₂ 50% 감축까
지는 현존기술로 달성 가능
－－ 각 기술들을 해당 항만에 적용할 시 각 기술별 저감효과, 소요비용, 개발 및 적
용기간에 대한 원단위 분석
－－ 2020년 30%, 2035년 50%, 2050년 70%의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소요비용 및
달성가능성 분석
○○ CO₂ 30%, 50%, 70% 목표별 선정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분석 수행
－－ 30% 절감을 위한 기술적용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O₂ 50% 절감
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
－－ 저감목표치가 50%, 70%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효율의 녹색기술 개발, 경제
적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필수

2) 정책적 기여
○○ 중점 전략사업과 세부 추진과제 발굴을 통해 신 성장 정책과제 제시
○○ 정부의 미래 녹색항만 추진전략 수립 및 종합구축계획 반영
○○ 정부의 미래 녹색항만 R&D 기술정책 수립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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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 법정계획에 활용
－－ 해양과학기술중장기계획, 전국항만기본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물류기
본계획,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국가중기온실가스감축계획 등 정부 정책 수립
에 기여

3)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 체계적인 저탄소, 에너지 자립형 녹색항만 건설 적용
－－ 미래 녹색항만 구축으로 우리나라 항만의 그린물류허브 구축 기여
－－ 녹색기술 인증기업 발굴 및 녹색물류산업 활성화
－－ 항만 녹색화를 통해 탄소배출거래비용 감소
－－ 신재생 에너지 이용으로 항만운영 비용 절감
－－ 그린물류허브 구축으로 항만 경쟁력 상승과 국가 신 성장 동력 창출 가능
○○ 기술적 효과
－－ BAU 대비 목표별(30%, 50%, 70%) 온실가스 저감기술 발굴
－－ 미래 녹색물류기술의 Brain Center 구축 가능
－－ 수요기반형 녹색기술 발굴과 사업화 기여
○○ 사회적 효과
－－ 지속가능한 녹색항만 건설로 친환경, 클린 항만 이미지 제고
－－ 그린·저비용 항만으로 우리나라 항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2011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53

제3장 기본연구사업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적정
투자규모 산정에 관한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이종필 부연구위원
(Tel. 02-2105-2834, e-mail : jplee@kmi.re.kr)
내부연구자 : 하태영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김의준 서울대 교수, 류덕현 중앙대 교수

1. 연구목적
○○ 계량적 경제모형을 활용하여 항만시설의 적정투자규모를 산정하고 해외의 사례를 검토
하여 적정 항만 SOC 투자규모를 제시함
－－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수준의 투자규모를 기존에 이론적 차원에서
적용되었던 모형을 활용하여 제시
○○ 이를 통하여 항만기본계획의 시설투자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함. 아울러 OECD 국가의
항만투자 현황과 항만시설규모를 간접변수를 통하여 비교하고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검
토함으로써 항만투자의 필요성과 적정수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 항만투자 규모 추이, 물동량 추이, 기타 시설규모 등

54

기본연구과제 11

○○ 문헌분석
－－ 적정투자규모 산정 관련 기존 연구경향 및 결과 분석
－－ 기존 연구의 장단점, 한계 비교
○○ 해외사례 수집 및 분석
－－ OECD 국가 등 해외의 항만투자 규모 및 추이 관련 자료 수집
－－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적정 투자규모를 간접 비교
○○ 전문가 자문
－－ 적정투자규모 산정 방법론 검토 및 모델 검증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항만 사회간접자본 적정투자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복수의 최신 계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교차 검증하고, 해외의 SOC 투자규모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계
량적·정성적 방법론을 모두 활용하여 적정투자규모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큰 특징
으로 들 수 있음
○○ 이를 통하여 항만분야 SOC 시설의 적정투자규모 수준의 논리적 정합성, 설득력을
제고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2010년 기준 항만 SOC 총자본스톡은 12조 1,463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순 자본
스톡은 6조 7,923억 원으로 추정됨.
－－ 시기가 지날수록 자본스톡 증가율은 감소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항만 SOC 시설투자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항만의 경우 1차적으로 OECD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OECD를 비롯한 47개국의
패널 데이타(Panel Data)를 비교한 결과 47개국의 사회간접자본은 1993년 이
후 2009년까지 연평균 6.8%씩 증액 투자된 반면 항만 부문은 연평균 2.7% 증가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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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과 컨테이너 부두의 선석 길이를 비교하였는데 우리나
라의 경우 선석 미터 당 처리 물량이 720.5TEU로서 30개 OECD 국가 중 7위에 기
록하여 상대적인 투자 수준은 30개국 중 23위에 그치는 등 충분한 시설 투자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10년간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는 현행 기본계획 대비 2∼3조
원 추가 투자 필요
○○ OECD 국가 기준 투자비는 향후 1.1∼5.5배까지 추가 필요

2) 정책적 기여
○○ 적정 항만시설투자를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항만투자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
○○ 적정 규모의 항만시설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

3) 기대효과
○○ 항만투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항만시설 확충 필요성 확산
○○ 적정 투자규모 산정 관련 방법론 제시로 후속 연구 추진 유도
－－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론을 차용하거나,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연
구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으며, 정책 연구의 추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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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서비스산업의
국부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홍장원 부연구위원
(Tel. 02-2105-4974, e-mail : jwhong@kmi.re.kr)
내부연구자 : 이윤정 전문연구원, 안용성 연구원
외부연구자 : 김창주 SUTL 한국지사장

1. 연구목적
○○ 국내 마리나 서비스산업의 도입 및 육성 방안 마련과 더불어 국내 여건에 부합되는 마
리나 운영모델의 제시를 통하여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해양레저 대중화에 기여
－－ 해양레저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마리나 시설 조성정책과 더불어 관련 서비
스산업의 육성 여건 조성
－－ 국가 마리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국내 여건에 부합되는 마리나 운영모델 검토 및
마리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방안의 마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국내 마리나 개발정책, 마리나 관련 국가계획 및 관계법령, 마리나 운영과 관련된
문헌 조사
○○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마리나 선진국의 마리나 개발 및 운영사례 조사
○○ 국내 마리나 개발, 운영 전문가 대상 설문 및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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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해양레저 활동 현황, 마리나의 개념, 마리나 시설개발과 관련된 국내·
외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마리나의 운영과 지원 서비스 등 마리나 시설의 관리와 운
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마리나 공급정책에 대응한 이용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국내 마리나 조성정책과 더불어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마리나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레저보트 활동의 촉진과 마리나의 개발/관리를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 마리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리나의 서비스 기능개선
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초기단계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함
○○ 마리나 서비스 산업의 도입 방향은 마리나의 서비스 기능을 개선시키고 이후 마리
나의 수익모델을 다양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하도록 함
－－ 마리나의 서비스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레저보트의 계류·보관 서비스와 수리
점검 서비스를 개선시키도록 함. 수익모델의 발굴을 위해서는 레저보트 임대업,
마리나 선석분양과 더불어 클럽 제도를 육성하도록 함
○○ 마리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의 제시
－－ 개선방안: 해양레저보트 활동의 대중화를 위한 공공 마리나 조성, 레저보트 교
육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마리나 운영 매뉴얼 구축, 마리나 관련 통계 구축 및
마리나 협회의 설립
－－ 정책과제: 마리나 서비스업 도입을 위한 마리나 법의 정비와 마리나 기본계획의
수정, 마리나 수익모델의 발굴, 마리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체제
의 구축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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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마리나의 이용활성화와 마리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
로 활용

3) 기대효과
○○ 마리나 공급정책의 실천성 제고
－－ 국내 마리나 서비스업 도입방안과 마리나 운영모델 제시를 통한 마리나 개발 정
책 및 해양레저 대중화 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마련
○○ 마리나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방안과 서비스업 경쟁력 확보
－－ 마리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서비스업체 육성과 더불어 전문 인력 양성방안 마
련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안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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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 취약성 평가모형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육근형 부연구위원
(Tel. 02-2105-2757, e-mail : ykh690@kmi.re.kr)
내부연구자 : 정지호 전문연구원, 안용성 연구원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 지역의 위험도와 연안 지역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고려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취약성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그 적
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연안 지역 해수면 상승 영향인자 검토
○○ 기후 변화 및 해수면 상승 취약성(Coastal Vulnerability Assessment) 관련 국내
외 기존 연구 검토
○○ 연안 지역 해수면 상승 취약성 평가 모형 구성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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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연안 지역의 취약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분석 검
토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에 있어 정책 방향을 제
시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 취약성 평가는 원인(stress)과 반응(response)의 과정으
로 이루어지며, 이는 연안이라는 공간에서 자연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밝히는 것
○○ 해수면 상승에 대한 연안 지역의 취약성을 검토하는 과정은 앞서 살펴본 여러 모형
중 특히 IPCC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의 기본 구조인 ‘노출’과 ‘민감도’, ‘영향’과 ‘적
응능력’의 흐름을 기조로 함
－－ 취약성 평가의 단계 중 하나인 노출에서는 해수면 상승이라는 원인을 세분하고
영향을 받는 대상인 연안을 자연적 환경특성과 사회경제적 환경특성으로 구분함
－－ 민간도는 연안의 물리적·자연적 민감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권역, 즉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이후 해당 범위 내 및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특성
을 확인함
○○ 해수면 상승이라는 자연현상에서 시작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
응하는 과정은 자연과 사회가 관련된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
인을 고려하여야 함
－－ 해수면 상승과 이에 따른 적응 정책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하
여 이루어지고 각 단계를 거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는 시나
리오 설정을 통해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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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진적인 해수면 상승과 함께 태풍 해일에 의한 순간적인 해수면 상승을 모두
고려하여 대응이 필요한 시간적 범위에서 공간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권역을 파
악하여야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가능함
<해수면 상승의 시공간적 영향범위 설정 모식도>

○○ 태풍 해일을 포함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국가마다 다르며 이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
시민의식 등에 좌우됨
○○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취약성 평가의 주요 단계와 각 단계에서의 검토요소
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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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 연안 취약성 평가모형의 흐름과 검토요소>

2) 정책적 기여
○○ 해수면 상승에 대한 연안지역의 적응정책 수립의 단계와 정책내용을 제시

3) 기대효과
○○ 해안침수예상도 사업과 연안 재해취약성 평가 작업의 결합을 통한 연안 취약성 평가
－－ 기존 국토해양부에서 진행 중인 해안침수예상도 사업을 수정·발전시켜 연안 취
약성평가에 결합·반영함으로써 과학적인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지원
○○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연안 취약지역 반영 및 대응 대책 강구
－－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시군구에서 연안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으로 해수면 상
승에 따른 취약지역이 파악될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대책을 지역계획에 포
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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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의 최적이용을 위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최희정 전문연구원
(Tel. 02-2105-2776, e-mail : chj1013@kmi.re.kr)
내부연구자 : 남정호 연구위원, 최지연 전문연구원, 정지호 연구원
외부연구자 : 김창주 신시내티대학교 교수, 황철수 경희대학교 교수, 문성국 경희대학교 강사

1. 연구목적
○○ 국제사회와 해양선진국은 해양생태계 가치 증진과 해양공간이용 갈등의 합리적 조
정을 위해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을 해양 정책의 핵심수단으로
도입·적용
○○ 해양공간계획(MSP)이 우리나라 해양공간관리 분야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나라에 적합한 해양공간계획 체제 정비 방향을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해양공간계획의 개념과 특징 도출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결과 검토
○○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위한 법·제도, 국외사례 및 해양공
간정보 도면화 및 GIS 분석
○○ 국내 해양공간계획 체계 정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인식조사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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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공간관리의 여건을 파악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한 해양공간
계획의 수립절차, 구성요소, 계획실현 수단 등을 아우르는 해양공간계획체계 정비
방향 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국내 해양공간은 7개 부처, 37개 법률, 29개 계획에 의해 관리, 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 필요
－－ 해양공간관리 수단으로 연안용도해역제, 인허가 관리수단(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어업면허 등), 해양환경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제도, 해역이용영평가) 등
－－ 해양공간·자원의 이용범위 확대에 따른 갈등 심화 우려, 통합적 관리수단 부재,
해양공간정보 부족 및 생태적 가치평가 적용 한계, 이해관계자 참여기반 미흡 등
<개별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관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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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의 해양공간계획 동향 및 추진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유럽연합, 영국, 미
국, 캐나다의 해양공간계획 도입 배경, 추진 사항 등을 검토하였음
－－ 영국은 해양관리기구(MMO) 통합기구 마련을 통해 각종 해양 이용행위의 인·
허가체계 및 해양조사·정보체계 마련, 미국은 통합해양정책에서 연안·해양공
간계획(CMSP)을 핵심적 정책으로 제시 등
－－ 우리나라 적용시사점: 해양공간관리의 통합기구 필요, 조사·정보체계의 강화,
해양관리의 공간단위 설정, 이해관계자의 공동비전, 목표, 관리수단 도출, 해양
공간계획 도입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단계 필요
○○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체계 정비방향
－－ 정비방향: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지원, 해양자원·해양생태계의 보호, 해양을 둘
러싼 갈등과 환경영향 저감, 해양자원·환경관리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완화, 해
양공간의 통합관리

<해양공간관리 현재 여건과 정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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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해양공간계획 위상 및 체계 정립, 해양생태계 기반 관리 원칙을 담은
관리 수단 개발, 해양공간에 대한 지식기반 확충,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2) 정책적 기여
○○ 해양공간의 다목적 이용, 해양생태계 가치 증진 등을 위한 국내 해양공간계획체계
재정비의 기초연구로 활용

3) 기대효과
○○ 과학과 참여 기반의 해양공간계획 재정비 기본방향 제시에 기여
－－ 해양공간관리체계의 위상정립과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
향 제시
○○ 해양공간계획 체계의 법률적 재정비, 해양공간계획과 해양환경평가의 연계 체계 구
축, 연안·해양 아틀라스 제작 등 정책적 필요성 제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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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어항 부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이승우 연구위원
(Tel. 02-2105-4972, e-mail : swlee@kmi.re.kr)
내부연구자 : 박상우 전문연구원, 고민규 연구원

1. 연구목적
○○ 어항은 연안을 구성하고 있는 어촌, 바다를 연계하는 공간으로서 어촌주민과 관광객이
교류할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어촌지역의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촌지역 경제 및 교류 중심지로서 활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어항 기능시설과 어항편익시설이 위치할 공간인 어항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어항 부지의 개념을 설정하고 구성요소 등 역할, 어항시설과 배후부지와의 관계
를 정립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어촌·어항법과 항만법 등을 토대로 관련 문헌자
료를 조사·분석
－－ 선행연구는 국·내외 어항관련 문헌과 보고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보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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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 어항의 관리권자인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이용자인 어업인과 수산업협동조합의
유통·판매 담당자 등 총 269명을 대상으로 어항 부지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설
문조사를 실시
○○ 국내외 사례조사
－－ 어항 부지를 기반으로 수산물 위판, 가공, 해상교통, 관광 등 어촌경제 활동으로
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

2) 연구의 특징
○○ 어촌주민의 배타적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어항 부지를 사회·경제적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어항 부지의 이용 및 관리의 문제를 파악하고, 어항 부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연구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실태조사 분석
－－ 국가 어항 109개소의 어항 부지 현황과 실태를 파악
－－ 어항 부지 내 어항시설용지의 토지이용과 점사용 실태 등을 조사·분석
－－ 어항 부지 운영·관리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유형별 국내외 사례조사
－－ 유형별 사례는 현장조사, 문헌조사를 토대로 사업추진과 성과, 사업내용을 중심
으로 분류하여 작성
○○ FAO에서 발간한 어항 개발과 관리 매뉴얼을 정리하여 어항 부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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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분석
－－ 국가 어항을 직접 이용하는 어업인, 수협 등 이용자와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로
설문조사 대상을 한정하여 어항 부지 이용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조사하
여 어항 부지 활용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제도 개선에 반영
○○ 어항부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방안 도출
－－ 효율적 이용·관리방안 도출
－－ 어항정비와 환경개선계획을 통한 기능 및 경관 개선방안
－－ 어항 부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시설의 복합화 방안
－－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어항 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 위생고도화 사업을 통한 수산물 부가가치 창출방안
－－ 어항 부지의 지역 특화를 통한 잠재적 가치 창출방안
○○ 법·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2) 정책적 기여
○○ 어항의 사회·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해관계자의 어항 개발 참여를 통한 어
항 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어항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
○○ 국가 어항의 개발과 이용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통합적 어항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및 교류 중심 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에 기여

3) 기대효과
○○ 어항 배후부지 개방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어항 편익 창출 유도
○○ 어항, 연안자원과 공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중심공간으로 어항의 역할 제고
○○ 어촌의 복합 산업(6차 산업)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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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 개선방안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주문배 연구위원
(Tel. 02-2105-2844, e-mail : mbjoo@kmi.re.kr)
내부연구자 : 이헌동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현행 수산식품 인증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생산자에게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검토(필요성, 유형, 효과)
○○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의 운영실태, 특징과 문제점 도출
－－ 인증제도별 법적근거, 인증기준 및 표시, 운영실태 조사
－－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소비자 및 인증업체 등)
○○ 식품 관련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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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인증제도 가운데 민간인증을 제
외한 정부인증, 그리고 농축산물을 제외한 수산물 인증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초
점을 둔 연구임
－－ 대상 인증제도: 수산물·수산특산물·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제,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수산물 이력 추
적제, 가공식품 KS 인증제 등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현행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의 문제점
－－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매우 낮고,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이 미흡
－－ 각 인증제도별로 유사성 및 중복성이 있어 소비자 혼란 초래
－－ 생산자들이 어렵게 인증을 취득해도 경영(매출)에 도움이 안 됨
－－ 각 제도별로 고유한 도입목적이 있으나 통합적 인증이 아닌 단순 기능 위주의
인증에 불과(현재 국내 어떤 제도도 품질, 위생, 안전성, 친환경, 이력추적성 등
을 포괄하여 인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 개선방안
－－ 기본방향: ⅰ) 인증제도는 품질의 균등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과학적이고 합
리적인 기준 설정이 전제되어야 함, ⅱ) 글로벌 기준과의 조화가 필요, ⅲ) 관련
제도와의 중복성, 신규 제도와의 정합성 미흡 등을 최소화, ⅳ) 소비자의 구매결
정 요인으로 생산자의 매출향상 수단으로 쉽게 활용, ⅴ) 수산업 및 수산물 특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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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및 중장기 정책 제언
－－ 단기 대책: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 실태조사 연구 추진, (가칭)수산식품 정부인
증제도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및 사업예산 확보, 현행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방
안과의 정합성 재검토, (가칭)수산식품 인증표시 지침 마련, 해외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인증 도입,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의 통계기반 및 평가
체계 구축 등을 제시
－－ 중장기 대책: KAS(농수산식품통합인증제도)로의 전환에 대응, 한국 최고의 식
품인증제(한국형 Label Rouge) 도입 검토, (가칭)수산식품인증품육성지원센터
설치 검토 등을 제시

2) 정책적 기여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식품 인증제도 중장기 개편계획’에 있어 수산부
문 정부인증제도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기대효과
○○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의 인지도, 역할 제고에 기여
－－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구매 수단으로서, 생산자의 제품 차별화를 통한 소득증
대 수단으로서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의 역할 제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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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신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한
빌딩양식산업 도입 기초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류정곤 연구위원
(Tel. 02-2105-2845, e-mail : jkryu@kmi.re.kr)
내부연구자 : 김대영 부연구위원, 임경희 전문연구원, 정명화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강원도립대학교 김병기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기평 책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영철 선임연구원

1. 연구목적
○○ 단기간 내 세계적으로 초보적 수준인 빌딩양식의 산업화 가능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녹색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를 검증
－－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신개념 양식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화 도입 기본방
향 설정
• 빌딩양식(Vertical Aquaculture): 기존의 양식기술 외에 순환여과 양식기술 및
저수유수식 양식기술과 IT·BT·NT·MT를 융합한 첨단 양식기법
○○ 최종적으로는 빌딩양식을 우리나라 주력 양식산업으로 하여 양식수산물 공급 증대, 양식
업의 부가가치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모색
－－ 글로벌 녹색성장 국가브랜드 상품화를 통한 세계 양식산업의 선도 및 수산물 시장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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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국내외 빌딩양식 관련 요소기술 개발, 산업화 문헌 및 사례 조사
○○ 양계 및 수직농업 등 유사사례 수집·분석
○○ 양식 분야별 전문가 대상, 연구회 구성 및 분야별 기술 검토
○○ 기존 양식방법과 빌딩양식의 경제성 및 종합 효과 분석
○○ 요소 기술, 현장화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원고 위탁

2) 연구의 특징
○○ 수산분야의 녹색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2010년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에서 정
부의 정책사업으로 채택된 가운데,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 기본연구사업으로 추진
될 예정
－－ 본 연구는 세계 최초로 빌딩양식을 제안한 기획연구로서 개념 설정, 도입 필요
성 및 도입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빌딩양식 산업화를 위한 기술수준 검토 결과 요소기술은 일부 개발되어 있으나, 빌딩
양식을 위한 종합적인 기술은 아직 미개발 상태임
－－ 단, 기존 기술들의 융복합화를 통한 개발이 추진될 경우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였음
－－ 저수유수식 순환여과양식에서 기본적 선반식 양식의 가능성과 함께 향후 빌딩양
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기술 개발 등을 발굴하였음
○○ 빌딩양식의 모델로 도심 빌딩양식형(도심중심형, 도심근교형)과 단층 다단계양식형
을 제안하는 동시에 대상품종, 양식방법 및 기초 투자설계 방향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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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딩양식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과 관련해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생
산기반 마련, 온실가스 저감 효과, 로스율 발생에 따른 추가 비용절감 효과,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수산기술 발전 도모, 수산 분야 전후방 산업 발전 유도 측면에서 효
과를 분석하였음
－－ 기초 투자설계안에 따른 수익성 분석 결과에서는 기존 육상양식보다 높은 수익
성을 나타내어, 빌딩양식이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음
○○ 빌딩양식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서 산업화의 비전을 ‘신성장동력원으로서 경쟁
력 갖춘 빌딩양식 산업화 달성’으로 설정, 실현 목표를 수립하였음
－－ 빌딩양식의 산업화를 위한 기본 방향은 4가지로, 첫째, 빌딩양식 산업화를 차세
대 신수산성장기반으로 설정. 둘째, 빌딩양식 산업화를 위한 R&D에 집중적 투
자로 조기 산업화 달성. 셋째, 정부·지자체·연구소·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의 우선 추진. 넷째, 단계별로 추진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를 제안하였음
－－ 빌딩양식 산업화의 로드맵은 기초연구, 시범사업, 상용화, 산업화로 구분·제시
하는 한편, 추진 과제로서 빌딩양식 요소기술 개발 및 국산화, 빌딩양식 산업화
체제 구축, 빌딩양식 시범사업 추진, 빌딩양식 제도화를 제안하였음

2) 정책적 기여
○○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발굴을 통한 양식산업의 활력 도출
○○ 공장당 약 수천억 원 규모 생산성 달성으로 수산업의 규모 대폭 확대
○○ 대기업 수산분야 신규진입과 해외진출을 통한 기존 수산업과의 동반 성장

3) 기대효과
○○ 저수유수식 및 순환여과식 활용으로 폐수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저감
○○ 도심지 빌딩양식을 통해 수산물 유통비용 및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토지의 집약적
이용효과 기대
○○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영역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확보함과 아울러 내만 중심의 양식
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피해 등 양식의 불확실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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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개발초기단계인 빌딩양식을 성공시켜, 세계적 선진화 및 플랜트 수출기
반 조성
○○ IT, BT, NT, MT 등 첨단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로 경쟁력 확
보 및 양식산업 발전의 원동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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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녹색수산기술 R&D 추진 전략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정명생 연구위원
(Tel. 02-2105-2847, e-mail : msjoung@kmi.re.kr)
내부연구자 : 엄선희 전문연구원, 임경희 전문연구원, 정명화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정부의 녹색성장 및 신성장 동력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수산부문의 지속가
능한 녹색 성장을 위한 녹색수산기술 R&D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것임
－－ 특히 수산 부문에 있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녹색수산기술 R&D에 대한
분류 및 도입가능 분야를 도출하고, 녹색수산기술 개발 방향을 검토함
－－ 이를 바탕으로 수산업의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녹색수산기술 R&D를 효
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생산단계의 녹색기술 R&D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고, 녹색성장과 관련된 각종 정
책에 대한 문헌자료 검토
○○ 녹색수산기술 R&D 실태 및 수요 조사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 및 면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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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최초로 녹색수산기술에 대한 정의를 규명하고, 녹색수산기술 R&D 추진
전략, 로드맵,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녹색수산기술이란 에너지 및 자원 절감, 기후변화 대응, 환경 유지·회복에 관
련된 기술 개발을 통해 수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술
로 정의할 수 있음
○○ 더불어 상대적으로 녹색기술 개발이 더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내 수산분야에
대해 본 연구는 녹색수산기술 R&D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산업화 전
략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현재까지 녹색수산기술 R&D는 별도 계획이나 정책 수립이 이뤄져 있지 않을 상태
이기 때문에 녹색수산기술 R&D를 위한 종합 전략수립, 추진 조직의 일원화 또는
협력체계 구축, 신규 사업의 발굴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
○○ 수요자 중심의 녹색수산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업인들의 녹색수산기
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어업인들에게 녹색수산기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어업인의 녹색수산기
술 개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녹색수산기술 개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 필요함
○○ 녹색수산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민간연구소, 대학, 지
자체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연구 인력을 개발하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적 기여
○○ 녹색수산기술 R&D 개발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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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녹색수산기술 R&D 분류 및 도입가능 분야 제시로 수산 부문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
－－ 기후변화 대응 예측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어장 생태환경 평가 기술 개
발을 중심으로 추진
－－ 고 효율화 기술 부문에서는 친환경 양식어업 기술, 저탄소 어업기술의 표준화
및 에너지 절감형 어선·어구 개발 추진
－－ 사후처리기술과 에너지원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순환여과시스템 개발, 유해성
물질 모니터링 처리 기술 개발, 해조류 바이오 기술개발 등을 중점 전략으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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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낚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강종호 연구위원
(Tel. 02-2105-4921, e-mail : jhkang@kmi.re.kr)
내부연구자 : 이정삼 전문연구원, 이헌동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이광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소장, 장춘봉 부경대학교 연구원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는 2012년 9월 10일 이전에 우선적으로 필요
한 기초자료의 조사연구, 정책 기본방향의 설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법·제도 정
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우리나라 낚시산업의 현황 및 실태 분석, 국내외 선진 사례 조사 및 시사
점 도출, 산업 구조 분석, 하위 법·제도 검토 등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낚시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미국, 일본, 중국의 낚시 산업 현황, 법·제도 등 국외 사례조사
○○ 낚시산업의 경제적 효과 및 국제 경쟁력 평가를 위한 산업연관분석 및 무역 경쟁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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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인 및 협회, 낚시용품 생산 및 판매업자, 수출업자,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폭넓
은 설문조사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동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
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낚시산업의 정책 수립을 위한 실현가능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낚시산업의 규모는 최소 1조 350억 원에서 최대 1조 4,200억 원으로 추정하였으
며, 산업연관분석 결과, 낚시산업은 후방연쇄효과가 전방연쇄효과에 비해 큰 것으
로 나타남
－－ 낚시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을 견인하는 효과가 큰 산업이며, 산출액이 1원 증
가할 때, 타 산업 부문에 1.1111원의 생산이 유발되며 부가가치는 0.3389원이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국제 경쟁력 분석 결과, 최근 시장 점유율과 성장률이 (－)이며, RCA 지수의 매
년 급격한 하락, EPI지수도 2010년 급격히 상승하는 등 산업경쟁력이 떨어짐
○○ 일반인(500명) 및 낚시사업체(170개소)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고부가가치 레저산업 성장을 위해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이 시급함
－－ 낚시터 편의시설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
－－ 일반인들은 낚시인 인증제 도입, 낚시단체연합회 설치 등에 찬성이 많았으나,
낚시업체들은 반대 의견이 많았음
○○ 다섯 가지 분야 20개 세부과제로 낚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방안을 도출
－－ 낚시산업의 법·제도적 기반구축
－－ 자원과 환경, 안전을 고려하는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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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의 가족 레저화와 쾌적하고 즐거운 명품 낚시공간의 구축
－－ 수산업과 낚시레저의 조화를 통한 어촌소득 기반의 창출
－－ 낚시도구산업의 수출 진흥을 통한 글로벌 산업의 육성

2) 정책적 기여
○○ 낚시산업 정책 및 5년마다 수립되는 ‘낚시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및 정책방향을 제시함

3) 기대효과
○○ 낚시산업의 비전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할 수 있도
록 정책수립에 기여
－－ 낚시산업 현황 및 실태조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낚시산업 육성 및 법제도 정
비 등 정책 수립에 기여
○○ 국내외 낚시산업 선진 사례 조사 및 시사점의 도출로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화에 기여
○○ 낚시산업의 규모화와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어촌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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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트레일러 샤시
상호주행 효과분석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김근섭 전문연구원
(Tel. 02-2105-2846 , e-mail : gskim@kmi.re.kr)
내부연구자 : 이성우 연구위원, 하태영 부연구위원, 김찬호 부연구위원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한·일 간 트레일러 상호 주행 이전 단계에서 예상 가능한 수요와 기대효과,
현실적 한계점 등을 사전에 분석하는 것임
－－ 아울러 한·일 간 실질적인 트레일러 상호 주행 가능성도 검토함
○○ 이러한 연구결과를 제4차 한·중·일 물류장관회의(2012, 한국)에 보고하고, 양국 간
법·제도적 애로 사항의 해결 협의를 이끌고, 향후 실질적인 상호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이러한 목적달성 시 한·일 간 물류네트워크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화주의 수출 경
쟁력 증대를 통해 교역량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 한·일 간 복합 운송 관련 선행연구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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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협의회 통한 한·일 간 공동연구
－－ 동북아 항만국장회의의 실무협의회를 활용하여 한·일 정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구 수행

2) 연구의 특징
○○ 한·일 간 상호 주행 실시를 위해 광범위한 해결 요인이 존재
－－ 이용 수요뿐만 아니라 차량안전기준, 보험문제 등 포함
○○ 본 연구는 트레일러 샤시 상호주행 이용 수요를 대상으로 수행
－－ 이용수요는 낙관적, 중립적, 보수적 시나리오로 분석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한·중 간 트레일러 샤시 상호 주행 평가
－－ 운행지역 및 적용항로 제한, 이용 여건 취약 등
○○ 한·일 간 국제카페리 Ro-Ro 물동량 분석
－－ 10년 기준 컨테이너 87,233개, On-chassis 5,147대, 특수차량 수출 1,979대
○○ 장래 한·일 간 국제카페리 Ro-Ro 물동량 전망 및 상호주행 전이물동량
－－ 20년 기준 컨테이너 100,569개, On-chassis 6,059대, 특수차량 수출 2,673대
－－ 20년 낙관적 기준 상호주행 전이물동량은 컨테이너 13,579개, On-chassis
5,268대, 특수차량 수출 2,673대로 추정
○○ 비용절감(하역비용, 시간비용, 포장비용 등) 효과 분석
－－ 20년 낙관적 기준 총 188억 1천만 원의 비용 절감 가능

2) 정책적 기여
○○ 한·일 간 트레일러 샤시 상호 주행 시범사업 진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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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 및 Working Group 협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일 간 피견인 트레일러
샤시 시범운송 시행(12년) 예정
○○ 한·일 간 협상에서 효과적 대응을 위해 트레일러 샤시 주행과 관련한 업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진행(현재까지 업계의 세부적인 내부 자료가 없는 관계로 효과적
대응이 어려웠음)
－－ 국내 수요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국내 화주 및 물류기업의 실질적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협상 자료 작성

4. 연구결과의 활용
1)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관련 정부부처: 국토해양부(물류정책과)
○○ 방법론 및 이론: 한·일 간 카페리 화물 수요 추정 및 기대효과 분석

2) 기대효과
○○ 한·일 간 신규 물동량 창출에 기여 가능
－－ 물류비용, 운송 시간 절감, 대상 항로 확대에 따라 반도체 및 전자제품 등 다른
수송수단(컨테이너선, 항공 등)을 이용하던 물동량의 카페리 이전 추세를 가속
화하여 신규 항만 물동량 증대 효과
－－ 이를 통한 상호 교차 투자 수요도 예상되며, 한·일 간 포트얼라이언스 확대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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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경관 유형분류와
관리 제도분석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최지연 전문연구원
(Tel. 02-2105-2773, e-mail : jychoi@kmi.re.kr)
내부연구자 : 박수진 부연구위원, 육근형 부연구위원, 장정인 전문연구원, 최희정 전문연구원, 정지호 연구원
외부연구자 : 이호석 North Georgia College & State University 교수, 김나영 한국해양대학교 연구교수

1. 연구목적
○○ 연안관리제도와 융합될 수 있는 연안경관 유형분류와 유형별 관리요소를 도출하고, 국
내외 경관 관리 관련 법·제도 등을 분석해 연안경관 관리에 필요한 법·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 연안경관의 유형을 자연과 인문환경에 따라 분류하고 연안경관 관리에 필요한 요소
를 도출
－－ 국내 경관관리 관련 법·제도와 일본, 미국, 호주의 경관 관리제도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연안경관 관리 제도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연안경관의 유형분류 등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연구결과 조사·분석
○○ 미국, 일본 등 연안경관 관리 관련 정책분석을 위한 전문가 자문
○○ 연안경관 관련 국내 법·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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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연안경관 관리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연안경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경관 관리를 통한 연안 지역 성장 관리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연안경관은 해저·해중·해면 및 연안 육역의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활환경이 어우
러져 형성된 풍경으로, 지형적·물리적 구성요소에 따라 유형 구분
－－ 연안 자연경관은 지형적 요인에 따라 침식·퇴적지형경관으로, 생태적 요인에
따라 해안림, 수초대, 산호 등으로 분류 가능
－－ 연안 인공경관은 토지이용 등에 따라 도시경관, 어촌·어항경관, 관광레저경관
등으로 분류 가능
－－ 연안경관 관리요소는 건축물, 환경·생태요인,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 공간 등
이 해당
○○ 국내 연안경관은 17개 법률에 의해 기능적으로 관리, 일본은 ‘해안경관형성 가이드
라인(2006)’, 미국은 경관보전체계와 연안 공공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 일본의 ‘해안경관형성 가이드라인’에서는 해안경관형성을 위한 단계별 접근과
연안 재해에 대비한 연안 시설물의 설계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미국은 연안경관을 지형적 변화과정과 생태환경에 따라 13개 권역으로 분류하
고 이에 따라 세부계획 마련 권고
○○ 연안경관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연안경관 관리범위 설정, 연안용도해역과 연안정비
사업을 연계한 ‘연안경관사업 및 시설물 설계 지침(안)’ 마련 필요
－－ 연안경관 관리기반 조성방향: 연안경관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연안용도해역
과 연안경관 관리요소 대상 연계,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설계기준 마련, 연안
경관 관리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연안경관 관리사업 및 시설물 설계 지침(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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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제: 연안 공간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한 연안경관 관리사업 추진, 통합
적 연안경관 관리 지침 마련, 연안경관 조사·관리의 단계적 접근, 연안의 사회
문화와 생태환경 조화

2) 정책적 기여
○○ 연안경관의 통합적 관리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3) 기대효과
○○ 체계적 연안경관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제기
－－ 연안의 공공적·생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연안경관 관리의 기본방향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기여
○○ 연안통합관리 관점에서 연안경관 관리사업 추진방향 마련
－－ 개별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연안경관 관련사업의 통합적 추진과 이를 통한 연안
지역의 성장관리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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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항로 개설에 따른
해운항만 여건 변화 및 물동량 전망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이성우 연구위원
(Tel. 02-2105-2830, e-mail : waterfront@kmi.re.kr)
내부연구자 : 송주미 전문연구원, 오연선 연구원
외부연구자 : Cesar Ducuret 파리대학 교수

1. 연구목적
○○ 북극항로 중 동북아 국가들이 주로 이용할 북동항로(NSR)에 대한 이용 가능 물동량을
추정하여 우리나라 정부 및 국내 기업들의 항로 활용가능성과 적정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아시아 및 유럽의 북동항로 이용가능 국가 도출
○○ SP 분석을 통한 북동항로 전이가능 물동량 도출
○○ 컨테이너 및 자원운송 시 기존항로와 북동항로 간 비용 분석
○○ 물류관계자 대상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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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아시아 및 유럽의 port to port 자료(선박능력 X 항만간 운항빈도)를 바탕으로 거
리 및 비용 요소를 도입하여 수에즈 항로와 북동항로 간의 북극항로 전이가능 물동
량 최초 추정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대만, 홍콩, 필리핀 등이 북극항로 이용시 거리
가 절감되며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은 거리 절감 효과가
없음
－－ 유럽에서는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이 북극항로 이용 시 거리 절감효
과가 있으며, 포르투갈 및 스페인은 한국 및 일본 등 일부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시 거리 절감 효과가 있음
○○ 2030년에 북극해가 완전 녹는다는 미국 NSIDC의 자료를 바탕으로 2030년에 상용
화가 된다고 할 경우, 수에즈운하 항로와 북극항로의 운임이 같으면 2030년 북극
항로의 2,800만 TEU가 될 것으로 전망
－－ 북극항로의 운임이 수에즈운하 항로보다 20% 높을 경우에는 약 406만 TEU,
20% 저렴할 경우에는 4,400만 TEU로 전망
○○ 그러나 러시아에서 부과하는 통행료(icebreaker service rate)가 2005년에 공고된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경우, 북극항로 이용 시 운항비용이 기존 수에즈항로의 운항비용
보다 최대 3배까지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적정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적 기여
○○ 북극항로 물동량 추정 및 주요 문제점 분석을 통한 북극항로 상용화 대비 정책마련
의 기초자료로 활용

2011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91

제3장 기본연구사업

3) 기대효과
○○ 물동량 전망에 따른 타당성 및 적정 운임 설정 등을 통한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북
극항로 수송시장 주도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 북극항로 개설에 대비한 해운 및 항만개발 관련 우리나라 정책 대응방안 및 정부
의 총괄정책 마련과 국제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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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의
환경적·경제적 영향 분석
연 구 기 간 : 2011. 7. ~ 2011. 11.(5개월)
연구책임자 : 신철오 전문연구원
(Tel. 02-2105-2819, e-mail : shin@kmi.re.kr)
내부연구자 : 육근형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박년배 세종대학교 교수

1. 연구목적
○○ 해상풍력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 국외 해상풍력 건설·운영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해양환경영향 평가의 내용과
소음과 진동, 해양물리 및 퇴적환경 변화, 어업환경 변화 및 영향, 경관 영향, 해양
생태계 영향, 바닷새 이동 및 서식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을 분석
○○ 해상풍력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 해상풍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수행된 타당성 분석 사례를 소개하
고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조사와 사례 분석
－－ 환경영향에 대한 국외 사례를 중심으로 설비·운용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건설단
계, 운영단계, 그리고 해체단계로 나누어 평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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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에 관한 국내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
검토
○○ 국내 유통관계자 대상 설문 및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추진 현황과 해외 선진국의 해상풍력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발전과정과 배경, 현황 등을 분석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활성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현황과 우리나라 신재생에너
지 수급상황을 살펴보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증 해상풍력발전단지
의 경제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필요한 기술개발의 주안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
할 수 있음
○○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에서 발전단지의 설비 및 운용 생애주기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져야하는 환경영향을
포괄적으로 검토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신재생에너지원의 개발 필요성 증대
－－ 전 세계 에너지자원의 수급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
－－ 특히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자원 가운데 해상풍력발전은 협소한 육상의 입지적 한
계를 벗어나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이용과 개발이 가
능한 분야에 해당
○○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조류의 이동경로 및 해양포유류에 대한 영향, 소음·진동과 관련된 해양생태계
영향과 같이 현재의 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는 분석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조
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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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해역의 생태적 조건이나 사회적 이용 현황 등 외국과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연안의 실정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환경영향의 정도
를 지금과 같은 도입 초기에 분석
○○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적 타당성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2) 정책적 기여
○○ 향후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 획득 가능성 확인
－－ 현재의 시점에서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은 미흡한 상황
－－ 반면에 Track Record 획득을 통한 해양산업의 연관효과 기대
○○ 연관산업의 개발에 따른 부가가치 효과
－－ 해상풍력의 개발을 통한 시장 확대가 연관 산업을 육성하는 견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임

3) 기대효과
○○ 종합적인 경제성 평가의 필요성 제시
－－ 환경적인 영향과 추가적인 비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성 분석의 수행이 필요
○○ 종합적인 해양공간계획 마련
－－ 우리나라의 전체 해역을 대상으로 풍력자원의 분포, 해상운송로, 어업활동 및
보호구역 등을 파악해서 이용이 가능한 활동을 사전에 구획하는 방식 활용
－－ 해양공간계획에 해상풍력발전을 도입할 필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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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정비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윤성순 부연구위원
(Tel. 02-2105-2771, e-mail : ssyoon@kmi.re.kr)
내부연구자 : 장정인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구세주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주석 호서대학교 교수

1. 연구목적
○○ 연안에서 시행되는 대표적 공공사업인 연안정비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자원
의 효율적 이용체계를 강화하고 연안정비사업의 시행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연안정비사업 추진의 주요 제한요소인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공공사업의 경제성 분석과 관련한 각종 사례를 분석하고 경제적 효과 분석기법과
관련된 이론적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각종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를 분석
○○ 연안정비사업 현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연안정비사업에 대
한 인식을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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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공공사업의 경제성 분석과 사업효과의 제고방안을 연계하여 연안정비정책의 실질
적인 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시도의 연구사업
○○ 각종 공공사업의 경제성 분석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연구 성과
의 전문성을 강화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연안정비사업의 편익과 비용요인을 도출하고 연안침식 방지 면적 가치, 연안생태계
서비스 가치 등과 같은 주요 편익항목의 경우 각 항목의 산정방법을 제시
○○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각 지역별 지역 내 및 지역 간 파급효과를 분
석하였는데, 약 2조 2,36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78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
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연안정비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타당성의 경제성 검토 강화, 환경
적·사적 비용의 절감, 연안정비시설의 복합 다기능화, 시설의 사후관리, 연안정비
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등이 필요
○○ 향후 정책수립에 고려해야 할 사항
－－ 연안정비사업 유형별 경제성 분석 기법의 개발, 발전, 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연
구사업이 필요
－－ 연안정비 사후관리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 또한 관리결과를
DB화하여 유사사업 및 정책의 개선에 적용
－－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관리자들의 의식 제고와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용이 필요
－－ 향후 연안정비사업에 대해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과감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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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연안정비사업의 실질적 효과 달성을 위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기법 마련의 기초를 제공
○○ 연안공공사업의 경제성 분석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재원의 효과적 이용체계를 지원
○○ 연안정비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안정비정책의 발전에 기여

3) 기대효과
○○ 연안정비사업의 계획단계 및 타당성 평가단계에서 사업의 효과를 검토하는 방법과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사업의 재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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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방안
연 구 기 간 : 2011. 8. ~ 2011. 12.(5개월)
연구책임자 : 이성우 연구위원
(Tel. 02-2105-2830, e-mail : waterfront@kmi.re.kr)
내부연구자 : 김찬호 부연구위원, 송주미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글로벌 물류기업이 지금까지 성장하는 데 활용해온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변화
전략과 성장과정의 성공요인과 국내 물류기업에 대한 업종별 성장전략 등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물류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향후 전개할 글로벌 성장 전력을 제안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둠
○○ 아울러 글로벌 시장 변화에 따른 국내 물류기업들의 구조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략
제안 및 정부 차원에서 고려하거나 지원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 및 지원방안 등을 도출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둠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기존 분야별 글로벌 물류기업의 태동 배경 및 성장동기, 성장전략 및 현황 등을 기
존 문헌,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분석·정리하고, 해당 자료와 전문가 인터뷰를 토
대로 국내 물류기업들의 성장 전략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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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물류산업의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항만운영사, 국제물류 주선업체를 포함한 3PL기업을 연구대
상으로 포함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우리
나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경쟁력 강
화위원회에 보고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2000년 이후 국가경제 성장기반 강화와 선진국 진입의 일환으로 동북아 물류거점
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
－－ 이는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불건전성에 기인한 글로벌 경쟁력 부족에 기인
－－ 더욱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전문성 결여
및 글로벌 네트워크의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전략적으로 화주-물류기업의 협력
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
－－ 아울러 물류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 문제, 물류시설 공급 위주 정책이나 시급
과제 및 사안 위주의 물류정책 역시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운영과 3PL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리더 물류기업과 국내
물류기업의 가교를 통해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국내 항만운영사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항만터미널 수입공유 임대요율제 도
입, 컨테이너 하역시장 안정화 정책, 메가 터미널 운영사 설립 등의 방안을 제시
－－ 아울러 3PL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동반진출 확대를 통한 해외 진
출 초기 물량 확보, M&A 활성화 및 한·중·일 특송시장 등과 같은 물류시장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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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함은 물론 국가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
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
－－ 물류산업 통합법 마련을 통한 일관된 물류정책과 지원정책의 추진,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금마련, 신흥거점 지역 선정을 위한 글로벌 물류
지수 개발, 물류기업의 제휴 및 합병 관련 제도적 지원 마련, 전략적 화주-물류
협력 생태계 구축, 물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식관리센터 운영, 물류 거버
넌스 체계 구축 등을 제시

3) 기대효과
○○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
○○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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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주의 과제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상호입어체제 개선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김대영 연구위원
(Tel. 02-2105-2808, e-mail : mobydick@kmi.re.kr)
내부연구자 : 이정삼 전문연구원, 김봉태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이동우 국립수산과학원 박사, 片罔千賀之 나가사키대학교 교수

물류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항만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김찬호 부연구위원
(Tel. 02-2105-2908, e-mail : chkim@kmi.re.kr)
내부연구자 : 김형태 연구위원, 김근섭 전문연구원

※ 상기 2개 과제는 연구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함

102

제4장

일반 사업
1. 일반사업
2. 중점연구과제
3. 국제협력연구과제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011

제4장 일반사업

해양아카데미 사업
연 구 기 간 : 2011. 1. ~ 2012.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윤진숙 연구위원
(Tel. 02-2105-2752, e-mail : jsyoon@kmi.re.kr)
연 구 자 : 백인기 전문연구원, 이슬기 위촉연구원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1세기 국제사회는 인구 증가와 더불어 자원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지의 세계인
해양자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해양영토의 선점 및 확장으로 인하여 국제
질서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음
○○ 이처럼 국제질서가 지배하는 21세기 바다에서 해양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양
을 이해하고, 동경하며, 해양의식이 투철한 해양국민의 양성이 우선되어야 함
○○ 최근 국제사회는 21세기 경제성장의 돌파구로서 해양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해양이용 분야를 뛰어넘어 마지막 남은 미지의 세계로서 해양의 무
한한 가치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특히 일본, 중국, 미국 등 주변국들은 해양에 관한 법률과 계획을 수립하였고, 동시에
국가차원에서 해양교육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임
○○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양이 막대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지구상의 마지막 미개척 분야라
는 점과 국제사회가 첨단 해양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신해양산업 창출에 힘쓰는 해양인
식에 대한 변화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전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이해 및 해양의식 고취 등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
적인 해양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절실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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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적
<해양아카데미 사업 목적>
과업내용 측면
▣ 21세기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선진 해양교육 추진
◦ 초중고 해양교육 활성화를 통한 해양이해 증진과 해양의식 고취
◦ 정규 교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양교재 개발
◦ 풍부한 해양지식과 투철한 해양의식을 갖춘 교사 양성
◦ 해양지식 및 해양의식 확산을 위한 활동 강화
◦ ‘21세기 해양교육비전’ 정립

<해양아카데미 세부 목표>
세부 목표
▣ 교재 개발
◦ 일선 교사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초등학교 교사용 해양교재 개발
◦ ‘창의적 재량활동’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는 교재 개발
◦ 해양교육 교사 연수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재 개발
▣ 교사 연수
◦ 초중고 교사 대상 해양교육 자율연수 및 직무연수 교육 실시
◦ 고위급 교육관리자 연수를 통한 일선학교 해양교육 활성화 여건 조성
◦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참여형 연수교육 방안 마련
▣ 국내·외 성과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 해양홍보단 활성화를 통한 해양의식 전파
◦ 우수한 해양 교육 강사 Pool 구축
◦ 대학·연구기관·정부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한 인력 및 정보 교류
◦ 해양아카데미 홈페이지 구축
▣ 국제교육훈련 과정 추진
◦ 개발도상국 해양관련 공무원 대상 해양정책 교육 추진 및 확대
◦ 개발도상국 해양·수산 관련 공무원 대상 해운·항만·수산정책 통합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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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고학년 교사용 교재개발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윤진숙 연구위원
(Tel. 02-2105- 2752, e-mail : jsyoon@kmi.re.kr)
내부연구자 : 백인기 전문연구원, 이슬기 위촉연구원
외부연구자 : 서울 장평초 서형기(교재 개발 총괄), 서울 장평초 유영석(집필),
서울 장평초 조은형(집필), 서울 상봉초 이혜주(집필), 서울 월정초 이성희(집필),
서울 마포초 한기천(교과과정 적합성 검토)
교 재 감 수 : •내부 감수: 이원갑 감리위원
•외부 감수: 한국교원대학 김기대 조교수, 경인교육대학 최선영 조교수,
서울교육대학 신동훈 조교수, 전영석 조교수

1. 연구목적
○○ 해양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고, 교육현장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는 교재 개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교재개발 절차
주제선정 및
세부항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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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강의안에 맞춘
집필(내·외부 전문가
감수)

교재용 이미지 제작

교재발간 및 연수

등 교재발간 사전작업

교육

초등학교
해양교육
실시

일반사업

2) 연구의 특징
○○ 초등학교 고학년 교사용 지침서
○○ 교재의 주요 내용은 중학교 교사용 지침서를 기준으로 설정
○○ 교육현장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강의안 식 구성
○○ 초등학교 교원 중심의 개발 및 집필
○○ 중장기 초중고 교사용 교재개발 계획에 따른 개발

3. 연구의 결과
1) 주요 연구결과
○○ 우리 바다 알기
－－ 아름다운 우리 바다의 특징
• 동해, 서해, 남해, 태평양 해저광구
－－ 바다의 경계
• 바다의 경계선, 나라 사이의 바다 경계, 바다의 지도, 국제수로기구, 북극 및
남극에 대한 권리
○○ 바다의 먹거리
－－ 식탁 위의 바다
－－ 시장에서 만나는 바다
－－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 바다 사랑하기
－－ 아름다운 우리 바다
－－ 즐기는 우리 바다
－－ 이용하는 우리 바다
－－ 파괴되는 우리 바다
－－ 지키는 우리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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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와 바다의 역사
－－ 배의 역사
－－ 배를 통해 본 우리 바다의 역사
－－ 배의 용도와 이용

2) 정책적 기여
○○ 국민의 해양의식 고취
－－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해양교재 개발로 해양교육 활성화
에 기여
○○ 교사용 교재 교원연수를 통한 교사들의 해양교육 능력 향상에 기여
－－ 연수교재로 동 교재를 사용함으로써 교사들에게 해양에 대한 종합적 지식을 제
공하여 교육현장에서 해양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

3) 기대효과
○○ 21세기 글로벌 해양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국민의 양성
－－ 해양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현명하게 이용할 줄 아는 해양국민 양성
○○ 기존 것과 차별화된 해양교재를 개발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해양교
육 효과를 극대화
○○ 해양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분야에 대한 국민의 이
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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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수 프로그램

1. 해양아카데미 제6기 교원 자율연수
○○ 연수실시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 연수과정: 창의적 재량학습 해양교육연수
○○ 연수기간: 2011. 1. 25. ~ 1. 27. (2박 3일간)
○○ 장소: 서울올림픽파크텔
○○ 연수 참가대상 및 인원: 전국 초·중·고 교원 42명 참석
일시/장소

2011. 1. 25 ~ 27
(서울올림픽파크텔)

강의명 및 내용

강 사

해양과학

김경렬(서울대학교)

해양역사

김주식(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해양문화

김성준(한국해양대학교)

해양법/정책

신창훈(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해양산업(수산업)

신영태(KMI)

해양산업

박창호(재능대학교)

해양직업

윤진숙(KMI)

특강: 갯벌과 해양생물

제종길(도시와 자연연구소)

특강: 해양교육

윤진숙(KMI)

현장견학: 강화도갯벌센터 및 강화도 나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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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아카데미 제7기 교원 자율연수
○○ 연수실시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 연수과정: KMI 해양아카데미 교원 자율연수 심화과정
○○ 연수기간: 2011. 7. 28. ~ 7. 29. (2일간)
○○ 장소: 양재동 엘타워
○○ 연수 참가대상 및 인원: 전국 초·중·고 교원 29명 참석

일시/장소

강의명 및 내용
수산 및 어촌정책
수산국제협력정책

2011. 7. 28. ~ 7. 29.
(양재동 엘타워)

지속가능한 연안관리정책
항만정책
해운의 신성장동력

강 사
방태진
(청와대 비서관)
김기환/서밀가
(농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류영하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김규섭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이익진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3. 해양아카데미 제8기 교원 직무연수
○○ 연수실시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 연수과정: 해양교육 직무연수
○○ 연수기간 : 2011. 8. 16 ~ 8. 20 (4박 5일간)
○○ 장소: 서울올림픽파크텔
○○ 연수 참가대상 및 인원: 전국 초·중·고 교원 37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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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강의명 및 내용

강 사

해양과학1: 해수의 특성과 운동

김경렬(서울대학교)

해양과학2: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

문재운(KORDI)

해양과학3: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

임현식(목포대학교)

해양문화

김성준(한국항만물류고)

해양역사

김주식(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해양법/정책

신창훈(아산정책연구원)

2011. 8. 16. ~ 8. 20.

해양산업1: 수산업

신영태(KMI)

(서울올림픽파크텔)

해양산업2: 해운·항만업

박창호(재능대학교)

해양직업

윤진숙(KMI)

분임토의:
1. 왜 해양교육이 필요한가?
2. 해양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3. 어떻게 해양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현장견학: COEX 아쿠아리움, 강화역사박물관

4. 제2회 고위급 교육관리자 연수
○○ 연수실시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 연수주제: 해양환경 및 해양산업에 대한 이해
○○ 연수기간: 2011. 4. 7. ~ 4. 8.(1박 2일)
○○ 장소: 순천, 거제, 마산
○○ 연수 참가대상 및 인원: 전국 고위급 교육 관리자 20명 참석
일시/장소

강의명 및 내용

강 사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견학
2011. 4. 7. ~ 4. 8.
(서울올림픽파크텔)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견학
봉암갯벌 교육 및 견학

이보경(봉암갯벌교육원)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교육 및
마산만 견학

이찬원(경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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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회 고위급 교육관리자 연수
○○ 연수실시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 연수주제: 한중 해양교류의 역사와 해운산업
○○ 연수기간: 2011. 9. 27. ~ 10. 1.(4박5일, 한중페리호 2박)
○○ 장소: 중국 산동일원
○○ 연수 참가대상 및 인원: 전국 고위급 교육 관리자 23명 참석
일시/장소

강의명 및 내용

강 사
<선상 세미나>

1. 한중 해양교류의 역사와 해상왕 장보고

김주식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김형태

2. 한중 해운의 중요성

(KMI)
김석구

3. 해양환경 국제협력

(KIMST 자문위원)
<청도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2011. 9. 27. ~ 10. 1.

박광순

1. 한중 해양환경 협력 현황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중국 산동일원)
2.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운영 현황

김영성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산둥반도의 역사적 고찰>
1. 봉래 등주수성
2. 위해 유공도 중국갑오전쟁박물관
3. 적산 법화원 및 장보고유적기념관
중국 제1해양연구소
청도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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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김영성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일반사업

국제연수 프로그램

1. 해양환경정책 국제교육훈련 사업 (고위급)
○○ 연수실시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 연수기간: 2011. 6. 12. ~ 6. 18. (6박 7일간)
○○ 장소: 서울올림픽파크텔
○○ 연수 참가국 및 인원: 라오스(2명), 말레이시아(2명), 베트남(2명), 인도네시아(3명),
캄보디아(1명), 태국(2명), 필리핀(2명), 피지(2명) 총 16명 참석
일자/장소

강의주제
우리나라 해양환경 정책

박광열 정책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환경관리 국제동향

에릭 아들러 조정관
(COBSEA)

해양과학 R&D 정책

서경석 팀장
(KIMST 연구전략팀)

해양생명산업

최종순 부장 (KBSI)

연안통합관리제도

남정호 (KMI)

연안오염총량제도

장원근 (KMI)

연안정비사업 정책

윤성순 (KMI)

기후변화 적응사업

황진환 교수 (동국대학교)

EXPO 설명회

이대균 과장 (여수조직위)

2011. 6 .12. ~ 6. 18.
(서울올림픽파크텔)

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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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환경정책 국제교육훈련 사업 (실무급)
○○ 연수실시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 연수기간: 2011. 6. 26. ~ 7. 2. (6박 7일간)
○○ 장소: 서울올림픽파크텔
○○ 연수 참가국 및 인원: 라오스(2명), 말레이시아(2명), 베트남(2명), 솔로몬(1명), 중국
(2명), 캄보디아(1명), 태국(2명), 필리핀(3명), 피지(2명) 총 17명 참석

일자/장소

2011. 6. 26. ~ 7. 2.
(서울올림픽파크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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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주제

강 사

우리나라 해양환경 정책

이재영 사무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중국 샤먼 연안통합관리 성과

쉐시옹쯔 교수 (COMI)

해양과학 R&D 정책

서경석 팀장
(KIMST 연구전략팀)

해양생명산업

최종순 부장 (KBSI)

연안통합관리제도

남정호 실장 (KMI)

연안오염총량제도

장원근 (KMI)

연안정비사업 정책

윤성순 (KMI)

기후변화 적응사업

황진환 교수 (동국대학교)

EXPO 설명회

김정화 사무관 (여수조직위)

일반사업

해양교육 홍보단

1. 제4회 해양교육 홍보단
○○ 일시: 2011. 3. 24.(목) 18:30 ~ 21:00
○○ 장소: KBS 미디어센터 지하1층 제니스
○○ 강의주제: 해양대학 졸업생(해기사 및 선장)들의 사회진출 성공사례와 비전
○○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김진현 교수
○○ 참가인원: 초중고 교원 60명
○○ 주요내용
Ⅰ. 서론
Ⅱ. 해양대학에 대한 소개∶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Ⅲ. 진출상황
1. 전통적인 사회진출∶ 해기사, 도선사, 해양대학 교수, 해운회사, 공무원, 유관단체, 차터링 브로커 등
2. 새로운 사회진출∶ 법률분야, 해운경영, 해상보험, 선박금융, 조선소 및 해양플랜트
Ⅳ. 해기직종의 장점과 단점∶ 기숙사 생활, 어학 등 외국어 공부와 다양한 연계전공, 높은 취업률,
이가성(離家性), 육상진출
Ⅴ. 강사가 걸어온 길
Ⅵ.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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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회 해양교육 홍보단
○○ 일시: 2011. 11. 1.(화) 19:00 ~ 21:30
○○ 장소: KBS 미디어센터 지하1층 제니스
○○ 강의주제: 바다에서 바라본 우리 역사
○○ 강사: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윤명철 교수
○○ 참가인원: 초중고 교원 56명
○○ 주요내용
Ⅰ. 들어가는 말		
Ⅱ. 왜 해양사관인가
Ⅲ. 동아지중해 모델과 특성		
Ⅳ. 고대국가의 발전과 해양활동
Ⅴ. 맺음말

3. 제6회 해양교육 홍보단(KMI 해양아카데미·서울초중고해양교육연구회 공동세미나)
○○ 일시: 2011. 12. 6.(화) 17:30 ~ 21:00
○○ 장소: 양재 엘타워 엘하우스
○○ 강의주제: 학교중심 해양교육 활성화
○○ 강사: 조정희(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주세종(KORDI), 김재기·권혁두(서울
시해양교육연구회)
○○ 참가인원: 초중고 교원 109명
○○ 주요내용
－－ 1. 여수 EXPO와 해양교육활용방안 (조정희, 2012EXPO조직위원회 학술행사부장)
1)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요			
2) 박람회장 설명
3) 교통·관광·숙박 대책				
4) 박람회 기관 중 학술행사
5) 여수세계박람회의 차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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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태평양의 해양환경 (주세종, KORDI)
1) 해저 열수 분출구의 대략적인 설명		
2) 연구 목적 및 내용
3) 탐사개요 - 지역, 조사방법			
4) 주요 탐사 결과
5) 탐사 동영상 시청 - KBS 스페셜 방송 ‘남태평양 심해를 가다’

－－ 3. 「남태평양 심해를 가다」 비디오 워크북 개발(김재기·권혁두, 서울시초중고해양
교육연구회)
1) 제작 중점
2) 초등학생용 워크북 소개
(1) 해저지형에 대한 읽을거리
(2) 동기유발 관련 자료
(3) 심해 생물 알아보기
(4) 심해 생물 관련 학습지
(5) 무인 잠수정 관련 읽을거리 및 학습지
(6) 열수분출공 및 열수광상 관련 학습지
(7) 심해 생물 분류 및 소감문 학습지
3) 기대효과

2011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117

제4장 일반사업

해운산업 경기예측센터 운영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김우호 부연구위원
(Tel. 02-2105-2826, e-mail : neoport@kmi.re.kr)
내부연구자 : 김태일 전문연구원, 고병욱 전문연구원, 최상희 위촉연구원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해운경기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변화에 대응한 상시 경기
예측 연구체제의 구축하고, 해운기업 및 정책 당국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의 실용
화를 추진하는 데 있음
○○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해운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
토록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해운시장 수급분석, 운임예측 등 경기예측
○○ 주요 선사 및 관련 주체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 및 수렴
○○ 주기별 간행물 발간과 시황 세미나 및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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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 사업을 통해 국내 유일의 해운경기예측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 세미나 및
포럼을 통해 해운산업의 경영여건과 애로사항을 전달함으로써 합리적 정책수립에 기여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컨테이너선 시장 분야
－－ 항로별 수급 및 시황분석 세분화 및 정교화: 중국 항로 및 우리나라 기종점 항로
수급 및 시황 분석 제공, 우리나라 항로의 소석률 추이 및 항로별 수급지수 제공
－－ 시황의 충격 요인 집중 분석: 일본 대지진 및 미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해운시장
영향과 전망
－－ 전문가 활용도 제고: 중국 및 한국 지역 리서치 간담회 추진
○○ 건화물선 시장 분야
－－ 건화물선 시황 예측모형 개발: 변수 확장, 운송수요 예측방법론, 다변량 모형에
이분산 반영 등
－－ 건화물선 운임지수 개발: 업계 관계자 면담 및 모형연구를 통해 지수개발 재점
검, 당해 연도는 단순평균방식의 지수산정방법을 개선하는 연구 수행
○○ 보고서 발간 및 세미나 개최
－－ 시황과 이슈세미나 개최 및 분기별 시황보고서 발간(3회)
－－ (주간)해운시황포커스 발간 (47회)
－－ 해운시황 패널 워크숍 (1회)
－－ 해운조선금융 포럼(1회)
－－ 선사 리서치팀 간담회 (1회)
－－ CEO 초청 해운시황 설명회 (2회)
－－ 세계해운전망국제포럼 개최 및 2012세계해운전망 보고서 발간 (1회)
－－ 국제포럼(상해, KMI/SISI 공동주관) 개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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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해운경기 변동성과 요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해운기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해운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

3) 기대효과
○○ 선사 및 화주 등 해운시장 참여자에 대한 시황 판단 능력 제고
○○ 시황 변동성 분석 내용을 적기에 제공하고, 기업의 제안 및 애로사항 관련 내용을
정부 정책 수립 시 활용하여 해운기업의 육성 전략 마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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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심기섭 부연구위원
(Tel. 02-2105-2829, e-mail : kssim@kmi.re.kr)
내부연구자 : 이민규 전문연구원, 조소희 위촉전문연구원, 김범수 위촉연구원, 황소정 위촉연구원, 이수
영 위촉연구원, 최건우 위촉연구원, 김민영 위촉연구원

1. 연구목적
○○ 항만물동량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 항만물동량 관련 DB 구축, 신뢰성 높은 물동량 예측모형 구축을 통한 수요예측 방
법의 개선으로 항만물동량 예측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필요
○○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 수립 이후 해운·항만분야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기본계획 변경
관련 항만물동량 검토 지원
－－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2012~2020) 수립 이후의 신설기업 및 산업체 이전 등 산업
구조의 변화, 해운·항만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항만물동량 수요예측 변경 자료를
제공
－－ 개별항만의 항만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항만수요예측센터의 전문적 물동량 검
토를 통해 논란 발생 여지를 사전에 최소화하여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
○○ 항만물동량의 수요예측에 근거한 트리거룰(Trigger Rule, TR) 적용
－－ 전국 항만시설의 과잉 및 과소 방지를 위한 항만물동량 수요예측 결과 반영
－－ 항만물동량 수요예측 결과는 매년 항만별 투자계획 및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적정
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기여하며, 항만별 물동량 유치전략 수립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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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항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수요 관리
－－ 항만별 개발시기, 투자규모 산정은 물론 장기적으로 마리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전
략 수립 지원
－－ 향후 예상되는 개발수요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의 경쟁적인 개발요구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항만수요예측 결과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 세미나(1회)
－－ 항만정책 이슈 및 중·장기 항만물동량 수요예측 결과 발표 및 각계 의견수렴
－－ 참석대상: 정부, 지자체, 항만공사, 협회, 학계·연구원, 주요 업계 등
○○ 워크숍(2회)
－－ 체계적인 항만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토의 및 의견수렴, 항만물동량 수요예측
관련 연구방법론 논의
－－ 참석대상: 본부 및 센터 연구진, 학계 교수진, 정부 관계자 등
○○ 항만수요검토위원회 개최(2회)
－－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결과에 대한 검토 및 의견수렴
－－ 참석대상: 항만수요검토위원회 위원, 정부부처, KMI 항만수요예측센터
○○ 항만수요예측 국제포럼 개최(1회)
－－ 항만수요예측센터의 물동량 예측 방법과 물동량 예측 전문 기관(OSC, Drewry)
의 물동량 예측 방법 비교 및 검토하여 예측 방법론의 발전
－－ 참석대상: 항만수요검토위원회 위원, 정부부처, KMI 항만수요예측센터, 학계·
연구원, 주요 업계 등
○○ 해외기관과 협동연구
－－ 중국 북경교통대 등(1개 기관)과 중국 물류항만 물류구조에 대한 협동연구 추진
－－ 일본 항만공간고도화센터 등과 항만물동량 및 마리나 수요 예측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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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향후 항만물동량 추정방법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항만개발계획의 재정절감 및 탄력
적인 개발계획 수립 가능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항만물동량 모니터링과 변화요인 및 동향 분석
－－ 국내외 산업별 물류동향 및 항만동향 분석
－－ 동북아 주요 항만, 다국적 선사 및 운영사 등 동향 모니터링
－－ 해외 해운·항만 기관 및 업체의 홈페이지 조사, 해외 출장조사 등
○○ 현황·통계분석 및 DB 구축
－－ 항만시설 현황 및 항만별·품목별 물동량 분석
－－ 수송수단의 실적 조사
－－ 국내외 산업별 제조업 동향, 산업단지별 특성 및 가동현황 분석
○○ 수출입/환적 물동량 분석
－－ 지방청, PA, 운영사 등의 운영실적 및 Port-MIS 원시자료 활용 분석을 통해
수출입 및 환적물동량 현황 분석
－－ 실적 및 예측물동량의 비교를 통한 물동량 증감원인 분석
○○ 전국 항만물동량 수요예측 및 항만별 품목별 물동량 예측
－－ 32개 품목별 수출입 및 연안물동량 수요예측
－－ 컨테이너물동량 수요예측: 수·출입/환적/연안
－－ 항만별 배분모형 및 Bottom-up 방식에 의한 항만별·품목별 물동량 예측
○○ 트리거룰(Trigger Rule, TR) 적용을 통한 항만개발투자 조정 지원
－－ 단기, 중장기 항만별, 품목별 물동량 예측을 통한 항만시설의 과잉·과소 방지
및 합리적 항만개발 계획 수립
－－ 지방청·PA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일관된 TR 적용 방법, 운영지침,
적용 물동량 예측치 등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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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항만의 수요에 대한 상시 예측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 항만별 개발시기·투자규모 산정은 물론, 장기적으로 마리나 개발 활성화를 위
한 전략 수립
－－ 마리나항만의 수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수요예측 기능 구축
－－ 한국형 예측모델 개발 및 상시 모니터링 등 마리나 수요예측시스템 구축
○○ 중국지역의 물류항만부문에 대한 협동연구
－－ 칭다오항 등의 컨테이너물동량 물류구조(O/D, 연안해송, T/S 등)
－－ KMI와 MOU를 체결한 중국 물류항만분야 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교수진 등 전
문가와 협동연구

2) 정책적 기여
○○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KMI의 위상 제고 및 정부정책 기여도 제고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적 연구능력 및 인력 배양
○○ 항만기본계획의 신뢰성 및 탄력성 확보
○○ 체계적, 지속적인 혁신 활동에 의한 미래 항만정책의 변화 유도 및 타당성 제고
○○ 한정된 자원(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항만투자 소요 국가예산의 낭비 요인 제거
○○ 마리나항만의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
○○ 마리나항만의 수요 추정 및 검증방법의 재정립을 통한 국회·지자체 등의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난개발 사전방지

4. 연구결과의 활용
1)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관련 정부부처: 국토해양부
○○ 방법론 및 이론: 항만 물동량 수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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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효과
○○ 체계적인 항만물동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예측치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트리거룰(Trigger Rule)을 적용하여 항만개발계획의 단계별 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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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태평양
해양정책 공동연구사업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김성귀 선임연구위원
(Tel. 02-2105-4971, e-mail : sgkim@kmi.re.kr)
내부연구자 : 최재선 연구위원, 김종덕 연구위원, 장학봉 연구위원, 남정호 연구위원, 최지연 전문연구원,
김민수 전문연구원, 안요한 전문연구원, 박문진 위촉전문연구원, 이구성 위촉연구원,
장진희 위촉연구원

1. 연구목적
○○ 공동연구·사업 등을 통한 협력 성과 대외 확산
－－ 동아시아 태평양 공동연구 및 사업을 발굴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질 높은 연구 성과 도출
• 공동 협력 성과를 역내·외 해양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확산시키고 국제사회 해
양 분야 주도권을 확보
○○ 국가정책 반영 및 대형 R&D 사업 발굴
－－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의 성과를 아·태 지역 국가의 해양 정책 및 R&D 사업 수행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 대내·외 해양 수산 협력네트워크 강화
－－ 아·태 지역의 민·관 전문가 그룹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상호의존적이며, 협력
지향적인 해양 얼라이언스(Alliance) 구축
○○ KMI 대외 브랜드 가치 제고
－－ 아·태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미래 해양 전략을 선도하는 21세기 선진 해양 연구
기관으로서의 KMI 대외 위상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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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연구영역·사업의 발굴
－－ 전문가 네트워크,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해 새로운 연구수요를 발굴하고 새로운 연구
어젠다(agenda)를 개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PEMSEA 국제협력사업위탁, UW 사업: 위탁연구 사업
○○ YSLME 국제협력사업: 워크숍 개최 지원
○○ OPINEAR 협력사업: 일부 워크숍(샤먼대와 공동) 및 회의
○○ 해외 석학 초청 프로그램: 석학 초청 및 지식 공유 워크숍 개최 등
○○ 중국공동 협력 사업: FIO 등 MOU 체결 및 공동포럼 개최
○○ 인도네시아 공동협력사업: LOI 체결 및 공동포럼 개최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 OPINEAR, YSLME, 기타 MOU
체결기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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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사업 명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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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해양협력사업

YSLME
국제협력사업

워싱턴
대학(UW)
연구협력사업

4

OPINEAR
협력사업

5

해외 석학
초청 프로그램

6

중국공동
협력 사업

7

인도네시아
공동협력사업

추진 현황
◦ PEMSEA 국제협력사업
- ‘마닐라만의 육역·해역 통합 용도구역제’ 관련 위탁연구

완료

◦ COBSEA 국제협력사업
- COBSEA 주관 워크숍 참석 및 국제심포지엄 발표(2011.4)

완료

◦ 제3차 황해 해양보호구역 국제워크숍 개최

완료

◦ UW 환경대학장 방문 및 업무협의
- 한-미 해양정책 공동연구센터 설립 추진 협의
◦ 워싱턴 대학에서 제안한 3개 연구과제 확정(6월) 후 계약(9월)
- Korea-Africa Cooperation Initiative Development on Selected West
and African Coastal States
- Integrated Coastal and Ocean Spatial Management Planning - Tools
for Incorporating Trade-offs
- Coastal Environmental Restoration in Urbanized Environments:
Examples from Puget Sound
-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for Korea’s Coastlines

완료

◦ 중국 샤먼대학교와의 해양협력 사업
- 샤먼대 연안·해양관리연구소(Coastal and Ocean Management
Institute, COMI)와 공동연구를 위한 LOA 체결(2011.4)
- WOW 2011 워크숍 KMI-COMI 공동개최 추진(2011.11, 샤먼)

완료

◦ 미국 워싱턴 대학 Edward L. Miles 명예교수 초청(2011.5~6)
- 원내 세미나(3차), 발표(해양비전포럼, 해상치안컨퍼런스)
- 강연(해군대학교)

완료

◦ 한-중 해양협력 포럼 개최 및 MOU 체결
- 중국 제1해양연구소/2011.4, 청도
◦ 제2차 한-중 해양경제 심포지엄 개최
- 산동사회과학원 해양경제연구소/2011.5, 제주

완료

◦ 제1차 한-인도네시아 해양수산포럼 개최(2011.7, 자카르타)
◦ KMI - MMAF 간 연구협력의정서(LOI)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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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해양강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의 해양정책
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PEMSEA, COBSEA, YSLME, OPINEAR 등 국제기구 혹은 국제 연구 네트워크
와 활발한 교류를 가능케 함

3) 기대효과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원할 수 있는 해외 전문가그룹 확보 및 합리적
인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국제협력 네트워크로 활용
○○ 해외전문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내의 연구역량 강화에 활용하고,
동아시아-환태평양 해양정책 허브(Hub)로서의 우리나라 위상 제고에 기여
○○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정책의 위상 제고를 위
한 토대 마련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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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사전」 출판
연 구 기 간 : 2009. 1. ~ 2011. 12.(36개월)
기 획 위 원 : 김학소 원장, 장학봉 연구위원, 유미림 부연구위원, 최은석 전문연구원
편 찬 위 원 : 김찬규
양보경
이상태
정영미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박기갑 고려대학교 교수, 박재홍 경북대학교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이민부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인규 서울대학교 교수, 임영정 동국대학교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 허영란 울산대학교 교수, 현대송 국민대학교 교수

외 부 고 문 : 공로명 동서대학교 명예교수, 김학준 동아일보, 박용안 서울대학교 교수,
신용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외부집필진 : 공우석 경희대학교 교수 외 68명
진

행 : 박영길 위촉전문연구원, 박지영 위촉전문연구원, 최지현 위촉전문연구원,
이창열 위촉전문연구원, 장진희 위촉연구원, 김윤화 위촉연구원, 이현경 위촉연구원

1. 연구목적
○○ 우리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
나, 다양하게 전개된 연구 상호 간에 미묘한 불일치를 보이거나 내용이 전파되는 과정
에서 왜곡과 오해를 낳은 경우도 많았음
○○ 근본적으로 민족적 정체성과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인 독도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혼
란이 연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에 기존 연구의 검토와 주요 논점 및 용어 정리, 그리고 기존 연구의 올바른 대중화
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그간의 연구 성과를 총괄하고 내용상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하여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사전을 출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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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 독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와 편집위원회, 고문을 설치하여 사전 편찬의
체계성, 전문성, 통일성을 제고
○○ 독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항목으로 하여 관련 전
문가에게 집필 의뢰
○○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자 상호 간 교차 수정 및 탈고

3. 연구결과 및 정책적 기여
○○ 독도 연구에 관하여 분산되어 있던 용어 사용을 통일,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한 오류
시정, 혼동을 야기하였던 용어의 정의 정립을 통하여 독도연구의 체계화에 기여 및 학
제적이고 종합적 시각을 제공
○○ 영유권 관련 정부 산하기관의 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독도관
련 연구기관의 연구 시 독도 문제에 대한 통합적 시각 제공
○○ 초·중·고등학교의 독도 관련 교육을 할 때 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매체로
상당한 가치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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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위기대응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3. ~ 2011. 12.(10개월)
연구책임자 : 장학봉 연구위원
(Tel. 02-2105-2763, e-mail : hbchang@kmi.re.kr)
내부연구자 : 박영길 위촉전문연구원, 이창열 위촉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김병렬 국방대학교 교수, 이석우 인하대학교 교수

1. 연구목적
○○ 발생 가능한 모든 다양한 위기상황을 예측하여 각각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위기대응책 마련
－－ 각각의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
－－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
○○ 이러한 다양한 위기상황에 관해 일본의 도발 배경과 한국의 대응이 불러올 결과를 분
석하여 대응방안에 반영
－－ 성급한 대응이 자칫 일본의 전략적 의도에 휘말릴 수 있음
－－ 한국의 대응이 가져올 국내 및 국외적 효과까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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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연구진
회의

독도의 국제법적,
역사적 및 정치적
문제 연구

ｏ그 동안 발생한
위기상황 분석 및

ｏ독도 위기상황 유형화작업

향후 예측

ｏ위기상황별 대응책 마련

ｏ독도문제의 특성 및
외부 연구진과

현실적 정책연구

공동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2) 연구의 특징
○○ 국내 정책 연구
－－ 한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정책 연구
－－ 외교부, 국토해양부, 해경 등 독도관련 유관기관들의 역할 분석
－－ 국내 주요 NGO들의 활동 분석
○○ 일본 정책 연구
－－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 정책 연구
－－ 일본 외무부, 의회, 문부성, 주요 지방자치단체(시마네현), 보수우익세력 등의
역할과 활동 분석
○○ 국제법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독도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 수행
－－ 동북아 해양패권 경쟁에 관한 국내 기관의 연구보고서와 관련 학술논문을 통하
여 기본적인 문헌연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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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전문가 및 관련기관 정책담당자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활용
－－ 국내 역사학계, 국제정치학계, 국제법계 독도 전문가 4-5인 위촉
－－ 관련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해양경찰, 국정원 담당자 각 1인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최근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는 독도에 관련하여 매우 강도 높은 용어를 사용하
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 이는 일본 정치의 우경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독도주변 수역에서 일본에 의한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독도문제가
동북아와 세계평화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안보리가 이 문제를 직접
다룰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에 따른 강제관할권의 배제선언을 하고 있으
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도서 영유권과 결부하여 혼합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
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함

2) 정책적 기여
○○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의 경우 정부차원의 강경한 대응과 병행하여 일본 내 학계,
시민단체들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 교과서의 발행과 채택은 일본 국내문제라
는 점에서 법적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음
○○ 독도 주변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 조율이
필요함, 각 부처별 독도 관련 위기대응매뉴얼을 총리실 주재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 독도문제가 국제법원에 회부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의 각종 도발에 대하여 유연하
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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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직선기선 관행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3. ~ 2011. 12.(10개월)
연구책임자 : 이창열 위촉전문연구원
(Tel. 02-2105-2946, e-mail : whiteinkstone@hanmail.net)
내부연구자 : 최지현 위촉전문연구원, 장진희 위촉연구원
외부연구자 : 김동욱 해군작전 사령부 법무실장

1. 연구목적
○○ 직선기선의 적법성을 판결한 국제법원의 사례와 국가 간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에
서 직선기선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의 분석을 통해, 직선기선 설정에 관한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 제시
○○ 동아시아 국가들의 직선기선 현황과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실행
이 합치하는 부분 연구.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직선기선을 평가해보고 대외적인
입장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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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연구진
회의

국내외 문헌
조사·분석

ｏ향후 직선기선제도의
발전방향 예측

ｏ동남아 국가들의
자문단 회의 개최

ｏ직선기선과

직선기선제도에

해양경계획정의 관련성

대한 입장 분석

평가
현지 출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2) 연구의 특징
○○ 문헌 연구
－－ 직선기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동아시아(동남아시아 포함) 국가들의 실태 자료
분석(Limits in the Seas 포함한 해외문헌 조사)
○○ 현지 출장 조사(싱가포르 1회)
－－ 동아시아 직선기선 관행화에 대한 전문가 면담 및 자료 수집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해양경계협정에서 협상당사국 일방이 설정한 과도한 직선기선이 그대로 인정된 경
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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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기선의 설정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얻는 이익을 다른 대체수단에 의하여 보전
받는 방법으로 해결
○○ 동아시아 국가들은 과도한 직선기선을 설정하는 경향이 크며, 획일적 기준이 존재
하고 있지 않아 공통된 관행을 도출하기 어려움

2) 정책적 기여
○○ 중국 및 일본과 향후 해양경계획정에서 기점의 선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
선기선 문제에 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을 최대한 유연하게 해석하는 방법과 최대한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방법, 두 가지 선택 방안 제시
○○ 직선기선 제도의 과도한 설정을 방지하지 위하여 직선기선 기점 간 길이 제한 요건 제안
○○ 양국이 설정하는 직선기선을 인정하면서, 이를 해양경계획정에는 반영하지 않는 방
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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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해양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3. ~ 2011. 12.(10개월)
연구책임자 : 장학봉 연구위원
(Tel. 02-2105-2763, e-mail : hbchang@kmi.re.kr)
내부연구자 : 최지현 위촉전문연구원, 장진희 위촉연구원, 김윤화 위촉연구원, 이현경 위촉연구원
외부연구자 : 임수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1. 연구목적
○○ 역내 미·중·일의 해양패권 정책에 대한 이해를 고찰하여 해양 영토 분쟁에 대한 심
층적 시각을 확보할 필요성. 심층적 분석과 시각 확보를 통한 동북아 해양 분쟁 양상의
다층적 이해
○○ 동북아 해양패권 경쟁과 독도 문제에 대한 함의 고찰, 변화된 동북아 해양패권 질서에
따른 한국의 해양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한국의 해양영토 확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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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중간보고회
내부토론회

각국의
해양안보전략 검토
ｏ미·중·일
연구자료
수집·분석

해양안보전략 검토

ｏ연구 보완·수정·완성

ｏ분쟁 국면에 해양

ｏ연구성과 확산

안보전략이 미치는
영향력 고찰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회의

2) 연구의 특징
○○ 동북아 해양패권 경쟁에 관한 국내 기관의 연구보고서와 관련 학술논문을 통하여
기본적인 문헌연구
○○ 동북아 해양패권 경쟁에 관한 해외 학술 논문과 보고서를 참조하도록 함
○○ 동북아 해양 패권 질서에 관한 국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음
○○ 전문가들은 국책연구소나 개별 민간 연구소의 전문가들이나 국내 유명 대학의 교수
들 중에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들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 해양 분쟁에 대한 시각을 규범적 차원이나 역사적 차원의 시각이 아니라 국제 정치
학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연구원들이 국제분쟁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
도록 훈련함
○○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학제 간 연구에 대한 기본 소양을 증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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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동북아시아의 해양패권 다툼은 외관상 한·중·일·미를 둘러싼 복합적 해양세력
의 다툼이지만 실질적인 대결의 주체는 미국과 중국으로 압축됨
○○ 한국이 속해 있는 동아시아의 해양은 두 세력의 격전지로서, 외교 현안 및 국제문
제는 미·중 간의 세력 대결 구도로 귀속될 가능성이 큼

2) 정책적 기여
○○ 동북아시아 해양패권경쟁에 대비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대비책 제시
○○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양 국가에 대한 외교적 동맹관계를 지속·유지해야 함
○○ 중기적으로는 미·중 관계 변화의 예측을 바탕으로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
리오를 상정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강구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미·중의 세력변화와 관계없이 추구할 수 있는
대전략을 세워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현재의 국제규범을 미래의 현실에 맞게 변형하
려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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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경영국의 행위가 영유권 및
경계획정 관련 국제판결에 미친 영향: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을 중심으로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박기갑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Tel. 02-3290-1895, e-mail : kgpark@korea.ac.kr)

1. 연구목적
○○ 독도 영유권 문제의 경우 식민지 상태에서 일본의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의 판단이 중요함
○○ 과거 식민지에서 해방된 신생국가들 간의 영유권 또는 경계획정사건의 판결에서 당시
식민경영국의 관행이 어떻게 ICJ에 의해 평가되었는지 검토

2. 연구결과 및 정책적 기여
○○ ICJ는 영유권 문제를 결정할 때 확실한 단일요인에 초점을 두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
향이 강하여, 당시 유럽중심의 국제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확실한 법적 근거 및 행위를
확인하려 함
○○ 비유럽지역에서 전근대적 주체들이 행한 행위를 유럽의 식민경영국들이 행한 행위보다
낮은 인식론적 가치를 부여 함
○○ 당시 시제법 적용에 매몰됨으로써 현대국제법적 적실성의 반영을 배제한 채 이미 청산
된 과거 식민주의 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재확인하는 수준
○○ ICJ의 판례 경향을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국제소송에 대비한 대응논리 개발에 많
은 부담이 예상됨. 따라서 ICJ의 균형적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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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양국가의 도서관리 제도 분석
및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정진석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Tel. 02-910-4494, e-mail : cschung@koomin.ac.kr)
연구참여자 :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연구목적
○○ 중국과 일본의 최근 도서관리 강화조치의 국제법적 의미 분석을 통한 한국의 대응책
마련
○○ 중국과 일본의 입법조치는 단순한 도서 관리의 차원을 넘어, 해양관할권 강화는 물론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적 측면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2. 연구결과 및 정책적 기여
○○ 우리의 상대가 과도한 직선기선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현
행 직선기선제도를 유화시킬 필요는 없음
○○ 그러나 동해가 직선기선을 채용할 만큼 유리한 지리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
려할 때,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하려 하는 것은 불리함
○○ 일본과 중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조노출지의 활용이 미흡함
○○ 경쟁적 직선기선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적 옵션인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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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지명 표준화의 역사적 배경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김종연 충북대 사범대지리교육과 조교수
(Tel. 043-261-2696, e-mail : terraic@cbnu.ac.kr)

1. 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바다이름인 ‘동해’가 사라지고 ‘일본해’라는 명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한 조직인 국제수로기구의 역사와 활동을 연구하여 ‘동해’ 대신 ‘일본해’가 쓰이게 된 과
정을 추적

2. 연구결과 및 정책적 기여
○○ 지명의 상실 또는 변천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첫째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전통 지
명의 상실과 새로운 지명의 통상화, 그리고 독립 이후 과거 지명 회복 과정. 둘째 한 국
가 내에서 지배적인 문화 집단의 등장으로 인한 ‘지배적인 언어’로의 변경. 셋째 정치적
인 변동에 의한 지명의 변화
○○ 도서와 해양 이름의 경우 다수의 서양인 탐험가와 군인들의 탐험 활동에 의해서 발견
또는 보고되어 그 결과들이 외부 지명으로 정착되는 경우가 많았음
○○ 우리나라 관련 법제 또는 조사 결과에 동해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문헌이 없음.
수역의 명칭 확립을 위하여 동해의 범위에 대한 법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국제수로기구에 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 이외에 관련 전문가의 파견과 같은 내실 있
는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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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후 교과용 교재에 나타나는
독도·동해 관련교육의 변천양상
-중등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서태열 고려대 지리교육과 교수
(Tel. 02-3290-2365, e-mail : tyseo@korea.ac.kr)

1. 연구목적
○○ 독도 및 동해의 상징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육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과정 시기별로 살펴봄으로써, 당시 독도교육과 관련한 상황, 접
근방법과 대응방안 등을 파악

2. 연구결과 및 정책적 기여
○○ 독도 및 동해 관련 교육내용을 학교 학급별로 체계화·범주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
음. 따라서 사회과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전체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함
○○ 독도에 대한 교육내용과 일본의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은 입체적, 종합적이야 함
○○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 독도, 동해와 같이 영토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성취목표로 제시되어야 함
○○ 국토교육 및 영토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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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사업

1. 독도연구저널
1) 발행주기
○○ 2011년 분기별 4회 출간(3, 6, 9, 12월)
－－ 9월은 영문판
○○ 저널 구성
－－ Inside & Outside, Opinion, 정책리포트, 글로벌오션포커스, 독도 Archive,
현장탐방, 이 책을 말한다, 독도 라운지, 학술포럼

2) 발행 목록
○○ 『독도연구저널』 2011년 봄호
－－ 기획주제: 「영토문제와 교육」 4건 외 10건 총 14건 원고 게재
○○ 『독도연구저널』 2011년 여름호
－－ 기획주제: 「일본정치와 영토문제」 3건 외 9건 총 12건 원고 게재
○○ 『독도연구저널』 2011년 가을호(영문판)
－－ Research Note 5건 외 9건 총 14건 원고 게재
○○ 『독도연구저널』 2011년 겨울호
○○ 기획주제: 「자원조사와 해양경계」 4건 외 8건 총 원고 12건 게재

3) 발행목적
○○ 독도·해양영토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현안, 동향 정보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는 저널 형태의 정보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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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 독도·해양영토를 전담하는 국책연구원으로서의 이미지에 부합하고, 대외 인지도
와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

2. 독도·해양영토 브리핑
1) 발행주기
○○ 매주 1회 발간
－－ 총 33회 발간

2) 발행 목록
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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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작성자

2011.1.3

칙령 41호의 울릉도 및 관할구역 통치실태, 「울도군 절목」으로 밝혀져

유미림

2011.1.10

日, 해저자원 대국을 위한 거대광상(鑛床) 탐사착수

이혜은

2011.1.17

이스라엘, 키프로스와 해양경계협정 체결

박영길

2011.1.24

러시아,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 해양 진출

최은석

2011.1.31

안용복이 해상에서 목격한 섬이 독도임을 재확인

유미림

2011.2.14

日, ‘다케시마의 날’에 다케시마 교육 제고

이혜은

2011.2.28

국제해양법재판소, 심해저 개발관련 권고적 의견 내놔

박영길

2011.3.7

러시아, 남쿠릴 열도 지배 강화에 포츠담 선언 인용

최은석

2011.3.14

소말리아 해적 직접처벌 움직임

장진희

2011.3.21

중국, 2011년 국방비 해군에 집중 투자

최수정

2011.3.28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해양경계 부근 유전 공동개발 합의

박영길

2011.4.4

일본, 공세적 영토 외교로 전환할 듯

최은석

2011.4.11

모리셔스, 영국의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대해 중재재판소에 소제기

최지현

2011.4.18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해적처벌을 위한 특별법원 설치 결의

이창열

2011.4.25

중국과 필리핀, 남사군도 문제로 외교 갈등

장진희

2011.5.2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새로운 해양분쟁 가능성 높아

최수정

2011.5.9

ICJ,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의 영토·해양경계사건 소송참가신청 기각

박영길

2011.5.16

베트남 선거를 앞두고 남중국해 긴장 재연

최은석

2011.5.23

북극이사회 주도의 첫 번째 조약 체결

최지현

2011.5.30

페루, 에콰도르 해양경계획정 합의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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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제

목

작성자

2011.6.6

중국과 베트남, 석유탐사활동으로 충돌

장진희

2011.6.13

케냐와 우간다, 기후변화로 생긴 섬으로 외교적 갈등

최수정

2011.7.11

시마네현 의회, 독도문제의 ICJ 회부를 촉구

최은석

2011.7.18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해양경계분쟁

이창열

2011.7.25

발해만 원유 유출 사건 계기로 지역적 대비 체제 필요성 대두

최지현

2011.8.1

이어도 배타적경제수역, 중국에 대한 단호한 조치 필요

이창열

2011.8.8

이스라엘과 레바논, 해양경계분쟁 심화

박영길

2011.8.15

격화되는 일본의 영토 야욕

최은석

2011.8.22

일본, 낙도 요나구니 섬에 자위대 배치

김윤화

2011.8.29

덴마크,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북극해 관련 자료 제출 방침

최지현

2011.9.5

저우산해양개발특구, 중국의 해상주도권 확보를 위한 포석인가?

장진희

2011.9.14

레바논·이스라엘 간 해양경계분쟁 재점화

장진희

2011.9.26

사이프러스 가수전 시추를 둘러싼 동지중해 긴장 고조

박영길

3) 발행목적
○○ 독도·해양영토와 관련한 국내외 최근 소식 및 현안 문제에 관하여 사실관계 및 전
문적 분석 요약 제시

4) 기대효과
○○ 독도·해양영토에 관한 최근 이슈를 빠르게 전달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
보 제공 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단순한 사실관계의 전달뿐만 아니라, 관련 사실에 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
함으로써 대중매체와의 차별화를 하는 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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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세미나 및 홍보 사업

1. 콜로키움 개최(7회 수행)
1) 동북아 해양질서와 동아지중해: 세계성과 지역성
○○ 개최시기: 2011년 5월 13일
○○ 발표자: 이철호 부산대학교 교수

2) 최근의 일본상황과 독도문제
○○ 개최시기: 2011년 5월 19일
○○ 발표자: 박병섭 재일본 독도전문가

3) 유엔대륙붕한계위윈회(CLCS) 심사의 최근 동향
○○ 개최시기: 2011년 6월 15일
○○ 발표자: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

4) 한일어업협정 12년 시행 평가
○○ 개최시기: 2011년 6월 29일
○○ 발표자: 정해웅 전알제리대사(외교부 조약국장 역임)

5) 한일 남부공동대륙붕 개발구역의 법적 지위
○○ 개최시기: 2011년 7월 12일
○○ 발표자: 김두영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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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북아 해양패권과 중국의 해양정책
○○ 개최시기: 2011년 7월 19일
○○ 발표자: 조현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7) 유엔대륙붕한계위윈회(CLCS)의 오키노도리시마 심사의 최근 동향
○○ 개최시기: 2011년 9월 27일
○○ 발표자: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CLCS 부의장)

2. 지해해양학술상 공모 및 시상
1) 개최목적
○○ 국토해양부의 후원 하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지해(之海) 故박춘호 재판관의 해양법
업적을 기리고, 해양과 해양영토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 확산과 후속 세대 양성

2) 공모일정
○○ 참가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접수: 2011. 10. 24 ~ 11. 14.
○○ 논문접수: 2011. 12. 5 ~ 12. 9.
○○ 결과발표 및 시상: 2011. 2. 1.

3) 심사결과
○○ 학생부문 총 2편 선정(우수상 정다운, 장려상 김자영)

3. KMI-VASI 국제공동세미나
1) 개최목적
○○ KMI와 VASI 간의 양해각서의 실제적 협력을 통한 기관 간 신뢰 제고
○○ 국가해양정책 수립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 정책수립과 이행
방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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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베트남 간의 우호증진 기여 및 선린 국가 확보

2) 개최시기 및 장소
○○ 2011년 4월 11일~4월 13일
○○ 베트남 하이퐁(Hai Phong), 컨벤션 센터(Convention Center)

3) 행사내용
○○ 국가해양정책 및 전략, 해양환경보전, 연안 관리

4. 해상치안컨퍼런스
1) 개최목적
○○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자원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2) 개최시기 및 장소
○○ 2011년 5월 25일~5월 27일
○○ 인천 송도 파크호텔

3) 행사내용
○○ 동북아 해양영토 문제, 해양자원 갈등, 해양경계획정, 해상안보

5. 인도네시아 발리(Bali) 국제회의
1) 개최목적
○○ 당해 컨퍼런스는 KMI가 2010년 12월 미국 버지니아대학 해양법연구센터(COLP)
와의 MOU체결을 계기로 새롭게 참가
○○ COLP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및 KMI의 동남아시아 진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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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최시기 및 장소
○○ 2011년 6월 22일~6월 24일
○○ 발리 콘래드 발리 리조트 호텔(Conrad bali Resort and Hotel)

3) 행사내용
○○ 해양 영토 분쟁에서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 이외에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영토 경계
선 확정 및 잠정조약을 통한 일시적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고찰

6. 독도국제세미나 개최
1) 개최목적
○○ 해양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동북아시아 문제
에 대해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함

2) 개최시기 및 장소
○○ 2011년 11월 16일
○○ 서울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 홀(22층)

3) 행사내용
○○ 동해표기문제, 도서의 지위와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논의, 그리고 국제법원을 통한
해결방안 등을 논의함

7. 독도사전 출판 기념회
1) 개최목적
○○ 우리나라 최초의 「독도사전」 발간을 기념하고,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독도사전 발
간 기념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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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최시기 및 장소
○○ 2011년 11월 30일
○○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3) 행사내용
○○ 독도사전 출판 목적, 제작과정, 그리고 내용 소개
○○ 독도사전 발행 공로자 선정 및 시상
○○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대표에게 독도사전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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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활용 및 지원

1. 석학프로그램
1) 초청기간
○○ 5월 24일~6월 14일

2) 초청대상
○○ 워싱턴대학 Edward Miles 교수

3) 활용내용
○○ 해양비전포럼, 외교통상부, 해군대학교, 국제해상치안컨퍼런스 발표
○○ 원내 전문가 세미나 및 토론회 2회 개최

2. 버지니아대 Rhodes Academy 후원
1) 행사기간
○○ 7월 1일~7월 23일

2) 후원대상
○○ 강사: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 참가자: 박영길 위촉전문연구원, 조지이 외교통상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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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제물류 연구협력 사업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김범중 연구위원
(Tel. 02-2105-2824, e-mail : bjkim@kmi.re.kr)
내부연구자 : 김형근 연구위원, 김찬호 부연구위원, 김근섭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한·중·일 3국 간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를 지원하고, 3국 간 지속적인 항만발전을 위
한 의제발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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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주요 지역의 물류현황 조사와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동북아 물류분야의 협
력과제 도출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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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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irport Development Institute)
○○ 수행한 연구결과는 2010년 항만국장회의에 연구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요약 내용
을 항만국장회의 과장급 회의 및 항만국장회의에서 발표 및 토론
○○ 현지 조사를 통한 현지 물류정보 및 지역의 정부, 대학, 연구소 및 주요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2) 연구의 특징
○○ 실무협의회는 동일한 주제와 목차를 가지고 각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행
－－ 연구 기간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로 하며, 연구 주제와 목차 등은 기존 연구가
끝나는 연도의 항만국장회의에서 결정
○○ 동북아 주요 지역국가의 물류 현황 조사를 위해 지역의 정부, 학계 전문가를 중심
으로 세미나 개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한·중·일 항만국장회의 지원 및 실무협의회 과제 수행
－－ 2011년부터 실무협의회 운영(동북아 마리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동북아항만
의 항만사용료 연구, 동북아 항만 간 해륙 복합운송 활성화 등)
○○ 중국지역 물류세미나 개최를 통한 중국 내륙지역 물류 현황 조사 및 진출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 중국 시안, 쿤밍 등 2회에 걸쳐 지역물류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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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연구기관 간 물류협력 강화 추진
－－ 중국 WTI와 동북아 물류포럼을 개최하고, 이후 일본, 몽고, 러시아 등으로 확대 추진

2) 정책적 기여
○○ 한·중·일 3국이 협력 가능한 영역에서 다양한 주제를 통해 협력을 시도함으로써
가시적인 협력과제 도출
○○ 중국의 내륙지역 물류현황 조사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3) 기대효과
○○ 한·중·일 3국 항만 간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실무협의회)하여, 공동연구
및 협의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 동북아 주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때 기본적인 참고자료 제공의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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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학연
공동 연구사업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김종덕 연구위원
(Tel. 02-2105-2770, e-mail : jdkim65@kmi.re.kr)
내부연구자 : 김범중 연구위원, 이성우 연구위원, 이주호 전문연구원, 김찬호 전문연구원, 김근섭 전문연
구원, 강지현 연구원
외부연구자 : 정문수 교수, 조경우 연구원, 최진이 연구원, 김운수 연구위원, 김중관 연구위원, 박진희 교
수, 안기명 교수, 이진상 교수

1. 연구목적
○○ 본 연구 사업은 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의 정책과 전략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0년부터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금년은 2차년
도 사업임
○○ 본 연구 사업을 통해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
해 연구사업 결과에 대해 국내 물류기업 및 정부에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KMI와 KMU
간 연구인력 교류를 통한 학연 연구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본 사업의 목적
을둠

2011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157

제4장 일반사업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KMU에서 주관하여 6개 연구 분야(국내외 물류정책 동향분석, 해외투자 지원 및
유치체제 분석, 물류투자 재원조달 및 투자활성화 방안, 친환경 기반의 녹색물류
성장전략, 자원물류 활성화 방안, 기타 국제물류분야 국가 신성장동력화 지원을 위
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주제를 공모하여 2차년도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연구사업
을 진행
○○ 아울러 세미나 및 워크숍 등 개최를 통해 연구결과에 대해 우리나라 물류기업 및
정부에 정보를 제공
○○ 또한 국내 물류기업 및 외국의 석학 등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구 성과 증진을 도모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 사업은 연구기관과 대학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물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실증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만드는
데 특징이 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5개 분야 5개 연구과제 수행
－－ 한국과 중국의 항만배후단지에 관한 비교연구
－－ 아프리카의 전략적 물류거점 선정 및 진출방안
－－ 물류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기금 활용방안 연구
－－ 한·중·일 협력적 물류비즈니스 모델 개발
－－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시 파급효과 분석

158

일반사업 04

○○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 중국지역 물류세미나(난닝, 쿤밍, 시안) 개최
－－ KMI 상하이 CEO 포럼 개최
－－ 하와이 북극해 관련 컨퍼런스 개최
－－ 국제물류워크숍 3회 개최
－－ 국제교류협력
○○ 아울러 국민의 물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국제물류총서’ 발간계획을 수립하
고 집필

2) 정책적 기여
○○ 국토해양부의 GLN(GLobal Logistics Network)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
책방안 제시 및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

3) 기대효과
○○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정책과 전략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사업추진시스템 형성
○○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및 신성장동력 산업화
를 위한 심층적 분석을 통한 국가적 지원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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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수산협력
시범사업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최재선 연구위원
(Tel. 02-2105-4901, e-mail : jschoi@kmi.re.kr)
내부연구자 : 홍성걸 연구위원, 박성준 전문연구원, 박문진 위촉전문연구원, 박재우 위촉연구원
외부연구자 : 남성욱 남북경제연구소장, 주 펑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1. 연구목적
○○ 통일 대비, 단계별·시나리오별 북한의 현대화 우선순위 확인 및 이에 대한 수산 부문
의 대응 방안 연구 및 제시
－－ 통일 대비 중장기 남북 수산협력 발전 방향, 남북 관계 악화의 지속에 따른 남북 수
산협력 여건 변화 재평가, 한반도 주변 동북아 국제 관계 하에 북·중 관계 심화 양
상의 분석과 해양수산 분야 대응 방안
○○ 지속적 악화양상을 보인 남북한 관계를 고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건설에 직결
되는 남북한 접경수역의 평화적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새 평화구조 정착방안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로 구분, 과제별 특성에 맞는 방법론 적용
－－ 접경수역 평화적 이용방안의 경우, 해양생물 자원이용(공동어로 및 입어), 해양
공간 이용, 해양환경 보전 등 유형화 및 국내외 사례분석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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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 관계와 북·중 해양수산 협력 주제의 경우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 활용
○○ 주제 및 이슈별로 국내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의견 수렴

2) 연구의 특징
○○ 전환기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의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 분석
－－ 2011년 동북아 국제 질서에서 중국의 위상 강화(‘G2ʼ로 대변되는 미·중 양강
구도)에 따른 대 한반도 영향력 분석 및 평가에 중점
－－ 2010. 9. 28, 제3차 노동당대표자회를 통한 북한 김정일-김정은 권력 세습 과
정의 심화와 이에 따른 북한의 대외정책 및 대남태도 의도 분석에 초점
－－ 특히,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불가침 부속합의서 포함) 상 NLL 및 접경수
역의 군사적 신뢰가 북한의 일방적인 ‘무실화’(무효화) 선언으로 깨진 상황에서
해양의 평화체제 구축 방안 재조명
○○ 변화된 상황에서 기 완료된 연구사업과의 연속성 확보에 주력
－－ 2010년 5.24 조치의 지속 등으로 2010년과 마찬가지로 2011년에도 남북 해양
수산 협력부문은 상대적으로 침체, 단절 현상 발생
－－ 그 결과, 5.24 조치의 유효성 확보 노력과 통일 대비 장기적인 협력방안의 도출
을 위해 남북 접경수역의 평화적 이용 방안 마련에 주안점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통일대비 남북수산협력의 추진전략 연구
－－ 미, 중, 일, 러 주변 4강의 대북 정책과 6자 회담의 경과
－－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전개과정 및 내용
－－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2005) 및 제1차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회담
의 핵심 이슈와 쟁점 검토
－－ 향후 남북 수산협력의 비전, 목표, 단계별 추진안 제시
－－ 단기 추진계획(2012~2015)으로 북한 동해수역에 대한 남측어선 입어, 종묘배

2011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161

제4장 일반사업

양장 및 남북해양수산공동연구센터, 수산물 반입사업 활성화 및 어패류 가공공
장 사업 등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법 제시
－－ 장기 추진계획(2016~2030)으로 금강산관광특구를 비롯한 임해특구 조성, 해양
자원 공동 조사 및 관리, 접경수역 평화이용을 위한 협력, 제3국에 대한 해양 관
할권 확립을 위한 공동노력 등을 제안하고 추진 방법 제시
○○ 남북한 접경수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해양협력 연구
－－ 한반도 접경수역 및 NLL 등 서해해상 경계를 둘러싼 남북한 이해 상충 이슈 검토
－－ 국제 규범의 측면에서 본 평화적 이용의 개념과 유형
－－ 접경수역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 해양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리, △ 해양환경
보전(평화공원 포함), △ 해양공간 공동 이용 등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국내외 (추진)사례 연구를 통해 적용 가능성 검토
－－ 향후 접경수역 평화적 이용 추진 시 원칙으로서 기존 합의 준수 및 안정적 협력
을 위한 군사 보장 관련 합의 이행 강조
－－ 장기적 추진 방향 또는 방법론으로서 ‘한반도 해양평화레짐(regime)’의 개념화
및 이를 통한 국제공조 제안
○○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 해양수산 협력
－－ 중국의 전통적 대한반도 정책과 G-2 부상 이후 한반도 정책 기조와 전망
－－ 북한은 김정은 권력 승계 과정에서 대외경제 부문에서 합영투자위원회의 주도로
나선 개발 및 황금평 개발 등 대중 의존을 강화해 왔으며, 장기적인 통일 기반
마련 작업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확인
－－ 중국은 창지투 계획, 랴오닝성 연해 경제벨트 계획 등을 통해 북한 경제의 중국
동북4성 경제로의 통합 추구
－－ 이는 해운·항만의 경우 인프라 장악, 수산업의 경우 북한 수산자원의 사실상의
독점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통일 대비’ 장기적인 북한 개발 및 현대화 주도
권 확보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
－－ 단기 전략으로 남·북·중 3각 협력 방안 및 정치적 민감성이 적은 남북 수산협
력 우선 추진 제안, 장기 전략으로 해양경계 획정 및 통일 후 북·중 간 조약 및
협정의 승계 문제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성 제기

2) 정책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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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간 대화 국면 조성 시 남북 해양수산 부문 협력회담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통일 대비’ 관련 정부 시책 부응, 통일 기반 마련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남북 해양수
산 부문의 협력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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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협력여건 파악에 활용
○○ 이를 통해 북한 현대화를 위한 국제협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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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물류기술 연구사업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최상희 부연구위원
(Tel. 02-2105-2888, e-mail : shchoi@kmi.re.kr)
내부연구자 : 김우선 전문연구원, 이주호 부연구위원, 원승환 위촉전문연구원, 강무홍 위촉전문연구원,
김세원 위촉연구원, 하주희 위촉연구원
외부연구자 : 권용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노홍승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김갑환 부
산대학교 교수, 류호상 한경대학교 교수, 조원일 원스탑솔루션 대표이사, 김성연 동아대
학교 교수, 권해경 엔지엘 대표이사, Petros Ioannou 교수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Hans-Dietrish Haasis 소장 (독일 Institute of Shipping Economics and
Logistics), Bart van Arem 교수 (네덜란드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1. 연구목적
○○ 국가 및 기업 물류비의 획기적 절감, 미래 수요 기반 물류기술 개발, 물류기술 기반 물
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미래 물류기술 공동연구, 물류기술 전문가 네
트워크 구축,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글로벌 물류기술 국제협력 및 동
향분석 등을 추진하고자 함
－－ 2030년 세계 5대 물류기술 강국 달성을 위한 TRM(Technology Road Map) 수립
및 세계 시장 진출 전략 수립
－－ 미래물류기술포럼 운영을 통한 핵심 네트워크 구축, 물류기술 글로벌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수요자 맞춤형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 물류기술 동향 정보서비스,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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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국내 공동 연구
－－ 도로 및 교통 분야 미래 물류기술 도출: 한국교통연구원
－－ 철도 분야 미래 물류기술 도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운영 및 정보기술 분야 미래 물류기술 도출: 부산대학교
－－ 농수산 및 축산물 분야 미래 물류기술 도출: 한경대학교
○○ 분야별 전문기관 위탁 연구
－－ 물류기술 현황 분석 및 수요 조사: 원스탑솔루션
－－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수요자 요구분석: 동아대학교
－－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기본설계: 엔지엘
○○ 국제 공동 연구
－－ 자동화 및 친환경 물류기술 분야: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해운, 항만 및 배후단지 물류기술 분야: 독일 Institute of Shipping
Economics and Logistics
－－ 항만 및 연계시스템 물류기술 분야: 네덜란드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 전문가 검토 회의
－－ 수요 검토 회의
○○ 미래 물류기술 수요 조사,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수요 조사 등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수행 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 해외출장 조사
－－ 글로벌 물류기술 국제 네트워크 확보, 동향파악 및 자료수집(독일, 오스트리아,
중국, 싱가포르,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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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미래 물류기술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기 위하여 물류기술 분야 국내외 최고
전문기관들이 참여하여 세계적인 선도 동향을 파악하고 유망기술을 도출
○○ 연구 결과는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내 산·학·관·연 소속
전문가들에게 제공할 예정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200대 미래 물류기술 도출 및 물류기술 체계 수립
－－ 물류기술 개념 및 범위 정립
－－ 화물유형별 물류 프로세스 분석
－－ 물류기술 구성 실태조사 및 분석
－－ 물류기술 분류체계 수립
－－ 국내·외 물류기술 현황 및 수준 분석
－－ 미래 물류기술 전망 및 비전 설정
－－ 미래 물류기술 도출 및 활용방안 제안
○○ 미래물류기술 네트워크 운영
－－ 물류기술 세미나 3회, 워크숍 1회 개최
○○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분석 및 기본설계
－－ 물류기술 관련 기존 정보서비스 분석
－－ 통합정보시스템 수요자 요구사항 분석
－－ 통합정보시스템 콘텐츠 설계
－－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기본설계
○○ 국내·외 물류기술 관련 현황 조사 분석 및 국제 공동 연구
－－ 국내 물류기술 인프라 현황 조사
－－ 국외 물류기술 인프라 현황 및 국제협력 연구기관 선정
－－ 국내 물류기술 개발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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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선진 물류기술 개발 현황 조사
－－ 국외 물류산업 및 정책 동향 조사

2) 정책적 기여
○○ 본 연구 사업을 통해 수립된 미래 물류기술 로드맵과 관련 국가계획의 연계를 통
해, 국가 R&D 과제 도출에 기여
－－ 국토해양 R&D 선진화 전략의 「Green-up 30 미래 핵심기술」 중 ‘항만물류시설
장비 고도화 기술’ 외 2개의 물류기술과 연계하여 R&D 기획연구를 추진
－－ 국토해양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첨단항만핵심기술개발사업
중장기 실행계획 부문에 ‘스마트 그린 컨테이너터미널 기술개발’이 포함되어 현
재 기획연구 과제를 진행 중
－－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추진 중인 ‘건설교통 R&D 중장기 계
획’의 녹색물류 분야에 과제 발굴을 진행 중
○○ 물류기술 분야 국내 네트워크 확립 및 통합에 기여
－－ 2011년 12월 기준으로 본 네트워크에는 기관 200여 개, 회원 500여 명이 참여
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기관 100여 개, 회원 200여 명에서 대폭 증가
－－ 본 네트워크는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후원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
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경대학
교, 부산대학교가 주관기관으로 참여
－－ 홈페이지를 통한 활동 보고, 행사 홍보 및 참가 신청이 활성화
○○ 물류기술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통한 시장 선도 기반 마련에 기여
－－ 물류기술을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의제로 추진하는 기반 마련 (일본의 국토교통
성 및 와세다대학교, 중국의 상해해사대학교, 푸단대학교 및 통찌대학교 등과 협력)
－－ 세계적인 물류기술 전문기관과의 세미나, 워크숍, 공동연구를 통한 협력 및
MOU 체결 (독일 Institute of Shipping Economics and Logistics, 네덜란드
Erasmus University 및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오스트리아 물류기
술 기업 등)

2011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167

제4장 일반사업

○○ 물류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 기반 확보에 기여
－－ ‘미래 물류기술 연구사업’의 기반 마련을 통해 물류기술 분야 지속적인 연구사업 추진

3) 기대효과
○○ 200대 미래 물류기술 도출 및 물류기술 체계 수립
－－ 국가 R&D 기본계획 추가 및 대형사업 추진
－－ 기술표준분류체계에 물류기술분류체계 추가 추진
－－ 정부 및 R&D 전문기관의 기술정책, 정부 주도 신규 기술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
○○ 미래물류기술 네트워크 운영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여 해외 물류기술 연구 거점을 확보
－－ 네트워크 내 인력풀 활용
－－ 미래물류기술포럼 홈페이지 활성화
○○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분석 및 기본설계
－－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확보
－－ 물류기술 정보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반 확보
○○ 국내·외 물류기술 관련 현황 조사 분석 및 국제 공동 연구
－－ 세계적인 물류기술 연구기관과의 협력
－－ 물류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를 위한 기반 조성
－－ 글로벌 물류기술 개발, 산업, 정책 동향 보급
－－ 정부 물류기술 정책과 국내 연구개발 방향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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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위한 국가전략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남정호 부연구위원 (Tel. 02-2105-2772 , e-mail : jhnam@kmi.re.kr)
홍현표 연구위원 (Tel. 02-2105-2884, e-mail : hphong@kmi.re.kr)
내부연구자 : 박수진 부연구위원, 마창모 전문연구원, 박성준 전문연구원, 한기원 전문연구원, 이윤정 전
문연구원, 안용성 연구원, 이구성 위촉연구원

1. 연구목적
○○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공적개
발원조(이하 ODA)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및 수산분야 ODA 수준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
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약했음
○○ 본 연구는 ODA 확대에 따른 사업 다각화 및 ODA의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
는 해양·수산 분야 추진전략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는 3차년도에 걸쳐 진행되며, 1차 연도 사업은 ‘해양수산 분야 ODA의 추진
전략’을 개발하는 연구 중심이며, 2~3차 연도는 ODA 사업의 원형(prototype) 발
굴 후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실무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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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은 1차 연도 연구로서 ‘해양수산분야 ODA’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후, 국내
현황 파악 및 국제기구·선진국 ODA 정책의 시사점 도출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ODA’ 추진전략을 수립함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바다’가 지닌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분야 ODA’에 대한 체계적이
고 효과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관련분야 최초의 연구임
○○ 수산분야와 해양분야 ODA의 독자성을 유지하여 개별사업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바다’라는 공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통합사업 발굴을 병행하고 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해양분야와 수산분야 ODA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해양분야 ODA는 “개발도상국 연안·해양지역의 공간, 환경, 생태계 및 자원관
리체제를 변화시켜 지구촌 새천년발전목표(MDGs)의 실현에 기여하는 공적개발
원조”이며,
－－ 수산분야 ODA는 “개발도상국 수산자원 보전 및 수산·양식업의 발전을 통해 지
구촌 새천년발전목표(MDGs)의 실현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임
○○ 해양분야 ODA는 2009년까지 연수생초청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KOICA
가 추진하는 전체 개발원조 규모의 약 0.1%(2009년 기준)를 차지하였음. 100억 원
규모의 ‘여수프로젝트’는 취약한 해양분야 개발원조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2010년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실시되어 20억 원(KOICA 원조사업의 0.4%)으
로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보기는 어려움
○○ 수산분야 ODA 공여금액은 2009년 말 기준으로 총 470만 달러(US)이며, 이는 우
리나라 전체 ODA의 약 0.6%를 차지함. 그러나 2007년 이후 그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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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ODA의 규모는 2000년 0.1백만 달러(US), 2005년 2.74백만 달러(US),
2007년 1.45백만 달러(US), 2008년 3.92 백만 달러(US), 2009년 4.70 달러(US)임
○○ 국제기구는 최근 기후변화, 자연재해, 생물종다양성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해
양분야 ODA 사업 개발에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선진국 역시 해양분야 ODA
전략개발이 미진하므로, 이는 선진국 ODA 체계와 차별화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임
○○ 선진국의 수산분야 ODA는 원조의 효과성 및 일관성을 중시하는 국제원조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해외어업협력재단’이라는 별도기구를 통해

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해외어업협력재단 이라는 별
수산부문 ODA사업을 추진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도기구를 통해 수산부문

사업을 추진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해양분야 ODA 추진전략

해양분야

추진전략

수산분야

추진전략

－－ 해양분야 ODA의 추진 기본방향 및 전략, 중점 추진과제는 아래 그림과 같음
해양분야
의 추진 기본방향 및 전략 중점 추진과제는 아래 그림과 같음

○○ 수산분야 ODA 추진전략
수산분야
의 비전은 연안국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으로 수립함
－－ 수산분야 ODA의 비전은 ‘연안국에게 희망과 자긍심을…’으로 수립함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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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목표

기본 방향

SWOT

2) 정책적 기여
○○ 해양수산분야 ODA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기여
○○ 육상중심의 우리나라 ODA 체계를 해양으로 확대함으로써 ODA 규모 증대정책의
실효성 있는 달성에 기여
○○ ‘해양’이라는 공간에 기능, 추진주체 등을 통합한 통합적·다층적 사업의 추진으로
다른 공여국과 차별화된 국가 ODA전략 개발에 기여

3) 기대효과
○○ 한시적 사업이었던 ‘여수프로젝트’를 개발원조 국가전략으로 승화하여 그 성과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기여함
○○ 해양수산분야 ODA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격을 제고함
○○ 해양수산분야의 국내 기업 및 전문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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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주도권
확대 방안 연구 (III)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김성귀 선임연구위원
(Tel. 02-2105-4971, e-mail : sgkim@kmi.re.kr)
내부연구자 : 박수진 부연구위원, 장정인 전문연구원, 한기원 전문연구원, 안용성 연구원
외부연구자 :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서경석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 해양바이오정책
지원센터장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장기적인 국가 해양 개발 전략 수립 과제로서 수행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신해양산업의 해양력을 제고하기 위한 R&D 측면에서의 방안 검토
○○ 동남아국가들의 해양분야 정책을 검토하여 정리(주로 문헌정리)
○○ 중남미 협력 강화를 위한 중남미 각국의 해양 저원 및 정책 요약(외부 자문 원고)
○○ 국가 해양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한 방안 검토(문헌 연구)
○○ 3년간의 연구의 요약을 통한 정책 건의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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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주도권 확대 방안 연구의 틀>

2) 연구의 특징
○○ 3년간 연구 중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던 부분을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요약 보고
서를 통해 종합 건의 내용 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연구방법은 신해양산업을 분석하여 해양바이오, 해양신재생에너지 산업, 리튬 등
해수추출물 산업, 위그선, 요트산업 등을 검토하고 상업화 방안 등을 제시
○○ 미국, 영국, 호주, 노르웨이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동남아의 개발도상국들의 새로
이 변화된 해양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 분석
○○ 남아메리카의 해양 여건을 분석하여 해양자원이 잠재력을 평가하고 상호 협력 방안
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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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건 변화에 따른 미국, 중국의 해양 전략을 살펴보고 대처 방안을 제시하였음
○○ 3년간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 제안 사항들을 건의함

2) 정책적 기여
○○ 그동안 국가의 대외적인 해양전략이 부재하였던 관계로 본 연구는 대외적인 장기
국가 해양 개발 전략 수립 과제로서 기여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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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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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업의 선진산업화 전략 연구(Ⅱ)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김정봉 연구위원
(Tel. 02-2105-2921, e-mail : jbkim@kmi.re.kr)
내부연구자 : 류정곤 연구위원, 정명생 연구위원, 강종호 연구위원, 김대영 연구위원, 이헌동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세계적으로 시장경쟁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여건변화 속에서 수산업도 규모화, 다각
화, 글로벌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음
－－ 선진 수산국 및 글로벌 수산기업은 경쟁력 있는 업종과 품목에 자원배분을 집중함
으로써 세계 수산시장을 석권
○○ 영세 소규모, 고령 어업인 위주의 국내 수산업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생존
과 발전,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
－－ 국내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고소득 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선진화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본 연구는 2009년 우리 원 ‘5대 중점과제’로 선정, 3차 연도 최종연구로서 1·2차 연도
연구를 종합 정리하는 한편, 수산 선진화 시범모델의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수행됨
－－ 대형선망어업, 전복산업, 수산식품산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로드맵을 즉각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구체화시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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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친 연구로서 1·2차 연도 연구에서 수행된 문헌조사, 통계자
료 분석, 설문조사, 그리고 국내외 사례 등 다방면에 걸쳐 수행된 연구결과를 종합
적·체계적으로 요약·정리하였음
○○ 특히 연구결과의 객관성 확보 및 실효성 검증, 향후 정부 수산정책과의 조화를 위
해 산·학·연·정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음
－－ 2011년 11월 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수산 선진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 세미
나’를 개최함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수산업 전반에 대한 선진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측면보다는 수산 선
진화의 시범모델로서 2차 연도 연구에서 제시된 3개 부문(대형선망어업, 전복산업,
수산식품산업)에 초점을 맞춰 선진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 이와 같이 글로벌 전략 품목을 선정, 집중 육성하여 최소 1~2조 원의 산출을 달
성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1건이라도 만들어 그 과정을 타 산업(품목)에서 벤치마
킹할 수 있도록 선진화의 새로운 계기를 제시하는 것이 특징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우리나라 수산업 선진화의 비전, 목표, 3대 추진전략
－－ 비전: 수산업의 고부가가치·고소득 산업화
－－ 목표: 세계 일류 글로벌 수산업 실현
－－ 추진전략
• 규모화: 생산규모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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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화: 영세 소규모 경영체를 기업화(법인화)하여 미래 수산업의 주역으로
전환(기업적 경영마인드 확산 및 자본 참여 도모)
• 글로벌화: 생산-가공-판매-시장의 통합을 통한 세계적 연계
○○ 수산업 선진화 시범사업 Ⅰ: 전복산업
－－ 비전: 전복의 수출산업화 및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대규모 전복회사 육성
－－ 목표: 세계시장 점유율 40% 이상, 2조 원 산업으로 육성
－－ 추진전략 및 세부 사업
• 수출산업으로의 체질 개선: 글로벌 수출전략상품 개발, 수출대상국 현지 상
품화 R&D센터 설치, 전복 바이오 산업화
• 대규모 증산체제 구축: 어장면적 상한제 폐지, 수출용 전복생산단지 조성, 전
복 빌딩양식 도입, 외해 전복양식 도입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체제 구축: 대기업 양식업 진입규제 폐지, 전복
대형가공공장의 건설, 생산자의 공동출하조직 육성, 대규모 전복양식기업 육성
• 전복 선진물류인프라 구축: 산지 및 소비지 물류센터 건립, 수출대상국 현지
전복공급기지 설치
○○ 수산업 선진화 시범사업 Ⅱ: 대형선망어업
－－ 비전: 대형선망어업의 글로벌 선진기업 육성
－－ 목표: 국내생산 및 해외수출 1조 원 달성
－－ 추진전략 및 세부 사업
• 규모화 및 다각화 전략: 에너지 절감형 생산체계로 개편, 수평적 결합 및 수
직적 다각화, 선진화된 양륙·유통시스템 도입
• 글로벌 기업화 전략: 글로벌 수출상품 개발, 원료수급 안정 및 수출 지원, 고
등어산업 해외 진출
○○ 수산업 선진화 시범사업 Ⅲ: 수산식품산업
－－ 비전: 글로벌 리딩 수산식품산업 육성
－－ 목표: 국내 가공생산 12조 원, 세계 교역 점유율 10% 달성
－－ 추진전략 및 세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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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수산식품기업 육성: 수산가공 인프라 구축, 수산식품기업 규모화 및 현
대화 지원, 수산식품 R&D 투자 확대
• 일류 수산식품기업 육성: 융복합화 기술 개발, 글로벌 수산브랜드 구축, 수산
식품기업 해외진출 확대
○○ 수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실행방안
－－ 비전: 한국 수산업 선진화 거버넌스 실현
－－ 목표: 효율적인 수산업 선진화 지원체계 구축
－－ 추진전략 및 세부 사업
• 법·제도 개혁: 수산업 선진화 제도개혁위원회 설립·운영
• 수산업 선진화 거버넌스 구축: 수산업 선진화 추진기획단 설립·운영, 수산
업 선진화 지원공단 설치 및 운영
• 자금지원체계 구축: 수산업 선진화 펀드 조성 및 선진기업 자금 지원

2) 정책적 기여
○○ 수산업 선진화 및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3) 기대효과
○○ 우리나라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
함으로써, 영세 소규모 수산업을 글로벌 신성장동력 수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수산업 선진화의 시범모델로서 어선어업(대형선망어업), 양식어업(전복), 수산식품
산업의 세부 액션플랜을 제시함으로써 주요 품목의 세계 일류 상품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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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GNP 시대 실현을 위한
해양기반 신국부 창출전략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최재선 연구위원
(Tel. 02-2105-4901, e-mail : jschoi@kmi.re.kr)
내부연구자 : 박광서 부연구위원, 홍장원 부연구위원, 마창모 전문연구원, 김민수 전문연구원,
안요한 전문연구원, 박문진 전문연구원, 김태일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해양부문에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2020년까지 해양산업의 국내 경제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해양산업 분야별 발전전략을 제시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1~2차 연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가능한 발전전략을 도출하고, 외부자문회의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검증·확정

2) 연구의 특징
○○ 정부 10개년 법정계획인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 실효
성을 극대화하고, 해양산업 분야의 종합계획 수립을 전제로 해 각 산업별 전문 연
구진의 공동 작업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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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해운·물류·항만산업, 수산업, 해양관광산업, 조선산업, 해양신산업 등 5개 해양
산업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과 추진전략 제시
사업 추진 일정
장기
중기
단기
(2018
(2015
(2012
~2014) ~2017) ~2020)

추진 과제

추진기관

해운·물류·항만 산업
1. 해운 성장엔진 다변화
○ 선박금융의 선진화

○

○ 지식기반산업 육성 강화(선박관리·해운중개)

○

○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 다양한 비즈모델 개발을 통한 시장 확대

○

○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 미래형 친환경 선박 개발 추진

○

○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

○

○ 모달시프트(modal shift) 정책 추진

○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2. 녹색 해운·항만 기반구축
2-1 Green Shipping 기반 구축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2-2 Green Port기반 구축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지자체, PA

○ 친환경 장비기술의 개발과 도입

○

○

○ 저탄소 배후수송체계 구축

○

○

○

○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

○

○

국토해양부, 지자체, PA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지자체, PA

3. 고효율·고부가가치 항만 육성
3-1 고효율 운영시스템 항만 육성
○ 자동화물류시스템의 개발과 도입

○

○

○ u-Port구축 가속화

○

○

○ 항만 간 연계·조화·협력 강화

○

○

○ 항만클러스터 구축

○

○

○ 항만재개발을 통한 Port Business Valley 구축

○

○

○ 동북아 석유물류 중심지 개발

○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지자체, PA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지자체, PA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지자체, PA

3-2 고부가가치 항만 육성
국토해양부, 지자체, PA
○

국토해양부, 지자체, PA
국토해양부, 지자체, PA

4. 글로벌 리더 물류기업 육성
○ 국내물류기업의 대형화 및 종합화 지원확대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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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제

장기
중기
단기
(2018
(2015
(2012
~2014) ~2017) ~2020)
○

추진기관

○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

○

○ 물류전문인력의 양성 강화

○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

○ 부산 신항 및 광양항 기능 강화

○

○

국토해양부, 지자체, PA

○ 항만 재개발 및 미항 조성

○

○

국토해양부, 지자체, PA

5. 동북아 물류항만 게이트웨어 구축(남해안권)

○ 북극항로 비즈니스 개발

○

○

국토해양부, 지자체, PA

수산업
1. 참다랑어 완전양식 산업화
○ 참다랑어 자원조사 및 종묘생산 기술개발

○

○ 완전육성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

○ 기술교류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 어업, 수출입, 시장 조사 및 분석

○

○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 완전양식 산업화 기반 구축

○

○

농림수산식품부

2. 친환경 양식 산업단지 조성
ㅇ 친환경 양식어업 구조 재편

○

○

농림수산식품부

◦ 친환경 양식품종의 개량 및 양식생산기술 개발

○

○

농림수산식품부

◦ 친환경 양식품종별 시장조사 및 분석

○

농림수산식품부

◦ 친환경 양식산업단지 조성

○

○

농림수산식품부

3. 해조류 양식을 통한 해양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 해조류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

◦ 해조류를 이용한 해양바이오 산업화 기술 개발

○

◦ 해조류 대량생산체계 구축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
○

◦ 해조류를 이용한 해양바이오 산업화 단지 조성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4. 갯벌어업 수출단지 조성
◦ 갯벌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

◦ 친환경 양식인프라 구축(갯벌 옥토화)

○

◦ 갯벌어업 관련 법제도 개선

○

◦ 수출전략품종 발굴(종패확보, 판매시장 개척 등)
및 R&D 개발사업

○

◦ 갯벌어업 수출단지 조성
5. Aqua-pet 복합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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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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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제

◦ Aqua-pet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

장기
중기
단기
(2018
(2015
(2012
~2014) ~2017) ~2020)
○

○ One-stop 시스템의 복합산업단지 조성
○ 토착종 및 고가 관상어에 대한 기술개발 추진

○

추진기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

○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관광산업
1.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산업 육성
○ 해양레저기반시설 정비

○

○ 해양레저교육시설 마련

○

○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 해양레저산업단지 조성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2. 크루즈관광산업 육성
○ 크루즈 전용부두 조성/크루즈선사 유치

○

○ 복합관광시설 조성

○
○

○ 크루즈 관광프로그램 개발

○

○ 연안 크루즈활성화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3.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 해양생태관광 관리기반 구축

○

○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 육성

○

○ 친환경 해양생태관광 공간 조성

국토해양부
○

○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4. 거점형 해양관광공간 조성
○ 해수욕장 및 연안친수공간 개발

○

○ 해양문화공간 조성

○

○ 거점형 해양관광단지 개발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
○

○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5. 해양관광콘텐츠의 발굴과 육성
○ 해양관광자원 조사

○

○ 해양관광 명소 발굴
◦ 해양관광축제와 이벤트 육성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조선산업
1. 선박금융시스템 구축
◦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 운영
◦ 선주 입찰지원용 금융 도입 운영
◦ 달러/원화 선박금융 도입 운영

○

◦ 선박금융인력 양성

○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

○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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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일정
장기
중기
단기
(2018
(2015
(2012
~2014) ~2017) ~2020)

추진 과제

추진기관

2. 조선인력 양성 방안 마련
◦ 핵심 전문 기술인력 양성

○

○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교과부

◦ 조선 인력 수급 전망(연 주기)

○

○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 기자재 산업의 사업 분야 확대
- 해양플랜트 시장 등

○

○

◦ 조선/철강 산업 경기 예측(연 주기)

○

○

3. 기자재 및 철강 연관 산업 육성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4. 신성장 동력 투자 확대
◦ 조선관련 연구소의 통합 운영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지자체

○

또는 핵심기술개발연구소 설립 운영
◦ 조선 해양 Complex 가동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지자체, PA

5. 융합화 기반 구축 및 글로벌 조선리더 역할 강화
◦ 융합화 전문기술인력 양성

○

○

◦ 조선산업 융합화기술 개발

○

○

◦ 학술대회 유치 및 프로젝트 발주

○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

○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 국제기구 전문가 진출 등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해양신산업
1. 해저자원 탐사권 확대 및 생산기술 고도화
◦ 해외 유망지역 탐사 확대

○

○

◦ 기간이 만료되는 탐사권 확보

○

○

◦ 서구기업과 공동 탐사 및 개발 협력강화

○

○

○

○

○

◦ 최대 수심 5,000m 개발기술 확보
2. 해양에너지 개발 규모화 및 융복합화
◦ 해양에너지 실증단지 및 대규모 단지 조성

○

○

◦ 해양에너지 요소기술 및 융복합기술 개발

○

○

◦ 해양에너지 상업화를 위한 시장 조성

○

○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3. 대용량 고효율의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
◦ 3L 역삼투압 실용화기술 개발

○

○

◦ 해수용존광물추출 융복합기술 개발

○

○

4. CO2 해저지중저장 및 메탄가스 전환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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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L 정삼투압 실용화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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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제

장기
중기
단기
(2018
(2015
(2012
~2014) ~2017) ~2020)

◦ CO2 해저지중저장 실용화 기술 개발

○

◦ 실증단지 조성 및 실용화 기반 확보

○

○

◦ CO2 메탄가스 전환 기술 개발

○

○

추진기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5.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활성화
◦ 해양플랜트 지원사업 진출

○

◦ 해양플랜트 운영사업 진출
◦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기반 구축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

○○ 법제도,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투자재원 확보 등 4개 분야에서 추진 전략 제시
－－ 해양산업 정책 종합 심의·조정 기구 신설 또는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
처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률 제·개정(해양수산발전기본법 개정 또는 해양산
업육성법(가칭) 제정) 또는 해양산업 각 분야별 법률 제·개정(해양플랜트서비
스산업 발전법 제정, 해운법 등 개정)
－－ Green Shipping Awards 제도 및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별 R&D 지
원방안 및 지원 방안 제시
－－ 정부지원 및 민간자본 투자활성화 방안 제시

2) 정책적 기여
○○ 해양산업별 비전과 실현가능한 실천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해양 GNP 창출을 위한
해양산업 발전 기본계획 마련에 기여
－－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우리나라 해양산업 정책 어젠다 수립
에 기여

3) 기대효과
○○ 해양산업 분야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해양산업 간 동반성장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해양 GNP 시대에 걸맞은 우리나라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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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ESCAP 국제 공동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김수엽 부연구위원
(Tel. 02-2105-2743, e-mail : dahn@kmi.re.kr)
내부연구자 : 최영석 전문연구원, 반영길 위촉연구원, 김혜주 위촉연구원, 김보경 위촉연구원

1. 연구목적
○○ ‘중남미 지역 물류시스템 분석’과 ‘아시아 지역과의 교역구조 분석’을 통해 중남미 지역
국가 물류시스템의 애로 요인과 개선 방안을 마련
－－ 물류시설, 운영시스템, 인력, 배후 수송망 등 중남미 지역의 전반적인 물류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조사
○○ 지역 간 경제협력을 통한 교역활성화, 해송운송 및 물류시스템 개선 방안 제시
－－ 인프라 투자, 운영시스템 개선, 배후 물류망 확충 등 정책대안 마련
○○ 최근 아프리카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풍부한 자원개발을 목표로 상호 공동 발전
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
－－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의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진출이 활발한 상태로, 중국의 대 아프
리카 직접투자는 2008년 기준 천억 달러에 달함
－－ 2009년 경제 침체시기에 아시아 지역과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몇 개 안되는 지역
중 하나가 아프리카임
○○ 아프리카와 주요 경제권역과의 교역패턴을 분석하고 컨테이너 중심의 해상운송 시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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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의 컨테이너 물류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추정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물류시설 개발 방향, 특히 항만개발 방향에
대해 제시 및 아시아 지역과의 물류 협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언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중남미 지역 항만 물류시스템 분석 및 개선방향 마련
○○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 컨테이너 운송시장 분석
○○ 아프리카와 ESCAP 간, 중남미 태평양 연안국가들 교역패턴 및 장래 전망
○○ 아프리카 국가들의 장래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과 추정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물류시설 소요 조사

2) 연구의 특징
○○ 중남미 연안 국가 및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지역 간 컨테이너 교역 분석
을 통해 무역구조에 대한 이해 제고
－－ 아시아/아프리카, 유럽/아프리카, 북미/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 간 컨테이너 흐름
분석을 통한 미래 시장 개척에 활용
○○ 미래 항만 시설 수요를 바탕으로 현지 항만건설 시장 진출 등에 활용
－－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및 아프리카 항만건설 및 물류시장 진출에 기여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중남미 물류 장애요인으로 현지의 정치적 리스크 언어 및 문화장벽, 금융 시장 불안,
재정사업이 아닌 PPP 사업 및 민간투자 위주인 사회·경제적인 문제 존재

2011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187

제4장 일반사업

－－ 중남미지역은 지역 내 물류활동에 있어 비효율성이 심각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도로, 철도, 항만 등 주요 인프라가 중남미 물류통합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 충분
하지 못한 실정
－－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의 경우 통관에 대한 문제가 부정부패 등의 이유로
인해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점들이 중남미지역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
－－ 철도, 도로, 항만 및 항공물류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상대적인
지역 및 국가 간 격차와 지리적·자연적 조건으로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
○○ 중남미 물류체제 개선방안으로 연계 수송망 확충 및 정비, 항만시설 확장 및 개선,
물류네트워크 정비, 통관시스템 등 관련 제도 개선 등
○○ 아프리카와 에스캅 지역 간의 컨테이너 운송량은 2010년 기준 339만 TEU로 2007
년 233만 TEU, 2009년 278만 TEU에 비해 소폭 증가
○○ 아프리카 지역과 ESCAP지역과의 교역비중은 2010년 53%에서 2015년 57%로 증
가할 전망
○○ 주요 지역별 항만 물동량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홍해 지역, 서아프리카 지역, 동아
프리카 지역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미 어느 정도 컨테이
너화가 진행된 지역에 비해 이들 지역의 잠재적 경제 활력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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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ESCAP 지역 물류시설 개발 수요에 기반을 둔 현지 진출 전략 수립에 활용

3) 기대효과
○○ 아프리카 및 중남미 연안 국가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지역 간 컨테이너 교역 분석
을 통해 무역구조에 대한 이해 제고
－－ 아시아/아프리카, 유럽/아프리카, 북미/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 간 컨테이너 흐름
분석을 통한 미래 시장 개척에 활용
○○ 미래 항만 시설 수요를 바탕으로 현지 항만건설 시장 진출 등에 활용
－－ 우리나라 기업의 아프리카 및 중남미 항만건설 및 물류시장 진출에 기여
○○ 중남미 지역 간 물류활성화 방안에 기반을 둔 국내 물류기업 진출 전략
－－ 간접적으로 중남미 지역 물류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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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 아프리카 수산물류분야
협력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3개월)
연구책임자 : 홍현표 연구위원
(Tel. 02-2105-2884, e-mail : hphong@hanmail.net)
내부연구자 : 장홍석 부연구위원, 김찬호 부연구위원

1. 연구목적
○○ 중서부 아프리카(18개국)를 대상으로 수산 및 관련 물류 분야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연
구를 통해 수산 및 관련 물류 분야의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 방안과 진출 전략을 도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의 수집, 현지
방문 조사, 전문가 협조를 위한 국제컨퍼런스의 개최 등을 실시함

2) 연구의 특징
○○ 독창성: 연구 대상과 분야가 중서부 아프리카의 수산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없음
○○ 현실성: 동 연구를 통해 현재 앙골라에 ‘전갱이 종묘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수산협
력사업이 정부 간에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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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성: 동 연구는 수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어항 등과 같은 물류부분과의 융·복합
적 연구가 이루어졌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중서부 아프리카는 수산물 소비 성향이 강하지만, 자원 고갈로 인한 수산물 증산이
어려운 상태
○○ 한국적 수산업의 발전 가치와 경험을 살려 수산분야도 MDGs에 공헌을 목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형 협력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중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협력 우선 대상국으로서
앙골라가 선택됨
－－ 앙골라는 풍부한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지난 30여 년간의 내전으로부터 국가 재
건을 위한 경제 성장이 두드러진 중서부 아프리카의 허브 국가
－－ 특히 수산분야에 있어서는 과잉 어획에 의한 자원 감소가 주요 수산물인 전갱이
를 중심으로 가속화되면서 어획량이 급감
－－ 이는 식량 안보(단백질 공급 원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생산한 수산물의 처리 단계에서도 낙후된 어항 시설, 물류 처리 과정은 수산물
의 감모율 증가로 나타나 합리적인 수산물 생산-유통-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따라서 구체적인 추진 전략에는 해역별 주요 국가로의 전개, 농림수산식품부의 수
산분야 노하우와 우리 원양산업의 글로벌화 연계, 원조 효과성을 위한 수직적·수
평적 지원사업의 연계, 수원국의 참여 함량 제고를 위한 인적개발 적극 추진, 협력
네트워크 마련이 포함됨
－－ 동 보고서에는 앙골라의 ‘전갱이 종묘방류사업’을 예시함
○○ 동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수산분야와 아프리카의 수산협력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과 추진 전략을 정책적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음
－－ 중서부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은 MDGs를 달성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협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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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취해야 함. 이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 국격을 제고
할 수 있음
－－ 한·아프리카의 수산협력에서는 ‘상호주의적 협력 방향’을 기반으로 우리 원양
산업의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여 글로벌화에 정책적 기반을 형성해 주
어야 함
－－ 한·아프리카의 수산협력은 우리 수산분야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국
의 수산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로 진출해야 함
－－ 중서부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은 향후 아프리카 협력으로 이어지는 초기 거점지
역으로서 역량을 집중해야 함
○○ 기본 방향에 맞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 실용주의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중서부 아프리카 어장을 1단계 벵겔라 해역(앙
골라), 2단계 기니 만 해역(세네갈, 기니, 가나), 3단계 적도 해역(카메룬, DR
콩고 등)으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단계적으로 추진
－－ 실용주의와 인도주의적 협력의 양립과 관련해서는 MDGs와 우리 원양산업의 글
로벌화를 동시에 만족하는 협력사업을 우선
－－ 원조 협력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을 지양하고,
다수 분야가 참여하여 상승효과를 도모
－－ 수원국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한 인적 개발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
－－ 우리 수산분야의 글로벌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시스템 마련

194

협동연구 01

<한·중서부 아프리카 수산협력 중장기 추진 전략>

2) 정책적 기여
○○ 우리나라 ODA에서의 수산분야 차별화 및 특성화
○○ 국제적인 책무 이행 및 공헌을 통한 국격 제고
○○ 아프리카 빈곤해소

3) 기대효과
○○ 앙골라에 한국과의 ‘전갱이 종묘방류 사업’ 협력 추진되고 있음
○○ 앙골라의 수산연구소와 한국 KMI 간 MOU를 맺어 향후 양국 간 수산협력 연구 활
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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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물류협력방안 연구
- 중국 주강지역 진출방안 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3.~2011. 11.(9개월)
연구책임자 : 김범중 연구위원
(Tel. 02-2105-2824, e-mail : bjkim@kmi.re.kr)
내부연구자 : 이주호 부연구위원, 김찬호 부연구위원, 김근섭 전문연구원, 김은수 전문연구원,
강지현 연구원
외부연구자 : 리옌펑 교수(윈난재경대학교), 천궁위 교수(중산대학교), 동첸리 교수(장안대학교)

1. 연구목적
○○ 중국 3대 경제지역인 주강지역의 물류 현황, 정책,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물
류기업의 성공적인 중국 물류사업 전개 방안 제시와 한중 간 물류협력 방안을 도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중국 물류정책 변화 및 주강지역의 물류환경 조사 및 분석
○○ 주강지역의 사회, 경제, 물류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중국 현지 물류전
문가와 공동연구
○○ 주강 지역 진출방안 수립을 위한 현지 출장, 국제 워크숍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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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세계 최대의 물류시장으로 부각하고 있는 중국 물류시장을 분석하여 우
리나라 물류기업이 실질적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 중국 ‘12·5’ 계획 및 시사점
－－ ‘12·5’ 계획의 물류분야 전략은 “효율, 통합, 선진화”에 중점을 두며 물류 하드
웨어 부문의 효율 및 통합과 물류 소프트웨어 부문의 선진화 달성이 핵심목표,
4대 목표 및 7대 교통건설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대규모 예산 투입 예정
－－ ‘12·5’ 계획에 부합하는 물류 비즈니스모델 개발 필요, 종합교통운수체계를 고
려한 투자 및 진출전략 수립 필요, 중국 물류시장, 우리 물류기업의 ‘글로벌 성
장’ 기반으로 활용 필요, 주강 중상류 물류거점 지역, 선제적·종합적 진출 검토
필요
○○ 주강지역 물류산업 특징
－－ 주강지역은 장강지역, 환발해지역과 더불어 중국 3대 경제중심지이나 광둥성을
제외한 윈난, 귀저우, 광시장족자치구의 경제 및 물류산업은 타 지역에 비해 낙
후되어 있음
－－ 그러나 동남아시아 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중-아세안 FTA 추진과 서부대
개발 정책으로 중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과 민간기업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므
로 무역 및 내수시장 확대로 지역 경제 및 물류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주강지역 물류산업 문제점
－－ 소규모 물류기업 난립, 물류전문인력 부족, 물류서비스시장의 발전 저조 수요공급 간의 정보게임 차이, 두드러진 지방보호주의, 기업 생산력 부족, 정보화 정
도 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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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강 물류시장 진출방안
－－ 주강 상류지역 진출방안
• 중국 정부의 강력한 내륙 개발 의지에 힘입어 최근 5년간(2005~2009년)
GDP가 연평균 15.4% 증가하고, 이에 따른 물류시장도 급격한 성장 시작
• 중국의 서부 내륙지역으로의 진출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완성된 로드맵을 가
지고 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진출 이후에 로드맵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 필요
• 물류센터 건설 및 운영 참여, 제조기업과 동반진출(백색가전), 포워딩 사업
진출 필요
－－ 주강 중류지역 진출방안
• 중-ASEAN 국가 간 ‘범북부만경제협력포럼’을 시작하여 중-아세안 국가 간
자유무역 확대강화 및 범북부만지역 경제협력 등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
• 초기에는 중-아세안 경제권을 이용한 국제물류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
여 중·장기적으로는 내수물류사업으로 확대 필요
• 컨테이너부두개발 및 운영사업/ 컨테이너 ODCY 사업 진출 필요
－－ 주강 하류지역 진출방안
• 중국 3대 경제지역이며 최대의 수출입 지역으로 중국 최다의 첨단기술산업구
보유하고 있으며 광둥-홍콩 경제협력(CEFA)를 체결 및 주강삼각주 통합을
강화하고 있음
• 경제가 발달한 광둥성은 경쟁이 치열한 국제물류 분야보다는 제조업 및 유통
업체와 동반진출을 통해 지역 내, 특화 산업에 대한 물류산업에 진출하는 것
이 필요
• 유통물류사업, 설비/건자재 운송사업

2) 정책적 기여
○○ 중국 물류정책의 변화와 주강 지역의 경제, 사회, 물류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을 통해 한·중 물류협력방안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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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주강 지역 진출 전략 수립에 기여
－－ 주강 상류, 중류, 하류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
여 각 사업별 진출방안, 진출절차 등을 제시하여 물류기업의 진출전략 수립에
기여
○○ 중국 물류시장의 현황과 물류정책 변화의 시사점을 통해 기업 및 정부의 대응방안
수립에 기여
－－ 중국 중앙정부, 주강지역 각 성의 ‘12.5’ 계획을 분석하여 물류인프라 건설, 물류
지원정책, 규제 정책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
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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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해양수산부문
핵심과제와 추진전략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4.(4개월)
연구책임자 : 정봉민 선임연구위원
(Tel. 02-2105-2741, e-mail : bmjung@kmi.re.kr)
내부연구자 : 류정곤 연구위원, 박광서 부연구위원, 김찬호 부연구위원

1. 연구목적
○○ 해양수산부문의 공정성 확보를 통하여 해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 해양수산업계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국정지표에 부응하는 양질의 일자
리 창출을 도모
－－ 해양수산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해양수산분야의 진입규제 개혁을 통해 선진화된 성숙한 사회 구현에 기여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공정사회 구현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및 정책동향 분석을 통하여 연구수행의 기본
방향을 설정
○○ 해양수산업계 이해관계자, 정책담당자 및 수요자를 대상으로 정책적 요구사항을 조사
○○ 실천과제별로 도출된 정책방향,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연구내용의 질적 수준과 정책적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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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해양수산부문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가운데 시급하게 요구되는 주요 정
책과제를 도출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
○○ 국민의 일상생활과 비교적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현안과제에 대하여 실현가능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대·중소 해양플랜트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 해양플랜트 국제프로젝트 입찰에 대·중소업체 간 동반 참가 추진: 대·중소업
체 간 컨소시움 또는 하청 형태로 국제공모에 참가
－－ 건조 이외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업체 간 역할 분담: 대형 업체의 경우 단순제작
프로젝트는 중소 업체에 넘기고 설계, 운송, 설치, 운영 등 새로운 영역으로 사
업 확대
－－ 중소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대형업체 퇴직자를 활용한 중
소업체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 대형업체의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을
협력사에 개방, 대형업체의 해외영업망 공동 활용(사업진출, 직원 연수 등), 인
력 및 기술 교류협력 등
－－ 해양플랜트 국내발주 추진: 한국석유공사 등이 해양플랜트를 국내기업에 발주
및 운영, 대·중소 조선업체 간 컨소시움으로 참여토록 하고, 국산기자재 사용
의무화 등
－－ 해양플랜트 기자재 박람회 개최: 선진기자재 정보 획득, 선진 해외기업과 국내
기업 간 전략적 기술제휴 추진, 국내기업 홍보 등을 위해 해양플랜트 기자재 박
람회 개최 추진
○○ 항만터미널 수입공유 임대요율제(Revenue Sharing Lease System)의 도입
－－ 수입공유 임대요율 산정 방식의 도입: 일정 한도의 기본물동량까지는 기본사용
료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동량에 대한 수입은 임대인인 정부(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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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임차인인 터미널운영사가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유
－－ 항만하역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이해 당사자 협의회 설치·운영: 한국항만물류
협회, 선주협회, 항만공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적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검토
○○ 어촌계 및 수협 보유 어장이용제도 개선
－－ 부실 관리 어업권어장 정비: 어촌계 및 수협 어업권어장 중 빈매 등 부실 이용·
관리 어장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부실 어장에 대한 이용권 제한 등 정비
－－ 어촌계 및 수협 가입조건 완화: 신규 회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
문화하여 규제
－－ 지역별 어촌계 정관에 대해서도 관련 사항을 개정하도록 행정 지도: 어촌계 정
관에서 신규 회원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어촌계 및 수협 가입 거절 시 구제절차
마련
－－ 어촌 주민 생활안정을 통한 어촌공동화 방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 노령어
가 경영이양연금제도 도입 등
－－ 외해 신규어장 개발 시 젊은 인력 우선권 부여: 어촌지역으로 U턴하는 젊은 인
력에게 외해 등 신규어장 개발 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등 제도
개선

2) 정책적 기여
○○ 해양수산정책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정책품질 제고 및 정책
효과의 실효성 제고
○○ 국정지표 가운데 해양수산부문의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

3) 기대효과
○○ 해양수산업계 대·중소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국정지표에 부응하는 양질의 일
자리 창출에 기여
○○ 해양수산분야 불공정 거래 해소, 진입규제 개혁을 통해 선진화된 성숙한 사회 구현
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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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권역 어촌종합
개발사업 수립
연 구 기 간 : 2009. 3. ~ 2011. 2.(24개월)
연구책임자 : 윤상호 연구위원
(Tel. 02-2105-4976, e-mail : shyoon@kmi.re.kr)
내부연구자 : 이승우 연구위원, 고민규 연구원, 송은종 연구원

1. 연구개요
○○ 어촌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해남군 화산권역에 대한 생산기반시설, 생활환경시설, 편
익·복지·문화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또한 관광기반시설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소득증대
시설도 검토
○○ 권역별 중심어촌계를 선정하여 거점 관광기능을 도입한 어촌공간조성 도입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어촌계 현장방문
○○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국내 사례 및 문헌조사
○○ 시설부문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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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어업인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촌어항법에 의하여 수립되
는 법정계획임
○○ 본 연구는 현재 제2단계 어촌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부응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
는 것으로서 2010년까지는 기존방식대로 기본계획 수립 후 관계기관 협의로 사업
이 착수되는 방식을 취하여 왔음
○○ 그러나 2011년부터는 공모제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
으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상황임
○○ 본 권역은 대규모 물김 위판시설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의 점사용
도는 매립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전남 해남군은 전통적으로 김 생산이 많이 되는 지역임
－－ 화산권역은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한편 기존에 구성어촌계와 송평어촌계에 김 위판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상황임
○○ 수산물 중개인 개입 등으로 생산량이 많을시 김 위판단가를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
결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역효과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중간지역에 본 사업을 통하여 기존 시설보다 큰 규모의 김
위판시설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자 하였음

2) 정책적 기여
○○ 김의 위판 시설을 본 어촌개발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에 입지시킴으로서 단일 사
업이라는 예시를 구체화한 것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다른 지역의 사업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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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김 위판량의 조절 및 정확한 위판단가의 형성등으로 어업인들의 위판 대금의 증대
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제고시킴
○○ 완도 등 인근 다른 지역에서의 김 위판을 위한 화산권역 김 위판시설 활용도 제고
○○ 해남 화산권역의 김 생산의 활발화로 인하여 지역 인지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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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
장기항만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4. ~ 2011. 7.(27개월)
연구책임자 : 전찬영 연구위원
(Tel. 02-2105-2823, e-mail : cyjun@kmi.re.kr)
내부연구자 : 이종필 부연구위원, 김근섭 전문연구원, 김우선 전문연구원, 전형모 전문연구원,
김정현 연구원

1. 연구목적
○○ 항만법에 의하여 10년마다 수행되고 5년마다 재검토하고 있는 「제3차 연안항 기본계
획」 수립을 위한 장기항만개발 계획과 항만별 비전, 항만수요, 항만관리운영계획, 항만
개발의 타당성 등을 검토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기초통계 자료(전국 광역시도) 분석, 항만별 이용실적 수집 및 분석
○○ 문헌분석
－－ 관련계획 분석
－－ 기 추진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내용 검토
○○ 출장조사
－－ 전국 25개 연안항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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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여객, 어선이용 실적 등을 수집, 항만이용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이해
관계자 인터뷰 및 관련 자료 수집

2) 연구의 특징
○○ 법정 계획인 기본계획 수립에 직접 반영하는 실질적 정책연구
○○ 향후 10년간 중장기 연안항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개발규모를 추정하여 제시

5.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전국 25개 연안항별 비전 및 목표 제시
－－ 항별 특성화된 개발 방향 설정 가능, 권역별 중점항만 설정, 해양관광 및 여객수
송, 어항중심항, 화물 및 지역물류 항만 등
○○ 화물수요 추정
－－ 2020년 기준 전국 연안항의 총화물량은 770만 5천 톤으로 추정
○○ 여객수요 추정
－－ 2020년 기준 총 연안항 이용 여객수요는 620만 5천 명으로 추정
○○ 어선수요 추정
－－ 2020년 기준 재적어선 2,030척 추정

2) 정책적 기여
○○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자료 제공
○○ 중장기 연안항 발전 및 개발, 도서지역 편익제고를 위한 정책적 이론적 토대 제공

3) 기대효과
○○ 연안항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 연안항별 특징적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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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학술 연구
연 구 기 간 : 2009. 4. ~ 2011. 7.(27개월)
연구책임자 : 전찬영 연구위원
(Tel. 02-2105-2823, e-mail : cyjun@kmi.re.kr)
내부연구자 : 김범중 연구위원, 김형근 연구위원, 이종필 부연구위원, 김우선 전문연구원,
김근섭 전문연구원, 전형모 전문연구원, 이민규 전문연구원, 조소희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법정계획인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항만별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 개발
수요 추정,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무역항 개발 및 관리운영 방안을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 항만관련 기초통계 수집 및 분석
○○ 문헌분석
－－ 기존 기본계획 보고서 검토
－－ 관련 계획 및 연구자료 검토
○○ 국내외 출장조사
－－ 크루즈 등 해외출장을 통한 동향 파악 및 항만 발전방향 모색
－－ 항만별 국내 출장을 통하여 항만 이용실태 및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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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세미나 개최
－－ 중장기 항만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외국석학 및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를 개
최하여 연구동향을 파악

2) 연구의 특징
○○ 법정계획인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연구
○○ 항만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및 지원하는 정책연구의 성격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각 항만별 중장기 비전, 추진목표, 세부전략 등을 제시
○○ 권역별 특화방향을 제시
○○ 총 항만물동량 등 전망
－－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총 항만물동량은 18억 8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연
평균 3.3%씩 증가)
○○ 품목별 물동량 전망
－－ 컨테이너의 경우 2020년 기준 5억 8천만 톤 달성 전망
－－ 유류 4억 6천3백2십만 톤, 잡화 1억 9천2백십만 톤 등
○○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 2020년 기준 3,632만 6천 TEU 달성 전망(대중국 환적화물 증가가 물동량 증가
세를 견인)
－－ 항만별로는 2020년 기준 부산항이 2,235만 4천 TEU, 광양항 540만 5천 TEU,
인천항 427만 TEU, 평택·당진항 160만 2천 TE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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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투자효과 분석
－－ 경제성 분석결과 전체항만 기준 B/C가 1.46
－－ 재무성 분석결과 전체항만 기준 세전불변 4.29%
－－ 경제적 파급효과의 경우 전국기준 생산유발효과 78조 원, 부가가치유발 32조
원, 고용유발 58만 명, 취업유발 63만 명 등

2) 정책적 기여
○○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고시문안 제공
○○ 중장기 항만발전 및 항만개발 타당성 제시

3) 기대효과
○○ 항만투자규모 산정 등 계획적 정책수립 및 집행을 통한 항만투자효율성 제고
○○ 균형 및 집중과 분산투자 간 조화
○○ 항만경쟁력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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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대청해역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 구 기 간 : 2010. 1. ~ 2011. 1.(12개월)
연구책임자 : 조정희 연구위원
(Tel. 02-2105-2856, e-mail : jcho5901@kmi.re.kr)
내부연구자 : 김대영 부연구위원, 이정삼 전문연구원, 김수진 전문연구원, 남수민 위촉연구원,
김태형 위촉연구원
외부연구자 : (사)한국수산증·양식기술사협회 김영길 회장, 박영제 연구위원

1. 연구목적
○○ 백령, 대청해역 연안바다목장의 조성 여건과 필요성을 분석하고, 이들 해역 특성을 반
영한 소규모바다목장의 적지선정, 모델 및 목표 설정을 도출함
○○ 연안바다목장의 해양환경(유속, 조류, 수심, 수온 등), 생물자원(기초생산량, 유용수산
생물 분포), 해저지형(지질, 인공어초 배치 등) 등의 자연과학 분야의 다양한 조사를 통
해 어장조성 및 자원조성 계획을 수립함
○○ 또한 동 해역의 어업실태, 관련계획 분석, 해양관광과의 연계 등의 인문사회과학적 조
사를 실시하여, 동 해역에 가장 적합한 연안바다목장의 모델·목표·조성방향의 설정,
이용관리계획의 수립, 사업규모 및 투자·재원조달 계획, 종합적인 사전 사업성 평가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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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백령·대청해역의 해양 특성을 반영하여 적합한 모델 및 목표 설정을 통한 연안바
다목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양환경 및 생물자원, 해저지형 조사, 해저지형
및 구조물 조사, 어업실태조사 등의 현지조사와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 기존의 문헌자료 조사 등의 방법을 수행함

2) 연구의 특징
○○ 바다목장과 관련된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안바다목장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였음
○○ 마스터플랜과 이용관리계획 수립 시 어업인의 의견 수렴 및 지역별 공청회 개최하
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의 요약
○○ 연안바다목장사업은 국가의 필수 정책사업으로 천혜의 넓은 바다수역과 조간대를
지닌 옹진군 도서지역의 권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집중함으로서 최대의 효
과를 거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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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서주변의 안전지역을 대상으로 고
품질, 고부가가치 품종의 정착성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천안함 사태와 같은 남북 긴
장관계 등 돌발 사태에 대비한 항구적인 생계형 소득원을 개발해야 함
○○ 기존의 투자(인공어초, 수산종묘 매입방류) 및 신수산 정책, 관광 등 타 산업과의
연계성 등 생태환경을 최대한 고려하고 치어보호 육성장, 우량 종묘방류, 패조류
seed bank 조성, 해중림 등의 생태 조화형으로 조성해야 함
○○ 옹진군 청정해역의 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고 국민기호의 고부가가치 수산물을 전략
품종으로 육성하여 지역 특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에 근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해안 바다목장사업의 선도적 역할
이 가능하도록 연안바다목장 투자규모를 확대해야 함
○○ 지역 어업인이 동참하여 가칭 ‘자율관리 위원회’ 구성을 통해 바다목장 운영이 조직
화가 되어야 하며,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수산자원을 조성·관리, 어획
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자율적인 바다목장이 조성되어야 함

2) 정책적 기여
○○ 백령·대청해역의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자료 마련

3) 기대효과
○○ 백령·대청해역의 불안정한 어선어업 소득을 안정된 소득원 발굴을 통해 지속적 어
업소득으로 전환
○○ 백령·대청해역의 고령화된 어촌사회의 고부가가치 소득원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 생활 안정
○○ 경제성 모델 설정 및 대상품종의 바다목장 조성 기술, 개발전략 등을 도출, 어업인
직접소득원 확보 가능
○○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서 생태계 자원의 합리적 이용·보전을 위한 시범사업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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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러시아 나호드카
항만 물동량 추정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 ~ 2011. 6.(18개월)
연구책임자 : 김범중 연구위원
(Tel. 02-2105-2824, e-mail : bjkim@kmi.re.kr)
내부연구자 : 이성우 연구위원, 김근섭 전문연구원, 송주미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부산항만공사(BPA)에서 설립한 합작법인(Nakhodka International Terminal,
NIT)에서 추진 중인 나호드카항 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항만 물동량 추정
○○ 아울러 극동러시아 항만의 Tariff를 조사·비교하여 물동량 대비 적정 수익성 확보
가능성 판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현지 조사를 통해 물동량 발생원 심층 조사
－－ 인근 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 등의 현황, 물동량 처리 여건 등 현지 조사
○○ 관련 문헌조사, 관련 기업 인터뷰 통한 현실성 있는 물동량 전망
－－ 유치 가능성이 가장 높은 TSR 화물 추정을 위한 이용 기업 심층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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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PF 차원에서 추진된 과업이며, 우리 항만공사에
서 시도하는 해외투자 사업의 일환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TSR 이용 가능 컨테이너 물동량, 철재·목재 등 벌크 화물 물동량은 향후 성장 가
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동북3성 물동량 유치를 통한 추가 물동량 확보 가능성 존재
○○ 그러나 TSR 화물의 경우 러시아 내수, 해운 운임,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변동성이
큰 단점이 있음
○○ 러시아 하역요율은 항만별 경쟁체제가 아닌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본
적인 하역요율이 높아 수익성 확보에 유리

2) 정책적 기여
○○ 우리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화물 창출을 위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국정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부 사업으로 추진
○○ 러시아 극동 지역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 모색

3) 기대효과
○○ 객관적인 물동량 수요 산정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수행 가능토록 함
○○ 아울러 성공적 해외 사업 추진 기반 제공을 통해 국정 과제의 성공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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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2. ~ 2011. 1.(11개월)
연구책임자 : 윤진숙 연구위원
(Tel. 02-2105-2752, e-mail : jsyoon@kmi.re.kr)
내부연구자 : 김성귀 선임연구위원, 목진용 연구위원, 윤성순 부연구위원, 신철오 전문연구원,
박상우 전문연구원, 손규희 전문연구원, 정지호 연구원
외부연구자 : 엄기철 (사)한국연안협회 부회장, 정명국 (사)한국연안협회 책임연구원,
노성균 (사)한국연안협회 연구원, 조재명 (주)대영엔지니어링 부장,
정동화 (주)대영엔지니어링 과장, 박성규 (주)대영엔지니어링 사원

1. 연구목적
○○ 공유수면의 매립은 희소한 자연자산인 자연해안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뿐 아니라 매
립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매우 중요한 해양분야 정책 사안에
해당함
－－ 육상의 개발가능영역의 감소와 더불어 새로운 해양산업의 추진에 따른 공유수면매
립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반면 국토확장과 경제개발 논리에 따라 매립 및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되던 공유수
면이 차츰 자원으로서 가치가 풍부한 국토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한 10년 주기의 법정계
획 수립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음
－－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지난 2010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적용
될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할 정책목적에 따라 연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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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76개 연안 시/군/구 및 매립 수행 사업체에 대한 민·관 정책네트워크 구축
－－ 지자체 대상의 수요조사 및 설명회를 개최
－－ 전국 단위의 폭넓은 수요조사를 토대로 발생 가능한 공유수면매립의 미래 수요
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평가자료 구축
○○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합리적인 타당성 평가체계 마련
－－ 정성적 판단(qualitative decision)에만 의존하지 않고 판단 근거에 대한 가능한
객관화·정량화를 통해 의사결정분석(decision-making analysis)을 응용하여
타당성 평가체계를 구축

2) 연구의 특징
○○ 정량적 분석결과는 현장 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정성적 분석결과와 통합되어 매립기
본계획 수립에 객관적으로 반영
－－ 해양환경, 공간계획, 경제성 분석, 해양공학분야 등의 관련 전문가(교수 및 연구
원) 총 23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현장 평가작업을 수행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공유수면 매립관련 실태조사
－－ 매립면허를 받아 준공된 매립지 중 유휴지 현황 등 매립지 이용실태 파악
－－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공유수면의 현황 분석
○○ 매립타당성 평가지표 개발 및 지구별 매립 타당성 평가 수행
－－ 매립타당성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발
－－ 현장조사, 지표평가, 의견수렴 등 평가 제반사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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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매립 관련 정책방향 수립
－－ 공유수면매립 정책 및 현황 등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 제1, 2차 매립기본계획 추진실태 분석
－－ 매립 정책 개선방안 도출 및 향후 매립 정책방향 제시
○○ 매립예정지에 대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분석
－－ 제3차 매립기본계획 신청지구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분석
○○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마련
－－ 공유수면매립의 성과 및 한계 분석
－－ 공유수면매립 관련 법령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 총 52개 매립 반영지구 선정

2) 정책적 기여
○○ 국가 법정계획인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안)으로 제시된 내용
대부분이 반영(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05호, 2011. 7. 29.)
－－ 공유수면 매립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수면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진단
－－ 매립예정지에 대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 최초 반영요청지구 172개소 가운데 총 52개 반영예정지구를 선별하여 매립수요
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연안공간의 이용 효율화에 기여함
○○ 매립과 관련하여 매립예정지에 대한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평가 검토 강화방안,
공유수면매립지 사후 관리 강화방안, 불법매립지 관리·감독체제 강화방안까지 제
공함으로써 자연자산으로서의 공유수면을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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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향후 우리나라에서 실시될 공유수면매립의 정책방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추진전
략, 타당성 평가방법, 공유수면매립 관련 법령 분석 및 개선방향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정책입안과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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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항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
조성을 위한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3. ~ 2011. 2.(12개월)
연구책임자 : 조정희 연구위원
(Tel. 02-2105-2856, e-mail : jcho5901@kmi.re.kr)
내부연구자 : 류정곤 연구위원, 강종호 연구위원, 김대영 부연구위원, 장홍석 부연구위원,
이정삼 전문연구원, 김수진 전문연구원, 남수민 위촉연구원
외부연구자 : 전영성, 곽동진, 최용남, 김용범, 남상균, 조수영, 김병곤, 강석규, 고성보

1. 연구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주변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는 고등어는 주로 대형선망어업에서 어획되
며, 이들 대부분은 부산공동어시장에 위판되어 제주특별자치도로 다시 반입되고 있으
므로 과다한 물류비용이 소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해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가공원료의 안정적 대량 확보와
가공유통 기반의 취약으로 그 성장에는 한계를 가짐
○○ 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형선망어업 산지복합유통센터 조성에 필요한 화순항
개발기본계획과 산지복합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타당성을 분석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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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산지복합유통센터 설립 근거 마련 및 센터설립 기본계
획 수립과 공공사업 예비타당성 분석을 위한 사전예비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임
○○ 따라서 센터설립을 위한 제반여건 및 법제도 분석, 센터설립 기본구상,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건축 기본계획과 관리운영방안, 경제적·재무적·정책적 타당성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함
<연구 추진체계>

2) 연구의 특징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주축으로 지역정책연구소인 제주발전연구
원과 제주대학교와 공동연구를 추진하였음
○○ 그리고 항만 기본계획 수립에 전문성을 가진 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본
연구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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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제주도에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생산자인 대형선망어업의 경우, 어
획물의 선도 향상, 운반선 운영비용 절감, 운반선 1척 축소, 선원난 해소 등의 긍정
적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의 건립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
－－ 제주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의 건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순편익의 현재가치인
NPV는 최소 92,183백만 원, 최대 177,415백만 원으로 나타났음
－－ 대형선망어업과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서 83,000톤이 제주도에 양륙될 것을 대
비한 시나리오인 3안에서는 최대 NPV가 177,415백만 원으로 나타나 동 센터의
건립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비용/편익비율의 경우, 1안의 최소는 2.47로 나타났고 3안의 최대는 2.93으로
나타나 동 센터의 건립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화순항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산지도매시장을 기본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도매시장을 기반으로 관련되는 가공 및 관광 등의 연관기능을 배치하고 운영하
며, 투자주체는 공공유형이 가장 적합한 투자 및 운영방식이며, 지방도매시장으
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화순항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매시장 관리 운영의 효율화
를 기할 필요가 있음
－－ ‘(가칭)도매시장관리위원회’ 도입하여 관리와 운영 견제 및 의견 수렴 기능을 수
행하며, 또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재무 기준을 조례 혹은 업무 규정으로 결정
하여 자격미달 자에 대한 제재나 규제(영업허가 취소 등) 필요함
－－ 거래제도는 선취 거래, 예약 매매 등 거래 방식에 있어서 유연적인 다각화가 필
요하며, 경매 곤란 품목에 대해서는 개설자가 정가 및 수의매매 품목으로 지정
운영하는 등 다양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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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에서는 영세 거래 단위에 대한 물류 효율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물류 대응, 저온 유통시스템의 강화, 도매시장 내 물류효율성 증대와 물류비 절
감에 주력하며, 정보화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적 기여
○○ 우리나라 근해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장중심 양륙체제 변환을 위한 정
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3) 기대효과
○○ 비효율적인 산지 수산물 양륙체제를 현대화함으로써 국내산지 수산물 양륙시스템
의 혁신 기여
○○ 산지복합유통센터 조성은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 동력원 가능
○○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개념과 역할 현대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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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3. ~ 2011. 2.(12개월)
연구책임자 : 최재선 연구위원
(Tel. 02-2105-4901, e-mail : jschoi@kmi.re.kr)
내부연구자 : 이성우 연구위원, 주문배 연구위원, 황기형 연구위원, 목진용 연구위원, 이종훈 부연구위원,
박광서 부연구위원, 홍장원 부연구위원, 김태일 전문연구원, 안요한 전문연구원,
마창모 전문연구원, 손규희 전문연구원, 오연선 연구원
외부연구자 : 한철환 동서대학교 교수, 조동오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김상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강윤호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1. 연구목적
○○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육성 조례’에 근거한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해양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 해양수도 부
산의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
－－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해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
○○ 부산지역 해양산업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 목표 및 육성과제 수립을 통하여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 중장기 발전 로드맵, 6개 산업별 성장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실행방안
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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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부산시 해양산업 현황과 잠재력에 근거한 해양산업 발전전략 수립
○○ 6개 산업별 환경변화 요인과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부산시 해양산업 미래 비전과
정책 목표를 설정
○○ 설정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행 전략과 세부 시행과제 도출
○○ 연구 방법
－－ 문헌조사 및 웹 기반 정보조사
－－ 주요 관련 업계, 기관 등에 대한 방문조사
－－ 중앙정부, 부산시 직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 및 의견 수렴·조
사 시행(설문조사),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참조
－－ 해외 출장조사
○○ 연구의 효율적인 진행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산·학·연 외부전문가들로 자문
단을 구성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 6개 산업별로 3-5인의 산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출한 정책목표 및 실천과제를 점검

2) 연구의 특징
○○ 해양산업의 분류는 해양산업육성조례에서 정의한 기준으로 항만물류, 수산업, 해양
과학기술, 조선, 해양관광, 기타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에 관한 6개 산업
으로 구분
○○ 육성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하되 장기목표 및 비전은 2020년으로 설정함
○○ 6개 산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으로 구분하여 해양산업의 국내외 환경변화,
부산지역 실태와 전망, 해외사례, 해양산업의 육성 비전 및 목표와 추진과제 도출,
주요 추진과제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 방안,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와 지원
방안, 로드맵, 산업 및 사업별 공간 배치계획, 기타 제도 개선 사항 제시

2011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25

제5장 수탁용역사업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핵심 추진과제 발굴·시행
○○ 전통 해양산업의 고도화 및 신 해양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화
○○ 부산광역시 해양관련 기능 통합 및 연구기능의 강화
○○ 국가정책에 반영, 중앙부처와 공동추진 형태의 사업수행 기반조성
○○ 지역전략·특화사업 등 지원 명분이 확실한 대응 논리 개발

2) 정책적 기여
○○ 해양산업 컨트롤 타워 기능수행을 위한 통합행정체제 구축
○○ 민·관 상생 협력을 위한 신규 조직설립을 위한 근거마련

3) 기대효과
○○ 해양산업 기반확보를 위한 법규 제·개정 추진 전략 마련
○○ 해양산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인력양성기관 설립을 위
한 정책제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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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해역 후보지 선정 및
어장관리법 전부개정(안) 수립
연 구 기 간 : 2010. 3. ~ 2011. 1(11개월)
연구책임자 : 조정희 연구위원
(Tel. 02-2105-2856, e-mail : jcho5901@kmi.re.kr)
내부연구자 : 류정곤 연구위원, 김대영 부연구위원, 이정삼 전문연구원, 박상우 전문연구원,
남수민 위촉연구원

1. 연구목적
○○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 연안 어장 특히, 양식어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장관리법’ 제3조에 의거하여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2006. 12.)
○○ 2009년 어장관리해역 지정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으며, 2008년 어장환경실태조사지
역을 대상으로 어장관리해역 후보지가 선정되었음
○○ 따라서 어장관리해역 지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2009년 어장환경실태조사해역을 대상으
로 어장관리해역 후보지를 선정하고, 어장환경개선촉진법(안)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어장환경 지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2009년에 수행한 ‘어장환경실태조사’ 해역을 대
상으로 어장관리해역 후보지를 선정하여, GIS를 활용한 어장 분포·면적 및 어업
권 현황 분석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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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군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관련 자료 확보 및 분석 실시하고, 2009년
‘어장환경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지역의 어장환경 점수화함
○○ 후보지 해역 면적 및 어장면적을 제시하고 어장관리법 개정안(안)을 수립함
<연구 추진체계도>

2) 연구의 특징
○○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어장관리해역가이드라인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함
○○ 후보지 선정 시 어업인의 의견 수렴 및 지역별 공청회 개최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의 요약
○○ 어장관리해역 후보지는 어장관리해역가이드라인에 따라 13개 항목을 이용하여 검토함
○○ 통영시 후보지에 대한 선정 기준 및 검토 결과, 어장관리해역 지정 가이드라인 중
‘타’ 항에 해당함
－－ 해당 어장들은 어장정화사업 실시 해역이지만 내만에 위치한 어장들은 조류 소
통이 원활하지 않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어업폐기물 처리, 어장정화사
업, 어장환경 복원사업 등을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함

228

수탁연구과제 10-016

○○ 고성군 대상해역의 경우, 어장관리해역 지정 가이드라인 중 ‘라’와 ‘타’에 해당함
－－ 동 해역은 어장정화사업 실시 해역으로서 내만에 위치한 어장들의 조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고성군과 통
영시의 2010년 어장관리해역 후보지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내만을 중심으
로 통합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여수시의 경우, 어장관리해역 후보지는 가막만 일대 총 3개 해역이며, 이들은 어장
관리해역 지정 가이드라인 중 ‘라’, ‘자’, ‘카’, ‘타’ 로 총 4개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후보지 A 해역은 내만에 위치하여 조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육상기인 오염원
이 많고, 후보지 B 지역은 패류 양식지역으로 패각이 방치되어 있으며, 후보지
C 지역은 적조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
○○ 순천시의 경우 어장관리해역 지정 가이드라인 중 ‘바’와 ‘카’에 해당함
－－ 순천시는 연안어장 전체를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어업폐기물처리, 어장정
화사업 등의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관리해야 할 것임
○○ 보성군의 경우, 어장관리해역 지정 가이드라인 중 ‘타’에 해당함
－－ 보성군의 어장관리 후보지는 여자만 중에서도 최상단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장환경 악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해역이므로 어장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적 기여
○○ 향후 어장관리계획을 수립 및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가능

3) 기대효과
○○ 어장관리해역 후보지(안)는 해당 지자체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산조정위
원회에 심의절차를 거쳐 승인을 득하고 최종적으로 고시 가능
○○ 어장생산성을 개선하고 보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어장관리법 개정(안)의 방
향 제시

2011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29

제5장 수탁용역사업

동해특산 대게 명품화
사업 기본계획 조사용역
연 구 기 간 : 2010. 4. ~ 2011. 4.(13개월)
연구책임자 : 정명생 연구위원
(Tel. 02-2105-2852, e-mail : msjoung@kmi.re.kr)
내부연구자 : 조정희 연구위원, 김대영 연구위원, 박상우 전문연구원, 임경희 전문연구원,
정명화 전문연구원, 이상건 위촉연구원
외부연구자 : 도형기 한동대학교 교수

1. 연구목적
○○ 경상북도 특산 어종인 대게의 생산 기반 구축, 유통·가공 선진화, 소비·관광 활성화
등 체계적 관리 여건 조성을 통한 대게산업 활성화 및 명품화 추진
－－ 대게 생산기반 구축: 대게 자원보호, 대게 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대게의 지
속적 생산시스템 구축
－－ 유통·가공 선진화: 유통채널 다양화, 유통시설 개선 및 현대화, 가공시설 개선 및
현대화 등
－－ 소비·관광 활성화: 소비촉진 방안 마련, 먹거리·볼거리 제공, 체험프로그램 마련,
대게 관련 관광시설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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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지역 현황, 대게 산업 현황, 관련계획 및 법률 검토 등 사업 여건 분석
○○ 생산자, 유통업자, 가공업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역별·부문별 발전방향 검토
○○ 시·군 관계자 의견 조율을 위한 도의원 설명회 등 개최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대게의 생산·유통·가공·소비·관광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대게산
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 연구로 생산·유통·가공·소비·관광에 대한
부문별 발전방안을 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대게는 경상북도의 지역 특산물로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이나
최근 불법조업과 자원관리 미흡 등으로 대게 생산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업종 간·
지역 간 조업분쟁이 발생하는 등 대게산업 발전의 위협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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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생산의 계절성으로 인한 연중공급의 어려움, 위판장 및 가공공장의 노후
화, 단순화된 소비형태, 대게 관광시설 부족 등 대게 관련 산업기반이 미흡
－－ 따라서 대게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에서부터 유통·가공·소비·관광
등 대게 관련 전 산업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대게 자원의 지속적 생산체계 확립 방안으로 대게 자원 조사 및 모니터링체계 구
축, 대게 자원회복 계획 도입·추진, 대게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제시
○○ 대게 유통 효율화를 위한 추진사업으로 대게 상온 위판시설 지원 사업, 대게 표준
등급화 마련, 대게 생산이력제 도입, 대게 유통협약 체결 지원, 단기 축양기술 개발
지원 및 급속 냉동 창고 설립 지원 사업 등을 제시
○○ 대게(붉은대게) 가공 선진화를 위한 추진사업으로 대게 융복합 가공단지 조성사업,
가공업체 현대화 지원 사업, 가공 산업지원 센터 사업 등을 제시
○○ 대게소비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으로 대게 브랜드 제고, 대게 직거래 사업 활성
화 방안 등을 제시
○○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으로 대게 박물관 조성사업, 대게 테마거리 조성 사
업, 대게 명품타운 사업, u-Wellness 대게팜, 붉은대게 체험관광 빌리지 조성사
업, 세계 대게 EXPO 추진사업 등을 제시

2) 정책적 기여
○○ 대게를 경상북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기대효과
○○ 대게 생산 안정화
－－ 대게 자원의 관리 및 지속적 생산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은
물론 어가소득 향상에 기여
○○ 연관산업 활성화
－－ 가공, 유통, 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고용창출, 주민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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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요구(Need) 충족
－－ 대게 관련 관광상품 개발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요구(Need) 충족
○○ 지역 간 갈등 완화
－－ 대게산업과 관련 경쟁관계에 있는 지자체들에게 적절한 역할 분담을 제시함으로
써 지역 간 갈등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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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가 있는 녹색 해양어촌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 구 기 간 : 2010. 3. ~ 2011. 2.(11개월)
연구책임자 : 이원갑 연구위원
(Tel. 02-2105-2764, e-mail : wklee@kmi.re.kr)
내부연구자 : 이종훈 부연구위원, 홍장원 부연구위원, 현우용 전문연구원, 이윤정 전문연구원,
고민규 위촉연구원
외부연구자 : 랜드릭스(김효창, 최재영, 이길상, 김나영, 이동현, 윤창용, 박재영)

1. 연구목적
○○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어촌 활성화 및 소득창출 방안 제시
－－ 거제 연안 거주 지역민에게 어업활동 이외 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낙후된 어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지역과 어촌지역이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발
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 지역 고유의 자원을 발굴, 활용을 통한 차별화된 해양어촌공간 창출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스토리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의 재발견과
새로운 해양공간의 창출
－－ 획일화된 탐방 중심의 정적(靜的) 관광에서 탈피하여,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체험과
학습, 레저가 결합되는 참여 중심의 동적(動的) 관광활성화 방안의 제시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해양공간 개발방안 제시
－－ 연안 육상 및 해양활동과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개발방안 모색
－－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녹색관광문화로 전환되도록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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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공간의 개발 실현성에 중점을 둔 현실적인 개발전략 수립
－－ 지역여건과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도입가능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시
－－ 거제시의 발전과 미래상을 예측하고 동시에 현실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기초조사 및 사업환경 분석
○○ 국내외 주요 해양관광정책 분석 및 유형별 해양자원 활용방안 검토
○○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및 선도사업 선정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남해안 해양관광 선도도시인 거제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
책방향 수립에 있는데, 거제시를 권역별로 세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권역별 주요 단위사업 가운데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하거나 반드시 초기 사업전
개가 필요한 우선선도사업을 도출하여 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거제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분석
○○ “21세기 지속가능한 녹색해양도시 건설”이라는 비전 제시와 3대 목표 설정
－－ 거제 해안의 자연 및 인문사회 자원을 중심으로 잠재력 있는 해양환경 창조
－－ 권역별 균형 있는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사이의 불균형 해소
－－ 해양자원이 풍부한 거점을 중심으로 해안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계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테마성 짙은 녹색해양어촌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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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거제의 다양한 해양자원을 충분히 살린 중장기 해양관광 추진계획 수립으로 향후
거제시 해양관광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

3) 기대효과
○○ 거제시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해양관광 콘텐츠 도출 및 정책사업 발굴
－－ 주요 추진과제 및 선도사업 선정 등으로 단계별 투자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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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운영(2차)
연 구 기 간 : 2010. 5. ~ 2011. 5.(12개월)
연구책임자 : 이성우 연구위원
(Tel. 02-2105-2830, e-mail : waterfront@kmi.re.kr)
내부연구자 : 김범중 연구위원, 김찬호 부연구위원, 이주호 부연구위원, 송주미 전문연구원,
박철원 연구원, 이진주 연구원, 김성야 연구원, 남경오 연구원

1. 연구목적
○○ 2006년 이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해온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
라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이하 ‘센
터’)를 설립
－－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물류
기능의 개선에 도움을 주어 향후 물류산업 증진 도모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조사·분석 등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물류거점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데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해외 물류투자 유망 사업 발굴 및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사업 진단
○○ 관심 지역에 대한 투자관련 정보 및 진출 비즈니스 모델 제안
○○ 투자협의체 관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지원

2011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37

제5장 수탁용역사업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원활한 해외 사업 진
행 지원을 통한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이며, 이를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및 투자협의체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해외물류시설 투자 사업 발굴 및 진출 비즈니스 모델 제안
－－ 2011년 GLN 신규 추진대상 사업(8개 요청사업) 및 중점사업인 인도네시아 개발
사업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 제공
－－ 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및 국가 협력사업 등 공동사업진출 모델 제시
○○ 기초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기업의 사전 진출에 대한 근거 마련
－－ Pan Continental Freight(PCF)社: 캄보디아 프놈펜항 다목적 부두 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실시
※ 프놈펜항만청과 MOU 체결 및 사업 확대로 인해 물동량 증대됨
○○ 『KMI 국제물류위클리』, 『GLN 동향분석리포트』 발간으로 최신의 국제물류 동향 및
심층 물류정보 제공
－－ 국제물류투자정보자료집(총 99호) 및 GLN동향분석리포트 2개국(중국동북지역,
인도네시아) 발간을 통해 국제물류 관련 정보 제공
○○ 한-몽골 해운·물류분야 협력회의를 통한 양국 간 협력체계 구축
－－ 한-몽골 해운·물류협력 MOU 체결을 통해 기존의 건설교통 분야에서 물류·
항만분야까지 확대 체결
○○ 국내물류기업 자원연계 해외진출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에게 정보 제공의 장 마련
－－ 페루 마르코나항, 몽골 자원개발 동향 소개를 통해 해운·항만 개발사업 정보
제공
• 현재 ㈜청조해운항공이 몽골 사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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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유관기관 및 투자협의체와 협력체계 구축
－－ 화주와 물류기업의 동반진출 방안 모색을 위한 유관기관 및 화주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지원
－－ 투자협의체와의 간담회(세미나 포함)를 통해 해외투자사업(자원개발과 연계 포
함)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항만물류정보시스템(SP-IDC)의 국가별 동향 업데이트를 통해 국제물류 정보 접근
성 강화
－－ 국내 기업들에게 주요 국가별 동향관련 콘텐츠 제공 및 국제물류위클리와 GLN
동향분석리포트 업로드 추진
○○ 센터 운영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2011. 4. 실시)
－－ 국제물류위클리, GLN동향분석리포트 수령업체를 대상으로 활용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6%는 국제물류위클리가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LN동향분석리포트의 활용도는 7.3%(GLN동향분석리포트를 제공받지 못하여
제공 정보를 모르는 경우 82.0%)로 나타남
－－ 국제물류 관련 세미나 참석 경험 및 만족도 조사 결과, 국제물류 관련 세미나 참
석률은 50.7%로 나타났으며, 참석자의 76.3%는 국제물류 관련 세미나에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효성 있는 2011년 추가 업무의 경우, ‘웹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한 국제물류투자
분석센터 접근성 강화’(40.0%), ‘국제 금융기구와의 공동사업 발굴 및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28.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해외진출 관심 지역의 조사 결과, 극동아시아(63.3%), 중남미(14%), 아프리카
(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정책적 기여
○○ 해외투자 신규 사업 발굴 및 투자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사업 활
성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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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해외 물류시장 정보 제공 및 대외 협력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진출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한 국가 물류산업 활성화에 기여
－－ 해외 발굴사업 등을 통해 글로벌 해외 물류투자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가 물류산
업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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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물류 및
해상교통 발전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3. ~ 2011. 1.(11개월)
연구책임자 : 임종관 연구위원
(Tel. 02-2105-2787, e-mail : jkrim@kmi.re.kr)
내부연구자 : 김우호 부연구위원, 김태일 부연구위원, 심기섭 부연구위원, 김우선 전문연구원,
김찬호 부연구위원, 고병욱 전문연구원, 김근섭 전문연구원, 김정현 연구원
외부연구자 : 이욱한 전무, 김영래 부장, 김현민 대리 (건일엔지니어링), 신관용 이사,
박영준 대리 (세광종합기술단), 한상우 차장, 김일경 사원 (삼안), 송병록, 강동진 (KOFRA),
류동근 교수, 서영준 연구원 (KMU), 이상윤 교수, 김태승 교수 (인하대학교)

1. 연구목적
○○ 아세안 지역 국제 물류시장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항만시설의 애로요인과 실태를 조
사하고 장래 물동량 수요에 대비하여 아세안 역내 항만의 개선방안 도출
○○ 향후 ASEAN 각국의 항만개발 개선 프로젝트의 정책 방향 제공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아세안 항만별 협력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항만별 기초자료 수집, 항만 능력 검토
및 개발수요 전망
○○ ASEAN 물동량 예측 및 하역 능력 분석을 통한 항만 인프라 부문 개선 방안, 운영
부문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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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항만의 중장기 발전 전망 및 한-아세안 항만 분야 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
진 전략 제시

2) 연구의 특징
○○ 아세안 47개 Network 항만의 물동량 분석은 국가 거시경제지표와 물동량 처리 실
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다중회귀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을 기본 방
법론으로 사용
○○ 물동량 추정에 가장 큰 문제점은 신뢰할 만한 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
－－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헌 자료가 많은 국가별로 컨테이너 물동량을 예측한 후
개별 항만에 물동량을 배분하고 이를 토대로 브레이크 벌크 화물을 추정하는 방
법을 사용
－－ 7개 항만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물동량과 하역 능력 설문 조사, 현지조사로 일
반화물 물동량 자료를 수집
<물동량 예측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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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항만 물동량 예측 결과와 하역능력을 바탕으로, 항만시설 개선수요를 도출
○○ 현장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면담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부문 개선사항 등 47
개 항만의 개선 방안을 도출
<연구 흐름도>

2) 정책적 기여
○○ ASEAN 회원국이 참고할 수 있는 ASEAN 항만 개선 정책방안 제시
○○ 아세안 항만의 중장기 발전전망 및 한-아세안 항만분야 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방향 제시
－－ 아세안 항만에 대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 개발협력 사업 발굴과 협조체계를
조성함으로써 아세안 해상교통통합 로드맵 구축에 기여
－－ 아세안 회원국의 항만 개발 및 기능 개선을 위한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경쟁력 및 영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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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아세안 항만별 협력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항만별 기초자료 수집, 항만 능력 검토
및 개발수요 전망
○○ 국내 해운·항만 물류 분야 전문가들의 해외 프로젝트 경험 축적을 통한 해외사업
역량 배양
－－ 정부 및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항만 개발협력(ODA) 사업 진출 기반 제공
－－ 해운·항만 부문 기술협력 사업 기본 역량 축척
○○ 향후 한-ASEAN 항만분야기술 협력사업 및 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협력의 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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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MSEA 해양환경보전 역량강화
국제협력사업 6차년도
연 구 기 간 : 2010. 5. ~ 2011. 6.(13개월)
연구책임자 : 윤진숙 연구위원
(Tel. 02-2105-2752, e-mail : jsyoon@kmi.re.kr)
내부연구자 : 김성귀 선임연구위원, 김종덕 연구위원, 남정호 연구위원, 장원근 부연구위원,
이구성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동아시아 해역 환경보호 관련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PEMSEA에 능동적으로 대응함
으로써 역내 해양환경정책 결정에 한국의 입지 및 역할을 강화
○○ 한국-PEMSEA 간 국제협력의 실효성 확보 및 국익도모를 위해 동아시아 해역 지속가
능한 발전전략(SDS-SEA)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발굴·추진·지원에 목적
이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PEMSEA 정책 동향분석 및 체계적인 국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회의 참석
및 의제 분석
－－ 주요 정책결정 기구인 PEMSEA 파트너십 위원회(매년 개최), 집행위원회(연
1~2회 개최), 동아시아 해양회의 및 장관포럼(3년마다 개최) 등에 참석하여 현
안분석 및 핵심의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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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PEMSEA 국가(Country Partner)/비 국가 파트너(Non-country Partner)
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정책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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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PEMSEA 트위닝(Twinning) 사무국 운영 및 제6차 트위닝 국제워크숍 개최
－－ 트위닝 사무국 운영 결과, 동아시아 해역 국가들의 해양환경 관리역량 강화, 국
내 우수 해양환경정책 홍보 및 동아시아 역내 보급 기반 구축, 국제기구, 동아
시아 역내 해양관련 전문가 간 네트워크 활성화, 2012 동아시아 해양회의(EAS
Congress) 및 여수엑스포 한국 개최에 대한 대외 홍보 효과성 제고의 성과를 이
루었음
－－ 제6차 트위닝 워크숍: 2010년 5월 18~20일에 중국 대련에서 개최, ‘동아시
아 연안 및 하천유역의 배출허용 오염총량의 할당(Total Allowable Pollutant
Load Allocation in River Basins and Coastal Areas of East Asia)’을 주제
로 중국 SOA, PEMSEA 사무국, 트위닝 시범 해역 국가(중국, 인도네시아, 필
리핀) 관계자 및 한국, 일본 해양환경관리 전문가 등 50여 명 참석
○○ 동아시아 저개발국가 해양환경정책 수립 지원
－－ PEMSEA 회원국 내 저개발 국가들이 동아시아 해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SDS-SEA: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or Seas of East Asia)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 저개발 국가 해양환경정책 수립 지원 사
업’을 여수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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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관광지 개발·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및 워
크숍 개최
－－ 동티모르 국가 연안·해양관리 정책 수립 지원
○○ COBSEA 기후변화 관련 워크숍 개최
－－ COBSEA는 2011년 4월 25~28일에 태국 방콕에서 개최, ‘기후변화에 따
른 해수면 상승과 연안침식’을 주제로 7개 COBSEA 회원국 대표 및 전문가,
PEMSEA, UNEP, COBSEA 사무국 관계자 등 참석
－－ 워크숍에서는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연안 침식에 대한 개념 공유, 회원국의 기
후 변화 및 연안 침식 대응 현황 사례 발표, COBSEA 회원국 대상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연안 침식 관리’ 프로그램 검토 등이 진행
○○ 제6차 한·일 해양환경교류협력회의
－－ 국토해양부, 일본 국토교통성이 협의하여 제6차 한·일 해양환경 협력회의를 한
국에서 개최
－－ 연안통합관리, 해양오염저감, 기후변화 적응, 선박 및 항만 지역에서 이산화탄
소 저감 등 한·일 양국 간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정책 공유를 통한 상호협
력 증진 및 역량 강화 도모, 국제적·지역적 차원의 해양환경 이슈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 논의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역내 리더십 확보에 기여
○○ 한반도 주변국 해양환경 관련 활동 분석
－－ 2007년 2월 해양기본법 제정 및 2008년 해양기본계획 수립 이후 일본의 해양
환경정책 동향 분석
－－ 2010년 중국 ‘해양환경 현황공보’를 토대로 중국의 해양환경 현황 및 관리여건 분석
○○ 2012 동아시아해양회의(EAS Congress) 기본계획 수립
－－ 2012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4차 EAS Congress 개최를 위한 전담조직 구
성 및 운영, 단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안)을 포괄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 2011년 4월 25일 국토부-PEMSEA-창원시 간에 2012 EAS Congress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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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PEMSEA의 국제기구 전환 이후 한국의 영향력 강화 지원
－－ 2011년 선출 예정인 집행위원회(EC) 공동위원 선출 및 국제기구 전환 이후 직원
채용 시 한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 2012 여수엑스포 참가 및 홍보, 제4차 EAS Congress 유치 등 우리나라의 해양강
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
○○ 한국의 해양환경관리법, 연안관리법, 해역관리 정보시스템, 오염총량제도 등 국내
해양환경정책 및 기술의 동아시아 역내 보급 기반 구축

3) 기대효과
○○ 체계적인 대응제체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해양환경 분야 국제협력 기반 구축
○○ 해양환경 분야 국제사회 기여확대 및 선진제도 도입을 통한 국내역량 강화
○○ 한반도 주변해역 환경보전 및 글로벌 해양환경 현안 해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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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
연 구 기 간 : 2010. 4. ~ 2011. 4.(12개월)
연구책임자 : 김수엽 부연구위원
(Tel. 02-2105-2743, e-mail : dahn@kmi.re.kr)
내부연구자 : 최종희 부연구위원, 반영길 연구원, 김보경 연구원, 김혜주 연구원, 박일란 전문사무원

1. 연구목적
○○ 우리나라는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을 통해 수송하고 있어, 해상 수출입화물의 올
바른 이동 경로 추정은 효율적인 국가 교통망의 구성에 필수적인 요소임
○○ 해상여객 기종점 통행량 조사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해 도서를 방문한 여행객들에 대한
내륙 교통의 흐름을 파악
－－ 본 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여객 O/D는 연안여객터미널의 건설 및 연안여객터미널
인근 접근도로의 건설 등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설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
능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유발계수를 통한 해상 수출입 화물 기종점 보완 갱신
○○ 해상여객 기초통계 조사 및 여객선 통계 조사
○○ 해상여객 기종점 통행량 조사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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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국가교통 DB 구축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여객과 화물의 통행실태와 교통시설물,
수송 분담률 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그 근거를 두
고 매년 수행되는 사업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2008년 수출입 일반화물의 기종점
－－ 수출 일반화물은 울산광역시, 수입 일반화물과 수출입 일반화물은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물동량을 유발함
－－ 2010년의 1,237만 TEU에서 2038년에는 3,240만 TEU로 연평균 3.6%의 증가
율로 전망
<2008년 일반화물 시도별 기종점 추계>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계

일반화물
수출입
천톤
비율
(천 RT)
(%)
15,758
2.7
7,432
1.3
1,015
0.2
59,672
10.1
2,656
0.4
745
0.1
135,489
22.9
38,697
6.5
13,136
2.2
2,304
0.4
79,974
13.5
8,850
1.5
136,674
23.1
56,695
9.6
32,623
5.5
591,719
100.0

중장기 전망
단위 : 천 TEU
2010

2020

2025

2030

2035

2038

221
558
213
968
368
127
1,708
2,112
92
267
692
530
1,459
1,348
1,708
12,371

377
810
266
1,552
631
158
2,320
3,804
359
412
2,194
983
2,199
2,112
2,028
20,205

423
897
267
1,717
763
164
2,484
4,511
506
472
3,116
1,185
2,580
2,323
2,170
23,578

469
999
263
1,933
928
170
2,706
5,310
689
528
4,247
1,436
3,103
2,487
2,514
27,781

476
1,055
239
2,035
1,046
164
2,851
5,781
825
547
5,151
1,617
3,513
2,439
2,811
30,549

463
1,096
214
2,116
1,109
153
2,979
5,951
933
542
5,842
1,763
3,848
2,316
3,077
32,402

○○ 성수기 연안여객의 승선목적은 여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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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
2.77
2.53
0.02
2.94
4.17
0.68
2.08
3.91
8.97
2.66
8.22
4.55
3.66
2.02
2.20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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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의 승선목적(성수기)-비중>

여행
사업
친지방문
통학
귀가
기타
합계

부산

인천

목포

군산

포항

통영

여수

제주

대천

묵호

전체

64.0
4.5
14.8

61.6
6.2
7.8
0.2
14.2
10.4
100.0

71.5
1.5
16.9

89.8
1.3
2.6
2.3
4.0
100.0

96.4
0.5
1.2
0.2
1.2
0.7
100.0

65.4
3.0
7.7
0.2
15.0
8.6
100.0

69.6

5.4
4.6
100.0

74.0
5.8
8.1
0.3
4.0
7.8
100.0

71.0
6.4
10.4
0.6
8.1
4.9
100.0

85.6
1.5
4.8
0.4
3.3
4.4
100.0

75.4
3.5
7.3
0.2
8.1
5.7
100.0

14.0
2.7
100.0

1.8
19.6
8.9
100.0

○○ 성수기 연안여객의 터미널까지 교통수단 이용 현황을 보면 부산항을 제외한 대부분
의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자가용이 40% 이상
<연안여객의 터미널까지 교통수단 이용현황(성수기)-비중>
구분

부산

인천

목포

군산

포항

통영

여수

제주

대천

묵호

비중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고속버스
(관광버스)
기차(KTX)
비행기
자가용
렌트카
자전거
기타

53.2
38.9
21.9

33.8
18.7
34.3

7.8
10.1
28.7

12.2
3.3
14.5

22.9
2.0
26.7

32.4
9.4
10.1

20.2
2.8
18.3

14.0
8.8
22.8

24.3
4.4
5.6

11.8
12.9
30.5

25.3
10.7
20.5

10.9

5.9

12.4

10.9

31.9

26.1

16.7

26.3

10.8

54.0

19.9

13.2

19.4

5.3

2.3

75.6
1.0
0.3
1.3

5.2

51.3
11.0
0.5
0.7

8.5
0.5
40.8
1.6
0.2
14.8

8.8
8.8
70.2
1.8
5.3
8.8

12.3
0.6
67.0
1.8
1.2
2.0

4.8

66.7

1.2
0.9
43.5
2.9

3.4

15.5
1.9
3.0
3.4

0.5
0.2
38.3
1.9
0.2
2.4

35.7
2.6
0.4
3.3

6.4
0.4
47.7
3.1
0.7
4.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정책적 기여
○○ 수출입 화물의 올바른 이동경로 추정으로 항만 및 배후 단지 등 물류시설 건설과
배후 수송망 설계 시에 활용

3) 기대효과
○○ 항만 건설의 적합성과 항만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항만 건설의 예비 타당성 조사 등에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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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내륙 기종점 뿐 아니라 국내 연안화물의 기종점도 우리
나라 항만 개발 및 내륙 교통망 연계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
○○ 해상여객 O/D는 해상여객시설 투자규모,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이용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교통 관련 정책 및 계획의 효과적 수립·집행을 위한 필
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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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박이물범 서식지 보호대책 및
보호대상 해양생물 지정 지침 개발
연 구 기 간 : 2010. 6. ~ 2011. 3.(9개월)
연구책임자 : 육근형 부연구위원
(Tel. 02-2105-2757, e-mail : ykh690@kmi.re.kr)
내부연구자 : 김성귀 선임연구위원, 박수진 부연구위원, 손규희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홍재상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대표이사 외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에 관한 절차적 근거와 타당성을 확보한 ‘보호대상해
양생물 지정지침(안)’을 작성
○○ 점박이물범이 출현하는 백령도 물범바위 인근 지역과 해역에 대한 서식환경 조사와 관
리여건 파악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계획서를 작성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지침안 개발을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와 관련 법률을 비교·
분석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회의를 통해 지침안을 개발하고 검토
○○ 해양보호구역 지정계획 수립을 위해 점박이물범이 출현하는 해역에 대한 서식환경
조사는 (주)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가 수행
－－ 대상해역에 대한 문헌 조사와 다이빙을 통한 현지 조사 및 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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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법률에서 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고시의 형태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정지침을 개발
○○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식
환경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보호구역 지정계획서를 수립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보호종 지정과 관련한 국제적인 수준의 제도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과 IUCN 멸종위기종 목록(Red List, 적색목록) 지
정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보호종 제도에 필요한 시사점 제시
－－ 전 세계적인 보호종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IUCN의 적색목록은 여러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 현재는 일정한 지정기준에 따라 멸종위기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구
성
○○ 국내 관련 제도인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도와 국토해
양부의 보호대상해양생물 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보완 부분 제시
－－ 형식적으로 유사하지만 법률과 도입목적에 따라 다른 보호종 제도의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방향과 향후 보완 사항을 제시
－－ 예를 들어 멸종위기 및 보호종 지정에 필요한 과학적인 판단 자료가 부족한 상
태이며, 보호종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부재,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재정립 필요, 관련 유사 제도 간 벌칙 규정의 중복
또는 혼선 존재
○○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지침안은 크게 총칙(목적, 정의, 대상), 지정기준, 지정절
차,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칙으로 구성
－－ IUCN의 적색목록 지정 기준 및 국내 선행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성적 기준과
정량적 기준을 동시에 제시
－－ 분류군별로 판단 기준이 상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류군별 평가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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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행위에 규제가 될 수 있는 대상인 보호대상해양
생물 지정에 있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
○○ 대표적인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주요 하계 서식지인 백령도 인근 해역
에 대한 서식환경 조사를 통해 물범바위의 지형·지질 구조, 주변해역 수리 및 수
질환경, 수중 생태환경을 파악하고 생태지도(biotope)를 작성
－－ 생태환경 조사 결과 백령도 주변해역은 해조류가 번성하고 연체동물도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점박이물범 개체군을 부양할 만한 생산력이 높다고 할 수 없
으며, 다만 바위와 해조류 지대를 활용한 휴식장소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해역
<물범바위 주변해역의 biotope>

○○ 생태환경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범바위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지정계획
서를 대안별로 작성
－－ 공간범위는 3개 대안으로 i) 백령도 주변 해역 전체를 지정, ii) 물범바위 주변
약 26ha 지정, iii) 물범의 주요 출현 해역인 물범바위, 두무진, 연봉바위에 대한
선택적 지정을 제안하고 각 대안의 장단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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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확대에 활용할 수 있는 지정지침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절차적 합리성 제고
○○ 해양보호구역 지정 후보지에 대한 지정 계획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해당해역 보호
구역 지정에 정책자료로 직접 활용

3) 기대효과
○○ 보호대상해양생물 확대에 따른 과학적 판단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보고서,
평가절차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 도모
－－ 지침안은 2011년도에 관련 고시(국토해양부 제2011-753호) 제정
○○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에 관련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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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 총조사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6. ~ 2011. 2.(8개월)
연구책임자 : 홍현표 연구위원
(Tel. 02-2105-2884, e-mail : hphong@kmi.re.kr)
내부연구자 : 장홍석 부연구위원, 김봉태 전문연구원, 김수진 전문연구원, 마창모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원양어업의 자생력 배양과 글로벌화를 통한 적극적인 산업화 전략 시급
○○ 글로벌화하는 업계의 총체적 산업경쟁력 보유를 통한 선진적 산업구조 마련을 위해서
는 기존의 ‘생산통계’를 뛰어넘는 ‘경영통계’ 확보 시급
○○ 2011년부터 도입되는 원양산업 총조사 본사업의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원양산업으로
의 법적 외연 확대에 걸맞은 통계 체제를 구축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원양어업을 유한 모집단과 무한 모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허가대상인 원양
어업자(해외합작어업), 신고대상인 원양어업관련사업자, 미신고 대상인 교민사업자
로 구분하여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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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원양어업 통계 및 제도현황과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으로 원양산업 총
조사 실시 방안 마련, 총조사 결과의 분석 제시 방안, 총조사 분석결과의 정책적 활
용방안, 원양산업 총조사 실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원양산업 통계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통계법에 근거한 지정통계화, 통계법을 토
대로 한 승인통계화, 원양산업발전법에 기초한 일반통계로서 통계작성의 법적 토대
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함
○○ 국가통계 승인을 받기 위해 조사 대상이 되는 개체인 조사단위와 표본으로 추출되
는 추출단위,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모집단, 실제로 조사가 가능한 조사모집단, 추
출단위가 나열된 리스트, 시간적·공간적 조사범위, 조사지역 등을 명확히 규정하
고 실제 조사결과를 제시함

2) 정책적 기여
○○ 본 조사를 통해 원양산업 정책 수립 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제협상력
제고를 통한 해외 수산자원 확보 잠재력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됨
○○ WTO/DDA 및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및 피해대책 수립에 있어서 합리
적인 의사결정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3) 기대효과
○○ 농림수산식품부뿐만 아니라 원양업계, 수산관련 연구원 등 산·학·관 모두 정책입
안과 연구에서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기초통계의 분석을 통한 2차 가공통계의 산출이 가능함. 원양어업(합작어업)의
경우 규모별·업종별·해역별 생산량 및 경영실적 분포를 산출할 수 있으며, 원
양어업 관련 사업은 지역별·업종별 사업체 분포, 자원 및 시장 분포를 산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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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또한 해외교민사업의 지역별·업종별 사업체 분포도 파악이 가능할 것임
－－ 조사결과의 DB 구축 및 원활한 정보 제공체제 마련이 가능할 것임.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이용자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각종 국제협상 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함. 국제기구 및 경쟁국과의 협상 시 해역
별·품목별 생산량, 경영실태 등 과학적인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원양산업통계 전체에 대한 통계정비로 전체 국민 또는 원양어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기초 경제통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국민적 편익이 높아짐
○○ 과학적인 원양산업 통계에 기초한 경영전략 수립을 통해 원양산업자의 경쟁력을 제
고하고, 원양산업의 관련업종 및 글로벌화 촉진을 통한 수산자원 개발 잠재력을 증
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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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물 검역시행장 유해물질 유출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대책
연 구 기 간 : 2010. 7. ~ 2011. 2.(7개월)
연구책임자 : 주문배 연구위원
(Tel. 02-2105-2844, e-mail : mbjoo@kmi.re.kr)
내부연구자 : 이헌동 전문연구원, 정재호 위촉연구원
외부연구자 : 오명주 전남대학교 교수, 김위식 연구원, 장민석 연구원, 이충기 하나건축사무소 소장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수행됨
－－ 우리나라 수산동물 검역장소에서의 수산질병 유입·유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용
수 살균·소독방법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 수산동물 검역시행장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주관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총괄 및 관련 사례 분석, 그리고 검역시행
장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을 수행
○○ 전남대학교가 수산동물 검역장소의 수산질병 유입·유출 위험요소 분석과 용수 살
균·소독방법,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 ㈜하나건축사무소에서 수산동물 검역시행장 건축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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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수산동물 수입검역 실태 및 검역장소 운영현황은 인천공
항, 주요 항만(인천, 부산, 통영, 강릉 등) 지역의 검역장소, 민간의 지정 검역시행
장, 대형 민간수족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파악하였으며, 수산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필요성, 이용 의향 등은 수산동물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파악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검역장소에서 수산동물 전염병 병원체의 유입·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역과 사육용수(유입·배출수)의 소독이 필요하며,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된
물과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차량(선박), 병원체에 감염된 지정검역물 및 사육시설
소독도 필요
○○ 검역장소에서의 질병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으로는 사육용수에 대한
관리방법, 보관기간 동안 바이러스 유출 시 대처방안, 지정검역물 불합격 판정 시
반송 및 폐기 시 방법, 소독방법 등을 제시
○○ 현재 대부분의 관상용 수산동물은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되지만 검역에 필요한 수조
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못함에 따라 저온창고에서 비효율적으로 검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사 및 수입업체들의 민원 제기 우려가 있음
○○ 수입업체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에서도 현재 검역장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검역
지연, 폐사 시 책임과 보상 문제 등이 제시되었음. 이와 같은 검역실태를 감안하면
식용·이식용 수산동물보다는 관상용 수산동물 검역시행장의 건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이에 따라 검역에 따른 폐사 우려가 가장 큰 관상용 수산동물에 초점을 맞춰 검역
시행장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기본목표는 “외래 수산질병의 효율적 차단을 통한 신뢰받는 검역행정”이며, 건
립방향은 첫째, 신속하고, 안정적인 검역 행정 실시, 둘째, 외래 수산질병 유출
의 원천적 차단, 셋째, 최첨단 검역시스템 구축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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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동물 검역시행장 건립은 법·제도, 검역실태,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필요함에
도 불구, 현실적으로 당장 건립이 어려운 실정임
－－ 정부가 관상용 검역시행장을 건립해도 상당수 수입업체가 이용 의향이 전혀 없
거나, 조건을 보고 이용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검역시행장에 대한 수요가 미흡
한 것으로 조사
－－ 실제로 검역시행장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정부 지원 없이 검역수수료만으로 운
영·관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임. 실제로 2010년 관상용 정밀검역 건수는 377
건에 불과하며, 건당 수입금액도 1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수입이 대부분임에 따
라 검역수수료를 통한 검역시행장 운영은 불가능함
○○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
－－ 단기적으로는 현행 검역장소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역업무를 수행
함. 이를 위해 민간 검역장소의 유입·유출수 소독시설 및 장비, 소각시설 구축
등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용도(식용·이식용·관상용) 및 종류(어류, 패류, 갑각
류 등)의 검역물을 수용할 수 있는 검역시행장을 전국 주요 거점별로 건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따라서 각 지원별로 현재의 검역실태, 향후 검역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
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검역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검역시행장 건립 방안에 대
해 정부 및 관련 업계(연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논의

2) 정책적 기여
○○ 현행 검역장소에서의 질병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 마련
○○ 우리나라 수산동물 수입 검역실태에 대한 진단, 기초 실태조사 자료의 제공과 더불
어 검역시행장 건립의 타당성 제시

3) 기대효과
○○ 외래 수산질병의 유입 차단을 통한 수산동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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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오염원 관리 및 연안
오염총량관리 도입·시행
연 구 기 간 : 2010. 7. ~ 2011. 6.(11개월)
연구책임자 : 남정호 연구위원
(Tel. 02-2105-2772, e-mail : jhnam@kmi.re.kr)
내부연구자 : 김성귀 선임연구위원, 윤진숙 연구위원, 목진용 연구위원, 장원근 부연구위원,
박수진 부연구위원, 육근형 부연구위원, 신철오 전문연구원, 최희정 전문연구원,
이구성 위촉연구원, 이윤주 위촉연구원, 최유정 연구원
외부연구자 : 경남대학교 이찬원 교수, 권영택 교수, 경남대학교 전홍표 연구원, 이선영 연구원,
송윤경 연구원, 경남대학교 석사과정 이성진, 이규철, 박성민, 경남대학교 한국보, 심준혁,
지상훈, 조미자, 장재영, 고우리, 권민정, (주)빌리언21 조보현 대표이사, 송제욱 부장,
김상순 팀장, 이현정 이사, 박준수 과장, 차기영 주임, 이상민 주임, 김은선,
국립수산과학원 이원찬 연구관, 홍석진 연구사, 김형철 연구사, 김정배 연구사,
윤석현 연구사, 최우정 과장, 박성은, 조윤식, 김연정 인턴연구원, 박지혜 연구보조원,
한동효 연구보조원, 박고운 연구보조원, 이앤위즈(주) 김윤관 대표이사, 김재훈 소장,
오제하 부장, 김경미 부장, 이지선 차장, 최명준 과장, 서준호 과장, 장경애 과장,
강동균 과장, 정자은 대리, 김한새, 이승원, 경남발전연구원 이용곤 부연구위원,
주용수 전문연구원, 배수한 연구원, 임소현 연구원, 김재철 연구원, 황진영 연구원,
창원대학교 문병현 교수, 박영배 박사, 박사과정 이동윤, 석사과정 박나리, 한현진,
학사과정 진정현, 최수빈, 군산대학교 김종구 교수, 장효상 연구원, 권민선,
안성영 연구보조원, 최권옹 보조원, 이지은 보조원, (주)국토해양환경기술단 강훈 연구원,
이남도 연구원

1. 연구목적
○○ 제1차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이행평가와 제2차 제도 시행기반 구축 및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관리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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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중요 과업은 크게 세 분야(육상기인 오염원 관리기반 구축, 마산만 수질
환경 조사 및 모델 적용성 검토, 마산만 제2차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기반 강화)로
나누어 수행하였으며, 각 분야 전문기관 간 네트워킹을 통해 연구를 수행

2) 연구의 특징
○○ 이 연구에서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기반 구축분야는 전국 오염우심해역의 효과적인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를 위해 마산만 육상오염원 관리체계를 전국 25개 관리대상
해역으로 확대·적용할 목적으로 수행
○○ 연안오염총량관리 분야는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시행계획 변경, 개발사업 검토,
계획 시행에 대한 이행평가, 제2차 연안오염총량관리제(2012~2016) 도입을 위한
기본방침, 기술지침 등 제도기반 구축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64

수탁연구과제 10-048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범용모델 개발
－－ 4개 대표 해역(군산연안, 무안연안, 고성·자란만, 온산연안)의 유역환경 기초
자료를 작성, 육상오염원 관리를 위해 전국 연안에 적용될 범용 기법·툴 연구
○○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제도 정비 및 시행 기반 강화
－－ 변화된 지역여건에 맞게 행정규칙(통합창원시 시행계획, 기본방침, 기술지침
등)을 재정비, 제2차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체제적·기술적 역량증진
사항
○○ 마산만 적응형 연구 추진을 위한 과학연구체제 추진
－－ 계획 시행 성과 진단 및 마산만 환경현안 맞춤대응을 위해 하천, 해역 모니터링
의 지속적 실시, 계획 시행 이후 발생된 신규 수요를 반영한 행정규칙 마련, 과
학·기술 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재정비사항 검토 및 관련 의사결정체제 운영 등

2) 정책적 기여
○○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국가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 마련
○○ 제2차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시화호 및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의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모범사례로 활용

3) 기대효과
○○ 주요 오염우심해역 및 우선관리순위해역의 오염부하량 기초자료는 2013년 국가 차
원의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대책(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제1차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의 성과에 기초하여 제2차 기
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 구축함으로써, 오염우심해역
의 해양환경 질 개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 부산, 시화호 연안 등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진행·시행 중인 지역에 마산만 연안
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과 및 경험을 전달함으로써 동 제도의 타 해역 확대·시행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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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연 구 기 간 : 2010. 7. ~ 2011. 2.(8개월)
연구책임자 : 이원갑 연구위원
(Tel. 02-2105-2764, e-mail : wklee@kmi.re.kr)
내부연구자 : 김성귀 선임연구원, 홍장원 부연구위원, 박수진 부연구위원, 최희정 전문연구원,
현우용 전문연구원, 이윤정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여가공간연구소(김영래, 이정섭, 안진오, 박장렬), 리디앤리더(김민준, 송은정, 김가윤)

1. 연구목적
○○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과 더불어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콘텐츠
발굴, 통계기반 구축, 법령 정비방안 등 정책 지원체제의 마련
－－ 해양관광실태 분석과 국내 연안지역 개발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해양관광활성
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함
－－ 국내 해양관광자원 및 관광트랜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해양관광 프로그램과 더불
어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전국민 대상 해양관광실태조사 분석(설문조사)
○○ 국내 해양관광프로그램 및 해외 해양관광콘텐츠 사례 조사
○○ 해양관광정책 관련 연안 자치단체 공무원 워크숍, 관광정책·관광프로그램 개발·
민간투자 컨설팅 업체 등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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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의 수립과 더불어 국내 활동실
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해양관광 콘텐츠를 구축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국내 해양관광활동 현황 분석과 더불어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제약요인과 개선방안 분석
－－ 전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해양관광활동 규모는 2005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
하고 있음. 관광기반시설의 부족과 해양관광활동 정보, 콘텐츠의 부족 등이 관
광활동의 저해요인으로 분석됨
○○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콘텐츠의 발굴 및 정책사업의 제시
－－ 국내 해양관광자원과 시설 여건에 대한 검토, 해외 해양관광정책 및 관광프로그
램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관광활동 촉진을 위한 10개 콘텐츠와 더불어 정
책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함
○○ 해양관광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해양관광정책 추진의 기초가 되는 해양관광 통계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해양관
광통계의 수집, 관리, 보급 방안을 마련함
－－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해양관광 진
항 법령(가칭)’ 정비방안과 더불어 정책사업의 추진조직 및 추진업무를 제시함

2) 정책적 기여
○○ 국내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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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해양관광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와 법령정비에 기여
－－ 국내 해양관광과 관련된 통계자료 확보방안과 더불어 해양관광 정책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제시
○○ 해양관광활동 촉진을 위한 관광콘텐츠와 정책사업의 발굴
－－ 해양관광활동 프로그램의 발굴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사업 제시를 통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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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항만 개발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전망
연 구 기 간 : 2010. 7. ~ 2011. 7.(12개월)
연구책임자 : 심기섭 부연구위원
(Tel. 02- 2105- 2829, e-mail : kssim@kmi.re.kr)
내부연구자 : 조소희 위촉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수립 시 적용된 예측모델의 적정성 검토
○○ 마리나 수요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마리나 수요전망 파악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국내·외 마리나 현황 및 사례조사
○○ 마리나 수요예측 방법론 검토
○○ 마리나 수요분석 및 전망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마리나 항만 개발에 대한 수요 전망에 초점을 둔 연구로 기존의 제1차 마
리나 항만 기본계획 수립 시 적용된 예측모델의 적정성 검토 및 향후 수요전망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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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마리나 시장은 현재 금융위기, 유가상승, 이용자의 고령화 등의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마리나를 개발함에 있어 획일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마리나를 특
성화를 할 수 있는 점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추어 개발을 해야 할 것임
○○ 국내 마리나 해양관광 실태조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국내 마리나 해양관광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자의 85.7%가 대답하였음
－－ 참여하고 싶은 해양레저 분야로 ‘바다낚시’, ‘모터보트’, ‘요트’ 등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부대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연구에서의 마리나 수요추정은 기본적으로 마리나 기본계획의 추정방법을 유지
하였음
－－ 제정·시행되고 있는 ‘선박법’, ‘수상레저안전법’에 등록되어 있는 수상레저기구
를 활용하여 마리나 항만개발수요를 추정
－－ 마리나 수요 추정 결과 2011년 5,209척, 2015년 7,270척, 2020년 10,317척으
로 나타났음
－－ 향후 연구에서는 마리나를 이용하는 보트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고 나서 다양한
대입변수를 이용하여 예측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임

2) 정책적 기여
○○ 관련 정부부처: 국토해양부
○○ 방법론 및 이론: 마리나 수요 전망에 활용
○○ 마리나 수요 전망에 있어 통계 데이터 구축 필요 및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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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국내 관광활동의 다양한 행태 변화에 따른 적절한 마리나 항만 개발을 통하여 국내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
－－ 마리나 항만 개발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복합시설 공간을 같이 개발하여 해
양레저 문화의 다각화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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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신항의 관계정립을
통한 컨테이너물동량 수요예측 및 배분
연 구 기 간 : 2010. 7. ~ 2011. 6.(11개월)
연구책임자 : 심기섭 부연구위원
(Tel. 02- 2105- 2829, e-mail : kssim@kmi.re.kr)
내부연구자 : 황소정 연구원

1. 연구목적
○○ 우리나라 항만운영체계와 물동량 유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물동량 왜곡현상에 대
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
－－ 부산항 북항과 신항의 선사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부두 간 과당경쟁이 발생하는 등
급격한 경쟁구조로 진입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대내 여건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부산항이 세계의 항만과의 경쟁에서도 살아
남기 위해서는 부두 간 물량확보로 경쟁하는 일변도에서 벗어나 북항과 신항이 공
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향후 수립될 부산 북항과 신항을 대상으로 한 개발 계획 및 정책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근거로서 개별 항만의 장기적인 물동량 수요예측이 필요한 시
점임
○○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 북항과 신항의 물동량과 시설 현황을 비교, 분석한 후 세 가지
대안을 설정해 대안별 북항과 신항 물동량을 예측 및 배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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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부두별 운영형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항만의 물동량 왜곡 현상에 대한 사례 분석
을 실시
○○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부산항의 컨테이너터미널의 개요를 조사, 분석하였음
－－ 부산항의 물동량, 북항과 신항의 물동량 및 시설 현황, 개발 현황, 건설 계획 등
을 비교 분석함
○○ 다음으로 KMI 항만수요예측센터에서 2030년까지 예측한 항만별 컨테이너물동량
중 부산항 물동량 예측치를 사용하여 부산항 북항·신항의 물동량 배분을 시행함
－－ 물동량을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함
－－ 시나리오 1: 하역능력 전망에 따른 물동량 배분
－－ 시나리오 2: 부산항 이용자의 선호도에 따른 물동량 배분(AHP분석)
－－ 시나리오 3: 부산항 이용 선사의 이동에 따른 물동량 배분

2) 연구의 특징
○○ 향후 부산 북항의 재개발 사업 및 신항의 개발 계획이 추진될 때 본 연구에서 실시
한 시나리오별 북항과 신항의 컨테이너물동량 예측 및 배분의 결과가 정책적 근거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부산항 신항에 2006년 1-1단계 부두가 처음 개장한 이후, 그동안 북항을 이용하던
선사들이 현재까지 신항으로의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북항과 신항의 선사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부두 간 과당경쟁이 발생하는 등 급격한 경쟁구조로 진입해 있는
상황임
○○ 부산항 북항과 신항의 물동량을 배분하기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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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과 신항의 하역능력 전망에 따른 물동량 배분
－－ 부산항 이용 선사, 화주, 포워더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터미널 간
이용 선호도를 AHP분석된 비율을 사용하여 북항과 신항의 물동량을 배분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항 북항과 신항을 이용한 선사들의 이동을 조사하
여 각각의 증감률을 적용하여 물동량을 배분
○○ 배분된 물동량을 살펴보면 북항의 경우 2010년 현재 점유율 56%에서 점차 감소하
여 2030년에는 평균 30%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항은 현재 44%인
점유율이 7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2) 정책적 기여
○○ 관련 정부부처: 국토해양부
○○ 방법론 및 이론: 항만 물동량 수요 추정에 활용
○○ 본 연구의 예측 결과대로 북항에서 처리되던 컨테이너물동량의 비중은 점차 축소되
며 신항은 반대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부산항 신항은 향후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운영으로 부산항 컨테이너물동량을 70%까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북
항과 신항은 단순하게 물량만을 확보하려는 출혈경쟁보다는 각 항만의 특성에 맞게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유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상호보완
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임
－－ 본 연구를 통해 물동량 및 선사의 움직임들을 미리 파악하여 어느 정도 선제적
인 대응을 함으로써 개별 터미널에 미치는 파급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임

3) 기대효과
○○ 부산항 북항과 신항의 물동량을 예측해 봄으로써 시의적절한 항만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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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항만간
경쟁력 평가 분석
연 구 기 간 : 2010. 7. ~ 2011. 5.(10개월)
연구책임자 : 심기섭 부연구위원
(Tel. 02- 2105- 2829, e-mail : kssim@kmi.re.kr)
내부연구자 : 김찬호 부연구위원, 김근섭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우리나라 주요 항만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평가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 및 현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을 도출
○○ 세부적으로는 중국 주요 항만과의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고, 비 컨테이너화물인 철재
화물의 경쟁력을 도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 항만경쟁력 평가와 관련한 기존 연구 심층 검토
○○ 설문 및 인터뷰 조사
－－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위해 국내외 선사, 운영사,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중국 현지 국적 선사 대상 심층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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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분석 활용
－－ 서비스 만족도 분석 방법은 주요성과분석 방법 적용

2) 연구의 특징
○○ 현지의 운영 여건을 파악
－－ 중국의 기초 물동량 통계뿐만 아니라 실질적 운영 여건 조사
○○ 비 컨테이너부문 경쟁력도 평가
－－ 향후 경쟁이 예상되는 비 컨테이너화물 중 철재화물의 경쟁 가능성도 평가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선행연구에서 부산항의 문제점 분석
－－ 항만 인프라 구축 부족, 전문 인력 양성 필요,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항만운영의
책임주체 명확화 등
○○ IPA 분석
－－ 분석결과 부산항의 서비스 만족도는 중국 주요 항만(상하이항, 닝보항, 텐진항,
칭다오항, 선전항) 대비 최고이며, 광양항은 최저
－－ 환적항만 경쟁력에 있어서도 경쟁 항만 대비 부산항 최고, 광양항 최저 평가
○○ 컨테이너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
－－ 물동량 창출 기반 지속 마련, 대형 운영사 육성, Green Port 정책 강화, 부산항
의 전반적 물류비용 분석 등
○○ 환적경쟁력 강화 위한 제언
－－ 북중국 항만 운영 여건 상세 분석, 일본 서안 물동량 처리 구조 및 비용 분석, 북
중국 주오형 항만과 네트워크 강화, 모선기항 가능 물동량 수준 분석 필요
○○ 비컨 철재 경쟁력 분석 및 제언
－－ 철강 산업을 위한 포항항의 서비스 수준은 탁월하나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의 문
제점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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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도선 확대, 비 컨테이너 항만에 대한 산업클러스터 구축 필요

2) 정책적 기여
○○ 관련 정부부처: 국토해양부(항만정책과, 항만물류기획과)
○○ 방법론 및 이론: 항만서비스 만족도 분석에 활용
○○ 항만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경쟁 항만과의 경쟁력 및 서비스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계획 수립
○○ 현실적 서비스 수준 파악을 통해 강점의 강화와 약점 보완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 수립

3) 기대효과
○○ 부산항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유지와 환적 물동량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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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체계(TOC, 민자, 공영)
와 물동량 유치 간 상관분석
연 구 기 간 : 2010. 7. ~ 2011. 6.(11개월)
연구책임자 : 심기섭 부연구위원
(Tel. 02- 2105- 2829, e-mail : kssim@kmi.re.kr)
내부연구자 : 이민규 전문연구원, 김범수 연구원

1. 연구목적
○○ 우리나라 항만운영체계와 물동량 유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물동량 왜곡현상에 대
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
－－ 부두 간 과도한 물동량 유치 경쟁으로 인해 개발된 부두에서 처리되어야 할 품목이
실제로 항만 내 타부두 또는 타항만의 부두에서 처리되어 부두개발계획 상 처리 품
목과는 다른 품목이 처리되는 현상이 발생
－－ 이로 인해 항만내 타부두 또는 타항만의 부두에 물동량이 과잉 발생하여 부두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부두개발계획에 의해 개발된 부두에는 부두 과잉 현상이 발생
－－ 부두개발계획과 실제 개발된 부두의 기능이 달라지는 물동량 왜곡 현상으로 인해
부두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비효율적 문제가 발생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부두별 운영형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항만의 물동량 왜곡 현상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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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일부 항만을 표본으로 추출하고 분석 대상 부두를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
－－ 표본 항만: 인천항, 평택·당진항, 군산항, 목포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
산항, 포항항, 동해항
－－ 2006년~2010년의 부두별 품목별 물동량 자료, 2006년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
계획 수정계획 보고서, 항만별 항만시설 운영세칙, TOC 부두 평가편람, 부두임
대계약서 등을 활용
○○ 개별 부두의 품목별 물동량 및 비중을 분석하여 물동량 왜곡 현상의 정도를 파악
－－ TOC 부두의 경우 부두임대계약서 상 부두기능 명시 여부 및 현장조사를 통해
물동량 왜곡현상의 발생 원인을 파악
－－ 공영 부두의 경우 부두별 품목별 물동량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
－－ 민자 부두의 경우 2006~2010년 부두별 품목별 물동량 자료를 활용하여 물동량
혼재처리 정도를 분석

2) 연구의 특징
○○ 항만운영체계에 따른 부두별 처리 품목 및 물동량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
－－ 전문가 자문에 따라 표본 항만을 선정 후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의 자료를 활용
하여 부두별 품목별 물동량 및 비중의 추세를 분석
－－ 2006년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보고서 상의 처리 품목과 2010년
항만시설 운영세칙 상 처리 품목을 비교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항만운영체계에 따른 처리 품목의 특징 분석 결과
－－ 공영 부두는 선박이 접안하여 다양한 화물을 처리하는 공용적인 성격이 강했음
－－ 민자 부두는 특정 화물을 전용으로 처리하는 전용 부두의 역할 수행
－－ TOC 부두는 다양한 화물을 취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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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동량 왜곡 현상의 원인
－－ TOC 업체가 각 항만청, 항만공사와 부두운영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 상에 취급
화물에 대한 명시 여부
－－ 항만별 실제 처리되는 화물과 물동량 집계 시 입력 품목 간 개념 정리가 되지 않
아서 물동량 통계 상 물동량 왜곡 현상이 발생
－－ 현실적으로 항만의 부두 운영사는 항만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이익의 극
대화를 위해 과도한 화물 유치 경쟁으로 항만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부두의 처리
품목과는 별도로 다양한 화물을 취급
－－ 공영부두는 특정 화물 선박만 접안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화물선이 공영부두
를 공영화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존 부두 기능이 잡화부두로 변경된 사
례가 많음
○○ 부두운영체계와 물동량 유치 간 관계
－－ 부두운영체계가 TOC나 민자(비관리청)인 경우, 부두운영사는 자사 부두에 화물
을 유치하기 위해 하역료 인하 정책을 추진하거나 부두 시설(야적장), 부두 작업
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 처리 전문성 등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함

2) 정책적 기여
○○ 관련 정부부처: 국토해양부
○○ 방법론 및 이론: 항만 물동량 수요 추정에 활용
○○ 물동량 왜곡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 사설 부두(비관리청 항만공사)의 개발 주체인 민간 기업의 투자비 보전 이후 부
두에 대한 전용성을 유지시키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물동량 집계 시 화물 품목 분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
－－ 부두 운영 계약 방식 지침의 마련

3) 기대효과
○○ 물동량 왜곡 현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부두별 현실적 여건과 운영 세칙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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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운영체계와 품목별 물동량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시의적절한 항만 정책을 수
립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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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행위 유형별
평가기준개발 연구(III)
연 구 기 간 : 2010. 8. ~ 2011. 7.(12개월)
연구책임자 : 윤성순 부연구위원
(Tel. 02-2105-2771, e-mail : ssyoon@kmi.re.kr)
내부연구자 : 목진용 연구위원, 박수진 부연구위원, 손규희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국립수산과학원(엄기혁, 김귀영, 유준, 이대인, 전경암, 이영애, 강민재, 김연주, 김순영),
(주)세광종합기술단(진승주)

1. 연구목적
○○ 다양한 해역이용행위 중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석을 통해 각 유형
별 환경적 특성이 고려된 협의서·평가서 작성 및 검토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협의서 및
평가서의 중점 평가항목과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협의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
○○ 이러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하여 협의서·평가서의 작성자와 검토자가 해역이용협의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운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공유수면 점·사용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및 검토의 실태분석을 위한 협의서(2008
년~2010년 6월) 전수조사
○○ 해역이용협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행정기관,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
렴을 통한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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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정책개발 전문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해역이용영향평가 전문기관인 국립수
산과학원의 공동수행을 통한 연구성과의 시너지효과 발생
○○ 협의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 영향평가서 작성대행업체가 본 연구에 참여하여 수요
자 관점의 현장 중심적인 연구 수행
○○ 제도적 개선사항의 제안은 물론 업무담당자들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편
람을 작성하여 연구성과의 실효성을 제고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2008 ~ 2010. 6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 접수된 협의서 589건에 대한 전수조사, 분
석실시
－－ 사업 내용 및 환경영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 9가지 유형으로 구분
○○ 협의서 작성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선(안) 제시
－－ 3단계(해역이용영향평가, 일반해역이용협의, 간이해역이용협의)의 단계별 차별
화 및 효율성 강화
－－ 일반해역이용협의서는 평가항목을 3가지(일반항목, 중점항목, 제외)로 구분하여
간접적 스코핑 효과 달성
－－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작성규정을 ‘작성방법’과 ‘평가(검토)기준’으로 구분
－－ 간이해역이용협의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하도록 개선
－－ 해역이용영향평가서도 ‘작성방법’과 ‘평가(검토)기준’으로 구분하고, 자료 검증과
정을 강화하고 조사항목 및 영향예측의 평가기준을 추가
○○ 해역이용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 편람(안) 마련
－－ 편람의 구성은 해역이용협의제도 개요 및 작성·검토요령, 해역이용영향평가제
도의 개요 및 작성·검토요령, 간이해역이용협의서 작성례, 각종 행정규칙, 참
고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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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평가관련 규정 정비방안 제시역이용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 편람(안) 마련
－－ 해역이용협의제도에 스코핑제도를 도입하여 사업별 평가항목과 범위를 결정
－－ ‘해역이용협의’라는 용어를 ‘해역이용검토’로 개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사후관리체제의 개선
－－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과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의 사업범위 조정

2) 정책적 기여
○○ 공유수면 점·사용관련 해역이용협의제도 운용 실적의 DB화를 위한 자료 정리
○○ 해역이용협의관련 담당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편람을 작성하여 제도운용의
기반을 강화
○○ 해역이용협의제도 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선사
항을 제안

3) 기대효과
○○ 해역이용협의서나 평가서 작성시 해역이용행위 유형별 중점검토항목 선정을 통해
협의서나 평가서 작성 시간 단축 및 과다한 예산 투입 방지. 이로써 효율적 정책 집
행과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방지 도모
○○ 해역이용행위 유형별 평가항목의 주요평가내용 정비와 유형별 표준모델 제시를 통
해 제도의 명확성과 투명성 강화
○○ 각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내용 및 검토 기준 등을 개발하고, 표준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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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분야 지능형 교통 체계
(ITS) 계획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8. ~ 2011. 6.(11개월)
연구책임자 : 김수엽 부연구위원
(Tel. 02-2105-2852, e-mail : dahn@kmi.re.kr)
내부연구자 : 반영길 위촉연구원, 정현욱 위촉연구원, 김보경 위촉연구원

1. 연구목적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09.12.10. 시행)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
획 및 해상교통분야별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함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09.12.10. 시행)에 따라 자동차·도로교통 중
심의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의 범위를 해상, 철도, 항공 교통 분야로 확대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자동차·도로교통, 철도, 항공분야의 계획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의 작성체계 정립
○○ 해상교통분야의 정보화 시스템을 검토하여 범주에 포함되는 시스템 파악
○○ 지능형교통체계에 부합하는 시스템 운영자 및 담당자들과의 면담조사 및 전문가 자
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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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해상교통분야에서 처음으로 수립되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으로 계
획의 범위 설정 및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여 해상교통분야에서 2020년까지 추진해
야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해상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추진의 목표 및 기본방향
○○ 해상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계획
－－ 지능형교통체계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 목표별 추진 체계 및 세부 추진 계획

○○ 해상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계획
－－ 연구개발, 표준화, 관련 법·제도 정비, 전문성 제고, 해외진출 기반 마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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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해상교통분야의 지능형교통계획 수립을 통한 2020년까지 해상교통분야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방향 및 전략 수립에 기여

3) 기대효과
○○ 지능화된 해상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속한 해상교통안전 정보제공, 해양사고 예
방 강화로 해양사고의 인명피해 감소
－－ 해상교통 사망·실종자 수 : ’10년 176명 → ’20년 126명(28% 감소)
○○ 선박이동정보, 화물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해상물류 효율을 향상시키고 녹색 항만물
류체계 구축에 기여
－－ 하역시간 (5만 톤급 ‘컨’선 기준) : ’10년 24시간 → ’20년 19시간 30분 (19% 단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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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농산물 물류허브
추진 전략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7. ~ 2011. 3.(8개월)
연구책임자 : 이성우 연구위원
(Tel. 02-2105-2830, e-mail : waterfront@kmi.re.kr)
내부연구자 : 이주호 부연구위원, 김찬호 부연구위원, 김근섭 전문연구원, 오연선 연구원, 김성야 연구원

1. 연구목적
○○ 광양항의 동북아 농산물 물류 허브 추진 가능성 진단
－－ 광양항의 지경학적 여건, 세계 및 동북아 농산물 교역 구조, 주요 농산물 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산물 허브로서 광양항 역할 가능성을 진단
○○ 농산물 물류 허브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도출
－－ 광양항의 농산물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이의 활성화를 위한
액션 플랜 마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선행 연구 검토 및 기존 통계 자료의 업데이트를 통한 자료의 재분석
○○ 다양한 관계자 및 기관들과의 업무 협의를 통한 최적의 연구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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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국내외 농산물 시장 구조 및 농산물류 물류센터 현황 등을 검토하여 광
양항의 농산물 물류허브 추진 가능성을 진단함은 물론 광양항이 동북아 지역의 농
산물 허브로서 성장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광양항의 농산물 물류 허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 단계별 추진 및
농산물 허브 구축에 필요한 선결요건 해결 등이 병행되어야 함
－－ 즉, 광양항의 경우 농산물 물류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물류 허브
구축보다는 조기 실현이 가능한 틈새 품목에 대한 농산물 중심화를 추진하는 것
이 보다 바람직
○○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 추진이 필요한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전남권 수출 농산물의
집하/선별 물류기능 강화 및 커피, 코코아 등 재가공 수출 가능 농산물의 가공 물류
거점화 추진이 필요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옥수수 등 일부 농산물과 팜오일 등 바이오 관련 농산물
의 수입 거점 및 연계 선물시장 확보 추진이 필요
○○ 한편 조기에 추진 가능한 농산물 연계 물류 비스니스 모델은 수출 거점형, 재수출
거점형, FTA활용형 등으로 구분이 가능
－－ 특히 재수출 거점형은 국내와 동북아 지역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커피 제품
에 대한 물류, 가공, 제조 기능 등 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서 광양항
에 농산물 물류 허브화를 위한 단기 전략으로 활용 가능한 모델
○○ 광양항의 농산물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한 액션 플랜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
－－ 1단계: 전남권 수출입 농산물 거점화 및 커피 등 재수출 농산물 물류기반 마련
－－ 2단계: 재수출 농산물 물류 거점화 및 연계 물류지원 기능 유치
－－ 3단계: 물동량 극대화를 위해 농산물 거래소, 바이오 에너지시장 유치
－－ 4단계: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선물시장 유치 및 물류 허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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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광양항의 물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
－－ 부가가치 및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틈새시장 제시
－－ 개발계획 대비 물동량 증가가 불투명한 광양항의 여건을 고려할 때 광양항 추가
개발 시설 사용에 대한 다각화 전략 제시

3) 기대효과
○○ 광양항에 대한 새로운 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광양항의 활성화를 도모
○○ 광양항의 농산물 물류 허브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Action Plan을 제시함으
로써 새롭게 시작하는 여수 광양 항만 공사의 단기, 중단기 전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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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민간투자사업
사업 구조 등 개선방안 수립
연 구 기 간 : 2010. 8. ~ 2011. 4.(9개월)
연구책임자 : 전찬영 연구위원
(Tel. 02-2105-2823, e-mail : cyjun@kmi.re.kr)
내부연구자 : 이종필 부연구위원, 전형모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김재운 이사, 신혜선 회계사, 홍란희 회계사

1. 연구목적
○○ 포항영일만 신항 1-1단계 민간투자사업 및 평택·당진항 동부두 민간투자사업의 활성
화를 위한 대안의 제시
○○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에 관한 절차를 세분화하고 관리운영권 등록 등
개선방안을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대상사업 운영현황, 운영실적 기타
－－ 물동량 유치계획 조사 및 분석
－－ 사업시행자의 요구사항 및 정부 측 계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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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자료(통계자료) 및 2차 자료(문헌) 분석
－－ 물동량 실적 등 기초통계를 활용하여 현황분석
－－ 기 추진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 방안 등 기존 보고서 분석
○○ 전문가 자문 및 위탁
－－ 사업별 대안 분석을 위하여 전문 회계법인에 자문
－－ 관리운영권 개선대안 제시를 위하여 전문 기관에 의뢰

2) 연구의 특징
○○ 항만 민간투자사업 중 운영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적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 제도개선 연구와 차이가 있음
○○ 한편, 항만관리권 등록령상 규정된 항만관리권을 시스템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사업 관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특
징이 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포항영일만 사업의 경우 일정수준 이하-목표물동량의 90%이하-에서는 연안컨테
이너화물에 간주사용료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MRG가 증가하지 않음
－－ 간주사용료의 적용은 추정사용료 수입의 50%가 되는 물동량까지는 실제사용료
를 적용하고, 그 이상일 경우 간주사용료를 적용하는 방안, 반대로 현행대로 간
주사용료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활성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연안컨테이너화물에 간주사용료를 적용하되 모든 연안컨테이너화물에 적용하기
보다는 일정비율만 적용할 수 있음
○○ 평택당진항 내항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구조상 사업시행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일정시기 잡화화물의 처리 또는 임대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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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별로 적용가능한 다양한 쟁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
므로 여건변화에 대응
○○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상호 적용 가능한 수준을 도출

3) 기대효과
○○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사전적으로 연구결과를 활용
○○ 사업리스크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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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천일염이력제 도입
기반 구축 및 시범사업 운영
연 구 기 간 : 2010. 8. ~ 2011. 3.(7.5개월)
연구책임자 : 주문배 연구위원
(Tel. 02-2105-2844, e-mail : mbjoo@kmi.re.kr)
내부연구자 : 이헌동 전문연구원, 정재호 위촉연구원, 이현희 위촉연구원, 윤선희 위촉연구원,
조영욱 위촉연구원
외부연구자 : 공동사업자((주)환경과학기술)

1. 연구목적
○○ 국산 천일염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력추적제도 도입 기반구축 연구
○○ 국산 천일염 이력추적제도 도입·적용의 불확실성 및 비효율성 최소화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천일염 이력추적제도 도입기반 구축Ⅰ(기본원리, 이력관리체계 검토 등)
○○ 천일염 이력추적제도 생산단계 시범사업(컨설팅, 현장적용)
○○ 천일염 이력정보관리시스템(간이시스템) 개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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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천일염의 생산-가공-유통 이력 투명화(둔갑판매 방지)와 부가가치 제고
를 통해 세계 명화 기반을 구축하여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 기반을 둔 연구
로, 기반구축(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이력관리체계 등 수립)을 통한 시범사업(적용
범위: 생산단계)을 실시하여 도입 가능한 방안을 제시
※ 적용범위는 산지종합처리장(SPC), 직거래 포함하여 적용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천일염 이력추적제도 기본원리 및 가이드라인 작성, 이력관리체계 설정
－－ 생산이력, 유통이력, 판매이력 중 생산이력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함
○○ 시범사업 지역설명회(5회, 105명) 및 참여업체 컨설팅(단체 및 개별 107회) 실시
－－ 신안군 참여 수요조사를 통해 시·군 단위별 지역 설명회 및 방문 컨설팅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독려
○○ 총 참여업체 : 166개(※가공업체 4개, 생산업체 162개, SPC+직거래 중복 208개 업체)
－－ 지역 설명회 및 방문 컨설팅을 통해 총 166개 업체등록 및 이력관리체계 구축
대상 주체

이력관리단계

비고

(신의,도초)산지처리장

염전→창고→산지종합처리장(입고)

107명(직거래31명)

대한염업조합

염전→창고→대한염업조합(입·출고)

29명(직거래15명)

신안메이드(주)

염전→창고→신안메이드처리장(입·출고)

14명(직거래 0명)

직거래 희망자

염전→창고→직거래(소비자/외식/급식업체)

직거래만 참여 12명

○○ 2차연도 보완점으로 참여업체 지역 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능동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빠른 확산을 위해서는 컨설팅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

2011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95

제5장 수탁용역사업

2) 정책적 기여
○○ 천일염의 생산-가공-유통 이력 투명화(둔갑판매 방지)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정
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 제시와 실질적인 적용방안으로 활용

3) 기대효과
○○ 천일염의 명품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
○○ 천일염 이력추적제의 도입 및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불확실성(예: 둔
갑방지) 등을 최소화하여 소비자 신뢰도 확보
○○ 천일염 이력추적제 사업의 본 사업시행 시에 비효율 및 낭비를 최소화하여 본 사업
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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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바다목장화 사업
연구(여수프로젝트)
연 구 기 간 : 2010. 9. ~ 2011. 12.(14개월)
연구책임자 : 김대영 연구위원
(Tel. 02-2105-2868, e-mail : mobydick@kmi.re.kr)
내부연구자 : 류정곤 연구위원, 조정희 연구위원, 이정삼 전문연구원, 마창모 전문연구원, 장홍석 부연구
위원, 남수민 위촉연구원
외부연구자 : 김종만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1. 연구목적
○○ 남태평양 도서국인 피지, 투발루, 나우루를 대상으로 바다목장사업의 타당성 검증, 각
국의 특성이 반영된 바다목장 모델 및 추진 전략을 도출하고 제시함
○○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해양환경·생태환경을 분석하여 국가별 바다목장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국의 바다목장 기본 방향과 적용모델, 추진 체계
및 전략을 제시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수행
하였으며 연구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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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남태평양 도서국(피지, 투발루, 나우루)의 바다목장에 대한 모델과 추진전략을 수
립하기 위해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본 연구진에 포함하였고, 각국에 대한 현지출장
을 실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의 요약
○○ 피지 바다목장
－－ 피지 수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생계형 연안어업은 부족공
동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이용을 추구
하는 바다목장사업과 부합됨
－－ 피지 바다목장은 원주민 부족의 수산식량 확보를 통한 생계유지와 피지 특산종
에 대한 전략적 생산에 의한 어업소득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족공
동체 바다목장’과 ‘패류 바다목장’이라는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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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발루 바다목장
－－ 투발루는 토지가 부족하여 수산물이 식량자원으로 중요시되고 있고 수산물의 안
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생계형 연안어업의 유지·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바다목
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투발루 바다목장은 지구온난화의 대표적 피해 국가로서 투발루 국민의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할 만큼 수산물이 식량공급에 있어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
로 ‘수산식량 확보형 바다목장’이라는 모델을 제시하였음
○○ 나우루 바다목장
－－ 나우루는 국가경제 위기로 인해 대외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산
물이 식량자원으로 중요시되고 있어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바다목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나우루 바다목장은 연안어업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낚시어법을 대상
으로 연안으로 회유하는 부어류(가다랑어, 다랑어 등)를 위집하여 어획할 수 있
도록 하는 ‘부어초를 활용한 바다목장’이라는 모델을 제시하였음
○○ 바다목장 사업화 추진 전략
－－ 이들 남태평양 바다목장은 총 6개년으로 사업기간을 설정하였는데, 1차 연도에
는 바다목장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차 연도부터는 사업 제안 및
투자 유치, 종묘생산시설 등 기반조성에 착수하며, 3차 연도부터는 종묘방류 등
바다목장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 남태평양 바다목장 사업비는 피지의 경우 2개소 100억 원, 투발루 1개소 50억
원, 나우루 30억 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남태평양 바다목장이 각국의 특성이 반영되어 현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체적
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임

2) 정책적 기여
○○ 이러한 남태평양 바다목장사업의 추진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 효과를 극대
화시키고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수산업 분야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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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남태평양 도서국에 바다목장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적극 추진
－－ 남태평양에 바다목장사업 추진을 통해 전통적인 생계형 어업을 유지·육성시켜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고용 창출을 도모하여 어촌경제화의 자립화 기여
○○ 남태평양 개도국 수산부분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 강화
－－ 남태평양 도서국에 우리나라의 바다목장과 관련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수산업 위상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산화(Legacy)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를 현실화시키고 영속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남태평
양 개도국을 대상으로 바다목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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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기마라스 연안재해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사업: 기마라스 주의 재해위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프레임워크
연 구 기 간 : 2010. 9. ~ 2011. 11.(14개월)
연구책임자 : 김성귀 선임연구위원
(Tel. 02-2105-4971, e-mail : sgkim@kmi.re.kr)
내부연구자 : 김종덕 연구위원, 박수진 부연구위원, 신철호 전문연구원, 최희정 전문연구원, 이구성 전문
연구원
외부연구자 : 신원태 국제컨설턴트

1. 연구목적
○○ 필리핀 기마라스(Guimaras) 지역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재해 예방, 대응, 위험관리 계
획을 개선하여 제도적 메커니즘과 지방정부의 재해 예방 및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위험(Hazard) 확인 및 취약성 평가
○○ 지역사회 기반 재해 리스크 관리 활동 개발
○○ 제도적 메커니즘 및 기존 재해 예방, 대응,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보완·강화
○○ 재해 관련 대중인식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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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KOICA에서 수행 중인 여수프로젝트 연구개발 사업으로 동아시아해양환
경협력기구(PEMSEA)와 협력하여 추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기마라스 주는 필리핀의 작은 도서 주(Island Province)로서 재해가 빈번하고 취약
한 지역임. 매년 찾아오는 태풍으로 인한 홍수, 범람, 침수, 산사태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매년 발생. 또한, 2006년에는 필리핀에서 가장 큰 유
류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바 있음
○○ 이러한 기마라스 주의 재해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기마라스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재해 위험 저감 및 관
리에 관한 Framework를 제안. 이 프로젝트는 여수엑스포 조직위에서 예산을 지원
하였고, KOICA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였음
○○ 재해취약성에 관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취약지구 5곳을 제안하였
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 및 공무원의 인식을 반영한 구체적인 Framework
에 도달. Framework에는 6가지의 세부 전략을 제시: ⅰ) Governance, ⅱ)
Capacity Development, ⅲ) Awareness, ⅳ) Infrastructure, ⅴ) Equipment,
ⅵ) Proactive and preventive measures. 또한, 연구팀은 범람, 산사태, 유류오
염, 침식 등 재해 유형별로 대응책을 소개하였고 한국, 필리핀, 영국, 호주 등 4개
나라의 재해대책을 소개함
○○ 연구팀은 동 과제의 종료와 동시에 KOICA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다음과 같은 3가지 후속 사업을 제안. 즉, ⅰ) 범람지구의 배수시설 설치를 위
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ⅱ) 주 전지역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ⅲ) 훈련 및
교육 등 능력강화사업을 제안
○○ 기마라스 주지사는 동 연구결과에 대해 매우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후속사업이 지
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연구팀에 의뢰하였고 KOICA의 지속적인 예산지원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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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여수해양엑스포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필리핀 관련 주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구축 기반 마련

3) 기대효과
○○ 여수 해양엑스포의 취지(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를 살릴 수 있는 계기 마련
－－ 본 사업을 통해 필리핀 기마라스 주에서 연안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만
들고 이를 통해 여수 엑스포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 국제적으로 한국의 입지 고양
－－ 본 사업 계획 수립으로 엑스포의 홍보는 물론 국위 선양에도 일조할 수 있게 됨
－－ 해양환경분야 ODA 확대 기반 마련
－－ 동아시아 및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해양정책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3세대 해양정책’의 개발과 관리체제의 조기 구축 실현을 위해 연구
성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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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림베항 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초자료 조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김범중 연구위원
(Tel. 02-2105-2824, e-mail : bjkim@kmi.re.kr)
내부연구자 : 이주호 부연구위원, 김찬호 부연구위원, 김근섭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국토해양부의 해외항만개발 협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서부아프리카 카메룬과 체결
한 “림베항 개발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기초로 타당성 검토 및 기초자료조사 제공으
로 양국 간 협력사업을 조기에 활성화시켜 국내 민간기업이 카메룬 개발사업에 안정적
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여 국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2010년 6월 우리나라와 카메룬 정부가 체결한 “림베항 개발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에 따라 카메룬 항만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카메룬 림베항의 향후 물동량을 전망
－－ 컨테이너, 일반화물, 시멘트 등의 물동량을 다중회귀분석에 의해 전망함은 물론
주변국(중앙아프리카, 차드, 콩고 등)에 대한 환적물동량을 전망하여 2030년까
지의 카메룬 림베항 항만물동량을 전망함
－－ 아울러 카메룬 제1일의 무역항인 두알라항의 기존 시설물의 시설능력과 신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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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크리비항의 시설능력 등을 전망하여 물동량 대비 림베항의 시설 개발
수요를 산정함
○○ 한편 이를 토대로 개발 수요에 따른 개발비를 산정하고 처리 가능 물동량에 따른
수익을 산정하여 향후 림베항 운영에 따른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림베항 개발·운영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물류기업
및 건설기업에 효과적인 참여방식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카메룬의 항만물동량은 다음과 같이 전망
－－ 컨테이너는 2015년에 321,337TEU, 2020년에 359,543TEU, 2025년에
396,963TEU, 2030년에 429,807TEU로 전망
－－ 잡화물량은 2015년에 217만 톤, 2020년에 241만 톤, 2025년에 265만 톤,
2030년에 285만 톤으로 전망
－－ 클링커물량은 2015년에 87만 톤, 2020년에 98만 톤, 2025년에 110만 톤,
2030년에 120만 톤으로 전망
－－ 시멘트물량은 2015년에 38만 톤, 2020년에 49만 톤, 2025년에 60만 톤, 2030
년에 70만 톤으로 전망
○○ 카메룬 항만의 시설능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
－－ 두알라항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선석당 216,216TEU, 크리비항은 91,476~
288,288TEU로 산정
－－ 두알라항의 잡화부두는 17개 선석에 총 3,285,216톤, 크리비항은 2개 선석에
639,540톤으로 산정
－－ 시멘트부두는 2개 선석에 322,080톤으로 산정됨
－－ 한편 크리비항의 시설능력은 시멘트부두의 경우 1개 선석에 472,500톤, 잡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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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1개 선석에 290,700톤, 컨테이너부두는 1개 선석에 288,888TEU 등을 산정
○○ 따라서 물동량 대비 시설능력을 비교하여 림베항의 개발수요를 산정하면, 잡화부두
는 2029년에 1개 선석, 시멘트부두는 2012년에는 2개 선석 등이 필요로 하나, 컨
테이너는 개발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산정됨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재무성을 검토한 결과 시멘트공장 및 시멘트부두(2개 선석)
를 건설할 경우 세후경상수익률이 14.05%로 산정
－－ 카메룬 정부측이 요구하는 시멘트공장, 시멘트부두(2개 선석), 잡화부두(1개 선
석) 등을 동시에 개발·운영할 경우의 세후경상수익률은 11.75%로 산정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림베항 개발·운영의 최적 시나리오는 시멘트공장 및 시멘
트부두(2개 선석)를 개발·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정책적 기여
○○ 국토해양부의 해외항만개발 협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서부아프리카 카메룬과 체
결한 ‘림베항 개발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기초로 타당성 검토 및 기초자료 조사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민간기업이 카메룬 개발사업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
보를 마련하여 국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

3) 기대효과
○○ 국내 민간기업이 카메룬 개발사업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마련
○○ 국토해양부의 해외항만개발 협력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
○○ 해외항만개발 협력지원사업을 통한 국가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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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어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연 구 기 간 : 2010. 10. ~ 2011. 4.(6개월)
연구책임자 : 정명생 연구위원
(Tel. 02-2105-2847, e-mail : msjoung@kmi.re.kr)
내부연구자 : 신영태 선임연구위원, 김대영 연구위원, 엄선희 전문연구원, 이정삼 전문연구원, 박상우 전
문연구원, 김봉태 전문연구원, 이헌동 전문연구원, 이상건 위촉연구원
외부연구자 : 장영수 교수(부경대)

1. 연구목적
○○ 갯벌 어업 관련 실태와 문제점, 발전 가능성 및 잠재력 분석 등을 통해 갯벌 어업의 신
성장동력 산업화 방안을 마련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 조사를 통해 갯벌 어업의 전반적인 현황 및 국외 갯벌 이용 사례 조사
○○ 워크숍 참석 및 외부 연구 자문을 통해 갯벌 어업의 현황과 문제점 조사
○○ 외부 위탁 연구를 통해 갯벌 수산물의 수출 잠재력과 전략 수립

2) 연구의 특징
○○ 유류 피해 사고 이후 서해 갯벌을 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 수요
확대에 시급하게 대응하여 정부의 갯벌 어업 정책 로드맵과 중장기 중점 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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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의 요약
○○ 2009년 현재 갯벌이 분포하는 지역에서의 패류양식어업 면적은 46,154ha, 갯벌
관련 패류양식업 면적은 23,747ha, 마을어업 면적은 76,168ha임
○○ 갯벌에서는 주로 바지락, 백합, 가무락, 꼬막, 개량조개, 동죽, 맛, 굴(바닥식) 등의
패류와 낙지, 해삼, 망둥어, 주꾸미 등의 갯벌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음
○○ 주요 전략 품목의 갯벌 어업 실태
－－ 갯벌 참굴 양식은 초기 시설비용의 과다소요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고 어업
인의 고령화, 영세성 등에 따른 자본 투자 부담이 있어 활성화되지 못함
－－ 해삼은 우량종묘 대량생산·보급과 축제식 등에 의한 양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료 및 질병에 대한 기술 개발수준이 낮아 양식이 활성화되지 못함
－－ 함초는 세척 및 건조·가공 시설이 열악하고 채취한 함초를 원물 상태로 판매함
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함
－－ 천일염은 생산기반시설 미비 및 노후화의 문제점이 있음
○○ 갯벌 어업 및 갯벌 이용의 문제점
－－ 어촌 인력 노령화 및 낮은 수준의 채취·양식으로 생산성이 낮음
－－ 어촌계 중심의 폐쇄적 어장 이용에 따라 규모화가 어려움
－－ 갯벌 어장의 환경이 악화됨
－－ 갯벌 어장 이용·관리 및 갯벌 어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가 미흡함
○○ 갯벌 어장 이용 및 관리 방향
－－ 갯벌 어장 이용제도의 개선
－－ 갯벌 어장의 지속가능성 강화
－－ 갯벌 어업과 연계된 관광 모델 구축
－－ 갯벌 어장 환경 개선
－－ 갯벌 어장 이용 모델 구축
○○ 갯벌 어업의 비전·목표·전략
－－ 비전: 갯벌 어업을 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개발
－－ 목표: 갯벌 어업의 산업화를 통한 어가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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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제도적 기반 조성, 생산기반 조성, 수출기반 조성, R&D 확대
○○ 갯벌 어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정비
－－ 수산업법의 마을 어업의 개념을 확대함
－－ 갯벌 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 제1단계(~2013년): 갯벌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로 전략 품종 집중 육
성, 관련 제도 정비, 갯벌 어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
－－ 제2단계(2014~2015년): 갯벌 수산물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갯벌 수산물 수출
단지 조성, 해외 마케팅 활성화, 수출을 위한 갯벌 수산물 인증제 등 도입
－－ 제3단계(2016~2020년)는 갯벌 어업 산업화 기반 구축을 완료하는 시기로 갯벌
어업 생산의 규모화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갯벌 어업 정착 및 갯벌 어장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2) 정책적 기여
○○ 갯벌 어업에 대한 총괄적인 비전·목표·전략과 육성 방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수산
업 신성장동력원 개발 정책 수립에 기여함
○○ 갯벌어업 육성을 위한 관련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산발적으로 수행된 R&D
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함

3) 기대효과
○○ 갯벌 어업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갯벌 어
업 육성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로 활용
○○ 갯벌 어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갯벌 어업 관련 법률 정비 방안을 제시
하여 법률 제·개정 유도
○○ 갯벌 어업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 수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고 수산업
의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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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 구 기 간 : 2011. 10. ~ 2011. 11.(11개월)
연구책임자 : 김형근 연구위원
(Tel. 02-2105-2822 , e-mail : hgkim@kmi.re.kr)
내부연구자 : 김범중 연구위원, 김근섭 전문연구원, 전형모 전문연구원, 김정현 연구원

1. 연구목적
○○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 화물처리가 중심인 항만에서 화물창출형 고부
가가치 항만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하여 항만 배후단지 내 물류센터 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 화물의 지속적 창출 도모 필요
○○ 제1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이 2011년 완료됨에 따라 전국무역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배후단지 개발여건 분석을 수행하여 개발규모 산정 및 방향 설정
○○ 항만배후단지 개발 투자계획의 따른 사업타당성 검토 및 효과분석을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 해결방안 도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 항만배후단지 관련 선행연구 및 산정 방법론 선행연구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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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인터뷰 조사
－－ 현장 이해관계자 및 운영기업 인터뷰 통한 현실적 측면 반영
○○ 해외 사례 조사
－－ 해외 항만배후단지 운영사례 조사(네덜란드, 상하이, 대만, 두바이 등)

2) 연구의 특징
○○ 소요면적 산정방법론 및 원단위 재검토
－－ 기존 연구의 산정방법론 재검토 및 수정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항만배후단지기본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
견의 평가 및 반영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항만배후단지 소요면적 산정 방법론 개선
－－ 기존 예측수요, 전략수요, 유보수요를 예측수요와 유보수요로 단순화
－－ 10년 항만법 개정에 따라 포함된 제조수요를 반영하여, 20년 기준 총 32,428천
㎡ 수요 발생 전망
○○ 항만운영 방향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항만별 특성화 전략 수립
－－ 부산항, 광양항은 물류와 비즈니스를 연계한 ‘복합비즈니스형’ 개발
－－ 인천항, 평택당진항은 수도권 및 중부권역의 수출입 산업물류 거점 기능을 목표
로 ‘부가가치 물류 창출형’으로 개발
－－ 울산항 등은 배후권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산업 선도형'으로 개발
○○ 정부재정 지원 비율 확대
－－ 기존 항만별 차별화된 정부재정 지원비율을 단순화하여, PA가 있는 항만은 최
소 50% 이상, PA가 없는 항만은 100% 지원
－－ 이를 통해 PA의 경영여건 개선, 낮은 임대료 적용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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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20년 기준 생산유발 12조 원, 부가가치 5조 원, 고용창출 9만 명 등으로 분석

2) 정책적 기여
○○ 관련 정부부처: 국토해양부
○○ 방법론 및 이론: 항만배후단지 시설소요 면적 추정에 할용
○○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 개별 항만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기능 부여
○○ 고부가가치 화물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3) 기대효과
○○ 소요면적 산정방법론의 단순화, 객관화를 통해 계획된 배후단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재정비율 확대에 따른 저렴한 임대료 제공으로 기업유치가 확대되어, 실질적인
항만기능 지원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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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해운·물류분야
정책수립 지원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1. ~ 2011. 1.(3개월)
연구책임자 : 황진회 부연구위원
(Tel. 02-2105-2792, e-mail : hjh@kmi.re.kr)
내부연구자 : 박용안 연구위원, 전형진 부연구위원, 이언경 전문연구원, 최영석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이장훈 한국해양연구원 자문위원

1. 연구목적
○○ 몽골의 해운산업 발전 여건을 분석하고, 몽골 정부가 추진하는 해운물류산업 정책수립
등 발전 계획 지원
○○ 자원부국인 몽골과의 해운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외자원개발사
업을 지원함과 아울러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몽골 자원운송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해운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조사
－－ 국제기구(World Bank, UNCTAD 등) 자료 분석
－－ 한국국제협력단, 철도공사 등 자료 분석
－－ 중국, 러시아 관련 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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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
－－ 전문가 파견 및 현지 출장조사
○○ 면담조사
－－ 몽골 관련 물류업계
－－ 학계, 산업계, 정부 등 전문가(Focus Group) 인터뷰
○○ 워크숍 및 자문회의 개최
－－ 몽골 해운물류산업 여건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위해 워크숍 등 실시
－－ 몽골 관련 컨설팅업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임직원과 같이 워크숍 개최
○○ 몽골 해운산업발전지원팀(T/F) 운영
<KMI 몽골 해운산업발전지원팀(T/F) 구성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몽골 T/F팀장
황진회
(해운정책연구실장)
몽골 현지 파견
박용안 연구위원

이성우
국제물류연구실장

전형진
부연구위원

이언경
전문연구원

최영석
전문연구원

정명생
어업자원연구실장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몽골 정부의 요청에 의해 추진된 연구임
－－ 몽골 정부에서 광물자원 해상수송 등 해운산업 진출을 위하여 선박확보, 항만이
용, 선원교육 등 해운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정부 측에 협력
－－ 해운선진국인 우리나라의 경험 공유 등 해운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와
몽골 간의 해운·물류분야 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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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국토해양부)와 몽골 정부(도로교통도시개발부) 간의 해운·물류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 연구 및 전문가 파견을 요청
－－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보유국으로 광물이 총수출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리, 몰리브덴, 금, 형석 등이 주로 생산되며, 철광석 및 석탄, 우라늄 등이 풍부
－－ 그러나 내륙국가인 몽골은 해상 운송망을 비롯한 수출입 물류망이 갖추어져 있
지 않아 자국의 자원을 수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음
○○ 몽골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청한 해운산업 발전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자원운송과 연계한 체계적인 몽골 해운산업 정책
및 발전방향 수립을 위해 KMI에서 실시한 연구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몽골 경제 및 자원 현황
－－ 몽골 GDP 47억 달러(추정), 1인당 GDP 1,808달러. UNCTAD에서 정한 최빈국
탈피 기준인 1,086달러보다 조금 높은 수준
－－ 광물, 캐시미어 등 1차 산품을 수출하고, 연료, 기계설비, 전자제품, 자동차 등
에너지와 자본재는 수입에 의존하는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 최대 수출대상국은 중국으로 2008년 대중국 수출비중은 64.7%에 달함. 특히
몽골 자원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됨. 반면 휘발유, 디젤연료, 밀 등은 주로
러시아로부터 수입. 2008년 몽골의 대(對) 러시아 수입 비중은 34.4%임
－－ 한/몽골 교역은 2009년 총 1억 8,837만 달러. 대몽골 수출 1억 6,689만 달러,
수입 2,148만 달러
－－ 몽골은 매장량 기준 동 세계 2위, 석탄 세계 4위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 매
장량 기준 동 5,500만 톤(2위), 형석 1,200만 톤(3위), 석탄 1,750억 톤(4위),
우라늄 6만 3,000톤(14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몽골 해운·물류산업 발전여건 분석
－－ 몽골의 해운관련 법규는 해양개발법(1999), 선박등록법령(2003) 및 해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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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등 3개가 있으며 물류관련 법령은 철도 교통법, 교통운송법(차도운송
법), 수상운송법 등이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통일적·체계적인 해운물류 관련
법을 운영하고 있지 못함
－－ 몽골은 해운물류분야 국제협약, IMO 협약 외 UN 해양법협약(1982), 공해사용
협약 등에 가입하고 있음. 그러나 몽골은 선진 해양국이 가입한 해상안전 및 오
염방지 등과 같은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음
－－ 몽골은 도로 사정이 매우 열악하고 국내 장거리 수송과 국제수송에 있어서는 철
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몽골철도 총길이는 1,815km, 이 중 러시아 및 몽골
정부에 의해 1950년에 건설된 1,110km의 TMGR는 단기간 내의 개통을 위해 공
사 규모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선로, 시설물 상태, 선로용량 및 열차운행 측면에
서 운행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 몽골은 장기적으로 국가안보와 존립 유지를 위한 대책으로 수출입 운송에서 중
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제3국들과의 안정적 교역이 가능한 운송로 개척사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내륙국가인 몽골은 바다와 직접적으로 연결은 되어 있지 않으나, 강과 호수를
이용한 내륙수운이 일부 이용되고 있음
－－ 몽골 정부는 해운업 진출의 일환으로 2003년 싱가포르와 합작형태로 ‘몽골선박
등록회사(Mongolia Ship Registry: MSR)’를 설립하였음. 2010년 12월말 현재
300척 등록
○○ 몽골의 주요화물 수출입 물류경로 및 처리절차 분석
－－ 몽골 총수출액의 82.4%, 2007년 기준 총수출량의 97.3%를 차지하는 주요 광물
자원은 석탄, 철광석, 동광, 형석, 원유, 아연광, 몰리브덴, 동합금, 금임
－－ 몽골에서 수출되는 석탄, 철광석, 동광의 대부분은 철도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됨
－－ 몽골이 내륙 국가로서 항만과 연결되는 가장 짧은 노선은 몽골횡단철도를 이용
하여 천진항으로 연결되는 루트인데, 현재 물동량 집중 현상으로 인한 과부하로
배송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몽골정부는 새로운 운송루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몽골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동향(East Bound)의 경우는 중국 국경 철도역인
이련호특(Elian Hot, Ereen)에서 환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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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천진)에서 몽골로 수입되는 서향(West Bound)의 경우에는 몽골의 국경 철
도역인 자밍우드(Zamin-uud)에서 환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경통과에 따
른 세관검사 및 통관검사를 실시함
○○ 몽골의 해운물류산업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 몽골 해운·물류산업의 발전 비전은 「유라시아 대륙 물류의 허브」로 설정하고,
몽골의 해운물류산업 정책 목표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해운물류산업 발전기
반 조성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설정함
－－ 추진전략: ⅰ) 정부의 리더십 강화 전략, ⅱ) 자원 개발 연계 전략, ⅲ) 선진국
ODA 활용 전략, ⅳ) 해운물류산업 발전 국제경험 벤치마킹, ⅴ) 전략적 국제관계 구축
－－ 주요 정책추진과제: ⅰ) 해운물류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ⅱ) 해운물류관련
법률 제정 및 정비, ⅲ) 해운물류청 설립, ⅳ) 수출입 물류망(네트워크) 다양
화, ⅴ) 수출입 항만 확보 (Dry Port 건설, 해외항만 네트워크 구축), ⅵ) 해운
물류 정책개발 전문인력 양성, ⅶ) 선원인력 양성, ⅷ) 선박확보 및 해운물류회
사 설립, ⅸ)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 (해운협정, 물류협정체결), ⅹ) 국제기구
(IMO) 활동 강화

2) 정책적 기여
○○ 몽골의 해운항만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 본 연구에서 정책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몽골 해운물류망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 몽골 해운물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내용 제시
－－ 몽골 물류 네트워크 확대/다양화 위한 입체적 활동 강화방안 제시
－－ 몽골 선원인력 양성 및 고용 프로그램 개발

3) 기대효과
○○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
○○ 한국 해운물류기업의 몽골 물류시장 진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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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연구소 이전건립
계획설계 용역
연 구 기 간 : 2010. 11. ~ 2011. 3.(4개월)
연구책임자 : 김대영 연구위원
(Tel. 02-2105-2868, e-mail : mobydick@kmi.re.kr)
내부연구자 : 박상우 전문연구원, 이정삼 전문연구원, 김봉태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이충기 소장((주)하나건축사사무소)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 건립에 따른 예산 확보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계획 설계를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설문조사: 중앙내수면연구소 연구자와 외부전문가 대상
○○ 국내외 출장조사
－－ 각 지역의 내수면연구소와 이전 부지에 대한 조사
－－ 일본의 중앙수산연구소(내수면연구부)와 나가노현(長野県)의 우에다(上田)청사
방문하여 내수면 연구동향 및 연구시설, 관련 자료 수집
○○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세미나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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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중앙내수면연구소가 이전 건립되는 경우 미래 내수면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내수
면연구소로 정립될 수 있도록 다음을 중점 연구
－－ 정부의 내수면 정책 방향과 일관성 유지
－－ 내수면 여건 변화 및 내수면 연구 수요 변화에 능동적 대응
－－ 내수면 효율적 관리 및 산업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기존 중앙내수면연구소의 열악한 연구환경 및 분산된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수
면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내수면연구소의 이전 건립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내수면연구소 이전 건립 기본구상
－－ 동 연구소가 미래에 다양한 연구기능을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크
게ⅰ) 연구 기능, ⅱ) 전시·교육기능, ⅲ) 창업·보육기능, ⅳ) 기획·조정
(Control Tower) 기능, ⅴ) 여가·관광기능을 배치함
－－ 내수면연구소 이전 건립은 단기·중장기의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며, 투자계
획은 이에 따라 크게 단기(1단계)와 중장기(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함
• 단기(1단계): 2012년 ~ 2016년(5년간), 사업비 458억 원
• 중장기(2단계): 2017년 ~ 2026년(10년간), 사업비 311억 6,2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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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내수면연구소 시설배치 구상도>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여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 건립 후 30년 동안의 비용-편
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직 규모(현재 수준 유지, 100% 증원)에 따라 B/C 비
율은 0.83~1.05, 내부수익률(IRR)은 3.8~6.2%, 순현재가치(NPV)는 -147억
9,400만 원과 72억 1,8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지역 낙후도가 높은 편이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타당함
－－ 내수면연구소가 수행하는 논 생태양식 연구에 따른 제반 편익과 내수면 생태·
환경 편익의 증대가 기대됨
○○ 미래 연구수요에 부응하여 담수생태복원, 담수자원보전, 담수양식산업 육성을 원활
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내수면연구소 조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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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정부의 내수면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내수면연구소의 이전 필요성을 제시하고 우리
나라 내수면연구의 미래 청사진 도출
○○ 내수면연구소의 이전 건립 여건을 분석하여 이전 목적에 맞는 건립 방향 제시
○○ 내수면연구소 이전 건립 이후 조직 체계 및 조직 운영 방안 제시

3) 기대효과
○○ 정부의 내수면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내수면연구소의 비전과 역할을 제시하여 향후
내수면연구소의 발전 방향 수립에 기여
○○ 내수면연구소의 이전 건립 시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타당한 건립 방안을 제시하여
이전 건립 의사결정에 근거 자료로 활용
○○ 내수면연구소의 이전 건립 이후 조직 체계 및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 이전 건
립에 대비한 조직 정비 및 인력 충원의 방안으로 활용

2011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321

제5장 수탁용역사업

한·중 FTA 대비 교통부문
정책방향 연구 : 해상운송부문
연 구 기 간 : 2010. 10. ~ 2011. 1.(4개월, 1차), 2011. 3. ~ 2011. 10.(8개월, 2차)
연구책임자 : 황진회 연구위원
(Tel. 02-2105-2792, e-mail : jhhwang@kmi.re.kr)
내부연구자 : 김태일 부연구위원, 최영석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은 최대 수출입국으로서 해운 및 항만물류산업
에서도 영향력이 크게 증가
○○ 한중FTA에 대비한 해운서비스 부문의 대응방향과 교역활성화, 해상운송 및 항만물류
네트워크 등 개선 방안 제시
○○ 해운 및 관련 분야의 현황 및 규제 분석과 진입장벽 평가 등을 통해 투자 불확실성 등
을 최소화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 분석
○○ 국내외 현장 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
○○ 전문가 면담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KIEP, KDI 등의 한-중국 FTA 협상 지원팀의 의견을 수
렴하여 과업의 체계적 수행과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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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가 총괄주관하여, 경사연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과제
○○ 본 연구는 한중 FTA 협상 개시에 대비하여 보다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중국의 정책
변화와 최근의 동향을 분석하고 해운서비스 현황 전반에 관한 조사와 대응방안의
수립으로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해운서비스 부문의 대응방향을 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향후 동일본 대지진 및 일본 전력난 등으로 인한 산업 분업 구조의 재편으로 중국
서부의 충칭, 청두 등의 지역이 급속히 발전하고 상하이 등과 연계한 해상 및 내륙
하천 운송 서비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국내수로운송시장 즉 연안해상운송이나 내륙하천운송시장은 외국기업의
단독 참여가 제한
－－ 일반적으로 연안해운 및 내륙하천운송시장은 카보타지(cabotage)로 대외 개방
이 되지 않으나 중국은 국제화물과 연계한 시장 규모가 상당하고 중국 해운 시
장의 특성상 선사의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등에 중요한 역할
－－ 제도적 제약 및 시장 환경과 중국 현지 기업의 경쟁력 등으로 실질적인 사업 진
출이 어려움
－－ 장강 화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강내수(연안해운) 발전 가능성이 매
우 높음
－－ 서부개척으로 자연운하가 발달된 지역의 물량 증가가 예상
○○ 대만과의 ECFA 체결 등으로 중화권 국가에 특혜 확대
－－ 해운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 홍콩 등과의 협력 및
특별대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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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해사안전국(MSA)의 환경관련 규제 강화 등의 미래 지향적인 변화
－－ FTA 협상을 통해 규제의 완화와 상호 호혜 또는 보다 합리적인 방식 모색
－－ 성, 도시마다 중앙 정부의 법률 시행 등에 차이가 있음
－－ 중앙정부의 “법” 등에 대해 지역(성)에서 약간 다른 또는 발전적 “해석”등이 존재
○○ 한·중 해운회담, 한중일 물류장관 회의 등과의 관계
－－ 한중 FTA 협상 추진과 함께 과거 오래도록 지속해온 한·중 해운회담, 한중일
물류장관 회의 등을 병행하며 중국의 제도상 드러나지 않는 진입장벽, 장애 요
인 등에 대해 해결
－－ 향후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한중 해운서비스 시장 개방은 운임경쟁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중국 선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선사들의 기항지 및 네트워크 변
화를 초래하여 동북아 해운시장 구도 변화가 예상
－－ 특히 선사의 자유로운 기항 및 확대와 선복량 증가로 인해 운임하락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항로 및 선사의 통폐합이 확대될 가능성
－－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선대기준으로 세계 5위를 달성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
으나 향후 중국 기업과의 경쟁, 해운시황 변동, 유가 급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등과 같은 외부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와 복합적
인 시장 변화 검토가 필요
○○ 빠른 속도로 변모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 협상은 기존의 FTA 협상국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
－－ 현재의 중국이 아닌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의 미래와 가능성에 중점
－－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산업 구조도 유사한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
과 동아시아 시장의 핵심 동력인 중국의 경제력을 지혜롭게 활용

2) 정책적 기여
○○ 한중 간 해운 및 관련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FTA 협상 및 체
결 전략 도출

324

수탁연구과제 10-074

3) 기대효과
○○ 연구 수행을 통해 중국의 해운서비스 산업 현황, 중국의 기체결 FTA 현황 분석 및
해운 서비스 부문 협상 추진 전략 등을 도출하고,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과 경쟁력
을 제고하여 향후 해운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
○○ 한중 FTA 협상 개시에 대비하여 보다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중국의 제도·정책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와 해운산업의 발전 및 정책방향
구축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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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수산분야
영향 심층분석 - 1차연도
연 구 기 간 : 2010. 11. ~ 2011. 1.(3개월)
연구책임자 : 홍현표 연구위원
(Tel. 02-2105-2884, e-mail : hphong@kmi.re.kr)
내부연구자 : 장홍석 부연구위원, 김봉태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수산분야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것임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기존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의 문헌조사, 기초 통계 조사분석, 정량분석(무역특화
지수, 현시비교우위, 부분균형모형), 델파이법(전문가 인터뷰 등)

2) 연구의 특징
○○ 동 연구는 수산분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 수산분야의 영향을 연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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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한국의 수산업 구조(규모)는 중국에 비해 절대적 열위에 있으며, 특히 어선어업의
경우에는 서해, 남해 등에서 동일어장 조업 및 동일어종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한·중 수산물 교역을 보더라도 한국은 절대적인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양국의 수산물 교역품의 경쟁력에서도 중국의 수산물이 TSI와 MCA를 기준으로 비
교우위에 있는 결과가 나왔음
○○ 이러한 각각의 변수를 적용하여 수산분야 민감품목 90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고
려하여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우리 수산분야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임

2) 정책적 기여
○○ 한·중 FTA 협상에서 수산분야의 기초 자료로 제공되며, 수산분야의 협상 방향을
제시함
○○ 향후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마련에서 기초적인 피해 규모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

3) 기대효과
○○ 연구의 성격상 정책적 기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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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조사 체계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1. ~ 2011. 9.(10개월)
연구책임자 : 남정호 연구위원
(Tel. 02-2105-2772 , e-mail : jhnam@kmi.re.kr)
내부연구자 : 이원갑 연구위원, 목진용 연구위원, 장원근 부연구위원, 박수진 부연구위원,
신철오 전문연구원, 최희정 전문연구원, 한기원 전문연구원, 김미주 연구원, 안용성 연구원,
이윤주 연구원, 최유정 연구원

1. 연구목적
○○ 국가 해양환경 행정체계의 변화와 다양한 정책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
가해양환경측정망 종합정비계획(안)을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해양환경 및 해역 자원·공간관리 정책의 해양조사 정책수요 도출
－－ 관련 법제도에 관한 해양환경조사 체계 현황 및 정책수요를 분석하고, 해양환경
조사 체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
○○ 위의 사항을 반영한 해양환경측정망 종합정비계획(안) 제시
－－ 정책수요에 기초한 최적의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체계(안) 제시 및 측정망 정비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단계별 추진체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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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연구의 품질제고를 위한 관련 전문가의 체계적 활용
－－ 전문가 자문단은 해양환경조사·연구, 해양환경관리에 종사하는 10인 내외의
민·관·산·학 전문가로 구성
○○ 현행 해양환경조사체계의 문제점 및 결과 활용도, 정책수요 충족성, 현재 및 미래
의 수요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 대상 의견수렴
－－ 정부 연구기관, 대학교수, 해양환경조사 관련 기업 등의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
○○ 현행 해양환경측정망 조정을 위한 통계적 분석
－－ 기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점 간 유사도를 분석하여 기존 정점의 조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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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의 해양환경 조사체계 분석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기관, 주정부, 자치단체 및 정유사 등 정부와 민간 수요자
의 조사체계 사례분석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정책수단과 해양환경측정망의 연관성 분석
및 정책수요 충족을 위한 해양환경측정망 개선방향 도출
○○ 기존 측정망 조사 정점을 비교 분석하여 연속성·대표성·경제성을 고려한 정점 조정
○○ 해양환경 및 공간관리의 과학성, 합목적성, 통합성을 확보하는 국가환경해양환경측
정망 종합정비계획(안) 마련

2) 정책적 기여
○○ 기존 측정망 체계의 전반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 재정비 방향 제시함으로써 해양
환경관리 및 보전 정책개발의 근간이 되는 해양환경 상태와 변화에 관한 과학자료
조사 결과 활용 고도화
○○ 국토해양 환경관리 체제의 기존 및 신규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
진해양조사체계로의 전환 기반 마련

3) 기대 효과
○○ 국가해양환경 조사체계의 선진화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 종합조사의 기반이 되는 해양환경오염원의 과학적 진단체계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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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종합개발사업(남부권역)
기본계획 수립
연 구 기 간 : 2010. 12.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윤상호 연구위원
(Tel. 02-2105-4976, e-mail : shyoon@kmi.re.kr)
내부연구자 : 이승우 연구위원, 고민규 연구원

1. 연구개요
○○ 어촌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거제시 남부권역에 대한 생산기반시설, 생활환경시설, 편
익·복지·문화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또한 관광기반시설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소득증대
시설도 검토
○○ 권역별 중심어촌계를 선정하여 거점 관광기능을 도입한 어촌공간조성 도입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어촌계 현장방문
○○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국내 사례 및 문헌조사
○○ 시설부문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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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어업인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촌어항법에 의하여 수립되
는 법정계획임
○○ 본 연구는 현재 제2단계 어촌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부응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
는 것으로서 2010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기본계획 수립 후 관계기관 협의로 사업
이 착수되는 방식을 취하여 왔음
○○ 그러나 2011년부터는 공모제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
으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상황임
○○ 본 권역은 사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고 바로 협의를 거쳐 사업이 확정된 사
업으로서 2012년부터 3년 동안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거제시 남부권역은 행정상 거제시 동부면과 남부면 소재에 위치하고 있음
○○ 경남 거제시는 인접하여 있는 통영시와 최근 개통된 거가대교 등으로 많은 관광객
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임
－－ 거가대교 개통으로 저구어촌계 지역에서 매물도 등 도서지역으로 운항하는 관광
객 수가 기존 15만 명에서 20만 명 이상으로 급증함
○○ 중심어촌계는 명사어촌계로 남부권역은 총 7개 어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본 사업
에서는 총 9개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음
○○ 사업내용을 보면 방파제 연장, 다목적 해상데크, 갯벌체험시설, 물양장 개축, 종합
안내센터 및 특산물 판매장, 부유식 해상낚시터, 멸치건조가공 및 판매장 시설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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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본 사업을 통한 특산물 판매장, 해상데크 등 편의시설 제공으로 본 권역의 관광활
성화가 현재보다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차 본 사업 이외에도 국토해
양부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사업 등의 유치
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기대효과
○○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부산 등 많은 관광객의 내방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특산물 판매장 설치로 인한 어업인의 소득증대 제고
○○ 도로, 기반시설, 공원 등의 어촌관광시설 지원 등으로 궁극적으로 어업인들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정주의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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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개편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2. ~ 2011. 5.(6개월)
연구책임자 : 전형진 부연구위원
(Tel. 02-2105-2790, e-mail : chun@kmi.re.kr)
내부연구자 : 박용안 연구위원, 최종희 부연구위원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도서민의 안정적 교통권 확보와 해상관광 수요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내항
여객운송사업 진입제도의 전반적인 개편방안을 모색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내항여객선의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항여객운송사
업 면허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정부, 사업자,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면허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출
○○ 영국, 일본, 우리나라의 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 사례 분석
○○ 국내 연안여객시장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및 자문회의 시행
○○ 면허제도 개편을 위해 선박금융 지원, 유류할증제를 포함한 탄력운임제 등 지원대
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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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질적으로 우수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형선박이나 신기술
선박의 시장진입을 촉진하여 연안여객선 서비스를 제고하고 운송수요를 증대하기
방향으로 현행 면허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면허제도 개편 시 내항여객운송시장에서 보호가 필요한 시장과 경쟁이 필요한 시장
을 구분하여 각각의 시장에 적합한 면허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도서민을 위주로 하는 생활항로와 관광객이 많은 사업항로, 그리고 독점항로와
경쟁항로간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적합한 면허기준을 마련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수송수요 기준은 수요의 특성, 경쟁구
조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생활항로는 보호, 독점항로 및 사업항로는 경쟁의 관점에서 차별화된 수송수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진입제도는 향후 폐지하는 것이 바
람직함. 다만 수송수요 기준 폐지 시 단기적으로는 과당경쟁에 따른 사업감축이나
포기와 같은 시장혼란이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우리나라 내항여객선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신조선에 의한 시
장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편을 모색
○○ 이와 더불어 내항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신조선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선박금융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 ‘운수시설정비사업단’을 설립하고 공유건조제도1)를 통해 내항여객
선의 신조선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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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해운법 시행규칙에 연안여객운송산업 면허기준 개편안 반영

3) 기대효과
○○ 우리나라 내항여객운송시장에 대한 수요·공급실태를 분석하여 내항여객운송시장
면허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정부의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 현행 면허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 모색
－－ 내항여객선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면허제도 개편방안 도출
○○ 내항여객운송시장의 경쟁구조를 분석하여 “교통권 확보가 중요한 항로”와 “경쟁촉
진이 필요한 항로”를 구분하여 적합한 수송수요 기준 마련

1) 공유건조제도는 ‘운수시설정비사업단’과 선사가 선박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단에서 신
조선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건조가에서 지원액의 비율만큼 소유권을 갖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선사
는 해마다 선박임대료의 형식으로 사업단의 지원금을 상환해 나가며, 지원금을 완전히 상환하면 선박의 소유권
이 선사로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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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물자원 관련 국제협약의
체계적 대응방안 연구 ( I )
연 구 기 간 : 2010. 10. ~ 2011. 7.(10개월)
연구책임자 : 박수진 부연구위원
(Tel. 02-2105-2795, e-mail : forest21@kmi.re.kr)
내부연구자 : 이원갑 연구위원, 최지연 전문연구원, 육근형 부연구위원, 이미영 위촉연구원

1. 연구목적
○○ 유전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약, 신물질이 본격화되면서, 개도국(원산지국, 생물
자원부국)과 선진국(이용국간) 유전자원 접근방식, 이익공유 범위, 이행준수조치에 대
해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음
○○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회의에서 “유전자
원의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체계적인 국내외적인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를 정
비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음
○○ 본 연구는 나고야 ABS 의정서 등 해양생물자원 관련 국제협약의 논의동향을 분석하
고, 국내외 대응방안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나고야 ABS 의정서와 관련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정책자료, 생물다양성협약 사무
국 발간자료, 외국의 문헌정보, 인터넷 정보 등을 수집·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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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 ABS 의정서 관련 문헌분석, 채택경과와 주요내용, 쟁점사항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며, 관련 국내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실시함
○○ 나고야 ABS 의정서 관련회의 참석
○○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 및 전문가와 협의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나고야 ABS 의정서 등 관련 국제회의 참석, 의제분석, 국내제도 분석 등
을 통해 국가의 대내외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나고야 ABS 의정서에 대한 전문
가 세미나, 인식제고 워크숍 등을 통해 해양생물자원 연구계 및 산업계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하였다는 데 특징이 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나고야 ABS 의정서의 의의 및 주요내용
－－ 나고야 ABS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보충적 성격을 갖는 부속 의정서이며,
의정서는 CBD의 세 가지 목표 중 하나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투명한 법적 프레임워
크를 제공하고 있음
• 나고야 ABS 의정서는 50개국 이상 서명(비준) 후 90일이 경과하는 날 발효
되게 됨
－－ 나고야 ABS 의정서는 전문과 총 36개의 조문 및 1개의 부속서(Annex)로 구성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의정서의 구성과 세부 규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나고야 제1차 정부간위원회 논의동향 및 대응
－－ 2011년 6월 5일 ~ 6월 10일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차 나고야 의정서 정부
간위원회’ 가 개최되었음
－－ 제1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ABS 정보공유체계(Clearing House Mechanism),
능력배양, 인식제고, 이행준수(compliance)에 관한 세부절차 협의(전문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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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등), 이행을 위한 의정서의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었음. 본 연구에서는 의
제별 세부 논의내용에 대해 분석하였음
○○ UNEP IPBES 및 국가관할권이원영역의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동향
－－ IPBES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간 과학-정책 기반 국제
기구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의 약자임
－－ IPBES는 적절한 수준에서 새로운 과학 지식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과학
적으로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를 통해 IPBES의 기능과 핵심원칙, 주요 논의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제4
차 ‘유엔 국가관할권이원영역의 해양생물다양성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임시작업반회의’의 논의동향에 대해서도 분석함
○○ 나고야 ABS 의정서 관련 국내제도 및 인식제고 방안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국내 제도로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또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추진 중임
－－ 본 연구에서는 나고야 ABS 의정서와 관련된 국내법률을 분석하였으며, 해양생
물자원 연구계 및 산업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였음

2) 정책적 기여
○○ 2011.3. 나고야 의정서 제1차 정부간회의 훈령에 연구결과 반영
○○ 2011.4. 제4차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비공식 실무작업반회의 훈령에 연구결과 반영
○○ 해양생물자원 연구계 및 산업계의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

3) 기대효과
○○ 본 연구결과는 향후 나고야 ABS 의정서의 효과적인 대응과 이행을 위한 기초연구
로서, 향후 해양생물자원 관련 국제협약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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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2. ~ 2011. 5.(5개월)
연구책임자 : 최재선 연구위원
(Tel. 02-2105-4901, e-mail : jschoi@kmi.re.kr)
내부연구자 : 박광서 부연구위원, 김민수 전문연구원, 안요한 전문연구원, 조영일 전문연구원, 박문진 전
문연구원, 이정아 연구원
외부연구자 : 전상엽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전영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1. 연구목적
○○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은 고성장 산업이나 국내기업의 진출은 거의 전무
－－ 세계 1위의 건조 부문과 달리 서비스 부문은 기업의 무관심, 정부정책 미흡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
○○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육성 및 인력양성이 필수
－－ 국내외 해양플랜트 시장의 현황 및 전망, 여건 분석을 통한 경쟁력 분석, 진출방안
모색이 절실
－－ ‘전문인력 부족 → 전문기업 부재 → 경험 및 실적 부족 → 글로벌 신뢰 부족 → 해
외시장 진출 포기’의 악순환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필수조건
○○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의 시장 동향과 인력현황 분석을 토대로 동 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
－－ 국내기업 육성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 방안, 기업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지원할
정책대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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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구축과 세계적 수준의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전반적인 연구는 KMI가 주관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문가 2인이 공동연구진
으로 참여
○○ 국토해양부(선원정책과)와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보고회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연구결과 검증·보완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현황 및 전망 분석을 통해 국내 기업 육성방안
을 모색하고,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인력 및 양성 현황을 토대로 국내 전문인력
양성방안 도출하였음
○○ 또한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검토 및 법률 개·제정(안)을
도출함으로써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은 운영사업(운영 및 유지보수)과 지원사업(운반, 설치, 해
체, 부대사업)을 통칭
○○ 우리나라는 건조 부문 세계 1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문은 인력과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경쟁력이 극히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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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의 SWOT 분석결과 >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세계 1위의 건조능력 보유

• 전문인력 부재

• 관련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보유

• 선도기업 부재

• 고등교육을 받은 우수인력 풍부

• 글로벌 마케팅능력 및 A/S망 취약

• 관련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 해외시장 정보 부재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해양플랜트 수요 증가

•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 필요

• 극지, 아프리카 등 틈새시장 확대

• 중국, 브라질 등과 경쟁 심화

• J/V, M&A 가능성 증가

• 메이저 석유회사의 높은 진입 장벽

•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

• 글로벌 환경규제 심화

○○ 해양플랜트 운영인력은 향후 10년(2011~2020년) 동안 매년 3,878명씩 늘어나
2020년에는 총 965,608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국내인력은 초창기에는 연간 약 400명에서 2016년 이후 연간 2천~4천 명 정도 진
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시추용 FPSO 67%, 그 외 41%로 적용하고, 사업 초기 0.1%에서 시작하여 2020
년 1% 점유를 목표치로 설정
○○ 국내 기업 육성방안
분야
법안 제정

• 신규 제정 또는 기존 법안 개정을 통한 지원근거 확보

인력 양성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또는 기관 설립 운영
• 국제 해양플랜트 서비스 전문인력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기업 육성

• 부문별로 대표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

제정·금융 지원
조직 설치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컨설팅 및 마케팅
정부간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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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제

•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펀드 조성 및 SPC 설립
• 금융 지원 확대
• 정부 부처 내 전담조직 설치, 정부 외 자문단 등 관련조직 설치
•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전담기구 설치
•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제공사업
•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추진
• 미개발 자원부국과의 협력사업 확대

수탁연구과제 10-082

○○ 국내 전문인력 양성방안
구 분

주요목표

추진과제

1단계 : 도입기

인력양성

• 인력양성 지원시스템 구축

(2012-2014)

기반구축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구축

• 교육수요 분석, 추진기본계획 수립

• 산학연계 인력양성 방안 수립
• 교육과정 인·지정
2단계 : 성장기

단계별

(2015-2017)

교육시행

• 교육수행 우선순위 결정
• 실습체계 구축
• 단계별 교육시행
• 교육프로그램 확장

3단계 : 확장기

국내인력

(2018년 이후)

해외진출

• 교육과정 확대
• 국내취업 확대
• 국내인력 해외 진출

2) 정책적 기여
○○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해외시장 정보제공사업’을 2012년 신규과제로 추진
○○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해양플랜트 종사인력 교육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

3) 기대효과
○○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진출을 위한 제도 구축과 세계적 수준의 전문인력 양성체
제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신국부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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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생태체험장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연 구 기 간 : 2010. 12. ~ 2011. 6.(6개월)
연구책임자 : 이종훈 부연구위원
(Tel. 02-2105-4973, e-mail : sinto@kmi.re.kr)
내부연구자 : 홍장원 부연구위원, 현우용 전문연구원, 이윤정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아쿠아건축사사무소(손웅익), 정진회계법인(윤성준), 우호마린레저(서송훈)

1. 연구목적
○○ 고래생태체험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대왕암 인근의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능
한 한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으며, 자연과 사람 그리고 고래가 어울릴 수 있도록 다각적
인 분야에 걸쳐서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기술적 타당성에는 대상지가 고래 생육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보이는지 여부와 고래
를 활용한 야외 활동이 용이한지 등에 대하여 검토
－－ 법적, 행정적 타당성에서는 고래 활용에 따르는 법적, 제도적 검토와 아울러 행정적
절차에 대한 내용을 검토
－－ 경제적 타당성에서는 도입 시설 검토와 예상 방문객 규모 산정 등을 토대로 비용과
편익을 산정함으로써 해당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데 타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검토
－－ 그 밖에 고래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이 울산시 특히 동구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
적 파급효과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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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울산지역 방문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일반 관광 행태, 고래 관광에 대한 인식, 향후 방문의사 및 지불의사 등
○○ 국내외 고래 관련 관광활동에 대한 사례조사
○○ 고래 생태 체험장 조성을 가정한 관광수요 추정
○○ 대안별 민감도를 적용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을 전제로 한 고래생태체험장 조성 타당성 검토 사
업으로 고래 활용에 따른 기술적, 법적, 행정적 부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사
업화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사업 대안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을 시행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해양 환경 및 생물학적 관점 그리고 해양 토목적 관점에서의 검토 결과
－－ 해양 환경적 측면에서 정제되지 않은 울산 앞바다 자연 해수로는 고래 생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해양 토목적 관점에서는 기술적 문제는 없으나 안전시
설을 구비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고 일부 법·제도적 문제점을 내포하
고 있음
○○ 법적 그리고 행정적 측면의 검토 결과
－－ 농림수산부식품 고시 제2010-146호와 여러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래 생태 체
험장을 조성하고 고래를 매개로 한 각종 체험과 공연 그리고 전시 및 교육상의
법적인 문제는 없음

2011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345

제5장 수탁용역사업

○○ 사회 환경적 측면과 프로그램 관리 운영적 측면의 검토 결과
－－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는 동물 권리에 대한 외국사례, 동물감금(Captive
Animals) 등 다양한 이유로 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됨
－－ 조련사의 안정적 수급, 공연 투입 각종 육해상 동물의 수급, 근친 교배에 따른
동물 윤리, 훈련에 따른 동물의 스트레스와 자연수명 단축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예견되는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의 시설개발계획 수립
○○ 대안별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추진일정 및 투자계획 등을 수립함
○○ 대안별 경제성에 있어서는 민감도를 적용하여 검토함

2) 정책적 기여
○○ 고래생태체험장 조성에 따른 기술적, 법제도적, 관리 운영적 그리고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추진 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할 때 기초적
인 자료로 활용

3) 기대효과
○○ 고래생태체험장 조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
－－ 장래 고래생태체험장 추진 시 논쟁이 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선 검토
○○ 단순한 관광활동이 아닌 국가차원 또는 울산지역 차원에서의 정책적, 전략적 접근
방안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
－－ 동물의 권리와 해양환경 등도 중요하지만 고래생태체험장은 자연 상태에서 배울
수는 없는 고래의 생태와 모습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요소 또한 무시할
수 없음
－－ 따라서 이토록 극명하게 대치되는 반대 논리에 대한 접근과 해결방안 모색은 정
부 차원의 정책적 의지에 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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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발전기금 사업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2. ~ 2011. 3.(4개월)
연구책임자 : 류정곤 연구위원
(Tel. 02-2105-2845, e-mail : jkryu@kmi.re.kr)
내부연구자 : 강종호 연구위원, 임경희 전문연구원, 정명화 전문연구원, 남수민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수산발전기금은 국가의 특수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
록 조성·운용되는 수산부문의 유일한 기금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
의 기금평가에서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권고된 상태
－－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수산발전기금에 특화된 정체성 확립을
위해 향후 기금사업의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
○○ 또한 WTO/DDA의 논의 결과에 따라 수산보조금 전반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
○○ 이에 수산발전기금이 정책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수산발전기금사업의 체제 개편과 사업 활성화 방안의 모색 추진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수산발전기금의 체제 개편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기금평가보고서 등 문헌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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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발전기금의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및 제도 분석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EU의 수산기금 등 해외사례 수집·분석
○○ 수산발전기금의 사업체제 개편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 연구의 특징
○○ 수발기금사업과 관련해 ⅰ) 사업의 통폐합·구조조정 등 활성화 방안 마련, ⅱ) 수
산보조금 개편에 대비한 기금사업 체제 개편 방안, ⅲ) 수산발전기금의 특성을 반
영한 신규 사업분야의 발굴·추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수산업을 둘러싼 주요 여건 변화와 수산정책사업에 대한 고찰, 유사기금 분석, 수
산발전기금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철저한 리뷰, 전문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개편 방안을 도출
○○ 사업체제 개선, 구조조정 및 통폐합, 신규사업 발굴을 중심으로 한 수산발전기금의
사업체제 개편 방향을 제시
○○ 현행 사업체제 개선과 관련해 재원 조성의 적정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사
업의 운용 효율성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방식 개선안, 사업성과 평가지표 개선방안
을 모색
○○ 세부사업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을 세부사업별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
○○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발굴 원칙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9개 분야에 대한 16개 사업
을 제시
－－ 동시에 신규사업별 추진방향, 투자계획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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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수산발전기금 체제 개편을 통한 수산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증대

3) 기대효과
○○ WTO/DDA를 비롯한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사업체제 개편으로 수산발전기금
사업의 존립의 타당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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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0. ~ 2011. 6.(8개월)
연구책임자 : 황진회 부연구위원
(Tel. 02-2105-2792, e-mail : hjh@kmi.re.kr)
내부연구자 : 전형진 부연구위원, 이언경 전문연구원, 최영석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 도입·운영을 위한 인증 기준 및 방법, 인증업체에 대
한 인센티브 방안 등의 세부도입 방안 도출
○○ 인증제 도입을 통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여 업체 대형
화·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업체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유관 업종과의 협력 등을 통해 국제물류주선업의 서비스 질이 개선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선행 연구 및 논문 분석
－－ 국제물류주선업협회, 통합물류협회, 관세물류협회 등 자료 분석
－－ 미국, 일본, 중국 관련 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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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
－－ 국제물류주선업체의 현황과 문제점,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보고서가 되도록 설계
－－ 1차적으로 국제물류협회 방문, 현황,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2차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체 방문, 업계 현실 파악을 위한 업계 임직원 면담 실
시, 전문가 파견 및 현지 출장조사
○○ 해외출장조사
－－ 지역: 일본
－－ 조사내용: 일본의 국제물류주선업 법률 체계, 관리 방법
○○ 워크숍 및 자문회의 개최
－－ 학계, 산업계, 정부 등 전문가(Focus Group) 인터뷰 등 실시
－－ 자문회의 및 정책간담회 개최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연구 용역으로 정책기여도가 높음
○○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은 등록기준 완화(1996년) 후 업체 급증(1996년 361개
→2009년 2,931개)에 따라 과당경쟁, 부실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문제가 발생
－－ 실력있는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및 대외 공신력 확보, 소비
자 보호를 위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 도입이 불가피했음
○○ 이에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 도입·운영을 위한 인증 기준 및 방법, 인증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세부도입 방안 연구를 우리 연구원
에서 수행했음
○○ 또한, 관세법 등 관련 법률상 유관 업종과의 역할 정립 및 협력 방안과 연계한 국제
물류주선업 육성방안 등도 긴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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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 현황과 문제점
－－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
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정
의되어 있음
－－ 국제물류주선업체는 등록기준 완화와 시설기준 폐지 후 업체 수가 급증했음. 즉
1987년 이전에는 허가제로 운영하여 해상운송주선업은 71개 업체, 항공주선업
체는 24개 업체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국제물류주선업체 등록업체 수가 등록기
준이 완화되었던 1996~1999년 동안에 연평균 49.4% 증가하여 1,204개사를 기
록했음. 2010년 현재 등록업체 수는 3,245개사임
－－ 국내 국제물류주선업의 문제점은 ⅰ) 매출성과 대비 글로벌 인지도가 낮음, ⅱ)
영세업체 난립 및 대기업의 물류자회사 설립으로 출혈경쟁 심화, ⅲ) 사후관리
미비로 정확한 등록업체 수 및 실적 파악 어려움, ⅳ) 전문화된 중형 국제물류주
선업체 지원제도 부족, ⅴ) 국제물류주선업자 통관업무 처리 불가, ⅵ) 국제물류
주선업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및 정보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외국의 국제물류주선업 현황 및 시사점
－－ 미국 국제물류주선업(해운부분)은 내륙운송주선업(Domestic Freight
Forwarder: DFF), 해상운송주선인(Ocean Freight Forwarder: OFF), 무선
박운송인(Non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NVOCC)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법제화되어 있음. OFF와 NVOCC가 해상운송중계업체(OTI)로 통합되
어, 미국에서 OFF, NVOCC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OTI로서의 운송사업면허를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FMC)로부터 취득해야 함.
미국의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면허는 허가제이며 진입조건이 우리나라에 비해 까
다롭기 때문에 경제규모 대비 등록업체 수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일본의 국제물류주선업 제도는 2003년 화물이용운송사업법 도입으로 운임·요
금은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사후제출로 전환됨. 일본 정부는 포워딩 산업의 규제
측면에서 ‘경제수요심사’ 등을 비주기적으로 실시함. 업체 간 과당경쟁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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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저하와 안전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대상임. 포워딩업은 일반적
으로 진입은 쉬우나, 운송 책임이 있음. 1989년부터 1종 등록은 시설, 재산 기준
등으로 순자산 3백만 엔으로 모드(mode)별 면허임. 2종은 3백만 엔이나 허가
제이며, 보다 엄격한 심사요건으로 종합물류·대기업이 많음. 일본 특유의 정서
및 산업 구조로 포워더 간의 지나친 경쟁과 비정상적인 영업행태 등을 지양함.
과도한 운임덤핑, 외상거래 등이 거의 없으며 합리적인 조건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 등이 이루어짐
－－ 중 국 은 복 합 운 송 업 관 련 제 도 를 미 국 과 같 이 국 제 화 물 운 송 대 리 업 과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s)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
음. 국제화물운송대리업은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관리규정’에 의해 규정되며,
국제화물운송 및 관련 업무에서 위탁인 명의 혹은 자기 명의에 의한 사업이 가
능하며, 운송증권으로서 포워더 B/L을 발행하며, 국제복합일관운송을 하기 위
해서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등기된 포워더 B/L을 필요로 함. 한편 중국은 지
방정부의 화물차량에 대한 보호정책, 수출입화물의 통관 시 지방정부의 간섭으
로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2004년 ‘현대물류발전을
추진하는 의견’을 제정하여 국제화물운수대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인 대외경
제무역합작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함
○○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자 단체 활성화 및 유관업종 역할정립 방안
－－ 사업자단체 기능 활성화 방안은 타사 발행 B/L 사용 제한, 국제물류주선업체 임
직원 교육 강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시 약관심사 및 협회 의견 조회, 우수 국
제물류업체 통관업무 허용 및 통관검사 일부 면제, 업종면허번호 발행 등을 제시했음
－－ 국제물류주선 유관 업종 간 관계 및 역할 정립방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국제물류주선업과 업무내용이 유사한 업종은 화물운송주선업, 보세화물운송주
선업, 통관취급법인 등이 있음. 이들 업종은 관련 법률과 관할 부서가 상이하여
업무영역에서 충돌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 제한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완결하는데 상당한 애로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이들 업종의 발전방안
으로 ⅰ) 중소 전문 국제물류주선업 육성을 위해 통관취급 법인 허용, ⅱ) 관세
법인 대형화 및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상생협력, ⅲ) 핵심 및 본연의 기능을 중
심으로 시장 확대 및 협력 등을 제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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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분야 인증제 사례분석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제도: 이 제도는 9.11 테러 이
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가 수용하면서 안전
(Security)과 무역원활화(Compliance)를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했음.
AEO는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
(Supply Chain) 중 각국 세관당국에 의해 성실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지칭하며,
세관이 정한 물류보안 기준을 충족하여 통관절차상 우대받는 기업임. AEO 제도
의 시행에 따라 국민과 기업, 정부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음.
－－ 선박중개업 및 대리점협회연합(Federation of National Associations of Ship
Brokers and Agents: FONASBA)의 품질인증제: FONASBA는 업계 현안 해
결과 교류업무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1969년에 설립됨. FONASBA는 선박중
개업 및 대리점 업체의 난립과 서비스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10월
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품질인증제(Quality Standard)를 도입함. 전문 지식·경
험,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여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됨. 품질인증
을 받은 회사는 품질인증 로고 사용이 가능함.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는 2년마다
소속 국가의 협회로부터 감사(audit)를 통해 사후관리가 됨. 협회가 품질인증제
(quality certification system)를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업무를 통해 협회 기능
을 강화함
－－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이 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
으며 정부의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 정책의 하나로서 기능별 물류위주의 국내
물류기업 구조를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기업화하기 위해 도입되었
음. 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심사영역은 다양성, 기업규모, 발전가능성 등 세 가지
로 구분됨. 인증종합물류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시설에 우
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부여함
－－ 물류설비 인증제도: 이 제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임. 인증
대상은 물류표준설비를 생산, 수입, 임대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자와 동 설
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정부와 인증기관이 제도 범위 내에서
지원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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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 도입여건과 도입방안, 서비스품질방안
－－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국제물류주선업체 등록업체 중 약
45%가 휴업 상태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부족하고, 시장퇴출
도 강제화할 수 없는 상황임. 국제물류주선업체 중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책 추진. 정부에서 추진하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제 도입을 통해 국제물류주선업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과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 도입 기본방향: 국제물류주선업의 본질적인 기
능에 충실한 업체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함. 국제물류주선업의 본질
적인 기능은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이 규정하는 내용과 같이 “타인의 수요에 따
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의미함
－－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대상 선정을 위해 1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
함: ⅰ) 순수 2자 물류(물류 자회사)는 배제, ⅱ)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업체 배제, ⅲ)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 배
제, ⅳ) 자기의 물류시설·장비만 이용하는 업체 배제, ⅴ) 물류 주선 행위를 전
혀 하지 않는 경우는 배제
－－ 관련 법률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함. 국제물
류기본법 개정안에는 “능력을 갖춘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하기 위하
여 수출입화물의 수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 향상 및 국제물류네트워
크·시설 확충 등에 기여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 국제물류주선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포워딩 업체가 우수 국제물류주
선업체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평가항목 마련
－－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를 별도로 제작하고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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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마크(안)>

－－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업체 서비스 품질관리방안: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 이후에도 공인인증을 유지하기를 희망하
는 업체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공인인증을 갱신해야 함. 인증제도의 실효성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평가기준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체
의 실적을 수집하고 인증심사를 대행하며 지원제도 등을 개발하는 전문조직이
필요함.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물류서비스가
우수한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2) 정책적 기여
○○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 시행에 기여

3) 기대효과
○○ 국제물류주선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인증제 도입의 정책효과를 얻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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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연안개발사업의 환경
영향평가제도 및 연안정비사업 개선방안
연 구 기 간 : 2010. 12. ~ 2011. 10.(10개월)
연구책임자 : 목진용 연구위원
(Tel. 02-2105-2769, e-mail : jymok@kmi.re.kr)
내부연구자 : 이원갑 연구위원, 윤성순 부연구위원, 박수진 부연구위원, 손규희 연구원

1. 연구목적
○○ 기존의 연안지역 개발사업 및 해양이용활동 계획 및 승인과정에서 기후변화요소 고려 부족
－－ 재생에너지 개발, CCS 등 해양을 이용한 기후변화 대응사업 증가
•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변화 완화부분만 일부 고려
○○ 해양 및 연안지역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체
제 구축 필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존 연안정비사업 개선 필요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각종 문헌 및 자료조사를 실시
○○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업계 전문가의 자문
○○ 풍력 및 조력 발전과 관련하여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경험
이 있는 해양환경영향평가 등 대행업체의 전문가에 자문과 검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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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새로운 해양이용행위 중에서 최근 활발히 추진 및 논의되고 있는 풍력과
조력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해역이용협의대상 중 규모가 큰 사업인 일반해역이용협의대상사업에 해양신재생에
너지개발사업을 추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
－－ 해상풍력발전, 해상조력발전 등 해양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해 해역이용영
향평가제도를 적용
－－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사업 중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해양에너지개발사업은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대상사업으로 명시
○○ (가칭)「해양신재생에너지의 중점 해역이용협의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
정」(국토해양부 고시)을 제정하여 별도의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규정 마련
－－ 해상풍력발전, 조력발전, 파력발전 등 해양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해양환경
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작성방법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므로, 다른
대상사업과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
○○ 「전원개발법」상 공유수면에서 대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가 아닌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
－－ 해상풍력발전, 조력발전, 파력발전 등 해양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순수하게 공유
수면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전
문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다양한 해역이용행위와의 조화된 입지선정이 매우 중요

2) 정책적 기여
○○ 해상풍력이나 조력 등 새로운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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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영향평가제도에 기후변화 대응요소 강화
○○ 해상풍력이나 조력 등 새로운 연안개발사업의 해양환경 영향 최소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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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정기 화물 해상운송현황 분석 및
중량화물운송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김우호 부연구위원
(Tel. 02-2105-2826, e-mail : neoport@kmi.re.kr)
내부연구자 : 김태일 부연구위원, 고병욱 전문연구원, 김지만 연구원, 최상희 연구원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박공급 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
정기 선사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경쟁력 확보 전략 마련
○○ 해양개발에 따른 중량화물 운송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플랜트 산업 등 운송수
요 산업을 분석하고, 국내외 선사의 경쟁여건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선사의 시장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연구 범위의 광범위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 및 수요자 의견수렴 강화
－－ 한국선주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관련 협의회 참석 및 의견수렴, 중량화물 현지
출장조사 수행
○○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한 성공적인 모범사례 발굴
○○ 관련 전문가 활용 및 자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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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연구의 광범위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부정기선 시장분야와
중량화물시장 분야를 구분하여 분석 추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부정기 선사 발전 방안
－－ 운영사의 대형화 유도: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는 글로벌 운송수요에 적극 대응하
기 위한 글로벌 대형선사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국적선사 육성
－－ 특정화물 수송의 전문성 강화: 철광석, 석탄, 철강, 곡물 등의 화종에 따라 글로
벌 화주기업이 상이하므로 화물별 특화 전문선사 육성
－－ 부정기선 공급 기능의 강화: 국적 부정기 선사의 선박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선
박확보 전략 추진 및 여건 조성
○○ 중량화물 운송선사 발전방안
－－ FO-FO 시장진출을 목표로 한 제도 기반 확보: FO-FO 시장에 대한 선박확보
및 금융 환경 조성, 세제 개편 및 규제 개선사항 등 제도 지원방안 마련
－－ 전략적 협력과 국내시장 확대: 경쟁력 있는 해외운송선사와 전략적 협력 추진,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한 EPC업체와의 유기적 협력 추진
－－ 해외 시장 확대: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 등도 중요하나 국내 선사, 선사와
포워더, 선사와 건설사 등 각 운송시장 참여자들의 다각적 협력 추진
－－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 진출: (초)중량화물의 운송뿐만 아니라 이를 설치, 시
공, 운영하는 사업에도 진출하는 장기 비전 마련

2) 정책적 기여
○○ 부정기 및 중량화물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부정기선사의
육성 방향을 제시하고,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국토부 5개년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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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우리나라 부정기(중량화물 포함)분야의 시장 대응 및 정책지원을 통한 해운산업 육성
○○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신전략을 통한 국부창출
○○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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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피해 방지대책
제도화 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2. ~ 2011. 6.(6개월)
연구책임자 : 목진용 연구위원
(Tel. 02-2105-2769, e-mail : jymok@kmi.re.kr)
내부연구자 : 최재선 연구위원, 김민수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최근 해적행위가 지속 심각·확대 추세이나, 함정 부족으로 위험해역 통항선박의 안전
담보가 어려워 우리 선원·선박의 피랍 등 피해 재발 가능성 상존
－－ 해적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해운업계의 자구책 및 정부의 지원·감독 강화방안 마
련이 시급
○○ 해적피해 방지대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
－－ 대책 수립 및 이행 감독, 교육·훈련, 위험해역 통항선박 지원, 상황실·해적정보
망·긴급대응체계 운영 등
－－ 보안요원, 선원대피처 등 해적대응요령 의무 이행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해적피해방지 대책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문헌조사를 실시
○○ 해적피해방지 대책 제도화에 대한 이해당사자인 국가와 선사의 의견은 국토해양부
에서 운영 중인 ‘해적피해방지대책협의회’를 통해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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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법적 근거없이 수립·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해적피해방지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선사의 자율적인 이행에 맡겨져 있는 국제해사기구(IMO) 권고
의 ‘해적대응요령’의 제도화를 위해 수행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해적의 범위에 공해에서뿐만 아니라 영해에서의 해적활동도 포함하고, 직접적으로
선원과 선박을 납치하는 직접적 행위뿐만 아니라, 해적행위를 비호하고 지원하는
간접적 지원행위를 포함. 그리고 해적처벌 또한 해적행위자뿐만 아니라 해적행위
후원자들에게도 동일한 책임 추궁
○○ 현재 선원대비처 설치만 의무화되어 있지만 해적피해방지·대응요령(BMP)의 준수
및 이행을 강화
○○ 사설무장보안요원이 탑승이 불가피하므로 IMO 지침서를 참고로 하여 사설보안업
체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무장보안요원의 무기를 소지한 선박승선과 관련하여 국내
법 정비가 필요. 이를 위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
하는 것도 한 방안임
○○ IMO 등 국제기구에 의한 해적 예방 및 이행 조치의 강화. IMO를 중심으로 해적피
해방지·대응요령(BMP)의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사설보안요원 활용 규정 제정 등
을 지원하고 ReCAAP 등을 통한 아시아 지역국가와의 해적 예방 및 퇴치를 위한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

2) 정책적 기여
○○ 해적행위의 광역화 경향에 맞춰 해적위험해역을 현재의 아덴만 중심의 해적 위험해
역을 인도양 해역으로 확대
－－ 기 수행 중인 제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006-2010)의 성과 평가를 통해 추
진현황 점검을 위한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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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및 여건 변화 분석을 통해 향후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기본방향과 과제를
도출
○○ 해적의 사법적 처벌조치는 주로 국내법원에 의존. 「형법」 제340조나 「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해적처벌을 위한 근거법률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적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
－－ 첫째, 국내에서 해적을 처벌하는 것과 관련해 해적의 국적과 단속국가, 피해국
가간 관할권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 필요
－－ 둘째, 현행 해적처벌을 위한 현행 형사 관련 법률로는 해적 처벌에 실효성을 거
두기 어려움
－－ 셋째, 해적행위가 원거리에서 발생할 경우 이를 이송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
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국내 형사절차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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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항만 간 협력관계
촉진 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2. ~ 2011. 8.(8개월)
연구책임자 : 김범중 연구위원
(Tel. 02-2105-2824, e-mail : bjkim@kmi.re.kr)
내부연구자 : 이주호 부연구위원, 김찬호 부연구위원, 김근섭 전문연구원, 김정현 연구원
외부연구자 : 한국해양연구원 오상호 선임연구원, 권재일 선임연구원, 김경옥 선임연구원, 이동영 명예연구원

1. 연구목적
○○ 제12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 지원
－－ 제12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선제적인 정책 의제를 발굴하여
제시
－－ 항만심포지엄의 지원을 통해 한·중·일 항만물류 정책 및 기업단체의 항만관련 최
신 정보 교류를 통한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 공동연구과제(Working Group 1, 2)의 세부 검토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도출
－－ 한·중·일 3국 공동연구과제 결론이 각국의 항만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연구 수행
－－ 단순한 협의 수준을 넘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추진
－－ 이를 통해 동북아 물류장관회의 합의사항(Annex 9) 이행을 위한 조치로서 한·
중·일 물류장관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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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철저한 선행 연구 조사 통한 자료 재분석
－－ 기존 문헌 및 연구자료 조사와 현장감 있는 실무조사를 통한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
－－ 최신 통계자료로 업데이트, 다양한 사례분석 및 최신 환경변화를 검토
○○ 공동연구 관계자 및 기관들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최적의 결과 도출
－－ 공동연구 참여 기관의 합의를 통해 공통의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비교·검토
할 수 있도록 추진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제11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의 원활한 지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과제 수
행, 실무협의 자료 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이 그 특징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제11차 한·중·일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 Working Group 과제 수행, 항만심포지엄 주제 발표 등
○○ 이산화탄소 산정을 위한 항만의 범위 재설정
선박(4)

터미널(7)

배후단지(1)

화물 하역(YT 이송 포함)
항해선박
예선 지원
안벽 접안
항내선박(Harbor Craft)

화물보관(냉컨 등)
→

외부트럭운송

→

→

야드 조명

→

항만배후단지 운송

관리동
게이트 대기
철도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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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의 범위 재설정에 따른 방법론 추가
－－ 항내선박의 CO₂ 배출량 산정 방법(제안)

여기서,

= 항내 운영 선박 척수

		

= 선박당 평균 운영 시간

		

= 시간당 연료소비량

		

= 연료 배출계수

－－ 철도부문의 CO₂ 배출량 산정 방법

여기서,

= 철도 대수

		

= 철도 1대당 평균 운영 거리(km)

		

= km당 연료 소비량

		

= 연료 배출계수

－－ 게이트 부문의 CO₂ 산정 방법(제안)
		

○○ 한·중·일 3국 간 항만의 CO₂ 산정 범위에 대해 합의
< 항만의 CO₂ 산정 범위 >

368

구분

일본

한국

중국

선박입항

Χ

◯

Χ

선석에의 선박 접안

◯

◯

Χ

하역장비

◯

◯

◯

냉동컨테이너

◯

◯

◯

운영건물 등

◯

◯

◯

항만에서의 트럭 정지

◯

◯

◯

항만에서의 트럭 이동

◯

◯

◯

항만에서 배후단지 이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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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항만의 이산화탄소 산출 범위 재설정, 방법론 재검토 및 개발을 통해 세분화
－－ 향후 관련 정책 개발 및 항만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 도출에 활용
○○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진행 과정에서 정책의 기반이 되는 산정방법론에서 공동의 합
의를 도출

3) 기대효과
○○ 동북아 3국 항만의 표준화된 산정 방법론 개발 시도를 통해 공동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 개발 추진의 초석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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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2.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주문배 연구위원
(Tel. 02-2105-2844, e-mail : mbjoo@kmi.re.kr)
내부연구자 : 이승우 연구위원, 이헌동 전문연구원, 정재호 위촉연구원
외부연구자 : 이충기 하나디자인건축사사무소 소장

1. 연구목적
○○ 서남해권 거점 어항기능을 수행할 목포시 북항개발이 완료되어감에 따라 서남해권 수
산물 생산·가공·유통·물류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이 지속적으로 요청됨
○○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
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서 서해 남부 및 남해 동부지역의 수산물 생산 및
유통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목포시의 수산업 여건 및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물류환경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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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계획 및 국내외 관련 사례 분석
○○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건축계획
○○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의 타당성 분석
○○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관리운영 방안연구의 특징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로 지역의 일반현황 및 수
산업 특징을 분석과 관계자의 면접조사, 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는 어항 배후부지의 통합적 개발 및 교류공간을 조
성하고 어항 기능의 수직적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수산경제 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수산업의 대외적 환경변화와 어항의 사회·경제적 수요를 반영하고 수산물과 삶,
그리고 문화가 융합한 어항의 새로운 모델로서 ⅰ) 명품 수산물 창출 기능, ⅱ) 바
다문화 체험 기능, ⅲ) 정이 오가는 교류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총 3가지의 시나리오(낙관적, 보수적, 비관적)를 대상으
로 분석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 조건을 충족하는 시나리오는 2-보수적, 3-낙관적
으로 분석됨
○○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전남·목포·목포 주변지역의 지역낙후도 순위 및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목포시 친환경 수산업 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은
어업인, 수협, 수산유통·판매업체, 기타 선수물자 보급업체들의 소득향상 및 서남
권 수산거점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즉,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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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관리·운영방안의 목적은 수산업 종합지원단지의
통합적 관리운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임. 이를 위한 기본방향은 기반시설, 기능시
설, 편익시설 등을 통합적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시설의 회전율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관리운영 조직 및 인적 자
원 육성하도록 함. 관리운영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공공투자시설, 민간투자시설로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인 목포시청과 목포 수산업협동조합이 관리운영의 주체로
선정함

2) 정책적 기여
○○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건설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3) 기대효과
○○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따라 북항은 수산업 지원기능을 강화
하는 것으로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가 이 역할을 담당함
○○ 서남권역(목포)의 중심 수산거점을 육성
－－ 2010년 국내 수산물 생산량(원양 제외)은 252만 톤이며, 이 가운데 전남지역이
101만 톤으로 전체 생산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양식어업을 포함, 사실
상 국내 수산업 생산을 주도하는 최대 산지임(부산 35만 톤)
－－ 수출입 어항으로의 역할과 어업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서 국내 제1의 수산거점으
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열악한 서남권 어업인프라를 개선
－－ 목포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은 열악한 냉장·냉동·제빙·저빙 등 어업기
반시설을 생산 위상에 걸맞게 개선할 수 있는 사업임
○○ 어업인 경영비 절감에 기여
－－ 기존 고하도에서 북항(출항·양륙지)으로 유류 공급소를 변경할 경우, 유류비
절감이 가능함. 또한, 생산·가공·유통·판매·보급기능을 종합하여 원스톱
(One-Stop) 지원 시 어업 제경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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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목포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은 관광, 연구 및 R&D, 판매 등 기존의 시설·
기능과 결합,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FTA 체결 대비, 지역 수산 경쟁력을 강화
－－ 한·중 FTA 체결 시 중국의 저가 수산물 수입 증대로 수산물 가격 폭락 등에 따
른 국내 수산업 피해가 우려됨. 특히 중국산 수산물 수입에서 조기의 비중이 매
우 큼에 따라 목포시 수산업뿐만 아니라 국내 조기 생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됨
－－ 서남권 친환경 종합지원단지 조성은 어업인 경쟁력 약화에 따른 FTA에 대비,
지역의 수산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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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군도 어항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연 구 기 간 : 2010. 12. ~ 2011. 11.(12개월)
연구책임자 : 홍현표 연구위원
(Tel. 02-2105-2884, e-mail : hphong@kmi.re.kr)
내부연구자 : 장홍석 부연구위원, 마창모 전문연구원, 박상우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솔로몬군도에 조성 예정인 복합수산단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인 어
항개발 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 진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킴
－－ 솔로몬정부가 요청 중인 EDCF 차관 신청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 검토를 병행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BCR 분석, NPV 기법 등
○○ 경제성 분석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시설 건립 및 운영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도출함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남태평양 수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원양업계의 참치어장을 확보하
기 위한 직접투자 사업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연구로서, 정부 부처 간 협의체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무총리실 등)를 통해 추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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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솔로몬 제도의 어항 개발사업 및 이와 병행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시
솔로몬 EEZ내 평균적인 어획량을 훨씬 못 미치는 어획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
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어업정책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도마항 개발 시 건립되는 배후단지에는 연간 미화 1억 3천만 달러의 참치통조
림 제품이 생산될 예정이며, 이때 새로 개발되는 도마항을 통해 연간 25,000톤
~60,000톤의 원어가 양육될 것으로 예상됨
－－ 이 같은 양육능력은 솔로몬제도 EEZ내의 외국어선 어획량의 장기 전망치인 119,000
톤~120,000톤에 훨씬 못 미치므로, 지속가능한 어업자원 관리가 가능할 것임
○○ 이와 함께 솔로몬 정부와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상호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
－－ 첫째, 솔로몬 정부는 다랑어를 원료로 하는 캔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솔로몬제도
의 수산업 발전과 고용창출 등 주요 정책적 목표에 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둘째, 한국 정부는 솔로몬 제도 내에 적극적인 민간 및 공공투자를 유도함으로
써, 한국 원양기업의 다랑어자원 확보 기반을 갖추게 되어 한국 수산업의 발전
을 도모할 수 있음
○○ 따라서 양자의 입장에서 솔로몬 제도의 어항개발사업은 솔로몬정부의 수산정책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추진되는 솔로몬 제도의 어항개발 사업은 사회적 할인율을
12%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어항개발에 따른 직접 및 간접적인 신규고용 창출로 평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
는 8,106만 3천 달러임
－－ 그리고 어항개발 시 투입되는 사업총원가 및 운영비 등의 현재가치는 USD
2,393만 7천 달러로서, 순편익만 5,712만 5천 달러에 이름
○○ 이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 12%에서 BCR은 3.39, IRR이 39.08%로 나타나서 장기
적으로도 어항개발로 인한 직접 및 간접 효과 등 파급효과가 매우 커서 경제적 타
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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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향후 솔로몬 경제 및 지역경제 등의 비전과 전망을 바탕으로 도마항 배후 민간복합
단지의 세부적인 토지 이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기여함
○○ 우리나라 정부의 EDCF등 ODA 정책 수행을 위한 합리적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함

3) 기대효과
○○ 한국측은 어항개발을 위한 실시설계, 컨설턴트 고용, 본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솔로몬프로젝트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한국측 관련부처 및 기
관들 간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 기대
○○ 이와 함께, 본 조사 용역 이후에도 솔로몬군도 정부측과의 상시적 협력관계를 유지
하기 위한 채널을 구축함
○○ 중기적으로는 솔로몬군도의 수산인프라 구축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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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보험 품목확대를
위한 상품화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2. ~ 2011. 9.(10개월)
연구책임자 : 류정곤 연구위원
(Tel. 02-2105-2845, e-mail : jkryu@kmi.re.kr)
내부연구자 : 이승우 연구위원, 강종호 연구위원, 임경희 전문연구원, 정명화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국립수산과학원 김종현 박사, 김태익 박사, 정성재 박사, 최혜승 박사, 황형규 박사,
신종암 전남대학교 교수

1. 연구목적
○○ 보험확대 품목에 대한 양식현황 및 피해보상 기준 등을 조사분석하여 보험상품화 방안
을 마련하는 것으로, 확대 대상 품목은 어류(해상가두리식), 굴, 김임
－－ 또한 양식보험 대상 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와 보험가입 제고를 통해 양식수산물 보
험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나라 양식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주요 어종의 재해로 인한 피해 현황 등에 대한 통계 및 현장 조사
○○ 피해보상 기준 설정을 위한 양식시설물에 대한 전문가 자문조사 및 설문조사
○○ 농수산물 재해보험이 활성화된 스페인, 영국의 사례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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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확대·정착시키
고 활성화하는 데 특징이 있음
○○ 더불어 기존 보험품목의 보장범위 확대 방안 수립과 신규 품목의 도입가능성을 분
석하여 품목확대 방안을 마련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조피볼락 및 기타어류의 보험상품은 즉시보상방식으로 하고, 손해보상 적용가격은
해당지역 산지 수협 평균 위판가격의 90% 해당액으로 함
－－ 보상재해는 태풍, 강풍,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도, 동해 등으로 함
○○ 양식굴의 보험상품 도입 대상은 연승수하식으로 하고 보험 목적물은 본수하 이후
본격적인 양성기간에 양성 중인 양식굴을 대상으로 하며, 보상방식은 즉시보상방식
으로 함
－－ 보상 재해는 태풍(강풍), 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
해, 적조 및 이상조류로 함
○○ 양식김 보험상품 도입 대상은 지주식 및 노출 부류식, 무노출부류식으로 하고 보상
금 지급방식은 수확감소방식과 즉시보상방식을 제안함
－－ 보상재해는 기본 자연재해와 이상조류를 포함함. 보상대상 자연재해 원인 수산
질병은 싹갯병, 쪼그랑병, 숯김을 제외한 모두를 대상으로 함

2) 정책적 기여
○○ 보험상품화 연구 대상의 보험상품화가 이뤄짐
－－ 조피볼락: 2011년 5월 1일
－－ 기타어류: 2012년 1월 16일
－－ 양식 굴: 2011년 11월 30일
－－ 양식 김: 2011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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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보다 확대된 양식품목에 대해 재해보험적용으로 어업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
로써 양식어가의 경영안정 도모
○○ 양식수산물에 대한 보험대상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재해발생 시 실제 피해수준의 보
상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대내외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한 재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
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
○○ 어업피해구제제도의 축소에 대응하고 어업인의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업인의 자구적 노력과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소득보장 제도를 공고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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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2. ~ 2011. 9.(9개월)
연구책임자 : 김형근 연구위원
(Tel. 02-2105-2825, e-mail : hgkim@kmi.re.kr)
내부연구자 : 길광수 연구위원, 이종필 부연구위원, 전형모 전문연구원, 김정현 연구원
외부연구자 : 박수만 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 연구목적
○○ 대산항의 서해 중부권 중심항만으로의 성장을 위한 발전 방안 제시
○○ 대산항 컨테이너 부두 추가 3선석 개장에 따른 운영방안 검토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현지조사와 운영사 인터뷰를 수행하고, 신설 부두 운영회사제 전환방안에 대한 의
미 있는 검토 의견 도출, 제안
○○ 충청권 화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유치 가능 물동량 수요를 파악하
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대산항 물류체계 애로요인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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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해당 항만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로, 운영사 심층면접과 목표 화
주를 대상으로 한 대산항 이용 의향 조사를 수행하여, 현장성을 더해 현실적인 항
만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화주 대상 이용 의향도 조사로, 현실적인 대산항 물류 수요 전망치를 산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부족한 대산항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및 행정지원 요청 필요
－－ 푼툰 및 여객터미널 건설, 배후 고속 국도연장 추진 등에 정부지원 필요
－－ 기 수립된 무역항 기본계획, 배후수송망 기본계획의 적절한 이행 촉구
－－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 및 타당성 조사 시행
○○ 대산항 신설부두 부두 운영회사제 전환 방안 제안
－－ 신설부두 운영회사 선정 방안 제언
－－ 선석별 부두 운영회사제 모델 분석 및 운영방안 제시
－－ 신설부두의 연도별 임대료 산정 방안 제언

2) 정책적 기여
○○ 대산항의 종합항만으로 발전 전략 수립
－－ 특정화주 화물 취급 위주의 전용항만 성격의 부두 개발·운영에서 벗어나, 대산
항이 종합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관계 기관과 하역업계의 협력 방안 제시
○○ 대산항 신규 개장 선석 운영 활성화에 기여

3) 기대효과
○○ 대산항 정책목표 및 핵심전략 도출
－－ 대산항 중장기 정책 목표와 핵심전략을 제안하여, 대산항의 종합항만으로의 발
전과 충청권 중심항만으로 도약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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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항 운영 활성화 지원
－－ 대산항 신규 개장 선석에 운영 방안 제언으로, 부두 운영사 모집 및 선정, 임대
료 산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대산항 부두 운영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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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
및 통합관리기술개발(2차)-해운부문
연 구 기 간 : 2010. 10. ~ 2011. 10.(12개월)
연구책임자 : 전형진 부연구위원
(Tel. 02-2105-2790, e-mail : chun@kmi.re.kr)
내부연구자 : 김우선 전문연구원, 이언경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해운부문 온실가스 배출원을 분류하고 배출원별 발생량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
발하여 해운부문 온실가스 배출관리를 위한 기초 DB 구축
○○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배출활동에 대한 상세 자료
를 수집하여 여객선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정부, 사업자,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분류체계, 배출활동별 배
출량 산정방식 도출을 위한 자료 수집
○○ 일본, 우리나라의 해운부문 및 타 운송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분류체계 조사
○○ 국내 연안여객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활동도 자료의 분류 및 이용방
법에 대한 면담조사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 확정을 위해 정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해운조합 등 관
련 기관의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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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해운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류체계, 배출원별 배출량 산정체계와 방
법론, 배출활동별 활동도 자료 조사 등에 대한 연구로서 Tier 3 수준의 온실가스 배
출량 산정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해운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분류체계는 제1단계 운항구역(내항, 외항), 제2단계(화
물, 여객선), 제3단계(용도에 의한 분류-카페리,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제4단계
(선령, 톤급) 등으로 제시함
○○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원(배출활동)은 운항, 접안 및 이안, 항내이동, 대기 등이며,
위의 3단계 및 4단계 분류체계별로 배출원에 의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음
－－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원별로 유류사용량, 발열계수, 배출계수 등을 곱하여 산
정할 수 있음. 배출원단위는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송실적(톤-km 또
는 인-km)으로 나누어 산정함
○○ 해운부문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은 선박의 배출원이 아닌 해상운송에 대한 부대서비
스에 기인한 배출원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함
－－ 해운부문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은 주로 도선서비스에서 발생

2) 정책적 기여
○○ 연안선박 온실가스 배출관리를 통한 기초 DB 구축하여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한 정
책 마련에 활용

3) 기대효과
○○ 연안선박 온실가스 배출관리를 통한 기초 DB 구축하여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한 정
책 마련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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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원 파악
－－ 배출원별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체계 결정
－－ 선박의 온실가스 증가요인을 파악하여 온실가스 저감대책 도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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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기반 해운물류보안시스템 구축(3차)
연 구 기 간 : 2010. 10. ~ 2011. 9.(12개월)
연구책임자 : 김수엽 부연구위원
(Tel. 02-2105-2743, e-mail : dahn@kmi.re.kr)
내부연구자 : 최종희 부연구위원, 반영길 연구원, 김혜주 연구원

1. 연구목적
○○ 국제물류보안제의 변화 동향과 이들 제도가 국내 물류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중일 물
류 정보 공유를 위한 선박 입출항 정보 표준화 및 시범 사업 추진, 미래 물류 기술 수요
발굴 등을 거쳐 물류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기여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한중일 3국 간 정보 공유를 위한 데이터 구조 비교 분석 및 표준화
○○ 문헌 조사를 중심으로 물류 보안 동향 분석
○○ 자문그룹,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미래수요 조사 및 타당성 검토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세계적인 물류 보안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물류 보안 관
련 미래 기술 도출 및 한중일 물류 정보 표준화, 물류보안제도 국제 동향 분석하고
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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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한중일 물류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 구성 방식은 보안, 확장성, 구축 용이성 및 효율
성을 비교하여 웹 서비스 방식으로 결정

○○ 적하 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 및 미국 반입 화물 보안 검색 강화
－－ 적하 목록 사전제출(신고)제도는 테러 방지를 위해 동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로
수출입 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에 화물정보 신고를 의무화
－－ 미국의 9.11테러 이후 미국 내 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수
출지 항만에서 미국 수출화물에 대한 100% 스캐닝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
○○ 모바일 컨테이너 3D Scanning 기술, 스마트 항만 솔루션 기술 개발
－－ 항만 및 내륙 운하 내 모든 수출입 및 환적 화물에 대한 표면 손상 판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선사에 정보 제공과 신뢰성 확보
－－ 야드트랙터(YT) 작업 전산 장비의 기능을 개발 기간 단축에 효과가 높은 스마트
장비(안드로이드/I-OS)로 개발 이식하여 향후 기능 추가 시 기간 단축의 효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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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2011년 10월부터 적용하게 될 적하 목록 사전제출제도가
물류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
○○ 선박 입출항 서식 표준화와 시범 적용(2011년 11월 예정)을 통해 한중일 삼국 간 물
류 정보 공유 기틀을 마련
○○ 3D 검색기 시장 수요를 분석하여 개발 규모 산정에 기여

3) 기대효과
○○ 선박 입출항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화주, 터미널 등 물류 주체들의 선적 예약, 양적
하 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
－－ 또한 동일한 선박 정보를 활용하게 되어 입력 에러를 방지하고, 기존 자료를 바
로 사용할 수 있어 업무 처리 속도가 개선
○○ 미국행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치를 기반으로 컨테이너 검색기의 미래수요
(2015년, 2020년)를 추정함으로써 검색기 시장규모와 기술적 수요를 산출하는 데
기여
○○ 항만 터미널에서 육안에 의존하는 컨테이너 기기 조사 방식을 레이저를 이용한 검
사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 및 터미널의 생산성 향상과 데이터 정보의 신뢰성을 높
이기 위한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여 향후 물류 보안 및 효율의 조화 방안에 대한 연
구 기반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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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 분류체계 수립 및 해양산업의
역할과 성장전망 분석을 위한 기획연구
연 구 기 간 : 2010. 12. ~ 2011. 10.(10개월)
연구책임자 : 황기형 연구위원
(Tel. 02-2105-2863, e-mail : khhwang@kmi.re.kr)
내부연구자 : 박광서 부연구위원, 장정인 전문연구원, 박문진 전문연구원, 안요한 전문연구원, 김민수 전
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산업연구원 이건우 연구위원, 이진면 연구위원

1. 연구목적
○○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해양산업의 위상과 다른 산업과의 연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함으
로써 향후 해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해양산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해양산업 분류체계 설정 및 해양산업 중심의 산업연관표 작성
－－ 해양산업 중장기 발전전망
－－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분석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조사와 해외 현지출장 조사, 국내외 전문가 자문, 해양기업체와의 워킹그룹 운영,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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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연관표와 기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해양경제 지표를 추정함에 있어서 한국
은행 등의 국민계정 통계담당자에게 자문 청취
－－ 국내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서 해양산업 발전 전략과 실행
계획에 관한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개별 면담, 워크숍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개발을 통해 제시될 해양산업 분류체계와 산업연관표, 그리고 그 추계방법
및 분석기법 등은 정책수립의 기초정보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실제 활용을 전제로 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 해양산업의 총산출액(2008년 기준)은 127조 6,277억 원으로, 전산업 산출액의
약 4.66%를 차지함
－－ 해양산업의 부가가치액은 약 34조 5,283억 원으로 2008년 전산업 부가가치인
1,008조 7,875억 원의 3.42%를 차지하며 산출액 대비 부가가치율은 27.06%
로, 산업 전체의 36.81%에 비해 크게 떨어짐
－－ 해양산업의 2008년도 수출액은 89조 원, 수입액은 61조 원으로, 약 28조 원(미
화 약 245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 해양산업의 취업자 수는 약 79만 7천명으로, 전산업 취업자 1,920만 명 대비 약
4.15%를 차지함
○○ 국내 해양산업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 2008년 한 해 동안 해양산업에 대한 최종 수요에 의해 타 산업에서 유발된 생산
을 수요유도형 모형에 의해 추정한 결과, 경쟁수입형 분석에서는 109조 원, 비
경쟁수입형 분석에서는 75조 원으로 추정되어 2008년 해양산업의 직접적 생산
과 파급효과를 합한 총 생산유발효과는 209조~24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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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2008) >
경쟁수입형
분석
비경쟁수입형
분석

직접 효과

1.0000원

간접 효과

0.8111원

134조 3,541억 원
108조 9,789억 원

총 효과

1.8111원

243조 3,330억 원

직접 효과

1.0000원

134조 3,541억 원

간접 효과

0.5579원

74조 9,517억원

총 효과

1.5579원

209조 3,058억 원

－－ 2008년 해양산업의 연간 생산활동에 따른 타 부문에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경쟁수입형 분석을 바탕으로 할 때 34.2조 원, 비경쟁수입형 분석을 바탕으로
할 때 22.6조 원으로 추정됨
< 해양산업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2008) >
경쟁수입형
분석
비경쟁수입형
분석

직접 효과

37조 8,597얻 원

간접 효과

34조 1,898억 원

총 효과

72조 495억 원

직접 효과

37조 8,597억 원

간접 효과

22조 6,231억 원

총 효과

60조 4,828억 원

－－ 직접 창출한 부가가치와 타 부문에서 유발된 부가가치를 합한 해양산업의 총 부
가가치 유발효과는 경쟁수입형 분석에서는 72.5조 원, 비경쟁수입형 분석에서
는 60.5조 원으로 2008년 GDP 대비 7.14%와 6.00%에 해당함
< 해양산업의 GDP에 대한 비중(2008) >
구 분
경쟁수입형
분석
비경쟁수입형
분석

금액(억 원)

GDP 비중(%)

직접 창출 부가가치

37조 8,597억 원

3.75

유발 부가가치

34조 1,898억 원

3.39

총 부가가치 창출효과

72조 495억 원

7.14

직접 창출 부가가치

37조 8,597억 원

3.75

유발 부가가치

22조 6,231억 원

2.25

총 부가가치 창출효과

60조 4,828억 원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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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한 해 동안 해양산업의 생산활동이 타 부문에 유발한 취업자 수는 경쟁
수입형 분석에서는 55만 5,392명, 비경쟁수입형 분석에서는 42만 5,458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해양산업에 의한 총 취업자수는 해양산업에
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취업자수 91만 9,291명과 합하여 경쟁수입형 분석에서는
147만 4,683명, 비경쟁수입형 분석에서는 134만 4,749명으로 추정되고 이는
산업 전체 취업자 수 19,207,325명의 7.68%와 7.00%에 해당하는 것임
< 해양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2008) >
경쟁수입형
분석
비경쟁수입형
분석

직접 효과

91만 9,291명

간접 효과

55만 5,392명

총 효과

147만 4,683명

직접 효과

91만 9,291명

간접 효과

42만 5,458명

총 효과

134만 4,749명

○○ 해양산업 발전전망과 파급효과 분석
－－ 2020년을 기준으로 국제기구, 해외 전문기관의 리서치 및 전망 자료를 바탕으
로 각 산업의 미래 시장규모 예측치를 설정했으며, 세계 GDP (실질)성장률은
IMF와 미국 컨퍼런스보드의 예측치를 고려하여 2016년까지 3.5%, 이후 2020
년까지 2.7%로 가정
－－ 해양산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해저석유·가스 산업이며, 그 다음으로 수
산업, 해운산업, 해양관광,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업 순으로 나타남
－－ 향후 10년간 세계 해양산업은 GDP 성장률(3.2%)을 크게 웃도는 고성장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됨
－－ 산업별로 보면 기존산업 중 해저석유·가스산업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8.7%의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국내 해양산업의 위상을 전망하면 GDP 비중(직접 기여도)은 5.28%,
GDP 직·간접 기여도는 8% 이상, 2008~2020년 기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도는 7.56% 예상

392

수탁연구과제 10-096

2) 정책적 기여
○○ 해양 R&D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시장창출형 R&D 과제 도출, R&D 투자전략 수립, 국제 R&D 협력, 개방형 혁
신체제 조성 등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등
○○ 해양부문 국가계정체계 구축에 활용

3)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 해양산업의 중심의 산업연관표 작성으로 향후 R&D 투자 및 해양수산정책 시행
에 따른 파급효과 추정에 활용
○○ 경제적·산업적 측면
－－ 해양수산정책 및 해양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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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콘텐츠 위탁운영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김수엽 부연구위원
(Tel. 02-2105-2852, e-mail : dahn@kmi.re.kr)
내부연구자 : 이언경 전문연구원, 박문진 위촉전문연구원, 박일란 전문사무원, 반영길 위촉연구원,
김보경 위촉연구원

1. 연구목적
○○ 글로벌 물류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물류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물류정보도 그
내용과 범위가 다양해져 가고 있음
－－ 사회 각 분야에서 해운·항만·물류 관련 다양한 통계자료에 대한 요구 증가
○○ 한·중·일 물류정보 플랫폼 구축 및 물류정보 연계에 대한 DB자료의 보완 및 검증의
체계화 필요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해운항만분야의 다양한 통계자료 요구에 맞는 자료 생성 및 제공
○○ 한·중·일 물류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신규 콘텐츠 발굴 및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의 오류 수정, 자료의 최신 업데이트
○○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Help-Desk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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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해운·항만·물류 관련 관계자들의 통계자료 요구에 맞는 데이터 생성
및 제공, SP-IDC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관
리·운영하여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SP-IDC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6개 카테고리의 모든 콘텐츠 업데이트 및 오
류 개선
－－ 국제물류, 정책동향, 해운항만통계, 항만이용정보, 정보마당, SP-IDC 소개
○○ 국제물류 카테고리에 포함된 해운(국적/정기/벌크선사), 물류(글로벌 물류기업/글
로벌 터미널업체 등), 항만(우리나라/아시아/유럽 등)
－－ 각 카테고리를 구성하는 해당 업체들에게 필요한 정보 지속 업데이트
○○ Port-MIS를 통해 입력(수집)되는 해운항만통계 데이터의 검수·확정을 통해 이용
자들에게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항만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Port-MIS 민원인 신고 정보
를 바탕으로 신뢰성 높은 통계자료 생성 및 제공

2) 정책적 기여
○○ 해운·항만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 생성 및 관련 기업들의 정보를 지속적
으로 관리·운영함에 따른 관련 자료들의 DB화,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는 통계자료
및 정보제공을 통한 만족도 제고에 기여

3) 기대효과
○○ 신뢰성과 정확성 높은 해운·항만 통계자료 생성 및 정보제공에 따른 이용자 만족
도 향상
○○ 해운항만분야의 관련 자료의 지속적인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한 자료의 DB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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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항만건설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중 마리나 항만 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3.( 3개월)
연구책임자 : 심기섭 부연구위원
(Tel. 02- 2105- 2829, e-mail : kssim@kmi.re.kr)
내부연구자 : 조소희 위촉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마리나 항만 대상 사업들의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별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여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와 사업 추진에 소
요되는 정부 예산 등을 평가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대상 항만별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 대상 항만별 재무적 타당성(사업성) 분석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5개소
의 마리나 항만의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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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CVM법에 의한 사용가치법을 이용한 경제성 분석 결과 B/C값은 방아머리 1.15, 고
군산 1.17, 소호 2.93, 구산 2.02, 진하 3.18로 나타나 본 사업의 개발계획이 경제
적인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재무성 분석은 현금흐름기법을 이용하였고 분석 결과 B/C 값은 방아머리 0.13, 고
군산 0.13, 소호 0.18, 구산 0.11, 진하 0.10으로 재무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
석되었음
○○ 마리나 항만개발의 정책적 타당성을 위한 AHP 분석 결과 평가자별 ‘사업시행’대안
의 평점이 높게 나타나 5개소 마리나 항만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
가하였음

2) 정책적 기여
○○ 마리나 항만 대상 사업에 대해서 추진 전 객관적인 타당성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실
질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기여

3) 기대효과
○○ 복합마리나 항만 개발 등 마리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가의 역할 정립과 내수면을
포함한 전국적 차원의 레저활동 활성화 관련 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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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제심포지엄
개최업무 위탁사업
연 구 기 간 : 2011. 2. ~ 2011. 12.(11개월)
연구책임자 : 최재선 연구위원
(Tel. 02-2105-4901, e-mail : jschoi@kmi.re.kr)
내부연구자 : 박광서 부연구위원, 마창모 전문연구원, 조영일 전문연구원, 김민수 전문연구원,
안요한 전문연구원, 박문진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국내외 해양관련 전문가의 여수세계박람회 참여 확대와 공감대 확산
○○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해양관련 국제적인 이슈 발굴
○○ 해양관련 글로벌 리더를 초대하여 여수엑스포의 의미 재발견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해양 전문가, 일반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 해양 경제의 미래상을 보여주고 엑스포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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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해양을 둘러싼 전 지구적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해 총 4회에 이르는 국제심포지엄의 주제 및 세부 아이템 선정
○○ 심포지엄이 지향하는 학술과 정책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발표자와 토론자를 선
정·섭외하고, 발표 및 토론 자료 감수
○○ 심포지엄 본 행사에 참석하는 VIP 의전 수행 및 대외 보도자료 작성·배포
○○ 심포지엄 현장을 감독하고 조직위 관계자 및 PCO업체와의 유기적 협력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3월 국제심포지엄) 해양 플랜트 서비스 산업에 대해 국내 실태 및 문제점과 선진사
례 고찰 → 우리나라 집중 육성 필요분야 점검
○○ (5월 국제심포지엄) 최첨단 해양과학기술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해양 신
산업 발전 기반 파악 및 미래를 예측하고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 구현
○○ (9월 국제심포지엄) 해양도시, 해양을 통한 식량문제 해결, 해양쓰레기, 해양물류
등을 주요 세션으로 글로벌 오션 리더스 포럼 개최
○○ (11월 국제심포지엄) 국가적인 메가 이벤트인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여수를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부창출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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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2012년 5월부터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붐업(boom-up)에 기여
○○ 학술심포지엄 구성을 정규 세션과 특별 세션으로 구분함으로써 엑스포 주제를 구현
하는 한편, 지역 밀착형 주제로 시민의 참여도를 제고

3) 기대효과
○○ 정부정책 수립에 활용: 해양의 각 부문별 주요 사항들은 중장기 정부정책 수립에
활용
○○ 지역 개발 방향 수립: 각 도시별 해양도시 개발방향을 제시하여 지역 정책 활용
○○ 2012년 본 행사 준비: 2012년 국제심포지엄 본 행사에 앞서서 진행된 4건의 행사
를 본 행사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경험축적의 기회로 활용
○○ 참석자를 통한 엑스포 홍보: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한 국내외 석학들을 엑스포 홍보
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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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립형 녹색항만
구축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6.(6개월)
연구책임자 : 김우선 전문연구원
(Tel. 02-2105-2889, e-mail : firstkim@kmi.re.kr)
내부연구자 : 최상희 부연구위원, 이주호 전문연구원, 김근섭 전문연구원, 원승환 위촉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김환성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1. 연구목적
○○ 에너지 절감형 녹색항만 기술개발의 타당성 분석 및 종합연구계획 수립
－－ 기존 항만의 문제점 도출 및 대응방안 등 전략 수립
－－ 에너지 자립형 녹색항만 구축을 위한 방안(해양에너지, 항만 에너지절감 대안) 제시
－－ 본 사업 과제 제안: 세부과제 구성, 연구개발 추진체계, 본 사업 추진을 위한 RFP
작성
－－ 본 사업 타당성 분석: 정부 지원 타당성, 경제성 분석, 기술성-시의성-활용성 분
석, 사업화 가능성-정책제안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요소기술 및 세부과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도출
○○ 워크숍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 상설 전문가 참여기구를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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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과제 수행 시, 사업담당관 및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
○○ R&D사업 기획 및 경제성 분석 전문가를 포함하여 연구진 구성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항만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풍력, 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
으며, 국가 정책인 녹생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기존 항만구조물 활용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과제
－－ 방파제 접합형 풍력 발전 시스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 방파제 접합형 풍력 발전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 풍력타워-방파제 접합 및 보강 형식 개발
－－ 방파제 접합형 풍력 발전 시스템 최적 배치 기술 개발
－－ 방파제 접합형 풍력 발전 시스템 최적 시공 기술 개발 및 현장 검증
○○ 「항만수역시설 설치 신형식 해상풍력 콘크리트 지지 구조물 개발」 과제
－－ 지지 구조물 하중평가 기술 개발
－－ 모노타워형 콘크리트 지지 구조물 개발
－－ 중력식 콘크리트 지지 구조물 개발
－－ 콘크리트 지지구조 해저기초 지반 기술 개발
－－ 콘크리트 해상풍력 지지 구조물 실증단지 구축
○○ 「항만 경계 내 조력발전 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 과제
－－ 갑문식 항만을 이용한 조력발전 시스템 개발
－－ 감조식 항만을 이용한 조력발전 시스템 개발
○○ 「에너지 절감형 터미널 설계 및 평가기술 개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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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절감형 터미널 설계기술 개발
－－ 에너지 절감형 터미널 성능평가기술 개발
－－ 에너지 절감형 항만 환경평가기술 개발
○○ 「항만 자원 에너지 절감 핵심기술 개발」 과제
－－ 선박 육상전원공급기술 개발
－－ 전기식 터미널 이송차량 기술 개발
－－ 엔진 가변속 RTGC 제어 기술 개발

2) 정책적 기여
○○ 항만시설과 연계한 ‘기존 항만구조물 활용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항만수역시설 설
치 신형식 해상풍력 콘크리트지지 구조물 개발’, ‘항만 경계 내 조력발전 시스템 구
축 기술개발’, ‘항만시설물 이용 파력발전 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항만 설계 및 운
영과 연계한 ‘에너지 절감형 터미널 설계 및 평가기술 개발’, ‘항만 자원 에너지 절
감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청정에너지원 개발, 기술자립화, 생태 친화적 항만공
간 구축,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에 기여

3) 기대효과
○○ 항만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청정에너지, 특히 향후에도 고갈
가능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
○○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개발하여 항만에 적용하여, 항만의 환경
오염을 해결하고, 화석연료의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활용 체계를
구축
○○ 기후변화에 대응한 항만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저탄소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종합
적인 적응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 에너지 절감형 항만을 구축하기 위한 신개념 터미널 설계 및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항만의 유류비용 및 전기비용의 최소화, 항만 운영비용 감소, 친환경 항만 건설
－－ 항만 에너지 소비량을 기존 대비 20%, 항만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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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절감형 항만 운영장비 개발을 통해 유류를 사용하는 선박에너지원의 육상
전기에너지화 가능, 이송 차량의 전기에너지화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CO₂의 획
기적인 절감 및 이송차량의 소음 감소 등 친환경 항만 운영환경 구축
－－ 선박의 부두 접안 시 선박유류비의 50%, 엔진구동방식 이송차량 대비 운영비
50%, RTGC 연료비 35%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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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정책 국제교육
훈련사업(제2차년도)
연 구 기 간 : 2011. 2. ~ 2011. 11.(9개월)
연구책임자 : 윤진숙 연구위원
(Tel. 02-2105-2752, e-mail : jsyoon@kmi.re.kr)
내부연구자 : 백인기 전문연구원, 이슬기 연구원, 김미정 사무원, 윤성준 인턴
외부연구자 : 남정호 연구위원, 윤성순 부연구위원, 장원근 부연구위원
내 부 강 사 : 남정호 연구위원, 윤성순 부연구위원, 장원근 부연구위원
외 부 강 사 : 에릭 아들러 COBSEA 조정관, 쉐 시옹지 COMI 교수, 박광열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
이재영 국토해양부 사무관, 최종순 KBSI 부장, 서경석 KIMST 센터장, 황진환 동국대 교수,
이대균 여수EXPO조직위 과장, 김정화 여수EXPO조직위 사무관
전문통역사 : 김효정

1. 연구목적
○○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로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정책 성과를 이전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우호세력 확대에 목적이 있음
○○ 해양환경정책을 매개로 한 국제협력을 통해 역내 기여 확대 및 우호그룹 확대로 해양
분야 다자간 ODA사업 선도 기반 조성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국제기구 및 우리나라 해양환경분야 국제협력사업 추진기관의 추천을 받은 참가자
대상 해양환경 국제교육훈련 실시

2011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405

제5장 수탁용역사업

○○ 해양환경분야 국제적 트렌드와 선도적인 우리나라 해양환경정책 교육을 위한 해양
환경분야 국내외 전문가의 강의 및 체험활동
○○ 참가 각국의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워크숍을 통한 정보교류 및 참가국에 적합한 정
책 및 제도 도입 계기 마련
○○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 평가
○○ 한국 해양환경정책 개관 국영문 종합교재 발간 및 참가국에 배포
○○ 영문뉴스레터(KMI International News Bulletin) 웹 발송 등 지속적인 교류확대

2) 연구의 특징
○○ 우리나라 해양환경정책의 선도적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동아시
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가에 해양환경정책분야 국제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동 지역 해양환경정책 발전에 주도적인 기여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PEMSEA(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 UNEP/COBSEA(동아시아해역조정
기구) 등 국제기구 및 우리나라 해양환경분야 협력사업 기관의 추천을 받은 동아시
아·태평양지역 10개국 고위급 및 실무급 공무원 33명 참가
－－ 6박 7일 일정, 4박 5일 교육
－－ 고위급 과정: 8개국(말레이시아, 피지, 태국,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
아, 캄보디아) 고위급 공무원 16명
－－ 실무급 과정: 10개국(말레이시아, 피지, 태국,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솔로몬,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실무급 공무원 17명
○○ ‘각국의 해양환경관리 및 협력사업 구상’에 관한 워크숍 개최
－－ 고위급 과정 및 실무급 과정 모두 워크숍을 통해 각국 해양환경정책 및 향후 협
력사업에 관한 의견 교환
○○ KORDI, 시화호 조력발전소 등 국내 해양환경 관련 사이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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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한국문화체험
－－ COEX 아쿠아리움, 서울광장, 남산N타워 견학 등
○○ 연수교재 및 한국의 해양환경정책 개관 국영문판 제공
－－ 강의 자료집과 CD제공 및 연수 후 해양환경정책 개관 국영문판 배송

2) 정책적 기여
○○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해양수산분야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
－－ 우리나라가 피지 배타적경제수역 내 해저열수광상 광구탐사권 확보(2012.
11. 11)하는 데 기여(피지 토지광물자원부(Ministry of Lands and Mineral
Resources) 차관, 광물자원과 과장, 실무자 등이 교육에 참가)
－－ 솔로몬 주지사(Veke Anthony Kamutulaka)의 참여로 솔로몬 지역의 해외 어
항 건설 및 배후산업단지 조성에 긍정적 역할 수행
－－ 베트남 해양도서청(VASI) 부청장 및 실무진 참여를 통해 한·베트남 간 해양수
산 분야의 다각적 협력관계 강화
○○ 우리나라 해양환경정책 교육을 통한 해양분야 국제행사 홍보효과
－－ 2012여수EXPO 및 2012 동아시아 해양회의(EAS Congress) 적극적 홍보
－－ 2012여수EXPO 추진 KOICA 사업 중의 하나인 필리핀 귀마라스 사업 지원
－－ 한국 해양환경정책 개관 국영문 교재 개발 및 배포를 통한 국내외 홍보 강화

3) 기대효과
○○ 동남아시아 및 남태평양 지역 해양환경정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 강화
○○ 해양환경정책 관련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해양환경산업 및 해양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원활한 진출 여건 조성
－－ 국내 원양어업의 솔로몬 마린파크 진출, 연안방재업체의 인도네시아 진출 타진
등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한 시너지효과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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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해수면 상승 사회·경제적
영향평가-해양활동 기반 시설 분야
연 구 기 간 : 2011. 3. ~ 2011. 9,(7개월)
연구책임자 : 육근형 부연구위원
(Tel. 02-2105-2757, e-mail : ykh690@kmi.re.kr)
내부연구자 : 신철오 전문연구원, 손규희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의 핵심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지정
항만(무역항과 연안항)을 중심으로 해당 시설의 현황과 설계기준 등을 기반으로 해수
면 상승에 따른 취약성을 평가하고 그 정책적 함의와 대응 방안을 도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항만 설계기준 검토를 통한 해수면 상승 대응 역량 분석
○○ 54개 국가항만(무역항 및 연안항) 계류시설, 외곽시설 설계기준 분석과 월류고 산
정치 비교
○○ 문헌 연구를 통한 해수면 상승 항만 대응비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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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항만시설의 대응역량을 월류고를 중심으로 살펴봤으
며, 향후 항만 재개발 등에 있어 대응 전략으로 활용 가능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총 29개 무역항 중 62%인 18개 항이 50년 후 해수면 상승률과 50년 빈도 해일이
발생할 때 월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
－－ 보령항, 여수항, 통영항, 군산내항, 인천항, 장항항, 군산외항, 옥포항, 삼천포
항 등의 월류고가 높게 분석되며, 특히 남해안에 위치한 여수항이나 옥포항, 삼
천포항은 상대적으로 폭풍 해일에 따른 직접적 영향 가능
－－ 제주항이나 서귀포항은 비록 해수면 상승률이 다른 해역에 비해 높은 해역에 위
치하나 기존 시설물의 마루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아 월류고 낮게 형성
－－ 주목할 부분은 설계 기준에 적용하는 해일고와 해수면 상승 예측분의 차이로,
100년 빈도와 50년 빈도 폭풍 해일고의 차는 평균 20.9㎝인 반면, 향후 50년간
해수면 상승은 약 10.5㎝(기준 상승 추세 적용 시)로 예측되어 절반 수준
○○ 25개 연안항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50년 후 월류고를 산정한 결과 68%인 17개
연안항에서 월류 가능
－－ 50년 빈도의 해일을 기준으로 한 결과 남해 화흥포항 138㎝, 갈두항 124.2㎝,
서해 송공항 118.0㎝, 남해 신마항 100.8㎝ 등에서 1m 이상에 달하는 월류고 발
생 가능
○○ 외곽 시설인 방파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해일고를 포함한 해수면
높이와 시설물의 높이를 비교한 결과 월류 가능성은 계류시설과 유사한 양상
○○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항만 시설의 영향을 검토하고 해석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주의 필요
－－ 해수면 상승 예측치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기존의 상승치를 미래 추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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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경우 해수면 상승이 항만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님
－－ 해수면 상승보다는 해일의 발생빈도의 변경에 따라 시설의 구조물 높이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음
－－ 항만의 내구연한과 항만 시설에 위협적일 수 있는 해수면 상승이 발생할 수 있
는 시간적 규모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
○○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항만의 대응 비용은 주로 선석과 지반을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
여 약 1m 높이는 비용을 고려
○○ 이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악화가 발생하는 경우 항만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
되고 이에 따라 항만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에 따른 비
용에 포함 가능

2) 정책적 기여
○○ 해수면 상승에 대한 항만 시설물의 취약성을 검토하고 향후 항만 시설물의 대응 전
략 수립에 있어 고려할 사항과 방향을 제시

3) 기대효과
○○ 국가 항만을 중심으로 50년 후 기준으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항만의 월류고를 검토
한 결과, 향후 항만 재개발 등에 있어 해수면 상승 대응 전략을 제시
○○ 항만 시설의 설계에 포함되는 여러 요인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해수면 상승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이 결과 항만에서는 해수면 상승은 물론 해일고,
시설물의 내구연한 등에 대한 고려가 함께 중요한 것으로 분석
－－ 항만 시설물의 대응 전략과 같은 적응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기
본적인 근거가 되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결과 또는 가능한 해
수면 상승 시나리오 설정 필요
－－ 항만의 내구연한과 항만의 규모 및 물동량을 고려하여 가능한 피해 규모를 시나
리오별로 계산하고 비용효과를 고려한 대응대책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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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교통물류
협력방안 연구 (3차)
연 구 기 간 : 2011. 3. ~ 2011. 12.(10개월)
연구책임자 : 이성우 연구위원
(Tel. 02-2105-2830, e-mail : waterfrong@kmi.re.kr)
내부연구자 : 김찬호 부연구위원, 송주미 전문연구원, 김홍매 전문연구원, 오연선 연구원

1. 연구목적
○○ 거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동북아 경제권의 교역구조가 빠르
게 변화, 한·중·일 3국 간 교역구조가 재편
－－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2006년~2010년 한·중·일 삼국의 교역규모는 세계 교역규
모의 성장속도보다 약 2배 빠른 연평균 10.1%의 증가율 기록
○○ 세계 교역시장 점유율과 3국 간 교역의 증대 등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
－－ 한·중·일 삼국 간 교역규모는 2006년 4,041억 달러에서 2010년 5,775억 달러로
연평균 13.5% 증가
○○ 이에 우리나라는 2006년에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창설을 주도하였고,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는 2008년 2차, 2010년 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2006년 1차 회의 시 ‘불합리한 물류관련 제도와 시스템 개선’ 등 12개 실천과제를
채택하였고,
－－ 2008년 2차 회의에서는 실천과제 추진을 위한 공동 워킹그룹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 2010년 3차 회의에서는 각국 주도과제별로 현황 및 협력방안에 관한 공동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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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회의에 제출된 보고서 중 우리나라 주도과제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한 후속 이행조
치를 통한 제4차 장관회의 준비가 필요함
－－ 이에 우리나라 주도과제인 실천과제 1의 ‘불합리한 물류관련 제도와 시스템 개선’에
서 제안된 3개 사업에 대한 후속 이행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한·중·일 재활용 팔레트 공동사용 연구
○○ 한·중·일 물류기업 투자가이드 북 작성
○○ 한·중·일 삼국 간 물류공동연구 수행지침 작성
○○ 한·중·일 국제물류 관계자 대상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구축을 위한 한·중·일 교통물류 협력방안 제안에
초점을 둔 연구로, 관련 법제도 연구와 관계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동북아 물류시장은 삼국 경제활동의 기본이자 활성화의 근본이 되는 요소이며, 향
후 경제 통합 시 선결 추진되어야 하는 분야임
○○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주도 과제별로 한중일 삼국 간에 향후 협력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세부과제를 마련
－－ 의제 1인 “불합리한 물류관련 제도와 시스템 및 해외진출 시 문제점 개선”에서
는 한중일 삼국 간 재활용 팔레트(Returnable Pallet) 공동 사용, 한중일 투자
가이드북 작성 등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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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삼국 간 재활용 팔레트 공동사용 증진방안은 삼국 간 렌탈 팔레트 반
환시스템 구축, 재활용 팔레트 인증제 도입, 한중일 삼국 팔레트 실태조사 실
시 등을 제안하여 향후 장관회의 추진 계획안을 도출할 예정
• 한중일 투자가이드북 작성은 역내 물류기업들의 삼국 물류분야별 시장에 진
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할 예정이며, 한국의 초안을 토대로 중국, 일본 등
에 제안하여 4차 장관회의시 작성 및 배포할 예정임
－－ 의제 8인 “상호 교류, 협력, 공동연구 추진”에서는 타 과제에서 발굴된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협력방안으로 공동연구 수행지침 마련에 대한 세부 제안
사항을 연구하여 추진 안을 제4차 장관회의 시 제안할 예정임
－－ 의제 12인 “ASEAN과 협력가능성 모색”에서는 Unit-load스쿨 공동추진에 대
한 제안과 함께 중일과 추진 가능한 ‘아세안+3’ 협력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를 제안함
○○ 우리나라가 추진한 4대 의제 중 차기 장관회의 시 종료가 예상되는 의제에 대해 신
규 사업 제안
－－ 최근 글로벌 물류시장 동향과 삼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녹색해운 실용화
협력, 북극해 항로 상용화 협력, 한중일 삼국 물류 비즈니스 플랫폼 마련 등 신
규 제안 사업의 구체화 및 시장 니즈 조사 제안
○○ 한·중·일 삼국 회의 시 참관국으로서 러시아의 참여 검토를 제안
－－ 물류측면에서 극동러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부상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삼국 물
류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 한·중·일·러 간 복합운송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협력사항 발생으로 러시아의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에 참관국으로 우선 참여를 하고 상호 의견 조율을 통
해 한·중·일·러 물류장관회의로 승격시키는 방안 강구가 필요

2) 정책적 기여
○○ 4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준비를 위한 대응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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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중·일 및 ASEAN과의 경
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물류기업의 아시아 지역 진출의 기반조성 및 진입장
벽 완화를 통하여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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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3. ~ 2011. 12.(10개월)
연구책임자 : 김형근 연구위원
(Tel. 02-2105-2825, e-mail : hgkim@kmi.re.kr)
내부연구자 : 김범중 연구위원, 심기섭 부연구위원, 이종필 부연구위원, 하태영 전문연구원, 김근섭 전문
연구원, 전형모 전문연구원, 김정현 연구원, 정경선 연구원, 이주원 연구원

1. 연구목적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관련 문제점 분석 및 재원조달 방안, 체계적 추진
체계 구성 방안 검토
－－ 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및 재투자재원 확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 설
치 방안 제시
－－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문제점 분석 및 전담기구 설립과 운영 방안 모색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상의 대상항만 여건 분석
○○ 국내외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개발 사례 분석
○○ 재원조달 대안 및 국내 기금설치 사례 조사
○○ 기금 및 관련기관 전문가 자문회의

2011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415

제5장 수탁용역사업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현재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산 확보 및 추진방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의
가 있으며, 기존 연구들과 달리 재원조달 및 전담기구 설립의 측면에서 해결방법 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개발사업의 재원조달 체계 및 문제점 분석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개발에 있어 중앙정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재원조달을 위한 예산지원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
－－ 근본적으로 항만재개발과 마리나항만 개발에 대한 중앙정부 관련 기관의 인식부
족과 개발지역 주민의 사업필요성에 대한 의식 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미 수립된 사업별 기본계획의 체계적 시행 곤란
○○ 재원조달 대안으로서의 기금설치 검토
－－ 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대안으로 공적 재원인 예산(일반, 특별), 국채 및 기
금 등의 방안을 고려한 결과, 공공성, 자금운용의 안정성, 균형성 및 효율성의
기준에서 기금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
－－ 하지만 신규 기금(가칭‘항만공간 재창조기금’) 설치의 실현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의 설치방안을 분석한 결과, 사업 중요성을 부각시켜 정부
출연금과 부담금 부과의 당위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전담기구의 설립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 (가칭)항만지역발전 전담기구의 설립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공사설립은 현
행 행정체계상 많은 필수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추진
－－ (가칭)항만지역발전 전담기구의 공사 설립을 가정하고 사업수익성을 분석한 결
과 수익성이 매우 낮고, 재정자립도도 항만개발사업은 0.53, 항만마리나사업은
0.16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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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현행 수입구조로는 전담기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운영하
기는 어려우며, 반드시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 병행 필요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 항만재개발사업의 단기적 활성화 방안으로는 「항만법」의 비용보조 조항의 명확
화와 비용보조 항목의 상세화를 통한 사업활성화 지원
－－ 또한 장기적 차원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운영하
고 개발사업을 전담할 기구 설립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경우, 재무적 타당성 및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정부기관
이나 공공부문이 주도하되 사업성을 높이는 개발방향으로 민간자본 참여를 위주
로 개발 필요

2) 정책적 기여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법·제도의 개정
－－ 「항만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제시: 관련 「국
유재산법」, 「도시개발법」 등과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사업 개선 항목 추가 신설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의 대상지역 및 개발시기에 대한 재검토 방향 제시

3) 기대효과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추진 여건 개선
－－ 역매각 차용방식, 토지가격 재산정, 토지은행 방식, 토지교환 방식 등 외국에서
주로 시행한 다양한 토지 매입 및 임대 방식, 세제지원 사례 등을 제안하여 개발
유인 및 지원정책 대안 제시
○○ 민간의 투자리스크 완화를 통한 개발사업의 활성화
－－ 민간투자 대상시설의 분양성 제고 및 개발부지 제한 완화로 수익률 제고
－－ 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항만지역의 경제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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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LA 총회 상징조형물
설치 및 전략마련 기본조사
연 구 기 간 : 2011. 3. ~ 2011. 11.(8개월)
연구책임자 : 전형진 부연구위원
(Tel. 02-2105-2790, e-mail : chun@kmi.re.kr)
내부연구자 : 박용안 연구위원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2018 IALA 총회 개최를 위한 상징조형물 설치와 추진전략을 마
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본 연구는 중국, 남아공 등 기존 개최국의 상징조형물 설치사례와 총회 개최의 준비
사항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IALA 총회 개최에 대한 국제행사 계획서를 마련하고, 나아가 2018년 IALA 총회
개최의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정부, 항로표지사업자,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 등 관련단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
로 IALA 총회 상징조형물 설치와 총회 개최의 타당성에 대한 추진방향 도출
○○ 중국, 남아공, 스페인 기존 총회 개최국의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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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항로표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및 자문회의 시행
○○ 총회 개최의 타당성 분석 및 국제행사유치 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존 국제행사 개최
기관의 면담조사 시행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2018년 IALA 총회 개최 및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해 중국, 남아공 등 기
존 개최국 사례와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을 반영하여 2018 IALA 총회 개최와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중국, 남아공 기존 개최국 사례를 볼 때 IALA 총회 개최는 시기상 5월 말, 개최기
간은 7일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총회 개최에 따른 행사계획이나 이벤트는 기존
사례를 참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
○○ 또한 국내 타 국제행사의 유치계획서를 벤치마킹하여 IALA 총회 개최를 위한 국제
행사 유치계획서를 마련하고, 2018년 IALA 총회 개최의 수지분석 결과 적자가 발
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IALA 총회 개최전략을 수립하여 우리나라의 항로표지 및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와
용품 등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나아가 항로표지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과 기준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음
○○ 구체적으로 IALA 총회 개최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안하고, 상징조형물 설치
를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안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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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2018 IALA 총회 개최 및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한 국가 및 관련 기관을 준비사항
및 대책을 마련

3) 기대효과
○○ IALA 총회 개최전략을 수립하여 우리나라의 항로표지 관련 기술,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와 용품 등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항로표지 관련기술
에 대한 국제표준과 기준을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IALA 총회 개최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한 기
본조사를 실시하여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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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전략 품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연구-10대 전략품목과 주요 수출시장
연 구 기 간 : 2011. 3. ~ 2011. 10.(7개월)
연구책임자 : 홍현표 연구위원
(Tel. 02-2105-2884, e-mail : hphong@hanmail.net)
내부연구자 : 장홍석 부연구위원, 마창모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산분야의 향후 수출증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신
시장 개척 및 수출전략 품목 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대책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
의 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료 수집을 통한 통계분석, 수산물 수
출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법, 주요 수출 상대국에 대한 현지 조사, 자문위
원 회의 등을 수행

2) 연구의 특징
○○ 현실성: 동 연구는 모든 수산품목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1차 연도를 통해 도출된 8
대 품목을 전략적으로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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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접근성: 따라서 동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산업 관할 부처의 수출 증진과 관련하
여 접근성이 높음
○○ 현장성: 동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 업자를 대상으로 델파이법을 사용하
여 현장성을 높임
<수산물 수출확대 방안(2차 연도) 도출을 위한 연구 추진체계>

국내 생산통계 이용
정량적 분석

무역협회 통계 이용
해당 국가의 교역 생산 통계 이용

정성적 분석

수출시장
확대 방안
도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주요 8대 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수출 상대국의 시장 동향 등을 접목한 결과 주요
수출 상대국을 그룹핑 할 수 있었음
○○ 8대 품목의 수출 전망, 제약조건, 대책: 아래 표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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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품목의 수출전망, 제약조건, 대책 요약>
품목

수출전망

수출제약조건

수출대책

다랑어

전망: 밝음
통조림 수요 확대
횟감 시장
- 일본: 성숙기
- 기타국: 성장기

자원관리 강화
어선 비용 상승(유가)
최종판매 약함

국제기구 협력 강화
연안국 협력 강화
유럽·중국 마케팅
일본 소매시장 직판

김

전망: 밝음
상대적 안정 공급
품질 경쟁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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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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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넙치

전망: 밝음
넙치=제주 이미지
상대적 안정 공급
강력한 생산 경쟁우위

대일 수출 의존
상품 단일화(활넙치)
엔화 환율 변동 민감
장거리 운송 한계

장거리 운송 기술 개발
신상품(넙치육, 고급어묵)
활어 운송차량 구입 지원
넙치 클러스터 지원

전복

전망: 밝음
상대적 안정 공급
국내 생산 급증
거대 중국시장 존재

대일 수출 의존
상품 단일화(활전복)
엔화 환율 변동 민감
장거리 운송 한계

수출시장 저변 확대
물류거점센터 설립
산지 집하장 설립
신시장 개척(중국, 중화권)
신상품 개발(건전복, 죽)

전망: 밝지 않음
상대적 안정 공급
세계적 소비 품목
현재 수출 격감

대일
엔화
검역
생굴

위생
대일
갯벌
생굴

전망: 밝음
중국의 원료 수요 증가
세계적 수요 확대
가공 원료 적격

거대 내수 시장 존재
원양산의 어획 변동 큼
어선 조업 비용 증가

남미 자원국과 협력 강화
고차가공품 기술 개발
저비용 체제(LED 등)
상품 시장 개발(미국/유럽)
신상품(연육, 부산물 이용)

전망: 보통
엔화 상승 호기

대일 수출 의존 심함
자원관리: 생산증대 난관
엔화 변동에 민감

수출상대국 다변화
저차원료→고차상품화
신 시장 개척(유럽 등)
중화권 공략

전망: 가능성 높음
중화권 수요 높음

자연산 의존
내수: 단일품목 부재
가공기술 취약
품질 관리 취약

공통: 양식기술 개발
- 수출목적 대량생산
해삼: 건조 기술 개발
성게: 대일수출
- 품질확보
- 상품화(포장 등)

굴

오징어

게살

해삼

수출 의존
환율 변동 민감
위생에 약함
위주의 수출

안전 확보-품질 개선
수출 확대 + 유럽 시장 진출
활용
이외 가공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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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 상대국 그룹핑 결과>
횟감
통조림용

원료용
활어
활어

활어

원료용

찜용
건전복

활어

○○ 수산물 수출전략의 기본방향: 수출 패러다임의 전환
－－ 문제점: 국가별 수산물 시장 정보의 부족, 수출국가의 편중화, 수산물 수출 기반
취약, 해외 유통 장악력 부족, 신상품 개발 및 지원 한계,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의 비탄력성
<수산물 수출 패러다임의 전환과 요구되는 정책>

－－ 능동적 수출 지향: Pull형 전략
－－ 수산식품 및 산업재 수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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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문화와의 접목 및 농수산식품 연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방식 다변화
○○ 세부 수출 전략
－－ 맞춤형 수출: 권역별 수출 전략 수립, 수출과정의 밀착형 정책 지원, 국제통상협
력의 강화
－－ 수출 대비 가공형 수산업의 육성: 국내 수산물 공급 기반의 강화, 수출 기업의
구조 재편, 상품 경쟁력 강화
－－ 해외 마케팅 다변화: 수산물과 문화 연계 마케팅, 해외 유통망 확보, 지원 체계
의 정비
<세부 3대 전략을 통한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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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출 목표에 기여
○○ 수산업의 국가 경제 공헌도(GDP 대비 수산업의 비중)에 기여
○○ FTA에서의 수산물 경쟁력 제고

3) 기대효과
○○ 전략적·지역적 수산물 수출 제고
○○ 수출 분야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선진화를 통한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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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어촌자원조사
사업 공동조사연구
연 구 기 간 : 2011. 3. ~ 2011. 12.(10개월)
연구책임자 : 이승우 연구위원
(Tel. 02-2105-4972, e-mail : swlee@kmi.re.kr)
내부연구자 : 박상우 전문연구원, 김봉태 전문연구원, 고민규 연구원

1. 연구목적
○○ 연안의 중요한 공간인 어촌과 바다의 자원을 조사하여, 이러한 자원의 특성에 따른 유
형별 어촌개발모델을 도출함으로써 어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행정 읍·면·동 단위로 어촌마을별 인구, 소득 등 수산업 기초조사
－－ 관련기관의 기 조사된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통계청 통계자료 활용 분석
－－ 어촌계 및 마을 단위 병행 조사
○○ 마을별 고유의 유무형의 어촌 잠재자원의 총 조사
－－ 어메니티 자원도, 해양포털, 환경지리정보, 문화관광 정보시스템, 향토자원조사 등
－－ 타 기관 구축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조사
○○ 어촌 지역에 정부지원 사업으로 건립된 수산시설의 활용실태
－－ ‘전국 어촌어항발전’ 등의 기존 자료를 참고한 문헌조사 실시

2011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427

제5장 수탁용역사업

○○ 정부기관에서 기 조사 발표한 자료 등의 어촌 자원 분석
－－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연안관리계획,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등
○○ 전국 어촌지역의 현장답사 시행
－－ 현지조사를 통한 자원의 위치 및 특성파악
－－ 수산 관련 시설의 실태조사 실시

2) 연구의 특징
○○ 어촌자원조사 시범대상지를 선정하여 기존의 어촌과 바다 자원의 2차 통계자료가
아닌 현지조사를 통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을 조사함으로써 어촌개발 차별화를
유도
○○ 어촌 자원조사 시범대상지의 현지 조사를 통한 자원의 위치 정보를 조사하여 수록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문헌 및 통계 자료 조사
－－ 어촌 마을별 인구, 소득, 수산물 생산 및 판매량 등 수산업 기초조사
－－ 동서남해안발전계획, 관광계획, 국토이용계획 등 상위지역 개발계획 조사
－－ 기 시행, 시행중, 시행계획에 있는 어촌 지역 개발사업 현황 및 실태 조사
－－ 마을별로 고유하고 독특하여 관광 자원화가 가능한 유무형의 어촌 잠재자원 총
조사
－－ 어촌 지역에 정부지원 사업으로 건립된 수산 시설의 활용 실태
－－ 정부기관에서 기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 중 어촌 자원 분석
－－ 76개 시·군·구, 512개 읍·면·동 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서비스 실태조사
및 분석
－－ 문화, 복지, 의료, 교통, 교육, 정보화 등 시설 위주로 조사 분석
○○ 전국연안지역 76개 시, 군, 구 405개 읍, 면, 동에 대한 총괄 조사 보고서 작성
－－ 어촌마을별 인구, 소득, 수산물 생산 및 판매량 등 수산업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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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마을의 독특한 인문, 역사, 문화, 자연 등 유·무형 자원 총 조사
－－ 어촌지역에 정부지원 사업으로 건립된 수산 시설의 활용실태
－－ 전국 어촌 지역마을에 대한 유형분류
○○ 시범(PILOT)현장 조사
－－ 어촌 마을별 인구, 소득, 수산물 생산 및 판매량 등 수산업 기초조사
－－ 마을별로 고유하고 독특하여 관광 자원화가 가능한 어촌 관광자원 조사
－－ 정부기관에서 기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 중 어촌 자원 분석
－－ 어촌지역에 건립된 수산시설의 활용 실태 조사 및 효율적인 활용 방안 제시
－－ 지역별 맞춤형 어촌 관광모델 개발 등 새로운 어촌지역 개발 방향 제시
구분

시행 기관

조사 지역

공사시행
(남해안)

한국농어촌공사

남해, 고성, 완도, 고흥

한국어촌어항협회

고성, 영덕, 양양, 경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안, 태안, 당진, 고창

공동연구
(동,서해안)

○○ 지역별 맞춤형 어촌 관광모델 개발 등 어촌 지역개발 방향 제시
－－ 전체적인 어촌 지역개발 모델 구상 제시(계획도 첨부된 사업계획서)
－－ 시범현장 조사 지역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동, 서, 남해안 시범조사 지역에 대한 어촌 관광모델 등 구상 제시
○○ 수산사업으로 건립된 공공 유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 제시

2) 정책적 기여
○○ 어촌의 잠재력 분석과 어촌 지역개발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어촌
마을별 유형화 분석, 맞춤형 어촌 관광 등 어촌지역 개발정책 방향 수립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어촌 잠재자원의 유효·적절한 개발을 통하여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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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모델 등 다양한 어촌지역 개발모델을 발굴
○○ 시범지역에 대한 모델 개발 등 타당성을 입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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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 품종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III)
연 구 기 간 : 2011. 3. ~ 2011. 12.(9개월)
연구책임자 : 박수진 부연구위원
(Tel. 02-2105-2795, e-mail : forest21@kmi.re.kr)
내부연구자 : 이원갑 연구위원, 장정인 전문연구원, 이미영 위촉연구원

1. 연구목적
○○ 2002년 1월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후 10
년이 되는 2012년부터는 수산식물을 포함한 모든 식물종자에 대한 품종보호제도를 시
행할 의무가 있음
○○ 정부는 수산식물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종자산업법」 및
하위법령, 관련 고시 등을 정비해 오고 있음
○○ 본 연구의 국립종자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품종보호제도 관련 규정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정책적·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수산식물 품종보호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국립수산과학원이 수산식물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하여, 품종심사, 재배시험, 유통종자 분쟁 대비시험 등 세부 운영규정에 관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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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수신식물 종자와 관련된 각종 논문 및 연구보고서, 정부기관 발행 정책자료, 외국
의 각종 문헌정보 및 인터넷 정보 등을 수집·활용
○○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종자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등 관련 정책
담당자와 업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 병행
○○ 수산식물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해조류 양식업 종사자의 인식 정도
○○ 일본, 중국 품종보호제도의 세부운영절차 및 현황 분석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2012년 수산식물 분야 품종보호제도의 시행에 대비한 세부규정을 마련
하기 위한 연구로서, 국내외 사례 및 규정분석을 통해 수산식물 품종보호제도 시행
을 위한 고시, 지침, 예규 제정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현행 품종보호제도 관련 규정 분석
－－ 우리나라의 품종보호제도는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중심으
로 운영되고 있으며, 품종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고시와 예규 등의 형태로 규율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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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국립종자원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각각의 고시와 예규 등을 통하여 「종
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다루
고 있음
○○ 일본과 중국의 품종심사 및 종묘관리
－－ 일본의 수산식물 품종보호 관련 조직 운영현황과 일본의 「등록품종출원심사요
령」의 체계 및 주요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중국의 경우는 농업부문, 임업부문으로 ‘이원화된 품종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
음. 중국의 수산식물 분야 연구 및 생산현황에 대해 살펴봄
○○ 수산식물 품종보호제도 운영규정 정비방향
－－ 2010년 5월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권한과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위탁되었으나, 세부적인 훈령,
예규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본 연구과제를 통해 수산식물의 특성을 반영한 1개의 고시, 6개의 예규 제
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 규정내용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수산식물 분야 품종보호제도 도입에 대한 사전연구
－－ 본 연구에서는 수산식물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해조류 양식업 종사자의 인식 정
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품종보호제도 도입영향에 관
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음

2) 정책적 기여
○○ 「종자시료량 고시」 제정에 연구결과 반영
－－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2-1호(2012.1.19)
○○ 「국립수산과학원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정안에 연구결과 반영
－－ 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76호에 반영(2012.1.12)
○○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실시요령」 제정안에 연구결과 반영
－－ 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77호에 반영(2012.1.12)
○○ 「국립수산과학원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대비시험 처리지침」 제정안에 연구결과 반영
－－ 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78호에 반영(20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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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정안에 연구결과 반영
－－ 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79호에 반영(2012.1.12)
○○ 「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제정안에 연구결과 반영
－－ 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80호에 반영(2012.1.12)

3) 기대효과
○○ 2012년 1월 수산식물 품종보호제도의 시행을 위한 출원품종심사, 재배시험 등 세부
절차 마련에 기여
○○ 우리나라 수산식물 품종보호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기반으로 활용될 것
으로 기대됨

434

수탁연구과제 11-015

해외 해운물류사업 대상
국가의 투자관련 제도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3. ~ 2011. 10.(7개월)
연구책임자 : 이성우 연구위원
(Tel. 02-2105-2830, e-mail : waterfront@kmi.re.kr)
내부연구자 : 김찬호 부연구위원, 송주미 전문연구원, 김홍매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진출 대상지역에 대한 법제도 관
련 정보를 제공
○○ 대상국가의 물류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제공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선행 연구 및 대상국 관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검색
○○ 대상국의 한국 주재 대사관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를 통한 최적의 연구 결과 도출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GLN(Global Logistics
Network)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에게 주요 진출 대상지역
의 물류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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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주요 거점으로 러시아, 중남미 페루, 아프리
카 케냐를 대상으로 물류관련 외국인투자제도 및 법률에 대해 분석
－－ 러시아는 외국인 투자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타 국가에 비해 외국인 투자에 대
한 우대사항이 별로 없음
－－ 그러나 항만개발 및 운영 등 대규모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개방도가 높음
－－ 페루의 경우 1999년 이후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함께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에 대해 매우 우호적임
－－ 아울러 한-페루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진출이 더욱 용이해 진 상황
－－ 케냐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국법제도를 준용하고 있으며, 외국투자에 대한 특별
우대조치가 없음
－－ 그렇기 때문에 물류분야에 대해서도 자국 자본이나 외국 자본에 대한 동동한 투
자 조건을 제시
○○ 러시아, 페루, 케냐 모두 외국자본에 대한 특별우대가 없이 자국 자본과 동등한 대
우를 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진출할 경우 로컬 물류기업과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물
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2) 정책적 기여
○○ 본 연구는 러시아, 페루, 케냐 등 3개국에 대한 물류관련 투자 법·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토해양부의 GLN구축사업의 목적에 부합

3) 기대효과
○○ 러시아, 페루, 케냐 등 3국의 물류관련 투자 법·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나라 물류기업의 이들 지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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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과제 11-016

2011년 수산물이력제
기반구축 및 확산 사업
연 구 기 간 : 2011. 3. ~ 2011. 12.(9.5개월)
연구책임자 : 주문배 연구위원
(Tel. 02-2105-2844, e-mail : mbjoo@kmi.re.kr)
내부연구자 : 이진희 연구원, 황규환 연구원, 정애주 연구원, 이헌동 전문연구원, 서보원 전문연구원,
정재호 연구원
외부연구자 : (주)환경과학기술 문인환 이사, 김태연 부장, 권규택 차장, 김진성 과장, 박민경 대리,
신현우 대리

1. 연구목적
○○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하여 2008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계속 사업으로 수산물이
력제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력추적관리품(이력제수산물)에 대
한 소비자의 이해 제고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으로 동 제도의 조기정착 기반을 마련함
－－ 대상품목·참여업체 확대, 정책홍보 및 수산물이력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등을 통한 수산물이력제의 효율적 확산을 추진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제1과제 수산물이력제 기반구축 및 확산 컨설팅
○○ 제2과제 수산물이력제 정책홍보
○○ 제3과제 수산물이력제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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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관리,감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사업수행 및 컨설팅>

(주)환경과학기술
(KESTI)
<이력정보시스템 운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
<등록업무>

KMI 위탁업체
<정책홍보>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사업내용

사후
관리

438

추진결과

등록업체
사후관리

○ 명절대비 현장점검 2회 실시
○ 현장실사 포함한 수시점검 137회

지원기기
사후관리

○ 이력조회용 키오스크 2대, 일체형 PC 2대, 라벨프린터 1대,
이력조회용 단말기 49대 점검실시

수탁연구과제 11-016

사업내용

추진결과

참여희망업체
컨설팅

등록
현황
확산
사업
교육
훈련

○ 총 167개 업체 컨설팅 실시

참여
업체

○ 총 1,321개 업체(생산 179개, 가공 99개, 유통 19개, 판매 1,024개)

참여
품목

○ 총 18개 품목(김, 건미역, 염장미역, 다시마, 넙치, 메기, 뱀장어, 참돔, 굴비, 멸치,
갈치, 옥돔, 전복, 굴, 바지락, 오징어, 꽃게, 새우)

설명회

○ 지역별 설명회 총 8회, 242명 참석

워크숍

○ 전문가 양성교육의 일환으로 개최(11. 17.~11. 18., 84명 참석)

기타

기반구축 및
성과평가연구

정책홍보

이력관리시스템

○ 이력관리체계 구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록심사 및 관리 지원
○ 참여업체 대상 지원사업 실시(57개 업체)
○
○
○
○
○
○
○

소비자 인지도 조사 실시: 26.8%
BSC 모델 구축을 통한 사업성과평가 실시
법/ 제도/ 시스템 간 괴리사항 해결을 위한 노력
품목별 가이드라인 보완 및 신규 작성
수산물이력제 참여신청 매뉴얼 작성 및 수정보완
국내외 식품이력추적제도 동향 분석
수산물이력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
○
○
○
○

전시회 참가(2회)
소식지 발간(한글판 5회, 영문판 1회)
카탈로그, 리플릿, 홍보물품 등 제작·배포
퀴즈이벤트(월1회)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 캐릭터 개발
KTX 영상광고(1.5개월), 인천공항철도 영상광고(1개월), 잡지광고(3개월),
라디오광고(3개월)
○ 마트프로모션(POP 전국 552개점 980개 설치, 이벤트 10개점 실시)
○ 온라인 프로모션(QR코드 개발, 이벤트 2회 실시)
○ 캠페인 확산(교육용 동영상 및 액티비티 4종 배포)
○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유지보수 포함)
○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 유통판매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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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수산물이력제의 국내외 동향 및 제도적 법률적 사업부문별 문제점 분석하여 해결방
안을 제시하고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기대효과
○○ 국가적 측면
－－ 푸른바다에서 식탁까지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력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생산·가공·유통·판매·소비자·수출입업체 모두에
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함
－－ 위와 같은 이력정보의 제공을 통한 양질의 수산물 공급가능함
－－ 수산물이력제 제도도입을 통한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원산지 위조방
지 가능함
－－ 제품의 품질관리를 유도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이 가능함
－－ 수산물 이력추적관리품에 대한 문제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상품회수를 통
해 사고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음
○○ 참여업체 측면
－－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
－－ 타사 또는 타제품과의 차별화(경쟁력 확보)를 통한 이익창출이 가능함
－－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입업체 간 유기적인 연결을 통한 안정적 판매망
확보가능함
－－ 건강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데이터 수집이 용이
하여 위험관리(risk management)가 가능함
－－ 자율적인 품질관리 유도를 통해 제품의 품질향상 및 효율적 재고관리가 가능함
－－ 리콜 및 후속 조치를 취하여 자사 브랜드를 보호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음
○○ 소비자 측면
－－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이력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안심 구매 가능
－－ 수산물이력추적관리품은 국산 수산물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원산지 관련 우려가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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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과제 11-017

포항 두호 리조트 마리나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연 구 기 간 : 2010. 11. ~ 2011. 10.(12개월)
연구책임자 : 김형근 연구위원
(Tel. 02-2105-2825, e-mail : hgkim@kmi.re.kr)
내부연구자 : 이종필 부연구위원, 김정현 연구원
외부연구자 : 예동수 이사, 이상민 이사, 서용태 회계사, 홍난희 회계사

1. 연구목적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법’)」에 의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제안서를 마리나법 규정에 의거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분석
－－ 제안서 내용 심층 검토 및 분석
－－ 관련 연구보고서 검토
○○ 출장조사
－－ 현지 경제여건 파악
－－ 적정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동태 분석
○○ 외부 전문기관 협동연구
－－ 재무성 및 적격성 분석 검토를 위한 회계법인 위탁
－－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문엔지니어링 기업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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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최초로 마리나시설에 대안 민간투자제안서를 검토함
○○ 향후 추가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의 기본 토대가 되는 연
구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
－－ 경제적 타당성 재분석 결과 B/C가 1.16으로 도출
○○ 재무적 타당성 확보
－－ 세전불변수익률이 5.98%로서 6%에 근접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
었음(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 재무적 할인율은 5.5%)
○○ VFM 분석결과 당초 안으로는 적격성을 확보하지 못함
○○ 민간투자실행대안을 도출함

2) 정책적 기여
○○ 최초의 마리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보고서 제공
○○ 마리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활성화

3) 기대효과
○○ 포항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요·보트 등 마리나이용을 위한 선박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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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과제 11-018

한·중 FTA 수산분야
영향 심층분석 - 2차연도
연 구 기 간 : 2011. 3. ~ 2011. 10.(8개월)
연구책임자 : 장홍석 부연구위원
(Tel. 02-2105-2904, e-mail : mindrock@hanmail.net)
내부연구자 : 김봉태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1차 연도의 민감품목 선정 결과에 따라서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의 도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기존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의 문헌조사, 기초 통계 조사분석, 정량분석(무역특화
지수, 현시비교우위, 부분균형모형), 델파이법(전문가 인터뷰 등)

2) 연구의 특징
○○ 동 연구는 수산분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 수산분야의 영향을 연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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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한국의 수산업 구조(규모)는 중국에 비해 절대적 열위에 있으며, 특히 어선어업의
경우에는 서해, 남해 등에서 동일어장 조업 및 동일어종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한·중 수산물 교역을 보더라도 한국은 절대적인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양국의 수산물 교역품의 경쟁력에서도 중국의 수산물이 TSI와 MCA를 기준으로 비
교우위에 있는 결과가 나왔음
○○ 이러한 생산·교역·경쟁력 구조 하에서 한·중 FTA 체결 시에 수산분야의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한·중 FTA 협상에서 수산분야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정책적 기여
○○ 한·중 FTA 협상에서 수산분야의 기초 자료로 제공되며, 수산분야의 협상 방향을
제시함
○○ 향후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마련에서 기초적인 피해 규모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

3) 기대효과
○○ 연구의 성격상 정책적 기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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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과제 11-020

바닷가 실태조사·지적현황
측량 및 관리유형 분류
연 구 기 간 : 2011. 4. ~ 2011. 11.(8개월)
연구책임자 : 신철오 전문연구원
(Tel. 02-2105-2819, e-mail : shin@kmi.re.kr)
내부연구자 : 박수진 부연구위원, 최희정 전문연구원, 정지호 연구원

1. 연구목적
○○ 바닷가 실태조사 및 평가 실행
－－ 2011년 해안선 조사 측량이 완료된 전라남도 2개 지자체(여수시, 광양시), 경상남도
3개 지자체(하동군, 남해군, 사천시) 연안을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바닷가(빈
지)에 대해 이용현황 실태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대상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전환’, ‘관리’, ‘보전’ 대상 바닷가로 유형 분류를 실시
－－ 지난 2010년도 바닷가 지적 현황조사·측량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라남도 3개 지자
체(보성군 일부, 고흥군 일부, 순천시)에서 도출된 ‘전환’ 바닷가를 대상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토지등록 대상 바닷가를 선정
○○ 바닷가 실태조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현실화 방안 제시
－－ 2010년 바닷가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불법매립 및 무단 점용·사용 현황 파악
－－ 체계적 정비와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및 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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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결합하여 체계적인 바닷가 분류작업 수행
－－ 지적현황측량 및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교육 실시
－－ 전문가 자문 및 AHP 분석을 통한 바닷가의 유형분류를 위한 정량평가 실시
○○ 토지·지적, 경제·산업, 국토 분야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현장 확인
－－ 정성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세부계획 수립
－－ 바닷가의 정밀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 및 활동방안 마련
－－ 정밀조사 실시 및 평가를 통해 토지등록 대상 바닷가 분류

2) 연구의 특징
○○ 기본적인 바닷가의 실태조사와 수량조사는 대한지적공사에서 수행
○○ 조사·측량된 지적정보를 바탕으로 토지전황 및 보전 바닷가를 구분하고 바닷가의
관리방안 마련하는 이원적 체계로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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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의 관리유형 구분은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바닷가의 특성과 가치에 따라
바닷가 관리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전환
바닷가’와 ‘보전바닷가’로 분류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전라남도의 고흥군, 보성군, 순천시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209개 바닷가에 대
해서 형성원인을 분류하여 도출된 토지전환대상 바닷가에 대하여 정성평가 실시
○○ 전남과 경남의 여수시, 광양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5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총
573개 바닷가를 대상으로 정량평가를 거쳐 82개의 전환유형 바닷가, 138개의 관리
유형 바닷가, 353개의 보전유형 바닷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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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범위 및 바닷가 유형 구분(면적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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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국유재산 관리 및 자산 확보 효과
－－ 바닷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일부 바닷가에 대해 국유재산 편입
○○ 보전 바닷가에 대해서 연안완충구역 설정을 위한 대상지 편입
－－ 자연해안선 보호를 위한 연안완충구역으로 활용 예정

3) 기대효과
○○ 엄정하고 체계적인 연안관리의 기반 마련
－－ 지적관련 정보가 구축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빈지’로 불리며 무분별한 개발과
점유·이용의 대상이었던 바닷가가 공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의 기반을 마련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연안완충구역 도입의 기초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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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수산업의 정책적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4. ~ 2011. 10.(6개월)
연구책임자 : 정명생 연구위원
(Tel. 02-2105-2847, e-mail : msjoung@kmi.re.kr)
내부연구자 : 엄선희 전문연구원, 임경희 전문연구원, 정명화 전문연구원, 이상건 위촉연구원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해 연근해 자원량 변동 등 어업분야에 많은 환경 변화가 진행
중인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어업분야 중장기 정책
과제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임
－－ 특히 수산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검토를 기초로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방
향, 농업 및 주요 수산국의 대응 사례 검토를 통해 수산부문의 기후변화 대응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기후변화에 대한 수산 분야의 영향에 대한 국내외 문헌자료 조사
○○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 부문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 면담 조사 및 어업인 의견 조사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수산 부문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난화 적응, 온실가스 흡수·감
축이라는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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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2012년-2015년, 2단계 2016-2020년, 3단계 2020년-2030년으로 설정함
○○ 더불어 수산 분야가 기후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하기 위해 법 제도의 정비, 연구개
발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인식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국제협력 강화라는
분야별 전략도 제시하고 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국내 수산업은 자원 감소, 어가와 어가인구 감소, 어업 부가가치의 상대적 비중 감
소로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 이러한 기후변화는 궁극적으로 수산업에 기회와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으
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수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
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수산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비전을 기후변화 대응을 선
도하는 수산업으로 정함
－－ 이러한 비전에 기초하여 기후변화 적응 능력 제고를 통한 수산물 수급 안정을
수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함
－－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은 적응·흡수·감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함

2) 정책적 기여
○○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 부문의 대응방안 모색 및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로드맵 제시

3) 기대효과
○○ 어업 분야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기후변화 적응 능력 제고를 통한 수산물의 안정적 수급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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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녹색선박산업
추진전략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3. ~ 2011. 12.(9개월)
연구책임자 : 임종관 연구위원
(Tel. 02-2105-2787, e-mail : jkrim@kmi.re.kr)
내부연구자 : 김태일 부연구위원, 이언경 전문연구원, 이주호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의 부속서 Ⅵ’이 NOx, SOx 등 대기오염물질과 CO2 등
온실가스 배출을 근원적으로 규제
－－ 선박의 불가피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감시 및 규제체제가 구축되었으
며, 이러한 규제의 각종 기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차세대 해운패러다임인 글로벌 녹색해운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제시하는 것
이 중요한 목적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IMO의 회의록 등 국제기구 동향 파악 등 문헌연구
○○ 선사 및 선주협회, 해운조합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 정부를 중심으로 녹색민간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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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우리 기술로 개발되는 녹색선박을 우리나라 선사들이 운항하여 세계 해운 및 조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해운·조선 종주국 대열’에 동참하기 위한 비전 수립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미래 녹색산업선박을 통한 국부 창출 실현’이란 비전을 수립하고, 기본목표는 ‘녹색
해운 선도에 의한 해운조선 산업의 지속성장 체제 마련’으로 설정
－－ 이러한 배경 하에 ‘녹색선박 건조 및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녹색해운 관리 및
운항체제 마련’, ‘글로벌 녹색해운조선 협력체제 구축’ 등 3대 전략을 수립
－－ 아울러 각 3대 추진전략 하에서 구체적인 10개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했음
○○ ‘녹색선박 건조 및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전략의 중점 추진과제
－－ 녹색선박 원천기술 확보체제 마련, 수요자 위주의 녹색선박 개발 및 상용화 체
제 마련, 녹색수리조선소 지정 및 녹색수리 능력 확보, 핵심 녹색기자재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 ‘녹색해운 관리 및 운항체제 마련’ 전략의 중점 추진과제
－－ 외·내항선사 녹색운항 실현전략 추진, 녹색운항 및 거래 체제 구축, 녹색선박
관련 전문인력 양성전략 마련 등
○○ ‘글로벌 녹색해운조선 협력체제 구축’ 전략의 중점 추진과제
－－ 대 개도국 해운조선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제질서 및 국제기준 주도전략 추진
등
○○ 이 같은 전략과 중점추진과제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예산, 조직 수요 제안

2) 정책적 기여
○○ 해운, 조선 및 기자재 등 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적
인 미래 산업의 새로운 동력 확보를 제안 및 IMO의 친환경 관련 국제적 논의 대응
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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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미래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적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효과 기대
○○ 기술적으로는 신개념 해운 및 조선(기자재 포함) 산업의 기술력 축적
○○ 외교적으로는 대 개도국 외교력 강화 및 선진국과의 대응적 위치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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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지역 양자협력 및
수산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4. ~ 2011. 12.(9개월)
연구책임자 : 홍현표 연구위원
(Tel. 02-2105-2884, e-mail : hphong@kmi.re.kr)
내부연구자 : 장홍석 부연구위원, 마창모 전문연구원, 한덕훈 위촉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남미지역 양자협력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확대 필요성과 남미지역 수산물 수출 및 현
지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 남미 최대 수산물 생산국인 페루와 최대 수산물 소비국으로 부상하는 브라질의 수산업
특성을 파악하여 협력 및 진출방안을 모색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조사 및 현장 사례분석 중심

2) 연구의 특징
○○ 한·페루 FTA 협정 발효(2011. 8.) 후 2년 이내에 동 FTA 협정문에 명시된 수산
협력약정 체결을 위한 수산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등의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사전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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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페루와의 수산협력 추진 전략으로 FAO 활용 수산인력 교육, APEC 활용 자원조사
및 환경관리, 미주개발은행 신탁기금 활용, 한·페루 수산협력위원회 운영, 수산인
력훈련센터마련, EU위생규정이행을 위한 수산시설 개선사업, 지역특성별 양식기
술 협력, 페루 어항 및 배후부지 개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한·중남미 수산포
럼 운영, 다 부문 협력체제 구축 및 운용, 신협력모델 ‘패키지딜’을 통한 진출 등 도출
○○ 브라질과의 수산협력사업 추진전략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브라질 공급력 확대에
초점을 두고 한·브라질 수산협력 공동위원회 운영, 어업기술교육을 통한 입어권
확보, 아마존 강 활용 내수면 양식산업 진출, 어선어구 현대화 사업을 통한 수산연
관산업 진출 등 도출

2) 정책적 기여
○○ 한·페루 FTA 체결 이후 수산부문 약정체결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
○○ 남미 수산업 관련 정보의 확보를 통한 남미지역 ODA 사업 및 해외진출 사업의 기
초자료로 활용

3) 기대효과
○○ 남미 수산업 실태 및 관련분야 현안 등에 대한 기초적 연구결과의 확보
○○ 수산분야 대 남미 진출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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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 총조사
연 구 기 간 : 2011. 4. ~ 2011. 11.(7개월)
연구책임자 : 홍현표 연구위원
(Tel. 02-2105-2884, e-mail : hphong@kmi.re.kr)
내부연구자 : 장홍석 부연구위원, 마창모 전문연구원, 한덕훈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질의 통계정보 필요
○○ 국내외적으로 FTA 체결, 조업규제 및 쿼터상실, 해외진출국의 투자 정책변화 등 다양
한 여건변화 대응을 위한 신뢰성 높은 통계 필요
○○ 원양산업발전법에 정의된 원양산업 내 업종별 생산 및 경영활동에 관한 본조사를 실시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결과 제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2011년 원양산업 총조사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유한 모집단인 원양어업 단독 사업
자와 신고 대상인 합작 사업자에 대해서 생산통계와 경영통계 모두를 조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함
－－ 그러나 해외법인인 합작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0년 기초조사에 비해 경영조사
항목을 필수항목으로 간추려 설문 응답률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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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인 원양어업 관련 사업자의 경우에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사항과
생산통계에 대해서만 설문을 구성함
－－ 이외에 협력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 교민 수산기업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구축
의 차원에서 기초사항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DB화가 가능하도록 함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에 기초조사를 실시한 한국해양수
산개발원과 업계의 협조가 가장 원활한 원양산업진출센터가 공동연구를 실시하였
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부경대학교와 한국통계진흥원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
으로 조사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원양어업 사업체별 종사자 수, 연간급여액, 생산량과 생산금액을 제시함
○○ 사업체별 경영통계분석을 통해 총자산 및 총부채 규모, 연간매출액 규모, 유형자산
규모,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등 제시
○○ 원양어업 어선별 일반현황, 어로원가, 임금 및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제시하고,
규모별 경영분석 결과를 제시함
○○ 원양어업관련사업체 발굴 및 업종별 규모(투자금액, 종업원 수) 제시

2) 정책적 기여
○○ 원양산업통계 구축을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제시
○○ 업종별·규모별 경영분석에 기초한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3) 기대효과
○○ 원양업계의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 생산량 감소에 따른 기업측면에서의 피해를 입
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그에 따른 대책수립에 용이하고, 각종 국제 협상 시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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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자료 활용이 가능하여 국가 간 협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함
○○ 현재의 원양산업은 생산통계만이 집계되고 있어 원양산업체에 대한 경영실태 비교
분석이 힘들었지만 원양산업 총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타산업과 비교해
서 산업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이에 맞춘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규모별, 업종별 원양업계의 통계를 토대로 다양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함. 또한 국내의 업계뿐만 아니라 해외 유사업종의 비교를 통해 국제경쟁력
을 제고하는 방안 도출에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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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용도해역 등의
실효적 운용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4. ~ 2011. 12.(8개월)
연구책임자 : 목진용 연구위원
(Tel. 02-2105-2769, e-mail : jymok@kmi.re.kr)
내부연구자 : 김성귀 선임연구위원, 이원갑 연구위원, 남정호 연구위원, 최지연 전문연구원, 최희정 전문
연구원, 정지호 연구원
외부연구자 : (사)한국연안협회 엄기철 부회장, 안희도 부회장, 조원철 이사, 조철희 이사, 정명국 책임연
구원, 임영식 회원

1. 연구목적
○○ 연안관리법 전부개정·시행(2010. 3.)으로 연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등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연안해역의 이용·개발행위와 유기적으
로 연계할 수 있는 실효적 운용방안 마련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및 자체 평가기준 마련
○○ 연안용도해역과 자연해안의 연계 관리방안 마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연안해역의 이용·개발행위 실태조사·분석
○○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특성을 고려한 관리대상행위 도출
○○ 연안용도해역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적정 안전율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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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연안용도해역과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연안이용·개발행
위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연안관리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4개 연안용도해역과 19개 연안해역기능구의 개념 재정립과 지정기준 마련
－－ 연안용도해역과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목적, 관리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분
석하여 이에 대한 개념 재정립
－－ 타 법률상의 지역·지구·구역 지정현황, 이용실태, 자연환경적 특성, 장래이용
방향 분석을 통한 지정기준 제시
○○ 연안용도해역과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기준에 따른 관리대상행위 도출
－－ 타 법률상의 지역·지구·구역의 관리대상행위와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유형
분석을 통한 관리대상행위 도출
－－ 연안용도해역과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연안이용·개발행위 협의
기준 마련
－－ 연안용도해역제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연안관리법’과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등 개정사항 도출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및 자체평가기준 제시
－－ 주기적 점검 시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 및 후속조치 방안 마련
－－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평가기준과 방법 제시
○○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 적정 안전율 도출
－－ 안전율: 자연해안의 매립 및 점용 수요 등을 고려한 관리대상(바닷가, 해안선,
조간대)별 자연해안 훼손 허용계수(면적 및 길이)
－－ 향후 5년간 자연해안변화량을 예측하여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 안전율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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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연안용도해역제도와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효적 운용 기반을 구축하여 연안관리
정책의 실행력 강화

3) 기대효과
○○ ‘연안관리법’ 전면 개정·시행(2010. 3.)과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고시
(2011. 11.)됨에 따라 신연안관리제도 도입기반 구축
－－ 연안용도해역제도와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등 연안관리지역계획 적용방안 마련
○○ ‘연안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연안용도해역제의 실행력 확보

462

수탁연구과제 11-030

RFID기반 항공화물관리시스템의
도입 타당성 검토 및 구축전략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4. ~ 2011. 9.(6개월)
연구책임자 : 김수엽 부연구위원
(Tel. 02-2105-2852, e-mail : dahn@kmi.re.kr)
내부연구자 : 반영길 위촉연구원, 김혜주 위촉연구원, 김보경 위촉연구원
외부연구자 : 장윤석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1. 연구목적
○○ RFID 기반의 고효율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출 항공화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타
당성을 검토하여 향후 항공화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전략을 제시
－－ 소량, 고가, 다품종으로 구성된 항공화물은 신속, 정확, 안전한 화물처리가 필수적
인 상황으로 첨단화, 자동화된 물류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
－－ 미국을 포함한 수출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효율적인 물류프로
세스 구축을 위해 RFID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항공물류 환경변화 및 RFID 기술 관련 동향 조사
○○ 다른 분야에 도입된 RFID 시스템 구축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RFID 기반 항공물류 관리시스템 구축의 타당성 검토 및 구축전략 마련
○○ 항공물류 이해대상자와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

2011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463

제5장 수탁용역사업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항공물류분야의 RFID 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가 물류경쟁력 제고 및 항
공물류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대안(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RFID(무선인식) 기술을 수출 항공
물류에 도입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비용 절감에 활용
○○ “RFID 기반의 수입 화물 통관체제 구축”, “국가물류체계 고도화를 위한 항공화물
RFID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통해 항공물류 분야에서 RFID 기술의 유용성을 확인
－－ 의료·제약, 의류 및 패션, 귀금속 및 보석 유통,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도
RFID가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항만물류 분야에서는 전국 항만이 RFID 기반의
게이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 RFID 기반 항공화물관리시스템의 도입타당성 검토를 위한 평가한 비용편익분석
(B/C : 1.12), 환경적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 중장기 로드맵: ⅰ) 항공화물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 ⅱ) RFID 기반 인프라 구
축 및 RFID기반 항공화물 관리시스템 구축 → ⅲ) 항공화물 관리시스템 고도화
－－ 정책과제: RFID 기반 항공화물 관리시스템의 경제성·타당성 검토, 항공물류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 시스템 구성(안) 제시, 시스템 도입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 등

2) 정책적 기여
○○ 항공물류 분야에서 RFID 기반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초 타당성 분석 보고서로 활
용 가능하며, 이를 위한 단계별 정책 전략 마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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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항공물류 분야에서의 RFID 기반 시스템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정성) 수출 항공물류 프로세스 개선, 국가항공 물류서비스 및 경쟁력 강화
－－ (정량) BC분석 결과 1.12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
○○ RFID 기반의 항공화물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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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LNG TML 부지 적정성 검토
연 구 기 간 : 2011. 4. ~ 2011. 10.(7개월)
연구책임자 : 김형근 연구위원
(Tel. 02-2105-2825, e-mail : hgkim@kmi.re.kr)
내부연구자 : 하태영 전문연구원, 김정현 연구원, 정경선 연구원
외부연구자 : 김한수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김남식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구성욱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박성만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김인철 ㈜도화엔지니어링 과장, 임기호 ㈜도화엔지
니어링 대리

1. 연구목적
○○ 본 과업은 국내 천연가스 생산기지 추가 건설의 필요성을 타진하고 신규기지의 적정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과업의 목적이 있음
－－ 현재, 국내에는 평택기지, 인천기지, 통영기지, 삼척기지(건설 중)가 운영 중이며,
향후 천연가스 수요 변화에 따라 추가 생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검토함
－－ 본 과업에서는 신규기지로 전국 3개 무역항에 위치한 4개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천
연가스 생산기지 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적 후보지를 선정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적정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수행(델파이법)
○○ 국가 천연가스 도입 추이, 생산, 소비 추이 등 장기수급 전망을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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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생산기지(항만시설, 육상시설) 구축 비용 산정을 위한 전문설계업체 활용
(도화엔지니어링)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공급효율성, 배
관망연결성, 안전성, 관련 인허가 및 민원, 항만여건, 국가개발계획 등 생산기지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상의 효율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국가 에너지원의 분산공급·균형개발 차원을 고려한 입지 선정 필요
－－ 천연가스 생산기지는 국가 핵심산업 시설로 기존 생산기지와의 균형유지, 지역
균형발전, 전략적 분산 등을 고려한 입지 선정이 필요
○○ 향후 공급확대를 대비한 부지확장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 필요
－－ 천연가스 생산기지는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사업기간이 길고, 부지 확보에 상당
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추후 확장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이 필요
○○ 국가 항만개발 계획을 고려한 입지 선정 필요
－－ 천연가스 생산기지는 육상 생산시설과 항만시설의 동시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항
만입지를 필히 고려해야 하며, 이에 국가 항만개발 계획을 준용한 입지 선정이 필요
○○ 보령(영보일반산업단지, 보령화력회처리장), 포항, 영흥지역의 4개 후보 중 보령의
영보일반산업단지가 적정 후보지로 선정
－－ 총 11개 입지 선정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전문가 설문조사와 정량적·정성적 평
가를 통해 최종 적정 후보지로 보령의 영보일반산업단지 지역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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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국내 천연가스 생산기지 추가 건설 시 적정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

3) 기대효과
○○ 천연가스 생산기지 입지 선정에 따른 시간적·비용적 절감 효과 기대
－－ 연구결과로 제시된 천연가스 수급전망치,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는 향후 입지선
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선정기간의 단축 및 조사 비용 절감 기대
○○ 천연가스 생산기지 입지 선정 지표 제시
－－ 연구에서 제시된 입지 선정 평가항목 및 결과는 추후 천연가스 생산기지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기준 지표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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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자급률 지표 도입
타당성 및 현실화 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4. ~ 2011. 8.(3개월)
연구책임자 : 정명생 연구위원
(Tel. 02-2105-2852, e-mail : msjoung@kmi.re.kr)
내부연구자 : 임경희 전문연구원, 엄선희 전문연구원, 이상건 연구원

1. 연구목적
○○ WTO/DDA 출범, FTA 체결 가속화 등에 따른 시장 개방 확대로 수입수산물의 비중이
증가하고 국내산 수산물의 자급률은 갈수록 저하되는 추세
○○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수산분야에 있어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국내
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정책목표로서 수산물자급률 도입의
타당성과 목표치 설정 및 수산정책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체계적·심층적 검토를 추진
－－ 정책전반의 기준이 되는 자급률(또는 보조지표) 지표의 개발 타당성 검토
－－ 자급률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시책의 효율적 연계 방안 강구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수산물 수급 관련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 등 문헌 분석
○○ 수산물자급률 전망을 위한 정량 분석
○○ 수산물자급률 지표 도입 타당성 및 목표 설정 관련 각계 면담 조사
○○ 자급률 목표의 효율적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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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수산정책지표로서 자급률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국내 여건에 적정한 수준의 목
표를 설정하고, 나아가 국내 수산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수산물자급률은 수산물자급 정책 추진 지표로의 활용, 통일 대비 수산정책의 준비,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 수급 변화의 반영, 국민의 식생활과 수산업 정책의 가이드
라인 제공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
○○ 단, 자급률의 한계 보완 등을 위해 보조지표의 도입·활용 모색 가능
－－ ⅰ) 해외의 어업생산 반영 지표, ⅱ) 수급 내 중요성을 반영한 대중어종 지표,
ⅲ) 어업자원 지표, ⅳ) 영양학적 균형 반영 지표의 검토 가능
○○ 수산물자급률 목표는 수산업의 미래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의지가 반영되어 결정
되는 선택의 결과로, 국내 어업생산뿐만 아니라 수산물 소비 형태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고 수산 관계자에 의해 실현
－－ 따라서 생산, 소비 현상의 적절한 반영과 정책지표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의 설정 요구
○○ 생산 및 소비 목표치를 고려한 수산물자급률은 2009년 83%에서 2015년에는
78.5%, 2020년에는 75.3%로, 목표치가 전망치 대비 각각 7.3%, 5.6% 증가할 것
으로 예상
○○ 수산자급률과 정책의 연계 방안은 다음과 같이 부문별로 제안
－－ 연근해 어업: 연근해어업 지속가능한 생산 유지라는 측면에서 연근해 수산자원
량 1,000만 톤 달성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강화
－－ 양식어업: 양식장 규모 확대를 통한 증산에서 환경 및 소비 환경의 변화를 고려,
양식수산물의 품질 제고 및 신성장동력 발굴 정책으로의 전환
－－ 원양어업: 자원자국화 시대를 맞이해 조업어장의 안정적 유지·확보를 위한 국
제협력 강화와 수산물 자주율 향상을 위한 해외양식어장 적극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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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부문의 경우 식용 수산물은 수산물 영양특성의 홍보를 통한 선호기반 구축,
질적 만족도 추구를 위한 기반 구축, 수급 안정을 위한 홍보체제 구축 등으로 수
산물 소비의 합리화 유도를 추진하는 한편, 비식용 수산물은 비식용 수산물의
수급 동향 분석을 통한 제 방안 모색

2) 정책적 기여
○○ 수산물자급률은 국내 수산물 생산이 국민총소비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우리나라 수산정책의 정량적 목표로 활용 가능
－－ 자급률 목표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표명이므로 식
품공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수산업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수산물자급률 목표 설정 및 목표 생산, 유통, 소비 등 부문별 시책과의 연계 방
안 모색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정책의 지표로 활용

3) 기대효과
○○ 국내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에 기여
－－ 정책지표로서 수산물자급률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국내 수산업의 지속가
능한 생산시스템 구축 및 이를 통한 공급기반 확대 기대
○○ 식량 안보측면에서 수산업의 역할 강화
－－ 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이의 관리를 통해 국가 식량 안보 측면에서 수산분야의
역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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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안지역
공간계획 수립지침 마련
연 구 기 간 : 2011. 5. ~ 2011. 12.(7개월)
연구책임자 : 남정호 연구위원
(Tel. 02-2105-2772 , e-mail : jhnam@kmi.re.kr)
내부연구자 : 김성귀 선임연구위원, 육근형 전문연구원, 최희정 전문연구원, 정지호 연구원, 안용성 연구원

1. 연구목적
○○ 연안지역에서 기후변화 영향과 피해 저감, 적응을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주요 연안지역 공간 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을 법
제도 정비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연구의 특징 및 시간 범위를 고려하여 국내외 관련 학술지, 보고서, 정부정책, 국내
법률 및 제도 등 문헌 연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음
－－ 또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영향 범위를 도면에 표시하고, 영향 범위 내 주요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간 분석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을 수행하였음
－－ 공간 분석 결과의 내용을 토대로 법제도 정비 방향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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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기후변화 영향범위 도출 → 우리나라 연안공간계획 법제도 한계 분석→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적응 해외사례 분석 → 우리나라 연안공간계획 관련 법제도
및 지침 정비방향 제시”의 순서로 수행하였음

2) 연구의 특징
○○ 연안지역의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를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저감·적응하기 위하
여 공간 계획과 관련한 4개 분야(도시계획, 연안관리, 재해관리, 하수관리)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고, 대응방안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제도 정비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잠재적 영향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주요 연안지역
4개소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고, 시범지역별로 약최고고조면 수심을 기준으로 해
수면 상승 수위(2m)를 더하여 침수 피해를 분석하였음
－－ 시범 지역: 인천연안, 태안군 안면도 일원, 창원시 마산만, 강릉 주문진 일원
－－ 침수 예상 지역 분석 결과 분석대상 4개 지역 모두에서 많은 건축물과 핵심 기
반시설이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남
○○ 연안지역 공간계획과 관련한 국내 법제도는 연안관리, 도시계획, 재해관리, 하수관
리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 도시계획 분야: 도시계획 수립 시 연안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
하고 재해 대응 관련 규정은 대부분 육지 중심의 수해 예방 대책
－－ 연안관리 분야: 연안관리법에는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으
로 연안완충구역,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 등 도입
－－ 재해관리 분야: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재해
지도 제작 및 활용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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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관리 분야: 부적합한 관거와 빗물펌프장에 의한 내수침수와 해수면 상승에
의한 외수침수가 연안지역에 복합적으로 영향
○○ 해외사례는 사전 예방적으로 연안지역 재해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4개국을 분석하였음
－－ 영국은 기후영향프로그램(UKCIP)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지역에 미치
는 영향을 예측하고 계획정책지침(PPS), 해안선관리계획(SMP) 등을 통하여 공
간계획 차원의 대응 추진
－－ 미국은 건축물 규모 기준 Setback, 자연재해 완충 기능이 있는 해안사구의 개발
을 금지하는 Coastal Sand Dune Rule등을 적용
－－ 네덜란드는 기존의 해안선 보호를 위한 경성정책은 물론 양빈과 해안사구를 중
심으로 하는 연성정책을 시행

■ 법제도 정비방향
○○ 기후변화에 대응한 공간계획 수단 마련은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이고 정밀
한 취약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취약성 평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연안관리법」에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취약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작성하는 연안지역 재해지도와 연계
○○ 재해취약지역에 ‘연안완충구역’, ‘연안완충지구’, ‘연안방재지구’ 등 용도지구·구역
을 지정하고 일정 수준 개발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연안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재해취약지역 내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용도지구·구역 지정 근거 마련하고 연안관리지역계획 및 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에 관련 기준 포함
○○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연안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함
－－ 연안지역 특성을 반영한 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하수시설 설계기준 상향, 강우유
출모형과 해일발생 모형 결합 등 하수도시설 기준에 연안지역에 대한 추가적 고
려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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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연안지역에서 기후변화에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간계획과 관련한 4
개 분야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대응방안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
련 법, 지침 등의 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연안공간계획과 관련한 핵심적인 4개 분야를 검토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사전 예방
적 대응의 관점에서 연계·통합방안을 마련하였음

3) 기대효과
○○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연안지역을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연안지역에서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피
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 도시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등 연안공간계획 수립권자가 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 저감방안을 제시하여 지자체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역
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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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 구 기 간 : 2011. 5. ~ 2011. 11.(6개월)
연구책임자 : 류정곤 연구위원
(Tel. 02-2105-2845, e-mail : jkryu@kmi.re.kr)
내부연구자 : 이승우 연구위원, 강종호 연구위원, 임경희 전문연구원, 정명화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김영규 자문위원

1. 연구목적
○○ 「2014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개최 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검토
－－ 해조류 박람회 개최를 통해 예측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
－－ 해조류 박람회를 국제행사로 개최하는 데 필요한 국가예산 지원의 적정성 등을 검토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해조류 박람회의 개발여건 분석 및 박람회 수요 조사와 관련해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현지 조사
○○ 경제성 및 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통계 분석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완도 해조류 박람회를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산업
화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최의 필요성 및 경제성,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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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다각적으로 평가·검토함
－－ 특히 중국 및 일본 등 해조류 산업이 발달한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에서 세계 최초라는 명성을 선점하기 위해서 해조류 박람회의 조기 개최가 필요
함을 강조하고 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박람회의 개최 및 기획방향은 지역자원 및 산업구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지
역협력형·복합싸이트형·관광자원연계형으로 기획함
○○ 본 박람회는 총 31일간 개최되는 산업박람회로서 4개 주제관과 2개 부제관을 운영
하는 방안으로 수립함
○○ 시나리오별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순 현재가치는 최소 -152억 원에서 최대 647
억 원으로 나타났고, BCR은 최소 0.83에서 최대 1.70로 수익성이 있었음
○○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984억 원의 지출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생산
1,824억 원, 부가가치 847억 원, 고용창출 3,185명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됨

2) 정책적 기여
○○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해조류의 수출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
의 수산분야 10대 전략품목 육성계획에 기여

3) 기대효과
○○ 박람회 개최를 통해 완도 지역을 비롯한 전남지역의 생산유발 효과 및 고용창출 등
의 효과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 박람회 개최를 통한 해조류의 수출 확대 및 수출시장 개척 효과
○○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를 식량자원으로 제시하고 이를 소재로 건강, 의약,
바이오 에너지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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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체제 개편에 관한 정책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6. ~ 2011. 10.(5개월)
연구책임자 : 이종필 부연구위원
(Tel. 02-2105-2834, e-mail : jplee@kmi.re.kr)
내부연구자 : 하태영 부연구위원, 김찬호 부연구위원, 김근섭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항만시설 사용요율 수립 정책
을 지원함
－－ 항만시설 사용료 개편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인식 제고
－－ 해외의 항만시설사용료 요율결정 체계 및 수준 조사
－－ 적정 항만시설 사용요율 제시
－－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지원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1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통계자료의 수집: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금액, 항목별 금액, 운영비 등
○○ 2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관련 문헌의 검토, 대외자료 수집

478

수탁연구과제 11-045

○○ 해외자료 사례 분석
－－ 해외자료 조사 및 사례 분석
○○ 관계자 인터뷰 및 면접
○○ 전문가 자문
－－ 적정요율 산정 모델 검증 및 검토

2) 연구의 특징
○○ 1996년 이후 변함이 없었던 항만시설 사용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정사용요
율을 제시하고,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용료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며, 원가를
감안한 사용요율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 연
구의 특징이 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항만의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가 1996년 이후 변하지 않았으며, 원가의 정확한 반영
이 미흡했음. 타 유사시설의 경우 원가를 반영하여 사용료를 책정
－－ 도로요금의 경우 도로법 규정을 근거로 지침에서 원가를 반영하여 도로요율을
산정하도록 명문화
○○ 화물처리특성을 고려하여 각 항만을 그룹화하여 적정 항만시설 사용요율을 제시
－－ 항만청별 분석, 중권역 분석범위, 대권역 분석범위, 처리화물의 특성을 감안한
분석범위, 전체 항만 분석범위 등 다양한 분석대안을 설정하고 분석범위별로 조
정요율을 도출
－－ 각 분석범위별로 세부 대안을 설정
－－ 운영비용 회수대안, 운영비용 및 투자비 회수(비율별로 대안을 달리함) 대
안 등으로 구분하고 각 대안별로 분석한 결과 대안에 따라 향후 20년간 매년
2.0~10.7%의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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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청별 대안이나 권역별 대안의 경우 요율 조정이 없는 항만(인천항, 부산항
등)부터 최대 25.5%까지 조정이 필요한 항만(목포청)이나 권역이 발생
○○ 항만시설 사용료 결정에 정책요율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그 범위를 0~54.2%까
지 제시
－－ 항만시설 사용료는 특성상 공공요금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단순한 투자
비 회수관점에서 전적으로 요율조정을 할 수는 없음
－－ 항만시설 사용료의 정책적 고려요율(정책요율)은 국내 공공요금(버스, 도로, 철
도, 수도, 전기요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의 인상률 등을 분석하여 제시
－－ 분석결과 정책요율의 범주는 기본 인상요율의 0~54.2%로 도출되었으며 이 범
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음

2) 정책적 기여
○○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여 시행(2013년 연구결과를 반영
하여 시행 예정)
○○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 국내외 유사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설 사용료 결정에
활용가능

3) 기대효과
○○ 새로운 항만시설 사용료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 사용료 정책의 집행
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유입되는 재정수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 사용료 산정 시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게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책 성공
가능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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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및 2011
WTO-DDA 대응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6. ~ 2011. 11.(6개월)
연구책임자 : 최중희 부연구위원
(Tel. 02-2105-2788, e-mail : jhchoe@kmi.re.kr)
내부연구자 : 최영석 전문연구원, 김보경 연구원

1. 연구목적
○○ 터키와의 FTA 협상에 대비하여 해운서비스 부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WTO/DDA의
협상 체계와 동향을 고려하여 2011년 협상여건을 분석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
○○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국제해운 협상 체계에서 종합적인 차원의 협상 준비와 전략 도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 및 기존 연구자료 조사
○○ 관련기관, 단체 및 주요업체 방문 및 면담
○○ 실무자급 관련 전문가 등과의 연구실무협의
○○ 국내외 출장조사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업계 및 관련 협회 전문가와의 면담 등을 활용하여 핵심 쟁점사항에 대
한 심층토론과 대안모색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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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터키 FTA 및 WTO-DDA 협상 진행에 따른 대응방안 및 전략 도출에 필수적인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의 검토 및 분석을 추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터키시장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하는 중요한 지리적 입지로 성장 가능성이 풍부
－－ 한-터키 FTA를 통한 제도적 투명성과 법적 확실성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은
최혜국 대우와 다른 국가들과의 차별성 또는 비교경쟁력 우위 확보가 가능
－－ 외국인 투자제한을 포함한 불투명한 규제 및 행정 비용, 복잡한 절차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
－－ 우리 정부는 한-터키 FTA 협상을 통해 ‘해운자유의 원칙’에 기초한 해운시장의
자유화, 개방화를 위해 시장 지향적인 관점에서 내국민 대우 보장, 외국인투자
제한 폐지,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세제부담 완화 등을 통해 우리 해운물류기업
의 영업력 증대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추진할 필요
○○ 터키 시장을 중심으로 선박관리업 등의 성장에 주목할 필요
－－ 전문 선박관리기업을 중심으로 선박 공동운항, 영업, 선박관리, 수리 등의 상업
적 그리고, 기술적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구조
의 체제가 구축
－－ 중장기적인 전략과 적절한 시황 및 트렌드 분석으로 터키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보
－－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생산력 측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 조선소 등
과 터키의 중소 조선소 및 수리 조선소와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상생발전을 모색
할 필요
○○ WTO/DDA 협상은 국내 제도 및 시장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현행 국내 제도 수
준을 반영한 양허와 해운프렌즈 그룹 등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고려한 양허요청
자세를 유지할 필요
○○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FTA에 대한 사전연구가 필요하며, 이미 발효된 FTA와 관련
한 효과 분석 등 사후관리도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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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전문가 중심의 DDA 및 FTA 네트워크 구축으로 준비회의 등을 통하여 의
견을 수렴하고 최적의 구체적인 협상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협상 진행은 물론 우리나라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

2) 정책적 기여
○○ WTO 및 FTA 해운서비스 협상에 필요한 효율적인 전략 및 체계적인 대응

3) 기대효과
○○ 세계 해상운송 자유화 및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과 우리나라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해운시장 확대 및 신규 시장 진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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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북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알제리·튀니지·리비아를 중심으로연 구 기 간 : 2011. 6. ~ 2011. 11.(6개월)
연구책임자 : 홍현표 연구위원
(Tel. 02-2105-2884, e-mail : hphong@hanmail.net)
내부연구자 : 장홍석 부연구위원, 안재현 전문연구원, 한덕훈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정상호 박사(튀니지 대학)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수산업 및 수산물 유통가공 분야에 관한 기초 연
구를 통해 대(對)중동 및 북아프리카 수산업 및 기타 수산관련 분야에서 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선행 연구(국내외), 현지 전문가 조언(정
상호 박사-튀니지 대학), 현지 조사(델파이법)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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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분석 ․ 문헌조사

지역전문가 자문

현장 조사

2) 연구의 특징
○○ 차별성: 연구대상 및 분야의 차이로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대한 수산업 및 수산협
력과 관련한 연구는 국내에 없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연구 대상 지역의 빈곤관련 지표는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동남아권과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었음
－－ 즉,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비해서는 빈곤하지는 않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빈곤한 상황에 있어 식량 공급 산업인 수산업의 기능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중요
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들 지역의 수산업을 포괄적으로 보면,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성장
이 빠르며, 수산물이 해당 지역의 주요 단백질 원천이라는 점이며, 이는 종교적
인 이유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국가들에 대한 경제협력 SWOT 분석, 기존
의 수산분야 협력(민간 포함), 빈곤화 정도, 한국의 ODA 원조 현황, 현재 해당
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재스민 혁명 이후의 국가 재건 필요성) 등을 기준으
로 우선 협력 상대국을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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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분야의 경우, 생산규모는 알제리가 가장 컸지만, 생산의 질적인 면에서는 튀니
지가 3개국 중 가장 높았음
－－ 이에 반해 리비아의 경우는 생산 규모와 생산성 모두 후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들 3개국은 수산물 산지 인프라, 생산 수단(어선, 어구), 양식산업의 발전
정도 등에서 매우 낙후된 면모를 보이면서 향후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
어진다면, 수산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보여줌
○○ 이들 국가에 대한 세계 각국들의 ODA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첫째, 과거 식민통치국가들과의 밀접한 경제협력을 갖고 있었음. 튀니지와 알제
리는 주로 프랑스였으며, 리비아는 이탈리아였음
－－ 둘째, 이들 국가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선진국과의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가 나
타나고 있었음
○○ 이와 같은 해당 지역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과의 수산협력
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상호주의에 둘 필요가 있음
－－ 그러한 이유로는 첫째, 이들 지역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정도의 최빈곤 지역이
아니라는 점
－－ 둘째, 다른 경제협력 국가(특히, ODA 공여국)들의 해당 지역에 대한 협력 성향
－－ 셋째, 우리나라와 해당 지역과의 관계를 들 수 있음
○○ 이러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를 들 수 있음
－－ 첫째, 해당 지역의 현 정치 상황(아랍의 봄)을 고려한 경제협력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둘째, 해당 지역은 EU에 접근하기 쉬운 시장이므로 우리 수산분야의 EU 수출
을 고려한 우회수출기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셋째, 이들 지역에 대한 수산분야의 ODA는 해당 국가들의 수산업 수준으로 고
려하여 수직적 통합 관리 시스템이어야 함
－－ 넷째, 해당 지역과의 수산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적 개발을 통한 수혜국의
자발적 역량 함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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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보다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수산협력을 위해 수산전문가 간 협력 네
트워크를 구성해야 할 것임
○○ 이러한 기본 방향과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제안 가능한 사업 유형을 보면, 수직적
통합관리에 기반을 둔 양식산업, 어항 개발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산지의 인프라
강화 사업, 해당 지역의 국가 재건 사업과 연관한 협력사업 등임
○○ 동 연구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과의 수산협력 활성화 기초
연구를 수행함.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해당 지역의 전 국가들 대상으로 하는 것에
는 한계가 있어 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국을 선정함.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정책적 기여
○○ 우리나라 ODA에서의 수산분야 차별화 및 특성화
○○ 국제적 책무 이행 및 공헌을 통한 국격 제고
○○ 아프리카 빈곤 해소 및 중동과의 경제 협력 강화

3) 기대효과
○○ 북아프리카 및 중동과의 수산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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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묘 방류효과
경제성 평가모델 개발
연 구 기 간 : 2011. 6. ~ 2011. 12.(6개월)
연구책임자 : 김대영 연구위원
(Tel. 02-2105-2868, e-mail : mobydick@kmi.re.kr)
내부연구자 : 김정봉 연구위원, 정명생 연구위원, 이정삼 전문연구원, 김봉태 전문연구원,
이상건 위촉연구원

1. 연구목적
○○ 수산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동 사업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기여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문헌조사로 수산종묘방류사업을 비롯하여 인공어초 시설사업, 일반 공공사업 등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 논문, 보고서 등 검토
○○ 일본 내수면연구소를 방문하여 수집한 수산종묘방류사업과 관련된 평가 지침과 사
례 분석·검토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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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수산종묘 방류효과 평가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평가
항목 및 분석방법, 편익산정과 비용 산정 등의 분석 산정 기준을 도출함
○○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정립한 방법론을 넙치와 볼락에 대해 수행한 기존의 수산종묘 방
류효과 평가 사례에 적용하여 기존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의 요약
○○ 수산종묘방류사업이 시작된 1986년부터 2010년까지의 공식적인 방류실적은 모두
13억 6백만 미이고, 1,138억 원의 예산이 투입
－－ 2000년 이후 매년 종묘방류 실적이 확대되고 있음
○○ 현재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확립되
지 않아서 방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로 작용
○○ 수산종묘방류 효과조사 방법으로 표지방류법, 시장조사법, 유전자 조사법이 있으며
실현가능성 면에서 시장조사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성 평가에서
활용하고 있음
○○ 일본은 2010년에 ‘재배어업의 사업효과 평가방법 잠정매뉴얼’을 개발함
－－ 기존의 방류효과 평가의 문제점인 다면적 기능의 미평가, 어획경비의 산정 한
계, 비용의 산출기준의 불명확을 개선·보완함
－－ 방류효과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을 제시함
○○ 수산종묘방류사업 효과 평가 개선 방향
－－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시스템의 구축
• 수혜자를 중심으로 한 보다 설득력 있는 효과조사법의 적용
• 유어낚시를 통해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 추정
• 소비자잉여를 포함한 사회후생의 변화 추정
• 생태계 및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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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류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5단계의 표준적인 절차를 따름
－－ 방류효과 조사
• 방류효과의 공간적·시간적 범위 설정
－－ 방류효과와 설정 범위 바탕으로 경제적 편익 측정
－－ 방류사업 비용 도출
－－ 편익과 비용으로 사후적인 편익-비용 분석 수행
○○ 서주남 외(2010)의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넙치 방류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편
익비용비율(BCR)은 동해 3.4~3.6, 남해 1.8~1.9, 서해 1.9~2.2, 순현재가치
(NPV)는 동해 16.8억~17.9억 원, 남해 31.8억~33.1억 원, 서해 17.9억~23.7억
원으로 도출됨
○○ 송정헌 외(2009)의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볼락 방류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BCR은 4.43~5.17, NPV는 32.5억~39.4억 원으로 도출됨
○○ 유어낚시에 대해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적용한 결과 유어낚시어선 이용자의 증
대된 편익은 연간 165억 원으로 추정됨
○○ 이러한 경제성 평가모델이 실제로 현장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시범평가 사업의 추진
과 매뉴얼 작성이 필요함

2) 정책적 기여
○○ 경제성 평가모델의 적용으로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고 수산종묘방류사업의 효율성
을 높이고 효과적인 추진에 기여
○○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확대하고 있는 수산종묘방류사업의 성과 향상 및 책임성 제고

3)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일관성 있는 방류효과 평가시스템 구축
－－ 자원조성 정책목표 달성도의 측정 개선
－－ 정확한 효과 측정을 통한 발류사업의 효율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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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효과 홍보 및 참여도 제고
－－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 통한 사업효과 우려 불식
－－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어업인 참여 제고
○○ 사업 효과의 범위 확대 통한 과소효과 측정 교정
－－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사업 수혜범위 확대
－－ 유어효과를 포함하여 과소 추정된 방류사업 효과를 정량적으로 계측
○○ 생태계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 방류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자원 수준 유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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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어장관리를
위한 어장환경 기준설정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6. ~ 2011. 10.(4개월)
연구책임자 : 정명생 연구위원
(Tel. 02-2105-2852, e-mail : msjoung@kmi.re.kr)
내부연구자 : 김대영 연구위원, 박상우 전문연구원, 김봉태 전문연구원, 엄선희 전문연구원,
이상건 위촉연구원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유지하고 어장 내 서식하는 수산물의 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장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어장환경 기
준을 마련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어장환경관리 정책 및 기준에 대한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벤치마킹 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어장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중장기 로
드맵을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어장환경관리의 사례 연구
○○ 국내 어장관리 전문가 대상 설문 및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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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어장환경 기준설정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
과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연구하였음
－－ 국내 어장환경관리 실태 파악
－－ 일본,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 중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 사례 검토
－－ 국내외 어장환경기준을 비교·분석
－－ 어장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어장환경관리와 관련된 국내 실정을 분석하고, 일본, 중국, EU, 미국, 호주·뉴질
랜드 등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어장환경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나라
의 어장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함
－－ 국내외 수질기준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기준치 등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의 경우 필요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한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고 대
부분 환경관리를 위한 기준인 데 반해 해외 사례를 보면 어장의 생산성보다는
환경과 식품안전의 측면을 고려한 통합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선진국은 품목별·지역별로도 세부기준을 마련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한 기
준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향후 어장환경 기준 설정 시 국가 전체 기준설정 뿐만 아
니라 지역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기준 마련도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어장환경기준 설정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 5가지 추진과제를 제시
－－ 어장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과학적 조사체계 마련
－－ 객관적 어장환경기준 설정
－－ 어장환경기준 조사 모니터링 및 매뉴얼 작성
－－ 어장환경기준 조사결과 DB 구축 및 활용
－－ 효율적 어장환경 조사 및 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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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본 연구는 어장환경기준 마련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을 위한 연구로 단계별 실
천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음
－－ 1단계는 기반조성기로 2012년-2013년까지 어장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조사체계
확립 등 기반조성 연구, 어장별·품종별·양식방법별 어장구분, 어장환경기준
유형화 등 총 2억 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함
－－ 2단계는 2014-2015년까지 어장별, 품종별, 양식방법별 어장환경기준 설정, 수
질, 저질, 저서생물에 대한 평가항목 및 기준치 설정 등에 30억 원 투입되도록 함
－－ 3단계는 2016년으로 어장환경 평가 및 관리방법 도출, 어장환경 DB 구축, 어장
환경기준 제도 정비 등 총 5억 원이 추진되도록 함

3) 기대효과
○○ 동 과제는 제2차 어장관리기본계획(법정계획)과 상호 연동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추진과제를 그대로 반영시켜 향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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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6. ~ 2011. 12.(6개월)
연구책임자 : 윤성순 부연구위원
(Tel. 02-2105-2771, e-mail : ssyoon@kmi.re.kr)
내부연구자 : 김성귀 선임연구위원, 최지연 전문연구원, 장정인 전문연구원, 정지호 전문연구원,
안용성 연구원

1. 연구목적
○○ 「연안관리법」 제21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연안정비기본계획을 기후변화 등 연안재해
대응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연안관리정책 시행에 따라 변경
○○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재해에 대응하고 새로운 연안정비 개념의 확립과 추진기반을
강화하여 연안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연안정비사업의 수요 파악을 위해 각 지자체의 수요를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
견을 수렴
○○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지표평가와 정성 평가를 포함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전문위원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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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연안관리법에 의한 국가 계획인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정계획(안)을 수립하는 연구
이며, 정책의 수요자와 관리자는 물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수행한 사업
○○ 연구사업의 결과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가 계획으로 고시하여 시행함으로써 정
책에 직접 기여하는 연구사업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제1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된 전체 631개 사업지구 중 2009년까지 232개소가 완
료되었고 4,334억 원이 투자
－－ 2009년에 수립된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된 사업(308개) 중에서 7개소 완
료, 79개소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91억 원(전체의 10.8%)이 투입
○○ 2000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한 연안정비사업을 통하여 국토유실 및 훼손 억제, 친수
공간 확대 등 전반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
－－ 그러나 구조물 설치 위주의 사업 시행으로 주변 연안환경과 조화가 부족하고 폭
넓은 이용의 한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 제2차 연안정비계획 수정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총 27개 사업, 2,343억 원에 해당
하는 연안정비사업 수요 파악
－－ 연안정비사업 수요는 8개 광역시, 18개 시군구에서 제출하였으며 강원 7개소,
경북 6건, 충남 4건 순으로 제출
○○ 지자체의 연안정비사업 수요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사업내용 측면 5개 지
표, 방향성 측면 2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체계 마련
－－ 사업내용 지표: 사업의 시급성,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공법의 적절성, 예산규모
의 적정성, 사업변경 근거자료의 충분성
－－ 방향성 지표: 연안의 자연환경성 제고, 복합적 연안 이용수요 대응
○○ 지자체 연안정비사업 평가 결과, 국가 필요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2차 연안정비계획
수정에 총 38개소, 5,920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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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요청 사업 중에서 위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19개소(1,683억 원)를
반영하였으며, 경북 4개, 강원 3개, 제주 3개 순
－－ 연안지역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10대 대표사업을 선
정하여 총 3,48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대상지역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강
원 속초해수욕장, 충남 생물 자원관 주변, 경북 송도 해수욕장, 제주 성산·오조
지역 등
－－ 연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2010년
및 2011년) 대응이 시급한 지역(D등급) 9개에 대하여 749억 원을 투입할 예정
이며, 대상지역은 강원 7개, 경북 2개

2) 정책적 기여
○○ 연안의 여건 및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법정국가계획인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정(안)을 제시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정계획을 고시

3) 기대효과
○○ 연안재해 피해 대응, 친수 공간 확대 등 연안지역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삶의 질 제고 기여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연안의 능동적 대응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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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2차년도)
연 구 기 간 : 2011. 3. ~ 2011. 12.(10개월)
연구책임자 : 최종희 부연구위원
(Tel. 02-2105-2885, e-mail : hansol@kmi.re.kr)
내부연구자 : 임종관 연구위원, 최중희 부연구위원, 김수엽 부연구위원, 김혜주 위촉연구원, 김보경 위촉연구원

1. 연구목적
○○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화사업의 홍보와 관리를 지원하고, 물류전문인력의 체계적
인 관리를 위한 전용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물류전문인력 커뮤니
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화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홍보 및 관리 지원
－－ 물류전문인력의 데이터베이스화
－－ 콘텐츠 발굴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용 사이트 구축
－－ 물류전문인력 취업을 지원
－－ 물류전문인력 관련 정부 및 민간부문의 정책의사 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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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에서 수행한 관련 연구의 보고서와 운영 중인
유사 사이트의 구축사례 등을 참조하며 분석하는 문헌/현장조사
○○ 2차연도(2011년)에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DB 구축, 홈페이지 메인화면 등 핵심
콘텐츠 중심의 레이아웃 등 웹 디자인 설계 및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네트워크 사
이트 시범구축 시행
－－ 1차연도(2010년)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보고서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사
전에 면밀하고 정확한 시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및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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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업 관련 DB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입력한 후, 시험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검증하고 보완해 나가는 절차를 수행
○○ 국내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화 과정 및 해운항만 물류기업 관계자 대상 설문
및 전문가 면담조사, 정부기관, 학계, 협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물류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용 사이트 구축 및 운영을 통하
여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화사업의 홍보와 관리를 지원하고, 물류전문인력 커
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향후 독자 운영을 목표로 수행하였음
○○ 성과목표는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조직 역량 및 조직 전문성 강화, 해운항만 물류
전문인력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해운항만 물류비즈니스 역량 강화, 해운항만 물
류전문인력 양성과정 홍보 및 마케팅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한 해운항만 물류전문인
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및 향후 독자 운영을 위한 콘텐츠 발굴 및 커뮤니티 활성
화 등의 성과목표 설정하였음
○○ 성과지표는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자 및 사이트 회원 가입자 수, 1
일 로그-인 회수 및 정보 조회/등록/다운로드 회수, 사이트 서비스의 계속성 보장
정도, 공공기관 홈페이지 대상 웹 접근성 지수, 사이트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신뢰
도 확보효과, 사이트를 통한 취업 알선자 수, 사이트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이
용자 요구 정보 컨텐츠 발굴 및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 및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과정 관련 논문 게재 및 발표 건수 등 세부적 지표를 연도별로 설정히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1차연도(2010년)에 수행한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 ISP)에
서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물류전문인력 DB, 해운항만 물류관련 기업 DB를 구축
하는 등 사이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수정
－－ 홈페이지 화면, 핵심 콘텐츠 중심의 레이아웃 등 웹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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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전문인력 DB 관련 자료 입력
－－ 유관 정보시스템 연계 방안 도출
－－ 사이트 시범사업 구축 및 시행
－－ 시범사업 결과 분석 및 프로그램 수정

2) 정책적 기여
○○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향상 기여
－－ 해운항만 물류 관련 최신 정보 제공 등을 통한 물류전문인력 전용 커뮤니티 제공
－－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화사업 과정 이수자 취업 지원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화사업의 홍보와 관리 지원

3)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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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물류기술 발전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1. ~ 2011. 12(12개월)
연구책임자 : 최상희 부연구위원
(Tel. 02-2105-2888, e-mail : shchoi@kmi.re.kr)
내부연구자 : 원승환 위촉전문연구원, 강무홍 위촉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한국과 중국 간 물류기술 비교분석 연구를 통한 양국 간의 물류기술분야 발전방향 및
과제 발굴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물류기술 발전원칙, 특징, 동향 사례 조사를 통한 한국의 물류기술 발전 현황 조사
○○ 제조업분야, 도소매분야, 보관수송분야, 항만분야별 물류정보기술 특징 조사
○○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한 한국의 물류기술정책 및 R&D 분석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한국의 물류기술 발전 현황 및 동향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둔 연구로, 이
를 기반으로 향후 한-중 간 물류기술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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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한국의 물류기술 발전 현황 조사 및 분석
－－ 물류기술 발전원칙/ 발전특징/ 발전동향/ 물류기술 발전사례
○○ 한국의 물류정보기술 조사
－－ 물류정보기술 특징
－－ 제조업분야 물류정보기술
－－ 도소매분야 물류정보기술
－－ 보관수송분야 물류정보기술
－－ 항만분야 물류정보기술
○○ 한국의 물류기술정책 및 R&D 분석
○○ 한국의 물류장비제조산업 현황 조사
○○ 한중 물류기업분야 협력방안 제시
－－ 세부추진과제
－－ 양국 간 향후 추진 및 협력방안 제시

2) 정책적 기여
○○ 본 연구 사업을 통해 한-중 간 물류기술 분야의 국가 R&D 과제 도출에 기여

3) 기대효과
○○ 한-중 간 물류기술 공동연구 확대 기반 마련
○○ 본 연구를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으로 협력 범위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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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 시설과 연계한 해양
생태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7. ~ 2011. 11.(4개월)
연구책임자 : 이승우 연구위원
(Tel. 02-2105-4972, e-mail : swlee@kmi.re.kr)
내부연구자 : 이정삼 전문연구원, 고민규 연구원
외부연구자 : (주)대양이티엔씨 노영희 대표, 조성용 실장

1. 연구목적
○○ 수산자원사업단의 수익창출과 어촌 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는 수산자원조성 사업
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 수산자원사업단과 어촌마을이 비즈니스 모델을 관리·운영할 방안 도출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시범바다목장과 종묘사업소의 특성 분석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특성을 파악
○○ 시범바다목장과 종묘사업소의 관광공간조성 여건을 분석, 연계어촌의 여건의 분석,
법제도 및 계획의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
○○ 해양생태관광 비즈니스 모델개발의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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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특징
○○ 종묘배양장과 바다목장화 사업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생태체험 및 관광프로
그램을 개발 구상
○○ 수산자원조성사업단의 수익창출사업을 단기와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방안을 제시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시범바다목장 4개소(여수, 울진, 태안, 제주)에서 추진되었던 현황을 정리하면 아
래와 같으며, 현황을 토대로 추진되고 있는 하드웨어, 자원조성사업 추진, 인적자
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종묘사업소 4개소(제주, 양양, 부안, 완도)의 현황을 토대로 관광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 등을 파악
○○ 각종 해양 생태체험·관광 유형에 대한 이용객들의 선호도, 만족도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주체의 성향을 파악
○○ 본 과업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범바다목장, 종묘배양장 등의 여건을 장점
(Strength), 단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에 대해 분
석·제시
○○ 바다목장 관련 기 연구 보고서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지역별 대표 프로그
램을 발굴하여 재구성, 구체적인 실행안(Action Plan)을 제시
○○ 수산종묘 생산시설과 어장 혹은 바다의 생태환경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 해양 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 적용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사업단 수익창출과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 해양 생태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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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 공공기관인 수산자원조성사업단의 책임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익창출의 마
스터플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공공투자의 효율성 제고
○○ 사회·경제적 트렌드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단의 사업 영역 확장과 어촌지역의
갈등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기여

3) 기대효과
○○ 수산자원사업단의 수익창출사업을 수산자원조성의 공공 업무와 연계함으로써 공공
투자의 효과 제고 및 수산자원사업단의 경영 건전화 토대 마련에 기여
○○ 수산자원조성단의 인적자원과 하드웨어를 활용한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
촌과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어촌과 바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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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제심포지엄
개최업무 위탁사업(1차분)
연 구 기 간 : 2011. 7. ~ 2011. 12.(5개월)
연구책임자 : 최재선 연구위원
(Tel. 02-2105-4901, e-mail : jschoi@kmi.re.kr)
내부연구자 : 박광서 부연구위원, 마창모 전문연구원, 조영일 전문연구원, 김민수 전문연구원, 안요한 전
문연구원, 박문진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2012년에 개최되는 OECD, FAO의 공동 국제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문
위원단 구성 운영 및 관련 주제 연구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FAO, OECD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OECD와는 공동연구 수행

콘텐츠 구성 및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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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특징
○○ 조직위와 공동주최하는 OECD와 FAO의 의견 수렴 및 조정
○○ 해양수산 관련 전문가 참여를 통한 자문 및 본 행사 참여 유도
○○ 행사관련 전문가 참여를 통한 본 행사 대비
○○ 언론사의 해양수산 관련 기자를 포함시켜 향후 홍보 효과 극대화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자문단을 구성하여 2012년 여수엑스포 국제심포지엄의 콘텐츠 구성, 연사 선정, 홍
보 전략, 행사 구성 등에 전반적인 행사 자문 실시
○○ 국제기구가 직접적인 콘텐츠 구성을 유도하여 심포지엄의 내실화
－－ OECD는 기조연설 등 발표 자료의 내실화를 위해 심화연구를 통해 원고 작성
－－ FAO는 심포지엄의 구성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추천하고 조정
○○ 관련 전문가를 자문단에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2012년 여수엑스포 국제심포지엄 본
행사 참여율 높임
○○ 언론사 및 홍보대행사를 포함시켜 본 행사에서의 홍보효과 극대화
○○ 국제심포지엄 전문기획업체(Professional Conference Organizer: PCO)를 통해
심포지엄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2) 정책적 기여
○○ 2012년 여수엑스포 기간에 열리는 여수엑스포 조직위와 OECD(7월), FAO(8월) 간
국제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

3) 기대효과
○○ OECD와 FAO와의 미래 해양 경제 발전의 공동협력 계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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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어장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8. ~ 2011. 12.(4개월)
연구책임자 : 정명생 연구위원
(Tel. 02-2105-2852, e-mail : msjoung@kmi.re.kr)
내부연구자 : 신영태 선임연구위원, 김대영 연구위원, 박상우 전문연구원, 김봉태 전문연구원,
엄선희 전문연구원, 이상건 위촉연구원

1. 연구목적
○○ 우리나라 연안어장은 육상기인 오염원과 양식어장 자가오염 부하량 증대 등으로 인해
어장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서는 전국 양식어장에 대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어장관리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음
－－ 향후 5년간 어장관리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어장의 효율적 이용방안, 어장
정화 등 다양한 법정계획이 포함된 제2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어장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제1차 어장관리기본계획 사업계획 및 실적추진 분석
○○ 국내외 어장관리 관련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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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 추진내용
－－ 어장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 어장환경 현황과 관리여건 분석
－－ 어장환경모니터링 및 어장환경 평가
－－ 어장환경개선 및 관리 방안
－－ 연도별 점검평가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기반 강화 방안
－－ 어장환경관리 인프라 강화 방안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어장관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수립되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차 어장관리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협
의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고시함
－－ 시·도지사는 확정된 제2차 어장관리기본계획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본
계획의 세부시행지침을 수립·전달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차 어장관리기본계획과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관할어
장에 대해 「어장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제2차 어장관리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및 어업소득 증대”라는 비전과 효
율적인 어장관리 기반 마련, 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
였음
－－ 이를 위해 ⅰ) 과학적 어장환경 진단, 평가체계 구축, ⅱ) 어장관리 인프라 구
축, ⅲ) 자율적인 어장관리 및 제도정비, ⅳ) 어장환경 개선 등 4개 분야 15개 세
부 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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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는 3,230억 원 규모의 투·융자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단계
적으로 투입함
－－ 동 계획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중앙수산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으며, 향후 지자체에서 세부시행계획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함

2) 정책적 기여
○○ 어장의 과학적 진단과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하였음
○○ 어장의 자율적인 관리와 어업인,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2012년부터 신규사업 예산 확보
○○ 기존 사후적 어장관리에서 선제적 어장관리를 위한 사업발굴 및 정책전환 유도
○○ Pilot 사업지역 선정을 통해 어장환경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어업인과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기대효과
○○ 향후 5년간 어장관리를 위한 정책목표, 기본방향, 어장의 효율적 이용방안, 어장정
화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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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연 구 기 간 : 2011. 8. ~ 2011. 12.(5개월)
연구책임자 : 박광서 부연구위원
(Tel. 02-2105-2905, e-mail : kspark@kmi.re.kr)
내부연구자 : 김민수 전문연구원, 안요한 전문연구원, 조영일 전문연구원, 박문진 전문연구원,
이정아 연구원
외부연구자 : UTP Shair 교수·Kurian 교수, MapsGlobe Emily Yu 사장·Kong 메니저,
TPTI Kriengdej 부원장·Tongsuk 실장, KT서브마린 이병을 과장

1. 연구목적
○○ 해양플랜트 해체시장,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은 해체예정 물량이 많으
면서도 해체사업 초기시장에 해당
－－ 아·태 지역에는 조만간 해체가 필요한 25년 이상된 해양플랜트가 617개가 있음
○○ 해양플랜트 해체시장에 대한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동남아 지역(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사업진출 타당성과 진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국내 기업의 해체시장 진출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및 이를 통한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육성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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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전반적인 연구는 KMI가 주관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등 현지전문가 6인과 국내 전
문가 1인 등 총 7인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
○○ 국토해양부(선원정책과)와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보고회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연구결과 검증·보완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해양플랜트 글로벌 해체동향 및 동남아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
대로 동남아 시장 진출 타당성 검토 및 진출방안을 수립하였음
○○ 특히 이 과정에서 다수의 해외 전문가가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함으로써 연구의 품질
제고와 아울러 동남아 시장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세계적으로 해양플랜트는 약 7,500여 개 설치되어 있으며, 멕시코만 3,450개, 아
태지역 1,733개, 북해 630개 등으로 아태지역은 세계 두 번째로 큰 시장
○○ 아태지역은 1984년부터 해체가 시작되었으며, 전체 해체물량의 2.52% 차지
－－ 2009년까지 해체실적은 총 95기(설치물량의 5.5%)로 기본 데이터 부족, 규제도
느슨하고 Supply Chain도 미성숙된 초기시장에 해당
－－ 아태지역에 617개의 Platform을 해체하는 데 152억 달러가 소요되고, 최대
320억 달러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Twomey, 2010)
○○ Offshore Platform 해체작업의 경우, 해체 작업에 관한 엔지니어링 및 전문 기술
보다는 대규모 해상 크레인을 장착한 선박을 포함한 장비 운용이 작업 수행 대부분
을 차지
－－ Offshore Platform 설치공사의 경우, 작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 선박, 장비 및
인력뿐만 아니라 설치공사에 관한 전문 엔지니어링 및 기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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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진출여건>

<해체대상별 진출여건>

514

수탁연구과제 11-068

○○ 국내기업의 진출방안
－－ 해당 국가들이 선호하는 해체사업 방식은 한국기업과 현지 기업 간 컨소시엄 구
성이며, 해체사업 가이드라인 숙지를 통한 마찰 최소화 필요
－－ 현 시점에서는 J/V, M&A보다 현지 국가 기업의 Subcontractor로 참여하는 것
이 현실적임(협력대상 기업: PFC Engineering, Sapura Acergy 등)
－－ 현지 주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에이전트로 활용하는 방안 적극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UTP, ALAM, TPTI, PTIT 등)
－－ 국내 기업 중 해양플랜트 해체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로 컨소시엄 구성

2) 정책적 기여
○○ 동남아 해양플랜트 해체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관련 기업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진출 촉진
○○ 해외 현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 말레이시아 Petronas, UTP, ALAM, MapsGlobe, 태국 DMF, TPTI, PTIT 등

3) 기대효과
○○ 해체선박 등 장비 건조에 2,000억 투자 시 약 7천억 원의 생산유발 및 2,800명의
고용유발 기대
○○ OSV 건조를 통해 중소조선업체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일감 확보에 기여
○○ 연관산업(컨설턴트, 심해설비 등)의 동반 성장과 파생산업(IT, 조선, 토목 등)의 확
대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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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 교육·홍보 지원
연 구 기 간 : 2011. 7. ~ 2011. 12.(5개월)
연구책임자 : 홍현표 연구위원
(Tel. 02-2105-2884, e-mail : hphong@kmi.re.kr)
내부연구자 : 마창모 전문연구원, 한덕훈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글로벌화된 수산업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업인의 의식 제고 등을 통해
수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킴
○○ 최근 우리나라 수산분야에서는 각종 국제규범의 강화, 국제 협상 및 협력의 진전 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어업인의 경영에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대외적 환경 변화가 수산분야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는 영향
과 그 내용을 파악하여 어업인에게 널리 홍보·교육하고 이를 극복하고 대응하기 위한
어업인의 자세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3회에 걸친 국내 전문가 워크숍 개최하여 최근 수산업 분야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였고, 어민교육의 내용과 과정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접근방

516

수탁연구과제 11-080

법에 대한 토의를 거침
○○ 교육홍보자료로서 팸플릿과 교육자료집을 발간하여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어민 교육
시에 활용하도록 함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수산업 글로벌 스탠다드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이광남 박사와 협성대학교 고재모 교수,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서진교 교수에게 세부적인 강의 내용과 공동연구를 실시하였고 이를 어민
교육 자료로 활용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수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평가하고 그 과제를 제시
○○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의 식품 위생측면에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설명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제시
○○ 우리나라 수산업의 글로벌화 실태 분석 제시
○○ 수산업의 글로벌화의 정도와 국제협력 제시
○○ 한중일 수산업의 부문별 비교우위 실태와 발전방향 제시

2) 정책적 기여
○○ 수산분야의 최근 글로벌 스탠다드의 동향을 어민교육·홍보교육을 통하여 제시하
고 위기극복을 위한 어민들의 방향을 제시

3)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하여 어민들로 하여금 급속히 변화하는 대내외의 환경에 따른 수산업
글로벌 스탠다드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위기대응 방안을 도
출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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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자료집과 함께 팸플릿 등 알기 쉬운 내용과 교재를 사용함으로써 교육내용의
원활한 전달을 도모
○○ 향후 홍보교육의 실질적인 효과의 확산을 위하여 다년간 지속적으로 수산업의 글로
벌 스탠다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각 생산, 유통, 소비, 교역 등 단계별의 글로
벌 스탠다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518

수탁연구과제 11-084

한·인도네시아 FTA
수산 분야 영향분석 및 시사점
연 구 기 간 : 2011. 10. ~ 2011. 12.(3개월)
연구책임자 : 장홍석 부연구위원
(Tel. 02-2105-2904, e-mail : mindrock@hanmail.net)
내부연구자 : 홍현표 연구위원, 김봉태 전문연구원

1. 연구목적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FTA 협상을 대비하여 수산분야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기존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의 문헌조사, 기초 통계 조사분석, 정량분석(무역특화
지수, 현시비교우위, 부분균형모형), 델파이법(전문가 인터뷰 등)

2) 연구의 특징
○○ 동 연구는 수산분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 수산분야의 영향을 연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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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한국의 수산업 구조(규모)는 인도네시아에 비해 절대적 열위에 있으나 산업의 질적
수준에 있어서는 한국이 우위에 있음
－－ 양국의 수산물 수급을 보면, 한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자급률이 95.5%에 이를 정도로 국산의 국내 수요가 높음
－－ 인도네시아의 수산정책이 수산물 공급량 확대와 산업화에 역점을 두고 있어 앞
으로 생산량 증대와 수출 확대가 예상됨
○○ 양국의 수산물 교역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
으나 한국의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인도네시아의 비중은 작으며 감소 중임
○○ 양국의 수산물 교역품의 경쟁력에서도 중국의 수산물이 TSI와 MCA를 기준으로 비
교우위에 있는 결과가 나왔음
○○ 이러한 생산·교역·경쟁력 구조 하에서 한·인니 FTA 체결 시에 수산분야의 피해
가 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한·인니 FTA 협상에서 수산분야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되며,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와의 수산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안되어야 할 것임

2) 정책적 기여
○○ 한·인니 FTA 협상에서 수산분야의 기초 자료로 제공되며, 수산분야의 협상 방향
을 제시함
○○ 향후 한·인니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마련에서 기초적인 피해 규모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음

3) 기대효과
○○ 연구의 성격상 정책적 기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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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간행물 발간
1) 종합학술지
(1) 해양정책연구(반년간)
호 수

제

목/집

필

자

• 동북아시아 컨테이너 항만체제의 변화 추세와 전망 / 정봉민
• 기업지배구조가 물류비의 비대칭적 형태에 미치는 영향
/ 이상철·박재완·김형근
•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조치에 관한 비교 연구
제26권
제1호
(여름호)

/ 최지현
•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한계와 집행력 제고방안
/ 최수정·이동현
• 수산비축 및 수매지원 사업이 수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 김광호·민희철·이항용
• Have Rules of Major Maritime Conventions Led to a Reduction
in Ship-source Accidental Pollution? A Correlation Issue
/ 방호삼
• 이산화탄소 처리에 대한 발전원별 원가비교분석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해양

제26권
제2호
(겨울호)

지중저장기술의 경제적 효율성 평가 / 곽승준·이주석
• 해밀토니안기법을 이용한 대형선망어업의 고등어·전갱이 최적어획량 결정
/ 남종오
• 보성갯벌의 비시장가치 평가 / 박선영·유승훈·구세주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정량적 효과 분석 / 김봉태·이성우

522

1. 정기 간행물 발간

(2)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KMI 영문저널, 반년간)
호 수

제

목/집

필

자

• The EU-27 Logistics Industry: Structure and Trends of Major
Subsectors and National Markets / Giovanni Satta, Francesco and
Sung-woo Lee
• The Artic Fisheries Regime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 Seon제3권
제1호
(여름호)

hee Eom
• China's Maritime Security Policy in the Indian Ocean : Assessment
and Implication for Korea / Min-su Kim and Hea-jin Park
• An Application of Dynamic Factor Model to Dry Bulk Market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Synchronicity and Idiosyncrasy in the
Sub-Markets with Different Ship Size- / Byoung-wook ko
• Land-locked Country and Port Accessibility -Mongolian Case/ Yong-an Park
• Policy suggestion t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 Korea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in marine
sectors / Vlad M. Kaczynski and Jongseong Ryu
• Legal Issues Related to Armament of Vessels / Dong-Wook Kim

제3권

• TAC Assessment of Multiple Species and Single Fishing Gear - case

제2호

study on mackerel and jack mackerel caught by the large purse

(겨울호)

seine fleet - / Jongoh Nam, Jeonggon Ryu and John M. Gates
• Legal Study o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EZ - With a Focus on
Foreig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EZ of P.R. China- / Yao-Dong
Yu and Wen-Jin Piao
• Different Voices o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EZ / Young-K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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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정보지
(1) 계간 해양수산
호수

구분
(섹션)

주요 내용

시론 • 새로운 10년의 기회와 도전-녹색해운

길광수

• 선박 재항 시간의 결정 요인 분석: 인천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민규
최지연

• 김 산업의 발전과정과 세계화 전략에 관한 연구

옥영수

• 수산업 거버넌스 정립과 정책적 대응방안

엄선희

• 필리핀 항만의 기능분석을 통한 투자사업 전망

김태일

• 해적행위 대응과 해상운송로 확보

최영석

• 중국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물류정책

이주호

• 물류이슈 : 내항 해운업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
비해야

김우선

동향 • 호주 세계유산(World Heritage) 지정 도서(島嶼) 관리정책 동
향

정지호

1호
(2월)

• 유럽연합 도서 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장정인

• 미국의 연안 및 하구토지보전계획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 연안
관리제도 적용 시사점

손규희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개선 방안

이헌동

브리핑 • 최근 해운시황 동향
시론 • 항만개발 및 관리권의 지자체 위임 및 이양에 즈음하여

논단

해운시장
연구센터
전찬영

• 해운항만 분야 물류정보화 정책 추진 방향

최종희

• 컨테이너터미널 운영대안별 에너지비용 절감효과 분석 연구

김우선
하태영

• 우리나라의 품목별 식품 이력추적제도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주문배

• 기후변화가 해양생물자원에 미치는 영향
- 체제 전환(regime shift)과 일본에서의 연구 현황을 중심으로 -

524

임종관

• 광양항 인센티브제도 개편의의와 향후 정책방향
논단 • 연안 공공 디자인 사업 추진 현황과 정책적 제언

2호
(5월)

집필진

원남일
(특임연구원)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구분
(섹션)

동향
2호
(5월)

주요 내용

집필진

• 중량화물 운송시장 동향
• (Currency Market of Heavy Equipment Shipping)

김태일

• 미국의 친환경 모달시프트 동향

김우선

• 일본의 환경 ODA 추진 동향과 시사점

이구성

• 부산 신항과 광양항의 항만배후단지 개발 현황

최영석

• 중국-타이완 수산협력 현황과 시사점

박성준

• 북극해에 대한 국제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

엄선희

• PNA의 수산정책 변화와 시사점

김수진

• 한·중·일 물류정보 공유 협력 체제

김수엽

브리핑 • 연안 오염총량 관리제 시행에 따른 마산만 환경 개선현황

이윤주

• 미 워싱턴 주(州), 해양공간계획 추진

육근형

시론 •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의의와 기대

김수엽

• 물류기업의 중국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논단

3호
(8월)

동향

• 공공미술로 창조하는 해수욕장의 새로운 매력

이주호
심진범
(인천발전
연구원),
이현식
(인천문화
재단)

•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수산부문 물가파급효과 분석

이헌동

• 우리나라 선박기자재업 발전 방안

김정현

• 환경규제에 대한 포터가설 지상(誌上) 논쟁 소개

고병욱

• 일본의 화물이용운송사업과 우리나라의 국제물류선업 제도

최영석

• 유럽 해운, 항만, 복합운송에 대한 이슈와 최근 연구동향
-ECONSHIP 2011 참관기-

박용안

• 돌고래를 매개로 한 인간 활동과 이를 둘러싼 논쟁

이종훈

• 해외 친환경 마리나제도, 클린 마리나 프로그램

이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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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구분
(섹션)

주요 내용

시론 • 우리나라의 마리나항만 개발정책 방향

김형근

• 항만시설관리권 활용 확대방안

길광수

• 우리나라의 신조발주 시장 특징 및 문제점

이언경

논단 • 그리스 해운산업의 강점 및 지원정책의 시사점
4호
(11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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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

박용안

• 중국의 해양 신성장 정책과 한·중 해양협력 확대 방안

박문진

• 연안·해양 아틀라스(Atlas) 구축 동향

최희정

•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한 해운 무역액 비중의 추세 분석

이민규

• 중국 내륙 물류시장 성장과 물류기업 진출 시 고려 사항
- 쓰촨성 청두(成都)를 중심으로 -

김근섭

• 해양산업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도입 현황 및 전망

안요한

• 중남미 시장 진출과 콜롬비아와의 FTA

최영석

1. 정기 간행물 발간

3) 특별정보지
(1) 독도연구저널
호수

주요 내용

집필진

• Inside & Outside
-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본다
• Opinion
- 독도와 안용복 재조명
• 기획특집
- 일본 중학교과서의 독도
- 탈영토화시대의 영토교육
-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교육의 다차원적 접근 방식
- 우리의 영토교육 현실,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이 필요한 때
• 정책리포트
- 해적피해 방지, 근본적인 해결은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달려 있다
- 중국의 해양권익 확보정책(1)
• Global Ocean Focus
- 해적피해방지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관할권
봄호
(13호) • 이슈브리핑
- 칙령 41호의 울릉도 및 관할구역 통치실태, 「울도군 절목」으로
밝혀져
- 日, 해저자원 대국을 위한 거대광상 탐사착수
- 이스라엘, 키프로스와 해양경계협정 체결
- 러시아,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 해양 진출
- 중국, 2011년 국방비 해군에 집중 투자
• 독도 Archive
- 무라카와 이치베에란 누구인가?
• 현장탐방
-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참관기
• 이 책을 말한다
- Dokdo : Historical Appraisal and International Justice
• 독도 라운지
- 가슴으로 배우는 독도교육! 울릉군 공부원 독도아카데미

김태현
장학봉
현대송
박선미
박철웅
이소리
목진용
박문진
김민수
박영길
유미림
이혜은
박영길
최은석
최수정
최은석
최은석
김병렬
구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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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주요 내용

• Inside & Outside
- 독도와 한일관계
• Opinion
- 현대 일본 보수 정치의 원류를 생각함
• 기획특집
- 일본 정치와 독도문제의 현황
- 일본 해양정책 강화의 시사점과 안보과제
- 일본의 오키나와 병합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
• 정책리포트
- 중국의 해양강국화 정책 시리즈
- 북극해 해양 거버넌스 동향 및 시사점: 제7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름호 • Global Ocean Focus
- ARF ‘유엔해양법협약세미나’를 통해 본 최근 해양법 이슈
(14호)
- 국제해양법재판소 M/V Louisa호 사건 잠정조치 명령
-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해양경계분쟁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
• 이슈브리핑
- 페루, 에콰도르 해양경계획정 합의
- 북극이사회 주도의 첫 번째 조약 체결
- ICJ,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의 영토·해양경계사건 소송참가
신청 기각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새로운 해양분쟁 가능성 높아
• 학술포럼
- 제5회 국제해상치안컨퍼런스: 영토·해양학술세미나
• 이 책을 말한다
- 죽도=독도 문제: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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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

김재윤
김종식
현대송
송은희
김영숙
박문진
김민수

최수정
최지현
이창열
이창열
최지현
박영길
최수정
이창열
최은석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주요 내용

집필진

• Inside & Outside
- Textual Interpretation of Article 121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The Ocean, A New Territory of the 21st Century
• Opinion
- Voluntary and Compulsory Conciliation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Japan Must Live Up to Its JDZ Commitment
• Research Note
- Recent ITLOS Case: M/V Louisa Case, Provisional
Measures
- Solidifying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 Modern Japanese Politics and the Status of the Dokdo
Issue
- Modern fishing off Dokdo before 1905
가을호
- Name Changes of Dokdo and Ulleungdo
(15호)
• Policy Report
- Fundamental solution for preventing the scourge of piracy
lies on the joint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Chinese Maritime Hegemony and Implications for Korean
Policy on China
• Global Ocean Focus
- Developments of maritime governance in the Article
and their implications : with focus on the 7th Arctic
Council Ministerial Meting
- Jurisdiction of the Advisory Opinion by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dispute
between Croatia and Slovenia?
• Historical Materials
- Meeting Murakami Skekurou, the owner of the
"Memorandum in the 9th Year of Genroku"

Myron H.
Nordquest
Seong-Jin Kim
Seinho Yee
Hak-bong Chang
Jee-Hyun Choi
Won-Sang Seo
Dae-Song Hyun
Byoung-Sup Park
Yong-Ha Shin
Jin-Yong Mok
Suk-Joon Yoon

Min-Soo Kim

Young-Gil Park
Chang-Youl Lee

Eun-Seok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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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주요 내용

• Inside & Outside
- 법적 대륙붕(Article 76/UNCLOS)과 과학적 대륙붕의 올바른 이해
• Opinion
- 海洋主權에 관한 懸案問題
• 기획특집
- 해양과학조사를 통한 독도의 재발견
- 동해의 해저지형과 지질
- 직접 자원 조사와 해양경계
-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
• 정책리포트
- 중국의 해양강국화 정책 시리즈
- 중국 해군의 현대화가 동아시아 해양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가
• Global Ocean Focus
겨울호
- 몽골정부의 해양진출 정책 발달과 시사점
(16호)
- ‘해저케이블’ 보호를 위한 법제도 동향과 시사점
- 일본의 대륙붕 한계 확장 신청에 대한 제3국의 소송제기 가능성
• 이슈브리핑
- 이스라엘과 레바논, 해양경계분쟁 심화
- 국제해양법재판소 방글라데시 미얀마 해양경계획정 사건,
구두절차 종결
- 이어도 배타적경제수역, 중국에 대한 단호한 조치 필요
- 태국과 캄보디아 간 천연자원을 둘러싼 갈등
- 바하마와 쿠바 40년간의 해양경계획정 협상 최종 합의
• 학술포럼
- 해양영토 국제학술대회 “해양과 동북아 평화”
• 독도 Archive
- 죽도지서부와 울릉도 도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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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

박용안
김찬규
박찬홍
김성필
강수경
이창열
박문진
최수정
박용안
김민수
최지현
박영길
최지현
이창열
장진희
김윤화
이현경
박지영

1. 정기 간행물 발간

4) 동향정보지
(1) KMI 수산동향
호수

구분
(섹션)

칼럼

주요 내용

집필진

새로운 10년의 시작, 수산 선진화의
원년으로

김정봉/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FAO 어항개발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어항개발 관리방향

박상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어촌개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승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수산
수산물 이력제에 대한 소비자 및 참여업체의 이헌동/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과
인식
전문연구원
이슈
김수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넙치 폐사저감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연구원

수산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생명자원산업
1/2
포커스 육성이 시급하다
월호
어촌체험마을의 발전을 위해 네트워크
(합본)
구축이 필요하다
현장
르포
KMI
수산물
생산자
가격
지수
특집

엄선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박상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베트남 수산업 현장을 찾아서

김봉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브라질의 양식산업 대국을 향한 첫 걸음

함영곤/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연근해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FPPI)
(2010년12월)(1월)
양식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APPI)의
동향과전망(1월)(2월)

강종호·이헌동, 성진우·
함영곤

2011 수산전망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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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구분
(섹션)

칼럼

주요 내용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산 수산물 유통통계, 이대로 좋은가
동향과
이슈 북한 수산물 무역관련 조직 현황 및 시사점

수산
포커스

KMI
수산물
생산자
가격
지수
특집

532

손재학/국립수산물품질검사
원원장
강종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엄선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사업의 과제

이승우/한국해양수개발원 연
구위원

유가상승에 따른 연근해어업 영향과 시사점

이헌동/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일본 내수면 연구 현장을 다녀와서

김대영/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김봉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연근해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FPPI)
(2010년 2월)
양식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APPI)의
동향과 전망(3월)

강종호·이헌동, 성진우·
함영곤

일본 동북 대지진의 수산업 영향과 과제

강종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3월호
현장
르포

집필진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구분
(섹션)

칼럼

주요 내용

집필진

생태기반 통합적·체계적 수산자원관리

양태선/수산자원사업단이사
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향후 추진 과제

윤상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수산
동향과 유럽 수산기금(EFF)의 동향 및 특징
이슈

정명화/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전복 양식업의 생산성 문제와 해결 방안
4월호

수산
내수면어업 재도약을 위한 과제
포커스

성진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이정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현장
르포

서해안 중부권의 수산업 전진기지 안흥항을
다녀와서

박상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KMI
수산물
생산자
가격
지수

연근해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FPPI)
(2010년 3월)
양식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APPI)의
동향과 전망(3월)

강종호·이헌동, 성진우·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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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구분
(섹션)

칼럼

주요 내용

빌딩양식, 미래 양식산업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다

류정곤/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의 과제

이승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수산 일본의 어류용 배합사료 현황 및 시사점
동향과
이슈 세계 내수면어업 동향과 시사점

5월호

김대영/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이정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우리나라 양식산업, 경제이론에 기초한
진단 및 예측 서둘러야

남종오/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수산물브랜드화! - 무엇부터 시작해야
수산
할까?
포커스
일본 대지진 2개월, 수산업에 주는 교훈

주문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현장
르포
KMI
수산물
생산자
가격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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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

일본동북대지진수산대책TF

남태평양 고도(孤島), 나우루 공화국
방문기

김대영/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5월 8일, ‘미역먹는 날’ 지정·선포식을
다녀와서

이남수/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연근해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FPPI)
(2010년 4월)
양식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APPI)의
동향과 전망(4월)

강종호·이헌동, 성진우·
김수현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구분
(섹션)

칼럼

주요 내용

집필진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분야 대응 방안

김영만/국립수산과학원원장

수산 ‘신안우럭주식회사’ 설립의 의의와 시사점
동향과
스페인 복합농업보험제도의 구조 및
이슈
정책지원
수산
양어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
6월호 포커스
현장
르포

백은영/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부연구위원
정명화/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김대영/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고흥의 바다송어 양성 현장을 다녀와서

손인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KMI
수산물
생산자
가격
지수

연근해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FPPI)
(2010년 5월)
양식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APPI)의
동향과 전망(5월)

강종호·이헌동, 성진우·
김수현

칼럼

글로벌 수산식량 위기 대응체제 구축 필요

김정봉/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수산 미국 낚시산업의 선순환 구조 및 시사점
동향과
이슈 넙치 양식 동향 및 지역별 생산성 비교
수산
어항개발과 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
포커스

이정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김수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이승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7월호
현장
르포

중국 광둥성과 하이난성의 수산업 현장을
다녀와서

김봉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김보경/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위촉연구원

KMI
수산물
생산자
가격
지수

연근해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FPPI)
(2010년 6월)
양식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APPI)의
동향과 전망(6월)

강종호·이헌동, 성진우·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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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구분
(섹션)

칼럼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자

수산
동향과 미국 식품이력추적제도의 특징과 정책동향
이슈
OECD-FAO의 2011~2020년
수산업 전망과 과제

수산
포커스 어류 해상가두리양식의 출하량 감소
8월호
원인과 시사점
현장
르포
KMI
수산물
생산자
가격
지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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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김봉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박태경/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위촉연구원
노승국/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위촉연구원

연근해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FPPI)
(2010년 7월)
양식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APPI)의
동향과 전망(7월)

강종호·이헌동, 성진우·
김수현

갯벌어업이 수산업의 신성장동력원이
되길 바라며

정명생/해양수산개발원 어업
자원연구실장

수산
9월호 포커스 수산동물의 수입검역 실태와 정책과제

KMI
수산물
생산자
가격
지수

최기수/농수축산신문발행인

서산 굴양식 현장을 다녀와서

수산 ‘신안우럭주식회사’ 설립의 의의와 시사점
동향과
이슈 성공적 농수산물 데이마케팅 추진을 위한
과제

현장
르포

집필진

백은영/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위촉부연구위원
이남수/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이헌동/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제6회 국제수산포럼(International Fishery 엄선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gress)을 다녀와서
전문연구원
연근해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FPPI)
(2010년 8월)
양식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APPI)의
동향과 전망(8월)

이헌동, 성진우·김수현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구분
(섹션)

칼럼

주요 내용

집필진

2012년 해양투기 금지는 국민과 국제사회와 김장현/한국수산업경영인중
의 약속에 대한 이행이다
앙연합회회장
해외양식과 수산개발협력의 활성화

정일정/농림수산식품부원양
협력관

세계 수산물 교역 동향

정명생/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수산
일본의 어장환경 관리를 위한 어장개선계획
동향과
동향
이슈
일본의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10/11
월호 수산
(합본) 포커스 어선펀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현장
르포
KMI
수산물
생산자
가격
지수

피지의 연안어업을 보고 나서

김대영/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임경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엄선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이정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이탈리아 San Benedetto del Tronto 어항 박상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을 다녀와서
전문연구원
연근해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FPPI)(9
월)(10월)
이헌동, 성진우·김수현
양식수산물생산자가격지수(KMI-APPI)의
동향과 전망(9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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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과 산업(월간)
호수

1호
·
2호

3호

4호

5호

6호

538

구분
(섹션)

주요 내용

집필진

동향

Ⅰ. 해외 항만 물동량 동향
Ⅱ. 국내 항만 물동량 동향
Ⅲ. 항만포커스
1. 철강산업 분석
2. YBM(Yokohama Bay Side Marina) 현장조사

심기섭, 이민규,
조소희, 박수혁,
김범수, 황소정,
이수영

동향

Ⅰ. 해외 항만 물동량 동향
Ⅱ. 국내 항만 물동량 동향
Ⅲ. 항만포커스
1. WEF 세계경쟁력 보고서리뷰
2. 2011년 1월 물동량 분석 및 시사점

심기섭, 이민규,
조소희, 김범수,
황소정, 이수영

동향

Ⅰ. 해외 항만 물동량 동향
Ⅱ. 국내 항만 물동량 동향
Ⅲ. 항만포커스
1. 전세계 석탄 수급 동향 및 시사점
2. 2011년 2월 물동량 분석 및 시사점

심기섭, 이민규,
조소희, 김범수,
황소정, 이수영

동향

Ⅰ. 해외 항만 물동량 동향
Ⅱ. 국내 항만 물동량 동향
Ⅲ. 항만포커스
1. 국내 자동차 물동량 관련 주요 이슈분석
2. 국외 자동차 물동량 관련 주요 이슈분석

심기섭, 이민규,
조소희, 김범수,
황소정, 이수영

동향

Ⅰ. 해외 항만 물동량 동향
Ⅱ. 국내 항만 물동량 동향
Ⅲ. 항만포커스
1. ICOMIA 국제컨퍼런스 개요
2. 마리나시설 개발
3. 마리나시설 관리와 운영
4. 싱가포르 마리나시설 개발사례
5. 시사점

심기섭, 이민규,
조소희, 김범수,
황소정, 이수영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구분
(섹션)

주요 내용

집필진

동향

Ⅰ. 해외 항만 물동량 동향
Ⅱ. 국내 항만 물동량 동향
Ⅲ. 항만포커스
1. 기타항 물동량
2. 훈춘의 물류동향 및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현황

심기섭, 이민규,
조소희, 김범수,
황소정, 이수영

동향

Ⅰ. 해외 항만 물동량 동향
Ⅱ. 국내 항만 물동량 동향
Ⅲ. 항만포커스-국내외 조선수리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심기섭,
조소희,
황소정,
최건우,

이민규,
김범수,
이수영,
김민영

동향

Ⅰ. 해외 항만 물동량 동향
Ⅱ. 국내 항만 물동량 동향
Ⅲ. 항만포커스-일본국제전략항만 정책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Ⅳ. 해외 주요항만시설 현황

심기섭,
조소희,
황소정,
최건우,

이민규,
김범수,
이수영,
김민영

동향

Ⅰ. 해외 항만 물동량 동향
Ⅱ. 국내 항만 물동량 동향
Ⅲ. 항만포커스
1. 미국 경제위기가 우리나라 자동차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세계 상위 20대 컨테이너 선사 현황
Ⅳ. 국외 주요항만시설 현황

심기섭,
조소희,
황소정,
최건우,

이민규,
김범수,
이수영,
김민영

동향

Ⅰ. 해외 항만 물동량 동향
Ⅱ. 국내 항만 물동량 동향
Ⅲ. 항만포커스
1. 네덜란드 Damen Shiprepair Rotterdam
2. 독일 Blohm + Voss repair
Ⅳ. 국외 주요항만시설 현황

심기섭, 이민규,
조소희, 추봉성,
김범수, 황소정,
이수영, 최건우,
김민영

동향

Ⅰ. 해외 항만 물동량 동향
Ⅱ. 국내 항만 물동량 동향
Ⅲ. 항만포커스
1. 품목별 해운 무역액 비중의 추세분석
2. 일본의 항만정책 변화와 서안측 거점항 선정
Ⅳ. 국외 주요항만시설 현황

심기섭, 이민규,
조소희, 추봉성,
김범수, 황소정,
이수영, 최건우,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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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자료지
(1) 해운통계요람(연간)
구 분

국내 통계

해외 통계

주요 내용

•
•
•
•
•
•
•
•
•
•
•

선박 및 선원
화물·여객
항만
조선
해난
주요 경제지표
세계 선박량
세계 해상물동량
운임 및 원자재 가격
세계 조선
세계 해난사고

•
•
•
•
•
•
•
•
•
•
•
•
•
•
•
•

어항 현황
어선세력
어업인구
어가 경영
어업 생산량
기르는 어업
수산물 수출입
수산물 유통
수산자금 및 면세유류 공급
어촌계
물가지수 가격
어선 해양사고
해외통계
해양환경
해상치안
환경보전

(2) 수산 해양환경통계(연간)
구 분

수산통계

해양환경통계

540

주요 내용

1. 정기 간행물 발간

(3) KMI 글로벌 수산 포커스(격주간-온라인)
호수

구분
(섹션)

이슈분석
20

포커스
이슈분석

21

2011년 세계 수산물 시장, 물량 확보 비상
FAO, 부수어획 및 부수어획물 폐기에 관한 지침 발표
글로벌화의 코어, ‘리딩 기업’의 육성과 역할
FAO 수산위원회, ‘책임있는 어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 강조
미국, 새로운 양식정책으로 수입의존형 수산물 소비구조의 전환 모색

포커스
이슈분석

22

주요내용

포커스

장쯔다오(獐子島)그룹, 어민 주도의 주식회사로 성공한 중국 최대의
수산기업
북극해 수산업을 겨냥한 전략적인 접근방법 모색 필요
친환경 방오(防汚, antifouling) 양식어망, 고부가가치 수산연관산업
으로 발전가능성 높아
신 어법 ‘호망(虎網)’ 중국에 급증, 선망에 비해 어획 효율 5배

이슈분석
23

포커스
이슈분석

24

포커스
이슈분석

25

포커스
이슈분석

26

포커스
이슈분석

27

포커스
이슈분석

28

포커스

일본 도호쿠 대지진, 수산분야 영향 우려
황해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경제적 접근이 중요
중국, 향후 5년간 어업용 유류보조금 지급정책 강화하기로
양식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필요
지구적 재난의 연속, 수산물 수급 위한 선제적 대처 필요
미국 수산물 수입업계, 최소체장 이하 꽃게 수입 중단에 합의
중서부 아프리카 코나크리(CONAKRY) 어장 소고(小考)
남태평양, 참치어업 규제 한층 강화될 전망
EU, 공동어업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행규칙 채택
일본 대지진, 수산분야의 새로운 정책 시험장에 올라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양식수산업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필요
유럽연합(EU), 어획물폐기(Discard) 방지 노력 경주
솔로몬 어항개발사업 현지 방문조사 및 설명회 개최
개발도상국, 수산물 교역으로 새로운 활로 모색
한-페루 FTA, 안정적 어분확보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 필요
주요 새우생산국, 기상이변 및 양식질병 등으로 몸살 앓아
‘눈길’ 끄는 인도네시아 수산 발전계획
유럽연합(EU), 과학적 통계 미흡 업종에 TAC 삭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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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구분
(섹션)

이슈분석
29

포커스
이슈분석

30

포커스
이슈분석

31

포커스
이슈분석

32

포커스
이슈분석

33

포커스
이슈분석

34

포커스
이슈분석

35

포커스
이슈분석

36

포커스
이슈분석

37

542

포커스

주요내용

일본의 대지진, 새로운 산지시장 구축으로 돌파구 마련
해삼양식 급성장, 산둥과 랴오닝이 ‘쌍끌이’
양식 수산물 생산 대국인 인도와 수산협력사업 관심 기울일 때
인도네시아, 양식산업의 기회와 도전의 땅
남아공 헤이크의 월마트 진출 교훈
페루 넙치양식사업 진출과 애로사항
말레이시아 수산청, 한국과의 수산부문 협력 희망
KOPAFF. 앙골라 필두로 아프리카 수산협력 사업 본격화
FAO, 소규모어업 부수어획에 의한 참치남획에 주의 촉구
EU, 어획쿼터 거래제 도입할 것인가
KORAFF, 앙골라 심포지엄, 아프리카 7개국 수산협력 제안
페루, 수산부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필요
솔로몬 제도의 다랑어 자원 중요성과 정책방향
한 남태평양 수산포럼(KOSOFF) 창립 및 기념심포지엄 개최
미국 NOAA, 부수어획(bycatch) 최초 종합보고서 발간
흰살 필렛 시장의 격변-글로벌 임팩트
베트남 등 아세안국가의 수산물 수출전략과 시사점
지구 온난화 영향, 바렌츠해 대구 자원량 기록적 증가세
중국, EU의 IUU 실태조사 허용
아태 양식센터 네트워크, 양식수산물 생산자클러스터 제안
유럽 IUU 통제법과 베트남 수산물 가격폭락 시사점
‘수산분야 녹색성장’, 제3차 ASEM 수산포럼에서 국제협력 이슈로 대두
페루, 수산업 육성을 위한 수산관련 정책 강화
호주 정부에서 거대한 산호해 해양공원 계획, 수산업계는 반대
EU, 해양수산 분야 예산 및 정책지원 확대
일본의 대게 수입, 캐나다 의존 심화
IUU에 끈질기게 대응하는 미국 수산당국

1. 정기 간행물 발간

(4) KMI 해양산업동향(격주간-온라인)
호수

구분
(섹션)

동향분석

30호

동향정보

동향분석

31호

동향정보

동향분석

32호

동향정보

동향분석

33호

동향정보

주요 내용

집필진

중국의 해양 신 성장전략 추진동향

박문진

미국,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협정위반 여부 WTO에 검토 요청

김민수

영국, 2020년 신재생에너지 청사진 제시

김민수

세계 해양바이오산업, 2015년에 41억 달러 규모에 이를 듯

황기형

유럽, 해양바이오 매년 12% 성장 전망

박광서

미국, 조류발전 영향 측정 수리모델 개발

박광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매력도지수 세계 18위

김민수

일본, 해수 및 해류로부터 우라늄 추출 논란

박광서

중국, 해양플랜트 산업 집중 육성

박문진

브라질, 해저실험실 설치 추진

황기형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해양산업 영향

안요한

해양 산성화는 해중 소음을 증가시키는가?

안요한

해양지식 기반 확충을 위한 EU의 'Marine Knowledge 2020'

황기형

중국, 해양산업 성장잠재력 최대 4조 9천억 달러 추정

박문진

중국, 가스 하이드레이트 기술개발에 박차

박문진

중국, M&A 전략으로 해외 석유가스 시장 진출 가속화

김민수

2010년 유럽 해상풍력발전, 전년 대비 51% 증가
- 2011년은 1,000~1,500MW 수준 예상 -

박광서

호주 멜버른시의 해수담수화 플랜트는 성공할 것인가?

안요한

물 부족과 해수담수화 산업의 미래

박광서

캐나다 Nautilus사, 파푸아뉴기니 정부로부터 해저열수광상
개발권 획득

황기형

심해저자원개발, OSV 시장 견인한다

김민수

미국, 바이오연료 상업적 생산 단지 건설

김민수

중국, 해수이용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

박문진

미국 NOAA, 해양온도차발전 웹사이트 개설

박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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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구분
(섹션)

동향분석

35호

동향정보

동향분석

36호

동향정보

동향분석

37호

동향정보

동향분석

38호

544

동향정보

주요 내용

집필진

2011년 세계 리그(rig)시장, 화두는 ‘과잉공급’

김민수

중국, 해양경제 운영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구축 추진

박문진

중국, 해저관측시스템 구축 본격화

박문진

유럽 발틱 연안 국가들, 해양경제의 중요성 강조
- 유럽의 해양경제 4,500억 유로-

박광서

미국, 멕시코만에 심해부유식생산시설(FPSO) 최초로 허가

최양규

영국 스코틀랜드, 세계 최대규모의 조류발전 승인

박광서

중국, 해양산업 발전전략 추진

박문진

2010년 전세계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사업 234개로 증가

박광서

미국, 쉐브론사의 멕시코만 석유시추 승인

김민수

세계 및 중국의 선박용 디젤엔진 시장 동향

박광서

중국의 해양부식방지 페인트시장 수요급등

안요한

해운업계, 국제회계기준으로 인한 재무구조 변화 예상

안요한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른 해양산업계의 명암

안요한

중국, 최초 상업용 조류발전소 개발 추진

박문진

영국, 해상풍력에서 2050년까지 최대 23만개 일자리 창출

박광서

해저장비 자본지출, 향후 5년간 1,390억 달러 전망

박광서

노르웨이 Statoil사, 북극해 스쿠루가드 유정 개발

김민수

일본 원전사태 이후, 세계 에너지 시장 예측 '안개속'

김민수

2030년을 대비한 미국의 해양과학 하부구조 강화 방안

황기형

중국, 2020년 해양경제규모 GDP의 20% 전망

박문진

중국,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해양 관측소 운영 개시

박문진

영국, 해양산업 규모 440억 달러

김민수

에너지 장관들, CCS 사업의 세계적인 적용 합의

박광서

캐나다, 세계 최대 규모의 CCS 프로젝트 허가

박광서

해상풍력 시장, 유럽 10개국과 중·일이 주도

박광서

네덜란드, 15억 달러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 ‘난항’

김민수

대만의 해양에너지 개발

안요한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구분
(섹션)

동향분석

39호
동향정보

동향분석

40호

동향정보

동향분석

41호

동향정보

동향분석

42호

동향정보

주요 내용

집필진

FPSO 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박광서

국내 해양산업 동향 : 지속가능보고서 채택 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

안요한

중국, ‘과학기술을 통한 해양활성화 산업시범 기지’ 개발지침
마련

박문진

중국, 올해 중 연안 종합조사사업 결과물 발표 예정

박문진

독일, 상업용 해상풍력단지 ‘최초’ 가동

김민수

북극이사회, 북극해 ‘SAR’ 협정 체결

김민수

중국의 해양통계체계 구축동향과 향후 과제

박문진

해수면 상승, UN의 예측보다 더 빠르게 진행

박광서

IPCC, 재생에너지로 세계 에너지의 77% 공급 가능

박광서

중국, 세계 첨단해양플랜트 생산국으로 도약

박문진

일본, 원전사태 이후 해양산업 클러스터 ‘위기’ 오나?

김민수

영국, 해양 석유·가스 개발 ‘기술 혁신’이 해답

김민수

해양산업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현황과 시사점

안요한

일본, 세계 최초로 메탄하이드레이트 채취 실험장비 도입

박광서

중국 제12차 5개년 계획(2011~ 2015)의 해양 분야 중점사업 발표

박문진

중국, 해양기술 테마섬 개발 추진

박문진

유럽 7개국 컨소시엄, 해조류 바이오연료 실용화 추진

김민수

2017년 북극해 석유·가스 생산자본지출 70억 달러 전망

박광서

세계 항만 인프라 투자, 2030년까지 8,300억 달러 전망

김민수

태국의 해양플랜트 해체시장 현황 및 시사점

박광서

미 하원, 북극 자원개발 촉진 법안 통과

김민수

중국, 2020년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
-2020년 설치용량 30GW 전망

박문진

미국, 중국과의 풍력 보조금 분쟁서 ‘승리’

김민수

호주, 빅토리아 주에 해양신재생에너지 Testbed 개발

안요한

국제자연보호연맹, 전 세계 해양 생물 멸종 경고

이정아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속도 역사상 최고

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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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 관련 및 자원 사업

호수

구분
(섹션)

동향분석

43호

동향정보

동향분석

44호

동향정보

동향분석

45호

546

동향정보

주요 내용

집필진

영국의 해양에너지 잠재력 및 시장 전망

황기형

중국, 저우산군도 국가급 해양테마 개발신구로 지정

박문진

중국의 최대 해상유전 펑라이유전 원유유출 사고
- 보하이만 해양오염 범위 840㎢에 달해

박문진

일본 금융계, 브라질 FPSO 용선사업에 8억 달러 대출

박광서

유럽풍력에너지협회, 2050년 유럽 에너지 수요의 31%를 해상
풍력으로 충당

이정아

싱가포르, 세계에서 가장 싼 담수 생산 예정

박광서

2010년 세계 그린에너지 투자규모, 2,110억 달러

김민수

호주, 탄소세 도입확정으로 신재생 에너지산업 증가 기대

안요한

해상풍력 경쟁력 제고, ‘기술혁신’과 ‘비용절감’이 해답

김민수

중국, 유인잠수정 4,027m 잠수에 성공

박광서

중국,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시행세칙 마련

박문진

중-모리셔스 해양공동연구센터 설립 추진

박문진

일본, 미쯔비시 사 이산화탄소 회수 공장 시험 가동

안요한

노르웨이 Norcem 사 이산화탄소 포집업체와 협약체결

안요한

영국 국립해양학연구소,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3km 바다 밑 촬영

이정아

해양생태계 보존과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황기형

중국, 인도양 공해 해저열수광상 독점 개발구역 확보

박문진

중국, '광동 해양경제 종합시범구 발전계획' 승인

박문진

심해 자원 E&D 투자, 2015년까지 ‘940억 달러’

김민수

부유식 해양구조물 시장, 2015년까지 전망 ‘맑음’

김민수

미국 멕시코만 지역의 경제적·생태적 가치

박광서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제1차 지중해 쓰나미 조기경보
체계 테스트 실시

이정아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구분
(섹션)

동향분석

46호

동향정보

동향분석

47호

동향정보

동향분석

48호

동향정보

주요 내용

집필진

미국 멕시코만의 석유·가스 산업 현황과 전망

박광서

중-싱가포르, 국제해양시티 개발 추진

박문진

해수담수화의 기술진보

안요한

미국, 대서양 해상풍력 개발 구역 확정

김민수

UAE,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계획 추진

안요한

영국,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이정아

중국의 해양과학기술 정책동향과 향후과제

박문진

심해저 거버넌스, 해양개발 시대의 화두로 떠올라

김민수

미국, 해양관측 프로그램 통해 실시간 해저화산 영상서비스 제공

이정아

EU ‘해양지식 2020 사업’, 해역별 종합정보 제공으로 유용성
인정받아

황기형

노르웨이 Kongsberg Maritime사, 중국에 생산시설 준공

이정아

영국, 2020년까지 해상풍력 비용 33% 절감 계획

김민수

독일 지멘스사, 에너지 소요량 50% 절감하는 해수담수화
신기술 개발

안요한

유럽환경청, 해수·담수관련 유해물질 보고서 발표

안요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해양자원 개발의 재무보고

안요한

일본 JAMSTEC, 지진해일관측시스템 (DONET) 운용 개시

박광서

중국, 12·5(’11~’15)해양과학기술 개발계획 발표

박문진

서아프리카, 시추선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

박광서

미국, 해양 석유·가스 개발 안전규제 강화

김민수

영국·프랑스, 세계 조력에너지 개발 주도

김민수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

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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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 관련 및 자원 사업

호수

구분
(섹션)

동향분석

49호

동향정보

동향분석

50호

동향정보

동향분석

51호

548

동향정보

주요 내용

집필진

영국 해양산업 성장전략과 실천 과제

김민수

중국, 해양플랜트 산업혁신 발전 전략 발표

박문진

중국, 심해연구단지 연내 착공

박문진

영국의 해양과학기술산업, 지난 1년간 76% 성장

황기형

영국·노르웨이, 북해 석유·가스 생산 감소해도 관련기술
서비스 산업은 빠른 성장 예상

황기형

영국, 2,200만 파운드 규모의 해양에너지 실증자금 설치

박광서

호주, "샤크만 지역 해초의 탄소 격리 가치는 80억 달러 이상"

박광서

유럽의 해상풍력발전 동향 및 전망

박광서

영국, 해양플랜트 해체시장 규모 5년 내 63억 달러 전망

김민수

중국, 중장기(2011~2020) 해양인재 육성계획 발표

박문진

상하이 엑스포 결산, 운영 수익 1,900억 원 남겼으나 건설자금
포함하면 적자

박문진

인도양 연안 국가들, 쓰나미 경보체제 확립을 위한 대규모
시험훈련 실시

황기형

미국·영국의 이산화탄소포집(CCS)프로젝트

안요한

미국 침몰선 수색 업체, 90여년 전 침몰된 영국 운반선에서
대규모 은괴 발견

이정아

미국, 해양·연안공간계획 시행을 둘러싼 찬반논쟁 격화

황기형

미국의 Ocean Thermal Energy사, 세계 최초로 해양열에너지
상용화 추진

황기형

EU, 해양 드릴링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안 마련

박광서

호주 Global CCS Institute, 세계 CCS 동향 분석보고서 발표

안요한

세계해상풍력시장,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7%

김민수

중국, APEC 해양센터 개소

박문진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구분
(섹션)

동향분석

52호

동향정보

동향분석

53호

동향정보

동향분석

54호

동향정보

주요 내용

집필진

중국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동향과 향후 전망

박문진

UN, 지속가능한 해양과 연안을 위한 청사진 제시

박광서

스코틀랜드,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방식의 페리선 건조에 착수

황기형

북해의 해양플랜트 해체시장 475억 파운드 이상 전망

박광서

영국과 노르웨이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

안요한

미국정부의 해상풍력발전 지원 강화

안요한

사이언스지, “기후변화가 해양생물 다양성 위협”

김민수

스코틀랜드, 탄소세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에 1억 7,000만 달러
투자

김민수

말레이시아의 해양플랜트 해체시장 동향 및 시사점

안요한

중국, 해양과학기술 산업클러스터 개발 추진

박문진

미국, 원격조정 무인 글라이더로 태평양 횡단 시도

황기형

향후 5년간 해양플랜트 지원선박(OSV) 수요 크게 증가

박광서

해조류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통해 50~80% 생산 증가

김민수

하와이에 1MW급 해수온도차발전 실증 플랜트 건립 추진

박광서

유럽해상풍력, 2020년까지 연평균 투자액 134억 달러 이를 듯

김민수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될듯

황기형

EU, 해양에너지 기업 지원 위한 ‘MaRINET’ 본격 가동

김민수

수중 작업용 ROV, 2015년 시장규모 약 17억 달러 전망

박광서

중국, 해양과학 탐사선대 적극 확충

박문진

중국, 해수담수화 설비 국산화를 위한 투자 강화

안요한

지멘스-상하이 전력, 2억 2,600만 달러 투자해 합작투자회사
설립

김민수

중국-대만, 도서특구 공동 개발 추진

박문진

영국, 해상풍력 투자 확대

안요한

말레이시아, ‘조선 및 조선수리산업 전략 2020’ 수립

박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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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구분
(섹션)

동향분석

55호

550

동향정보

주요 내용

집필진

‘인공섬’ 사례로 본 부유식 해상구조물 현황과 시사점

김민수

일본, 세계 최초로 부유식 복합 해양발전장비 실증실험 개시

박문진

중국, 첫 과학기술 기반 해양 신산업 시범단지 승인

박문진

세계 및 중국의 해저석유·가스 엔지니어링 산업 전망

박광서

국제해사기구의 해운 탄소배출 감축안 강제 규정화 추진

안요한

아프리카지역에서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사업 필요성 부각

안요한

미국 ConocoPhillips사, 가스 생산에 대한 투자 확대

박광서

1. 정기 간행물 발간

(5) 해운과 경영(주간-온/오프라인)
호수

구분(섹션)

Ocean View

1호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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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2호

Ocea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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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BDI 지수의 등락과 해운기업의 대응전략/김형태

Zoom In

• 우리나라 벌크선사의 중장기 성장전략(해외자원개발사업에
주목해야)/고병욱

Market &
Statistics

•
•
•
•
•
•
•
•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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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섹션)

Ocean View

4호

• 북중국 해운시장의 성장 잠재력/최영석

Market &
Statistics

•
•
•
•
•
•
•
•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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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기업은 위기관리 및 고객관리 체제를 구축해야/백종실

Zoom In

• 글로벌 터미널 운영기업(GTO)의 재무성과/김은수

Market &
Statistics

•
•
•
•
•
•
•
•

Ocean View

6호

• 아세안의 성장과 역내 해운시장 진출의 시사점/김우호

Zoom In

Ocean View

5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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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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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섹션)

Ocean View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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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기업과 대량화물 화주간 상생전략은 없는가?/하영석

Zoom In

• 컨테이너선박의 계선 비용과 전략/김은수

Market &
Statistics

•
•
•
•
•
•
•

Ocean View

9호

• 국내 해운산업의 키워드, ‘생존’/황규호

Zoom In

Ocean View

8호

주요내용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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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

구분(섹션)

주요내용

Ocean View

• 자사에 적합한 전사적 리스크관리 과정 개발, 도입 필요/김재봉

Zoom In

• 태평양항로 시황회복 노력과 전망/최영석

Market &
Statistics

•
•
•
•
•
•
•
•

Ocean View

11호

554

• 해운기업의 대형화와 owner-operator 분리체제/김형태

Zoom In

• 영국의 수송운송화물 보조금(WFG) 사례/고병욱

Market &
Statistics

•
•
•
•
•
•
•

Ocean View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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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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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섹션)

Ocean View

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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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는 시황보다 성장동력에 관심을 가져야/임종관

Zoom In

•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과 연안해운에의 시사점/전형진

Market &
Statistics

•
•
•
•
•
•
•
•

Ocean View

15호

• 지속적 경쟁우위 확보위해 동태전략 도입해야/길광수

Zoom In

Ocean View

14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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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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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섹션)

Ocean View

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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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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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컨테이너항만 유치경쟁, 지역발전에 약인가 독인가?
/정봉민

Zoom In

• 중동 해운물류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대책 필요/최영석

Market &
Statistics

•
•
•
•
•
•
•

18호

556

• 강소 해운기업의 발전과 과제

Zoom In

Ocean View

17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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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섹션)

Ocean View

• 베트남 항만 개발에 따른 우리나라
• 해운·항만의 대응전략 필요/김우선

Market &
Statistics

•
•
•
•
•
•
•

Ocean View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 해운분야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비 필요/신승식

Zoom In

• 친환경 운송수단 이용확대를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전형진

Market &
Statistics

•
•
•
•
•
•
•

Ocean View

21호

• 해운시장 구조분석모형의 활용방안/박병인

Zoom In

19호

20호

주요내용

주간평균 BDI 증감률
주간평균 HRCI 증감률
건화물선 운항선대 증감률
유조선 운항선대 증감률
운항선박 추이
주간 운항선박 변동 추이
선종별 신조선, 매매, 해체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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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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구분(섹션)

시론

이슈분석

해외동향

• 조선기술의 첨단, 일본 조선기자재 공업/김태일
• 싱가포르, 해운클러스터로 경쟁력 유지/최영석
• EU의 운송부문 외부비용의 내부화 전략/고병욱

해운통계

• /박일란

시론

558

• 해운산업 지식정보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김우호

기획특집

•
•
•
•
•

현장탐방

• 제1회 NEAL-NET 워크샵에 다녀와서/김보경

해운통계

• /박일란

시론

24호

• 새로운 해러다임은 새로운 경쟁력을 요구한다/임종관
•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한국 해운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전략
/길광수
•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규제가 해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이언경

22호

23호

주요내용

몽골의 해운물류 여건과 발전과제/황진회
몽골 자민우드 국제물류체계와 개선과제/박용안
몽골 해운 인력양성을 위한 추진과제/전형진
몽골의 해운물류분야 법제도 현황 및 발전 방향/최영석
우리나라의 대몽골 수입 광물자원의 물류패턴 분석/이언경

• 궁핍과 잔치의 산업 : 해운산업/정봉민

기획특집

• 소말리아 해적피해 예방대책/김영소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
• 국내 위험물 운송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진국 (주) 다윈콤
디물류정보
• 국내 항만, 물류시설의 보안 실태/이호춘
• 국제물류보안제도 동향과 시사점/반영길

해외동향

• 일본대지진에 따른 일본 항만과 해운 부문의 피해 분석/박용안

해운통계

• /박일란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구분(섹션)

시론

주요내용

• 2010년대 선진 해운기업의 비전, Beyond Shipping/김형태
• 컨테이너선 시장의 집중화에 관한 고찰/김태일

기획특집

• 가상의 해운경영 상황을 이용한 과학적 의사결정방법의 적용
/김지만

25호

26호

• 글로벌 건화물 선사의 발전전략/고병욱, 김화영 엘케이쉬핑(주)

해외동향

• 일본의 녹색물류정책 및 연안해운 녹색선박개발 추진동향
/이언경
• 세계 선박 S&P(Sales & Purchase) 비즈니스 현황 및 전망
/최영석

해운통계

• /박일란

시론

• 해운산업의 새로운 대세 : 선박 S&P 비즈니스/황진회

논단

• FFA 전개와 컨테이너선 시장 FFA의 도입에 관한 고찰/김태일
• 한중 FTA와 해운서비스 부문 대응방안/최영석

해외동향

• IMO의 Single Window 표준화 동향/안경림

현장탐방

• 수도권 최대의 수출입컨테이너기지, 의왕 ICD/이호춘

해운통계

• /박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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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물류위클리
호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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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년까지 총 7억 5천만 달러 투자 계획
Agility Emerging Markets Logistics Index 2011, 중동지역을 차세대
물류허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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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호

•
•
•
•

샤먼항(厦门港), 항만 개발 “12.5계획” 발표
난닝(南宁)-ASEAN경제개발구, 2011년 투자 유치 계획 발표
롱비치항 항만위원회, 1억 2,300만 달러 규모의 항만현대화 사업계약 승인
인도 투티코린 항, JICA에 항만개발 ODA 요청

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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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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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략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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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 철도 사업 개시 예정
APM Terminal 컨소시움, Peru Callao 북터미널 운영사로 선정
미국 루이지애나주 신규 곡물수출 터미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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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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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MI 독도 해양영토 브리핑(주간-온라인)
날짜

제

목

작성자

2011.1.3

칙령 41호의 울릉도 및 관할구역 통치실태, 「울도군 절목」으로 밝혀져

유미림

2011.1.10

日, 해저자원 대국을 위한 거대광상(鑛床) 탐사착수

이혜은

2011.1.17

이스라엘, 키프로스와 해양경계협정 체결

박영길

2011.1.24 러시아,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 해양 진출

최은석

2011.1.31

유미림

안용복이 해상에서 목격한 섬이 독도임을 재확인

2011.2.14 日, ‘다케시마의 날’에 다케시마 교육 제고

이혜은

2011.2.28 국제해양법재판소, 심해저 개발관련 권고적 의견 내놔

박영길

2011.3.7

최은석

러시아, 남쿠릴 열도 지배 강화에 포츠담 선언 인용

2011.3.14 소말리아 해적 직접처벌 움직임

장진희

2011.3.21 중국, 2011년 국방비 해군에 집중 투자

최수정

2011.3.28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해양경계 부근 유전 공동개발 합의

박영길

2011.4.4

일본, 공세적 영토 외교로 전환할 듯

최은석

2011.4.11

모리셔스, 영국의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대해 중재재판소에 소제기

최지현

2011.4.18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해적처벌을 위한 특별법원 설치 결의

이창열

2011.4.25 중국과 필리핀, 남사군도 문제로 외교 갈등

장진희

2011.5.2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새로운 해양분쟁 가능성 높아

최수정

2011.5.9

ICJ,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의 영토·해양경계사건 소송참가신청
기각

박영길

2011.5.16 베트남 선거를 앞두고 남중국해 긴장 재연

최은석

2011.5.23 북극이사회 주도의 첫 번째 조약 체결

최지현

2011.5.30 페루, 에콰도르 해양경계획정 합의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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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1.6.6

제

목

작성자

중국과 베트남, 석유탐사활동으로 충돌

장진희

2011.6.13 케냐와 우간다, 기후변화로 생긴 섬으로 외교적 갈등

최수정

2011.7.11

최은석

시마네현 의회, 독도문제의 ICJ 회부를 촉구

2011.7.18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해양경계분쟁

이창열

2011.7.25 발해만 원유 유출 사건 계기로 지역적 대비 체제 필요성 대두

최지현

2011.8.1

이어도 배타적경제수역, 중국에 대한 단호한 조치 필요

이창열

2011.8.8

이스라엘과 레바논, 해양경계분쟁 심화

박영길

2011.8.15 격화되는 일본의 영토 야욕

최은석

2011.8.22 일본, 낙도 요나구니 섬에 자위대 배치

김윤화

2011.8.29 덴마크,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북극해 관련 자료 제출 방침

최지현

2011.9.5

장진희

저우산해양개발특구, 중국의 해상주도권 확보를 위한 포석인가?

2011.9.14 레바논·이스라엘간 해양경계분쟁 재점화

장진희

2011.9.26 사이프러스 가수전 시추를 둘러싼 동지중해 긴장 고조

박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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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물류리포트(격주간-온라인)
호수

구분(섹션)

전문가칼럼
11-1호

동향 및 이슈
뉴스단신
통계

11-2호

뉴스단신

「12.5계획」, 수운관리 8대 주제 확정 외 7건

동향 및 이슈
뉴스단신

동향 및 이슈
뉴스단신
통계
전문가칼럼
동향 및 이슈
뉴스단신
통계
전문가칼럼
동향 및 이슈
뉴스단신
통계

564

중국 주요 항만의 전체 화물 처리 실적
중국 물류산업의 성장과 진출 기회 / 김은수

전문가칼럼

11-6호

중국 8개 ‘보세항구’, 협력 협의체 발족 외 13건

동향 및 이슈

통계

11-5호

2015년 중국 물류산업 전망 / 김은수

2011년 국제해운시장전망 -Ⅱ / 구윈펑 경리

전문가칼럼

11-4호

2011년 국제해운시장전망 -Ⅰ / 구윈펑 경리

전문가칼럼

통계

11-3호

주요 내용

중국 주요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
푸젠성 항만 大정합 / 왕젠(王健)
중국 「12.5계획」과 물류산업 발전 전망 / 김은수
중국 중앙재정계획 교통운수지출, 전년 대비 10.3% 증가 외 6건
중국 주요 항만의 전체 화물 처리 실적
「12.5계획」과 항운물류산업의 ‘녹색’ 발전 / 셔우젠민(寿建敏)
중국, 「12.5계획」과 물류산업 발전 전망 / 김은수
다국적 기업,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에 입주 열광 외 6건
중국 주요 항만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
중국 「12.5계획」 내하항운발전 전망 / 린궈롱(林国龙)
중국, 「12.5계획」과 지역개발구도 최적화 전망 / 김은수
중국해양경제계획, 국무원에 제출 외 5건
중국 주요 항만 전체 화물 처리 실적
「12.5계획」 중국 선박융자정책의 신동향 / 깐아이핑(甘爱平)
상하이 린깡산업구, 2015년 발전 전망 / 김은수
국무원, 물류산업 발전 신조치 발표 외 4건
중국 주요 항만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구분(섹션)

전문가칼럼
11-7호

광시북부만경제구, 「12.5계획」 발전 전망 / 김은수

뉴스단신

상하이 국제무역중심 건설 전문계획 출범 외 3건
중국 해운정책 「11.5」 발전 현황 및 「12.5계획」 발전 전망
/ 전홍(真虹), 진쟈천(金嘉辰)

동향 및 이슈

컨테이너선박 대형화와 따른 중국 항만의 대응 / 김은수

뉴스단신

전문가칼럼
동향 및 이슈
뉴스단신
통계
전문가칼럼
11-10호 동향 및 이슈
뉴스단신
통계

11-11호

중국 철도-수운 복합운송, 「12.5계획」말 1,435만 TEU 예상
중국 주요 항만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
중국 주요 항만의 전체 화물 처리 실적
「11.5」기간 중국 항만발전 회고 및 「12.5계획」 전망
/ 전홍(真虹), 자오난(赵楠)
중국 철도페리 운영현황 : 대련-연태 철도페리를 중심으로
/ 김은수
산시중남(山西中南)철도 석탄운송 대통로 건설 가속화 외 3건
중국 주요 항만의 전체 화물 처리 실적
중국 철도운송, 동북아물류 中 전략적 지위 지속 상승
/ 저우량이(周良毅)
중국 해양플랜트산업 현황 및 전망 / 김은수
톈진시 ‘1대5구2장3점(一带五区两场三点)’ 구축 계획 외 4건
중국 주요 항만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

전문가칼럼

한중 물류기술 경쟁력 비교 분석 / 루이홍(汝宜红)

동향 및 이슈

중국 전자상거래 물류 발전현황 및 시사점 / 김은수

뉴스단신
통계
전문가칼럼

11-12호

중국 주요 항만 전체 화물 처리 실적

전문가칼럼

통계

11-9호

혁신 및 통합, 「12.5계획」 기간 보세물류발전의 새로운 추세
/ 싱캉띠(邢慷弟)

동향 및 이슈
통계

11-8호

주요 내용

동향 및 이슈
뉴스단신
통계

올해 1~11월 철도화물 운송량 대폭 증가 외 4건
중국 주요 항만의 전체 화물 처리 실적
2011년 중국물류시장 회고 및 2012년 전망 / 려우빙롄(刘秉镰)
2012년 중국경제 및 해운시장 전망 / 김은수
상하이항, 2011년 컨테이너 물동량 3,000만 TEU 돌파 외 4건
중국 주요 항만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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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뉴스레터
(1) 영문뉴스레터(월간-온라인)
호수

주요 내용

1. Opinion
- China holds the key for Korean Fisheries Export
- A New Growth Engine based on the Korea-Mongolia
Shipping

1월호
Vol.11

2. Ocean Policy
- Rational Restructuring of Fishing Port Development
Policies
- Restructuring of the National Logistics System
Centered on Ports and Airports
- Social Capital and Ocean & Coastal Resource
Management

집필진

장홍석
최영석

박상우
송주미
최지연

3. Research Findings
4. Research Projects
5. International Cooperation
6. News&Announcement
1. Opinion
- Increasing Global Fleet and Bigger Ship Management
Market
- After the Successful Rescue of the Samho Jewelry
2월호
Vo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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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cean Policy
- New Growth Engines in the Aquaculture Industry and
Development Policies
- Current Policies and Future Direction for Marine
Energy Development

최영석
목진용

이남수
신철오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2월호
Vol.12

주요 내용

집필진

3. Research Findings
4. Research Projects
5. International Cooperation
6. News&Announcement
1. Opinion
- The Crisis in Korean Port Equipment Industry
- The Future Growth Engines in Korean Fisheries
Sector
-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Mammal
Species in the Korean Peninsula
- Curr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hallenges on
Biological Prospecting in the Antarctic Area
- Port Competitiveness Improved by Energy Cost
Reduction

3월호
Vol.13

2. Ocean Policy
- The Northeast Promotion Plan of China and New
International Logistics Bases
-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Port
Operation in Korea
- Expansion of Korean Aquaculture Insurance in 2011

최상희
옥영수
홍성걸
박수진
김우선

이성우
하태영
정명화

3. Research Findings
4. Research Projects
5. International Cooperation
6. News&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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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주요 내용

1. Opinion
- The Future Directions for Tidal Flat Fishery in
Korea
- ‘Win-Win Strategy’: Cooperation between Shipping
Companies and Cargo Owners
- Preparing the Emergence of 20,000 TEU Container
Ships

4월호
Vol.14

2. Ocean Policy
- For Larger and Specialized Freight Forwarders
- Framework of the 3rd National Master Plan on Port
Development
- Challenges for Korea-China Cooperation in the Ocean
Industry

집필진

이정삼
김수엽
최상희

최영석
전찬영
박광서

3. Research Findings
4. Research Projects
5. International Cooperation
6. News&Announcement
1. Opinion
- For More Active Marinas in Korea
- Strengthening Resilience in Coastal Fisheries
5월호
Vol.15

568

2. Ocean Policy
- Conservation Plan for Marine Protected Species
- Future Directions to Expand Aquafeed Use in Fish
Farms
- The Solar Salt Traceability System in Korea

심기섭
이정삼

육근형
이정삼
이헌동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5월호
Vol.15

주요 내용

집필진

3. Research Findings
4. Research Projects
5. International Cooperation
6. News&Announcement
1. Opinion
- Developing Tidal Flat Oyster Fishery as a New
Growth Engine
- The Plural Union System to Take Effect
- APEC’s Cooperation and Joint Response on Shipping

6월호
Vol.16

2. Ocean Policy
- Beach, For Its Best Use
- The Fisheries Basic Plan against Climate Change

이정삼
김찬호
최영석

홍장원
김봉태

3. Research Findings
4. Research Projects
5. International Cooperation
6. News&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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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주요 내용

1. Opinion
- Broaden the Horizon: Shared Growth in the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 The Global Shipping Market in 1H 2011: Difficulties
Are Here to Stay Amid Declining Ship Supplies
- A System for Better Port Brand

7월호
Vol.17

2. Ocean Policy
- The Natural Coastlines Management Target, a Quota
System
- The Registration Renewal System to Take Effect
- Direction toward Good Fisheries Governance

집필진

김민수
김우호
이종필

정지호
고병욱
남종오

3. Research Findings
4. Research Projects
5. International Cooperation
6. News&Announcement
1. Opinion
- Expansion of the Recreational Fishing Charter Boat
Business
- Mount More Pressure on Japan: Development of JDZ
- Stronger Policies for Fisheries Brand
8월호
Vol.18

570

2. Ocean Policy
- The Green Technology Credit System to Include
Marine Science & Technology
- Future Direction for Coastal Tourism and Recreation
- The 3rd National Port Master Plan (2011~2020)
Notified

이정삼
장학봉
주문배

최상희
현우용
이종필

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8월호
Vol.18

주요 내용

집필진

3. Research Findings
4. Research Projects
5. International Cooperation
6. News&Announcement
1. Opinion
- Measuring Korea’s Ocean Economy: Facts and
Problems
- Gone are the Days of Liner Conferences and
Anti-Competitive Practices
- The Expansion of Jayul Gwanry Fishery and
Challenges

9월호
Vol.19

2. Ocean Policy
- Introduction of the IFRS and the Ocean Industry
- Mixed Feeds in Aquaculture
- The Revision for the Unified Quality Mana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s

황기형
최영석
이정삼

안요한
김대영
엄선희

3. Research Findings
4. Research Projects
5. International Cooperation
6. News&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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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주요 내용

1. Opinion
- Fostering Marine Equipment Industry in Korea
- Korea-China FTA and Maritime Transport Service
- Developing High Value Added Ornamental Fish
Industry

10월호
Vol.20

2. Ocean Policy
- Korea’s World Class Salt: Mudflat Solar Salt
- Lessons from EU’s Fisheries Policy Reform
- National Management Targets for Natural Coastline

집필진

김정현
최영석
김대영

김봉태
박성준
최희정

3. Research Findings
4. Research Projects
5. International Cooperation
6. News&Announcement

11월호
Vol.21

1. Opinion
- An Active Ship Finance Market Can Go a Long Way
- Enhancing Fish Stock and Fishery Income through
Fry Releasing

최영석
이정삼

2. Ocean Policy
- Australia’s Policies for Marina Industry
- The Basic Plan on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2011-2015)

이윤정
김대영

3. Research Findings
4. Research Projects
5. International Cooperation
6. News&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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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간행물 발간

호수

12월호
Vol.22

주요 내용

집필진

1. Opinion
- Global Standards and Fisheries Industry
- Strategic Cooperation and Specialization for Crisis
Management

안재현
최영석

2. Ocean Policy
- Development Plan for the 10 Strategic Production
Items

이정삼

3. Research Projects
4. International Cooperation
5. News&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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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관련 회의

(2011. 1. 1. ~ 12. 31.)

1) 정책간담회/협의회
(1) 2011 해운항만물류전망대회
일자/장소

2011. 2. 18.
/코엑스
컨퍼런스룸

주제

주제발표자

2011년 해운항만물류 정책방향

라그나 아나슨 교수
(아이슬란드대학교)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세계무역 전망

야마오 마사히로 교수
(히로시마대학교)

한국 해운 10대 이슈와 대응

박종국 실장
(농림수산식품부)

한국 항만·물류 10대 이슈와 대응

신영태 연구위원
(KMI)

(2) 2011년도 제1차 정책협의회(해운분야)
일자/장소

2011. 3. 2.
/국토해양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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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011년 국토해양부 업무계획, KMI 연구활
동계획 소개 및 토의 / 현안사항 점검 및
대책협의

주제발표자

해운산업연구본부 연구진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 등

2. 연구 관련 회의

(3) 주요선사 리서치팀 간담회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2011. 3. 9.
/KMI 대회의실

선박과잉 시기 리서치 중점사항 토론 / FFA
등 운임파생상품 시장의 전략적 활용방안 /
선사들의 비즈니스 전략 및 사업기회 확대
애로요인

해운시장분석센터
연구진

(4) 정책연구실무협의회(수산분야)
일자/장소

2011. 3. 30.,
2011. 4. 5.
/농림수산식품부
회의실

주제

주제발표자

수산분야 2012년 KMI 기본과제 및 정책
과제 발굴

수산연구본부 연구진

(5) 정책연구실무협의회(항만분야)
일자/장소

2011. 4. 5.,
2011. 5. 16.
/국토해양부
회의실

주제

주제발표자

항만분야 2012년 KMI 연구제안 심의 및
정책과제 발굴

항만연구본부 연구진

(6) 당진군 지역 정책토론회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2011. 4. 6.
/ 당진군 소공연장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상의 당진항 개발

김형근 실장 (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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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일자/장소

2011. 4. 19.
/인천
파라다이스호텔

주제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창출 및
경쟁력 제고방안

주제발표자

김형근 실장(KMI)

(8) 국토해양부 정책협의회(해사안전정책관실)
일자/장소

2011. 4. 28.
/국토해양부
회의실

주제

2011년도 연구계획 및 정부정책 협의

주제발표자

해운연구본부 연구진
국토해양부 담당관

(9) 항만수요예측센터 제1차 정책협의회
일자/장소

2011. 4. 28.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회의실

주제

세계항만 물류환경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항만의 대응전략

주제발표자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진

(10) 주요선사 리서치팀 간담회
일자/장소

2011. 5. 17.
/종로 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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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발표자

고유가 등 해운시황 주요 이슈 공유 및 논의

해운시장분석센터 연구진

2. 연구 관련 회의

(11) KMI-국토해양부 정책연구협의회
일자/장소

2011. 5. 23.
/국토해양부

주제

주제발표자

2010년 KMI 연구성과 보고 및 정책현안 공유

KMI 연구진

(12) 정책연구실무협의회(해양분야)
일자/장소

2011. 6. 1.
/국토해양부

주제

주제발표자

2011년 KMI-국토해양부 간 정책현안 공유 및
논의

해양연구본부
연구진

(13) 2011년 상반기 자조금 워크숍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2011. 6. 15.
/대전 홍인호텔

자조금 단체의 2011년 실적과 향후 계획 및 자
조금사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해결방안 모색

수산업관측센터 연구진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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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김 워크숍
일자/장소

2011. 6. 16.
~ 17.
/충남 보령

주제

주제발표자

자조금 사업, 함께 꿈꾸고 함께 날자

조상열 실장
(한국자조금 연구원)

김 산업, 도전과 상생의 길

옥영수 연구위원
(KMI)

글로벌 수산물 교역환경 변화와 김 수출 산업
화 방안
김 산업의 정책적 시사점 및 전망

강종호 연구위원
(KMI)
어업자원국장
(농림수산식품부)

(15) 주요 부정기선사 리서치팀 간담회
일자/장소

2011. 6. 23.
/종로 토즈

주제

고유가 등 해운시황 주요 이슈 공유 및 논의

주제발표자

해운시장분석센터
연구진

(16) 미래 물류기술 산학연 협의회
일자/장소

2011. 8. 5.
/싸이버로지텍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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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물류기술 해외 진출 추진전략 및 협력방안
논의

주제발표자

물류기술연구실
연구진

2. 연구 관련 회의

(17) 해운기업 간담회
일자/장소

2011. 9. 6.
/한국선주협회

주제

주제발표자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해운업계 영향 조사

해운산업연구본부
연구진

(18) 신규 해외 물류사업 투자설명회
일자/장소

2011. 10. 17.
/서울역
대회의실

주제

주제발표자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신규사업 소개(인도네
시아, 베트남)

이성우 실장
(KMI)

미국 아스토리아항 투자유치 설명회

Jack Crider 청장
(미국 아스토리아
항만청)

(19) 수산업 선진화 및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세미나
일자/장소

2011. 11. 4.
/서울교육문화
회관

주제

주제발표자

류정곤 실장
(KMI)

우리나라 수산업의 선진화 전략
수산업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정
책방향

김정희 수산정책과장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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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11년 하반기 자조금 워크숍
일자/장소

2011. 12. 8.
/대전

주제

2011년 수산부문 자조금 사업 평가 및 발전
방향 모색

주제발표자

수산업관측센터
연구진

(21) 기관투자가 대상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동향 설명회
일자/장소

2011. 12. 8.
/국민연금

주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동향 및 전망

주제발표자

박광서 부연구위원
(KMI)

(22) 신규 해외 물류사업 투자설명회
일자/장소

2011. 12. 19.
/무역협회 대회
의실

580

주제

주제발표자

인도네시아(Cilamaya 터미널 개발 사업)
칠레(Conception Port 개발 사업)

이성우 실장
(KMI)

카메룬(림베항 개발사업)

용웅순 상무
(KORPEC)

2. 연구 관련 회의

2) 토론회/세미나
(1) 2011년 글로벌 해양산업전망과 정책대응세미나
일자/장소

2011. 1. 20.
/부산 롯데호텔

주제

주제발표자

글로벌 해운 및 물류산업 전망 및 대응 방안

박창호 교수
(재능대학교)

글로벌 해양관광 전망 및 대응 방안

김성귀 본부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 수산산업 전망 및 대응 방안

김정봉 본부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 조선 산업 전망 및 대응 방안

유병세 상무
(한국조선공업협회)

글로벌 해양 신산업 전망 및 대응 방안

황기형 실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2011년 KMI 해운시황 패널 초청워크숍
일자/장소

2011. 1. 25.
/프레스센터

주제

주제발표자

KMI 해운시장연구센터 연구계획 소개

김우호 센터장
(KMI)

2011년 부문별 해운시황 전망토론

김태일 전문연구원
(KMI)

유조선 시황 전문가 지정

고병욱 전문연구원
(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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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회 글로벌 물류기업 CEO 초청 세미나
일자/장소

2011. 2. 11.
/14층 대회의실

주제

Agricultural Markets as a
Diversification Tool

주제발표자

Tae Yoo
(Head of Strategic Sales
and Administration Asia)
Nelson Low
(Head of Commodity
Products -Asia)

(4) 2011 수산전망대회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2011년 수산정책, 무엇이 변화하는가

강준석 수산정책국장
(농림수산식품부)

OECD가 본 세계 수산업의 향후 전망

Greg Schneider 의장
(OECD)
이상고 부의장
(OECD, 부경대 교수)

한국 수산업의 단기 전망과 글로벌화 방향

김정봉 본부장 (KMI)

수산기업의 글로벌화 성공 사례와 향후 방향

Arne Sorving 부회장
(Marine Harvest
Group)

2011. 2. 11.
/대한상공회의소

(5) 2011년 제3차 해운콜로키움
일자/장소

2011. 2. 21.
/KMI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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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벌크시장의 미래와 비즈니스전략

주제발표자

정갑선 부사장
(포스텍)

2. 연구 관련 회의

(6) 2011년 제4차 해운콜로키움
일자/장소

2011. 3. 23.
/KMI 대회의실

주제

주제발표자

엄준석 이사
(힉스 코리아)

해상보험 실태와 미래

(7) 2011년 제5차 해운콜로키움
일자/장소

2011. 3. 23.
/KMI 대회의실

주제

주제발표자

한희승 대표
(한원마리타임)

해운 비즈니스전략

(8) 제3차 KMI 상해 CEO 물류포럼
일자/장소

2011. 3. 25.
/중국 상해

주제

주제발표자

중국 서부대개발과 물류시장 진출 전략

김범중 본부장
(KMI)

(9) 제4회 CEO 초청 해운시황 설명회
일자/장소

2011. 3. 31.
/롯데호텔

주제

주제발표자

• 중동 시민 혁명과 국제정치 경제
• 중동 사태와 해양 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 해운시황 변동요인 전망과 대응

김우호 센터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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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후변화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자/장소

2011. 4. 1.
/KMI 대회의실

주제

기후변화가 연안생태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자

원남일 박사
(동경대학
해양연구소)

(11) 제6차 해운콜로키움
일자/장소

2011. 4. 21.
/16층 대회의실

주제

글로벌 해운선사 위기대응전략

주제발표자

박범식 전무
(P&I)

(12) 제6회 글로벌 물류기업 CEO 초청 세미나
일자/장소

2011. 4. 22.
/KMI 중회의실

주제

물류기업 M&A 사례 - KG 그룹의 옐로우캡
택배 인수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김현조 대표이사
(KG TG)

(13)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자/장소

2011. 4. 29.
/KMI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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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나고야 의정서 채택과 해외생물자원 협력

주제발표자

이정숙 센터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지윤 사무관
(특허청)

2. 연구 관련 회의

(14) MSP 관련 전문가 세미나
일자/장소

2011. 5. 4.
/KMI 중회의실

주제

주제발표자

Marine Spatial Planning의 개념과 한반도
주변해역 적용 가능성

이문숙 선임연구원
(KORDI)

(15) 해양비전포럼 월례 전문가 세미나
일자/장소

2011. 5. 11.
/KMI 대회의실

주제

주제발표자

ODA 추진 관련 최근 국가정책 및 국제동향

김은숙 부실장
(KOICA
기후변화대응실)

(16) 물류기술 산업화전략 콜로키움
일자/장소

2011. 5. 13.
/KMI 대회의실

주제

주제발표자

국가 R&D 과제발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최영락 교수
(고려대학교)

(17) 국제해양·독도연구실 제3차 연구콜로키움
일자/장소

2011. 5. 13.
/KMI 중회의실

주제

동북아 해양질서와 동아지중해

주제발표자

이철호 교수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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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제해양·독도연구실 제4차 연구콜로키움
일자/장소

2011. 5. 19.
/KMI 중회의실

주제

최근 일본상황과 독도문제

주제발표자

박병섭 (재일본 독도
민간연구자)

(19) 제4차 KMI 상해 CEO 물류포럼
일자/장소

2011. 5. 20.
/중국 상해

주제

중국 동북 창·지·투 개발전망과 진출전략

주제발표자

이성우 실장
(KMI)

(20) 해양비전포럼
일자/장소

2011. 5. 25.
/서울팔래스호텔

주제

주제발표자

Ocean Acidification: Developing a
Framework on Policy Dimensions

Prof. Edward Miles
(Univ. of
Washington)

해양신산업 시장규모와 국내산업 발전 비전

황기형 실장 (KMI)

연안재해 적응과 생태적 재개발 방향

남정호 실장 (KMI)

신 해양관광 발전방향

김성귀 본부장 (KMI)

(21) 해외석학 초빙 세미나
일자/장소

2011. 5. 31.
/KMI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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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교토 의정서 이후의 글로벌 레짐

주제발표자

Edward L. Miles
교수

2. 연구 관련 회의

(22) 국제해양·독도연구실 제5차 연구콜로키움
일자/장소

2011. 6. 15.
/KMI 중회의실

주제

주제발표자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심사의 최근
동향

박용안 교수
(서울대학교)

(23) 전문가 초청세미나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2011. 6. 15.
/KMI 중회의실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상륙 태풍 및 해일강
도 변화

문일주 교수
(제주대학교)

(24) 항만건설 CEO 포럼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해외항만 개발 전망과 진출전략

김범중 본부장
(KMI)

항만ENG 분야의 현안사항 및 당면과제

이재완 회장
(한국해양기업협회)

엔지니어링 시장의 활로 모색

류혁근 부사장
(서영엔지니어링)

항만건설기술 개발방향과 대응전략

최상희 실장
(KMI)

2011. 6. 27.
/서울팔래스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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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7차 해운시황과 이슈 세미나
일자/장소

2011. 6. 29.
/대한상공회의소

주제

주제발표자

세계 및 우리나라 무역 전망과 대응

제현정 연구위원
(국제무역원)

선박 연료유 시장 동향과 전망

김성호 팀장
(STX)

중단기 해운시장 수급동향과 전망

김우호 센터장
(KMI)

(26) 국제해양·독도연구실 제6차 연구콜로키움
일자/장소

2011. 6. 29.
/KMI 대회의실

주제

한일어업협정 12년 시행 평가

주제발표자

정해웅
(전 알제리대사)

(27) 동북아 대륙지역 물류네트워크 및 진출방안 세미나
일자/장소

주제

중국 동북3성 기업 진출전략

이성우 실장
(KMI)

중국 동북3성 물류시장 진출사례

김필립 대표
(천마물류)

극동 러시아 항만 개발 및 물류시장 진출방안

홍진기 부사장
(트랜스컨테이너)

몽골 자원운송 및 시장진출을 위한
물류네트워크 구축방안

강현호 대표
(청조해운항공)

2011. 6. 30.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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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자

2. 연구 관련 회의

(28) 전문가 초청세미나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2011. 7. 7.
/KMI 대회의실

기후변화와 온난해류의 유입에 따른 극지환경
변화

하호경 박사
(극지연구소)

(29) 전문가 초청세미나
일자/장소

2011. 7. 7.
/KMI 대회의실

주제

주제발표자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최용석 참사관
(주일본한국대사관)

(30) 전문가 초청세미나
일자/장소

2011. 7. 8.
/KMI 대회의실

주제

주제발표자

전환기에 선 일본의 수산물 소비지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나카이 교수
(일본 동경해양대학)

(31) 제7차 독도 연구콜로키움
일자/장소

2011. 7. 12.
/KMI 중회의실

주제

주제발표자

한일 남부공동대륙붕 개발구역의 법적 지위

김두영 사무차장
(국제해양법재판소)

2011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589

제6장 연구 관련 및 자원 사업

(32) 물류기술 산업화 전략 콜로키움
일자/장소

주제

2011. 7. 15.
/KMI 대회의실

해양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R&D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주제발표자

조용갑 본부장
(KIMST)

(33) 제8차 독도 연구콜로키움
일자/장소

2011. 7. 19.
/KMI 대회의실

주제

동북아 해양패권과 중국의 해양정책

주제발표자

조현태 수석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34) 해외생물자원 협력방안 세미나
일자/장소

2011. 7. 19.
/양재 엘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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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발표자

나고야 의정서의 국제법적 함의와
해양생명공학

박수진 부연구위원
(KMI)

국제 미생물자원 물질이전협정 동향과
향후전망

이정숙 센터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림 유전자원의 해외협력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최 경 연구사
(국립수목원)

해외 해양생물자원의 개발현황과 전망

이희승 전문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2. 연구 관련 회의

(35) 전문가 초청세미나
일자/장소

2011. 7. 20.
/KMI 대회의실

주제

주제발표자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O2 해양지중
저장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실용화 방안

강성길 박사
(한국해양연구원)

(36) 항만산업 CEO 포럼
일자/장소

2011. 7. 29.
/부산 코모도호텔

주제

주제발표자

우리나라 항만관련 산업의 발전방안

김범중 본부장
(KMI)

인천항의 서비스 비즈니스 창출방안
(유류중계/선용품/선박수리를 중심으로)

이홍식 본부장
(IPA)

선박수리 및 해양플랜트 산업의 활성화 방안

오진석 교수
(한국해양대)

부산항의 서비스 비즈니스 창출방안
(유류중계/선용품/선박수리를 중심으로)

황성구 본부장
(BPA)

(37) 전문가 초청세미나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2011. 8. 5.
/KMI 대회의실

하구역 하계 저층 빈산소 수괴의 계절적 변동
과 해양환경관리

박 경 교수
(South Alabama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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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전문가 초청세미나
일자/장소

주제

2011. 8. 10.
/KMI 대회의실

우리나라 풍력발전의 정책방향과 해상풍력발
전의 환경성 검토

주제발표자

문채주 교수
(목포대학교)

(39) 전문가 초청세미나
일자/장소

2011. 8. 30.
/KMI 대회의실

주제

우리나라 해중경관 실태 및 관리방향

주제발표자

손규희 박사
(해양환경관리공단)

(40) 중국지역 물류워크숍
일자/장소

2011. 8. 12.
/중국 광둥성

주제

주제발표자

중국 주강지역 물류발전전망과 투자여건

천궁위(陈功玉) 주임
(중산대학교)

광저우시의 12.5계획 및 물류전략

광저우시 정부

(41) 전문가 초청세미나
일자/장소

2011. 9. 6.
/KMI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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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An Overview of Models for Green
Logistics

주제발표자

Rommert Dekker
교수
(에라스무스대학교)

2. 연구 관련 회의

(42) 전문가 초청세미나
일자/장소

2011. 9. 6.
/KMI 대회의실

주제

주제발표자

김의준 교수
(서울대학교)

항만 CGE모형 구조 및 개발 방향

(43) 해운정책분야 전문가 초청 워크솝
일자/장소

2011. 9. 21.
/달개비

주제

주제발표자

국내 선박금융 동향과 발전과제

현용석 팀장 (KDB)

국내 조선소의 선박수주 및 금융활용실태

양종서 선임연구원
(수출입은행)

유럽통합사례로 본 아세안 단일전략과 시사점

박번순 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

(44) 제2차 해양비전포럼
일자/장소

2011. 9. 26.
/양재 엘타워

주제

주제발표자

국가혁신체제 구축과 해양부문의 과제

김용환 원장
(기술경제경영연구원)

해양 신산업 현황 및 정책방향

황기형 실장 (KMI)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실태 및
발전방안

유기준 대표
(알스코)

국내 해양생태 환경산업 실태 및 발전방안

명철수 대표
(에코션)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 실태 및 발전방안

이배진 대표
(마린바이오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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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9차 독도 연구콜로키움
일자/장소

2011. 9. 27.
/KMI 대회의실

주제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의 오끼노도리시마 심
사의 최근 동향

주제발표자

박용안 부의장
(CLCS)

(46) 제5차 CEO 초청 해운시황 설명회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세계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해운시황 전망

김우호 센터장
(KMI)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대책

임종관 본부장
(KMI)

2011. 9. 28.
/소공동 롯데호텔

(47) 상해해사대 총장 초청 특강
일자/장소

주제

2011. 9. 28.
중국 국제해운시장 관리현황 및 전망
/KBS 미디어센터

주제발표자

위쓰청 총장
(상해해사대학교)

(48) 전문가 초청세미나
일자/장소

2011. 10. 7.
/KMI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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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수산부문 CGE모형 구축 방향

주제발표자

이상호 교수
(순천대학교)

2. 연구 관련 회의

(49) 물류기술 산업화전략 콜로키움
일자/장소

2011. 10. 19.
/KMI 대회의실

주제

주제발표자

기술기준 평가 및 예측, 기술 거래방법
및 사례

이재일 회장
(한국기술거래사회)
최한림 부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0) 수산업 선진화 및 신성장 동력 발굴 정책세미나
일자/장소

2011. 11. 4.
/서울교육문화
회관

주제

주제발표자

우리나라 수산업의 선진화 전략

류정곤 실장
(KMI)

수산업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방향

김정희 수산정책과장
(농림수산식품부)

(51) 제8차 해운콜로키움 세미나
일자/장소

2011. 11. 10.
/KMI 중회의실

주제

주제발표자

선박 S&P 비즈니스 현황과 발전 전망

황우승 이사
(Clarkson)

(52) 한국선진화포럼/한국해양수산개발원 특별토론회
일자/장소

주제

2011. 11. 24.
미래 국부창출을 위한 북극해 전략
/소공동 롯데호텔

주제발표자

김학소 원장
(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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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한국 수산정책 CEO 포럼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전망

서진교 실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0대 수산 현안과제

김정봉 본부장
(KMI)

2011. 11. 28.
/서울교육문화회관

(54) 제9차 해운콜로키움 세미나
일자/장소

2011. 12. 1.
/KMI 대회의실

주제

건화물선 Charter Base의 이해

주제발표자

정영두 차장
(캠코선박운용)

(55) 전문가 초청세미나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2011. 12. 2.
/KMI 대회의실

Our insights as to the state of the global
economy and the impact on the two
major trade routes to North America and
to Europe

Ben Hackett
(IHS 글로벌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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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관련 회의

(56) 제3차 해양비전포럼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해양신산업 현황 및 전망

김성귀 본부장
(KMI)

해상풍력 사업 추진 방향

문채주 교수
(목포대학교)

위그선 실용화 정책 방안

강창구 대표
(윙쉽테크놀러지)

수중 로봇 발전 전망

서주노 회장
(한국수중로봇기술연구회)

2011. 12. 12.
/양재동 엘타워

(57) 해양수산분야 ODA 활성화 심포지엄
일자/장소

2011. 12. 13.
/서울팔래스호텔

주제

주제발표자

여수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후속사업 전망

황의선 해외총괄부장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수산분야 ODA 사업 추진 사례와 교훈

장인권 박사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분야 ODA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홍현표 연구위원
(KMI)

연안·해양분야 ODA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남정호 연구위원
(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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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자/장소

2011. 12. 14.
/KMI 대회의실

주제

New forms of fisheries governance
- aspiration or reality?

주제발표자

Professor. Svein
Jentoft
(Norwegian College
of Fishery Science,
University of
Tromso, Norway)

(59) 해양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위한 국가전략 연구 관련 전문가 세미나
일자/장소

2011. 12. 15.
/KMI 대회의실

주제

Ocean Color Satellite Observation of
environmental changes

주제발표자

손승현 박사
(미국 해양대기청
NOAA)

(60)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정책토론회
일자/장소

2011. 12. 19.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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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발표자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발전과 해양국부
창출 방안

박광서 부연구위원
(KMI)

해양플랜트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방안

전영우 교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연구 관련 회의

(61) 미래물류기술포럼 2011년 종합세미나
일자/장소

2011. 12. 27.
/코엑스
컨퍼런스룸

주제

주제발표자

우리나라 물류기술 수준 분석 및 전망

최상희 실장
(KMI)

시설 및 장비 분야 물류기술 기업의 애로점과
발전 방안

김동욱 부장
(포스코 ICT)

소프트웨어 분야 물류기술 기업의 애로
점과 발전 방안

현재승 상무
(싸이버로지텍)

운송 분야 물류기술 기업의 애로점과
발전 방안

최 근 상무
(범창종합기술)

(62)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일자/장소

2011. 12. 27.
/KMI 중회의실

주제

주제발표자

관광·크루즈 수요예측 방법론 비교 검토

이강욱 선임연구위원
(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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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회의
(1) 한·러 수산협력 국제세미나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Factors and issues of fishing business
G. S. Zverev 명태협회장
integration of Russia and APEC
(FESTFU)
countries
International Corporation for the
Long-term sustainable use of fishery
resources in Far East Asia.

정명생 실장
(KMI)

Political, legal, social and economic
2011. 2. 24.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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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of cooperation in the

M.V. Terskiy 태평양전
략연구소장 (FESTFU)

sphere of fisheries.
Experiences and Prospect of
Economic Cooperation in Korean
Fisheries

홍현표 실장
(KMI)

The problems of economic
cooperation of the enterprises of
the Russian Far East and APAC
countries revisited.

B. F. Lesovskiy 기업가
양성학과장 (FESTFU)

2. 연구 관련 회의

(2)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1차)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발전전략 최한석 교수 (부산대)
글로벌 해양플랜트 시장 진출방안

조효제 교수 (한국해양대)

2011. 3. 30.
외국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경영전략
/창원 컨벤션센터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인력수요와 전망

Hisham Hashim
(GMOS Captain)
Kriengdej
Assavalertplagorn
(TPTI Vice President)

(3) 한·중 해양협력 국제심포지엄
일자/장소

2011. 4. 8.
/중국 칭다오

주제

주제발표자

한중 해양관리 및 정책 협력구상

김성귀 본부장 (KMI)

중국의 해양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왕팡(王芳) 실장 (CIMA)

한중 해양산업 협력방안

박광서 전문연구원 (KMI)

중한 해양산업 협력방안

손길정 소장 (산동사회과
학원 해양경제연구소)

한중 해양협력 현황 및 협력방안

천상 부소장 (CKJORC)

중국 해양과학기술 개발계획

뢰파(雷波) 부사장
(SOA 과학기술사)

한국 해양과학기술 개발계획과 한중 협력
구상

백상규 실장 (KIMST)

중한 해양과학기술 협력구상

주명원 박사 (FIO)

해양 및 기후 예측과 한중 협력방안

쵸팡이 부소장 (F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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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 KMI-VASI 국제 공동 세미나
일자/장소

주제

Korea Ocean Policy and Strategies;
Focused on the 2nd National Ocean
and Fishery Development Plan
(2011-2020)
2011. 4. 11. ~ 12. Marine Environment Comprehensive
/베트남 하이퐁시 Plan towards 2020 in Korea
컨벤션 센터
Progress Review on ICM Regime of
Korea and its Perspective
Marine Science & Technology R&D
Programs in Korea

주제발표자

김성귀 본부장
(KMI)
목진용 실장
(KMI)
남정호 실장
(KMI)
서경석 박사
(KIMST)

(5)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2차)
일자/장소

주제

친환경 1만 8,000TEU 컨선 개발

권오익 이사 (대우조선해양)

녹색항만, 녹색해운, 녹색물류

슈 지안밍 교수
(상해 해사대학교)

새로운 해양공간, 해저도시 개발

지안 추 교수
(싱가포르 국립 난양대학교)

2011. 5. 12.
/소공동 롯데호텔 바다 위를 나는 선박, 위그선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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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자

강창구 대표
(윙쉽테크놀러지)

일본 원전사고 이후 글로벌 에너지 안보

후맨 페이마니 박사
(싱가포르 에너지 연구소)

미래 해양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전망

홍기용 부장
(한국해양연구원)

2. 연구 관련 회의

(6) 2011년 제2차 한·중 해양경제 국제워크숍
일자/장소

2011. 5. 18.
/제주 신라호텔

주제

주제발표자

한국의 도서관리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김성귀 본부장 (KMI)

중국의 도서관리정책과 중한 협력방안

순지팅 소장
(중국 해양경제연구소)

인문학적 측면에서 본 도서관광 컨텐츠개발

이윤선 교수 (목포대)

한국의 도서관광개발 현황과 사례

최용복 교수 (제주대)

중국의 도서관광개발 현황과 사례

펑아이핑 센터장 (FIO)

(7) 제5회 국제해상치안컨퍼런스
일자/장소

2011. 5. 25. ~ 27.
/인천
송도 파크호텔

주제

주제발표자

연안에서의 다중 스트레스 관리 문제

에드워드 마일즈
(美 워싱턴대)

ICJ의 흑해 해양경계획정사건 판례검토

시엔호 이
(中우한대)

해양지명 표기문제

피터 래퍼
(남아공 프레이스테이트대)

근대한국과 열강의 조약체결에서 해양관련
조항분석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해양에너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 연구

박성욱
(KORDI)

중·일 동중국해 자원 공동개발 합의의
법적해석과 대응방안

양희철
(KORDI)

해양자원보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

김현수
(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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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래물류기술포럼 창립 1주년 국제 세미나
일자/장소

2011. 6. 14.
/킨텍스

주제

주제발표자

미래 물류기술의 역할과 추진전략

Haasis 소장 (독일 해운
경제 및 물류연구소)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물류센터의 고도화
기술

Koster 교수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

(9) 한·FAO 국제워크숍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연안어업 수산거버넌스 현황 및 개선방향

박성쾌 교수 (부경대학교)

연안어업 수산거버넌스 모범사례

정명생 실장 (KMI)

연안어업 갈등해결과정 사례

김병호 교수 (부경대학교)

내수면어업 수산거버넌스 현황 및 개선방향 박정숙 박사 (중앙내수면연구소)
내수면어업 수산거버넌스 모범사

김대영 부연구위원 (KMI)

근해어업 수산거버넌스 현황 및 개선방향

이상고 교수 (부경대학교)

2011. 6. 21. ~ 22.
근해어업 수산거버넌스 모범사례
/서울
교육문화회관
근해어업 갈등해결과정 사례

604

류정곤 실장 (KMI)
차철표 교수 (부경대학교)

원양어업 수산거버넌스 현황 및 개선방향

홍현표 실장 (KMI)

원양어업 수산거버넌스 모범사례

이광남 수산정책연구소장
(한국수산회)

양식어업 수산거버넌스 현황 및 개선방향

김우수 교수 (경상대학교)

양식어업 수산거버넌스 모범사례

남종오 박사 (KMI)

양식어업 갈등해결과정 사례

김현용 실장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2. 연구 관련 회의

(10) 해양법 국제컨퍼런스
일자/장소

2011. 6. 22.
/인도네시아 발리

주제

주제발표자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백진현 재판관
(국제해양법재판소)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이근관 교수
(서울대학교)

Marine Environment and Boundaries

신창훈 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11) 한-인도네시아 해양수산포럼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해양정책 협력 사업

김성귀 본부장(KMI)
Son Diamar(인도네시아
국가해양위원회 위원)

수산 협력 사업

서재연 과장(농림수산식품부)
Fatuchri Sukadi 교수
(IMC 위원)

해양물류 협력 사업

이성우 실장(KMI)
Tjuk Sukadiman 회장
(D’llyod and PT. PELNI)

해양과학/해양자원 협력사업

신영범 박사(KIMST)
Rochmin Dahuri 교수
(보고르대)

2011. 7. 6.
/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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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국 지역물류 세미나
일자/장소

2011. 7. 8.
/윈난성 쿤밍시

주제

중국 윈난성 물류발전전망과 투자 여건

주제발표자

리옌펑 (
) 원장
(윈난재경대학 상과대학)

(13) 2011 KMI-EWC-KOTI International Conference
일자/장소

2011. 8. 8. ~ 9.
/호놀룰루, 하와이

606

주제

주제발표자

Consequences of the Changes across
the Arctic on World Order, the North
Pacific Nations and Regional and Global
Governance

Robert Corell

Benefits of the Northern Sea Route (NSR)
to the North Pacific

Sung-Woo Lee

Effects of Opening NSR on the
Emergence of Regional Port-Industry
Clusters

Hong-Seung Roh

Strategic Importance of Arctic Oil & Gas
to Energy Security in the North Pacific

Nodari A. Simoniya

Arctic Straits: The Bering Strait,
Northwest Passage and Northern Sea
Route

Michael Byers

2. 연구 관련 회의

(14) 한·오스트리아 물류자동화 국제세미나
일자/장소

2011. 8. 26. ~ 27.
/오스트리아

주제

주제발표자

한국의 항만물류시스템 트렌
드와 최신 기술

최상희 실장
(KMI)

B&R의 자동화 및 물류 기술

Wolfgang Rabl, Manager
(B&R Industrial Automation)

한국의 물류 표준화

권용장 단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물류 자동화 기술의 최신 트렌
드 개요

Jochen Streit,
Manager (TGW)

물류 센터에서의 에너지 절감

박장환 교수 (한경대학교)

물류 자동화 기술에서
openSAFETY의 효과

Franz Enhuber, Director (B&R
Industrial Automation Academy)
Wolfgang Rabl, Manager
(B&R Industrial Automation)

(15) 제5차 KMI 중국지역물류세미나
일자/장소

2011. 9. 6.
/중국 시안시

주제

주제발표자

TCR 현황과 한·중 물류협력 방안

김범중 본부장 (KMI)

중국 산시성 물류발전전망과 투자여건

동첸리(董千里) 소장
시안 장안대학교 물류연구소

중국 신장자치구 물류발전전망과 투자
여건

끄어쥐(葛炬) 소장
신장농업대학 물류공정연구소

중국 서부지역 철도운송 현황 및 전망

지바이청(季百成) 경리
산시성 헝순물류유한책임공사

중국 서부지역 도로운송 현황 및 전망

장위징(张宇静) 총경리
백세물류기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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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KORAFF 2011 국제심포지엄
일자/장소

2011. 9. 21.
/루안다(앙골라)

주제

주제발표자

한국 수산업 국제협력 정책 방향과 향후 전망

홍현표 실장 (KMI)

해산어류 종묘 생산 및 방류기술 소개

임한규 박사 (NFRDI)

앙골라 전갱이종묘방류 사업의 추진배경
과 경제적 효과

A.D.C.Duarte
(General Director, IAA)

DR콩고 4대 호수 내수면어업 개발 방안

C.F.Mulumba(DR Congo)
(Fisheries Director, MA)

가나 참치산업 발전 방안

N.A. Namoale (Ghana)
(Deputy Minister, MFA)

기니만 어장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및
국제협력 방안

M.H.Diallo(Guinea)
(G. Director, DMFA)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한국의 글로벌 의지

S. H. Chung(Tunisia)
(Professor, Univ. of
Manouba)

(17)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역 국제심포지엄
일자/장소

2011. 9. 29.
/인천 쉐라톤호텔,
송도 컨벤시아

608

주제

주제발표자

독일 함부르크 하펜 시티 해양도시 개발

하펜 시티 개발사업 사장

미국 시애틀 브레머톤 해양도시 개발

브레머톤 항만 개발 책임자

인천광역시 미래 해양도시 개발 방안

박남규 교수(동명대학교)

2. 연구 관련 회의

(18) 한·남태평양 수산포럼(KOSOPFF) 창립 및 기념심포지엄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한·남태평양 도서국의 수산협력 방향

홍현표 실장
(KMI)

중서부태평양의 주요 다랑어류 자원상태
와 우리나라 어업

김장근 연구관
(NFRDI)

남태평양 참치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관
2011. 9. 30.
리방안
/서울교육문화회관
PNG와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참치자원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태평양군도에서의 생계형 소규모어업의
발전

Francis Chopin, Senior
Officer(FAO)
Paul Martin,
Cordinator
(NFA, PNG)
Joeli Veitayaki,
Professor
(USP, Fiji)

(19) KMI-동경해양대 공동세미나
일자/장소

2011. 10. 18.
/일본 동경

주제

주제발표자

한중일 신어업질서와 어업협력의 방향

김대영 부연구위원
(KMI)

한국 수산물 산지시장의 품질관리 실태와
구조개편 방안

강종호 연구위원
(KMI)

LED어등조업과 보급동향

이나다 히로시 교수
(동경해양대학교)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 본교의 대응

다케우찌 토시오 부학장
(동경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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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동북아 로지스틱스 2011 국제세미나
일자/장소

2011. 10. 21.
/은행회관

610

주제

주제발표자

Suppliers Selection and Revenue
Distribution Based on Risk
Management in Furniture

Wang, Zhongwei
(Dean of Logistics
College, Central South
University of Forestry
and Technology,
CHINA)

글로벌 식품공급사슬의 위험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이충배 교수
(중앙대학교)

Container Handling Concentration in
Asian Port Systems: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Gini Coefficient

Ito, Hidekazu
(Professor, Kwansei
Gakuin University,
JAPAN)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항만지역의
통합적 개발방안

류재영 본부장
(국토연구원)

Global Logistics System in the
context of Global Supply Chain

He, Mingke
(Dean of Graduate
School, Beijing
Technology and
Business, CHINA)

한중일 삼국간 재활용 팔레트를 활용한
GSCM 강화 방안

이성우 실장
(KMI)

2. 연구 관련 회의

(21) 제30차 세계해운전망 2012 국제포럼
일자/장소

2011. 11. 2.
/대한상공회의소

주제

주제발표자

2012 세계 해운 전망(벌크선)

김우호 센터장 (KMI)

2012 세계 해운 전망(컨테이너선)

Dr. Lemper (ISL)

금융위기와 선박금융 전망

양종서 연구위원 (한국수출입은행)

세계무역 트렌드와 아시아 해운시장 전망

하영석 교수 (계명대)

녹색선박과 해운시장에 대한 영향

Mr. Tasto (ISL)

(22) KMI-중국 샤먼대 공동 국제세미나
일자/장소

2011. 11. 4.
/중국 샤먼대

주제

주제발표자

The State of Coastal Management in Korea: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Indicator System

최지연 전문연구원
(KMI)

Waterfront Land Use Change & Marine
Resource Conditions: The Case of Two
Massachusetts Fishing Ports

Dr. Di Jin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Coastal tourism development practice in Korea:
As a way of Sustainable Coastal Management

홍장원 전문연구원
(KMI)

State of the Coasts: An Evaluation
and Monitoring Tool for the ICM
Implementation –Dongying Case

Dr. Zhang Zhaohui
(First Institute of
Oceanography, SOA)

Beach Evaluation and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Case Study of Korea

신철오 전문연구원
(KMI)

Socioeconomic benefits of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A case study of
Xiamen

Dr. Peng Benrong
(COMI, Xiame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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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KMI-중국 상해해양대 공동 심포지엄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한국 수산업의 선진화와 발전 방향

신영태 센터장
(KMI)

중국 수산업 산업체인의 변화
-해수양식이 가져다 주는 영향-

손천 교수
(상해해양대학교)

한국의 어선어업 현황과 어업관리 정책

류정곤 실장
(KMI)

중국 어선의 현황 및 문제점

핑잉 원장
(상해해양대학교)

한국의 양식업 현황과 발전 방향

정명생 실장
(KMI)

중국 넙치양식 산업현황 및 발전

양정용 교수
(상해해양대학교)

2011. 11. 7.
/중국 상해

(24)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역 국제심포지엄
일자/장소

2011. 11. 10.
/여수
디오션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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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발표자

하코다테 수산해양관광 클러스터

후시타니(伏谷) 위원장
(일본 하코다테 특구 추진위)

중국 저장성 해양경제발전 시범구 계획

Dr. Tang Zhibo 교수
(중국 저장 해양대학교)

해양플랜트 연구센터 유치와 지역발전

이성우 실장 (KMI)

호주 쿠메라 해양특구 개발 사례

Mr. Warren Day 국장
(호주 골드코스트시 해양
특구개발국)

해양산업 진흥과 여수 발전 전략

최상덕 교수 (전남대학교)

2. 연구 관련 회의

(25) 글로벌 항만수요와 미래전망 국제심포지엄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글로벌 컨테이너 항만 시장의 현황과 전망
: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Truong Bui Senior
Consultant (Drewry)
Mitsuhiko Okada 원장
(일본 OCDI)

일본의 항만수요전망
2011. 11. 11.
/서울 팔래스호텔
로테르담 항만계획 전망

Maurice Jansen 총장
(STC, 네덜란드 해양대)

한국의 항만물동량 예측방법과 향후 전망

심기섭 센터장 (KMI)

(26) KMI-평택시 공동 국제세미나
일자/장소

2011. 11. 15.
/평택대학교

주제

주제발표자

한국항만정책과 평택항 개발방향

김범중 본부장
(KMI)

유럽물류의 새로운 동향과 네덜란드의
역할

하리 반 워든 대표
(NFIA)

환황해권 항만도시 간 해양물류 네트워크
구축 방안

이동현 교수
(평택대학교)

생태기반접근에 대한 잠재적 관리해법: 과
학에서 관리로의 황해 사례

이항지앙 사무국장
(UNDP GEF, YSLME)

미래지향적 한중 수산교류 및 협력방안

장영수 교수
(부경대학교)

한중 해양산업 협력방안

리우 홍 빈 교수
(중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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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KMI 해양영토 국제학술대회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지도에 등장하는 동해/일본해 표기

John Rennie Short 교수
(매릴랜드 대학교)

동해에 관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주장 검토

김호동 교수
(영남대학교)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의 독도에의
적용

Myron H. Nordquist 교수
(버지니아 대학교)

2011. 11. 16.
한일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법적
/서울 플라자호텔
문제

이창위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섬의 법적지위

신창훈 박사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원을 통한 해양분쟁 해결

Paul S. Reichler 변호사
(Foley Hoag LLP 공동대표)

국제재판소 소송제기 방식

김두영 사무차장 (ITLOS)

(28) 제8차 KMI 중국물류포럼
일자/장소

2011. 11. 18.
/중국 다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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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발표자

중국 「12·5계획」과 동북지역 물류산
업 발전 전망

자이동성(
) 산업발전처장
(발개위 동북진흥사)

동북3성 변경물류 발전전망과 한중협
력 방안

이성우 실장
(KMI)

대련항/청도항 항만물류구조 분석 및
전망

) 부원장
왕눠(
(대련해사대 항운발전연구원)

한·북중국 항만 협력 방안(중국항만
의 시각에서)

) 부소장
왕밍(
(발개위 종합교통운수연구소)

2. 연구 관련 회의

(29) 한-일 국제 워크숍
일자/장소

2011. 12. 20.
/일본 동경

주제

주제발표자

KMI의 역할과 한국의 물류기술(항만, 도로,
철도 및 기타) 개발 현황

최상희 실장
(KMI)

일본 내 물류기술 개발 지원정책 동향

일본 연구진 6명

최신 물류기술 및 트렌드

일본 연구진 6명

물류 정보 기술 개발 현황

김갑환 교수
(부산대학교)

일본 내 물류기술 기업 활용현황

허준 상석 연구원
(일본 로지스틱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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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수 프로그램
■ 국내연수 프로그램
1) 해양아카데미 제6기 교원 자율연수
• 연수실시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 연수기간: 2011. 1. 25. ~ 1. 27. (2박 3일간)
• 장소: 서울 올림픽파크텔
• 연수 참가대상 및 인원: 전국 초·중·고 교원 42명 참석
일시/장소

2011. 1. 25. ~ 27.
/서울올림픽파크텔

616

강 의 명

강 사

특강(갯벌과 해양생물)

제종길(도시와 자연연구소장)

특강(해양교육)

윤진숙(해양아카데미 학장)

해양과학

김경렬(서울대 교수)

해양역사

김주식(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

해양문화

김성준(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해양정책

신창훈(한국해양연구원 자문위원)

해양산업Ⅰ(수산업)

신영태(KMI 연구감리위원)

해양산업Ⅱ(해운·항만업)

박창호(재능대 교수)

해양직업

윤진숙(해양아카데미 학장)

3. 연수 프로그램

2) 해양아카데미 제7기 교원 자율연수(심화과정)
• 연수실시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 연수기간: 2011. 7. 28. ~ 7. 29. (1박 2일간)
• 장소: 양재동 L타워
• 연수 참가대상 및 인원: 전국 초·중·고 교원 29명 참석
일시/장소

강의명 및 내용

강 사

항만정책

김규섭(국토해양부)

수산국제협력정책

김기환(농림수산식품부)

지속가능한 연안관리정책

류영하(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

이재영(국토해양부)

2011. 7. 29.

수산 및 어촌정책

방태진(청와대)

/양재동 엘타워

해운의 신성장동력

이익진(국토해양부)

2011. 7. 28.
/양재동 엘타워

2011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617

제6장 연구 관련 및 자원 사업

3) 해양아카데미 제8기 교원 직무연수
• 연수실시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 연수기간: 2011. 8. 16. ~ 8. 20. (4박 5일간)
• 장소: 서울 올림픽파크텔
• 연수 참가대상 및 인원: 전국 초·중·고 교원 36명 참석
일시/장소

2011. 8. 16. ~ 20.
/서울올림픽파크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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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명 및 내용

강 사

해양과학1(해수의 특성과 운동)

김경렬(서울대 교수)

해양과학2(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

문재운
(한국해양연구원 실장)

해양과학3(해양환경 및 해양생물)

임현식(목포대 교수)

해양문화

김성준
(한국항만물류고 교사)

해양역사

김주식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해양정책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부장)

해양산업1

신영태(KMI 연구감리위원)

해양산업2(해운·항만업)

박창호(재능대 교수)

해양직업

윤진숙(해양아카데미 학장)

3. 연수 프로그램

4) 제2기 고위급 교원 연수
• 연수실시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 연수기간: 2011. 4. 7. ~ 4. 8.
• 장소: 순천만, 마산만
• 연수 참가대상 및 인원: 전국 고위급 교육 관리자 20명 참석
일시/장소

연수내용

순천만 견학
2011. 4. 7./순천만
조선소(대우해양조선) 견학
마산만 강의(연안도시 통합창원시)
2011. 4. 8./마산만

봉암갯벌 강의
마산만 선상답사

5) 제3기 고위급 교원 연수
• 연수실시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 연수기간: 2011. 9. 27. ~ 10. 1.
• 장소: 중국(봉래, 위해, 석도, 청도)
• 연수 참가대상 및 인원: 전국 고위급 교육 관리자 23명 참석
일시/장소

연수내용

선상세미나
2011. 9. 27. ~ 10. 1.
/증국 봉래, 위해, 석도, 청도

산둥반도 장보고 유적지 탐방
청도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및 청도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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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수 프로그램
1) 2011 해양환경정책 국제교육훈련 사업(고위급)
• 연수실시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 연수기간: 2011. 6. 12. ~ 6. 18. (6박 7일간)
• 장소: 올림픽파크텔
• 연수참가국 및 인원: 라오스(2명), 말레이시아(2명), 베트남(2명), 인도네시아(3명),
캄보디아(1명), 태국(2명), 피지(2명), 필리핀(2명), 총 16명 참석
일시/장소

2011. 1. 25. ~ 27.
/서울올림픽파크텔

강의명 및 내용

우리나라 해양환경 정책

박광열(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관리 국제동향

에릭 아들러(COBSEA 조정관)

해양생명산업

최종순(KBSI 정책연구부장)

연안통합관리제도

남정호(KMI 연구위원)

연안오염총량제도

장원근(KMI 부연구위원)

연안정비사업 정책

윤성순(KMI 부연구위원)

해양과학 R&D 정책

서경석(KIMST 연구전략팀장)

기후변화 적응사업 강의

황진환(동국대 교수)

EXPO 설명회

이대균(EXPO 조직위 과장)

각국 해양환경관리/
협력사업 구상(Ⅰ)
각국 해양환경관리
/협력사업 구상(Ⅱ)
시화호 조력발전소 및
KORDI 견학

620

강 사

3. 연수 프로그램

2) 2011 해양환경정책 국제교육훈련 사업(실무급)
• 연수실시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 연수기간: 2011. 6. 26. ~ 7. 2. (6박 7일간)
• 장소: 올림픽파크텔
• 연수참가국 및 인원: 라오스(2명), 말레이시아(2명), 베트남(2명), 솔로몬(1명),
중국(2명), 캄보디아(1명), 태국(2명), 피지(2명), 필리핀(3명), 총 17명 참석
일시/장소

2011. 6. 26. ~ 7. 2.
/올림픽파크텔

강의명 및 내용

강 사

우리나라 해양환경 정책

이재영(국토부 사무관)

중국 샤먼 연안통합관리 성과

쉐씨옹쯔(샤먼대 교수)

해양생명산업

최종순(KBSI 정책연구부장)

연안통합관리제도

남정호(KMI 연구위원)

연안정비사업 정책

윤성순(KMI 부연구위원)

연안오염총량제도

장원근(KMI 부연구위원)

해양과학 R&D 정책

서경석(KIMST 팀장)

기후변화 적응사업 강의

황진환(동국대 교수)

EXPO 설명회

김정화(조직위 사무관)

각국의 해양환경관리 및
협력사업 구상(Ⅰ)

-

각국의 해양환경관리 및
협력사업 구상(Ⅱ)

-

시화호 조력발전소 및
KORDI 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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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MI 해양정책포럼
1) 2011년 제1차(제105회)
일자/장소

2011. 2. 8.
/신라호텔

주

제

대한민국, 성숙한 세계국가를 향하여
- 대 개도국 원조를 중심으로

초청연사

박대원 이사장
(한국국제협력단)

2) 2011년 제2차(제106회)
일자/장소

2011. 6. 15.
/신라호텔

주

제

한반도 공동번영 대전략
- 경제자유지역과 동북아 물류 중심

초청연사

박상은 국회의원

3) 2011년 제3차(제107회)
일자/장소

2011. 9. 16.
/신라호텔

주

제

해양이 우리의 미래다

초청연사

장광근 국회의원

4) 2011년 제4차(제108회)
일자/장소

2011. 12. 6.
/신라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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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해외건설과 해양강국의 꿈

초청연사

이재균 회장
(해외건설협회)

5. 국내외 연구협력기관

5. 국내외 연구협력기관
■ 국외기관: 35개 기관
기관명

주요 협정내용

네덜란드 STC

• 해운물류, 항만분야 공동연구
•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1998. 4. 22.

UN ESCAP

•
•
•
•

1998. 12. 11.

인도네시아
Pt.Artakon
Dinamika Bersama

• 관세분야 공동연구
• 관련정보의 상호 공유

2002. 4. 26.

이탈리아 제노바대학교

• 물류, 교통분야 공동연구
•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2006. 3. 7.

PEMSEA

• 동아시아 지역 환경관리분야 공동연구
• 세미나, 워크숍 공동개최
• 해상 관리 경험의 공유

2006. 5. 9.

중국 교통과학연구원

•
•
•
•

2006. 7. 27.

중국 대련수산대학교

• 인력의 상호교류 및 교육훈련
• 학술정보, 기술정보의 상호공유

일본해상안전기술
연구원(NMRI)

•
•
•
•

아·태지역 관련 협동연구
Steering Committee의 정례화
연구인력 교환프로그램 운영
워크숍, 세미나, 포럼의 조직과 개최

해운물류, 항만분야 공동연구
세미나, 워크숍 공동개최
공동연구, 세미나 지원과 참석
상호조사발전을 위한 인력자원 및 정보 교환

체결일

2006. 11. 16.

연구시설 및 자료 상호 이용 및 공유
일본-한국-중국의 물류 협력 지원과 공동연구
2007. 1. 31.
상호 이익증대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포럼 개최
상호간 프로젝트, 연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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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주요 협정내용

체결일

중국 베이징교통대학교

• 인력의 상호교류 및 교육훈련
• 학술정보, 기술정보의 상호공유

2007. 4. 5.

미국 워싱턴대학교

• 상호 공동 연구
• 연구인력 상호교류, 기술정보의 상호공유
• 학술행사 개최 시 상호교류·협력

2008. 4. 21.

일본해상안전기술
연구원(NMRI)
중국 수운과학연구소
(WTI)

• 기존 MOU 체결 3개 기관 합동 체결
• 해운, 항만, 물류분야 상호협력 강화
• 상호 이익증대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포럼 개최
• 상호간 프로젝트, 연구 자문

2008. 4. 28.

• 학술정보, 기술정보의 상호공유
YSLME(GEF/UNDP) • 연구활동 계획 상호 교환
• 학술행사 개최 시 상호교류·협력
베트남 국가경계위원회
(CNB)

• 상호 학술교류 활동
－－ 해양경계 획정, 해양수산 정책 등

2009. 3. 31.

2009. 6. 4.

• 해양수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 등

해양정책연구재단
(일본)

• 상호 학술정보 교환
• 연구인력 상호교류
• 학술행사 개최 시 상호교류·협력

2009. 9. 24.

상해해사대학교(중국)

• 연례 학술행사 개최
• 인력의 상호교류 및 자료 교환
• 상호 학술교류 활동

2009. 12. 15.

도로과학연구원(중국)

• 학술행사 정기적 개최
• 연구인력 학술정보 상호교류
• 상호 공동 연구

2009. 12. 17.

COBSEA

• 국가정책 발전을 위한 협력
• 자료와 정보 공유

201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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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주요 협정내용

체결일

샤먼대학교(중국)

• 연구인력 상호교류
• 워크숍 및 심포지엄 공동개최
• 자료와 정보 공유

2010. 10. 29.

VASI(베트남)

• 상호 공동 연구
• 학술행사 개최
• 자료와 정보 공유

2010. 11. 3.

Rhodes Academy
of Oceans Law and
Policy
(미국, 버지니아대)

• 선진 교육경험 상호 제공
• 교수 및 학생선발 협조

2010. 12. 3.

FAO
(유엔식량농업기구)

• 세계 연안 및 도서국가 대상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 워크숍, 세미나,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수행
－－ 협력에 필요한 컨설턴트의 상호 교류

2011. 2. 11.

국립극동수산
기술대학교 (러시아)

• 공동 연구를 포함한 학술 협력
• 연구 및 학술행사 상호 초청 등 교류협력
• 수산분야 기술적인 정보 공유

2011. 2. 24.

FIO
(중국 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원)

• 연구인원과 학자 간의 교류
• 관련정보의 공유
• 연구인원의 상호 방문 및 학술교류

2011. 4. 7.

EWC(동서문화센터)
(미국)

• 상호 공동 연구
• 공동 학술행사 개최
• 자료와 정보 공유

2011. 5. 27.

ISL(Institute of
• 해운, 항만, 물류분야 상호협력 강화
Shipping Economics
• 학술정보, 기술정보의 상호공유
and Logistics)
•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공동개최
(독일)

201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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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주요 협정내용

체결일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 분야 연구협력 강화
• 전문가 및 정보교류 강화

2011. 7. 5.

ITLOS
(국제해양법재판소)

• 해양법 분야 인적자원 개발 상호 협력

2011. 8. 29.

앙골라 수산진흥원

• 수산분야 공동연구
• 연구정보의 상호교류

2011. 9. 21.

중국 상해해양대학교

• 수산 및 해양정책분야 공동연구
• 연구인원 및 연구정보의 상호교류
• 학술행사 공동개최

2011. 11. 7.

OCDI

• 상호 학술정보 및 경험 공유
• 공동연구 및 공동 학술행사 개최
• 연구인력 상호교류

2011. 11. 11.

인도네시아 아체주

• 해사, 항만, 물류 공동연구
• 수산, 해양 부문 교육, 인력개발
• 워크숍, 세미나 공동개최

2011. 11. 16.

대련해사대

• 항만, 해운, 물류 정책 공동연구 강화
• 출판, 학술연구, 연구진 교류 증진
• 정기 공동 포럼을 통한 협력 및 교류확대

2011. 11. 18.

중국수운과학연구원

• 고위급 상호 방문 메카니즘 마련
• 해운, 항만, 물류 공동연구 강화
• APSN과 협력, APEC 관련 계획 등 관련 연구
강화
• 출판, 공동 세미나 등 기타 교류증진 프로그램
강화

201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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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관: 39개 기관
기관명

주요 협정내용

체결일

한국무역협회

• 국제해사물류 전문인력 양성교육 공동수행

2003. 9. 1.

국립수산과학원

• 수산분야 공동연구
• 연구시설 및 자료 상호 이용

2004. 2. 27.

부산항만공사

•
•
•
•

2004. 9. 7.

부경대학교

• 수산, 해양분야 공동연구 및 조사
• 교수 및 연구원의 학술적 교류
• 상호 초청 강연 및 자문

2006. 4. 13.

인천항만공사

• 연구과제의 공동개발 및 연구
• 학술정보, 경영정보 등의 상호교환

2006. 5. 26.

부산항 관련 공동연구
정보자료 및 시설 공유
항만운영에 관한 인력 양성
국제업무에 관한 지원 협력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수산연구 관련기관 협의회’ 운영
해양수산인력개발원
• 해양수산분야 공동연구과제 발굴·수행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해양수산 현안문제 공동대처 활성화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2006. 6. 30.

케이엘넷

• 물류정보화 사업에의 공동협력
• 물류관련 자료 및 정보의 교류·교환

2006. 7. 21.

국사편찬위원회

• 독도관련 공동연구 및 조사
• 교수 및 연구원의 학술교류
• 상호 초청 강연 및 자문

2006. 9. 18.

중앙대학교

•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 교류
• 학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호 교환
• 연구과제의 공동개발, 연구 및 지도

200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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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주요 협정내용

• 상호 공동 연구 및 공동 학술행사 개최
(사)해양산업발전협의회 • 인력의 상호교류 및 자료 교환
• 정보자료 및 시설 공유

체결일

2007. 1. 25.

해양경찰청

• 독도관련 정보제공 등 기타 해양관련 분야 교류
• 상호 초청 강연 및 자문 등 상호교류
2007. 4. 12.
• 각종 출판물의 교류

한국해양대학교

• 교수 및 연구원의 학술적 교류
• 공동 연구 및 조사
• 학술 출판물의 교류

한국지구관측센터
(국가정보원)

• 인공위성영상 판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공 위성 영상자료 이용
2007. 10. 11.
• 원격탐사자료 활용

국립공원관리공단
국토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서해유류유출 환경대책포럼’ 공동운영
•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에 대한
정책대안
• 공동제안, 분야별 연구, 상호협조 및 정보자료
제공

2008. 2. 15.

한국해양연구원

• 해양분야 국가 아젠다 발굴 및 공동 대응
• 공동 연구사업 발굴 및 수행
•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해양협력사업 추진 등

2008. 12. 5.

한국원양산업협회

• 관련 분야 공동 연구 및 조사
• 관련 자료와 정보의 제공
• 각종 출판물, 간행물의 교류

2009. 4. 7.

한국연안협회

• 관련 분야 공동 연구 및 조사
• 관련 자료와 정보의 제공
• 각종 출판물, 간행물의 교류

200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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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주요 협정내용

체결일

한경대학교

•
•
•
•
•

남북한 수산협력사업 공동 연구
서해 해양개발, 해양자원 활용 및 수산가공기술
개발 등에 관한 공동연구 및 조사
2009. 9. 21.
한경대 해양정책 및 물류과정 교육지원
해양관련 자료 제공 및 출판물 교류

목포해양대학교

•
•
•
•

해양 및 수산 분야의 학술 교류
공동연구 및 조사
학술정보 및 출판물의 상호 교환
상호 초청 강연 및 자문

한국정치학회

• 해양 관련 국가전략의 연구 및 조사
• 해양 관련 공동 연구사업의 발굴 및 수행
• 학술회의 개최 및 자문

2009. 10. 15.

국토해양인재개발원

•
•
•
•

2009. 12. 1.

교육·연구 교류협력 및 상호 자문
강의·세미나 등에 전문인력 지원
연구 및 세미나 등에 교육훈련 연계
교육·연구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 광양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광양시
•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기타 세 기관 간 발전에 필요한 사항
국제물류분야 국가정책개발 공동연구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상호 인력교환 프로그램 운영
학연 협동과정, 단기강좌 등의 개설 운영

2009. 9. 30.

2010. 1. 8.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물류 학연공동
연구센터 설치 운영)

•
•
•
•

2012년 여수세계
박람회조직위원회
한국해양연구원

• 상호 협력 체계 구축
• 학술정보 및 기술자료 협력

2010. 3. 30.

평택대학교

• 공동연구 및 조사
•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2010. 8. 23.

201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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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주요 협정내용

체결일

한국국제협력단

• 개도국 해양수산 분야 무상기술 협력 사업
발굴·시행
2010. 10. 15.
• 개도국 해양수산 분야 개발협력 공동 및 위탁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공동연구 및 조사
•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2010. 11. 23.

인천대학교

• 해양, 물류분야 인적, 물적 교류
• 연구, 교육분야 상호 교류협력
• 정보 교류와 공동 행사 개최

2010. 12. 9.

한국외국어대학교

•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사업 확대
• 외국어 전문인력 지원
• 국제협력사업 참여를 통한 언어활용 기회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2011. 5. 30.

부산대학교

• 공동 연구 및 조사
•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2011. 8. 3.

선박안전기술공단

• 공동연구 수행
• 세미나 공동 개최
• 학술정보의 상호 교환

201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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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학술지 게재 실적
연
번

논문 제목

연구자

학술지

게재
시기

비고

Improved water quality in
1 response to pollution control
measures at Masan Bay

장원근
Marine Pollution
이윤주
2011.12.
Blulletin, Elsevier
남정호

SCI

TURFs and clubs: empirical
evidence of the effect of self2 governance on profitability in
South Korea's inshore(maul)
fisheries

이정삼
Environment
류정곤
and Development
김대영
Economics
외

SSCI

Journal of
Workload-based yard-planning 원승환
3
Intelligent
system in container terminals
외
Manufacturing

2011.8.

2011.5.
SCIE

Comparison of alternative
ship-to-yard vehicles with
4
the consideration of the batch
process of quay cranes

International
최상희
Journal of
원승환
Industrial
외
Engineering

2011.12.

Port competition and network
5 polarization at the East Asian
maritime corridor

이성우 Territoire en
외
Mouvement

2011.1.

Network Position and
6 Throughput Performance of
Seaports

이성우 Current Issues in
송주미 Shipping, Ports
외
and Logistics

2011.2.

7

632

The Asian Journal
Economic Contribution of Ports
정봉민 of Shipping and
2011.4.
to the Local Economies in Korea
Logistics

기타
국제적
학술지

1. 국제학술지 게재 실적

연
번

논문 제목

연구자

학술지

게재
시기

Prospect of Premier Port
8 Competition in East Asian
Region

The Asian Journal
김형태 of Shipping and
2011.8.
Logistics

The EU-27 Logistics Industry:
Structure and Trends of Major
9
Subsectors and National
Markets

KMI International
이성우 Journal of
2011.6.
외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비고

KMI International
The Arctic Fisheries Regime and
Journal of
엄선희
2011.6.
10
Its Implications to Korea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KMI International
China's Maritime Security Policy
김민수 Journal of
11 in the Indian Ocean: Assessment
2011.6.
외
Maritime Affairs
and Implication for Korea
and Fisheries
An Application of Dynamic
Factor Model to Dry Bulk
Market-Focusing on the
12 Analysis of Synchronicity
and Idiosyncrasy in the SubMarkets with Different Ship
Size -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고병욱
2011.6.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Land-locked Country and Port
13
Accessibility -Mongolian Case-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박용안
2011.6.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기타
국제적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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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논문 제목

Different Voices on Military
14
Activities in the EEZ

연구자

학술지

게재
시기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박영길
2011.12.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Considerations for TAC Targets
KMI International
in a Single Gear, Multiple
Journal of
남종오
2011.12.
15 Species Fishery: A Case Study
Maritime Affairs
of the Large Purse Seine Fishery
and Fisheries
for Mackerel and Jack Macke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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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기타
국제적
학술지

2. 국내학술지 게재 실적

2. 국내학술지 게재 실적
연
번

논문 제목

1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연구자

학술지

게재
시기

남정호 국토

2011.1.

2

광양항 인센티브 제도 개편 의의와 향후 정책
방향

길광수 계간 해양수산

2011.2.

3

선박 재항 시간의 결정 요인 분석:
인천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민규 계간 해양수산

2011.2.

4

연안 공공 디자인 사업 추진 현황과 정책적
제언

최지연 계간 해양수산

2011.2.

5

김 산업의 발전과정과 세계화 전략에 관한
연구

옥영수 계간 해양수산

2011.2.

6 수산업 거버넌스 정립과 정책적 대응방안

엄선희 계간 해양수산

2011.2.

7 형평의 객관화와 해양경계획정

이창열 국제법평론

2011.5.

8 해운항만 분야 물류정보화 정책 추진 방향

최종희 계간 해양수산

2011.5.

9

컨테이너터미널 운영대안별 에너지비용
절감효과 분석 연구

김우선
계간 해양수산
하태영

2011.5.

10

우리나라의 품목별 식품 이력추적제도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주문배 계간 해양수산

2011.5.

길광수 해운물류연구

2011.6.

11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시장 안정화방안
12

갯벌생태관광에 대한 소비자의 잠재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13 국제사법재판소의 반소에 관한 연구

장정인
Ocean and Polar
신철오
2011.6.
Research
외
최지현 서울국제법연구

2011.6.

2011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635

제7장 국내외 논문 발표

연
번

논문 제목

연구자

학술지

게재
시기

14

동북아시아 컨테이너 항만체제의 변화 추세와
전망

정봉민 해양정책연구

2011.6.

15

기업지배구조가 물류비의 비대칭적 행태에
미치는 영향

김형근
해양정책연구
외

2011.6.

16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
조치에 관한 비교 연구

최지현 해양정책연구

2011.6.

17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한계와
집행력 제고 방안

최수정
해양정책연구
외

2011.6.

18

유엔해양법협약 상 해적의 개념과 보편적
관할권

박영길 서울국제법연구

2011.6.

19 국제사법재판소 잠정조치 명령의 이행강제

최지현 국제법학회논총

2011.7.

20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방안

이승우 국토

2011.8.

21

물류기업의 중국 투자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이주호 계간 해양수산

2011.8.

22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수산부문 물가파급효과
이헌동 계간 해양수산
분석

2011.8.

23 우리나라 선박기자재업 발전 방안
24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산정체계 표준화
방안

25 김장굴의 수요 분석 및 예측

김정현 계간 해양수산

2011.8.

길광수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11.9.
남종오
수산경영론집
노승국

2011.9.

26

동북아 국제복합운송 전망과 통과운송 협약의
추진방안 연구

박용안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11.9.

27

우리나라 관상어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대영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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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논문 제목

28 일본의 미역 수급동향과 당면과제에 관한 연구

연구자

학술지

게재
시기

백은영 한국도서연구

2011.10.

김민수
국제법평론
외

2011.10.

30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충돌 최지현 국제법평론

2011.10.

29

강제송환금지원칙에대한국제법상보충적보호
-개별사례를중심으로-

길광수 한국항해항만경제
외
학회지

2011.10.

32 항만시설관리권 활용 확대 방안

길광수 계간 해양수산

2011.11.

33 우리나라의 신조발주 시장 특징 및 문제점

이언경 계간 해양수산

2011.11.

34 그리스 해운산업의 강점 및 지원정책의 시사점

박용안 계간 해양수산

2011.11.

중국의 해양신성장 정책과 한·중 해양협력
확대 방안

박문진 계간 해양수산

2011.11.

최희정 계간 해양수산

2011.11.

31

35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의 기업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36 연안·해양 아틀라스 구축 동향
37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한 해운 무역액 비중의
추세 분석

이민규 계간 해양수산

2011.11.

38

중국 내륙 물류시장 성장과 물류기업 진출 시
고려 사항

김근섭 계간 해양수산

2011.11.

39

해양산업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도입 현황
및 전망

안요한 계간 해양수산

2011.11.

40 중남미 시장 진출과 콜롬비아와의 FTA

최영석 계간 해양수산

2011.11.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성과평가 도입 방향에
41
관한 연구

김대영
이정삼 수산경영론집
외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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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논문 제목

42

몽골의 통과운송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개선
방안

43 제주 감귤의 물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자

학술지

게재
시기

박용안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11.12.
박용안
해운물류연구
외

2011.12.

44

지역별 총요소생산성과 공간효과를 고려한
결정요인 분석

박광서 국토연구

2011.12.

45

해밀토니안 기법을 이용한 대형선망어업의
고등어·전갱이 최적어획량 결정

남종오 해양정책연구

2011.12.

김봉태
해양정책연구
외

2011.12.

이창열 미국헌법연구

2011.12.

46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정량적 효과 분석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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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조약체결권의 통제에 관한 일고찰
- 국회의 동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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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of 2011

2011. 2. 11.
2011 수산전망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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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 11.

2011. 2. 18.

KMI-FAO MOU 체결식

해운항만물류전망대회

2011. 4. 7.
KMI-FIO MOU 체결식

2011. 4. 8.

2011. 4. 25.~27.

한·중 해양협력 국제심포지엄

한·중·일 3국 물류정보 연계를 위한 국제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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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25.~28.
COBSEA 국제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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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12.

2011. 5. 25.

여수엑스포 국제심포지엄

해양비전포럼 창립총회 및 1차 포럼

2011. 5. 27.
KMI-동서문화센터  MOU 체결식

2011. 6. 13.

2011. 6. 14.

해양환경정책 국제교육훈련(고위급)

미래물류기술포럼 창립1주년 국제세미나

2011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643

2011. 6. 14.
KMI-ISL MOU 체결식

644

2011. 6. 27.

2011. 7. 6.

항만건설 CEO 포럼 창립총회 및 워크숍

제1차 한-인도네시아 해양수산포럼

2011. 8. 26.
제8기 해양아카데미 직무연수

2011. 9. 16.

2011. 9. 30.

제107회 해양정책포럼

한·남태평양 수산포럼 창립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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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25.

2011. 11. 2.

KMI 추계 체육대회

2012 세계 해운전망 국제포럼

2011. 11. 11.

2011. 11. 16

항만수요예측센터 국제심포지엄

해양영토 국제학술대회

2011. 11. 24.

2011. 11. 28

한국선진화포럼·KMI 특별 토론회(북극해전략)

한국수산정책 CEO 포럼

2011. 11. 30.

2011. 12. 19.

독도사전 출판기념회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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