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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창립의 모태가 되었던 한국해운기술원 시절까지 거슬러 올
라가면 벌써 서른 번째의 나이테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KMI는 1996년 해양수산부 신설
로 해양수산 행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던 기존의 해양수산
관련 정책연구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1997년 4월 출
범하였습니다.
그동안 KMI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정과제, 정부 위탁사업 수행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대안과 경영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가
정책 수립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KMI는 해양, 해운항만 및 수산 등 바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한 청년기를 지
나 장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연구자료와 인적자원을 토대로 21세기의
바다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KMI는 2014년 “미래 해양수산 정책을 이끄는 세계 최고의 해양 전문 연구기관”이라는
기조를 세우고, ‘미래 해양수산 정책 선도기능 강화’, ‘글로벌 해양수산 연구기능 강화’,
‘기관 인사정책 개선 및 조직 혁신’을 3대 추진전략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전

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해양수산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해
양수산 분야 해외 기관과의 교류 강화를 통해 국제의제를 선도하며, 글로벌 해양수산 전문
가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연차보고서는 2014년 KMI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정기간행물, 학술회의, 국내외 학
술지 게재실적, 국내외 연수교육 서비스 등 KMI가 한 해 동안 수행한 모든 연구실적 및 경
영성과를 한 곳에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2014년의 결실을 담아 향후 KMI의
운영방향을 모색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2015년 3월 부산 영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KMI는 앞으로도 국책연구원으로서
의 사명에 충실하여 국가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정부 부처 및 관
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 업계에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ANNUAL REPORT 2014 OF KOREA MARITIME INSTITUT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차보고서

CONTENTS
발간사

2

장

일반현황

6

장

2014년도 주요 사업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수탁용역사업
정부대행사업

장

기본연구사업

16
18
20
22
22

26

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
연안크루즈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발전전망 연구
금융시장 기능 제고를 통한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
글로벌 무역패턴 변화와 해운산업의 대응전략
항만물류분야 친환경기술인증(녹색인증제) 개선방안 연구
글로벌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항만지역 선진화방안 연구
- 법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38

항만 shutdown(공급지장)의 파급효과 분석
연안재생체제 구축방안 연구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해양보호구역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연구
해역 이용 적정가격 및 산정 방안 연구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양식정보의 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의 갈등관리 방안 연구
중국 상해권역의 수산물 소비와 수출 전략에 관한 연구
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른 수산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항만보안 리스크평가 체제 구축 방안 연구
해양심층수 산업 클러스터(산업특구)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 수립 연구
해양수산분야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개발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장

70

일반사업

해운산업 경기예측센터 운영
UN ESCAP 국제공동연구사업
동아시아·태평양 해양정책 공동연구사업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운영
상해연구센터 운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동북아 항만물류 연구협력사업

28
30
32
34
36

72
74
76
78
80
82
84

국제물류 학 ·연 공동연구사업
KMI 해양아카데미 운영
미래 물류기술 연구사업
북극해시대에 대비한 국가전략 수립 연구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대비한 수산분야 대응전략
환황해권 해양물류 네트워크 구축 학·연 공동연구사업
글로벌 해외 해양수산거점 연구협력 사업
수산분야 해외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연안 ·해양관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연구
중견물류 기업 해외진출 지원연구사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해양수산부문 남북협력 방안 연구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한반도·극동러시아 공동발전방안 연구

장

수탁용역사업

110

화성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제안서 평가 및 타당성 검토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모델 구축(1차년도)
2013년도 바닷가 실태조사, 지적현황측량 및 관리유형 분류 연구
사우디아라비아의 육상 및 해면 양식어업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한국의 발전경험 소개 및 정책 자문
인천항 수변공간 활용방안 수립 연구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립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연구
국적 크루즈 육성 특별법 제정 연구
CO2 해양지중저장 국내 실용화 기반 구축 정책개발연구(3)
대륙붕 등 해양영토 강화를 위한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어장관리체계 개선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수산자원관리 지정수면 관리 및 어장정화 개선방안 연구
일괄 하역장비 성능평가 및 상하역 작업장 설계기술 개발
부산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해양영토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시범바다목장사업 백서 집필

경제 글로벌화 속에서 한일 수산업의 호혜 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와 방향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기초통계 정비보완과 발전전략 연구
수산업 북극해 진출방안 수립 연구
조선해양 분야 국제기구 대응을 위한 이슈 발굴 및 연구 용역
POSCO 특수하역 요율체계 개선 및 산정에 관한 연구
연안침식대응기술개발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축조 기본실시설계 및 기타용역 중 사업

86
88
90
92
94
96
98
100
102
104
106
108

타당성 조사
한림항 2단계 개발 기본계획 재수립 개발규모 및 경제성 검토에
관한 연구
해외항만개발협력 기본계획수립 연구
제2차 연안정비 변경계획 수립 연구
한·태국, 한·말레이시아 FTA 수산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인천항 기능 재배치 및 항만근로자 고용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산(연근해어업) 부문 한·중 FTA 국내 보완대책수립 연구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저탄소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개발
울산연안,광양만 민관산학협의회 운영지원
Cargo Preference and Restriction Applying to Specific Trades
원양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 연구
북항 임대료체계 개편 및 운영정상화 방안 연구
맞춤형 어업인 소득복지인력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해양생물자원 관련 국제협약의 체계적 대응방안 연구(2차)
침식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사례분석 및 정비 방향
항만 사회간접자본 적정투자규모 산정 및 항만투자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운영 및 어선리스 제도 도입 방안 연구
2013년 보호대상해양생물 종 증식 및 복원사업
환경관리해역 해역별 관리계획 수립
서부아프리카의 합작진출 등 투자적지 조사 분석연구
방사능 물질의 수산물 농축 영향 및 오염사례 연구(2차)
해사안전 미래산업 기술 중장기 수립 기획 연구
해운산업 경쟁력 유지 위한 톤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해운시장 종합정보망 구축 3-1단계 사업
매향2항 어촌정주어항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해양사고 사회적비용 추정방안 연구
동북아 항만간 협력관계 촉진방안 연구
제2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수립 방안에 관한 연구
2013년도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용역
원양산업계 동반성장을 위한 권역별 진출방안 연구
연안통합관리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연구
항만현대화기금 운용체계 개선방안 연구
극동 시베리아 해운 물류 진출 방안 기초 연구
U-기반 해운물류 체계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컨테이너 검색
기 활용을 위한 정책 연구
거점형 마리나항만 기본설계용역 중 해양관광 마리나항만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
연근해어선 현대화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해양수산 정부 3.0 발전 모델 연구
충청남도 마리나항만 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협상 위탁 용역
2013년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 연구
TPP 심층연구: 수산업부문
예선제도 개선 및 예선업 진흥 방안 연구
해양경제특별구역 운영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생물다양성협약 EBSA 국가보고서 개발 연구
수산물 유통사업 체계개선 연구(교부금)
부산항 미항 만들기 시행계획 수립용역
2014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2014년도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홈페이지 위탁운영
동북아 오일허브 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선 환경변화에 따른 도선사 수급전망 및 제도개선 방안
해양 시추시스템용 기자재 해저시험을 위한 폐공 활용성 연구 용역
한-호주,한-캐나다, 한-뉴질랜드 FTA 수산분야 영향 분석 및
국내대책 연구
수산물 유통가공 선진화 기술 개발
한국 수산식품의 대중국 수출유망품목 조사 연구
2014년도 바닷가 실태조사 및 관리유형 분류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동해묵호항(묵호지구) 사업제안서 평가 및 타당성 검토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 협상 위탁 용역
해역별 환경기준 설정 연구(2차)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결과 연구용역
2014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연구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실행을 위한 지역모델 개발(2차)
UN 공해어업협정 제10차 당사국회의 참석 및 대응 위탁 연구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양극해 관련 정책분석을 통한 극지해 활용방안 구상
2014년도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운영
한중 FTA 등 양자 및 다자간 해운서비스 협상대응 방안 연구
북극정책 기본계획 후속조치 연구
수산종자관측 시범사업 용역
해운보증기금 설립 필요성 검토
해운산업 부문 통일준비 1차 연구
2014년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위탁 용역
전복 가공산업 및 가공제품 실태 파악 용역
해양수산 미래비전 수립에 관한 연구
생물다양성협약 SOI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해양안전문화 지수 개발 및 체험시설 설립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연구
연안해역정밀조사(해안선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 기반 연구)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철도 및 철도와
해운항만연계 네트워크편)
대륙붕 등 해양영토강화를 위한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용역
부산북항 항만재개발사업 협상추진 계획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개선 및 조정 방안
중국 동북부 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
중국-북한과의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중 FTA 양허안 협상 대비 주요 어종별 경쟁력 분석
통합적 어촌개발 추진을 위한 어촌개념 및 범위분석 연구
Provision of the Regional Study on Efficient and Effective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for the UNESCAP
어업인지원 지식공유 전국대회
군산항 7부두(74선석) 개발 타당성 조사연구
2014년 옹진군 수산물 공동물류 컨설팅 사업
TPP 참여시 대응전략 관련 심층연구: 해운서비스
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울산연안 및 광양만 민관산학협의회 운영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해양재난 수색구조체계 개선방안
생물다양성협약 해양수산분야 세미나 행사 개최
2014년 해양보호구역 관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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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현황

1. 연혁

1984
1987
1988
1990
1991
1993
1997

2. 1.

한국해운기술원 개원

5. 15.

양 해 경 초대 원장 취임

5. 15.

송 희 연 제2대 원장 취임

12. 31.

해운산업연구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5. 15.

송 희 연 제3대 원장 취임

7. 13.

배 병 태 제4대 원장 취임

11. 23.

조 정 제 제5대 원장 취임

3. 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4. 10.

해운산업연구원 해산

4. 18.
		
		
		
		
		

1999

4. 18.

조 정 제 초대 원장 취임

8. 19.

홍 승 용 제2대 원장 취임

1. 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2002
2005
2006
2008
20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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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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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 변경

6. 10.

이 정 욱 제3대 원장 취임

6. 9.

이 정 욱 제4대 원장 취임

9. 23.

이 정 환 제5대 원장 취임

12. 20.

해외사무소(중국 현지 상해연구센터) 개소

5. 10.

해양수산기술관리센터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으로 이관

8. 29.

강 종 희 제6대 원장 취임

7. 14.

김 학 소 제7대 원장 취임

8. 16.

김 성 귀 제8대 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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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목적
설립근거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733호, 1999. 1. 29 제정)

II. 2014년도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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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수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III. 기본연구사업

3. 주요기능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산업의 동향과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해양산업관련 업계·학계·연구기관 및 정부와의 정보교환과 의견수렴
개발원 설립목적에 부응한 수탁연구 및 국내외 관련기관의 공동연구

IV. 일반사업

4. 조직인원예산
조직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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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2014년 12월 기준
구분

계

원장

연구직

행정직

정규직

118

1

98

19

※ 수탁사업 수행 인력 등 비정규인력 약 100여 명 별도 운영

2014년 예산

단위 : 백만원
수입

지출

구분

2014 예산

1. 정부출연금

16,476

2. 자체수입

18,007

- 수탁용역수입

13,337

- 정부대행사업

4,516

- 이자수입

55

- 기타수입

129

3.전기이월금

1,329

계

구분

1. 인건비
2. 연구사업비
3. 경상운영비
4. 시설비

35,882

계

2014 예산

11,638
22,118
1,411
715

35,882

5. 주요기능
건물

2014년 12월 기준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45, 13~16층, 21층(상암동)
임차면적: 8,546.46㎡

도서자료

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차보고서

2014년 12월 기준
소장도서

정기간행물

비도서

36,226
(국내 23,132권, 해외 13,134권)

384
(국내 181권, 해외 203권)

643
(국내 349종, 해외 29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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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년 12월 기준
발간주기

발간형식

반년간

오프라인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반년간

오프라인

학술정보지

계간해양수산

계간

오프라인

특별종합지

독도연구저널

계간

오프라인

통계자료지
(2종)

해운통감요람

연간

오프라인

수산·해양환경통계

연간

오프라인

항만산업

월간

오프라인
오프라인

뉴스레터(5종)

월간

온라인

KMI 체결국 수산물 수입동향

계간

오프라인

해운시황포커스

주간

온라인

중국물류리포트

격주간

온라인

해양산업동향

격주간

온라인

KMI 국제물류위클리

주간

온라인

독도해양영토브리핑

격주간

온라인

북극해소식

월간

온라인

Ocean & Future

월간

온라인

관측연구

연간

오프라인

수산관측리뷰

계간(분기별)

오프라인

수산물수급동향

계간(분기별)

오프라인

월간

오프라인

월간

온라인

수산관측 뉴스레터

월간

온라인

양식수산물 가격지수

월간

온라인

수산물생산자 물가동향

월간

오프라인

수산물소비자 물가동향

월간

오프라인

수산물가격동향

주간

오프라인

소금가격동향

주간

오프라인

V. 수탁용역사업

해외수산정보
수산물수출입 속보

영문뉴스레터

IV. 일반사업

관측정보(11종)

부정기

영문저널

III. 기본연구사업

동향정보지(6종)

KMI 현안분석
Offshore Business

비고

II. 2014년도 주요사업

간행물명
해양정책연구

종합학술지
(2종)

I. 일반현황

정기간행물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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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영목표 체계도

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차보고서

미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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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전

미래 해양수산 정책을 이끄는 세계최고의 해양전문 연구기관

중장기
발전목표

1. 21세기 창조적인 국가 해양수산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기관
2.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글로벌 연구기관
3. 경영여건 개선, 조직혁신을 통해 조화롭게 발전하는 연구기관

추진전략

1. 국가 정책수요에 부응한 융합적 조직정비 및 정부정책지원 강화
2. 새로운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트렌드에 맞는 연구 발굴·수행
3. 해양수산정책 선도연구기관으로서 해외 선별적 연구거점과의 해양수산 연구 ·교류협력 활성화
4. 대내외 연구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급 연구인력 양성
5. 인사제도 개선, 경영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한 기관 창조경영체계 구축

경영방침

창조 프런티어 KMI

글로벌 프런티어 KMI

혁신 프런티어 KMI

3대
경영목표

[목표1]
미래 해양수산 정책
선도기능 강화

[목표2]
글로벌 해양수산
연구기능 강화

[목표3]
기관 인사정책 개선 및
조직혁신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I. 일반현황

7. 부산청사 (영도구 동삼동)현황

(2015. 8. 기준)

가. 이전
청사
치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부산 동삼혁신도시)

부 지 면 적

5,300㎡(1,603평)

건축 연면적

13,200㎡(3,993평)

이 전 방 식

임차이전

이 전 인 원

257명(승인 인원)

준 공 시 기

2014. 12

임차보증금

88억 원

시

부산도시공사(BMC)

시

사

경동건설(주)

입 주 시 기

2013. 6~9

행

사

이 전 시 기

공

II. 2014년도 주요사업

위

2015. 3
III. 기본연구사업
IV. 일반사업
V. 수탁용역사업

공동거주지
위

치

부산시 남구 수영도 345 대연힐스테이푸르지오
155,721㎡

공 급 규 모

아파트 2,304세대, 오피스텔 59세대

시

현대건설 컨소시엄(1공구), 대우건설 컨소시엄(2공구)

공

사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대 지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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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경과
추진경과
’10. 1 : KMI 지방이전 계획 승인(국토해양부)
’10. 7~’11. 12 : KMI 청사건립 사업타당성 검토(부산광역시 등)
’12. 1 : KMI 청사건립 부지매입 및 현물출자 결정(부산광역시)
’12. 5 : 부산 공동거주지 아파트 분양계약 완료
’12. 9 : KMI 청사건립 기본협약 체결(KMI-부산시-부산도시공사)
’12. 11 : KMI 지방이전 계획 변경 승인(국토해양부)
- 이전시설 규모 : 당초 14,528㎡에서 13,200㎡로 축소
- 이전비용 규모 : 당초 264억 원에서 127억 원으로 감액
’12. 12 : KMI 청사건립공사 입찰방법(턴키) 결정
’13. 1 : KMI 지방이전 계획 변경 승인(국토해양부)
- 이전시기 : 당초 ’12. 12에서 ’14. 12로 조정
’13. 2 : KMI 청사건립공사(턴키) 입찰공고(부산도시공사)
’13. 4 : KMI 청사건립공사 입찰서류 접수(부산도시공사)
’13. 6 : KMI 청사건립공사 입적격자 선정 및 계약(부산도시공사)
’13. 7 : KMI 청사건립부지 매입 완료(부산광역시)
’13. 6~9 : 부산 공동주거지(대연혁신지구) 입주
’13. 8 : KMI 청사건립 기초공사 착공(Fast trac 실시)
’13. 11 : KMI 청사건립 기초 파일 공사 마무리
’13. 12 : KMI 청사건립공사 시시설계 완료
’14. 12 : KMI 청사 완공
’15. 3. 16 : KMI 이전 완료 및 업무개시
’15. 4. 17 : 이전 청사 개원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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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14년도 주요 사업

기관고유사업

1. 기본연구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

1

 리나라 자유무역지역 현황 및 평가, 글로벌 여건변화와 자유무역지역 영향,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
우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재정립 및 제도개선방안을 제안
연안크루즈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발전전망 연구

2

 안 크루즈의 시장 확대를 위해 국제경쟁력을 가진 크루즈 선사육성, 역내 크루즈 네트워크 구축, 국제적 마케팅과
연
항로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크루즈 시장의 진출과 연계
금융시장 기능 제고를 통한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

3

 간부문의 선박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찾는 한편, 정책금융이 민간금융시장의 기능을 확대할
민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
글로벌 무역패턴 변화와 해운산업의 대응전략

4

 로벌 무역패턴 변화가 세계 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분석하고, 향후 해운시장 변화요인을
글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부 및 기업 차원의 대응방안 모색
항만물류분야 친환경기술인증(녹색인증제) 개선방안 연구

5

 만물류분야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인증체계를 재조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항만녹색산업의 활성화, 선도기술 확보를
항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와 국가 신성장 산업발굴에 기여
글로벌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항만지역 선진화방안 연구 – 법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6

 양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항만과 도시의 융복합발전 비전과 추진전략,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
해
항만의 고부가가치화 항만과 도시의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
항만 shutdown(공급지장)의 파급효과 분석

7

 만 shutdown의 X-이벤트 분석 및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항만 폐쇄의 파급효과맵, 인과지도, 국가 경제적 잠재
항
손실의 정량적 추정치를 제시함으로써 항만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
연안재생체제 구축방안 연구

8

 시재생체제가 연안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연안의 특성과 가치에 기초한 연안재생체제를
도
정립하고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9

 내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 여건 및 제약 요인 파악, 업계 의견조사,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추진 방향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 및
해양레저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
해양보호구역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연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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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제명
개 요
해역 이용 적정가격 및 산정 방안 연구
 역이용 적정가격은 우리 모두의 자연자산으로서 해역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용·개발에 따른 경제적 수익과 환경보전을
해
통한 생태적 가치에 관한 비교를 통해 해역관리정책의 선택수단으로 활용

II. 2014년도 주요사업

11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12

 산업의 대표적인 후방산업인 수산기자재산업에 대한 분류 및 범위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산기자재산업
수
육성의 필요성과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산업 및 수산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기여
양식정보의 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13

III. 기본연구사업

 내 양식정보의 관리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양식정보 통합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국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출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의 갈등관리 방안 연구

14

 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갈등실태를 분석하고 갈등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제를 마련함으로써
어
어촌사회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에 기여
중국 상해권역의 수산물 소비와 수출 전략에 관한 연구

15

 산물 선호가 빠르게 성장한 중국 상해지역의 수산물 소비구조 및 특성 분석을 통해 국내 수산물 수출 확대 전략을
수
모색
IV. 일반사업

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
16

 국은행 산업연관표의 현행 수산부문 분류를 세분화하는 방법론을 정립하고, 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한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정부의 수산정책 지원기능 강화에 기여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른 수산관련 법체계 정비 방안

17

 양수산부의 수산 관련 법률들이 수산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와 현행 수산
해
관련 법규정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행 수산 관련 법률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항만보안 리스크평가 체제 구축 방안 연구
 만보안 관련 리스크 평가방법, 평가대상 시설, 평가항목, 항목별 리스크 척도, 결과 활용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항
이를 활용해 우리나라 항만보안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PSRAT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

V. 수탁용역사업

18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산업특구)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19

 체된 해양심층수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연관산업 집적화의 효과 활용을 위해 해양심층수산업클러스터의 조성
침
타당성을 검토하고 클러스터의 조성의 방향과 제도개선안을 제시함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 수립 연구
 양수산 전체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기후변화협약의 평가방법과 IPCC의 평가방법,
해
그리고 국제환경개발연구소의 평가방법론을 살펴보고,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적용성을 검토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20

해양수산분야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개발
21

 요 국정과제로서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시범적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문의
주
매뉴얼을 개발하고, 일부 규제에 대한 매뉴얼의 시범적 적용 결과를 제시하여 활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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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해운산업 경기예측센터 운영

1

 운시장의 이해관계자(선사, 화주, 금융기관, 정부 등)를 대상으로 해운시장의 동향, 시황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해운정책 발굴
UN ESCAP 국제공동연구사업

2

 SCAP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물류 시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제 연구역량 강화하고,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E
이들 국가와 정치·경제·문화 협력 관계 유지에 일조
동아시아·태평양 해양정책 공동연구사업

3

 아시아·태평양 해양정책의 국제 네트워크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다자간·양자간 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과 미국·중국
동
등과 공동연구 수행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운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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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해중국연구센터 운영을 통해 중국(상해) 현지에서 우리나라 해운·항만·물류 및 해양•수산 정책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입수·분석·제공함으로써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6

 만물동량 변화의 원인분석, 객관적으로 정량화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시기적절한 국가 항만개발 정책수립의 효과적
항
지원체계 구축
동북아 항만물류 연구협력사업

7

 북아 항만국장회의 지원, 동북아 주요 거점의 물류현황 파악 및 한국기업의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동
동북아 지역의 항만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물류여건 개선에 기여
국제물류 학·연 공동연구사업

8

 가 차원의 국제물류전략 수립을 위해 해운, 항만 물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학문적 역량이 뛰어난 대학과 현장 중
국
심의 국제물류 노하우를 축적하여 본원과의 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시너지 효과 창출
KMI 해양아카데미 운영

9

 반적인 해양지식과 해양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해양교재 개발, 미래 해양에 대한 비전을 가진 교사 양성, 궁극적으로
전
해양에 대한 원대한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의 주역들에게 긍정적인 해양의식 고취에 기여
미래 물류기술 연구사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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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개 요
북극해시대에 대비한 국가전략 수립 연구

II. 2014년도 주요사업

11

 원개발 및 항로개설 등 새로운 해양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북극해에 대한 국가전략 수립
자
북극해 진출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대비한 수산분야 대응전략

12

 CEP 국가의 수산업 동향, 경쟁력 분석, 수산분야 협력사업 발굴 등의 검토를 바탕으로 국내 수산분야의 대응
R
방향을 모색
환황해권 해양물류 네트워크 구축 학ㆍ연 공동연구사업

13

III. 기본연구사업

동북아 글로벌 물류시장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환황해권 항만간의 해양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글로벌 해외 해양수산거점 연구협력 사업

14

 후변화, 심해저, 국제물류 등 국제 해양 아젠다에 대해서 글로벌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기
기업들이 글로벌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도록 거점 연구 추진
수산분야 해외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15

IV. 일반사업

 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세계 수산자원의 많은 부분을 공급할 아프리카, 남미, 남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다자간
우
수산협력방안 추진
연안·해양관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연구

16

 유수면 관리, 해양환경 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등 연안·해양에 대한 공간관리와 자원.환경관리의 통합 및 유기적
공
연계로 과학적 연안·해양 관리지원체계 구축
중견물류 기업 해외진출 지원연구사업

17

V. 수탁용역사업

 내물류기업들이 해외진출 및 신시장 개쳑의 기회제공을 위한 연구 수행을 통해 국내 물류기업의 서비스 수준 제고 및
국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내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하고 물류기업 해외 진출을 통한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 기반 마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해양수산부문 남북협력 방안 연구

18

 일 준비,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과 관련, 해양수산 제 분야에서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남북협력 사업, 이를 추진하기
통
위한 협력 방안 및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에 기여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한반도· 극동러시아 공동발전방안 연구

19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북아 국가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 극동러시아 및 동북아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
이를 바탕으로 극동러시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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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용역사업

1. 수탁용역사업
수행개요
 양수산부 등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목받은 정부수탁과제 및 해양수산 유관단체, 기업
해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민간수탁과제 수행
- 2014년 12월 현재 80여 과제 수행

정부대행사업
1. 수산업관측센터 운영
사업 개요
 요 수산물을 대상으로 품목별 관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산물의 수급안정화와 사회적 후생증대를 위한
주
사업으로 장·단기 관측정보 제공, 수산물 수급정책 지원 등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014년 사업 예산: 3,918백만 원
2

법적 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조절체계 구축을 통한 생산자 후생 증대
수산물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가격변동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대
양식어장 항공영상판독을 통한 과학적 수산관측 및 정부 정책지원 강화
해외시장 및 수출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국내 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
□ 양식수산물 수급동향 분석
주요 양식수산물 품목별 「수산 관측」 발간 (연간 67회)
- 목 적: 품목별 관측정보 제공을 통한 수급안정 도모, 정책 기초자료 활용
- 발간물: 주요 양식수산물 7종 14품목(김, 미역, 광어, 우럭, 참돔, 감성돔, 농어, 숭어, 전복, 굴, 홍합,
민물장어, 송어, 멍게)
- 주요 내용: 주요 양식수산물 품목별 생산, 가격, 수출입 등 수급동향 및 전망
계간 「수산물수급동향」 발간(연간 1만 부)
- 주요 수산물 13품목(김, 미역, 광어, 우럭, 참돔, 농어, 굴, 전복, 송어,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 주요 내용: 분기별·품목별 수급동향 및 전망, 수산업 일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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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류별 소비행태조사 및 결과 제공(10회)
- 해조류, 어류, 전복, 굴의 소비행태 조사 실시
- 활용: 품목별 소비행태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소비측면에서의 정책개발
수산관측(월보) 외 관측정보지 : 9종
발행주기

제공방법

관측연구

연간

보고서

수산관측리뷰

비고

수산관측 심화 연구 수행(기획과제)

관측연구기능강화

수산 관련 논단 및 동향분석 결과
품목/부류별 소비동향 기획조사 결과
해외수산정보(글로벌 포커스)
국내외 현황 및 이슈(르포)
품목별 수급정보를 중심으로 편성
양식관측 + 대중성품목 + 후보 품목
수산물 해외정보(정책, 동향) 분석
해외 수급, 제도, 이슈 등 분석
수산물 수출입자료 분석 및 제공
매월 초 통계자료 제공(속보형태)

시장동향 강화
소비관측 강화
글로벌 포커스 강화 르포
(국내, 해외)
수산물 수급정보
전문성 강화
해외 수산정보 강화
(논단/단신)
수산물 수출입정보 강화
(관계기관 제공)
수산관측의 신속한 정보
(요약) 제공
양식수산물
생산자가격지수

발간

계간
(분기별)

발간

월간

발간

월간

온라인

월간

온라인

수산관측 주요 내용·이슈 정보제공

월간

온라인

양식수산물 산지가격지수 발표

월간

보고

수산관측 현장 이슈 분석 보고
출장 중 이슈조사 및 정책지원

월간

보고

기타 정부 정책지원 및 자료 제공

필요 시 대면보고
필요 시 정책협의

IV. 일반사업

계간
(분기별)

III. 기본연구사업

수산물
수급동향
해외수산
정보
수산물수출입
속보
수산관측
뉴스레터
양식수산
물 가격지수
Fisheries
Window
기타 정책
지원

주요 내용

II. 2014년도 주요사업

발간물

□ 대중성 어종 수급동향 분석

V. 수탁용역사업

대중어 수급 및 가격동향 조사 정보 제공(연간 24회)
- 목 적 : 대중성 품목의 모니터링을 통한 가격 안정정책 지원
- 발간물 : 주요 어획수산물 1종 6품목(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마른멸치, 참조기)
- 주요 내용 : 주요 어획수산물 품목별 생산, 가격, 수출입, 어항 등 수급동향
가격 등 물가관측 제공 : 4종
발간물

발행주기

제공방법

수산물생산자 물가동향

월간

보고서

주요 내용
월간 수산물 생산자 가격정보

비고
정부 물가관리 지원

수산물소비자 물가동향

월간

발간

월간 수산물 소비자 가격정보

＂

수산물가격동향

주간

발간

주간 수산물 가격정보

＂

소금가격동향

주간

발간

주간 소금 가격정보

＂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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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어장 영상판독 및 어장장비 지원
양식어장 항공영상 판독사업 확대
- 전국 및 지역별 관측 품목의 항공영상 촬영 및 분석
- 전국 30개 지역 대상 전 양식품목 양식어장 영상 촬영 및 판독 실시
- 활용: 실제 양식 시설량 파악, 어장정비 근거 자료 제공 등

□ 관측정보 수요자 만족도 조사
수산관측 월보 및 수산업관측사업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연 1회)
- 관측정보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및 관측사업에 대한 평가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측정보지 보완 및 개선방안 도출, 향후 관측사업 장기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 및
관측사업 평가자료 활용

수산관측 연구 특징
정확한 생산량 추정을 위한 과학적 도구 활용
- 실제 양식시설량을 파악하기 위해 위성, 항공 등 최신 기술 활용
- 촬영영상에 대한 전문업체 판독 및 현장실사를 통해 정확도 제고
관측정보의 정확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3단계 검증시스템 운영
- 1단계: 품목별 지역자문위원을 활용한 1차 정보 검증
- 2단계: 관측정보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품목별 중앙자문위원회 개최
- 3단계: 제공된 관측정보의 정확도 및 만족도 파악을 통한 피드백
관측정보의 확산을 위한 품목별 워크숍 및 컨설팅 기능 강화
- 관측정보의 확산 및 심화연구를 위한 품목별 공동 워크숍 수행
- 관측정보 및 기타 수급정책에 대한 어업인 교육 등 수행

수산관측 정책 기여
주요 양식수산물의 월별 수급정보 제공을 통한 정부정책 실효성 제고
수급 위기상황 발생 시 파급영향 분석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한 정책지원 강화
항공영상 판독결과 활용을 통한 양식어장 정비사업의 실효성 제고
다양한 관측정보 제공을 통한 어업인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대중어 수급정보 제공을 통한 선제적 물가관리 정책수립 강화
품목별 소비행태조사를 통한 소비지향적 정책지원 강화
정기·비정기 품목별 워크숍을 통한 어업인과 정부 간의 소통 강화
다양한 수급정보 관련 컨설팅을 통한 어업인 역량 강화

수산관측 연구결과 활용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관련 정부부처: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 관련 기관: 지자체(수산사무소), 수협, 국립수산과학원, 언론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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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수산관측 정보를 활용한 민간주도형 수급안정화 기능 강화
- 품목별 수급정보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영상판독 결과를 활용한 과학적·합리적 어장정비 정책 수립
- 품목별 소비행태 모니터링을 통한 소비지향적 정책개발 강화
- 양식 수산물 해외 수출기반 구축 및 국내 생산기반 확충 지원

2. FTA 이행지원센터 운영
사업 개요

III. 기본연구사업

 TA(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가 소득 안정을 실현시키고자 수산물 수입량
F
및 국내 수산물 가격 동향 조사·분석,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 및 점검, 어업인 대상 FTA 관련 교육 및 상담
등의 사업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
 014년 사업예산 : 598백만 원
2

위탁 근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IV. 일반사업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체결된 EU, 미국, ASEAN을 비롯하여 수산 경쟁국인 중국과 베트남, Mega-FTA인 한중일, RCEP
기
등의 체결 및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국내 영향 분석을 통해서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 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
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수산분야 활용 극대화 제고 도모

V. 수탁용역사업

주요 사업내용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TA 이행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F
어업인 등 대상 FTA 교육·홍보
FTA 관련 상담 콜센터 및 홈페이지 운용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안건 자료 제공 및 개최 지원
국가별 수산물 D/B 구축
품목별 국내외 모니터링을 통한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
국내 수산물 수입피해 요인 및 영향 분석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 분석 및 이행 상황 점검
직접피해보전제도 시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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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 현황
II. 2014년도 주요 사업

III. 기본연구사업
IV. 일반사업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III. 기본연구사업

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 (12개월)
연구책임자 I 이성우

내부연구자 I 송주미, 한덕훈

외부연구자 I 나승권, 양빈

1. 연구목적
 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근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
우
패턴의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및 제도 개선을 제안
 렇게 재정립된 자유무역지역의 기능을 제대로 강화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동시에
이
제안하여 우리나라 국부 및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헌 연구: 기존 사례 및 문헌 연구 실시
문
 부전문가 및 세미나 활용: 국내외 사례 조사 등을 위하여 각 분야에 적합한 국내외 외부전문가를 파악하여
외
전문가 자문 실시 및 내부 세미나 등을 개최
 계 분석: 자유무역지역이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 검토
통

2) 연구의 특징
 리나라 자유무역지역 유형 및 특징 검토 및 평가 실시
우
 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 여건 변화 및 시사점,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제도개선과 관련한
우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리나라 자유무역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대부분은 글로벌 가치사슬상에서 우리나라
우
기업들과의 협업의 필요성, 그리고 중일 협업기업들과의 협력을 위해 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입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분명함
 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기능은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선도형 자유무역지역(1종)과 입주율
우
제고를 통한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특화형 자유무역지역(2종)으로 구분하여 특성화 방향 및 인센티브 지원
방향을 이원화하고자 법제도를 제안하였음
- 이에 의거하여 신규 제도도입 부분, 기존 제도에 대한 개정 부분 등을 제안
- 신규 제도는 클러스터 구축지원관련 사항, 사후평가제도 도입 등이며,
- 기존 제도 개선방안은 인센티브 강화, 관리·운영관련 제도개선, 사업환경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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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제언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제안
정
- 법제도 및 평가제도 개선: 자유무역지역법 법제도 개정 지원,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통합법제도 신설,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파급효과 분석, 자유무역지역 부가가치 평가지표 및 통계 표준화
-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개선: 실효성 평가를 통한 자유무역지역 해제 및 확대, 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 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범정부 통합 거버넌스 마련

II. 2014년도 주요사업

- 마케팅 활성화 방안 강구: Best Practice 활용, 자유무역지역연계 Biz 모델 개발 연구 강화, 자유무역지역
체계적 기업유치 전략 수립, 지속적인 투자유치 성장기반 구축

2) 정책적 기여
자유무역지역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제안
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및 법령 개선 방안 제안

III. 기본연구사업

3) 기대효과
 TA 체결 및 국내외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FDI 패턴 변화 분석 등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물류형 자유무역
F
지역의 투자유치 방안 및 대응방향 제시
 유무역지역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도출을 통하여 국내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관리운영
자
체계 개선

IV. 일반사업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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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본연구사업

연안크루즈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발전전망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황진회

내부연구자 I 홍장원, 강수미

외부연구자 I 程爵浩, Hyunju Lee

1. 연구목적
 안크루즈 산업의 육성 필요성에 반하여 그 성장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함께 향후의 발전 전망과 발전
연
목표, 시장 수요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임
 리나라 현실에 맞는 연안 크루즈 개념 정립 및 연안크루즈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고 연안크루즈
우
발전방향 제시가 본 연구의 주요 목적임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안크루즈 산업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 성과 계승, 제시된 정책대안 검토,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연
정책방안 추진 상황 점검, 미비점 분석, 현실적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
 외사례 조사 및 해외전문가의 원고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의 연안크루즈에 대한 제도와 비교를 통해 국내 연안
해
크루즈 산업 관련 제도 및 법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내외 현지조사 및 크루즈 관련분야 임직원의 면담조사를 실시
국

2) 연구의 특징
 안크루즈 산업의 육성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함께 향후의 발전 전망과 발전 목표, 시장 수요에 대해
연
분석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연안크루즈 지원 정책의 추진과 제도개선
- 연안크루즈의 육성을 위해서는 연안크루즈의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 등의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중장기
추진전략의 수립을 통하여 연안크루즈 관광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연안크루즈선박의 현대화나 시설개선을 위한 정책적, 금융적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
- 연안크루즈 관광상품과 노선개발, 마케팅 홍보 등을 전담할 수 있는 협회 등의 조직을 마련
연안크루즈 기반시설 정비와 관광수용태세 개선
- 연안크루즈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 연안크루즈 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해서는 연안터미널의 현대화와 더불어 연안크루즈터미널까지 접근체계
개선, 안내/홍보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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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크루즈 전용 선박 개발 지원
- 우리나라 연안의 선박 운항 조건, 즉 수심이 낮고 접안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연안크루즈 전용
선박을 개발하고 공급해야 함
남해안 지역 지자체의 공동 크루즈 선사 설립 추진
- 남해안 지역 지자체의 공동 크루즈 선사 설립을 통해 선박 확보와 항로 및 상품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II. 2014년도 주요사업

연안크루즈 관광상품의 개발
- 연안크루즈 관광상품 마련을 위한 관광자원의 발굴과 함께 크루즈노선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2) 정책적 기여
국내 연안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3) 기대효과
III. 기본연구사업

연안크루즈 개념 및 관련 규정 재정립에 기여
- 현재 법률에서는 크루즈에 대한 규정만 있고, 연안크루즈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연안크루즈 발전을 위해 용어 정의와 법률 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국내 연안크루즈 산업 실태 분석 및 해외사례와 비교 검토를 통한 국내 연안크루즈 활성화 도모
- 연안크루즈가 활성화된 국가(일본, 중국, 유럽 등)의 사업형태, 관련 법률과 주요 정책 등을 살펴보고 국내
연안크루즈 정책개발에 기여함

IV. 일반사업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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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기능 제고를 통한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김태일

내부연구자 I 이호춘, 김태일

외부연구자 I 한종길, 깐아이핑

1. 연구목적
 내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민간부문의 선박금융을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우리나라 국적선사들이
국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원의 확보 방안을 찾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민간부문의 선박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찾는 한편, 정책금융이 민간금융
시장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였음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사례 조사를 통해 선박금융 기초연구 및 국내 선박금융 현황, 제도 등을 분석하여 기술
하였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선박금융 현황 분석, 특히 일본 및 중국 선박금융 사례는 외부의 전문 집필자를
활용하여 분석
우리나라 선박금융의 현황 분석과 국내 해운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분석을 위해 재무제표 분석을 실시
국내 은행, 증권 및 학계 전문가 의견수렴, 국내 선박금융 문제점, 자본조달 구조와 특징, 애로사항 등을 청취
은행, 비은행 및 선박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선박금융 규모 및 향후 시장 전망조사

2) 연구의 특징
 연구는 선박금융과 관련된 직접금융시장 및 간접금융시장, 그리고 정책금융을 포괄하여 살펴보고 특히
본
단순히 시장의 기능 제고 측면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국내외 선박금융 시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① 단기적으로 선박투자를 위한
유동성 확보 전략을 제시하고 ② 중장기적으로 요구되는 대안들을 제시함
우선 단기 전략으로서 ① 해운보증기구를 이용한 자본시장의 활용도 제고 ② 해양수산부의 펀드 운용기능 강화
및 선박펀드의 유동화 구조 개발 ③ 국민연금을 활용한 선박금융 투자 확대 ④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 확보
전략이 요구됨
중장기전략으로서

① 민간 금융투자기업들의 투자 기능 활성화 ② 선박금융인력의 양성 ③ 경기순응적(procyclical)인 선박금융 시스템 구축 ④ 민간투자자 선박금융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하였음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음
- 선박금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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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과 자본시장 연계 선박금융구조 도입
- 선박펀드의 유동화 구조 개발을 위한 검토
- 연기금의 대체투자 상품으로서 선박금융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
- 우리나라 해운기업들의 자금조달 구조 파악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선박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설립과 다양한 양성과정의 설립

II. 2014년도 주요사업

- 해운시황을 고려한 선박금융시스템 및 해운기업 신용평가체계 개선
- 해운·조선·금융의 전문인력 간의 교류 확대와 대국민 홍보 추진

2) 정책적 기여
국내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특히 민간자본의 유인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금융 위주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안 제시

III. 기본연구사업

3) 기대효과
해운기업과

금융기업의 지속적인 채널 확보 구축에 기여
향후

우리나라 선박금융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시각 제공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활용하기 위한 대안 제시로 정책발굴에 아이디어 제공

IV. 일반사업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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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패턴 변화와 해운산업의 대응전략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전형진

내부연구자 I 고병욱, 이언경, 윤재웅

1. 연구목적
 로벌 무역패턴 변화에 따른 해운물류 변화에 기초하여 공급자인 해운기업의 혁신적 대응전략과 정부의
글
정책지원방안을 모색
 아가 해상물류 변화와 전략적 대응역량 평가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미래 혁신전략을 도출하고
나
제시함였음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련 연구문헌, 주요 국제기구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세계 무역동향을 분석하고 전망
관
 내 대화주 인터뷰 및 면담을 통해 대화주의 해운시장의 내부화 사례, 외국선사들의 해운시장 경쟁전략 파악
국
 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하여 해운시장 변화에 대한 선사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대화주의
워
전략적 변화를 분석하여 국적선사간 협력방안 모색

2) 연구의 특징
 로벌 무역패턴 변화가 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해운시장 변화를 초래하는 변화요인과 이에 따른
글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나아가 해운기업 및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
 계 경제 변화와 무역패턴의 변화를 고려한 해운시장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했다는
세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화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로벌 무역패턴 변화 전망
글
- 중국과 인도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있어 동아시아시장이 세계
최대 경제블록을 형성할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고용 및 소득창출 효과에 주목한 선진국은 소위 리쇼어링 전략을 추진
- 중국과 인도를 대상으로 호주, 브라질, 아프리카 등의 저렴한 에너지와 원자재가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어
건화물선 및 유조선 해상에 이들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항로가 개설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해운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
- 컨테이너선 시장
① 아시아 역내, 중동, 아프리카 항로를 운항하는 주력선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머스크 등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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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발굴
② 적기에 에코쉽 및 초대형선을 확보하여 운임경쟁력(Cost Leadership)을 확보
- 건화물선 시장
① 선박의 Pool제 도입에 있어 우선 케이프 선형의 공동운항 및 pool제를 검토
② 공동 선대와 Pool 선박을 하나의 단위로 화주를 대상으로 영업활동 및 마케팅 수행

II. 2014년도 주요사업

③ 공동 선대와 Pool 선박을 단위로 하여 COA 또는 CVC 등 장기운송계약 추진
- 유조선 시장
① 국내 화주의 물량을 우선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SPOT 시장에서 적극적 영업 전개
② 국적선사간 협업을 통해 선박 pool을 형성하여 운임경쟁에 대비하고 경제성을 가진 선박을 확보
해운기업 및 정부의 대응방안
- 해운기업의 대응방안
① 체계적인 물류비용 절감 및 수익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

III. 기본연구사업

② 냉장컨테이너 기술 발달에 따른 신선화물의 운송시장에 대한 진출방안을 강구하는 등 차별화되는 다른
고부가가치사업 발굴
- 정부의 대응방안
① 해운보증기구의 자본금 및 지원규모를 점차 확대
② 국내외 자본시장을 활용하거나 또는 선박투자회사회사제도를 활용하는 후순위 보증지원 포함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 마련
③ 해운종합금융센터, 해운보증기구, 수출입은행 에코펀드를 활용하여 초대형선박 확보를 집중적으로 지원

IV. 일반사업

④ 사모펀드를 통한 선박투자전문회사를 육성
⑤ 석유, 석탄, 철광석 등 원자재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기업이 자가화물 운송시 국적선사 이용하는 경우
공기업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

2) 정책적 기여
 로벌 무역패턴 변화에 따른 해운시장의 변화요인 분석과 장기 전망을 통해 해운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
V. 수탁용역사업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통합적 대응방향 및 정책 추진방향 수립에 기여

3) 기대효과
 테이너선, 건화물선, 유조선 등 세부시장별로 해운기업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정부 차원의 국내
컨
해운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운시장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요인과 해운시장의 구조변화의 내용을 상세하게 도출하여 해운시장 구조변화에
해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대한 학술연구의 이론적 기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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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분야 친환경기술인증(녹색인증제) 개선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최상희

내부연구자 I 이언경, 전형모

외부연구자 I 이준

1. 연구목적
 만물류분야의 녹색인증대상, 기술 분류체계와 그에 따른 기술수준 등 제도적 부문에서 우리나라 항만물류
항
분야의 녹색산업 활성화, 선도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 기반마련, 미래 신산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인증제도 개선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내외 문헌조사 및 인터넷 검색
국
- 인증기관의 분류체계, 인증수준 및 절차 등을 조사
 환경 인증제도 추진 정책기관, 법제도 전문가, 항만물류분야 녹색기술 개발업체, 항만물류분야 녹색관련
친
기업 및 인증 대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조사와 설문
- 항만물류분야의 녹색기술 관리실태 및 문제점 등의 도출과 제도의 이용자별 요구 분석
 야별 전문기획위원회 및 워크숍 개최
분
- 새로운 녹색인증요령 제도개선 방안 도출
 증전문기관 및 관련법,제도 개선협의
인
- 최종 인증요령 개선안에 대한 논의 및 확정

2) 연구의 특징
2016년 항만물류부문 녹색인증 관련 제도 개선안 도출을 통한 인증요령 개정 추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항만물류분야 녹색산업을 활성화 위한 기술 분류체계 도출
- 대분류에 물류를 추가
- 중분류는 물류장비, 물류시설 및 물류시스템 구성
- 소분류는 컨테이너(안벽/야드/이송장비), 벌크(안벽/야드/이송장비), 보관시설, 기반시설, 항만물류
시스템으로 설정
녹색인증 핵심기술 구성 세분화
- 기존 컨테이너 중심의 녹색기술에서 벌크 관련 친환경 기술을 추가
- 기존 14개의 핵심기술에서 총 54개의 핵심기술로 40개의 친환경 핵심기술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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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별 기술수준에 대한 개선을 수행
- 항만물류분야의 인증기준을 정량적객관적 수치로 수정, 개선
녹색사업 인증분야 분류체계 개선
- 녹색사업인증 분야의 대분류에 ‘물류시스템’, 중분류에 ‘친환경 고효율 물류시설’, ‘친환경 고효율 물류장비’
및 ‘친환경 고효율 물류IT’의 도입과 확산사업을 추가

II. 2014년도 주요사업

등급별 녹색사업 인증제도 수립 등 제도와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2) 정책적 기여
항만물류분야 녹색인증제 요령 개정 반영추진
- 녹색기술 인증부문 부분개정(안) 추진
- 핵심기술 및 기술수준 부문, 녹색사업인증 부문 개선(안) 추진
항만물류분야 녹색인증제 지원제도 강화

III. 기본연구사업

- 녹색기술 및 제품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 항만물류 녹색사업 보급융자사업 추진
항만물류분야 녹색인증제 평가 및 지원 전담조직 구성
단계별 녹색사업인증제 도입

3) 기대효과
민간기업 참여 확대로 항만물류분야 녹색산업 확대
IV. 일반사업

- 녹색인증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로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유도
항만물류 분야 녹색기술 개발 등을 통한 신시장 개척으로 미래 경제가치 창출
녹색인증·녹색경영 확대로 경제적 효과 발생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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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본연구사업

글로벌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항만지역 선진화방안 연구 – 법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이종필

내부연구자 I 김근섭, 김정현, 안영균

1. 연구목적
 시기능의 팽창에 따른 항만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선진화 패러다임 필요
도
- 부산항, 인천항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만은 개항과 함께 도시를 중심으로 인근에 조성되었음. 그런데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항만배후도시가 항만구역으로 팽창하면서 항만의 기능과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항만과 도시의 공존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됨
 만과 도시공간을 복합적으로 개발운영 할 수 있는 법체계 미흡
항
 만과 그 주변지역 선진화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제시와 법체계 개선방안 도출
항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기초통계분석,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
해외 선진사례 분석 및 유형화: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해외의 항만도시 모범개발사례와 법체계를 분석하고 개발
및 관련체계를 유형화(Modelling)
비교교차분석: 해외의 관련법률과 국내의 관련법률을 상호 교차분석하고 특징 도출

2) 연구의 특징
 만과 도시를 공간적 개념에서 접근한 최초의 항만분야 연구임
항
- 그동안 항만배후의 도심지역을 공간적 개념으로 묶는 연구는 없었음
항만지역 선진화 관련 해외사례를 우리나라 적용관점에서 모델링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외 주요국가의 항만지역 선진화 사례 비교분석
해
- 현재 우리의 경제발전단계에서 항만지역을 공간적으로 재창조한 일본, 호주, 독일의 개발사례를 비교 분석
- ① 1인당 국민소득 2~3만달러 수준에서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개발, ② 독립적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 ③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발하되 구역과 지구를 정하여 추진 등
 만지역선진화 비전 및 추진전략 제시
항
- 항만지역선진화 비전: ‘물류, 사람, 경제가 모여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창조적 항만지역 공간조성’
- 항만지역선진화 비전 3대 이행 기준 제시: 미래지향성 및 선도성의 보유, 통합과 효율의 지향, 조화와 균형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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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지역선진화 추진전략: 항만지역 내 기능 및 공간재배치, 항만지역 내 유기적 물류시스템 구축, 항만지역
환경개선, 항만지역 경관개선, 항만 내 친수공간 확보, 관광 및 레저기능 확대
항만지역선진화 법률 제정 제안: 「(가칭)항만지역선진화 법률」제정(안) 제시
 만지역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시
항
- 지구 등 지정 제도 도입: 현행 법체계 내에서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 시 사전에 지구 등을 지정하여 항만을

II. 2014년도 주요사업

재개발
- 항만재개발 시 총사업비 산정 및 변경기준 마련: 현행 항만법은 항만재개발 시 적용하여야 할 총사업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법률(시행령)에 명문화 필요
- 중장기 항만지역선진화 기본구상 수립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 항만지역선진화의 방향과 대상 등을 구상하여야 함
 만지역선진화사업 지원체계 구축
항
- 갈등조정 및 해소기구 설치: 항만지역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해소 기구 설치
- 항만지역선진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준정부기관 등 설치

III. 기본연구사업

-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 일본의 사례를 준용
- 재정지원체계 개선 및 지원확대 필요

2) 정책적 기여
(가칭)항만지역발전법 제정 추진
-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항만지역선진화법(안)」을 토대로 항만지역발전법 제정을 추진(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문 도출 노력

IV. 일반사업

미항조성사업 등에 기본구상 또는 발전방안으로 활용
- 부산항 미항만들기 시행계획 수립 등에 방향 제시

3) 기대효과
항만과 도시의 공간적 융복합 개발 촉진
항만재개발사업의 체계적 개발 추진

V. 수탁용역사업

개발주체별 역할분담 명확화에 따른 정책혼선 방지
부산항, 인천항 등 항만개발이 오래된 항만과 배후도시지역의 항만지역 선진화 정책도입 필요성 환기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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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본연구사업

항만 shutdown(공급지장)의 파급효과 분석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이민규

내부연구자 I 김찬호, 김우선, 안영균

1. 연구목적
 만 위기관리(risk management)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항
- 항만의 공급 지장 효과 분석 모형의 구축
- 산업연관분석(inter industry analysis 또는 input-output analysis)을 적용하여 항만 shutdown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 추정
- 항만 shutdown 유발 동인(enablers), 항만 셧다운 촉발 경로(triggers) 등을 전망하고, 인과지도를 그려
항만 shutdown 시 예상되는 순환고리와 파급효과를 추정
- 국내 재난분야 국가위기관리체계, 국가기반체계 보호 기본지침, 항만관련 정부의 안전계획 등을 조사하고
시사점 도출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선행 연구 검토
- 항만을 비롯한 국가 기반 시설의 공급 지장 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Risk-based input-output
analysis 관련 논문을 중점적으로 리뷰)
- 해외 정부의 사례 분석(미국 LA/LB항, 미국 Beaumont항, 일본 고베항)
자문 및 연구협의
- 항만 관계자 인터뷰,해외항만 피해사례 및 경제적 파급효과 관련 외부자문(원고의뢰 등)
- 정부 부처(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내부자료 검토를 통한 간접자문
전문가 워크숍
- 전문가 워크숍 개최를 통한 브레인스토밍
- 의견교환 및 토론을 통한 항만 폐쇄 인과지도 제작
산업연관분석
-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행, 모형 구축에 대한 스터디 활동(연구진)
- 리스크 기반 산업연관분석 모형 구축 관련 전문가 연구협의

2) 연구의 특징
 연구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항만 서비스 공급 지장의 산업별 직·간접적 매출 규모 감소를 정량적으로
본
산정하여, 항만 폐쇄 시 발생하는 국가적 피해 규모를 수치화하여 제시하고 있음
 로운 관점에서의 항만의 위상을 조명함으로써 항만 투자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발굴
새
 석 결과는 국가 SOC 측면에서 항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연구에 사용된 분석모형은
분
항만산업의 경제적 위상을 가늠하는 모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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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항
 만 관련 과거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검토

II. 2014년도 주요사업

- 자연재해의 경우 1995년 발생한 한신·이와지 대지진 사례, 우리나라에서 2003년 발생한 부산항 태풍 매미
피해, 그리고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조사
- 인적재난으로 인한 항만 shutdown 사례는 미국 LA·롱비치항 항운노조 파업을 검토
- 해외 주요 항만 방재 및 대응체계를 비교·분석하고 정량적 피해 규모를 검토
산
 업연관표 분석을 통한 항만 shutdown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 항만 shutdown 유발 동인(enablers), 항만 셧다운 촉발 경로(triggers) 등을 전망
- 인과지도를 그려 항만 shutdown 시 예상되는 순환고리와 그 파급효과 계측

III. 기본연구사업

- 항만폐쇄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국내 항만폐쇄 발생 시 야기되는 전국 및 지역별
매출액, 산업별 매출액 등을 계상
국
 가기반 위기대응체계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국내 재난분야 국가위기관리체계, 국가기반체계 보호 기본지침, 항만관련 정부의 안전계획 등을 조사
- 우리나라는 아직 주요 선진국 대비하여 항만분야 재난 관련 표준 매뉴얼이 미흡한 수준으로, 전국 항만 단위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기본계획 수립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정책적 기여
IV. 일반사업

 연구는 항만 폐쇄 시의 파급효과를 수치화하여 제시함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항만 산업의 리스크 편익을 산정하고 정부의 항만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 가능
본
 축 모형의 경우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 기본계획’ 등 상위 항만 계획 수립 시에 그 실효성을 제시할 수 있음
구

3) 기대효과
V. 수탁용역사업

종합 항만 위기관리 시스템 개발
- 본 연구는 항만 shutdown 시의 손실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 항만 기능의 중요성을 제고하였음
- 항만 기능의 중요성 강화로 「항만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을 통해 항만 사고 대응력 증진
- 또한 「종합 항만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만과 관련된 각종 사고 발생 시에 체계적인 사전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을 운영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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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재생체제 구축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남정호

내부연구자 I 최지연, 장정인, 정지호

1. 연구목적
 지중심, 개발중심, 도시중심, 사익중심, 사업별 연계성 부재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연안의 특성과
육
가치에 기초하여 지역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연안재생체제 구축 방안을 도출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문헌자료 분석
- 분석 대상이 되는 문헌자료는 우리나라 법률, 해외의 법률 등 법제도,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연구 논문
전문가 설문
- 연안재생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와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 연안재생에 관한 인식 및 역량, 연안
재생에서 정책 우선순위, 사업추진 방법,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전문가 세미나 및 자문
- 연안재생에 관한 정책 및 연구경험이 미흡한 현실을 고려할 때 경험이 축적된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을 수행

2) 연구의 특징
 존 연구들이 주로 항만 또는 항만구역 내 어항을 대상연구에 국한되어 있거나, 주로 사례연구 중심에 머물러
기
있었다면, 본 연구는 연안재생에 관한 틀을 형성하고 법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연안지역 특징에 적합한
재생체제 구축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연
 안재생의 개념 정립
- 도시재생과 차별성 제시(육상-경제 중심, 해양 및 생태계 고려 미흡)
-연
 안재생의 개념: 연안해역의 공유재로서 특징 및 생태적 가치에 기초하여 연안육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유지증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

국
 내 연안재생 유사사례 분석 및 한계
- 도시재생, 항만재개발, 연안정비, 해양환경개선 및 생태계 복원, 도서개발 사업 등
-포
 괄적·종합적 관점 결여, 동일장소에서 관련 사업 시행되더라도 유기적 연계·조정을 위한 법률 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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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연안재생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해외 연안재생 사례는 생태계 특성에 기반, 유기적 연계와 조화가 가장 큰 특징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협력, 이해관계자 참여에 기초한 계획수립과 시행,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일사업(single project)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발굴, 공생의 원리에 기초한 이익의 균등한
향유 등
II. 2014년도 주요사업

전
 략 및 법제 정비 방향 도출을 위한 전문가 설문
- 육상-해양의 도시계획, 해양환경관리, 환경계획, 수산, 항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대상 설문 시행
- 기존사업 평가 및 한계, 연안재생 여건, 법제 정비 방향 등 도출
T
 WOS를 활용한 연안재생체제 구축 전략

- 가중치를 고려한 여건분석 결과를 토대로 3개 추진전략을 제시
· 첫째, 해양특성에 기초한 연안재생 개념 확립

III. 기본연구사업

· 둘째, 연안사업의 융복합 및 협력기반 강화
· 셋째, 점진적 접근과 소규모 성과의 축적

4
 대 중점추진과제

- 연안재생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신법 제정보다는 기존 법률의 제정이 타당(연안관리법)
- 다원적 재원확보 및 다층적 통합협력 체제 구축
- 연안자산을 활용한 유형별 맞춤형 재생체계 구축
- 시범사업 선정 및 집중 투자
정
 책제언

IV. 일반사업

- 법률정비 이전 연안재생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수립
- 연안재생 시범사업은 법제도 정비 이전이라도 추진
- 연안재생(시범포함)을 연안관리지역계획 체제로 수용
- 연안재생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R&D) 지원

2) 정책적 기여
V. 수탁용역사업

연안지역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연안재생체제 구축 전략 및 추진과제 제시

3) 기대효과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유사 연안재생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패러다임 제공
- 통합형 연안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제시
- 연안재생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제시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연안지역 대상 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으로 해양수산부 내 부서간 정책장벽 해소에 기여
- 신 해양거버넌스 확립에 가장 큰 문제점인 부서간 업무 장벽 해소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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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홍장원

내부연구자 I 이종훈, 이정아

1. 연구목적
 양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마리나산업 육성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해
제안
- 국내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국내 여건과 제약 요인 파악, 업계 의견조사,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 차원의 정책추진 방향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본 연구 방법의 특징
구분

주요 내용
자료수집
방법론 선택 이유
- 국내외 해양레저산업 실태 조사
- 관련 문헌조사
- 국내 관련 연구가 미흡하여 기초 환경
기초분석
- 국내외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필요
양성 프로그램 현황 분석
-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 해양레저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를 대
- 국내 해양레저산업 여건 분석
설문조사
-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수급 및 - 해
 양레저 기업체 대상
상으로 해양레저산업 현황 및 전문인
양성 프로그램 실태 조사
설문 조사
력 양성 실태 파악
-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
-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개선
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및 선도
-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및
기업 대상 심층 면담
사항 및 지원방안에 초점을 맞춰 기존
- 기업체 면담 조사
관련 기업체 조사
- 국내 해양레저부문 기업체의 애
연구의 한계 해소
로사항 파악

2) 연구의 특징
 연구는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는 해양레저 관련 제조 및 서비스기업의 여건에 대한
본
분석과 더불어 마리나를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법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
- 해외 마리나산업 전문인력 양성체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공인된 국제 교육/인증 프로그램의 도입 가능성,
마리나 관련 협회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가능성을 검토함
- 대학, 민간단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육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 교육기관 설치, 교수요원
확보 등 효과적인 인력 양성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2
 013년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마리나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4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I. 일반현황

국내 해양레저 전문인력 육성체제는 아직 미흡함
- 해양레저·마리나산업 관련 협회, 지역 대학 등에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나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해양레저관련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강사·교재·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성이 낮음

II. 2014년도 주요사업

- 해양기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단기/중장기적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방안 모색이
필요함
단
 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실태조사 및 인적자원 DB 구축, 전문 교육기관 설립 및 협회 운영, 전문 교재 개발 및
강사 육성 추진, 기업체와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기관 인증제도 도입,
전문인력 양성기금 마련, 전문자격증제도 운영이 필요함
해
 양레저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산학연 연계 교육모델 개발, 전문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전문
교육기관 설립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벤치마킹 등을 추진해야 함
법
 ·제도적 측면에서는 마리나 관련 법률의 개정, 마리나협회 역할 정립 및 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해야 함

III. 기본연구사업

-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직업군 발굴 및 업등록, 자격증제도 도입, 교육면제 및 교육 이수에 따른 취업
우대, 협회 설립 및 기금 조성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마리나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협회의 설립을 통해 해양레저산업 관련 정보수집 및 교류, 인력양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협회의 역할 수행을 위한 별도의 기금 조성이 필요함

2) 정책적 기여
 내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국
IV. 일반사업

 양레저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방안 제시를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해양레저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해
기반 마련

3) 기대효과
 내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국정과제의 실천성 제고 및 신규 일자리
국
창출 기반 마련

V. 수탁용역사업

 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향
 양레저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친수문화 확산을 통해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
해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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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육근형

내부연구자 I 신철오, 이윤정, 박수진, 남정호

1. 연구목적
 양보호구역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둘러싼 정책행위자와 이들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해양
해
환경 보전·관리정책의 핵심적 수단인 해양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해양보호구역 관리현황 파악, 관리계획 수립, 자원 투입, 사업집행, 성과평가 등 관리전반에 걸쳐 정책행위
자간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책네트워크 모형을 통한 정책환경 및 관계망 구성
정
 MI 질적연구(심층면접)를 통한 정책행위자 간 상호작용(연계), 기능, 구조 파악
K

2) 연구의 특징
 책연구의 방법론의 하나인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통해 정책을 둘러싼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행위자의 연계,
정
구체적인 역동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
-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제도에 관여하는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차원에서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활용하여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도출
 책행위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다른 정책행위자와의 상호작용과 기능을 파악
정
- 연안·해양보호구역 관리 정책에 있어 기능과 상호작용, 권력관계, 전략 등을 파악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양보호구역 이해관계자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으며, 지정목적의 일부는 달성된
해
경우도 있으나 여전히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원인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미흡, 재원투자의 문제,
관리인력의 부족, 관리주체의 문제, 적절한 규제조치의 선택 문제 등 다양
 MI 사회연결망 분석에 의하면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구, 지방해양항만청 등 정부기관이 해양보호구역
K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중
- KMI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시·군·구가 가장 핵심적인 정책행위
자로 분석됨.
- 한편 어업인은 갈등을 일으키는 정책행위자인 동시에 협력하는 정책행위자로 시민단체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평가 받아 이중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
 MI 해양보호구역 이해관계자 심층면접 결과, 현안인식, 관리계획 단계에서는 정부기관, 시민단체, 지방발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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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의식이 유사한 반면, 어민과 주민과는 차이
- KMI 현안인식단계에서 정부기관, 시민단체, 지방발전연구원,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어민 및 주민, 이용업체는 경제적 가치를 중시
- 관리계획 단계에 해당하는 공간계획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필요성에 동의한 반면, 어업인은
실현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계획수립 업체의 전문성 및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모든

II. 2014년도 주요사업

이해관계가 부정적인 의견을 지니고 있어 개선 필요

2) 정책적 기여
KMI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분별 해양보호구역 관리 개선방안 제시
- 해양생태계 건강성 증진,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관리 거버넌스의 체계화, 보호구역 관리평가의 실효성
강화, 과학조사와 정책의 연계성 강화 등
- KMI 해양보호구역 관리개선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행전략을 법률 및 제도, 조직 및 인력, 예산으로

III. 기본연구사업

구분하여 제시

3) 기대효과
 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정책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사업으로서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
이
관리정책연구의 스펙트럼을 확대
 MI 해양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충실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체제 개선방향 제시
K
 양보호구역 이해관계자별 역할 및 기능 정립과 합리적 자원투입과 운영방식 제시
해

IV. 일반사업

 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수단으로서 해양보호구역 제도의 위상 강화
해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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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 이용 적정가격 및 산정 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최지연

내부연구자 I 장정인, 윤인주, 남정호

외부연구자 I 유승훈

1. 연구목적
 역의 고유 가치와 편익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해역이용의 공정한 지불체계 마련 필요
해
- 현재 해역(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부과 ·징수됨
에 따라, 이는 해역의 질(質)과 가치 등을 고려한 가격이라 볼 수 없음
- 국제사회에서는 생태계 서비스가치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경제수단의 활용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중국·영국 등에서는 이미 해역이용 권한과 비용 부과체계를 연계하여 해역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역이용 적정가격 산정체계 제시
해
- 본 연구에서는 해역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현재 해역 점용료·사용료의 문
제점을 밝힘
- 해역이용 적정가격 산정체계 마련을 위해 이에 대한 개념정립과 평가원칙을 우선 명시하고, 단위해역의 평가
요인과 해역이용 행위별 산정방식 등을 고려한 산정방안 제시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역이용 적정가격 산정원리에 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해 ‘가치’와 ‘가격’, ‘토지가격’과 ‘해역이용가격’ 과
해
관련된 환경경제학, 토지경제학, 지리학, 해양학 등 다분야의 문헌들과 중국·영국 등 해역이용가격 관련 제도
분석
 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과 · 징수체계의 역사적 고찰을 위해 1960~2014년까지 공유수면 관련 법률 검토
공
및 관련 통계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및 중앙·지방정부 연안·공유수면 관리 담당자 인식조사

2) 연구의 특징
 존 연구들이 해역이용 환경영향이나 생태계가치평가에 머물러 있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충분히 활용해
기
해역이용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기본요소로 활용
 한 기존 연구들이 ‘갯벌’, ‘하구’ 등 특정 공간을 한정하여 수행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해역이용행위와
또
해역공간 특성을 연계 고려한 산정방식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 단, 본 연구는 특정해역공간을 대상으로 이용행위별에 따른 적정가격을 직접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전반적인 해역이용 적정가격의 산정원리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4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I. 일반현황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해역에 생명·생산·공유가치가 해양이용 적정가격에 반영
- 해역은 인류생존에 필수적인 식량공급, 기후조절, 재해완충 등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나,

II. 2014년도 주요사업

최대 수혜를 받는 인간은 해역이용에 대해 ‘공짜(free)’라는 인식이 팽배
- 국제사회는 개발과 보전의 Trade-off 관계를 계산하여, 연안개발에 따른 경제적 수익과 생태계 훼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수단의 적극적 활용 권고
국내 해역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체계 수정 필요
- 해역점용료·사용료의 부과·징수기준은 「공유수면관리법(1961년 제정)」에 따라 ‘부근 유사지의 임대료 추정액’
으로 제시된 이래, 1972년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 1995년 ‘인근 토지가격’, 2008년 ‘공유수면 인접
토지가격’으로 해역가치와 이용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III. 기본연구사업

해역이용 적정가격 산정체계 제안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해역고유의 가치와 특성, 이용행위별에 따른 차등적용, 단위해역의 용도 특성
등을 반영한 별도의 산정체계 제시
- 해역이용 적정가격의 산정은 자연생태요인·사회경제요인·해역 및 토지이용요인·용도요인 간의 상호관계
등에 근거하여, 특정 시간과 각 이용행위가 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평가하고, 그 가격은 사회적
수용범위 내에서 정해야 함을 강조

IV. 일반사업

정책제언
- 해역이용 관리체계의 대폭 개편방향 제시, 해역이용 이력제 및 해역감정제도 도입 고려, 해역이용 적정가격
시나리오 개발연구, 공유수면 수탁자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무 강화

2) 정책적 기여
해역 고유의 경제적·생태적 가치 등을 반영한 해역이용 적정가격 산정방향 제시

V. 수탁용역사업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포함한 공유수면 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향 제시

3) 기대효과
해역 보전·개발·이용 간 상충·경합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수단의 적용가능성 제시
해역이용 적정가격 산정 및 적용에 관한 이론적 근거 제시
지속가능한 해역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근거 마련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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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엄선희

내부연구자 I 조정희

1. 연구목적
 산기자재산업의 현황 및 전망 파악
수
- 시장개방, 수산물 소비 증가 및 양식산업의 대두 등 수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산업의
후방산업인 수산기자재 산업에 대한 현황과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분석 자료를 제시함
-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유효 노동력 부족으로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동화 및
기계화를 위한 수산기자재 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이 시급
 산기자재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수
-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정책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분석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수요가 있으나 수산기자재에 대한 관심 및 인식 부족으로 아직 정확한
산업의 범위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문헌조사: 산업분류 체계 및 국내외 사례분석에 활용
설문조사: 어업인, 전문가 및 수산기자재 취급(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수산기자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하고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전문가 자문: 수산기자재의 정의와 분류체계 등에 대한 자문

2) 연구의 특징
 산기자재를 별도의 분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 연구는 처음 시도된 것으로 수산업의 범위를 확장하였음
수
 산기자재의 정의 및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국내외 시장 규모 추정과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법안 제시까지
수
연구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수
 산기자재 시장규모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국내 시장이 4조 원을 상회하고 세계 어업 및 양식기자재
시장이 5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수
 산기자재의 범위는 수산업 분야 즉, 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서비스업 및 수산정책사업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 어업의 경우 어선, 어구 및 속구류, 운항기기, 어로장비로 분류할 수 있고 양식어업은 사육장비 시스템과
환경제어시스템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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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가공 기자재는 전처리 기계·장비, 2차 가공기계(연육기 등), 위생·안전 제어 시스템과 포장기기
등으로 분류
- 수산물 유통 기자재는 보관용 기자재, 운송용 기자재와 얼음 등으로 분류
- 이외에도 인공어초, 조업 및 작업 안전장비 등은 수산정책 사업용 기자재로 분류
그
 러나 이러한 분류는 아직 확정된 분류체계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더욱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

II. 2014년도 주요사업

어
 업인과 수산기자재 생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내 수산기자재 산업의 문제점은 R&D
투자의 부족,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시스템 부족과 수요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 부족 등으로 요약
- 첫째, 어업인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등 수산기자재 수요자들은 국산 기자재의 품질에 대한 불만족, 비싼
기자재 가격, 애프터서비스의 부족 등으로 중고기계 또는 대체장비 등을 사용함에 따라 경영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
- 둘째, 어업인의 고령화와 어선원 구인난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화·기계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 추진은 매우 미흡

III. 기본연구사업

- 셋째, 수산기자재를 생산·판매하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해외부품 메이커들의 국내시장 진입과 중국의 급부상
으로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경영 악화
- 넷째, 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나 제도 등 부족
향
 후 수산기자재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 수산기자재 보급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 추진 필요

2) 정책적 기여
IV. 일반사업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수산 기자재산업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수산 기자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수산 정책 범위의 확대에 따른 대국민 정책 만족도 제고
수산업계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 기반 마련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V. 수탁용역사업

3) 기대효과
수산업의 범위 재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 및 논리 제공
수산 기자재산업의 기초 통계 제공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반 마련
관련 업계의 협회 설립 등 수산 거버넌스 확대 기반 마련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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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본연구사업

양식정보의 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이정삼

내부연구자 I 조정희

1. 연구목적
 내 양식정보의 관리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양식정보 통합관리의
국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출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
- 양식정보 통합관리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양식정보의 관리 및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
- 국내외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양식정보 통합관리의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 양식정보 통합관리의 성공적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분산된 양식정보의 원활한 통합 및
체계적 관리방안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양식정보의 통합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자료 및 관련 정보 분석, 관련 기관 출장조사 및 양식정보 수요자
면담조사, 산학 전문가 공동연구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 개최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극 활용
특히 정부 국정과제로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 3.0과 관련된 최신 자료를 확보하여 여건 변화 및
기본방향 수립 등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 및 적시성 제고에 적극 활용

2) 연구의 특징
 연구는 우리나라 양식정보의 통합관리에 관한 초기연구에 해당하며, 정보 통합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타
본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취해진 큰 틀의 방법론을 벤치마킹하였음
 한 정보 현황에 대한 분석, 통합관리의 선진사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라는 흐름에 맞춰 양식정보의
또
효율적·체계적·통합적 관리 방안의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추진전략 및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정
 보의 일반적인 분류방식에 따라 양식정보를 정량정보와 정성정보로 구분한 후 우리나라 양식정보의 현황
및 관리실태를 분석
양
 식정보 통합관리와 관련된 사례를 농업분야 및 자동차분야 등의 타 분야와 양식관련 해외사례로 구분하여
분석
양
 식정보 통합관리의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제시
하였으며, 또한 현 상황에서 양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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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업 관련 환경 변화와 당면과제에 입각하여 양식정보 통합관리의 목표를 ‘양식정보 이용의 편익 증진 및
양식업 경쟁력 강화’로 설정
-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서 첫째, 양식정보 통합관리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둘째, 수요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 통합관리 추진, 셋째, 정보 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설정

II. 2014년도 주요사업

- 이후 상기 기본방향에 맞춰 양식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으로서 양식정보 통합관리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양식정보 통합관리 기관의 설치,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 개방·공유 확대, 수요자
편익 증진을 위한 유용 양식정보의 창출, 정보 통합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맞춤형 토탈서비스 제공 및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홍보 및 정보이용 교육 강화 등을 제시

2) 정책적 기여
종
 합정보에 기인한 균형 잡힌 정책수립이 가능한데, 양식산업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종합정보를 바탕으로

III. 기본연구사업

보다 균형 잡힌 정책수립이 가능
분
 산된 양식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게 현상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신속한 정책
대응이 가능
양
 식 관련 유사· 중복 행정 최소화 및 양식 행정 관련 구비 서류 간소화

3) 기대효과
정
 보 통합관리의 일반적인 목적이 ‘정보 수요자의 편익 증진과 정보 이용 및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인 것과
IV. 일반사업

마찬가지로 양식정보의 통합관리 또한 기본적으로는 정보 수요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
생
 산· 유통· 가공· 판매 분야에서의 예측 가능한 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생산· 유통· 가공· 판매를 통해서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여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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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본연구사업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의 갈등관리 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박상우

내부연구자 I 이승우, 이호림

1. 연구목적
 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의 갈등실태와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
어
- 어촌공동체의 다양한 갈등문제를 갈등유형•단계별로 정책과제 발굴하고 중장기 로드맵 제시
어촌사회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어촌공동체의 갈등사례에 대한 관련 이해당사자 인터뷰 등 심층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 마련
646건의 갈등사례를 갈등유형, 갈등구조, 갈등빈도 등으로 구분하고 G.I.S(지리정보시스템)로 맵핑하여
어촌공동체 갈등지도 작성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과 관련된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시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의견 수렴

2) 연구의 특징
 구의 내용적 범위를 어업분쟁을 제외한 갈등으로 한정하고, 마을공동사업에서 나타나는 갈등문제에 초점
연
- 대부분의 어업분쟁은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법률적 판단과 조정을 통해 해결되고 있고, 수산제도 전반에 걸쳐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과제로 남겨두었음
 양수산부 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주체가 어촌공동체인 마을공동사업으로 한정
해
-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은 어촌산업, 어촌관광, 어항개발, 어촌정주여건 개선, 어장조성에서 갈등문제와
정책대안을 살펴보았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어
 촌공동체 다변화와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따라 어촌사회의 갈등문제도 갈수록 확대•심화되는 실태를 파악
- 어촌공동체의 갈등문제는 대부분의 어촌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갈등표출이 발생한 이후에는 반복,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어
 촌의 갈등문제는 어촌사회의 경제활동 영위와 지속적인 삶 속에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없애려는 노력보다는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촌공동체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인식전환과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마련 필요
- 첫째,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 갈등관리는 사전적, 과학적, 조직적•체계적, 민간주도•전문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기본방향을 제시
- 둘째,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갈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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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 갈등관리 전문인력 양성, 갈등관리시스템 도입 등 방안 마련
- 셋째, 갈등관리 사전적 예방책으로서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확대방안 제시
- 넷째, 어촌공동체에 다양한 마을공동사업이 추진되기 전 사전 준비단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써 ‘先’갈등해소,
‘後’ 사업추진 방식 도입방안 제시
- 다섯째, 갈등의 진행과정과 강도에 따라 맞춤형 갈등관리 전략으로서 어촌 현장포럼, 대안적 분쟁조정제도,

II. 2014년도 주요사업

형사조정제도 등의 방안을 제시
- 여섯째, 갈등관리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갈등등급과 이력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마을공동사업의 실효성을
제고
어
 촌공동체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별로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총 6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음

2) 정책적 기여
III. 기본연구사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어촌공동체 갈등관리’를 신규과제로 반영
마을공동사업 추진 시 주민 갈등여부를 공모사업 평가요소로 반영 예정

3) 기대효과
갈등문제로 인한 어촌공동체 이완 및 해체에 대해 사전 예방적인 다양한 기제를 마련함으로써 어촌사회
안정화에 기여

IV. 일반사업

갈등이 표출된 어촌공동체의 마을공동사업이 갈등관리 강화로 사업실패 요인을 줄임으로써 마을공동사업의
성공률 제고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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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본연구사업

중국 상해권역의 수산물 소비와 수출 전략에 관한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임경희

내부연구자 I 정명화, 장춘봉

외부연구자 I 리이팡, 조용준, 강형덕

1. 연구목적
 국 상해 수산물 소비구조의 실증 규명
중
- 수산물 선호가 빠르게 성장한 중국 상해지역의 수산물 소비구조 및 특성 분석
 국산 수산물 수출 확대 전략 도출
한
- 상해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내 수산물 수출 확대 전략 수립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분석
소비자와 유통 관계자 대상 설문 및 면담조사·분석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련 제도 분석
현지 조사 및 전문가 자문

2) 연구의 특징
중
 국 상해의 수산물 소비 실태를 최신 자료 및 다양한 분석방법론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규명
-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중국의 수산물 소비구조를 최신의 자료(통계, 현지조사
등)를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
중
 국 경제의 광범위성, 지역적 상이성을 고려, 소득 수준이 높고 외국 수산물에 대한 선호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산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실증 분석을 실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중
 국, 고급 수산물에 대한 선호 및 수입 수산물의 성장 전망
- 중국 수산물 소비 선호가 빠른 속도로 진행, 고급 수산물 소비가 확대되면서 수입 시장도 동반 성장·확대될
것으로 전망
- 상해는 중국 상위의 수산물 소비 지역으로, 최근 수산물 소비의 질적 변화도 진행
- 주요 수출국의 시장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자국 미생산품목, 월등한 우위 품목에 대한 높은 선호
형성
한
 국산 해산 수산물의 주 공략계층, 프리미엄 소비자 계층 및 합리형 소비자 계측으로 평가
- SWOT 분석 결과, 한국산의 차별적 인지도 확보 미흡, 가격 경쟁력 확보 한계, 폐쇄성·보수성이 강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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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소비자 등은 약점으로, 청년층/고소득층/고학력층을 중심으로 한 선호 증대, 소비자 선호 다양화,
FTA 협상으로 인한 한국산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기회 확대 등은 기회 요소로 평가
상
 해권에 대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방향, 상해권 맞춤형 수산물 수출 인프라의 조성·정비가 필요
- 한국산 해산 수산물의 인지도 구축, 한-상해 유통 관계자의 네트워크 구축, 상해권 공략 대표 품목 발굴 및
R&D 강화, 한국산 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제고 등의 세부 전략 도입 요구

II. 2014년도 주요사업

2) 정책적 기여
중국 상해권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 지역별·품목별·공략대상별 수출 전략 모색, 상해권 통관·검역 애로 개선, 수출 수산물의 가격·품질·위생 유지
기반 정비, 수출형 영어협동조합 육성 및 성공모델 발굴·확산, 수출품의 선도·품질 유지기술 개발 지원,
상해지역 시장 접근 원활화를 위한 마케팅 조사 지원

III. 기본연구사업

3) 기대효과
중국 상해권 수출 확대 관련, 기초 자료로 활용
- 수급 동향, 교역 동향, 소비자의 소비 및 유통 특성, 한국산 수산물 평가 등
국내산 수산물의 판매시장 개척으로 어업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유도 기대

IV. 일반사업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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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본연구사업

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이헌동

내부연구자 I 한광석

외부연구자 I 이상호

1. 연구목적
 행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수산부문 분류를 세분화하여 「수산부문 중심의 산업연관표 DB」를 구축, 대내외
현
여건변화 및 다양한 수산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
- 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의 구축방법을 정립하여 향후 신규 산업연관표 공표시 세분화 작업 및 정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 국제유가, 환율 등의 변동, 각종 수산정책 현안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모형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구분
기준연도
수산부문 세분화 내역
(14개 부문)
최종 산업분류
문헌 검토
세분화 DB 구축
연구방법

전문가 자문

세부 내용
2010년 산업연관표(생산자가격)
- 총거래표, 국산거래표, 수입거래표
연안어업, 근해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로어업, 어류양식, 패류등양식,
해조류양식, 내수면양식, 어업서비스, 소금, 수산물가공품, 수산동물저장품,
수산물도매, 수산물소매
수산부문 14개 포함, 총 40개 부문으로 재분류
산업연관분석해설서 및 관련 선행연구 검토
산업연관표 및 관련기관의 각종 기초통계를 이용
비례배분법 및 RAS기법을 활용한 내생부문 추정
호킨스-사이먼조건 검정을 통한 세분화 산업연관표의 점검
세분화 절차, 방법, 활용방안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

계량분석

산업연관분석(생산·부가가치생산·취업유발, 물가파급효과 등)

출장조사

제22회 국제산업연관분석 컨퍼런스 참가 및 교육이수

2) 연구의 특징
 산분야에서 산업연관표 이용의 문제점과 세분화 필요성, 그리고 세분화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수
향후 관련 연구 수행의 지침서로 활용 가능
- 가장 최근에 공표된 2010년 산업연관표(실측표)를 이용하고, 투입·산출구조 조사도 해당 시점에 맞춰 DB
구축의 일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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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의 필요성 및 14개 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 구축
- 필요성: 수산분야 거시경제분석 기반 구축, 정책 지원기능 강화, 수산연관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도 제고,

II. 2014년도 주요사업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제고 등의 관점에서 제시
- 구축결과: 수산어획 4개 부문(연안, 근해, 원양, 내수면 어로), 수산양식 4개 부문(어류, 패류 등, 해조류,
내수면), 어업서비스, 소금, 수산물 가공품, 수산동물 저장품, 수산물 도매, 수산물 소매와 같이 14개 수산
부문으로 세분화
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 수행
- 최종적으로 수산어획 4개 부문(연안, 근해, 원양, 내수면 어로), 수산양식 4개 부문(어류, 패류 등, 해조류,
내수면), 어업서비스, 소금, 수산물 가공품, 수산동물 저장품,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소매업과 같이 총 14

III. 기본연구사업

개 부문으로 세분화
- 산업연관분석 결과, 수산물 가공업, 어류양식어업, 내수면양식어업의 생산유발계수가 타 산업보다 컸으며,
취업유발효과는 연안어업, 패류양식어업, 내수면 어로어업, 수산물 도매서비스 등이 큰 것으로 분석
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의 정책 및 연구분야 활용방안 제시
- 정책제언: 첫째, 2015년 산업연관표의 수산부문 세분화 추진, 둘째, 수산경제분석센터 설립 및 운용사업
추진, 셋째, 수산부문 경영조사 통계 확충 및 개선과제 제시

IV. 일반사업

2) 정책적 기여
 부의 수산정책 수립·추진에 필요한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 해양수산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정책
정
지원기능 강화

3) 기대효과
V. 수탁용역사업

 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를 이용, 대내외 여건변화(국제유가, 환율 등)나 다양한 수산정책의 경제적
수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후 연산일반균형(CGE)분석이나 지역, 국제, 에너지, 환경산업연관표 등으로 확장될 때 기초자료로 활용
향
가능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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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른 수산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2. ~ 2014. 8. (6개월)
연구책임자 I 한덕훈

내부연구자 I 문석란

1. 연구목적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수산분야 법률이 농업분야와 독립된 규율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와 현행 법규정의
법체계 및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 수산관련 법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대상이 되는 법의 범위가 광대하기에 연구의 효율성과 실익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 등 수산 이외의
타 분야와의 독립된 규율의 필요성과 법리적 타당성에만 주안점을 두고 진행
- 법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 등 법문 제시는 본 연구목적의 범위에서 제외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국내외 문헌조사, 법률, 수산 전문가 자문회의, 해양수산부의 관련부서 공무원 자문회의

2) 연구의 특징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헌법, 정부조직법, 해양수산부의 소관법률 총 98개(2014년 2월 28일 기준) 중에서
수산관련법인 46개의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동소관 법률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법률 체계 및
내용을 분석하였음
- 수산분야와 관련된 법률을 포괄적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연구임
- 분석의 결과 첫째, 농업분야와 분리하여 해양수산부의 단독 법률이 필요한 경우, 둘째, 타 부처와 공동입법으로
현행체계를 존치해야 할 법률, 셋째, 해양수산부 내에 신법 제정 추진이 필요한 법률로 나누어 향후 정비
방안을 제시한 점에 특징이 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수산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수산기본법 제정함에 있어서 수산업, 어촌, 식품산업, 유통, 가공업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제정 필요.
즉, 다양한 수산 전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해양수산 관련 법률의 하위법령을 제·개정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점은 법령의 규정내용이 항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함
- 즉, 하위법령의 규정내용이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
사항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됨
해양생명자원법과 농수산생명자원법을 포괄한 해양수산생명자원법(가칭) 제정 필요
- 특히, 해양수산생명자원보전법(가칭)의 추진과정에서는 동법상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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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의가 서로 충돌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와 과학자가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자문을
통하여 법 내용 세분화 필요
특히, 해양수산생명자원보전법(가칭)의 추진과정에서는 동법상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법상의 기본정의가
서로 충돌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와 과학자가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자문을 통하여 법
내용 세분화 필요

II. 2014년도 주요사업

원양산업발전법 지속적 개정 혹은 IUU어업행위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검토 필요
반면, 어업인 조직, 어업인 지원 및 FTA대책 등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률에서 별도로 수산분야에 국한된
법률로 만들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본 연구 이후에는 수산관련 법체계의 정비방안에 따른 세부적인 개별 수산법률(안)을 검토하거나 준비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각 법률(안)의 세부적 하위법령(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 특히 개별법령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른 법적 검토를 하여 세부적인 법률내용 및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

III. 기본연구사업

2) 정책적 기여
우리나라 수산분야 법률 체계 정비방안 제시를 통하여 법치행정 발전 및 어업인 어촌 및 수산관련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3) 기대효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련 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 기반
제시

IV. 일반사업

수산관련 법제도 및 관리운영체제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선 기본방향 제시
수산분야에 대한 법률적 측면에서 향후 검토 필요 과제 제시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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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 리스크 평가 체제 구축 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3. ~ 2014. 12.(9개월)
연구책임자 I 김찬호

내부연구자 I 이건우

외부연구자 I 최병호, 박지원

1. 연구목적
 014년도에 수립된 ‘제1차 전국항만보안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2015년도에 추진할 예정인 한국형 항만보안
2
리스크 평가시스템 구축에 앞서 항만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리스크 평가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항만보안
리스크의 요인 및 요인 간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한국형 항만보안 리스크 평가시스템의 디자인 콘셉트를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둠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요 연구방법은 문헌분석, 국내외 주요 항만보안 평가관련 사례 분석, 설문조사 및 전문가 활용을 통한 시스템
주
설계 등에 있음

2) 연구의 특징
 연구는 해양수산부에서 제안한 과제로서 ‘제1차 전국항만보안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2015년도에 추진할
본
예정인 한국형 항만보안 리스크 평가시스템 구축하기에 앞서 시스템 디자인 콘셉트를 마련하기 위해 수행됨
 울러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여 시연함
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리나라의 항만보안평가체제는 시설자체에 대한 보안평가와 더불어 보안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계획의
우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음
- 하지만 항만보안평가체제 자체에 있어서 객관성 부족, 중복성, 보안 이력 추적의 어려움, 평가에 따른
복구체제 마련 미흡 등 일부 문제점이 상존
 국은 PSRAT(Port Security Risk Assessment)라는 항만보안리스크 평가툴을 2002년에 미국해안
미
경비대(U.S. Coastal Guard: USCG)내 항만보안감독부서(Port Security Directorate)를 통해 개발
- 2003년부터 미국 내 72개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의 보안리스크를 평가해오고 있으며,
- MSRAM(Maritime Security Risk Analysis Model)을 2004년에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미국 내
28,000개 대상시설물에 대해 2005년부터 리스크를 평가
- 아울러 USCG는 PSRAT을 활용하여 리스크에 대한 이력 추적을 하고 있으며, 한정된 자원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항만시설의 보안관련 리스크 감소에 노력
 편, 미국의 항만보안 리스크 평가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항만보안 심사 체계는 전산화 및
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보안심사 또는 평가를 받는 주체가 심사/평가 결과를 활용하거나, 과거 결과 이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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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항만보안을 강화하는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는 데 많은 시간과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
 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산화된 항만보안 리스크평가 시스템을 설계·제시함
이
- 이와 더불어 항만보안 리스크 평가체계와 관련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항만시설보안 평가 제도의
통합, 통합 항만보안 리스크평가 시스템 구축, 평가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평가
전담팀 구성 등의 정책적 제언을 포함함

II. 2014년도 주요사업

2) 정책적 기여
‘제1차 전국항만보안계획 수정계획’의 이행사항인 한국형 항만보안 리스크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제시함

3) 기대효과
개별 항만시설의 보안평가결과의 전산화를 통한 보안이력 추적 가능

III. 기본연구사업

- 개별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 항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안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확보와 운영전담조직의 구성을 제안함으로써 항만보안평가의
제
전문화 및 표준화를 도모함으로써 항만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IV. 일반사업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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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산업 클러스터(산업특구)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4. ~ 2015. 1.(10개월)
연구책임자 I 윤성순

내부연구자 I 이종훈, 김경신

1. 연구목적
 양심층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의 타당성 검토와 조성방안 제시
해
- 해양자원개발의 한 분야로서 한때 각광받았던 해양심층수 산업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하고 해양수산분야의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갈 수 있는 해양심층수 산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 해양심층수 산업 클러스터 제도 도입의 필요성, 모형 및 제도화를 위한 방안 제시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내 산업별 클러스터 현황과 근거 법률 분석
국
 헌 및 인터넷 자료를 통해 일본, 미국, 대만의 해양심층수 산업 실태 분석
문
 내 제주 용암해수산업단지 사례에 대한 출장 및 면담 조사
국
 내 해양심층수 산업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해 산업계, 연구기관, 학회 등을 통한 면담 조사
국
 양심층수 산업 클러스터 모델 개발 및 제도 정비방안 제시를 위한 전문가 자문
해

2) 연구의 특징
 양심층수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양심층수 산업의 클러스터 타당성 검토
해
 외의 해양심층수 산업 실태 및 국내 유사 클러스터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해양심층수
해
산업의 클러스터 모델 제시
 양심층수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 제시
해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해양심층수 산업의 클러스터를 통한 정성적 효과
- 해양심층수의 새로운 이용 형태 개발과 상품화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생산비용의 절감, 정보 수집 및 네트워크 형성이 용이
- 우수 인력 수급의 기획 확대, 특화단지로서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상호 경쟁을 통한 발전 원동력 제공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한 해양심층수 산업 클러스터 유형
- 대단위 종합형 클러스터: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생산 및 유통시설, 관광시설, 연구개발시설, 생산창업보육
센터 등 유치 가능 모든 시설을 집약한 형태
-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해양심층수를 취수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에 따라 유치가능 시설들을 선택적으로
결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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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산업의 클러스터 도입을 위한 고려 사항
- 탈라소테라피, 온천, 전시관 등 다양한 관광 상품과의 결합
- 해양심층수를 소재로 활용 가능한 타 산업분야와의 융합 제품 개발 등 이용 범위 다양화
- 주무 부처(해양수산부)가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전략 마련
- 세제 및 금융, 기술, 인프라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 추진

II. 2014년도 주요사업

해양심층수 산업 클러스터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제도 도입을 위해 현행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 해양심층수 산업 특구 개념과 입지 기준에 대한 근거 마련
- 해양심층수 산업특구의 지정권자 및 지정 절차 마련
- 해양심층수 산업특구 내 (가칭)해양심층수 산업화 지원센터 설치

2) 정책적 기여
III. 기본연구사업

해양심층수 산업 클러스터 도입 시 적용 가능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모델 제시
 양심층수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당위성을 검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해
개정(안) 제시
해양심층수 산업 클러스터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의 역할 제시

3) 기대효과
해양심층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로 침체된 해양심층수 산업의 발전 기반 제공
IV. 일반사업

 양심층수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협력방안 제시로 해양심층수 산업의 지속적인
해
성장 틀을 마련
해양심층수 산업 클러스터의 구체적인 실행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 활용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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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 수립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7 ~ 2014. 12.(6개월)
연구책임자 I 박수진

내부연구자 I 육근형, 정지호, 유정환

외부연구자 I 한인성, 주세종, 강태순

1. 연구목적
 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 재평가
해
- 신 해양 거버넌스에 부합하도록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재평가하고,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요인 분석
 해양거버넌스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방향 제시
신
- 최근의 국제적인 논의동향과 타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해양수산분야 기후
변화 적응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양수산부, 환경부, 기상청 등 국내외 기후변화 주요 적응정책과 관련 논문 등 문헌분석을 기초로 하여 관계
해
부처 담당자와의 업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병행 실시
 근 국내외 기후변화 동향을 분석하고, 기후변화협약, IPCC 등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관한 평가방법론을
최
토대로 해양수산 분야의 적용성과 한계요인 분석

2) 연구의 특징
 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평가
해
- 본 연구는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현황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제2차 국가적응정책
(2015~2020)’과 연계된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
 구결과의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체계 구축
연
- 해양수산분야 적응정책 부처 담당자 및 기후변화 적응정책 분야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추진 한계요인을 도출하고, 최종 연구결과물의 정책활용도를 제고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중요성 증대
- 기후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제때 저감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삶과 지구환경이 달라질 수 있음
- 과거에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응정책(adaptation
policy)’은 상당히 중요하며, 적응정책과 완화정책(mitigation policy)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때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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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3년 해양수산부 재출범 이전까지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침체기
2
- 해양수산부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2008년 2월에 있었던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수산부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분리되면서 침체기를 겪었음
 후변화 적응정책의 강화는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추세
기
-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상 적응정책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 EU, 호주,

II. 2014년도 주요사업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도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협력적·융합적인 체계화 필요
해
-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분야 연구개발 및 조사사업은 단기간 사업종료로 기초자료 확보가 곤란하고,
수산분야는 연구기술에 치중
- 부서 내, 부처 상호간의 정보공유나 협업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책임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련 부서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과 예산 확충이 필요
- 기후변화 관련 연구·교육·개발인프라, 국제협약 대응 및 국내제도 정비, 과학적인 조사·감시·관측·평가체계,

III. 기본연구사업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연구계-산업계 등의 협력으로 하나의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정책체계(Marine
& Fisheries Climate Change Policy System)” 마련이 필요

2) 정책적 기여
 리나라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현황과 한계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해양생태계, 수산, 연안재해
우
예방 등 부문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음
 2차 국가적응정책(2015~2020)의 해양수산 분야 적응정책의 방향 설정에 활용
제

IV. 일반사업

- 현재 제2차 국가적응정책의 수립과정에 있는바, 본 연구결과는 해양수산분야 적응정책의 방향설정 및 중점
추진 부문 도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기대효과
제2차 국가적응정책(2015~2020)의 해양수산분야 적응정책의 방향 설정에 활용
-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최근 국내외 정책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향후 해양수산

V. 수탁용역사업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
전 지구적인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한 능동적 참여와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
- 해양산성화, 해수면상승, 연안재해 등 전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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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본연구사업

해양수산분야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개발
연구수행 기간 I 2014. 8 ~ 2015. 1.(6개월)
연구책임자 I 윤성순

내부연구자 I 신철호, 박수진, 장홍석, 심기섭

1. 연구목적
 연구의 목적은 범부처에서 시행될 규제비용총량제의 해양수산분야 도입,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는
본
데 있음
 무조정실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시행지침에 따라 모든 규제의 총량관리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
범국가적 차원에서 도입, 시행되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분야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필요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제 총량제 적용 대상이고 비용분석이 가능한 경우 규제비용분석을 사례를 통해 수행하고 규제의 등급화 및
규
분류 실시
 용과 편익분석에 대한 적정성 사례 검증
비
 양의 각 분야별 세부 매뉴얼 작성 및 사례 분석 수행
해

2) 연구의 특징
 구의 대상인 규제비용총량제는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에서 진일보한 제도로서 기업의 규제부담에 초점을
연
맞추고자 하는 새로운 제도임
 라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해양수산분야에 부합하는 제도적용의 실용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따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014. 12월 기준으로 해양수산부의 등록 규제 수는 총 1,491개이며, 크게 해양정책 분야, 수산정책 분야,
2
항만정책 분야, 해사안전정책, 해운물류, 기타 등 6개 분야로 구분
- 수산정책 분야(37.2%), 해운물류정책 분야(30.0%), 해사안전정책 분야(17.4%), 해양정책 분야(10.6%),
항만정책 분야(4.2%), 기타 분야(0.7%)
- 수산정책 분야 규제는 수산 자원관리, 어장환경 보호, 수산업 및 어촌지원, 수산생물 질병 및 위생 관리 등
다양한 사항을 규율
- 해양정책분야 규제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해양생명자원 관리, 연안관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 해양과학조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 등이 존재
 제비용총량제 매뉴얼 작성
규
-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이 제외되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작성된 ‘규제비용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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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매뉴얼’에 제시된 사항을 근거로 해양수산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하여 비용분석 곤란규제의
적용 방안과 처리방식을 마련
- 규제비용의 산정에 대해서는 간접비용을 제외한 직접비용만으로 적용

2) 정책적 기여
II. 2014년도 주요사업

 양분야에 규제비용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해
되었으며, 규제비용분석을 위한 기본사례를 제공
 양의 각 분야인 수산, 해양환경, 해운물류·항만 등 각 세부 분야에 따라서 특성에 맞는 비용과 편익의 산정
해
절차와 자료의 수집에 관한 정책적 기여를 수행
 후 전체 행정부처에 도입될 규제비용분석의 사전 연구로서 규제를 관장하는 행정부처와 정책결정자의 적용
향
가능성을 높이고 해양분야의 경제적 효율을 높여서 합리적인 규제혁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III. 기본연구사업

3) 기대효과
안정적인 국정과제의 추진기반 마련
- 규제개혁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를 해양수산분야에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정수행체계를 지원
- 해양수산분야 규제의 적정수준 유지 및 관리의 체계 마련
해양수산분야 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의 편익 증진
- 규제의 합리화 및 적정 유지를 통해 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제공

IV. 일반사업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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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사업

해운산업 경기예측센터 운영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전형진

내부연구자 I 정명화, 장춘봉

1. 연구목적
세계 해운산업 동향 파악을 위한 해운시장 동향 정보 제공
- 해운기업의 경영활동에 유익한 세계 해운산업 동향정보 제공(선복량 및 해상물동량 동향 분석, 정보 제공)
- 세계 해운시장에 영향을 주는 제도,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해운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기여하도록 함
해운기업의 시장대응력 제고를 위한 해운산업 경기 예측
- 세계해운전망 개최, 분기별 해운경기예측 및 이슈분석을 통한 해운기업의 시장대응력 제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
주요 원자재 수출입 동향 분석을 통한 해운시장 중장기 전망 결과 제공
- 제철원료, 전력생산원료, 곡물, 비료, 자동차, 전자 제품 등의 글로벌 생산 및 수급동향을 파악하고, 이들
폼목이 해운시장에 미치는 해운시장 영향, 전망 파악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해
 외 선박, 조선, 시황 관련 자료 활용
국
 내외 전문가 자문, 워크숍, 세미나 활용

2) 연구의 특징
사
 업성과물의 공개와 정보 제공이 핵심사업
- 시황세미나, 간담회, 산학연정 포럼 개최
K
 MI 해운시장의 실시간 동향정보 제공
- 주간지, 속보 등 발간
K
 MI 해운시장 관련 이슈 분석과 연구
- 각종 성과물 및 발표자료 공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시
 황리포트 발간
- 해운시황 포커스(주간): 매주 발간, 메일링 서비스
해
 운경기 예측 세미나 개최
- 상반기 해운전망 세미나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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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초청 세미나 (9월)
- KMI 세계해운 전망 국제포럼 (11월)
산·학·연·정 네트워크 구축
- 해운금융포럼 (연간 4회)
- 정기·부정기선사 간담회 (연간 4회)

II. 2014년도 주요사업

국제협력 추진
- KMI-SISI 국제세미나 참석 및 발표

2) 정책적 기여
세계 해운시장의 수급여건 변화, 경쟁구조 변화 및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부의 해운기업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국내 선박금융기관, 선사 및 관련단체, 정부,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선박

III. 기본연구사업

금융에 대한 정책대안 발굴개발 지원, 상해지역 시장 접근 원활화를 위한 마케팅 조사 지원

3) 기대효과
세계 해운시장에 대한 시황 관련 전망, 시황변화 요인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해운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국내 화주를 대상으로 해운시장의 수급전망, 시황전망을 제시하여 화주의 물류서비스 최적화에 기여
국내 선박금융기관의 선박투자 지원을 위한 최적의 정보 제공

IV. 일반사업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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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ESCAP 국제공동연구사업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김수엽

내부연구자 I 이호춘, 여동금, 김혜주

1. 연구목적
E
 SCAP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 미래 세계경제 성장의 엔진이자 소비 시장으로 부상
- ESCAP 지역은 북미, 유럽과 더불어 세계경제 성장의 핵심지역으로 성장. 특히 북미와 유럽이 저성장 기조를
지니고 있는 것과 대비
- ESCAP 지역은 국가별 경제발전 정도가 선진국부터 최빈국까지 다양하고, 해운 및 항만 등 물류시설과 관련
산업의 발전 편차가 큼
- ESCAP 지역은 영토, 노동인력, 부존자원, 글로벌 생산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물류인프라의 부족으로 성장에 애로
E
 SCAP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간 합리적인 시설 투자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이 시급
- ESCAP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 교통망 개선 사업과 병행하여 동 지역에서의 항만 및 Dry Port
등 물류인프라 투자비용 추정 연구 필요
- 역내 국가간 합리적인 시설 배치 및 투자를 통해 과잉투자 방지 및 시설간 연계 운영을 통한 운영효율화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문헌 자료 분석 및 해외 출장 조사를 통한 시의성 있는 자료 확보
ESCAP과 공동으로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한 관련국 시설 현황 자료 수집 및 니즈 분석
공동연구(ESCAP)와 협동연구(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연구 진행

2)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KMI와 ESCAP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ESCAP 역내 개발도상국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구 주제를 매년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임
본
 사업의 일환으로 KMI와 ESCAP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국제
세미나를 태국 현지에서 개최하고 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항만물동량은 2020년에 624백만 TEU로 해상물동량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됨
- 항만물동량은 순수하게 수출입 및 환적 물동량만 포함하는 것으로 국내항간 움직이는 내국화물(Domestic
Cargo)은 미포함한 것이며, 환적물동량은 전체 항만 물동량의 26% 내외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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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의 경우 2020년까지 예전과 같은 8%대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5.6%대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
- 특히 ESCAP 지역은 이미 세계 경제의 핵심 성장축으로 성장하였지만 향후에도 그 중요성과 비중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물동량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기선 시장에서 310백만 TEU(2020년 해상 물동량 예상치)를 처리하기 위한 선대는 현재와 같은 선제적

II. 2014년도 주요사업

투자, 초대형선의 지속적 투입, 선사간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선복 수급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선박의 확대, 얼라이언스간 합종연횡, 파나마운하 확장,
케스케이딩(Cascading) 현상에 따른 선대조정, 역내 교역(Intra Regional Trade) 증가 등 시장변동
요인이 다양하게 공존함
중앙아시아 국가별 Dry Port는 예측 물량과 시설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일부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
- 권역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하나의 시설이 필요하나 국가마다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경우

III. 기본연구사업

2개, 3개의 시설도 들어설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Dry Port 투자는 인접 국가간 합리적인 시설 배치 및 투자를 통해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시설간 연계
운영을 통한 운영 효율화가 필요함

2) 정책적 기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복합운송 활성화 방안 및 물류시설(ICD 등) 투자수요 추정을 통해 역내 국가들의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기여

IV. 일반사업

- 복합운송 체제 개선을 통해 중앙아시아 역내 물류 효율 개선에 기여
- ICD, 철도역 등 물류시설 개발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해당지역 물류 인프라 시장 진출시
활용 가능한 정보 제공

3) 기대효과
ESCAP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물류 시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제 연구역량 강화
V. 수탁용역사업

ESCAP 및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의 정치·
경제·문화 협력 관계 유지에 일조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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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태평양 해양정책 공동연구사업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최재선, 목진용

내부연구자 I 남정호, 조정희, 최지연, 박성준, 김민수, 한기원, 윤인주, 박문진

1. 연구목적
해양정책 수요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 필요
- 동아시아 해의 저개발국 제도적·기술적 지원 등에 대한 국제 워크숍 개최 및 협력사업 추진
동아시아·태평양 국제협력사업의 성과평가와 향후 5년간 국제협력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 2009년～2014년까지 동아시아·태평양 해양정책 국제협력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양자간·다자간 협력 사업의
성과 및 2015년～2020년간 국제협력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동아시아·태평양 관련 국제포럼 개최 및 각종 회의 등 참석
동아시아·태평양 관련 연구사업 수행

2) 연구의 특징
동
 아시아·태평양 해양정책의 국제 네트워크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다자간·양자간 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과
미국·중국 등과 공동연구 수행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동
 아시아 해양관리 협력사업
- 제6차 PEMSEA 파트너십 총회 참가, 제4차 APEC 해양장관회의 준비회의 및 심포지엄 참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해양장관회의 및 PINEAR(동아시아 해양정책 연구기관 네트워크) 참가
중
 국 공동 연구협력사업
- 제4차 KMI-FIO 해양협력 국제심포지엄 개최, 제5차 KMI-SDASS 해양경제 국제포럼 개최, 제2차 KMIOUC 해양발전포럼 개최, 한중 미래 해양협력 공동연구(중국의 해양생태문명 개발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실시
북
 미 태평양 연안 해양정책 연구 네트워크 강화 사업
- 3개 연구과제 수행(① Design of an integrated international ecosystem research organization
for the Arctic Ocean Region – Arctic-ICES, ② Law enforcement and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the distant water fleet perspective, ③ Monitoring for human
dimentions indicators in coastalscape revitalization)
O
 ECD 블루이코노미 공동연구사업 및 한·인니, 미얀마 공동연구 국제협력 강화사업
- 한·인니, 한·미얀마 해양포럼 개최 및 한·미얀마 해양연구센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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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아시아·태평양 해양정책 공동연구사업 성과 평가
- PEMSEA, COBSEA, OECD 등 다자간 국제협력사업 정리 및 성과평가
-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양자간 국제협력사업 정리 및 성과평가
- 향후 5년간 추진 방향 설정

II. 2014년도 주요사업

2) 정책적 기여
 동아시아·태평양 해양정책 관련 기관의 안정적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국내 해양정책 홍보 및 연구 협력개발
지원, 상해지역 시장 접근 원활화를 위한 마케팅 조사 지원

3) 기대효과
국내 해양정책 및 KMI 연구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동아시아·태평양 해양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각종 관련 국제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연구결과 홍보 및 KMI 위상 제고

III. 기본연구사업

북미 태평양 연안 해양정책 등으로 수행한 내용을 정리하여 SCI급 국제 저널에 투고

IV. 일반사업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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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운영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박영길

내부연구자 I 김원희, 박문진, 박지영, 최지현, 김주형, 박예나, 심경민, 이현경, 김명우, 최안나제인

1. 연구목적
일본의 독도 도발을 무력화하고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법적, 역사적, 국제정치적
대응책 수립
전 세계 해양 관련 영유권 및 해양 경계획정 관련 분쟁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 수립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국제법, 국제정치, 역사학 측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
주요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
독도 및 해양법 주요 이슈에 대한 현안 파악 및 대응방안 모색

2) 연구의 특징
일
 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 연구의 지속적 수행
- 2006년 센터 개소 이후 지속적인 연구 역량 강화 및 확대
이
 어도, 해양과학조사, 영유권 주요 분쟁 및 국제 재판, 해양경계획정 관련 주요 재판 동향 등 연구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와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해
 외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의 필요성 증대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주요 보고서 발간
- 2014 유엔해양법협약 국제 동향 연구
- 1877년 태정관 지령에 관한 연구
- 2014년 해양분쟁 국제판례 연구
유엔해양법협약 및 해양 주요 이슈에 대한 현안 파악
- 독도 연구저널 발간
- 독도·해양영토브리핑 발간
- 해양영토 동향 월보 작성
국내외 협력 및 네트워크 지속적 강화
- 콜로키움 및 독도해양영토 정책세미나를 비롯한 국내 공동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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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I-절강대 해양법공동학술회의, 버지니아대학교 해양법연구소와 공동 학술대회 및 로즈아카데미 개최
지원 등 국제네트워크 확대
- KMI-ITLOS-케냐-한국대사관 공동 학술대회 개최 및 ITLOS와 MOU 체결 등을 통하여 유대 강화

2) 정책적 기여
II. 2014년도 주요사업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학술적 기반 마련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 대비, 중국과 일본의 해양관할권 확대 전략 대응을 위한 대비책 마련

3) 기대효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국제법, 국제정치적, 역사적 대응방안 수립
주변국의 해양 관할권 확대 전략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
해양법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III. 기본연구사업
IV. 일반사업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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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연구센터 운영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김범중

내부연구자 I 김민수

1. 연구목적
 정부 창조경제 전략 및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
신
- 국정과제인 ‘해운 선진화’, ‘해양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 ‘중소 물류기업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국 내 연구 기반 강화
 화하는 동북아 해양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지원 기능 강화
변
- 중국 시장 내수화를 위한 기존의 기업컨설팅 기능을 유지하면서 해양수산 분야 대중국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
할 수 있는 동향 파악 및 정책지원 기능 강화
‘글로벌 프런티어 KMI’ 전략에 따른 중국연구센터 기능 확대
- 해운·항만·물류를 포함한 중국 내 해양수산 전 분야 연구기능 강화 및 중국 내 MOU 협력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자료조사 및 분석 제공, 기관 면담, 학술행사 개최, 보고서 작성, 홈페이지 운영, 출장 등

2) 연구의 특징
정
 부정책 지원, 본원 연구지원, 기업 중국진출 전략 수립 등 산•관•학 연계 연구사업 추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정
 책동향 보고 및 KMI 중국리포트 발간
- 중국리포트 18회 작성 발송, 정부보고서 5회 작성 발송
학
 술행사 13회 개최
- KMI 중국물류포럼(6월, 단동), KMI-SISI 국제해운포럼(12월, 상해), KMI CEO물류포럼(2회, 3월, 11월,
상해), KMI 중국지역물류세미나[2회: 연운항(9월), 정저우(10월)], KMI 중국물류워크숍(5회, 상해),
KMI 중국해양정책워크숍(2회: 상해/9월, 12월)
중
 국정책 수요 발굴 지원
- 정부정책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지원: 총 6회(주중대사관, 상해총영사관,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대한상공회의소, 해운신문 등)
중
 국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중국 내 24개 성•시(총 31개), 65개 정부, 공공기관, 학연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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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 대중국 연구사업 지원
- 해양•수산, 해운•항만•물류 분야 총 9개 본원 연구사업을 중국(상해) 현지에서 지원
기
 타
- 정부, 공공기관, 진출 기업 자문 및 자료 제공, 홈페이지 운영 등 사업 수행
-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양자간 국제협력사업 정리 및 성과평가

II. 2014년도 주요사업

- 향후 5년간 추진 방향 설정

2) 정책적 기여
 정부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정기적인 중국 관련 해운항만물류, 해양수산 관련 정보 제공 및 동향 보고 통한
정책 수립에 기여
본원 중국 관련 정책연구과제 현지 지원(학술행사 개최, 보고서 작성, 현지출장 지원, 중국 전문가 원고 의뢰
및 관리 등)을 통한 성공적 과제 수행과 이를 통한 정부정책 수립에 기여

III. 기본연구사업

학술행사, 중국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통해 한중 관련 분야 정책이슈에 대한 양국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통해 정부정책 수립에 기여

3) 기대효과
 한중 FTA 체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등 변화하는 중국 해양수산/해운항만물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동북아 국가 간 해양·수산·물류 협력을 위한 거점으로서 중국이 가지는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적극 활용하여

IV. 일반사업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양수산 분야 이니셔티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데 기여
중국 내 진출 또는 對중국 진출을 앞둔 수출입 기업의 물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을 통해 기업전략
수립에 기여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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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하태영

내부연구자 I 이수영, 최건우, 송민호, 이경한, 최상균, 김연정

1. 연구목적
국
 내외 물류환경 및 우리나라 항만물동량 변화 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국가 항만개발 정책 수립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및 분석시스템 구축이 목적
국
 내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물동량 모니터링 및 변화요인 분석, 중장기물동량 예측
- 국내 30개 무역항 및 32개 품목에 대한 물동량 모니터링 및 장래 수요 예측
- 주요 국가별 항만개발계획, 항만 이슈 분석, 동향보고서 발간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항만물동량 관련 국내외 주요 기관 연구자료 수집, 현장조사, 전문가 면담 수행
수요예측 방법론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항만수요검토위원회 운영)

2) 연구의 특징
국
 내외 항만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일관성 있는 장래 항만물동량 예측을 수행코자 전담
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계속사업임
- 법적근거: 항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소속의
항만수요예측센터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사업을 수행 중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전
 국 항만별-품목별 장래 물동량 예측
- 국내 30개 무역항의 수입, 수출, 환적, 연안물동량 예측(~’30)
국
 내외 항만동향 및 물동량 모니터링,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 국내외 주요 항만 물동량, 시설현황, 주요 이슈, 정책 및 산업동향 분석
- 월간 「항만과 산업」 발간 및 유관기관에 배포(1~12호, 100여 개 기관)
항
 만기본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 「목포신항」 기타광석부두 개발(비귀속) 사업 타당성 검토(2014.4)
- 「제주항」 크루즈부두 및 해경부두 기본계획 변경 검토(2014.5)
- 「평택당진항」 열차페리 물동량 검토(2014.6)
- 「울산항」 기타광석 부두 용도 변경 검토(2014.6)
- 「삼천포항」 석탄부두 신규 개발 필요성 검토(2014.8)

8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I. 일반현황

- 「광양항」 여천부두 시설제원 변경 검토(2014.8)
- 「부산항」 3단계 개발 예비타당성 필요성 검토(2014.8)
-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개발 검토(2014.9)
- 「부산항」 모래부두 시설수급 검토(2014.11)
- 「부산신항」 가덕도 수리조선부두 수요 검토(2014.12)

II. 2014년도 주요사업

- 「부산신항」 한일간 Ro-Ro부두 개발 필요성 검토(2014.12)

2) 정책적 기여
체계적인 항만물동량 예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항만정책 신뢰도 확보 및 효율적인 항만개발 추진에
기여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항만기본계획(법정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

III. 기본연구사업

3) 기대효과
신뢰성 높은 장래 물동량을 산정함으로써 항만개발에 투입되는 국가 재원의 절감 및 효율적 활용에 기여
항만여건 변화를 고려한 항만개발계획의 탄력적 조절 기능 수행

IV. 일반사업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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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항만물류 연구협력사업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전찬영

내부연구자 I 이주호, 김찬호, 김근섭

1. 연구목적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중·일 3국간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를 지원하고, 3국간 지속적인 항만발전을
본
위한 의제발굴과 한·중·일 3국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상호 정책 개발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라서 본 사업은 2014년 제15차 동북아 항만과장급회의(일본 개최) 및 항만국장회의 지원(중국 개최)과
따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수행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과장급 및 국장회의 참석 통한 공동업무 조율
중국 지역물류세미나 개최를 통한 중국 물류현황 파악 및 국내 기업 진출 지원

2) 연구의 특징
동
 북아 항만국장회의 과장급 및 국장회의 지원
- 항만심포지엄 참석 통한 성과 확산
중
 국 현지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제
 15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과장급 회의 지원
- Working Group 과제(“동북아 마리나 네트워크 촉진”) 진행 사항 발표, 자료 협조 요청 및 3국간 연구
내용 협의
제
 15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지원 및 항만심포지엄
- 의제 발굴 논의, 합의 및 행사 지원, 공동연구 과제 내용 협의
- 한·중·일 3국 WG 1 연구진 간 업무협의

2) 정책적 기여
한
 ·중·일 3국 항만의 공동정책을 개발 및 제시함으로써 3국 항만의 공동발전에 기여하고, 관련 정책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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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동
 북아 물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한·중·일 3국 정부의 항만·물류협력에 기여가능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항만국장회의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 기반 마련
동
 사업 및 관련 연구, 3국 항만 전문가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자료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II. 2014년도 주요사업

정부정책 지원

III. 기본연구사업
IV. 일반사업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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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사업

국제물류 학·연 공동연구사업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전찬영

내부연구자 I 이주호, 김찬호, 김근섭, 이민규, 박여진

외부연구자 I 서수완, 안기명, 구경모, 정봉민

1. 연구목적
 연구 사업은 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의 정책과 전략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를
본
수행하기 위해 2010년부터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금년은 6차년도 사업임
 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중·장기 연구 수행에 따른 연구결과와 국내외 대학
글
및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크형성을 통한 향후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의 정책과
전략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비즈니스모델 수립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6개 연구분야 국내외 물류정책 동향분석, 해외투자 지원 및 유치체제 분석, 물류투자 재원조달 및
총
투자활성화 방안, 친환경 기반의 녹색물류 성장전략, 자원물류 활성화 방안, 기타 국제물류분야 국가
신성장동력화 지원을 위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주제를 공모하여 6차년도 연구주제를 선정함
 구자들의 출장자료, 세미나 및 기타자료를 바탕으로 동향분석 자료 제공과 6년간 학술 배경지식을
연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정부지원정책,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연구함
 한 국내 물류기업 및 외국의 석학 등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및
또
연구 성과 증진 도모

2) 연구의 특징
중
 장기적으로 6대 연구분야에 대해 2015년까지 학술적 기반 조성 및 전략체제를 구축하고, 2015년부터는
고급물류인력 양성을 위한 학·연 학위과정 개설과 국제 공동연구를 강화하여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
본
 연구 사업은 연구기관과 대학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활용 가능한 실증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만드는 데 특징이 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6
 개 분야 4개 연구과제 수행
- 우리나라 비컨테이너항만의 성장 전략
- 국제 카페리 시장의 여건 변화와 발전 방안
- 항만배후단지에 공급사슬관리가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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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현황

- 항만과 도시의 연계 발전 방안
국
 제협력 사업 수행
- 중국지역 물류세미나 (선전, 광저우, 연길, 시안)
- KMI, 상하이 CEO포럼
교
 육사업

II. 2014년도 주요사업

- GOAL-WG 교류회 워크숍 개최
- 국제물류 워크숍 개최
- 국내외 출장 등을 자료를 토대로 국제물류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국제물류 동향지’ 발간 및 배포

2) 정책적 기여
물
 류기업의 해외 투자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및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지원의 근거 마련

III. 기본연구사업

물
 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아세안 등 정부관계자, 전문가, 물류기업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기대효과
연
 구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및 신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한 심층적 분석을 통한
국가적 지원책 수립
국
 내 물류산업의 해외 진출과 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원의 실증적 연구과 대학의 이론 연구를 병행하는

IV. 일반사업

상호 보완적인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사업추진시스템 형성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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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사업

KMI 해양아카데미 운영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최성애

내부연구자 I 백인기, 이슬기

1. 연구목적
21세기에 해양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양교육을 통해 전 국민의 해양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해양아카데미는 전반적인 해양지식과 해양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해양교재 개발, 미래 해양에
대한 비전을 가진 교사 양성, 궁극적으로 해양에 대한 원대한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의 주역들에게 긍정적인
해양인식을 갖게 하고자 함
- 또한 국가 교육과정과 발맞추어 국가 해양교육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해양교육 정책
개발을 통해 세계 일류의 해양교육 개발과 실천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을 통한 국가발전 견인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고등학교 및 일반용 해양교육 교재 개발
해양교육 직무연수 및 해양울릉·독도 체험연수 개최
해양홍보단 세미나 및 해양홍보단 활성화 시범사업 개최
개발도상국 해양수산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실시

2) 연구의 특징
학
 생, 학부모, 일반인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해양교재 개발
- 고등학교 현직 교사를 집필진으로 구성하여 교재의 활용도를 높였으며, 원내외 해양수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운영하여 내용의 전문성을 보완
해양교육 직무연수 확대 운영
- 강좌 수 증설 요청에 따라 기존 80명 운영에서 120명으로 확대
해양홍보단 활성화 시범사업 개설
- 해양스포츠 체험교육, 해양진로 관련 전문가 특강, 한국해양교육연구회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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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구분

사업명

교재 개발 고등학교 및 일반용 해
사업
양 교육 교재

2

연수 사업

제16기 연수사업
해양울릉 · 독도
체험연수

해양홍보단 활성화
시범사업 Ⅰ
3

네트워크
구축 사업

해양홍보단 활성화
시범사업 Ⅱ

제9회 해양홍보단 세
미나

4

국제교육
사업

교재개발자문위원회

개최
개도국

해양수산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아프리카

및 아시아 개도국 대학생 22명 대상

2014. 2. 27.
2014. 9. 20 ~ 21.
2014.10. 21.
2014. 10. 3.~ 5.
(2박 3일)
2014. 12. 6.~ 7.
(1박 2일)
2014. 3. ~ 12.
2014. 8. 11. ∼ 14.
(3박 4일)

V. 수탁용역사업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개발도상국 해양수산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2014. 1. 6 ~ 10.
(4박 5일)
2014. 8. 4~ 8.
(4박 5일)
2014. 10. 28~ 30.
(2박 3일)

IV. 일반사업

해양홍보단 활성화
시범사업 Ⅲ

2014. 1. ~ 12.

III. 기본연구사업

제8회 해양홍보단
세미나

일시

II. 2014년도 주요사업

제15기 연수사업

주요 내 용
학생,

학부모, 일반인이 해양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교재 개발
교재개발계획

수립
교재개발자문위원회

운영
교재집필진

회의 운영
집필
 및 감수
교재출판업체

선정: 제한경쟁입찰 및 평가
인쇄
 및 배포(2014. 12월 발간)
해양교육

직무연수(2학점)
초·중·고

교원 40명 수료
해양교육

직무연수(2학점)
초·중·고교원

80명 수료(초등반 40명, 중등반 40명)
해양체험

자율연수
해양홍보단

초·중·고 교원 16명 참가
해양교육

활용 우수사례 발표 및 우수교원 시상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상)
초·중·고

교원 및 해양교육 관계자 102명 참석
해양문화시설

체험 연수(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한국해양교육연구회

및 해양홍보단 회원 50명 참석
미래
 해양 인재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 실시
송파중학교,

잠일고 등 인근 해양교육 시범학교 학부모,
교사, 학생 총 401명
청소년

대상 수상스포츠 체험교육
정의여자고등학교

독도 해양지킴이 동아리 학생 28명 참석
해양문화시설

체험 연수(부산 국립해양박물관)
특강:

해양건축 – 바다를 해양공간으로
초·중·고

교원 60명 참석

I. 일반현황

연번

2) 정책적 기여
국가 해양교육 체계 구축에 필요한 교재개발, 해양교육 능력을 갖춘 교사양성 등을 통해 해양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 상해지역 시장 접근 원활화를 위한 마케팅 조사 지원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3) 기대효과
교재개발과 교원연수를 통한 해양교육 활성화
- 종합해양교재 개발 및 이를 바탕으로 교원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해양전반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해양교육 실시
국가 해양교육시스템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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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물류기술 연구사업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최상희

내부연구자 I 이언경, 전형모, 강무홍, 정동훈

외부연구자 I 김학성,

오정한, 박노철, 김갑환, 김용태, 이인용, 변종봉, Rene De Koster, Matthew Liotine

1. 연구목적
국
 가 및 기업 물류비의 획기적 절감, 미래 수요 기반 물류기술 개발, 물류기술 기반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미래 물류기술 공동연구, 물류기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글로벌 물류기술 국제협력 및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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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미래 물류기술 산업화 전략 및 가치평가
- 미래 물류기술 산업화 전략(해운항만 및 국제물류거점 분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미래 물류기술 산업화 전략(철도 및 내륙물류거점 분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미래 물류기술 가치평가 모형 설계 및 분석: 웰엘앤케이
분야별 전문기관 위탁 연구
- 미래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정책 추진방안(2014) 수립 위탁: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 미래물류기술포럼 기술/국제협력/산업화분과위원회 운영: 한경대학교/부산대학교/비앤드알산업자동화
- GLoTIIS 운영 및 유지보수(콘텐츠 발굴·관리 및 시스템 개선방안 수립): 메타로직컨설팅
국제 공동 연구
- 세계 녹색물류 및 물류보안 기술현황 및 연구동향, 기술수요 조사: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학교
- 미국 물류 및 공급사슬 관리 관련 기술 동향 조사 분석: 미국 UIC대학교

2) 연구의 특징
미래 물류기술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기 위하여 물류기술 분야 국내외 최고 전문기관들이 참여하여
세계적인 선도 동향을 파악하고 유망기술을 도출
연
 구결과는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내 산·학·관·연 소속 전문가들에게 제공할 예정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미
 래물류기술 사업화 방안 모형 도출 및 우편/택배/폐기물분야 미래유망기술 가치평가 수행
- 해운 및 철도 분야 미래물류기술 사업화 방안 모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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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류거점 및 해운/항만분야 기술 개발/수요업체 조사
· 광역물류거점 및 철도분야 기술 개발/수요 업체 조사
· 수요/기술개발 수준별 물류기술 사업화 모형 구축
- 미래 물류기술 가치평가 수행
- 우편/택배/폐기물/로봇/IoT 분야 7개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II. 2014년도 주요사업

미래물류기술 네트워크 운영
- 물류기술 국내외 세미나 5회, 워크숍 1회, 운영위원회 3회 개최
- 기술/국제협력/산업화분과위원회 운영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콘텐츠 발굴·관리방안 수립 및 GLoTIIS 시스템 개선방안 수립
- GLoTIIS 시스템 기능 개선: http://121.88.5.137

III. 기본연구사업

2) 정책적 기여
본 연구 사업을 통해 수립된 미래 물류기술 로드맵과 관련 국가계획의 연계를 통해, 국가 R&D 과제 도출에 기여
물류기술 분야 국내 네트워크 확립 및 통합에 기여
- 2014년 12월 기준으로 본 네트워크에는 기관 200여 개, 회원 6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기관 100여 개, 회원 200여 명에서 대폭 증가
- 본 네트워크는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경대학교, 부산대학교가 주관기관으로 참여

IV. 일반사업

물류기술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통한 시장 선도 기반 마련에 기여
- 물류기술을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의제로 추진하는 기반 마련(일본 와세다대학교, 중국 상하이해사대학교
등과 협력)
- 세계적인 물류기술 전문기관과의 세미나, 워크숍, 공동연구를 통한 협력 및 MOU 체결
※ 미국 TRF, 일본 WSLI, 독일 ISL, 일본 물류기업 등

V. 수탁용역사업

3)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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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여 해외 물류기술 연구 거점을 확보
- 네트워크 내 인력풀 활용 및 미래물류기술포럼 활성화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기반 확보
- 물류기술 정보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반 확보

91
ANNUAL REPORT 2014

KMI

IV. 일반사업

북극해시대에 대비한 국가전략 수립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장정인, 송지민, 최안나, 엄선희, 한덕훈

연구책임자 I 김종덕

내부연구자 I 황진회, 고병욱, 이건우, 이성우, 송주미, 박영길, 박수진, 최영석,

외부연구자 I Lawson Brigham, Bernard Funston, Heather Conley

1. 연구목적
 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기반 마련
새
- 북극해와 연결되는 지리적 입지를 활용한 국가발전 전략 구상
-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서의 북극해 활용 강화와 분야별 대응방안 마련
- 미흡한 북극관련 사회경제적 연구분야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과제 개발
- 체계적인 국제협력을 통한 국내 정책 추진 역량강화 실현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극해 관련 선행연구 조사 및 자료 수집
북
 문가 설문조사
전
 내외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국
 제 컨퍼런스 및 국내 정책 포럼 개최
국

2) 연구의 특징
새
 롭게 부상하고 있는 북극해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정부의 북극해 정책을 지원
- 북태평양 북극해 컨퍼런스(NPAC) 및 북극해정책포럼 등을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북극해 이용에 기여
정
 례 국제컨퍼런스의 성공적 정착과 성과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가 북극 문제와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은 물론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지식허브로 성장 발판 마련
국
 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협력 역량의 확대 실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N
 PAC의 성공적 개최와 북극백서 등 새로운 성과물을 통해 우리 원의 고유기능화 추진
북
 극이사회 및 워킹그룹과 북극해 관련 다양한 회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책임
있는 활동 강화할 필요
- 향후 북극해의 관할권 확보 경쟁이 더욱 거세지고, 중국 등 주변국의 북극 진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문별 정책 수립과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중
 장기적 관점에서 북극해 자원개발 협력에 접근해야 하며, 북극해 자원개발이 본격 추진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의 개발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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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극해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물류루트 개발 필요
- 북극해 항로와 연계성 제고와 물류모드 간 연결을 위한 물류거점 마련 추진
- 북극해 항로와 연계 물류네트워크에 필요한 물류 인프라 시설과 수요 파악 선행
- 러시아 시베리아, CIS국가, 몽골, 중국 북부지방의 북극해 항로 이용 가능한 화물에 대한 수요 파악과 이와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

II. 2014년도 주요사업

새
 로운 경제활동의 출현과 발전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북극지역 리더들과 네트워크 구축
- 원주민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소규모 비즈니스 개발과 원주민 등과 관련된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신비즈니스 등에 대한 개발 추진 가능
- 향후 북극해 공해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와 관련 동향 분석

2) 정책적 기여
정
 부의 북극정책 기본계획 수립 실천을 위한 해운, 물류·항만, 해양환경 및 수산 등 구체적인 정책연구 지원을

III. 기본연구사업

통해 북극해에서의 국익실현과 국제사회 공동 노력에 기여
N
 PAC을 통해 한국 주도의 북극해 이슈에 대한 국제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북극해에서의 리더십
확보와 국가비전을 제시

3) 기대효과
정
 부의 북극해 정책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 기반을 구축
국
 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북극해 이용 정책을 마련

IV. 일반사업

북
 극정책 관련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국내의 전문역량 부족을 조속히 보완하고 미래 리더십
확보를 위한 기틀을 구축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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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대비한 수산분야 대응전략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정명생

내부연구자 I 임경희, 김봉태, 정명화, 장춘봉, 박혜진, 김지연, 이윤숙

1. 연구목적
 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대비 국내 수산부문의 대응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역
- 우리나라의 FTA 체결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교역 확대를 목표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등 통합경제권에 대한 FTA 체결
이 본격적으로 검토
- 특히 RCEP의 경우 중국, 베트남 등 수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비해 우리나라 수산분야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RCEP 국가의 수산업 현황 및 동향 파악을 위해 기초 통계자료 및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분석
현지 수산업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국내 및 해외 현지 조사
RCEP 대응전략과 관련 업계, 학계, 연구소, 정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2)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RCEP와 관련 수산부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연구로, 우리나라와 RCEP 국가의 수산업 비교
분석, 수산물 국제경쟁력 분석 등 다양한 정량분석 실시
또한 RCEP 국가의 기체결 FTA 사례 및 수산부문 협력사업 동향파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RCEP 대응 전략
검토 등 정성분석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R
 CEP 국가의 수산업 기본 현황(생산, 교역, 소비 등) 자료수집 및 분석
우
 리나라와 RCEP 국가의 수산물 경쟁력 비교을 위해 다양한 지수 분석 및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무역
네트워크 구조 분석
- 우리나라와 RCEP 국가의 수산물 국제경쟁력 분석을 위해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시장비교우위지수(MCA) 분석 실시
-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RCEP 국가와의 무역 네트워크 구조 분석 실시
R
 CEP 국가의 수산부문 기체결 FTA 사례 분석 및 수산부문 협력 동향 파악 등을 통해 RCEP 체결 대응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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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CEP 체결에 따른 국내 대응 방향 마련
- RCEP 시장 선점을 위한 맞춤형 전략 수립, RCEP 공동 수산 협력사업 발굴 등 RCEP 대응 전략 수립

2) 정책적 기여
RCEP 국가의 수산물 생산 및 교역 현황, 기체결 FTA 사례 분석, RCEP 대응 전략 제시 등 RCEP 협상 전략
II. 2014년도 주요사업

수립시 기초자료 활용 가능

3) 기대효과
RCEP 체결 대비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수산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
RCEP을 수산물 수출 확대 및 수산부문 협력사업 발굴 등 수산업의 새로운 발전 동력원으로 활용 가능

III. 기본연구사업
IV. 일반사업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95
ANNUAL REPORT 2014

KMI

IV. 일반사업

환황해권 해양물류 네트워크 구축 학·연 공동연구사업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김형근

내부연구자 I 김형태, 이종필, 김찬호, 김정현, 이주원

외부연구자 I 이동현, 양창호, 박명섭

1. 연구목적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한·중 간 해양물류 분야 협력 확대 및 경제블록 강건화에 기여
하는 데 목적을 둠
- 아울러 2014년도는 환황해권 해양물류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평택대(PTU)와의 공동연구를 추진함은
물론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연구보고서(4편) 작성, 국제세미나(1회) 및 워크숍(2회) 개최, 공동연구 등을 통해 연구사업을 진행

2)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평택대와 함께 환황해권의 해운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학·연 공동연구사업으로 추진되었
으며, 2012년 이후 올해 3년차 사업이 진행됨
이
 를 수행하기 위해 평택대는 물론 해운항만물류 업계가 참여하는 국제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연구된
내용 및 현재의 이슈 등을 논의함으로써 환황해권 해운항만물류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언을 도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연
 구보고서(4편) 발간
- 환황해권 해양·물류투자협력의 애로요인과 개선방안 연구(KMI)
- 환황해권 LCL 화물의 물류 활성화 방안 연구(평택대)
- 한· 중 항로 개방의 효과분석(인천대)
- 환황해권 해양물류 발전을 위한 항만도시의 역할 정립방안 연구(해양비즈니스 학회)
국
 제세미나(1회) 개최
- KMI 중국지역물류세미나 개최(2014. 10. 23./중국 훈춘)
워
 크숍(2회) 개최
- KMI-PTU 환황해권 해양물류연구센터 1차 워크숍(7. 24.)
- KMI-PTU 환황해권 해양물류연구센터 1차 워크숍(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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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기여
환황해권에서 발생하는 LCL화물의 물류구조, 문제점 분석, 활성화 방안 제시
한·중 개방 가능성 및 개방시 발생되는 효과를 분석하여 개방에 대응한 정책입안 지원
환황해권 항만 도시간의 상생 및 협력 방안을 제시

II. 2014년도 주요사업

3) 기대효과
한·중 간 경쟁에서 해양물류 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관계로 진보
전략적 협력이 가능한 네트워크 토대 구축으로 국가 간 경제발전의 시너지 창출
세계경제의 지역화에 해양물류분야 네트워크 구축으로 선제적 대응이 가능
- 지속적, 심도 깊은 환황해권 해양물류 관련 연구 결과물 산출로 향후 환황해 물류시장에서 우리 해운물류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기본 토양 마련

III. 기본연구사업

환황해권 해양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환황해 경제권역이 동북아 지역의 핵심 경제권역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

IV. 일반사업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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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외 해양수산거점 연구협력 사업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최재선

내부연구자 I 정명생, 조정희, 마창모, 김민수, 이지은, 이슬기

1. 연구목적
대
 양(지역) 거점별 해양연구를 통해 글로벌 진출 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대양(지역)별 해양환경 특성을 고려해 해양자원 확보, 해양안보 강화,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호 등 국익
달성을 위한 거점별·통합적 연구 수행
국
 제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통합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 대양(지역) 거점별 연구협력 센터를 허브로 하여 민·관 차원에서 상호의존적이며, 협력지향적인 해양 얼라
이언스(alliance) 구축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센
 터운영 및 국제행사 개최: 거점별 해양수산협력센터 운영 및 포럼·세미나 개최
공
 동연구추진 및 협의체 구성: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라스팔마스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콜로키움과 전문가 자문단 구성

2) 연구의 특징
글
 로벌 해양수산 주요이슈의 제기와 주도
대
 양(지역)별 거점 마련을 통한 해양자원확보 및 5대양 6대주 진출 전략 수립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거
 점별 해양수산 협력연구센터 운영
- 한·스페인 해양수산 협력연구센터 운영: 유럽과 아프리카 해양산업협력 및 진출의 교두보 역할 수행(기니
합작입어 가능성 타진 및 EU IUU 대응 방안 모색)
- 한·미얀마 해양수산 협력연구센터 운영: 한-미얀마 협력강화 및 상호 국부 창출 기여(머드크랩 양식 등
수산양식단지 개발 협의 등 수산부문 협력사업 추진)
- KMI·인니해양수산개발청 이행협정을 체결함
연
 구거점 설립 추진 및 MOU 체결
- 한-조지아 해양협력센터 및 한-러시아 해양협력센터 MOU 체결
- KMI-라스팔마스대학-부경대학 MOU 체결(수산양식협력 및 공동학위과정 설립)
- KMI-라스팔마스대학-한국해양대학 MOU 체결(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교육 및 공동학위과정 설립)
- 한·스페인 해양수산 협력연구센터-해양수산부 MOU 체결(서부아프리카 ODA 사업에 관한 상호 협력 )

9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I. 일반현황

국
 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한·라스팔마스 국제세미나 개최: 서부아프리카 진출 국내 수산업계의 위기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대서양 진출 기반 재건 및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
- 한국과 해양수산협력국가 간의 해양수산포럼 개최: 스페인(라스팔마스), 인도네시아, 미얀마
- 개도국 해양수산 역량 강화사업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대학생 해양수산 교육 훈련 및 수산양식 전문가·공무원

II. 2014년도 주요사업

초청 교육 훈련
국
 제협력사업 및 공동연구 추진
- 라스팔마스의 수산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제옵서버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라스팔마스를 불법어업
감시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KMI-OECD 간 연구협력의정서(LOI)를 근거로 공동연구 추진: 2030 해양산업을 주도하는 미래 해양경제
전망
- 국경없는 양식회 설립 및 세미나 개최: 수산 선진국 지원을 기반으로 저개발국가의 수산산업 발전을 지원,

III. 기본연구사업

글로벌 협력·협업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별·국가별 원조사업을 시행, 국경을 허물고 국가별로 보유한 최상의
양식기술을 협업하여 전수
-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라스팔마스대학교와의 공동연구 추진

2) 정책적 기여
국제 옵서버를 양성하여 해양수산부의 ‘서부아프리카 대서양 트롤 진출을 위한 과학조사’ 사업에 투입
EU의 예비 IUU국 지정에 대한 대응 및 국적선사 대책 마련

IV. 일반사업

3) 기대효과
대표적 글로벌 해양수산 연구기관으로서의 KMI 브랜드 가치 제고
- 아·태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미래 해양 전략을 선도하는 21세기 선진 해양 연구기관으로서의 KMI 대외
위상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전 지구적 해양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동연구 수행

V. 수탁용역사업

-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해양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주도
- 공동 협력 성과를 역내·외 해양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확산시키고 국제사회 해양 분야 주도권을 확보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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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해외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조정희

내부연구자 I 정명화, 장춘봉

외부연구자 I 리이팡, 조용준, 강형덕

1. 연구목적
주
 요 연안국을 대상으로 지역간 협력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수산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또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 시 대상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 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국
 내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K
 OICA 등 국제협력 기관과의 정책협의회 운영
국
 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
 제 공동연구 수행

2) 연구의 특징
K
 ORAFF 2014 라스팔마스 심포지엄 개최
- “Small scale fisheries in Africa” 라는 주제로 라스팔마스에서 심포지엄 개최. FAO, World Bank,
OECD를 비롯한 아프리카 수산 관련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아프리카 지역 소규모 어업의 현황 및 협력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류의 장을 마련함
K
 OSOPFF 2014 피지 심포지엄
- “Sustainable Development of Ocean and Fisheries in the South Pacific”이라는 주제로
피지에서 심포지엄 개최,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내 유관기관, 남태평양 정부 수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
- 한-남태평양 지역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양측의 협력 네트워크의 공고화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짐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K
 ORAFF 2014 라스팔마스 심포지엄
- 한-아프리카 수산 전문가 네트워크 공고화
- 아프리카 소규모 어업에 대한 쟁점 논의를 통해 향후 구체적인 협력 사업 도출 기대
K
 OSOPFF 2014 피지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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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태평양 도서국의 인적 네트워크 공고화
- 남태평양 수산 현안의 협력방안에 관한 의견 수렴
2
 014 공동연구사업
- MOU 체결 기관과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 협력관계를 구축
함으로써 아프리카 및 남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거버넌스 이슈, IUU 어업현황 관련 정보 및

II. 2014년도 주요사업

데이터를 수집함
- 특히 세네갈 시범바다목장 사업 타당성 연구조사는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사안을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유기적인 노력의 일환임

2) 정책적 기여
우리나라 원양 조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수요 기반으로 수산분야 프로젝트를 발굴 및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III. 기본연구사업

특히 2014년에는 ‘KMI-라스팔마스 해양수산협력센터’ 개소를 통해 향후 실질적인 수산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함

3) 기대효과
아프리카 소규모 어업, 남태평양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관련 주제에 대해 해당 지역 전문가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양 지역의 실질적인 협력 수요 확인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교류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KICCOF) 등 다양한 협력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현지 참석

IV. 일반사업

범위의 확대 및 행사 개최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
‘책임있는 조업’ 등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관련 거버넌스 논의 주도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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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양관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남정호

내부연구자 I 최지연, 장정인, 정지호, 임종서

1. 연구목적
우
 리나라 연안관리 정책 수립·집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안관리 종합 지원시스템 구축
- 연안용도해역 및 해역기능구 지정,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연안정비사업 실시,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등
연안관리 제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기술적 지원 수단 마련 필요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미
 국, 캐나다, 동아시아 국가 전문가가 참가하는 국제 교육프로그램 및 워크숍 개최
해
 양생태계 분야 외부 전문가와 공동 연구 수행

2) 연구의 특징
국
 외 연안·해양 공간관리 수단을 국내 전문가에게 소개·교육
한
 국에 적합한 연안·해양 공간관리 수단 개발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활용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국
 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목적: 2013년 구축한 국내 해양생태계 서비스 연구 네트워크의 지속적 운영으로 KMI 및 우리 정부 위상
강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연안공간관리 Tool개발 시사점 도출 등
- 참석국가 및 기관
: PEMSEA, China(COMI), Japen(OPRF), Vietnam(VASI), Philippines, Indonesia, Cambodia,
Vietnam, Natural Capital Project (Stanford University), PacMARA, etc
국
 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
- 목적: 국내 연구자, 전문가, 학생, PEMSEA 국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간관리 Tool 교육훈련
- 교육훈련 내용
: 캐나다 PACMARA와 미국 Natural Capital Project 소속 전문가 초청 연안공간관리 분석 수단인
Marxan, Marine InVEST 교육·훈련
: 한국의 해양생태계 기반 해양공간관리 Tool에 대한 교육·훈련
공
 간관리 Tool 개발 관련 네트워크 확대
- 목적: 미국연안학회(TCS) 및 하구복원학회(RAE) 공동컨퍼런스 참여·발표, 해양건강성지수(OHI) 연안공간
관리 활용 타당성 검토 협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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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연안적성평가, 침식관리사업 등의 내용을 학회에서 발표, 미국 Conservation International과
OHI관련 협력회의
해
 양생태계서비스 전문가 연구네트워크 운영
- 목적: 2013년 구성한 해양생태계서비스 전문가 연구네트워크(MESRN Korea) 활성화
- 내용: 연구네트워크 강화 및 한국형 공간관리 Tool개발

II. 2014년도 주요사업

우
 리나라 적용 가능 공간관리 Tool 시범개발
- 목적: 해양생태계 기반 연안공간관리 Tool 시범개발
- 내용: EMERGY 개념과 국내 해양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경기만 대상으로 개발 타당성 평가
- 참여기관: 부경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과 공동 개발

2) 정책적 기여
우리나라 연안관리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안·해양 공간관리 국제 교육프로그램을 개최하여

III. 기본연구사업

과학에 기반한 연안관리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기여

3) 기대효과
동아시아해의 생태계가치평가와 공간관리를 연계한 연안공간관리 수단의 자체개발과 확산 등으로 KMI의
독자적 연구 브랜드 강화
아시아 지역 해양생태계 서비스 가치 산정 및 연안공간관리 수단(tools)개발을 위한 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주도권 확보 기반 마련

IV. 일반사업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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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연구사업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이성우

내부연구자 I 송주미, 김은우, 김세원, 민경창

1. 연구목적
해외 화주기업과 연계성 강화, 현지 정보 제공, 해외진출 컨설팅 제공 등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중견물류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우리나라 중견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 역량 제고 지원을 통한 현지 리스크 해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안전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중견·물류기업의 정의,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십 형태, 기업 비즈니스 모델 등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및 자료수집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수요조사 등 설문조사 실시
중견·중소 물류기업 대상 워크숍, 세미나 개최로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2) 연구의 특징
중
 견 · 중소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로 해외정보 조사 및 지원, 컨설팅 서비스 제공, 국제협력
네트워크 등을 지원
- 국외 우리나라 기업 물류협력 체계 구축 연구 진행 및 특정 지역의 주요 화주·물류기업 정보 제공, 해외 신규
물류사업 동향 및 추진 현황 조사 진행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중
 견·중소 물류기업의 전문물류서비스시장 진출 전략 연구
- 중견·중소 물류기업의 전문물류서비스시장별 진출 수요 및 우선 순위, 진출사례 조사
- 우리 중견·중소 물류기업의 핵심역량 분석 및 전문물류서비스 틈새시장 진출 전략과 정책 제언 도출
중
 국내 범한상 물류체계 구축전략 수립 연구
-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에 적합한 공급사슬 모델 및 비즈니스 모델 제시
- 중국 진출 화주-범한상 물류기업 얼라이언스 활성화 방안 제시 및 정책 제언 도출
국
 제물류디렉토리 구축
- 중국 동북3성 화주 및 물류기업 디렉토리 구축
- 7개 산업군(물류·기계·도소매·방직·식음료·자동차·전자산업)에 걸쳐 한국 기업 151개사, 중국 현지 및
외국 기업 1,663개사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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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전문물류서비스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 국내 물류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중량화물 및 UN조달 물류시장에 대한 동향 정보 제공
중
 국시장 진출전략 워크숍 개최
- 중국 실전 물류 비즈니스에 필요한 노하우 및 전문지식 제공
해
 외 에이전트 운영

II. 2014년도 주요사업

- 남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 등의 신규 물류사업 동향 및 추진 현황 조사

2) 정책적 기여
중견·중소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중견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 역량 제고 지원을 통한 현지 리스크 해소, 비즈니스 모델 확보를 통한 안전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

III. 기본연구사업

3) 기대효과
국내 물류시장의 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함으로써 국내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가능
- 국내 물류기업들의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화주·물류기업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가능
중견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가능
-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점유율 확대 및 이를 통한 해외 진출 국내 제조·건설·자원기업 등에 대한

IV. 일반사업

수준 맞춤형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적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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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해양수산부문 남북협력 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박성준

내부연구자 I 홍성걸, 이성우, 윤인주, 민경창, 김주혜, 이하림, 김은미

1. 연구목적
정부 추진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현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남북협력 방안 제시
- 정
 부 정책 역점사항인 통일 및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 방안
해양수산 각 부문별 현황 조사·분석 및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및 추진방안 제시
- 수산, 해운항만물류, 해양정책의 여건검토 및 AHP 조사를 통한 중점추진 과제 선정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문헌 및 자료 조사, 전문가 면담,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국내·국제 세미나 개최
설문 조사 및 AHP 조사 실시, 남북 해양수산 TF팀의 구성·운영
연구진의 해외 파견, 해양수산부 및 기타 유관 부처와의 정책 협의

2) 연구의 특징
해
 양수산 제 부문의 결합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남북협력 계획의 수립 지향
- 각 부문 연구진이 참여하는 남북 해양수산 TF팀을 통해 중점과제의 선정과 추진방안 체계화 추진
F
 AO, 미국 EWCW 등과의 협력을 통해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
- 국제기구,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통일준비 지향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기
 획연구 보고서(「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북한 개발협력 중점과제」) 발간
- 정부역점 사항인 통일 및 북한 민생인프라 개발(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과 연계)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세부 부문의 중점과제 선정(3대 부문 15대 과제), 해양수산 분야 남북 협력 비전 및 목표 제시, 중점과제의
추진 방안 제안
-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AHP 조사 실시, 중점과제 선정의 객관성 등 확보
F
 AO-KMI(북한 수산양식 부문 기술협력) 국제 공동연구 추진의 토대 마련
- FAO 현지조사를 통한 북한 양식현황, 종묘배양 실태, 종묘배양장 적정 모델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위탁 연구사업 추진
K
 MI-EWCW간 한미 국제공동 연구(「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따른 북한 해양수산 개발 공동연구」)
일환으로 연구진 해외 파견
- 2기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따른 대북 해양수산 개발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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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EWC 워싱턴)에 미국 동북아 외교, 주요국 대북정책, 미국 해양정책의 동향 파악을 위한
연구진 파견
각
 종 세미나 및 정책협의회 개최
- 2014 남북 수산협력 세미나(’14. 3. 20)/주제: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남북 수산협력 활성화
- 북방물류 및 남북물류 협력 공동세미나(’14. 11. 21)

II. 2014년도 주요사업

- 유관 부처 정책협의회(’14. 9. 30) 등

2) 정책적 기여
남북 해양수산 TF 활동을 통한 정부정책 지원
- 해양수산부 ‘남북협력 마스터플랜’ 수립 활동 지원 빛 정책수립 기초자료 지원
- 통일부, 통일정책연구회(통연협), 비전코리아프로젝트 자문회의 발표
기획 보고서를 통해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 정책 판단 자료 지원

III. 기본연구사업

3) 기대효과
정
 부 역점 사업 ‘통일 준비’의 해양수산 분야 정책 수립 및 사업 진행 촉진
- 통일부 나진-하산 시범물류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확대의 토대를 마련
- 기획 연구, 정책협의회를 통해 해수부와 통일부 등 유관 부처간 네트워크 구축
통
 일 준비에 대한 국제 사회 인식 증진 및 국제 협력 활성화
- FAO-KMI 국제 공동연구의 실현 토대 마련

IV. 일반사업

- 정부 중시 국제협력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수행 여건 개선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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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사업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한반도·극동러시아 공동발전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12개월)
연구책임자 I 최재선

내부연구자 I 이성우, 송주미, 윤인주, 김세원, 김은미

1. 연구목적
극
 동러시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향후 물류인프라 구축과 자연보존
및 환경관리, 지역개발, 농업분야의 정부정책을 지원하고, 극동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협력 전략을 마련
한
 국·러시아를 비롯한 동북아 국가 간의 교류 확대 및 경제 협력을 통해 극동 러시아 및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협동연구: 국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극동러시아에 대한 협동연구를 실시
연구관련 사업 실시: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 정책토론회, 환동해 국제세미나 등 개최를 통한 동북아 지역
연구기관 및 전문가 간 협력 플랫폼 마련

2) 연구의 특징
극
 동러시아지역 및 동북아에서 한·중·일·러간 국제협력 방향 제시 및 북방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협동연구 및 세미나 등 개최
극
 동러시아지역에 대한 물류, 지역개발, 농업, 환경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실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제
 1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제4차 한러극동포럼)
- 일시: 2014. 4. 21(월) ~ 23(수)
- 장소: 현대호텔 다이아몬드홀, 블라디보스토크
- 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 참석: 한러 각 연구기관 및 전문가, 청중 등 100여명 참석
한러 해양수산 협력모델 개발 워크숍
- 일시: 2014. 8. 13(수) 15:00 ~ 17:30
- 장소: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챠트카
- KMI 연구진, 한국기관 출장자 및 러시아 현지전문가 초빙 주제 발표 및 토론 진행
- 참석자 약 25명 (한국측 약 10명, 러시아측 10~14명)
부산시, 한겨레, KMI 공동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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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4. 11. 19(수) ~ 11. 20(목)
- 장소: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그랜드볼룸
- 주최: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부산광역시
- 주관: 한겨레평화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후원: 한겨레신문사,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재단

II. 2014년도 주요사업

- 주제: “아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아시아는 가능한가”
- 참석자 약 200명 추산
협동연구사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동러시아 물류시장 진출방안(기업 진출 사례 중심)
- 국토연구원: 극동러시아 지역개발을 위한 한·러협력 추진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극동러시아 농업개발을 위한 한국의 해외농업개발 추진 방안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개발을 위한 환경관리정책 및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III. 기본연구사업

2) 정책적 기여
자원수송을 비롯한 통합적 물류인프라 구축과 환경관리, 지역개발 및 농업분야의 협력을 통해 극동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협력전략을 마련
2014년에는 동북아시아, 특히 극동러시아 지역에 대한 기초연구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심화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IV. 일반사업

3) 기대효과
극동러시아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수행 및 현지 주요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내 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확대 및 활성화
동북아에서 다자간 상호협력 및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생 번영을 위한 협력 전략 제안을 통한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 및 긴장 완화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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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탁용역사업

화성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연구수행 기간 I 2012. 4. ~ 2014. 2.
연구책임자 I 윤성순

연구자 I 목진용, 최지연, 정지호

연구의 필요성
 성시는 연안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우수한 연안 생태계를 건강하게
화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연안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적인 연안관리 목표, 전략,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성시 관할 연안에 대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연구내용
화성시 연안관리 실태 분석, 연안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설정,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연안관리 세부 목표 및 전략 제시

주요 연구결과
화성시 연안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안용도해역 및 해역기능구 지정
- 이용해역 56.38㎢, 특수해역 4.81㎢, 보전해역 74.21㎢, 관리해역 221.53㎢
- 해수욕장구 0.70㎢, 항만구 21.48㎢, 항로구 32.56㎢, 어항구 4.87㎢, 해양수질관리구 60.84㎢,
해양조사구 0.79㎢, 어장구 74.63㎢, 해양생태보호구 1.38㎢, 경관보호구 15.01㎢
화성시 자연해안 보전을 위한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 자연해안관리 목표량: 바닷가 73,964㎡, 해안선 10,137m, 조간대 52,003,360㎡
연안관리 세부 목표
- 갯벌복원사업 추진, 연안경관정비사업 실시, 기후변화 대응사업 실시, 연안침식 대응사업 실시, 연안관리 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연안이용·관리 협의회 구성, 운영 등

정책 기여실적 또는 제언
 성시 연안관리지역계획(안) 마련
화
 민공청회, 경기도 지역연안관리심의, 관계기관 협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지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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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제안서 평가 및 타당성 검토
연구수행 기간 I 2012. 9. ~ 2014. 1.
연구책임자 I 김근섭

연구자 I 김형태, 김형근, 이주원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간사업자인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을 제안함에 따라
민
「항만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의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

II. 2014년도 주요사업

연구목적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제1차(2011～202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2012.4)(이하 「기본계획」)」의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재개발 계획과의 부합성 여부,「항만법」 제54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의 적정성 여부 등 본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사업제안서 검토
재무계획 검토
관리·운영 및 마케팅 계획 검토

주요 연구결과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재개발사업 개발방향과의 부합성
IV. 일반사업

자금조달 능력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능력을 충분히 보유했는지에 대한 여부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토지보상비
정부지원금 요청 내용 및 규모의 적정성

정책 기여실적 또는 제언
V. 수탁용역사업

 천항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
인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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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탁용역사업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모델 구축(1차년도)
연구수행 기간 I 2012. 11. ~ 2014. 11.
연구책임자 I 정명생

연구자 I 김봉태, 임경희, 이상건

연구의 필요성
 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영향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기
발생 빈도가 증가
 히 수산업은 기후 의존적 산업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실제 해양생태계에
특
변화가 나타났거나 어획되는 어종과 어획량 변화가 보고됨
 산부문에 있어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기후변화 영향평가 모델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대책
수
마련 필요

연구목적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모델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

연구내용
국내외 기후변화 영향평가 모델 비교 및 기후변화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생물경제모형을 이용한 수산부문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인식도 조사 및 국외 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 사례 분석
수산부문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통한 수산부문 기후변화 적응체계 및 대응전략 수립

주요 연구결과
기후변화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생물경제모형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어종별 경제적
효과 분석 실시
기후변화 어업인 인식도조사 및 국외(EU,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 시사점 도출
수산업 기후변화 취약성(지역별, 업종별) 평가를 기초로 부문별 기후변화 대응전략 마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후변화 대응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기
수산부문 기후변화 부문별 대응 전략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목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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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바닷가 실태조사, 지적현황 측량 및 관리유형 분류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3. ~ 2014. 1.
연구책임자 I 신철오

연구자 I 박수진, 육근형, 정지호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랫동안 지속되었던 개발 위주 정책으로 인하여 연안의 난개발과 이용이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연안환경이
오
훼손되고 연안생태계가 황폐화되고 있어 연안관리에 있어서 문제점과 더불어 필요성이 대두
 양에서 바닷가 공간은 육상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해양환경과의 완충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경제적
해

II. 2014년도 주요사업

활용가치가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
 라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전국 바닷가의 상태를 확인하고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반을
따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연구목적
2
 012년 및 2013년 바닷가 실태조사 및 지적현황 측량 사업대상 지자체(사천시,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창원시, 부산시, 울산시)에 대하여 토지등록을 위한 평가, 지적공부등록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신규등록

III. 기본연구사업

추진 및 바닷가 종합관리계획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바닷가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서 작성 및 지자체 교육,
경기·인천지역 모니터링 수행

연구내용
바닷가와 포락지에 대한 유형별 지적측량 및 이용 실태조사
 안완충공간 지정을 위한 조사와 분석 수행
연

IV. 일반사업

 닷가 관리 유형 분류
바

주요 연구결과
통영시, 거제시, 창원시 일원 바닷가 360개소, 총 611,777㎡에 대한 조사 및 유형분류 실시
인천, 경기지역 34개소 1,264,425㎡에 대한 도면 및 영상분석 수행
포항 도구 바닷가에 대해서 연안완충구역으로 시범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V. 수탁용역사업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정하고 체계적인 연안관리의 기반 마련
엄
 적관련 정보가 구축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빈지’로 불리며 무분별한 개발과 점유·이용의 대상이었던 바닷가
지
공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양환경보전을 위한 연안완충구역 도입 및 관련 기초 자료 제공
해
 전 바닷가에 대해서 연안완충구역 설정을 위한 대상지 편입
보
 닷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일부 바닷가에 대해 국유재산 편입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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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육상 및 해면 양식어업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한국의 발전경험 소개 및 정책 자문
연구수행 기간 I 2013. 5. ~ 2014. 5.

연구책임자 I 홍현표

연구자 I 류정곤, 한덕훈, 문석란

연구의 필요성
사우디아라비아의 양식생산량과 양식품종 수가 최근 크게 확대되면서 산업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육상 및 해면 양식어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사우디 양식분야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기관들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사우디아라비아의 육상 및 해면양식 분야의 발전단계에 알맞은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의 양식어업관측
시스템(AMOS:Aquaculture Monitoring & Outlook System) 도입 경험과 그 구축 방안을 제공함
이를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양식분야 5개년 개발계획 및 실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정책목표의
달성, 수산물시장 활성화, 그리고 국제경쟁력 확보 등에 기여함

연구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수산업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매년 4.1%씩 성장했음. 이 중 어획과 양식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8%, 13.8%로, 최근 10년 동안 양식생산량이 급증하였음
한국에서는 2004년 1월 KMI에 양식관측센터(AMOS)가 설립되어, 수산 분야의 생산, 유통, 소비, 재고, 수출 및
수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음
AMOS 도입 이래 한국은, 생산자들이 관측정보를 통해 생산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통업자들도 유통정보(도매가, 소매가 등)를 활용하여 재고물량 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음

주요 연구결과
1982년에는 FAO의 도움을 받아 제다(Jeddah) 및 담맘(Dammam)에 Fish Farming Center(FFC)가
설립되었으며, 이 센터에서 양식기술연구와 인력양성에 힘쓰고 있음. 또한 향후 10개년 개발을 위해 새로운
품목(참돔, 농어 등)을 발굴 중임
 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수산업의 환경부문과 연안해역 관리를 통해 수산자원을 증대시켜 왔음. 또한 농업부
사
내에 독립부처를 두고 사업가 지원과 양식산업 촉진에 힘쓰고 있음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MOS 도입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함. AMOS를 위한 기본 조건과 기반시설 구축이 시급함
A
 존의 수산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의 통합을 적극 검토
기
 MOS를 농업 감시 및 관측시스템과 통합하는 가능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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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수변공간 활용방안 수립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5. ~ 2014. 5.
연구책임자 I 이종필

연구자 I 김형태, 이주원, 김영훈, 안영균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천항의 발전 및 항만노후화, 배후 도시(인천)의 팽창, 항만과 배후 권역을 잇는 물류체계의 비효율성으로로
인
인하여 항만과 도시간 갈등 증가, 항만관련 개발 계획의 지연, 항만 내 환경악화 등의 문제점 발생
 천항 전체의 관점에서 항만물류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상방안이 필요
인

II. 2014년도 주요사업

연구목적
 시와 단절된 인천항 임항지역 내 공간을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고 도시와 조화된 쾌적한 공간으로
도
재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천항 내 산재되어 있는 노후 및 환경저해(소음•분진 등) 항만시설물로 인한 각종 문제점 및 항만효율성 저하
인
원인을 파악하여 항만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천항 수변공간 활용방안(중·장기 계획) 마련
 천항 수변공간 활용 방안 및 추진로드맵을 제시하여 21세기형 항만-도시 발전에 기여
인

III. 기본연구사업

연구내용
 천항 환경 분석 및 현황 조사
인
 천항 수변공간 활용 관련 현안 및 쟁점사항 검토
인
 천항 수변공간 활용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및 검토
인
 변공간 조성 관련 국내외 사례 및 제도 조사
수

IV. 일반사업

 천항 수변공간 활용방안 구상
인
 변공간 활용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및 로드맵 구상
수

주요 연구결과
 본(요코하마항), 독일(하펜시티), 미국(샌패드로항)을 중심으로 수변공간 활용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일
기능재배치, 토지이용, 경관, 환경 및 기반시설 등 중장기 인천 수변공간 활용 조성 모델 도출

V. 수탁용역사업

 변공간에 대한 공간적 정의와 항만 기능의 재정립, 물류흐름(항만~도시~화물의 기종점 지역)의 개선,
수
친수시설의 도입, 항만 및 인접지역 개선, 항만내 환경개선 등 개선방향 제시
 변공간 조성의 사업추진방안, 사업추진 타당성 등 상세추진 로드맵 구축 및 구상(안)의 구체화를 위한
수
시행과제 도출, 인천항 장기비전 및 목표수립 정책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고려사항 도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합적 차원의 항만(인천항)-도시(인천시) 공존 번영을 위한 공간 재창조 방안 제시
종
 천항 수변공간 활용 및 추진로드맵을 제시하여 21세기형 항만-도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구축에 기여
인
인천항 운영방안 개선 및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제시를 정부의 체계적인 ‘인천항 수변공간
조성’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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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수행 기간 I 2013. 5. ~ 2014. 3.
연구책임자 I 이승우

연구자 I 정명생, 이헌동, 박상우, 고민규

연구의 필요성
 TO-DDA,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시장개방과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어촌지역은 대외 여건에
W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어 창조경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에 있음
 양수산부 부활 어촌·어항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어촌경제 활성화 추진 필요
해

연구목적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은 어촌·어항의 여건변화에 대응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어촌 건설’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어촌·어항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제1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어항의 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의 실태를 조사·분석함
어촌의 비전, 목표 및 정책방향을 통하여 어촌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추진전략을 도출하여 각
추진전략별 정책과제, 추진과제, 그리고 세부사업을 제시함
전략과제별 투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효과를 분석하고,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함

주요 연구결과
 촌 경영여건 악화의 악순환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소득구조 개선 대책이 필요하며, 어촌의 열악한 생활기반
어
시설 및 복지 서비스 향상 대책 마련 및 지원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
 촌·어항의 SWOT로서 강점(어촌의 유무형 잠재적 가치,어촌·어항의 고유성과 차별성), 약점(낮은 삶의 질,
어
어촌인구의 노령화, 어촌경영 및 전문인력의 부족), 기회(어촌관광의 다변화와 지속적인 수요 증가, 수산물의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위기(시장개방 및 경제통합에 따른 어촌경제 위축, 어촌공동체 내외부의 갈등
심화) 등을 제시함
 촌비전으로 ‘국민 행복과 수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어촌’으로 설정하고, 정책목표는 ‘살고 싶고 부유한
어
어촌 키우기’와 ‘가치있고 안전한 어항 만들기’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함. 정책목표별로 각각 두 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각 전략별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략과제의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와 어촌·어항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어촌·어항발전
전
실천계획을 추진하는 데 기여함
 앙정부의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정부가 추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의
중
수립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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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5. ~ 2014. 6.
연구책임자 I 장원근

연구자 I 한기원, 김형철, 좌미라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부산연안은
전국 평균 수준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연안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점차 수질 악화의
우려가 증가
이에 2012년까지 부산연안 오염총량관리 도입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별관리해역 중 수영만 지역부터

II. 2014년도 주요사업

우선적으로 총량관리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정

연구목적
 괄 연구사업(주관기관: 부산발전연구원)의 목적은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을 위한
총
과학적·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는 총괄사업의 위탁연구로 부산연안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본방침(안) 및 기술지침(안) 마련을
본
목적으로 함

III. 기본연구사업

연구내용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토대가 되는
기본방침(안)을 제시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의 과학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기술지침(안) 제시
- 기상, 수자원, 하천 등 당해지역의 환경자료 조사방법을 규정하고, 생활계, 축산계 등 오염원별 조사방법,

IV. 일반사업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등을 규정
- 수질모델 선정원칙, 모델링 방법, 보정 및 검증 방법 등을 규정

주요 연구결과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안)’을 작성하여 제시함
- 연구기간 중 통합 기본방침이 고시됨에 따라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해양수산부훈령 제

V. 수탁용역사업

74호, 2013.5.31. 제정)을 부록으로 병행 제시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앞서 시행한 마산만 및 시화호 사업의 기술지침을 참고하여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에적합한
연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안)을 도출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안)을 제시하였으나, 통합 기본방침 수립으로 인해 모든
총량관리 대상해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합 기본방침을 사용 예정
- 부산연안의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시행하는 데 통합 기본방침이 적합한지 충분한 검증을 통해 향후
점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야 함

기술지침(안)에
기반하여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총량관리를 시행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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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크루즈 육성 특별법 제정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6. ~ 2014. 4.
연구책임자 I 황진회

연구자 I 홍장원, 박수진, 강수미, 안영균

연구의 필요성
세계 및 아시아 지역의 크루즈 산업 성장에 대비한 국내 대책 필요
국내 크루즈 산업 여건은 여전히 불비하고, 특히 법률 정비가 시급한 실정
국정과제인 ‘국적크루즈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 필요

연구목적
입법 필요성 및 입법 체계 제시
크루즈 산업 관련 현황과 문제점 분석
법률안 제시
- 총칙, 실체규정, 부칙 등 법률 구성 체계에 근거한 (가칭) 국적크루즈 육성 특별법안 마련
- 유사입법사례, 관련법률 검토 등
- 제정 법률안의 설명자료 작성

연구내용
 내외 크루즈 산업 동향
국
 루즈관련 특별법 입법 필요성 및 입법 체계
크
 루즈 산업 육성 법령 정비방안
크
 루즈 산업 육성 법령(안)
크

주요 연구결과
국내외 크루즈 시장
- 세계 크루즈 시장은 세계 관광시장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크루즈 수요가 매년 10% 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 크루즈선의 입항 횟수 및 크루즈 승객 수는 견조한 증가세를 보임
크루즈관련 특별법 입법 필요성 및 입법 체계
- 그간의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 육성정책은 법률 및 인프라 등의 문제로 한계를 보임
- 법 이론적인 측면에서 특별법 제정의 문제점도 있으나,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의 경우 사회 변화에 따른 특별한
법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 산업 출현에 대응하고, 한시적으로 특례를 규정할 필요 경우 등으로 크루즈
산업의 경우 이들 요건에 해당함
크루즈 산업 육성 법령 정비방안 및 크루즈 산업 육성 법령(안)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기여
크
 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정책 개발에 기여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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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해양지중저장 국내 실용화 기반 구축 정책개발연구(3)
연구수행 기간 I 2013. 4. ~ 2014. 3.
연구책임자 I 윤성순

연구자 I 황기형, 목진용, 박수진, 육근형, 김경신, 장정인, 안용성, 박희망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ost-교토 시대를 대비하여 2020년도 주요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체계에 참여하는
P
새로운 기후변화체계 설립에 대응
 O₂ 해양지중저장 추진계획(’10.10)에 의거하여 국내 CO₂ 해양지중저장 실용화 기반구축을 위해 필요한
C

II. 2014년도 주요사업

법제 마련과 정책개발

연구목적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CO₂해양지중저장 실용화 제도 기반 마련
CCS 해양지중저장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국가 정책 지원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O₂ 해양지중저장 실증 및 실용화를 위한 법률(안) 보완, 시행령 등 법률 체계 정비
C
 CS 관련 선진국의 법률 비교 분석
C
 장소 건설 및 운영에 필용한 재원 조달 방안 검토
저
 장소 운영 기관 구성 검토
저

주요 연구결과
IV. 일반사업

 O₂해양지중저장 실증 및 실용화를 위한 법률(안) 보완, 시행령(안) 작성, 시행규칙 구성(안) 제시
C
 CS 선진국인 영국과 노르웨이의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CCS 국가별 보고서 제작(2012년에 호주 및 독일에
C
관한 보고서 제작)
 부 재원 조달 방안의 일환으로 (가칭)해양지중부담금 신설 제시
정
 장소 운영기관 구성 검토의 일환으로 해외 CCS 운영기관 사례 [Tomakomai 실증 프로젝트(일본), Future저
Gen 2.0 프로젝트(미국)] 분석 및 운영 방향 제시

V. 수탁용역사업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O₂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안) 개발
C
 CS 국가별 보고서 발간·배포(영국, 노르웨이)
C
 후 상용화를 대비하여 2016년 이후 추진 예정인 CCS 해양지중저장 실증 프로젝트 단계에서부터 기술습득
향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및 운영 노하우 축적을 위한 해양의 공공기관 참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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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등 해양영토 강화를 위한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연구수행 기간 I 2013. 6. ~ 2014. 2.
연구책임자 I 박영길

연구자 I 박지영, 김주형, 심경민, 이현경, 이창열, 최지현, 김윤화, 최영석

연구의 필요성
 변국과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 우리의 해양영토 확보를 위해 해외 네트워크 유지·강화 방안 마련
주
 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해양정책 역량 강화
해

연구목적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 및 연구를 통한 국내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해양법 분야에서 저명하거나 국제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양경계획정 협상 관련 주요 의제
연구 및 대응논리 개발

연구내용
해양영토 관련 국제학술회의 개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영토 관련 동향 파악
해양경계획정 협상 관련 의제 연구 및 대응논리 개발

주요 연구결과
대륙붕의 법적 쟁점과 주요 현안을 주제로 성공적인 국제학술회의 개최
해외 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한국 해양과 밀접한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해양정책 수립에 참고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외 전문가들과의 친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해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국의 해양영토 강화 정책은 단계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중요
중
조치들을 예상하고 대응책 마련
해양경계획정 협상 관련 의제 연구 및 대응논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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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체계 개선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연구수행 기간 I 2013. 7. ~ 2014. 4.
연구책임자 I 조정희

연구자 I 류정곤, 김대영, 이정삼, 남종오, 이정미, 황규환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식어장은 「어장관리법」에 따라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양
가지고 있지만, 어업현장에서는 동 법에 근거한 어장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면 미래 수산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양식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증대시킬 수 있는 어장환경을
반

II. 2014년도 주요사업

보전·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라서 우리나라 양식어장 이용· 관리체계를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객관적인 어장관리체계를
따
구축하고, 아울러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운영 실태를 분석·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전국 양식어장의 환경실태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할 수 있는 선제적 어장관리

III. 기본연구사업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내용
어장 이용관리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요 선진국 어장관리 정책 분석
주
 장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 및 협력적 어장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안
어

IV. 일반사업

 장관리 관련 법령 개정 초안 및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안 제시
어

주요 연구결과
 안어장의 환경실태 조사·평가 및 어장환경 개선 계획, 어장관리해역 및 어장관리특별해역, 어장환경모니터링
연
시스템 구축, 어장정화 ·정비 등 정책수단 및 규정 등이 수립되어 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V. 수탁용역사업

 외 사례를 보면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해양환경 기준에 의하여 양식어업인들이 어장환경 생태관리에 노력
해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과학적인 조사 및 결과에 너무 의존하는 관리기준보다는 단순하면서도 어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
 장관리는 개체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에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
어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학적 어장관리 개선 및 평가 체계 구축의 기반 조성 필요
과
 해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형 어장관리 인프라 구축 필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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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 지정수면 관리 및 어장정화 개선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7. ~ 2014. 3.
연구책임자 I 최성애

내부연구자 I 강종호, 한광석, 박상우, 박동규

외부연구자 I 김도훈

연구의 필요성
 산자원관리법에서 지정·관리하는 다양한 수면을 둘러싸고 갈등 유발 및 관리 소홀 등으로 효율적 관리가
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안의 어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장정화사업에 대한 효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지자체에서는
연
어장정화사업을 기피하는 등 어장정화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연구목적
 태계 기반 관리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지정수면의 중장기 효율적 관리계획 방향 제시
생
 식어장정화사업의 효율적 효과분석을 위한 평가지침 개발
양

연구내용
 정수면의 관리 실태 및 문제점
지
 내외 선진사례연구
국
 태계 기반 관리 이론 및 적용사례 검토
생
 정 수면(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지역주민 설문조사
지
 장정화사업 실시현황 및 문제점
어

주요 연구결과
 태계 기반관리(자원 및 환경관리) 방안 및 중장기 추진 로드맵
생
 도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안)
제
 식어장 정화사업 효과 평가지침(안) 개발
양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세계적 추세인 생태계 기반 관리로 지정수면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 관리 가능
전
 경 및 자원 등 민감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연안 해역의 효율적 관리 정책수립 및 추진에 기여
환
 책사업인 어장정화사업의 효과측정 가능
정
 자체의 어장정화사업 참여 활성화 기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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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하역장비 성능평가 및 상하역 작업장 설계기술 개발
연구수행 기간 I 2013. 5. ~ 2014. 8.
연구책임자 I 김우선

연구자 I 최상희, 이연경, 강무홍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게차를 이용하여 트럭 적재함이나 컨테이너에 파렛트 화물을 하나씩 상하역하는 방식은 많은 시간이 소요
지
되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
 괄 상하역시스템은 제어기술, 첨단 검측 기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

II. 2014년도 주요사업

개발되어야 하는 첨단 기술 분야임

연구목적
파렛트 화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차/하차 작업과 안전한 취급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괄 상하역시스템 시뮬레이션
일
 류센터 대안별 일괄상하역 작업장 설계기준 수립
물

주요 연구결과
 뮬레이션 표준 Data-Set 개발
시
 체지향 시뮬레이션 로직 설계
객
 체 스키마, 대기메커니즘, 객체기반 통계량 설계
객

IV. 일반사업

 영시뮬레이션 개발
운
 스템 구조 배치, 동선체계 기준 개발
시
 요장비 및 성능기준 개발
소
 계기준서 작성
설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V. 수탁용역사업

 괄 상하역시스템으로 작업효율성 향상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일
 전한 일괄 상하역시스템을 통한 사고발생 감소 및 작업여건 개선
안
 베이어시스템, WMS, TMS 등과의 연계를 통한 물류관리 효율성 향상
컨
 럭의 대기시간 감소, 냉장/냉동 창고의 냉기손실 감소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로 저탄소
트
녹색성장 기여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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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연구수행 기간 I 2013. 6. ~ 2014. 12.
연구책임자 I 이종필

연구자 I 김형태, 길광수, 전찬영, 김형근, 심기섭, 이종필, 이주호, 이민규, 이언경, 김은수, 김정현, 이기열, 안영균, 송민호, 이주원, 김영훈

연구의 필요성
 만물류여건의 변화와 신패러다임 시대의 도래
항
 장기적 관점에서 부산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적 추진전략을 도출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함과
초
아울러 단계별 정책추진과 대안의 발굴 필요

연구목적
 연구는 부산항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글로벌 물류허브항만으로 비상할 수 있는 전략과
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
 산항 개발 및 운영여건 변화와 장기비전
부
 산항 2040 개발 수요 전망
부
 산항 2030 발전 추진 전략
부
 산항 개발의 효과 분석 및 사업추진방안
부
 합발전계획 추진 로드맵 및 정책제언
종

주요 연구결과
 산항 북항 기능 정립 방안 제시
부
 산항의 기능 일원화 방안 제시
부
 산항의 환적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부
 만관련산업 유치 방안 제시
항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부산항의 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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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영토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7. ~ 2014. 8.
연구책임자 I 남정호

연구자 I 최지연, 황기형, 목진용, 장정인, 박성준, 정지호, 최지현, 박수진, 윤인주, 임종서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N 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해양의 실질적 관할범위 확대(12해리→200해리)에 따라 우리 관할해역을 둘러싼
U
동북아 해양관할권 확보경쟁 치열
 가 해양영토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EEZ 포함한 관할해역의 종합적 관리 강화
국

II. 2014년도 주요사업

연구목적
신 해양질서에 따른 우리 관할해역의 해양관할권 강화, 평화적 이용, 실효적 관리 등을 위한 기본구상과 실천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여 해양강국으로서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해양영토관리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추진전략별 주요 핵심과제 제시
해양영토관리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과제별 실천방안 마련

주요 연구결과
 리나라 관할해역을 둘러싼 국내외 동향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처한 위치를 파악하여 향후 5년간
우
지향해야 할 주요 비전 및 목표 제시

IV. 일반사업

해양주권(안보) 수호, 해양자원 관리, 해상안전 확보, 해양조사 및 과학기술 증진, 영해기선 관리, 국제협력,
해양 홍보 및 국민인식 제고 등 부문별 전략 및 과제 제시
과제별 재원확보 방안, 정책집행체계(기관 간 협력체계 포함) 및 관할해역 관리 · 실무위원회 운영계획안 마련 등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V. 수탁용역사업

 가 관할해역 관리 기본계획(안) 마련
국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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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바다목장사업 백서 집필
연구수행 기간 I 2013. 7. ~ 2014. 4.
연구책임자 I 류정곤

연구자 I 조정희, 이정미, 이지은, 황규환, 심현미

연구의 필요성
 다목장 시범사업은 국내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최초로
바
추진한 국가정책사업임
 998년 통영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5개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연안바다목장사업에 적용하는 등 효과가
1
있었으나, 바다목장사업의 기획에서부터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화된 자료 및 정보가 부재함

연구목적
5개 시범바다목장사업 완공을 계기로 동 사업의 도입배경, 필요성 및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 기록, 보존하여 향후 바다목장사업 추진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
연안바다목장사업 및 EEZ바다목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바다목장사업을 세계적인
모델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연구내용
시범바다목장 사업개요, 개념 및 유형, 해역 선정, 계획수립, 준공 및 사후관리
시범바다목장사업의 추진실태 및 성과

주요 연구결과
바다목장 사업이 도입된 필요성, 사업추진 배경, 시범바다목장 모델개발 과정과 적지선정 절차를 정리하고,
바다목장 사업 및 시범바다목장사업의 마스터플랜 및 추진전략 수립 과정 및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
5개 시범바다목장 사업별로 사업계획, 추진경과, 추진실적 및 경제적 효과분석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함으로써
각 시범바다목장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시범바다목장사업에 대한 성과를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바다목장 조성기술, 학제적 R&D 연구, 사회경제적
효과 및 연안바다목장사업으로 확대 측면에서 검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바다목장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 준공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해역별로 정리함으로써
추후 유사한 바다목장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함
바다목장사업에 대한 부문별 성과를 통해서 다양한 바다목장사업 추진에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함
우리나라 바다목장사업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자료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로
우리나라 바다목장사업 모델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향후 연안바다목장사업으로 확산뿐만 아니라 EEZ 바다목장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
동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우리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었던 바다목장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정책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바다목장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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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글로벌화 속에서 한일 수산업의 호혜 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와 방향
연구수행 기간 I 2013. 7. ~ 2014. 6.

연구책임자 I 홍현표

연구자 I 정명생, 김대영, 강종호, 안재현, 장홍석, 한덕훈, 장춘봉, Yuji Nakagawa,

Kazumi Sakuramoto, Toshio Takeuchi, Tadashi Tokai, Naoki Suzuki, Yutaka Nakai, Yasusi Harada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MI와 동경해양대 간의 지속적인 연구, 교류를 통해 양국 수산분야의 발전에 기여코자 함
K
 MI와 동경해양대학 양 기관은 양국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1월 MOU를 체결하고, 2012년
K
11월에 ‘2012년 한·일 수산분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음

II. 2014년도 주요사업

연구목적
양 기관에서 축적되어 온 한·일 수산업의 자원 관리, 어업 및 유통에 관한 연구성과를 세미나에서 공개, 논의
함으로써 양 기관의 향후 연구발전에 이바지함
수산관련 정책 제언을 통해서 한·일 양국의 수산업 발전에 공헌하고자 함
나아가 한·일 수산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여 양국간 협력 체제를 강화토록 함

III. 기본연구사업

연구내용
명태 및 참치 어종에 대한 어획, 가공 및 유통 등의 실태와 이슈를 중심으로 양국 전문가의 연구, 발표를 통해
양국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도출

주요 연구결과
 태가 한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으나, 어획이 거의 없고 연구도 적음. 일본도 명태를 수입하고 있으므로 상호
명
IV. 일반사업

연구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식에 대해 일본에서도 문제가 많음. 빌딩양식에 부가가치가 있다면 상호 협조가 필요함
양
 등어 자원 회복은 자원 분배, 어업 협업, 유통문제 등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며, 공동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고
일본의 유익한 경험이 한국에도 유용할 것임
 원량, 재난, 자원조건, 제도, 소비구조, 기업브랜드 전략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유통구조가 변화될 수 있음을
자
보여줌. 여기에서 많은 연구의 발굴 가능성을 보여줌

V. 수탁용역사업

 딩양식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적 성공, 경제성과 등에 대한 평가가 남아 있으나, 혁신적 생산 시스템을
빌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본 동경해양대학과 공동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양 기관 간의 국제협력 기반 구축 및 수산경제, 정책분야의
일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시너지 창출 효과
 요 수산 정보에 대한 공유 및 연구 네트워크 구축 강화
주
 태나 참치의 자원 관리, 어업 생산 및 유통에 관한 공동 연구의 조직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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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산업의 기초통계 정비보완과 발전전략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7. ~ 2014. 4.
연구책임자 I 고병욱

연구자 I 김태일, 이민규, 박문진, 장정인

연구의 필요성
 운항만물류산업의 국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업 정의와 범위에 대한 컨센서스와 기본통계가 미흡. 즉
해
산업 생태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초 경제통계의 생산이 필요
 선방안을 도출하여 국가통계 및 산업연관표 등에서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위상을 재정립
개

연구목적
 운항만물류 산업생태계를 정책당국자•산업종사자 등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통계를 정비•보완
해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연구내용
 운항만물류산업의 직접•전후방•유발 효과 업종 구분
해
 운항만물류산업의 산업지도 작성 및 국민경제 기여도 분석
해
 외 해운항만물류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
해
 운항만물류산업에 대한 국가통계 개선방안 및 미래전략
해

주요 연구결과
 행법 규정 및 현장연구를 통해 상향식(Bottom-up) 해운항만물류산업의 범위 재설정
현
 운항만물류산업의 산업지도 작성
해
 운항만물류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분석
해
 운항만물류산업의 국가통계 현황 및 개선방안 제시
해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Quantity)과 질(Quality)의 두 측면에서 이원화된 기초통계 정비•보완 방안 마련
양
 집단 정보 확보를 위한 통계청 및 국세청 협조체계 구축
모
 선적으로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우
 합적 조직 운영을 통한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위성계정 작성 추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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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북극해 진출방안 수립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7. ~ 2014. 5.
연구책임자 I 홍현표

연구자 I 장홍석, 마창모, 안재현, 엄선희, 정명화, 한덕훈, 문석란, 이미경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극해 해빙에 따라 북극해 수역으로의 어업 진출을 통한 해외수산자원 확보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됨에
북
따라 북극해 수역으로 수산업 진출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II. 2014년도 주요사업

연구목적
 극해 수산개발 현황 및 향후 전망 등 분석, 북극해 연안국과 이해 관련국의 북극해 어업정책 및 동향 파악
북
 극해 경제적 진출을 위한 액션플랜 수립 및 북극해 진출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기반 마련
북

연구내용
 극해 수산개발 논의동향, 우리나라 어업분야의 북극해 진출 가능성 분석
북

III. 기본연구사업

 리나라 수산관련분야의 북극해 진출 가능성 분석, 수산분야 북극해 진출을 위한 국내법 제도 정비 방안
우
 극해 경제적 진출을 위한 단계적 액션 플랜
북

주요 연구결과
 극해어장(협의)의 어획량은 약 360만 톤(2006년)으로 전 세계 해면어업어획량의 4.5% 수준으로 추정
북
되었으며, 머지않아 북극해 해역 관련 거버넌스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업분야 북극해 진출 가능성과 관련해 A5 국가들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해역으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어

IV. 일반사업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이들 어장에 대한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자간 수산협력, 다자간(국제수산기구) 협력이 필요함
 산물 유통, 가공, 양식 등 어선어업 분야를 제외한 수산관련 분야의 북극해 진출 가능성에 대해 북극해
수
인접국인 러시아, 노르웨이, 미국의 경우 어업위원회를 통한 양자어업협정의 활용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V. 수탁용역사업

 기적으로는 북극관련 이해관계국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북극해 진출시
단
실효성있는 사업들을 선정 및 추진 필요
 기적으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극해 수산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북극해 수역
중
수산자원 지속가능성과 국제협력체제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
 기적으로는 북극 수역의 효과적인 자원관리 성과와 국제협력 관계 구축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민간분야는
장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북극수역에서의 조업활동에 적극 참가

131
ANNUAL REPORT 2014

KMI

Ⅴ. 수탁용역사업

조선해양 분야 국제기구 대응을 위한 이슈 발굴 및 연구 용역
연구수행 기간 I 2013. 6. ~ 2014. 5.
연구책임자 I 이건우

연구자 I 김혜주, 반영길

연구의 필요성
 제해운산업의 관심이 운송경쟁력에서 친환경 및 안전으로 옮겨가는 패러다임 전환 중이고, 이에 적극적으로
국
대응하는 국가와 기업이 시장을 선도
 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IMO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와 시장으로부터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이
이를 선도할 필요가 있음
 박 운항의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현안인 SEEMP, EEOI, MBM 등에 대한 상황 검토 및 분석을
선
통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내 선박온실가스 국제규제관련 주요 이슈인 SEEMP, EEOI,
국
MBM 등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연구내용
 EEMP와 관련하여 IMO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S
 EEMP의 정량적 모니터링 방법인 EEOI를 대체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술 현황 파악 및 SEEMP 관련 예상
S
EEOI 활용방안 및 대응책 등을 모색
 국에서 제안한 MBM 시행을 위한 대안검토 및 MBM 시행시 대안별로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략적으로
각
분석

주요 연구결과
 내 외항선사 등을 대상으로 SEEMP 도입(비치여부) 및 활용실태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국
 내 표본 외항선박을 대상으로 SEEMP 및 EEOI 도입 전후의 연료소모량을 비교분석
국
 BM 제안국가의 주요 제안사항(GHG fund, ETS, SECT, EIS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미치는
M
영향을 계량화하여 제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내 외항선사의 SEEMP 선내비치는 100%이나, 이를 토대로 운항여부에 대해서는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국
것으로 나타나, SEEMP의 실효성을 얻기 위한 대안모색이 필요함
 EEMP 적용을 통한 선박온실가스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선박의 MRV(모니터링, 리포팅, 검증)과정이
S
선제되어야 함
 BM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IMO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MBM에 대한 동향파악이 가장 중요하며,
M
필요시 한국에 유리한 MBM 대안의 개발 및 제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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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특수하역 요율체계 개선 및 산정에 관한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7. ~ 2014. 3.
연구책임자 I 최상희

연구자 I 길광수, 전형모, 강무홍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행 POSCO 특수하역요금은 과거 1982년 요금산정 시 국영기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요금체계로
현
산정되어 왔으나 노·사간에 요금수준에 대한 이견이 지속적으로 발생
 에 노 · 사 · 협회의 협의(2013.3.8.)하에 1982년부터 사용되어 오던 특수하역요금에 대한 합리적 요율체계
이

II. 2014년도 주요사업

수립을 위한 특수하역요율수준 재산정 필요

연구목적
BTC 및 LLC 장비를 이용하는 포스코 철재하역 특수하역요금에 대해 실제 하역원가 분석을 통한 합리적
요율체계와 요율수준 재산정 연구를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항만하역의 환경변화 및 요율체계 분석
해외 주요항만 철재 및 고철 하역시스템 및 요율체계 분석
항만별 철재 및 고철 일반하역 및 특수하역 특성 비교
POSCO 특수하역 요율체계 분석 및 수준 분석
POSCO 특수하역요율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쟁점사항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향 제시

IV. 일반사업

특수하역 요율체계 개선대안 제시 및 분석

주요 연구결과
기존하역요금 체계 분석 및 하역원가 산정
포스코 특수하역요율체계 개선대안 제시
대안별 비교분석 및 적정대안 선정

V. 수탁용역사업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사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요금수준 이견의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객관적 판단근거 제시
노
 재하역 작업 표준화 및 작업 D/B구축
철
 속적인 하역요율 재산정 체계 확립
지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수 이해관계자간 협의체 구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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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침식 대응기술 개발
연구수행 기간 I 2013. 5. ~ 2014. 4.
연구책임자 I 윤성순

연구자 I 신철오, 정지호, 장정인, 박희망

연구의 필요성
 안침식 문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거버넌스와 대응수단들이 분산되어 상호 연계되지 않아 효율적 운용이
연
미흡하므로 통합적 관리가 필요
 안침식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대응수단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재원의 효과적 운용은 물론 안정적
연
사업추진의 기반 강화가 필요

연구목적
 안침식 대응을 위한 제도, 조직, 기능, 정책수단 등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안침식 대응기술의 경제성 분석 방법을 개발하여 평가함으로써 기술개발의 타당성을 제고
연

연구내용
 내 연안재해대응 법령 조사, 분석
국
 외(영국) 연안침식관리 정책 조사, 분석
국
 안침식 대응사업의 경제성 분석 사례 조사
연
 안침식 대응 경제성 분석 지침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
연
 안침식 대응 경제성 분석 기준 초안 제시
연

주요 연구결과
 안재해 대응과 침식원인관리로 구분한 현행 법률 현황과 각 법률의 관련 규정 분석
연
 국의 해양과 육지의 연계에 기반한 통합적 연안침식 관리정책 사례 분석
영
 식방지사업의 경제성 분석 사례(미국 조지아, 캘리포니아) 조사
침
 안침식 대응 경제성 분석 지침 사례(UN, 영국, 미국, 인도네시아) 조사
연
 안침식 대응 경제성 분석의 기준(안)
연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안침식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구조 및 수단의 마련
연
 안침식 대응 기술개발의 타당성과 효과적인 투자를 위한 근거 마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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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축조 기본실시설계 및 기타용역 중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수행 기간 I 2013. 7. ~ 2014. 8.
연구책임자 I 이주호

연구자 I 김형근, 심기섭, 이주원, 최상균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해·묵호항 3단계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변화된 여건에 따른 항만물동량, OD 분석 등을 통해 물동량 재검토
동
및 타당성 검토 필요

II. 2014년도 주요사업

연구목적
 해·묵호항 3단계 사업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동

연구내용
 련계획 조사 및 검토
관
 발여건 분석
개

III. 기본연구사업

 업타당성 및 파급효과
사

주요 연구결과
 당성 분석결과 재항비용 절감효과는 3조 836억 원, 하역비용 절감효과는 3조 4,646억 원 발생
타
 산유발효과는 3조 8,84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 3,360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1만 5,295명 등
생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BTO, BLT+BTO 방식에 따른 재무성 분석 시행
민

IV. 일반사업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해·묵호항 3단계 개발의 타당성 및 사업시행방안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 강화
동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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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항 2단계 개발 기본계획 재수립 개발규모 및 경제성 검토에 관한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7. ~ 2014. 2.
연구책임자 I 김근섭

연구자 I 김형태, 김형근, 심기섭, 이종필, 이주호, 이주원

연구의 필요성
 림항 기본계획 재검토에 따른 개발규모 재산정으로 관련한 경제성 분석 재검토 필요
한

연구목적
 림항 개발규모 및 사업비 변경에 따른 경제성 분석 재검토
한

연구내용
 발여건 전망
개
 만발전방향 정립
항
 제성 분석
경

주요 연구결과
 림항의 장래 물동량 전망
한
 림항 개발에 따른 편익 산정
한
 제성 분석 결과 제시
경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림항 개발에 따른 국가차원의 사회적 편익을 산정함으로써 개발의 당위성을 판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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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항만개발협력 기본계획수립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7. ~ 2014. 12.
연구책임자 I 김찬호

연구자 I 길광수, 김형근, 이주호, 이민규, 최건우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검토 및 2015년부터 추진될 해외항만개발협사업 발굴을 위한
해
정책 연구 추진
 008년 제1차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의 방향 재설정 및 향후
2

II.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 필요

연구목적
 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사업의 문제점,
해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
 울러 향후 5년간 추진할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그 결과와 함께 전 세계 해상물동량
아
전망을 통해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여 추진로드맵을 제시

III. 기본연구사업

연구내용
 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해
 내외 유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국
 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 활성화 방안
해
 규개발협력 대상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 계획
신

IV. 일반사업

주요 연구결과
 외항만개발협력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분석
해
- 문제점으로는 사업발굴의 한계, 평가시스템의 부재, 지속적 사업관리시스템의 부재, 모호한 사업 추진 목적
등으로 압축
 내외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국

V. 수탁용역사업

- 전략적 사업관리, 내실 있는 사업 추진, 사업수준 역량 제고 등 3가지 실행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
 세계를 대상으로 한 국가 간 수출입 추이, 해상물동량 추이 등을 토대로 물동량을 예측하여 향후 5년간
전
전략적으로 추진한 22개 협력대상국을 선정하여 제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 설립(’15.5)
해
 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을 통한 사업추진을 효율성 제고
해
 015~2019년 추진할 신규개발협력 대상사업 발굴 및 적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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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연안정비 변경계획 수립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7. ~ 2014. 9.
연구책임자 I 윤성순

연구자 I 황기형, 장정인, 정지호, 안용성, 박희망

연구의 필요성
 리나라 해안의 매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이해에 기초한 연안정비 전략 수립 및 사업선정 필요
우
 안의 각종 여건변화를 반영, 기 수립된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연
 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효과증진을 위한 계획의 변경
제

연구목적
「연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법정계획인 제2차 연안정비 변경계획 수립
연안재해피해 증가추세에 대응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연안
발전방향 제시

연구내용
 안정비사업 추진실태 분석
연
 안정비사업 시행여건 분석
연
 안정비사업 모형현황 및 분석
연
 당성평가
타

주요 연구결과
 안재해대응과 침식원인관리로 구분한 현행 법률 현황과 각 법률의 관련 규정 분석
연
 국의 해양과 육지의 연계에 기반한 통합적 연안침식관리정책 사례 분석
영
 식방지사업의 경제성 분석 사례(미국 조지아, 캘리포니아) 조사
침
 안침식 대응 경제성 분석 지침 사례(UN, 영국, 미국, 인도네시아) 조사
연
 안침식대응 경제성 분석의 기준(안)
연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안관리법의 법정계획인 제2차 연안정비(변경)기본계획의 수립, 고시
연
 전하고 쾌적한 연안공간 조성을 위한 관리기반 마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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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한·말레이시아 FTA 수산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8. ~ 2014. 4.
연구책임자 I 임경희

연구자 I 정명생, 김봉태, 이상건, 조소현, 기해경, 장윤영, 이한정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경제협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FTA 협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세
보이면서 2013년까지 한·미 FTA 등 총 9건의 FTA가 발효
 근에는 아세안의 거대 내수시장을 선점하고 한·아세안 FTA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최

II. 2014년도 주요사업

아세안 개별국가와의 FTA 협상도 준비
 국과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 수산물 교역에 있어 대표적인 수입국이자 동시에 수출국으로써, FTA 피해를
태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연구목적
 ·태국,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에 대비하여 수산업 동향, 수산물 교역 현황, 기체결 FTA 특징 등의 분석을
한
통해 향후 FTA 협상 전략 수립·대응의 기초자료 마련

III. 기본연구사업

연구내용
태국, 말레이시아 수산업 현황 파악 및 기체결 FTA 추진사례 분석
태국, 말레이시아의 수산물 교역 구조 및 수산물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주요 연구결과
IV. 일반사업

 국, 말레이시아 수산업 현황(생산 기반, 생산, 소비, 정책) 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수집 및 기체결 FTA 추진
태
사례 분석을 통해 FTA 협상 시사점 도출
 국, 말레이시아의 수산물 교역 구조 및 수산물 경쟁력 분석 실시
태
 ·태국, 한·말레이시아 FTA 대응방안 모색
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V. 수탁용역사업

 ·태국, 한·말레이시아 FTA 대비 기초자료로 활용
한
 태국·말레이시아로 수산물 수출 확대 및 FTA를 활용한 양국간 수산협력 방향 모색
對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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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기능 재배치 및 항만근로자 고용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8. ~ 2014. 12.
연구책임자 I 김형태

연구자 I 길광수, 하태영, 김영훈

연구의 필요성
2012년 인천항 1·8부두가 재개발사업 예정지구로 고시됨에 따라 1·8부두 재개발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해당 부두운영사 및 소속 항만근로자에 대한 경영 및 고용안정화 방안 강구가 필수적인 상황
1·8부두 재개발 관련당사자의 이해관계는 다양하고 갈등상황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조정 방안 마련을 통해
원활한 재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이 시급

연구목적
 개발과 관련하여 인천항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인천항 부두기능 재정립 방안 도출 및 로드맵 수립
재
재개발부두 운영사의 합리적 재배치 및 항만근로자의 고용안정화 방안을 강구·제시
재개발로 인한 인천항의 경쟁력 약화를 타개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제시

연구내용
인천항의 향후 물동량 분석 및 인천항 항만시설 수급분석
항만기능 재정립 방안 수립
인천항 TOC 운영사의 재배치 방안 및 항만근로자 고용안정화 방안 제시
재개발에 따른 항만보안 확보방안
재개발에 따른 내항 활성화 방안

주요 연구결과
 천항 기능조정시 2020년까지 신규 부두시설 건설은 불필요
인
 항 재개발은 잔여운영사의 경영수지 개선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내
 개발부두의 대체시설로 제공하기 위한 최우선부두는 4부두이나, 신항 컨부두 개장 지연 등으로 2015년 4
재
부두 기능 전환 곤란시 단기적으로는 일부 재개발부두 운영사에 대한 대체부두 미공급 및 인력조정으로 대응 필요
 개발은 항만당국에 매년 26억 원 내외의 손실과 292억 원 내외의 일시적인 cash flow 소요
재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부두의 일괄 재개발이 아니라 점진적 재개발 추진
8
 부두 국제여객터미널의 재개발 유보 요구 등 유동적 상황전개로 인해 1부두 재개발은 남항 신국제여객부두의
1
개장시점을 감안하여 재개발 시기 등을 조정
 부 재개발부두 운영사와의 협상을 통한 재개발부두 반납 및 고용가능 인력규모 조정을 위한 협상 전개
일
 항 활성화 위한 단기, 중장기 방안 제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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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8. ~ 2014. 3.
연구책임자 I 김봉태

연구자 I 정명생, 장홍석, 박상우, 임경희, 남종오, 이상건, 조소현, 기해경, 이한정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행 수산부문 FTA 직접피해보전제도는 농업부문의 제도와 사례를 바탕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수산부문은
현
교역 구조, 생산의 특성 등이 농업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지급기준, 직불금 산출 등이 수산업의 여건에 맞지
않아 제도 시행에 현실적인 한계

II. 2014년도 주요사업

연구목적
 행 수산부문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현
원활한 제도 운용에 기여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산부문 직접피해보전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수
 산부문 직접피해보전제도와 유사한 제도 사례
수
 산부문 직접피해보전제도의 개선 방안
수

주요 연구결과
 해보전직접지불제에 대해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 제시
피
 업지원제에 대해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 제시
폐

IV. 일반사업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연구에서 제시된 제도 개선방안은 사업 시행 초기의 혼선을 예방하는 등 제도 시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
본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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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연근해어업) 부문 한·중 FTA 국내 보완대책수립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8. ~ 2014. 11.
연구책임자 I 정명생

연구자 I 임경희, 김봉태, 장홍석, 남종오, 박상우, 이상건, 조소현, 기해경

연구의 필요성
 012년 1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FTA 협상에 대해 합의한 이후, 한중 FTA 협상이
2
급속도로 진행
 국은 FTA가 체결되기 이전에도 우리나라 최대 수산물 교역국일 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어장 접근성, 생산
중
품목의 유사성 등의 측면에서 양국간 FTA가 국내 수산부문(특히 연근해어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에 한중 FTA에 대비하여 연근해어업을 중심으로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 전략
이
수립이 요구

연구목적
한중 FTA 대응 연근해어업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 제고 도모

연구내용
한 중 연근해어업 실태(생산, 교역, 제도) 및 한·중 수산물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업종별 경쟁력 분석
기체결 FTA 대응, 연근해어업 대책 분석 및 한·중 FTA 체결 대비 연근해어업 국내 보완대책 수립

주요 연구결과
한 중 연근해어업 실태 비교 분석을 통해 한 · 중 FTA 연근해어업 국내보완대책 수립 기초자료 마련
기체결 FTA 대응 연근해어업 대책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및 한중 FTA 대응 연근해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보완대책 수립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중 FTA 대응 수산부문 경쟁력강화 대책 수립 지원 기초 자료 제공
한
 중 FTA 국내보완대책 관련 제도 및 법률 개선 방안 제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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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개발
연구수행 기간 I 2013. 6. ~ 2014. 6.
연구책임자 I 최상희

연구자 I 전형모, 이언경, 강무홍, 정동훈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북아 물류중심국가 정책 추진 이후 물류분야 선진화를 위한 국가 아젠다 수립 미흡
동
 류운송분야에서 BAU 대비 33%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필요(EU
물
는 2035년 50%, 2050년 70% 감축목표 설정)

II. 2014년도 주요사업

 류환경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10년 이내에 2만～3만 TEU급 초대형 컨테이선의 등장이 예상
물
되며, 이에 대응한 새로운 항만하역장비 및 시스템 개발 필요

연구목적
 만 5천 TEU 급 이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을 1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신개념 완전자동화 저탄소 항만물류
2
시스템 개발

III. 기본연구사업

연구내용
 탄소 터미널 물류시스템 개념·기본설계 및 사업화 방안(I)
저
 계 및 운영 지원시스템 개발(I)
설
 영 및 모니터링시스템 개발(I)
운
 소배출 예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I)
탄
 탄소 터미널 장비 및 시설 기본설계(I)
저

IV. 일반사업

주요 연구결과
 탄소 터미널 2개 개발대안 확정 및 개념설계 완료
저
 계 및 운영지원 시뮬레이터 기본 프레임 설계
설
 안별 장비 및 시설 기본설계
대

V. 수탁용역사업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인한 국제 탄소배출 규제 만족(최종)
온
 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따른 대규모 항만개발 부담감 감소(최종)
컨
 미널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항만운영 효율화 개선 및 경쟁력 강화(최종)
터
 대형 컨테이너선 1일 처리가 가능한 신개념 터미널 설계 및 운영 기술 선점(최종)
초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만 건설 및 재개발(호주, 터키 등)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 기반 기술력 확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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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안, 광양만 민관산학협의회 운영지원
연구수행 기간 I 2013. 8. ~ 2014. 4.
연구책임자 I 장원근

연구자 I 한기원, 좌미라

연구의 필요성
 규모 국가산업단지 입지로 인한 해양환경 악화 등 울산연안·광양만의 환경관리 현안은 증가하고 있으나
대
관리여건은 타 특별관리해역에 비해 다소 미흡
 히, 국지적으로 퇴적물 중금속 오염의 심각성이 확인된 울산연안은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과학적,
특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연구목적
 산연안·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
울
 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중금속 기반 연안오염총량관리 추진 방향 마련
울

연구내용
 산연안·광양만 민관산학협의회 운영 지원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울
 산연안 퇴적물 중금속 오염 문헌분석, 중금속 관리 관련 국내외 제도 분석, 울산연안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
울
(안), 관리대상 오염물질(안) 및 연구로드맵 제시

주요 연구결과
 산연안·광양만 민관산학협의회 정기협의회 및 지역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울
 역개발계획, 오염원 분포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울산연안 총량관리범위(안)을 제시하고 구리, 아연 등 관리 기준을
지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는 관리대상 오염물질(안)을 제시
 산연안 총량관리 도입과 관련한 과학기술적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전문가협의체로서
울
전문가포럼을 구성·운영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산연안·광양만 민관산학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해역별 관리계획의 효과적 이행 및 울산연안 연안오염총량
울
관리제의 순응적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구개발 추진계획(안) 및 소요예산(안)을 포함하는 로드맵을 제시하여 울산연안 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연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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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go Preference and Restriction Applying to Specific Trades
연구수행 기간 I 2013. 8. ~ 2014. 6.
연구책임자 I 김수엽

연구자 I 김은우, 이건우, 여동금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과 협력을 위한 경제협력기구인 APEC은 매년 분야별로 회원국 간 업무 협의를
아
통해 특정주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내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Trade and investment
역

II. 2014년도 주요사업

liberalization)”, “경제·기술협력(ECOTECH: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비즈니스 원활화 (BF: Business Facilitation)”를 3대 축으로 하여 운영
 013년 9월 APEC 각료회의에서도 APEC과 진화하는 지역 경제통합, 다자무역체제 지지 및 보고 목표
2
달성, 연계성 증진,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 등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는데, 이들 요소 역시 APEC의 3
대 운영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연구목적
III. 기본연구사업

 상운송분야의 보고르 목표인 “자유와 개방 촉진” 달성과 연관이 있으며, APEC 정책요소인 “화물우선
해
적취”와, “특정무역에 대한 제한 철폐”에 대해 다루고자 함

연구내용
 내 화물우선적취제도 및 특정무역제도 운영실태 조사
역
 물우선적취제도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화

IV. 일반사업

 물우선적취제도 등 제도 철폐 국가의 운영사례 및 효과 분석
화

주요 연구결과
 물우선적취제도와 특정무역제한제도는 일부 잔재가 남아 있기는 하나 APEC 역내 무역 및 해운시장의
화
규모와 성장추세에 비한다면 APEC 역내 해운산업 자유화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V. 수탁용역사업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과제의 결과에 따라 2단계 연구인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무역자유화 및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는 부분이었으나,
본
일부 국가에서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세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들 제도에 대한 상세분석을 위해서는 각국의 자료협조가 되어야 하나, 상세한 수준의 국가별 자료수집의
이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어려움 또한 현실적인 제약 요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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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9. ~ 2014. 1.
연구책임자 I 마창모

연구자 I 홍현표, 한덕훈, 문석란, 이지은

연구의 필요성
 제수산업을 둘러싼 가장 큰 환경변화 중 하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 개별
국
국가들의 법제화를 통해 의무 규정화됨
 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IUU어업 규제 동향을 파악하여 국제 규제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필요
국

연구목적
 법어업 근절 관련 국제법 및 타국 사례 분석 등을 통한 향후 정책방향 마련, 미국·EU 등의 IUU 통제법의
불
국내 도입 방안 검토,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어선원 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 등 대응방안 제시

연구내용
IUU어업 개념과 IPOA-IUU 분석
 제 IUU어업 규제 동향 분석
국
 U IUU통제법의 WTO 규범 저촉 여부 분석
E
 근 인터폴의 불법어업에 대한 영향력과 국제수산범죄 관련 함의 분석
최

주요 연구결과
향후 IUU통제법이 WTO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U와 미국의 IUU 관련법, FAO의 IUU어업 방지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인터폴의 IUU어업 단속 동향,
E
타국의 불법어업 사례 등을 토대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시 전선박 VMS(선박위치추적장치) 설치, IUU어업
처벌규정 강화, 국적선뿐만 아니라 자국민 단속 규정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국민도 불법어업 금지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양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30호, 2014.1.28, 일부개정) 개정으로 불법어업 처벌규정 강화(3년
원
이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항만국 검색 실시, 선박위치추적장치(VMS) 설치
 양산업발전법 개정안(2015년 1월 공포 예정) 마련으로 벌칙 규정 대폭 강화(5년 이하 징역, 수산물 가액의
원
5배 이하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의 벌금 부과), 불법어업 금지대상에 한국 국적의 ‘어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도 포함시켜 편의치적 방지
 업감시센터 설립을 통해 불법어업 감시체계 수립(2014년 5월 설립)으로 동해어업관리단에 조업감시센터를
조
설립하고 원양어선 전체 선박에 대한 불법어업 감시 및 예방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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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임대료체계 개편 및 운영정상화 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9. ~ 2014. 1.
연구책임자 I 길광수

연구자 I 심기섭, 이주원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산 북항 운영사들은 컨테이너 물동량의 감소와 하역요금 하락으로 경영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
부
 근 중국항만들의 급성과 부산신항의 개장으로 인하여 부두운영사간의 과당경쟁에 따른 하역요금덤핑 및
최
북항 운영사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부산항 전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항의 임대료체계

II. 2014년도 주요사업

개편 및 운영정상화 방안의 수립이 필요

연구목적
 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부산 북항 운영사의 경영난 해소 및 북항과 신항의 동반성장을 통한 부산항의
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북항 운영사의 자율적 통합 지원 및 컨테이너부두 임대료체계 개선을 통한 북항
운영정상화 방안 모색

III. 기본연구사업

연구내용
 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현황 및 예측
부
 산항 임대료체계 현황 분석 및 북항 임대료체계 개편 필요성
부
 산 북항 임대료체계 개편 및 적용방안
부
 항 컨테이너부두 운영 정상화 방안
북
 대차계약 관리 강화 방안
임

IV. 일반사업

 산항 컨테이너 하역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방향
부

주요 연구결과
 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의 경영악화 개선, 북항 운영사의 자율적인 통합 유도, 통합운영사의 경영안정화
북
지원 등을 위해 북항 임대료체계 개편 필요
 항 컨테이너부두의 임대료체계의 개편대안은 ⅰ) 고정임대료체계 유지, ⅱ) 물동량 연동 임대료 체계(기본
북

V. 수탁용역사업

임대료 + 추가임대료), ⅲ) 초과처리물량 인센티브 연계 임대료체계 등의 다양한 대안을 검토
 동량 연동 임대료체계에 대해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검토한 결과, BPA와 운영사간 윈-윈이 가능한
물
물동량 연동 임대료체계인 <2-1안>을 최적안으로 선정하고 이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
 항 운영 정상화의 기본방향은 ⅰ) 운영사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ⅱ) 북항 컨테이너부두 여유선석의
북
일반부두로의 기능전환, 그리고 ⅲ) 일반부두에서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규제 등이 필요
 항 컨테이너부두 운영구조 개편은 정책가치, 대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부두별 단계별(4단계)로
북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추진하되, 통합운영을 촉진하여 조기 정상화 달성 필요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014년 감만부두 통합에 따른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임대료 부과(부산항만공사)
2
2015년 신선대터미널과 우암터미널의 통합에 의하여 본 연구결과의 임대료 산정방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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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어업인 소득복지인력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8. ~ 2014. 1.
연구책임자 I 최성애

연구자 I 마창모, 박동규, 이승진, 심현미

연구의 필요성
 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시장 개방과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늘어나는 어업인·어촌
박
복지수요에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제기
 한 새로이 발족한 해양수산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소득과 복지의 향상 그리고 인력 증진과
또
관련된 정책마련 및 관련 사업추진이 필요한 실정

연구목적
 업인·어촌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소득·복지·인력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어업인 및
어
어촌의 삶의 질 향상
 후 해양수산부가 추진해야 할 어업인·어촌의 소득·복지·인력 정책과제 도출
향

연구내용
 가소득 실태 및 문제점 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어
 업인·어촌 복지실태와 문제점 분석
어
 력 육성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인

주요 연구결과
 가소득 안정화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 과제별 추진 로드맵
어
 지증진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 과제별 추진 로드맵
복
 력 육성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 과제별 추진 로드맵
인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양수산부 어업인·어촌 소득·복지·인력 정책수립에 기여
해
 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어
 양수산부는 새로운 업무영역인 소득 및 복지부문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정비 및 법정 기본
해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함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는 WTO/FTA 국내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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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관련 국제협약의 체계적 대응방안 연구(2차)
연구수행 기간 I 2013. 7. ~ 2014. 6.
연구책임자 I 박수진

연구자 I 황기형, 육근형, 장정인, 김진엽, 선미란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고야 의정서, 유엔 BBNJ회의 등 국제적 논의와 각국의 ABS법체계 강화 추세는 ‘해외 해양생물자원을
나
연구개발하고 공동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계와 산업계 입장에서 직·간접적인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II. 2014년도 주요사업

 에 해양생물자원 관련 국제협약 및 주요국의 ABS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이
것이 필요함

연구목적
 내 해양생물자원 주권을 강화하고, 해외생물자원 연구 및 이용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
해외생물자원사업의 법적,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고야 의정서 및 유엔 BBNJ회의 등 국제유전자원규범 논의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나

III. 기본연구사업

연구내용
 고야 의정서, 유엔 BBNJ회의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분석
나
 고야 의정서, BBNJ회의 관련 정부대응방안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나
 외 해양생물자원 접근 및 이용 관련 베트남 ABS 법제도 분석
해
 내외 생물자원 협력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국

IV. 일반사업

주요 연구결과
 트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2011년부터 해양생물자원 분야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ABS법체계 및
베
정책분석이 필수적임. 2008년 생물다양성법 제정 이후, 생물자원 관리가 보다 엄격해졌으며 유전자원 관리,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함
 고야 의정서의 발효 이후에는 각국의 국내자원 접근절차의 강화와 다양한 금전적· 비금전적 형태의 이익공유
나

V. 수탁용역사업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EU의 ABS 이행법률은 향후 나고야의정서의 정교화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엔 BBNJ회의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해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새로운 국제문서
유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국제문서의 적용범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고야 의정서, 유엔 BBNJ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분석 및 정부대응방안 제시
나
생물자원 협력사례 및 외국의 ABS 법제도 분석을 통한 해양생물자원 ABS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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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식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사례분석 및 정비 방향
연구수행 기간 I 2013. 9. ~ 2014. 7.
연구책임자 I 정지호

연구자 I 남정호, 최지연, 임종서

연구의 필요성
 안침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역의 토지이용,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연
도시계획을 비롯한 공간관리 차원의 정책은 미비한 상황임
 시계획은 침식원인이자 피해대상인 육역을 통합적·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핵심수단이므로 도시계획 차원의
도
침식대응이 필요함

연구목적
 심적인 육역 공간관리 수단인 도시계획 제도를 검토하여 통합적·사전예방적 관점에서 침식관리 및 피해저감을
핵
위한 도시계획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임

연구내용
 식지역과 주변 육역에 대한 공간분석으로 침식위험과 토지이용, 연안개발 실태를 분석
침
 식대응을 위한 국내 도시계획 활용 실태 분석
침
 국, 미국 등 연안국의 도시계획을 활용한 침식대응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영
 전예방적 침식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정비방향 마련
사

주요 연구결과
사전예방적 침식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정비방향 마련
- 도시계획 체계와 연안관리 체계 연계
- 침식위험 정보의 공간화에 기반한 도시계획 수립
- 사전예방적으로 침식위험 지역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침식위험 저감 기능을 활용한 공원녹지계획 수립
- 침식위험에 대응하는 방재계획 수립
- 침식영향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설치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시계획을 활용한 사전예방적 침식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주체인 연안 시·군·구에서 침식현황과 침식
도
원인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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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사회간접자본 적정투자규모 산정 및 항만투자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9. ~ 2014. 12.
연구책임자 I 전찬영

연구자 I 이종필, 김찬호, 김근섭, 이민규, 김정현, 안영균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만개발 순환 로직 구축 필요
항
- 항만건설 정책 입안을 위해 정부예산 신청 시 적정 자본스톡에 대한 기존 자료가 미흡하여 마땅한 논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II. 2014년도 주요사업

- 현 항만 자본스톡과 적정 자본스톡과의 괴리를 계측하여 항만개발의 당위성 확보

연구목적
 만개발을 통한 항만SOC 구축이 국가차원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만재개발을 위한
항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순환 로직 구축
- 항만개발이 가져다주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효과를 분석하여, 항만개발은 단순히 항만 ·물류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이득이 됨을 제시

III. 기본연구사업

연구내용
 만개발의 국가경제적 효과 검토
항
- 비용절감 측면에서의 효과는 ⅰ) 하역비용 절감, ⅱ) 사회적 비용 절감, ⅲ) 선박비용 절감의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수행하였음
- 수익측면에서의 효과는 환적수익 창출의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를 검토함

IV. 일반사업

 내외 환경변화에 부응한 미래 항만 정책 수립
대
 문별 투자수요 도출
부
 성장 동력산업 미래전략수요 발굴
신
 만투자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항

주요 연구결과
V. 수탁용역사업

수정된 영구재고법을 이용한 항만 자본 스톡을 추계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성장률을 최대화하는 적정 SOC 스톡규모를 추정하였음
항만개발은 단순히 항만·물류 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이득이 됨을 제시
신성장 동력 추진 가능 사업의 예상 투자액을 산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응한 합리적 항만 정책수립 및 국가의 성장 잠재력 유지를 위한 부문별 기초 투자수요
판단 시 활용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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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거래시스템 구축 운영 및 어선리스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9. ~ 2014. 1.
연구책임자 I 엄선희

내부연구자 I 류정곤

외부연구자 I 조보현, 김상순, 박준수

연구의 필요성
 내 어선거래는 어선관련 정보부족으로 사기, 불공정한 가격, 불성실 중개, 과도한 수수료 등에 따른 어업인
국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선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시급한 실정임
 러한 맥락에서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환경을 분석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의 개발과
이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편 어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선리스와 같은 금융 방법을 어선거래에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한
필요하므로 어선거래시스템 기반 어선리스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연구목적
 선정보포털 및 어선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어선리스
어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함

연구내용
어선거래시스템의 개요
어선정보 포털 구축 및 운영 방안
어선거래(중개)시스템 구축 및 제도적 활성화 방안
어선거래시스템 기반 어선리스 제도 도입 방안

주요 연구결과
 행 어선거래의 문제점 분석,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외 사례
현
분석을 통해 어선정보포탈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요, 관련 법령 정비 방안, 단계별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계획을 결론으로 도출하였음
-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위법행위 해소를 위해 공개적인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환경을 분석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선정보포탈의 구축과 운영으로 어선관련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노령어업인 은퇴•신규인력의 어업에 대한
어
진입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어업경쟁력 향상 기대
 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어선매매•임대차 등 어선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한 어선 거래 활성화를
체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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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호대상해양생물 종 증식 및 복원사업
연구수행 기간 I 2013. 9. ~ 2014. 9.
연구책임자 I 육근형

연구자 I 박수진, 신철오, 김진엽, 이아람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근 개체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서식지가 급감하고 있어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해양생물에 대한 종 증식
최
및 서식환경 복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
 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국민 관심도 증진을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 및 건강성 유지 기반
보

II. 2014년도 주요사업

대국민 인식증진 필요

연구목적
 안 및 해양개발로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기능을 개선·복원함으로써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관리
연
기반 조성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증식 및 서식지 복원이 필요한 대상종 평가체계 구축
종
 호대상해양생물 문헌조사 및 시범현장조사
보
 호대상해양생물 관리 정책 정비 방안 마련
보

주요 연구결과
종 증식 및 서식지 복원이 필요한 대상종 평가요소 제시
IV. 일반사업

보호대상해양생물 좌초·혼획 및 바다거북 산란지 자료조사
보호대상해양생물 생태적 특성 및 분포 관련 문헌조사
보호대상해양생물 시범 현장조사
보호대상해양생물 서식 실태를 위한 조사계획 수립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계획 검토 및 보완
- 3개 전략, 9대 추진과제 제시, 사업별 추진과제 및 소요예산

V. 수탁용역사업

보호대상해양생물 증식과 복원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정책개선안 제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호대상해양생물 보전대책의 마련
보
- 법정대책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분야별 사업 제시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호대상해양생물 실태조사 계획안 마련 및 시범적용으로 타당성 사전검토를 통해 향후 조사사업 신설의
보
이론적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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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해역 해역별 관리계획 수립
연구수행 기간 I 2013. 9. ~ 2014. 7.
연구책임자 I 장원근

연구자 I 이윤정, 한기원, 좌미라, 김형철, 김현지

연구의 필요성
 경관리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에서 해역별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환
시행하도록 규정
 경관리해역 해역별 관리계획은 2014년에 계획 기간이 완료되어 제2차 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
환

연구목적
 산연안, 부산연안, 마산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 등 환경관리해역 6개소를 대상으로 제2차 해역별
울
관리계획(안)을 수립

연구내용
연안·해역 이용에 관한 사회경제적 특성조사 및 해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의 부하량 산정
해양환경측정망 등 관측자료 및 현장조사를 토대로 해역별 해양환경 상태 분석
제1차 해역별 관리계획의 이행평가를 실시
각 해역별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주요 연구결과
 경관리해역 6개소별로 해양환경 생태, 압력요인, 대응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해당 해역의 주요 현안을 파악
환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2차 관리계획이 추구하는 관리목표 및 전략을 제시
 리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해역별 추진과제를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해양환경 개선, 해양생태계 보호, 해양
관
환경 관리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경관리해역 6개소의 제2차 해역별 관리계획(안)이 환경부 등 관계기관 의견조희를 거쳐 법정계획으로 확정
환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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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아프리카의 합작진출 등 투자적지 조사 분석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9. ~ 2014. 1.
연구책임자 I 마창모

연구자 I 홍현표, 한덕훈, 문석란, 이지은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부아프리카 트롤어업은 서대, 민어, 조기 등 우리나라의 대중어종을 생산하는 중요 어장이나 저서어류
서
생산으로 인한 연안 조업이 불가피하여 IUU 통제법에 의한 불법어업의 대상이 되고 있음
 히 2014년부터 원산법에 근거하여 VMS 장착을 의무화하게 되면 서부아프리카 어장에서의 조업은 거의
특

II. 2014년도 주요사업

불가능해짐에 따라 서부아프리카 연안국과의 합작 등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연구목적
 U의 IUU 통제법 강화로 인해 서부아프리카 연안에서의 국적선사 저층트롤어업 조업의 지속성이 불투명
E
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대서양 어업의 유지·존속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서부아프리카 조업현황 및 여건 분석
서부아프리카 연안국의 투자환경(법률 등) 조사
사업다각화를 위한 타당성 분석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주요 연구결과
IV. 일반사업

현재 서부아프리카에서의 조업 현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구조개편이 가능한 네 가지의 방안과 전략을 제시
첫째, 중층트롤 전환, 둘째, 신뢰회복에 기반을 둔 단계적 합작 전환, 셋째, 타 조업어장으로 이동, 넷째,
자원관리형 어업 유도를 위한 감척 등임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V. 수탁용역사업

 재 중층트롤로의 전환이 유일한 대안이나 희망 어선이 많지 않음. 중층 전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안국과의
현
협정을 통한 합작어업이 필요하나, 개도국 연안 자원관리 기여를 통한 신뢰 회복 후 단계적으로 합작을 접근
하는 것이 바람직함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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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물질의 수산물 농축 영향 및 오염사례 연구(2차)
연구수행 기간 I 2013. 12. ~ 2014. 10.
연구책임자 I 강종호

연구자 I 최성애, 장홍석, 이헌동, 한덕훈, 박동규, 백진화

연구의 필요성
 본 원전사고로 인해 수산물 방사능 오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비자,
일
관련 업계, 정부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안전 및 홍보 체계를 구축하여 수산물 방사능 안전과 관련한 위해소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연구는 인접국가의 수산물 방사능 관리체계 및 오염도 추세 등 사례 연구를 통해 수산업분야 방사능 누출
본
사고에 대응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수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본 연구는 국내외 수산물 관련 방사능 대응 체계 및 사례 조사
방사능 물질의 해양이동 확산 및 수산생물 영향 사례분석
방사능 물질 해양 누출에 대한 수산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수산물 방사능의 효과적인 홍보방안 개발

주요 연구결과
 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수산물 관련 방사능 대응 체계 및
원
사례 조사와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 연구기관의 수산물 관련 방사능 대응 체계 및 사례 조사를
제시함
 013～2014년 기간의 국내외 국지적 규모 해양방사능 이동확산 모델을 기술함. 국지적 규모 모델에서는
2
후쿠시마 주변 수백 km 내지는 수천 km 영역을 대상으로 방사능 유출 초기 수개월 내지는 1년 정도를 검토함
 사능 물질 해양 누출에 대한 수산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대응 수산분야 위기관리
방
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서의 전제조건과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
매뉴얼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함
 산물 방사능의 효과적인 홍보방안은 국민에 대한 결과 제공 및 홍보체계 분석, 방사능 영향 및 감시·
수
홍보체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방사능 감시·홍보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매뉴얼은 국산수산물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홍보와
인
복구단계에 대한 부분이 연계될 필요성이 있었음
 한 국내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한 매뉴얼보다 3차연도에 개발할 국내 누출사고에 대한 매뉴얼 개발 시에 더
또
많은 변수가 있으며, 인접국가 대응 매뉴얼은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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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 미래산업 기술 중장기 수립 기획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9. ~ 2014. 3.
연구책임자 I 김수엽

연구자 I 길광수, 이호춘, 이건우, 여동금, 반영길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난 5년간 수행한 R&D 투자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 및 시장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5년간 해사안전
지
분야의 미래산업기술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II. 2014년도 주요사업

연구목적
 사업은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 R&D 중장기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비전과 목표를
본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과 중점추진 분야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 R&D 중장기 계획의 비전·목표 설정

III. 기본연구사업

- 국내외 기술개발 사례 조사
 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 R&D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분야 도출
해
 점추진 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 제시
중
 구개발 타당성 분석
연
-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연
-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기술적, 사회경제적 효과 및 활용방안 제시

IV. 일반사업

주요 연구결과
IMO 등의 기술 동향 검토와 현재 진행 중인 R&D과제와 수요조사를 통해 기술트리를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44개의 기술수요 목록을 작성함
 제 기술표준, 국내외 동향, IMO의 SOLAS 및 MARPOL 등을 분석하여 ‘선박안전 설계기술 개발’ 등 10
국
개의 기술 분야를 식별하였고 개별 기술분야를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선박안전 및 운항안전기술 고도화’ 등

V. 수탁용역사업

5개 중점 추진분야로 구분함
 문조사, 정부 정책당국자의 의견,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추진 과제 10
설
개를 식별해냈으며, 10개 중점추진 과제들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3,002억 원으로 추정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점추진 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작성하고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에 해당하는 기술분류체계를 작성
중
 사안전을 위한 미래산업기술에 대한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신기술을 통한 고용창출 등 산업 발전 기반 강화에
해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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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경쟁력 유지 위한 톤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9. ~ 2014. 3.
연구책임자 I 김형태

연구자 I 김우호, 김태일, 이민규, 김영훈

연구의 필요성
 부 및 국회는 2013~2014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 중 일부 항목을 선별분석하여 폐지/축소할
정
것을 제안하였는데,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확정시 톤세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강구가 시급
 세제의 효과분석을 통한 해운세제 정책의 유효성 평가가 필요함. 현행 톤세제가 국민경제 및 해운산업에
톤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이 중요

연구목적
 근의 국내외 해운환경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나라 톤세제 현황, 효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며, 세계 10
최
대 선진해운기업의 경영전략 및 세계 해운선진국의 톤세제 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행
톤세제 개선방안을 강구, 제시

연구내용
최근의 국내외 해운환경변화분석
세계 선진국 해운기업의 경영전략 분석
톤세제 실시현황, 효과 및 문제점 분석
선진국 해운세제 사례고찰
우리나라 해운세제 개선방안

주요 연구결과
톤세제는 53척의 신규선박 투자효과, 13,964명의 선원고용효과, 1조 1,219억 원의 선원급여 창출효과, 1조
6,889억 원의 선박운항소득창출효과, 202억 원의 조세수입 효과가 발생. 조선, 선박보험 및 선박검사산업에는
8,502명의 고용효과, 3,904억 원의 임금창출효과를 발생시켰음
톤세제는 53척의 선박투자 및 상당량의 용선확대에 기여하여 수출입물동량 운송빈도 1.8% 증대, 6,857억
원의 매출액 증대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3조 2,214억 원의 효과를 창출하여 세금절감분 1조 6,887억 원을
훨씬 초과하였음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세제 폐지시의 심각한 효과방지가 시급: 매년 10,700여명의 선원고용효과 및 1조 2,760억 원의 급여창출효과
톤
상실, 선박운항소득효과 매년 3조 5,348억 원 상실, 해운연관산업 부문에 있어서도 5,000여 명의 직장상실과
4,170억 원의 급여상실효과가 발생하며, 세계시장에서 25조 4,300억 원에 이르는 매출액 상실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세제 보류는 세수에도 부정적임을 인식하고, 조속히 연장
톤
 세제 논란 종지부 찍기 위해 해운산업의 중요성 지속 홍보
톤
 후 성장 잠재력 내포한 해운산업을 더욱 육성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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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시장 종합정보망 구축 3-1단계 사업
연구수행 기간 I 2013. 10. ~ 2014. 9.
연구책임자 I 황진회

연구자 I 박성화, 윤재웅, 강수미, 김혜주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과업 1~2단계 사업에 대해 해운, 조선, 금융, 화주 등 산업 전반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정보망의
본
콘텐츠 개발과 시스템 확장이 지속 요구되고 있음
 계 해운 지식정보의 효율적 공유로 국내 해운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함
세

II. 2014년도 주요사업

연구목적
 리나라 해운산업의 비전, “해운발전을 통한 국부창출 실현”에 기여하는 종합정보망 구축
우
 사업을 통해 세계 해운산업 동향 관련 지식과 정보를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 해운산업의
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스템 고도화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시
 운산업동향 관련 신규 콘텐츠 발굴 및 유지관리
해
 운산업(컨테이너, 벌크, 탱커), 조선산업 통계 및 동향 DB 구축
해

주요 연구결과
 사업 시스템 요구사항의 규격에 최적화된 안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솔루션 도입, 구축
본
IV. 일반사업

 60여종의 다양한 통계 콘텐츠 확보, 탑재
1
 운, 조선 및 관련 산업 분석 정보 탑재
해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운기업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
해

V. 수탁용역사업

 운시장 관련 자료를 종합, 구축함으로써 해운관련 정책 방향을 신속히 결정하는 데 기여
해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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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2항 어촌정주어항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수행 기간 I 2013. 10. ~ 2014. 7.
연구책임자 I 윤상호

연구자 I 이승우, 하광석, 이헌동

연구의 필요성
 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어선의 파손 등이 발생하여 어항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임
2
 러나 현실적으로 배후지와의 원격성으로 인하여 어선정박률이 높지 않은 상황임
그

연구목적
 연구는 경기도 화성시 화옹방조제 우측편에 위치한 우정읍 매향2항 어촌정주어항에 대한 현재/미래여건을
본
고려하여 이에 부합되는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이에 부합되는 관련 인프라 확충과 단계적/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것임

연구내용
 획의 개요
계
 반현황
일
 항시설 기본계획 검토
어
 제성 검토
경
 책적 분석
정
 합평가
종

주요 연구결과
 존 행정계획상 제시되었던 대안 3개는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더는 판단하에 최적 대안 제시하기로 판단
기
최적대안도 BC비율이 0.08이며 예산확보 어려운 상황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물양장을 숭상하고 긴급시 어선을 선양기로 인양하는 방식의 차선안을 제시하였음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촌종합개발사업/어촌체험마을/제2서해안 고속국도 연접지 등의 장점을 살린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사업과
어
연계 가능성 제고
 양환경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어항시설물 확충 가능
해
 항시설 조성으로 인한 어항개발 및 배후지에 대한 편의·휴양시설 확충 가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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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사회적 비용 추정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10. ~ 2014. 10.
연구책임자 I 김수엽

연구자 I 길광수, 이호춘, 이건우, 여동금, 김혜주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양사고비용의 합리적 추정을 통한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해
- 해양사고비용을 과학적·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해양안전정책 수립 및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필요
- 육상부문 교통의 사회적 비용 추계와 연계하여 전체 교통부문의 사회적 비용 산정에 기여 및 정보연계를 통한

II. 2014년도 주요사업

활용 극대화를 이루고, 해양수산부 국정 목표인 해양사고 30% 감축에도 기여

연구목적
 양사고비용 산정 체계 구축
해
- 해양안전정책 중요성 홍보
- 해양안전사고 저감시키는 정책 방안 수립
- 해양사고비용의 승인통계 추진

III. 기본연구사업

연구내용
 통부문의 사고비용 및 국내외 추정 사례
교
 내외 해양사고 통계 현황
국
 단위 자료를 이용한 해양사고비용 도출
원
 험 자료를 이용한 해양사고비용 도출
보

IV. 일반사업

 항선 사고비용 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외
 양사고비용 자료의 활용도 및 신뢰도 제고 방안
해

주요 연구결과
 단위 자료를 이용할 경우, 2013년 기준 해양사고의 물적피해비용은 약 2,736억 원, 인적피해비용은 약 45
원
억 원, 기타비용은 약 415억 원(행정비용 19억 원, 심리적비용 약 395억 원)으로 이들 모두를 합친 해양사고

V. 수탁용역사업

비용은 총 3,195억 원임
 MI보험 자료를 이용할 경우, 2013년 기준 해양사고의 물적피해비용은 약 3,261억 원, 인적피해비용은
K
약 684억 원, 기타비용은 약 415억 원(행정비용 19억 원, 심리적비용 약 395억 원)으로 이들 모두를 합친
해양사고 비용은 총 4,359억 원임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양사고 자료의 연계·통합 분석을 위한 선박번호 필수값 지정·관리 필요
해
 양사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해양사고 통합DB 센터 구축·운영 필요
해
 양사고 피해비용 추정의 단계적 확대 필요
해
 양사고 비용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추가 연구 필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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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항만간 협력관계 촉진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10. ~ 2014. 12.
연구책임자 I 김근섭

연구자 I 이종훈, 이종필, 홍장원, 이주호, 김찬호, 이정아

연구의 필요성
 북아 항만국장회의의 실천적인 후속과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공통의 관심과 주요 현안 중심으로 과제 발굴
동
 울러 공동연구과제(Working Group 1, 2)에 대한 실효성도 제고하여, 항만국장회의의 활성화 지원 필요
아
 14차 및 제15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지원과 함께 공동연구의 심층 검토를 통해 향후 한·중·일 3국 공동의
제
항만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연구목적
 14차 및 제15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과장급회의 및 항만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 지원
제
 동연구과제(Working Group 1)의 세부 검토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도출
공

연구내용
 북아 마리나 네트워크 촉진
동
 북아 항만국장회의 지원
동

주요 연구결과
 북아 국제 시범마리나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동
 북아 3국의 공동 항만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제시
동
 북아 항만국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동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한·중·일
3국 항만의 공동정책을 개발 및 제시함으로써 3국 항만의 공동발전에 기여하고, 관련 정책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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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10. ~ 2014. 1.
연구책임자 I 홍현표

연구자 I 마창모, 한덕훈, 문석란, 이지은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양산업발전법 제4조에 의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원
 차 계획기간(’09～’13)의 종료 및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새정부 공약이행 및 원양산업 발전 청사진
1
제시 필요

II. 2014년도 주요사업

 내적으로 어선 등 생산시설 노후화, 기업간 양극화 등으로 저하된 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가 시급하고, IUU
대
어업 근절을 위한 기국통제와 입어조건 강화 등 조업여건 악화

연구목적
 양산업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이에 따른 중장기 전망에 기반을 둔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원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원양산업의 대내외 여건 분석
원양산업의 중장기 전망과 비전 제시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

주요 연구결과
 양산업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으로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
원
IV. 일반사업

원양산업의 미래사업화를 위한 3대 분야, 8대 과제, 27대 사업을 제시함
 제적인 IUU어업에 대한 규제움직임에 대응하여 IUU어업 신뢰회복 프로세스 추진, 글로벌 Ruler로서의
국
지위 확보, 국제 협상력 강화 등의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
 전한 식량 공급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구축, 원양수산물의 안정적 수급구조 마련, 연안개도국
안
협력 확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
 정과제의 달성 및 원양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해 해외진출 기반강화, 원양산업지원체계 구축 등의 세부적인
국

V. 수탁용역사업

정책을 마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국제수산규범의
강화 속에 규범 준수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규범을 주도할 수 있는 한국 원양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래 원양산업을 위해 필수선단의 정예화 및 자원관리에 기반을 둔 구조조정 방향성을 제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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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용역
연구수행 기간 I 2013. 10. ~ 2014. 2.
연구책임자 I 하태영

연구자 I 이수영, 최건우, 송민호, 이경한, 최상균, 김연정

연구의 필요성
국내외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항만물동량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기타 국내외 주요 이슈에 따른 항만물동량 변동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국내 무역항의 중장기 품목별 물동량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항만시설 수급을 분석
기타 항만관련 주요 이슈 분석 및 항만기본계획 변경 검토

연구내용
국내외 주요 항만의 물동량 및 관련산업 현황 조사
국내 무역항의 중장기 물동량 예측
항만기본계획 변경 관련 물동량 검토
부산 신항 해상교통안전진단 연구

주요 연구결과
전국 31개 무역항 항만물동량(품목별, 월별) 실적 및 시설 현황 조사
해외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및 항만 개발 계획 조사
2013년 기준 전국 무역항 중장기 물동량 예측(’20년, ’30년 컨테이너 및 비컨테이너 물동량)
항만기본계획 변경 검토(총 8건: 부산항, 마산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부산 신항 해상교통안전진단 연구(수리조선 및 해경정비창 해역에 대한 통행혼잡도 분석)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래물동량 예측 및 부두시설능력을 고려하여 신규소요선석 개발규모 및 시기 검토·조정에 기여
장
항만시설 수급 불균형 심화로 향후 부두기능 재정립을 통한 수급 안정화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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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계 동반성장을 위한 권역별 진출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10. ~ 2014. 1.
연구책임자 I 마창모

연구자 I 류정곤, 한덕훈, 문석란, 이지은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최근 IUU 어업에 대한 규제 강화,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강화, 잡는 어업에서 양식 또는 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변모, 가공·유통 사업의 강화 등 우리나라 수산업의 국제적 환경변화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전 해역에 걸친 총체적인 수산업 위기에 대응하여 다양한 원양산업 영역에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새로운

II. 2014년도 주요사업

진출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권역별(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로 총괄적인 진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자 함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원양산업의 권역별 진출방안 마련 필요성 제시
원양산업 진출을 위한 권역별 현황분석
원양산업 해외진출 사례 분석
원양산업 진출을 위한 권역별 진출방안

주요 연구결과
IV. 일반사업

아시아 진출방안: 인도네시아 합작어업 및 가공산업 진출, 미얀마 합작어업 및 양식업, 어분공장 진출,
말레이시아 양식업 진출 등 아시아 진출 전략 제시
아
 프리카 진출방안: 유럽기업 M&A를 통한 유럽 및 아프리카 공동 진출, 아프리카 연안 조업 현지화 및
중층트롤화, 라스팔마스를 기지로 한 아프리카 양식업 진출 확대
남미 진출방안: 칠레 항구를 베이스 기지로 사용한 남빙양 진출, 포클랜드 정부와의 어업 협정을 통한 합작
진출, 아르헨티나 현지 합작 진출, 우루과이와의 합작, 수산협력사업을 통한 브라질 진출

V. 수탁용역사업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존 원양어업의 존립이 어렵다면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해외 진출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원양어업의 역량 강화를
기
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하며, 권역별·해역별 상이한 특징을 고려하여 다양한 타입의 진출 전략에 따라 경쟁력
있는 원양 기업의 진출을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그 기반 위에 동반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링크를 완성해야 함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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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통합관리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10. ~ 2014. 4.
연구책임자 I 남정호

연구자 I 황기형, 목진용, 장원근, 최지연, 장정인, 정지호, 임종서

연구의 필요성
 도정비와 정책수립이 선행되었고, 이후 새로운 연안관리제도(연안해역용도해역제,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등)
제
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기반은 취약한 상태
 2차 통합계획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중점 추진과제는 기존의 정책계획과 달리 집중적인
제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및 기술의 효과적 적용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
- 연안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시행의 결과가 연안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

연구목적
 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성공적 이행과 연안지역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향후 3년간 집중투자가 필요한
제
연구개발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최적의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제시

연구내용
 책, 법제도, 기술, 수요 등의 여건 및 환경 분석
정
 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연구내용 제시
연
 구개발 추진계획 수립
연
 구개발의 타당성 분석
연
 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도출
연

주요 연구결과
 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연안관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선
있으며, 공공기술임에도 관련 특허가 증가하는 추세
 계 최고국 대비 기술격차는 6.5~13.3년으로 나타났으나, 체계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5년 후
세
기술격차는 3.5~10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적형 연구개발인 연안관리 신기술 실용화로 해양에서 미래 성장산업(생태산업, 정보제공 서비스 산업,
목
관측탐사 산업 등)이 활성화될 것이며, 자연해안 복원 및 연안경관 관리, 연안재생 사업 등은 토목 건설 등
기존 산업에 비해 최대 4배 수준의 일자리 창출 예상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안통합관리 지원을 위한 기술을 정의하고 해당분야 연구개발의 타당성을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연
분석함으로써 연구개발계획의 적절성, 성공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검토
 구개발 결과의 지역별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구개발 과정에서 각 기술별 시범연안 설정에 활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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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현대화기금 운용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9. ~ 2014. 10.
연구책임자 I 길광수

연구자 I 심기섭, 김우선, 김찬호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재 항만현대화기금은 항만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항만현대화기금”
현
이라는 의미로는 부적합함
 만하역요금표, 임대료에 부과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적립이 가능하기는 하나 별도의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항

II. 2014년도 주요사업

지속적인 기금 조성의 문제발생 소지가 존재
 에 “항만현대화기금”에 적합하도록 기존 항만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더불어 우리 항만 내 하역장비 도입,
이
시설의 개선 등에 대한 활용방안 확대 요구 증대

연구목적
 연구는 현행 항만현대화기금 조성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하여 하역업체의 장비구입
본
지원을 통한 항만하역장비 현대화 방안을 모색

III. 기본연구사업

 만하역장비 설치로 인한 생산성 향상에 상응하는 이익을 기금에 재편입토록 하여 항만근로자의 복지향상
항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항만현대화기금 운용체계 개선방안을 수립

연구내용
 만현대화기금 개요 및 운용현황
항
 내외 유사 기금 활용사례 분석
국

IV. 일반사업

 만현대화기금 확대 조성방안
항
 만현대화기금 활용방안
항
 만현대화기금 활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항

주요 연구결과
 만현대화기금 개요 및 운용현황
항
V. 수탁용역사업

 내외 유사 기금 활용사례 분석
국
 만현대화기금 확대 조성방안
항
 만현대화기금 활용방안
항
 만현대화기금 활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항
 만현대화기금 운용 재정여건 분석
항
 만현대화기금 개선 추진 로드맵 및 액션플랜 수립
항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만현대화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항만노무 건전화 및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에 기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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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 시베리아 해운 물류 진출 방안 기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10. ~ 2014. 4.
연구책임자 I 이성우

연구자 I 길광수, 송주미, 전혜경, 이홍원, 민경창

연구의 필요성
러시아 정부는 ‘극동·자바이칼 사회·경제 발전전략 2025(이하 극동발전전략 2025)’를 수립, 극동 바이칼지역에
약 11조 루블(3,600억 달러) 투자 계획(’13.3)을 세우는 등 극동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투자 및 개발을 강화
극동 시베리아의 막대한 에너지·자원의 확보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비재 수입 급증, 최근 농산물 수출지로
연해주 등이 급부상함에 따라 해운·물류분야의 진출 필요성이 대두

연구목적
극동 시베리아 지역 시장 선점을 우해 해운·물류 진출방안을 마련
해운·물류 진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여건 분석, 현지 환경조사 기초 타당성 분석

연구내용
극동 시베리아지역의 투자여건 및 물류환경 조사, 해운·물류분야 극동 시베리아 진출 기초 타당성 분석
극동 시베리아 지역 내 물류단지 조성 가능성 분석, 극동 시베리아의 국제 물류단지 입지 선정 및 조성방안
제안

주요 연구결과
단기간 극동러시아의 경제와 물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공물류단지 개발이 가능한 대안임
해당 지역세관에서 통관되는 화물품목을 토대로 분석하여 항만배후, 국경통관지역 그리고 물류인프라 교차
지점에 가공물류단지 개발을 제안함
가공물류단지 개발도 국제, 광역, 지역으로 구분하여 현지 특성과 국내외 교역형태를 고려하여 개발해야 함
주요 가공물류단지 거점으로 보스토치니항, 나홋카항, 자루비노항, 슬라비안카항 등과 크라스키노, 하산,
그라데코보 등 국경지역을 제안함
이외 광역거점으로 우수리스크 인근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추르킨 지역 그리고 지역거점은 인구 62만명을
보유한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 그 필요성을 제안함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투자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1~2개소 선정 후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동
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한국형 가공물류단지 개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실행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 추진이 필요함
유
극동러시아의 수출입 화물의 불균형으로 인해 물류시장 왜곡이 심한 상태이므로 지역 산업화와 물류기능과의
접목을 통해 현지 화물 창출이 가능한 가공물류단지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함
지역 생산물 기반, 외국 수입화물 연계, 삼국 중계 등 다양한 형태의 수요창출형 Biz Model 개발이 가능함
Biz 모델을 접목한 가공물류거점 확보가 필요하고 최적 물류거점을 만들기 위해 항만연계형, 국경연계형,
물류교차형 등의 입지별, 특성별로 구분하여 수요에 맞는 거점 확보가 필요함

16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U-기반 해운물류 체계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컨테이너 검색기 활용을 위한 정책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8. ~ 2014. 5.
연구책임자 I 김수엽

연구자 I 길광수, 이호춘, 이건우, 반영길, 김혜주, 이혜진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테이너 화물 검색기 개발 및 시험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분석
컨
 016년 7월로 연기된 미국행 컨테이너 100% 검색 조치 관련 사항 분석
2

II. 2014년도 주요사업

연구목적
광양항에서 시범운영되는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 개발 및 시험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분석을 통한 정책적 기여

연구내용
검색기 시험운영에 따른 경제성 분석
- 시험운영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요인 분석 및 부담 주체와 방법 검토

III. 기본연구사업

- 시험운영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및 분석
미국행 컨테이너 100% 검사와 관련한 주요 현안 분석
- 국내항만에서의 환적화물 검사 방안
- 해외 사례 조사 및 시사점

주요 연구결과
 테이너 검색기의 해외운영 사례조사
컨
IV. 일반사업

 적 컨테이너 업무처리 절차
환
 리나라의 컨테이너 검색기 운영 환경
우
 테이너 검색기 운영관련 이용자 의향조사 설계
컨
 테이너 검색기 수요 재추정
컨
 테이너 검색제도의 주요 현안 검토
컨

V. 수탁용역사업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국행 컨테이너 100% 검사가 2년 연기됨에 따라 현재 개발 중인 3D 컨테이너 검색기의 개발 및 시험운영이
미
가능하게 됨
 리나라 항만(부산, 광양 등)이 미국행 환적화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우
및 분석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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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형 마리나항만 기본설계용역 중 해양관광 마리나항만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9. ~ 2014. 12.
연구책임자 I 이종훈

연구자 I 홍장원, 이정아, 한광석

연구의 필요성
 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거점형 마리나항만 기본설계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사업무(해양관광 및
해
마리나산업 여건 분석)와 계획업무(개발콘셉 설정, 관리운영방안 마련 등)의 수립

연구목적
거점형 마리나항만의 중장기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거점형 마리나항만별 제반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콘셉 및 목표 설정
국가예산 지원에 따라 거점형 마리나항만이 갖추어야 할 공공성 확보방안 제시 등

연구내용
국내외 마리나와 해양관광 현황조사, 분석 및 관련 문헌 분석
마리나항만 개발콘셉트와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전문가 pool 구축 및 운영방안 제시
마리나 관련 산업 사업체와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주요 연구결과
 리나라 해양레저선박(모터보트, 요트) 수요 추정
우
 점형 마리나항만별 개발콘셉트와 규모 그리고 도입기능 도출
거
 리나 관련 산업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구축방안 제시
마
 리나 관련 주체별(정부, 지자체, 민간 등) 역할 분담방안 제시
마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해양수산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거점형 마리나항만의 개발방향 제시
 비지원에 따른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과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국
 래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관리운영에 따른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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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현대화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11. ~ 2014. 7.
연구책임자 I 엄선희

내부연구자 I 조정희, 이정삼

외부연구자 I 백영수, 진송한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재 우리나라의 어선 노후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어업경영의 수익구조 악화, 조업 중 안전사고 발생 증가,
현
어선원의 승선기피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에 노후화된 어선을 친환경·고효율형 어선으로 개선하는 어선현대화 사업 추진이 시급함
이

II. 2014년도 주요사업

 선현대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 다른 정책사업과의 상충문제 해결, 표준 선형 개발
어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연구목적
 선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어선의 표준
어
선형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등 어선현대화 사업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I. 기본연구사업

연구내용
연근해어선 현대화 개요
연근해어선 현대화사업 타당성 분석: TAC, 어선감척사업과 비교분석, 경제적 효과분석
현대화 관련 해외 사례 조사•분석: 일본, EU(아일랜드)
자원관리형 어선의 표준모델 제시: 근해저인망, 근해채낚기, 기선권현망, 연안복합어업
어선 현대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법제도 정비 방안

IV. 일반사업

주요 연구결과
 선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대상 업종 선정, 표준어선 개발방향 제시, 재정지원 및
어
법제도 정비방향 제시
 업자원관리와 어선감척사업과의 비교 분석 및 연계 가능성 등 제시
어
 선의 불법개조 방지 및 자원관리형 어선현대화 사업 방향 제시
어

V. 수탁용역사업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선 현대화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어
활용
 존 감척사업 등 다른 정책과의 차별성과 연계성 등을 명확하게 하여 정책입안자들에게 어선 현대화사업
기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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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정부 3.0 발전 모델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11. ~ 2014. 3.
연구책임자 I 황기형

연구자 I 이종훈, 최종희, 전형진, 김태일, 박상우, 장홍석, 최지연, 이정삼, 이민규, 김경신, 장동원, 이보람

연구의 필요성
 근혜 정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정부운영 혁신 프로그램으로서 「정부 3.0」 추진
박
 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신설 부처로서의 기능 확립과 함께 기존 운영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개방’, ‘공유’,
해
‘소통’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정부 3.0」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됨

연구목적
 양수산 부문의 「정부 3.0」 추진계획 제시
해
- 해양수산부의 종합적인 「정부 3.0」 추진계획을 제안하되, 2014년 정부 실행계획을 고려하여 맞춤형 선도과제
도출에 중점
- 신설 부처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 각 분야 업무를 연계 · 통합한 신규과제 집중 검토

연구내용
 양수산 「정부 3.0」의 당위성과 기본 방향
해
 양수산 「정부 3.0」 추진계획
해
 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양수산 「정부 3.0」 선도과제
맞
 양수산 「정부 3.0」 세부과제 실행방안
해

주요 연구결과
‘해운·항만·물류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등 해양수산부문의 9개 선도과제 제안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30개 추진과제 도출 및 실행계획 제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양수산부의 2015년 「정부 3.0 실행계획」에 반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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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마리나항만 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11. ~ 2014. 12.
연구책임자 I 이종훈

연구자 I 홍장원, 이정아, 박지영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앙부처에서 다양한 마리나 관련산업 육성정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충청남도는 이와 관련한 계획이 아직
중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마리나항만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마련이 필요함

II. 2014년도 주요사업

연구목적
 청남도는 해양관광 목적지로 높은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해양관광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충
마리나항만이 없는 실정임
 에 충청남도 해양과 연안이 지닌 잠재력과 집객력 등을 분석하여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반영하고자 함
 울러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아

III. 기본연구사업

연구내용
국내 마리나항만 개발과 운영현황 그리고 해외 유사사례 조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충청남도 마리나항만 개발 적지조사 및 가능성 검토를 통한 후보지 선정
충청남도 마리나항만 개발목표 및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주요 연구결과
IV. 일반사업

 청남도 내 마리나항만 및 관련 산업 추진방안 마련
충
 양관광 잠재력 분석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마리나항만 개발 논리 마련 등
해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이전의 선제적 대응방안 수립

V. 수탁용역사업

충청남도 해양관광 잠재력 분석을 통한 마리나 개발 당위성 및 개발방향 제시
충청남도에 있어서 거점형 마리나항만의 필요성 등 균형발전 논리 개발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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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연구수행 기간 I 2013. 11. ~ 2014. 7.
연구책임자 I 류정곤

연구자 I 조정희, 이정삼, 이정미, 이지은, 황규환

연구의 필요성
 후 자율관리어업이 수산업 전반의 사회 · 문화적 정신운동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적 지원체계로는
향
한계가 있으므로 (가칭) 「수산자율관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양한 사업 주체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이 체계화되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이
다
저하되어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자율관리어업의 확산 기반 마련 필요

연구목적
 율관리어업의 추진 실태에 대한 조사체계 구축,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 제시,
자
자율관리어업 교육 시스템과 유형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재 개발 방향을 설정

연구내용
 율관리어업 관련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가의 관련 법제를 조사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자율관리제도
자
도입방안을 제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도출
 율관리어업 교육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자율관리어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율관리어업
자
교육 시스템과 유형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재 개발 방향을 설정

주요 연구결과
 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율관리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가칭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
법률」 제정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
 극적으로 ‘전문 자율관리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수행하는 방안 제시
궁
 련 기관은 협업기관으로 각 기관 특성에 맞게 수협과 연계하여 자율관리어업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
지원하며, 아울러 교육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및 내부 강사 발굴 및 교육을 실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의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지침 등의 체계 구축을 통해 향후 추진될 실태조사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효율적 추진 등 성공적 실시 기반 마련에 기여
 후 객관성, 투명성이 제고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자율관리어업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함으로써
향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
 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시하여 자율관리어업을 “새어촌운동”으로 발전시켜
자
나가기 위한 법률 제정에 기여
 순 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유형별로 다양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 모니터링 및
단
사후관리를 통한 전문 어업인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자율관리어업 관련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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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협상 위탁 용역
연구수행 기간 I 2013. 11. ~ 2014. 1.
연구책임자 I 이종필

연구자 I 김근섭, 정경선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양수산부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업무를
해
위탁해 옴에 따라,
 간자본 도입을 통해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민

II. 2014년도 주요사업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 업무를 「항만법」에 의거 수행하고자 함

연구목적
 공적인 재개발사업 추진 위한 협상
성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부측 협상단 구성 및 운영
정
 상 추진일정 및 계획의 수립·조정
협
 요 예상 쟁점사항 도출 및 검토
주
 상 대안 및 전략 제시
협
 상(회의) 진행 및 협상결과(회의록) 정리
협
 시협약(안) 작성
실

IV. 일반사업

주요 연구결과
 상결과 보고서
협
 시협약(안) 작성
실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V. 수탁용역사업

 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상(안) 제시
고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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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12. ~ 2014. 7.
연구책임자 I 육근형

연구자 I 박수진, 박지영, 이아람, 심경민

연구의 필요성
 호대상해양생물 보전계획(안)에 따라 종 분포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서식지 보호, 증식·복원 등
보
관리사업의 체계적 이행이 필요한 시기
 호대상해양생물이 좌초되거나 혼획되는 경우 구조 및 치료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수요 확대
보
 역별로 대표성이 높은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보호·관리계획을 통해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보전정책 집행
해
필요

연구목적
 호대상해양생물 해역별 대표 아이콘 선정 및 보호·관리방안 제시
보
 호대상해양생물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해양동물구조·치료전문기관’ 및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에
보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개발
 민인식 제고 및 홍보·안내 사업 실시
국

연구내용
보호대상해양생물 해역별 대표 아이콘 선정 및 보호·관리방안 제시
해양동물구조치료전문기관 및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수립
보호대상해양생물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안내판 설치 및 갱신

주요 연구결과
 호대상해양생물 해역별 대표 아이콘 선정 및 보호·관리방안 제시
보
- 깃대종(flagship species) 등 대표생물의 개념 등 이론 연구
- 동해 물개, 서해 물범, 남해 바다거북, 제주 남방큰돌고래 선정 및 관리방안
 양동물구조치료전문기관 및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수립
해
- 환경부, 문화재청, 미국, 호주 등 관련 지침 검토 및 시사점
- 구조치료기관 및 서식지외보전기관 설치·운영, 구조·치료 및 자연복귀, 증식연구 등
 호대상해양생물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안내판 설치 및 갱신
보
- 보호대상해양생물 앱(app) 개발 계획 제시
- 보호대상해양생물 홍보안내판 보수(제주 등) 및 신규 설치(부산 아쿠아리움, 국립해양박물관)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역별 대표생물 선정을 통한 깃대종 제시 및 관리전략 제시
해
보호대상해양생물 구조치료 기관에 대한 관리운영 지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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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심층연구: 수산업부문
연구수행 기간 I 2013. 12. ~ 2014. 5.
연구책임자 I 김봉태

연구자 I 정명생, 임경희, 마창모, 이상건, 조소현, 기해경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는 전 세계 GDP의 38%, 전 세계 무역의 26%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으로
T
협상 범위에 대해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 규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II. 2014년도 주요사업

 산업부문에도 일본, 미국, 베트남, 캐나다, 페루, 칠레 등 주요 수산물 교역국이 포함되어 있어 TPP 참여
수
여부, 협상 타결 수준 등에 따라 국내 수산업에 영향 예상

연구목적
 PP 체결 시나리오에 따른 수산업 전반, 주요 품목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T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PP 참여국의 수산업 현황
T
 리나라와 TPP 참여국의 수산물 경쟁력 분석
우
 리나라와 TPP 참여국의 수산물 관세율 및 기 체결 FTA 양허 내용
우
 나리오별 TPP 영향 분석
시
 산업부문의 TPP 영향 및 추진 방향
수

IV. 일반사업

주요 연구결과
 리나라가 생산·수입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품목별 경쟁력은 84개 품목 중 17개가 특정 TPP
우
수입산보다 국내산의 경쟁력이 열위인 것으로 분석
 PP 국가의 수산물 평균 관세율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멕시코, 베트남이 최상위 수준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T
대체로 낮은 편
 PP 참여 시 수산업부문의 무역수지 악화 및 생산 감소 예상
T

V. 수탁용역사업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TPP
협상 참여여부, 참여시기 등에 대한 정부의 통상정책 판단 기준 및 기초 자료 제시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177
ANNUAL REPORT 2014

KMI

Ⅴ. 수탁용역사업

예선제도 개선 및 예선업 진흥 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12. ~ 2014. 12.
연구책임자 I 이종필

연구자 I 김정봉, 장홍석, 이헌동, 박동규

연구의 필요성
 선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국내연구 진행 사례 전무
예
 선 서비스 제도에 대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강구 필요
예
 동배선제도와 자유계약제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검토 대안 연구가 필요하며,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
예선 배정 제도 개발이 필요
 선업의 발전을 위한 선진적 사업관리 및 지원 방안 등 제반 이슈에 대한 검토 필요
예
 선 난립 등의 문제로 항만별 예선 배정 정수 조정 등 예선업 공급 조절 방안과 중앙 예선조합의 기능 강화에
예
대한 검토 필요

연구목적
 선업 진흥방안 기본구상 도출 및 예선업 발전 로드맵 제안
예

연구내용
예선업 운영 여건 분석
예선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검토
해외 주요 국가의 예선업 운영사례 조사 및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내 예선업의 제반 문제점 조사
제도 개선 및 예선업 진흥 방안 제시

주요 연구결과
 재 공급과잉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 상황이 심화되어 있는 예선업의 문제점 해결 및 진흥을 위해 항만법 개정,
현
항만청 고시 공표 등을 제안
- 12개 항만 구역별 예선업 현황을 분석하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과잉인 항만을 분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외 정기적 요율 인상, 불평등한 Volume Discount 해소, 토요 할증제 시행, 예선사용료 체납 방지, 예선운영
이
협의회 역할 조정, 예항력 검사 개선, 지방공사의 예선사업 진출 방지 등 예선업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내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이 해상물동량으로, 항만물류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국
- 화물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지원하는 국가기간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선업이 처한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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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제특별구역 운영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수행 기간 I 2013. 12. ~ 2014. 6.
연구책임자 I 김근섭

연구자 I 이종필, 안영균, 김영훈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간 우리나라의 항만정책은 양적성장 중심으로 추진하여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
그
 러나 이러한 양적성장 정책으로 항만의 시설확보율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물동량 부족에 따른 시설과잉에
그
대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항만구역의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함

II. 2014년도 주요사업

 러한 상황에서 항만기능의 다양화, 항만관련 해양산업과의 연계강화,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해 해양경제
이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러나 해양경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사항과 문제점 등이 대두되어 이의 해결과 제정 이후의
그
기본적인 운영방향의 정립이 필요한 상황임

연구목적
 외사례를 조사·분석하여 해양경제특구 제도 도입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의 해결 방안을 구상
해

III. 기본연구사업

 후 해양경제특구로 지정 가능한 대상지(안) 선정
향
 양경제특구의 장기 구상
해

연구내용
 양경제특구의 추진 필요성을 제시
해
 양경제 또는 산업과 관련한 해외의 특구제도 및 정책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해

IV. 일반사업

 양산업의 분류 정립
해
 양경제특구의 운영 구상을 제시
해

주요 연구결과
 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
해
 외 해양산업 육성정책 조사 및 제시
해

V. 수탁용역사업

 내 항만 중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 입지 제시
국
 산항, 광양항 등을 대상으로 해양경제특구 기본 구상(안) 제시
부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양경제특구제도가 도입되어 국내 해양산업의 활성화 기반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제공 및 기본구상
해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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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EBSA 국가보고서 개발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3. 12. ~ 2014. 11.
연구책임자 I 박수진

연구자 I 남정호, 장원근, 육근형, 한기원, 김진엽, 선미란

연구의 필요성
 물다양성협약(CBD)은 전 세계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핵심해역(EBSA)’의 과학적 논의와
생
지역워크숍을 통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향후 동북아 EBSA 워크숍에 대비한
EBSA 국가보고서(안) 개발이 필요
 12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해양산성화 등 해양부문 의제가 주요 의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과
제
정부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연구목적
 리나라 EBSA 후보지를 도출하고, CBD EBSA 국가보고서(안)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우
보전 노력에 동참하고, 향후 동북아 EBSA워크숍의 대응전략을 수립
 12차 CBD 당사국총회 및 제1차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회의의 체계적인 대응
제

연구내용
 BD EBSA 논의동향 및 지역워크숍 결과 분석
C
우리나라 EBSA 후보지 선정 및 EBSA 국가보고서(안) 마련
제12차 CBD 당사국총회 해양부문 의제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제1차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회의 의제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주요 연구결과
 BSA 지역워크숍 결과, 선정기준 및 적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 EBSA 후보지를 도출
E
 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분야 전문가 자문, 국내외 자료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EBSA 후보지에 대한
해
국가보고서(안)을 마련
 양소음, 해양공간계획, 침입외래종, 기후변화와 바이오연료 등 제12차 CBD 당사국총회의 해양부문 의제에
해
대한 분석 및 정부 대응방안 마련
 로벌 다자간 이익공유체계, ABS 정보공유체계, 이행준수 등 나고야 의정서 제1차 당사국회의의 의제를
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대응방안 마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리나라 EBSA 후보지 선정 및 EBSA 국가보고서(안) 작성 (국문/영문)
우
 BD 제12차 당사국총회 및 제1차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회의(’14.10월, 평창)의 해양부문 의제에 대한
C
분석과 대한민국 협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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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사업 체계개선 연구(교부금)
연구수행 기간 I 2013. 8 ~ 2014. 5.
연구책임자 I 강종호

연구자 I 김정봉, 장홍석, 이헌동, 박동규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산물 수입 확대 및 대형유통업체 주도의 유통시장 재편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수산물유통의
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시장구조로의 재편을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함

II. 2014년도 주요사업

연구목적
 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와 수산물유통시장 및 제도를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현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
대응방안을 수립함
 양수산부의 수산물유통구조개선계획(2013. 7. 10)과 관련하여 원활한 정부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의
해
수집 및 분석, 세부계획의 수립과 종합적 수산물유통 제도개선을 지원함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타당성 조사
정부의 기존 수산물유통 지원 투·융자사업 분석을 통한 개편방안 도출
수산물유통 제도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주요 수산물에 대한 시장 및 수요 조사를 통한 가격안정화방안 제시
수산물 유통시설(산지 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 등) 평가지표 개발

IV. 일반사업

주요 연구결과
 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 분석 및 투·융자계획을 제시함
수
 양수산사업의 수산물유통사업과 수산발전기금의 수산물유통 융자사업 개편방안을 제시함
해
 산물 유통제도와 관련하여 도매시장의 상장경매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수
 요 수산물 국내외 시장 및 수요조사로서 국내 소비자와 중국 상해의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
주요 어종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였음

V. 수탁용역사업

 요 수산물 유통가격 실태조사 및 가격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어종에 대한 추적조사법과 유통경로
주
분석 등을 통해 유통실태를 규명하고, 유통마진을 분석하였음
 산물 유통시설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수산물 도매시장과 시장도매인, 공판장에 대한 기존 평가지표를
수
개선하여 제시하고, 정책자금과 관련하여 새로운 평가지표를 제시하였음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총
 9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으며, 수산물 유통정책사업, FPC사업, 수산물 유통제도, 국내외
소비, 산지유통 개선, 수산물 가공 개선, 도매시장 개선,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화,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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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미항 만들기 시행계획 수립용역
연구수행 기간 I 2013. 12. ~ 2014. 12.
연구책임자 I 이종필

연구자 I 심기섭, 안영균, 이주원, 김영훈

연구의 필요성
 산항은 개항 이후 138년이 지난 역사적 항만이며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만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으나,
부
미항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만 및 주변지역에 대한 기능조정이 요구되고 있음
 항 재개발(2008)의 추진에 따라 북항재개발 주변지역 항만(남항, 다대포항, 감천항 및 항만인근지역 등)도
북
21세기를 염두에 두고 항만물류와 항만-도시간 공존발전을 위한 미항 조성이 필요함

연구목적
 합적 차원의 항만(부산항)-도시(부산시) 공존 번영을 위한 공간 재창조 방안 제시
종
 항조성을 위한 단기적 이전 및 장기적 이전방안 구상 및 실효성 있는 이전 및 관련 산업 집적방안 구상
미
 만-도시간 갈등을 해결하고 공존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부산항 미항조성방안 구상
항

연구내용
부산항 기초자료 조사 및 미항조성을 위한 여건 분석, 부산항 미항조성을 위한 관련시설 및 기업 조사
부산항 미항조성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및 검토
해외 유사 미항조성 사례 및 법·제도 검토
부산항 미항조성 중·장기 방안 구상, 부산항 예·부선 및 관련기업 이전을 위한 입지 검토 및 사업비 산정
부산항 미항조성 시행방안 도출 및 사업추진효율화 방안 구상, 부산항 미항만들기 로드맵 구상

주요 연구결과
 부 대상시설(예·부선, 149척, 34만 ㎡) 및 기업[선박수리 조선 및 관련기업, 492개(37만 ㎡ ~ 최대 69만 ㎡)]의
일
이전이 필요하며 단기적(~’20년)으로 예·부선의 우선이전 필요
 전 대상 후보지 9개(영도해상, 다대포 해상, 가덕도 해상, 경남권 등)를 검토하여 예·부선 이전을 위한
이
후보지로 영도 동삼동 물양장 선정(165척, 수면적 34만 ㎡, 1,200억 원 소요)
 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전 시기 및 이전 방안 제시
이
 항조성 사업효율화방안 제시
미
 전 총사업비 및 파급 효과 산정
이
- 단기: 생산유발효과(1,47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506억 원), 장기: 생산유발효과(2조~7조원)
 항조성 사업추진의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해 신규 법률 『항만지역발전법』 제정 및 미항사업 포함 필요성 제안
미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산항 항만 기능 재정립 및 미항 공간 재창조방안 제시
부
 련기업 집적화 및 항만환경 개선을 통하여 물류경쟁력 제고,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관
 부의 체계적인 ‘부산항미항개발계획’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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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
연구책임자 I 이호춘

연구자 I 이건우, 김혜주, 반영길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년 단위의 전국 해상화물 O/D 조사는 해상화물의 내륙기종점에 대한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5
없으나, 매년 변화하는 국제해상운송 네트워크와 국내 지역개발사업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마다 O/D 데이터를 갱신할 필요성이 존재함

II. 2014년도 주요사업

연구목적
 사업은 기존에 개발된 방법론에 근거해, 2013년도 수출입물동량과 사회경제적 변수를 이용하여 해상화물
본
O/D를 최근 시점으로 갱신하고 장래기종점을 전망하여 기종점 자료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음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상화물(컨/비컨)의 국내항만-내륙지역간 O/D 보완갱신(2013년 기준)
해
- 31개 무역항 대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만-내륙지역간 화물 흐름에 대한 기종점 보완갱신
 상화물(컨/비컨)의 장래 O/D 보완갱신
해
- 31개 무역항 대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만-내륙지역간 장래 O/D를 향후 30년까지 보완갱신
 준연도 내륙 O/D 보완갱신 방법론 개선방안 마련
기
- 현행 보완갱신 방법론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IV. 일반사업

- 정보시스템 자료(PORT-MIS 자료 등)의 연계·활용 방안

주요 연구결과
 013년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1,395만 TEU 중 유발지역별 물동량을 보면 경기도 316만 TEU, 경상남도
2
184만 TEU, 울산시 159만 TEU 등으로 추정됨
 013년 수출입 일반화물의 기종점 자료를 보면 수출 일반화물은 울산광역시, 수입 일반화물과 수출입 일반화물은
2

V. 수탁용역사업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물동량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안화물 내륙 O/D 자료의 보완갱신 동시 수행 필요
연
 테이너화물과 일반화물이 통합된 품목별 O/D 자료의 구축 필요
컨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상화물 O/D자료의 신뢰도 검증 방안 마련 필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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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홈페이지 위탁운영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12.
연구책임자 I 김수엽

연구자 I 이건우, 반영길, 김혜주, 여동금

연구의 필요성
 속적인 SP-IDC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관리
지
 만이용자들에게 유용한 국제물류 정보연계 및 공유정보 확대 필요
항

연구목적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를 통해 최적의 맞춤형 물류정보 지속 제공
- 해운항만물류분야의 콘텐츠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 운영
- 콘텐츠 정비 및 신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이용자의 의사결정 지원
- 물류주체에게 가시성 있는 물류정보 제공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연구내용
홈페이지 시스템 및 콘텐츠 운영관리
한중일 국제물류정보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지원
홈페이지 콘텐츠 재정비 및 통계관리 운영
컨테이너 추적장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활용모델 발굴

주요 연구결과
 속적으로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홈페이지 운영, 콘텐츠 제공
지
 월 해운항만통계 확정 및 통계자료 제공
매
 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
헬
 텐츠 활용도 분석을 통한 콘텐츠 정비계획 작성 및 콘텐츠 개선
콘
 용자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이
 문가 워크숍, 화상회의 개최 등 한중일 NEAL-NET 사무국 운영
전
 중일 물류정보 공유를 위한 선박입출항 정보 및 컨테이너 이동정보 시범사업 실시
한
 테이너 추적장치 시범사업 평가 및 활용 비즈니스 모델 제시
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의 정보접근성 향상
 운항만물류분야 정보 콘텐츠 제공에 따른 이용자들의 활용성 향상
해
 가간 물류정보 공유를 통한 국내 이용자들의 물류정보 가시성 확보
국
 테이너화물 위치추적 장치의 활용모델 발굴 및 활용도 제고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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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오일허브 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4.
연구책임자 I 박용안

연구자 I 김태일, 이태휘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013년 관계부처 회의시 동북아 오일허브 수요와 가능성, 주변국 동향과 성공사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2
진행하기로 결정
 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금융통화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는 관련 연구기관들을 추천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기

II. 2014년도 주요사업

진행하기로 함

연구목적
 북아 오일허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물류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정책과제들을
동
발굴
 책 현장에서 정책수요자와 입안자에 대한 의견 조사
정
 내항간 해운물류 흐름별 주요 정책개선방안 제시
국

III. 기본연구사업

연구내용
 일허브 물류 환경변화와 영향 검토
오
 내항간 운송관련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국
- 국내 연안운송 제도 현황 및 애로점 조사
- 주요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및 개선요구 분석

IV. 일반사업

 일허브 물류인프라 확충 지원방안
오

주요 연구결과
 국적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용선허가신청 절차간소화를 통하여 국내항간 석유류 물류서비스 활성화 (20
내
일로 단축 필요)
 국적 용선허가신청 심의중 선박명 변경: 트레이더 및 석유제품 화주들과 거래하는 선박브로커들의 용선계약
외

V. 수탁용역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박명(국적, 총톤수), 운송구간, 운송기간을 심의의원회 심의 직전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용선허가신청 기간 단축 개선
내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국적 용선허가신청 심의 중 선박명 변경 허용 제시
외
 세운송신고 주체의 탄력적 운영제도 개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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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 환경변화에 따른 도선사 수급전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수행 기간 I 2014. 2. ~ 2014. 11.
연구책임자 I 박용안

연구자 I 김우호, 최종희, 김태일, 이나영, 이태휘, 이윤진

연구의 필요성
 만 TEU급 컨테이너선의 등장 등 도선사 수요를 둘러싼 지속적 환경 변화
2
 기사의 해상근무 기피 등 도선사 공급부문에서 변화
해
 선사 수급에 대한 전망과 정년연장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
도

연구목적
 선(導船)은 항만의 관리와 운영에 근간을 이루는 요소
도
 리 정부도 도선사업의 면허제를 취하는 동시, 도선사(導船士)의 수급을 관리
우
 선사 진입 관련 승선경력 요건의 완화, 정년의 연장, 도선사 연금제도의 도입, 도선사 양성기관의 설치 등
도
다양한 방안의 검토 필요

연구내용
 선사업의 장·단기적 환경 변화
도
 선사업의 장·단기적 수급 전망
도
 선제도의 정책개선 과제 및 개선 검토
도

주요 연구결과
 015～2019년 증원 수요는 매년 16명(퇴직 예정인원 연평균 15명 포함)으로 예상
2
 당기간 전체 도선사 인원은 249명~ 255명 사이로 추정
해
 선사 정년제도의 연장이 고령자에 대한 정년연장 검토와 축적된 고도화 기술의 활용이라는 사회적 추세와
도
부합되지만, 65세 초과 도선사들의 해양사고 위험이 충분히 낮아지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그 결과가
도출되는 시점에 정년연장을 추진할 필요
 선사 연금제도(2014년 도입)는 향후 감면 세액의 증가에 따라, 도선사들의 교육·훈련과 아울러 노후대책
도
등에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검토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선사 수요에 대한 장단기적 전망과 수급 분석
도
 선사 정년제도의 연장제도의 찬반논의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도
 선사 연금제도 개선방안 제시
도

18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해양 시추시스템용 기자재 해저시험을 위한 폐공 활용성 연구 용역
연구수행 기간 I 2014. 1. ~ 2014. 5.
연구책임자 I 목진용

내부연구자 I 황기형, 김경신, 이윤정

외부연구자 I 최찬호, 최동현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내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해양시추분야 및 해양시운전분야 산업과 연구개발 기반이 되는 해양시추시스템용
국
기자재 해저시험 기반 구축
 양시추 관련 시운전과 운영 분야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양플랜트 기자재 산업 확대와 신규 시장 진출 기반
해

II. 2014년도 주요사업

마련

연구목적
 추시스템용 기자재 실 해역 테스트를 위한 법적, 기술성 및 안정성, 운영 방안 요구사항 검토
시
 양 시추시스템용 기자재 실 해역 테스트를 위한 신규 Dummy Well 규제 분석 및 제도 보완 검토
해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존 Well 활용에 대한 법적 검토
기
 존 Well 활용에 대한 기술성 및 안정성 검토
기
 존 Well 운영 방안 요구사항 검토
기
 규 Dummy Well 규제 분석 및 제도 보완 검토
신

주요 연구결과
IV. 일반사업

 존 Well은 조광권자인 한국석유공사 소유이나 「해저광물자원개발법」과 원상회복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기
국가 귀속을 전제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후 활용함이 바람직
 존 Well 활용에 대한 기술성과 안정성 검토결과 시범테스트용으로 사용에는 문제가 없음
기
 범운전을 위해 국가로부터 주작-1공에 대한 무상사용권 획득,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보험가입 등 사전
시
조치가 필요하고, 시범 테스트를 위한 절차서 마련 필요

V. 수탁용역사업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작-1공을 시추선 테스트 장소로 지정 및 실제 테스트 실시
주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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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FTA 수산분야 영향 분석 및 국내대책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2. ~ 2014. 12.
연구책임자 I 김봉태

연구자 I 정명생, 임경희, 이상건, 조소현, 기해경

연구의 필요성
 -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가 각각 체결됨에 따라 각 FTA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한
대한 분석 및 국내 대책 수립 필요

연구목적
 주의 수산업 현황, 수산물 교역 동향 및 경쟁력, 수산분야 한-호주 FTA의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호
국내대책 방향 제시
 나다의 수산업 현황, 수산물 교역 동향 및 경쟁력, 수산분야 한-캐나다 FTA의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에
캐
기초한 국내대책 방향 제시
 질랜드의 수산업 현황, 수산물 교역 동향 및 경쟁력, 수산분야 한-뉴질랜드 FTA의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에
뉴
기초한 국내대책 방향 제시

연구내용
 주의 수산업 현황, 한-호주 수산물 교역 및 경쟁력, 한-호주 FTA 영향 분석
호
 나다의 수산업 현황, 한-캐나다 수산물 교역 및 경쟁력, 한-캐나다 FTA 영향 분석
캐
 질랜드의 수산업 현황, 한-뉴질랜드 수산물 교역 및 경쟁력, 한-뉴질랜드 FTA 영향 분석
뉴

주요 연구결과
 -호주 FTA로 소금, 다랑어 등의 수입이 증가하겠으나 영향은 제한적
한
 -캐나다 FTA로 바닷가재 등의 수입이 증가하겠으나 영향은 제한적
한
 -뉴질랜드 FTA로 홍합 등 수입이 증가하여 일정 부분 영향 예상
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의 수산분야 영향 분석 결과에 기초한 국회비준 동의절차
한
진행 및 국내대책 수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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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가공 선진화 기술 개발
연구수행 기간 I 2013. 12. ~ 2014. 4.
연구책임자 I 강종호

연구자 I 장홍석, 이헌동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산물의 어획 이후부터 소비자의 손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수산물의 유통·가공 기술은 타 산업에 비해
수
기술수준이 낮아 수산물 상품화와 부가가치 제고에 한계가 있음
 라서 어선에서부터 소비지에 이르는 유통 및 가공 전과정의 기술적인 제검토를 통한 기술기반의 재구축이
따

II. 2014년도 주요사업

필요함

연구목적
 연구는 수산물의 유통·가공 과정에서 수산물 선도 및 품질 유지를 위한 시스템 및 수산물 가공을 위한 기자재
본
개발 등 수산물 유통·가공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본 연구는 수산물 유통·가공 선진화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를 위한 것이며, 다음의 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첫째, 수산물의 양륙 및 위생물류 시스템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과제 도출, 둘째, 저온유통 체계의 재구축을
위한 기술 및 기자재의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과제 도출, 셋째, 유통·가공 기자재의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과제
도출, 넷째, 스마트 수산식품 안전관리 기술 개발 과제 도출, 다섯째, 수산물 유통가공을 위한 친환경 기술 및
소재 개발 과제 도출

IV. 일반사업

주요 연구결과
 산물 유통·가공 기술개발은 “수산식품의 본질적 가치 창출을 위한 선진화 기술의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수
아래, 수산물 유통·가공 기술의 기초기술을 재조명하고, 현재와 미래에 요구되는 수산식품의 기본적인 기술을
재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015~2021년(7년간)의 기간 동안 총사업비 405억 원(국비 270억 원)에 대해 5대 중점분야, 18개 전략사업,
2

V. 수탁용역사업

29개 세부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RFP를 제시하여 본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야별로는 수산물 양륙 및 위생물류 시스템 개선이 138억 원이며, 스마트 수산식품 안전관리 기술개발로
분
120억 원임. 저온유통체계 재구축 기술 및 기자재 개선은 63억 원, 유통·가공 기자재 개선은 66억 원, 수산물
유통가공 친환경 기술 및 소재 개발은 18억 원임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양수산부 수산물 유통가공 기술 개발 과제 및 로드맵 제공
해
 래부 및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수산물 유통·가공 R&D 예산(270억 원)을 확보하여 2015년부터 KIMST
미
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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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산식품의 대중국 수출유망품목 조사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2. ~ 2014. 10.
연구책임자 I 정명생

연구자 I 정명생, 임경희, 김봉태, 정명화, 장춘봉, 기해경

연구의 필요성
 ·중 FTA 협상이 진전되면서 우리 수산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동시에 거대 시장인 중국으로
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
 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타 수출대상국에 비해 운송 및 수출물류비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중
존재하지만, 중국 내 수산물 식습관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어 對중국 수출 시 수출유망품목 발굴 등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

연구목적
 ·중 FTA 시대에 대응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유망 수산물 발굴 및 진출 방안 모색을 통해 정부 및 수산업계의
한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기여

연구내용
중국 수산물 생산 및 교역 동향 분석
중국 수산물의 소비트렌드 및 수산물 구매행태 분석
중국의 수산물 수입제도 현황 파악 및 對중국 수출유망 품목 선정

주요 연구결과
중국 수산업 생산 및 교역 동향분석을 통해 對중국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지원방향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중국의 수산물 수입제도 현황, 수산물의 전반적 소비트렌드, 수산물 구매행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여건 및 중국 시장 여건 제시
정량 및 정성적 평가를 통한 수출유망품목(김, 참치, 전복, 굴, 미역) 선정 및 對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생산,
유통·가공, 마케팅, 제도 등 부문별 지원 방안 제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한·중
FTA를 활용한 수산물 수출 확대 지원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정된 수출유망품목(김, 참치, 전복, 굴, 미역)의 부문별 정책 지원방안 제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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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바닷가 실태조사 및 관리유형 분류
연구수행 기간 I 2014. 3. ~ 2014. 11.
연구책임자 I 신철오

연구자 I 육근형, 박수진, 육근형, 정지호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랫동안 지속되었던 개발 위주 정책으로 인하여 연안의 난개발과 이용이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연안환경이
오
훼손되고 연안생태계가 황폐화되고 있어 연안관리에 있어서 문제점과 더불어 필요성이 대두
 양에서 바닷가 공간은 육상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해양환경과의 완충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경제적
해

II. 2014년도 주요사업

활용가치가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
 라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전국 바닷가의 상태를 확인하고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반을
따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연구목적
2014년 바닷가 실태조사 및 지적현황 측량 사업대상 지자체(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에
대하여 토지등록을 위한 평가, 지적공부등록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신규등록 추진 및 바닷가 종합관리

III. 기본연구사업

계획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바닷가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서 작성 및 지자체 교육 및 바닷가 모니터링 수행

연구내용
 닷가와 포락지에 대한 유형별 지적측량 및 이용 실태조사
바
 안완충공간 지정을 위한 조사와 분석 수행
연
 닷가 관리 유형 분류
바

IV. 일반사업

주요 연구결과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일원 바닷가 822개소, 총 7,423,034㎡에 대한 측량 및 유형분류
실시
충청남도 서천군 다시2리 바닷가와 강원도 고성군 문암진리 바닷가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

V. 수탁용역사업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정하고 체계적인 연안관리의 기반 마련
엄
- 지적관련 정보가 구축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빈지’로 불리며 무분별한 개발과 점유·이용의 대상이었던 바닷가
공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의 기반을 마련
 양환경보전을 위한 연안완충구역의 도입 및 관련 기초자료 제공
해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전 바닷가에 대해서 연안완충구역 설정을 위한 대상지 편입
보
- 바닷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일부 바닷가를 국유재산으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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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묵호항(묵호지구) 사업제안서 평가 및 타당성 검토
연구수행 기간 I 2014. 2. ~ 2014. 4.
연구책임자 I 김근섭

연구자 I 이종필, 김정현

연구의 필요성
 해시가 동해·묵호항(묵호지구) 항만재개발사업을 제안함에 따라 「항만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의거 한국
동
해양수산개발원(KMI)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

연구목적
 안사업에 대하여 「제1차(2011～202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2012.4)(이하 「기본계획」)」의
제
동해·묵호항(묵호지구) 재개발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여부,「항만법」 제54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4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의 적정성 여부 등 본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연구내용
 업제안서 검토
사
 율적 사업제안을 위한 제언
효

주요 연구결과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동해·묵호항(묵호지구) 항만재개발사업 개발방향과의 부합성
재원조달 능력 등 사업제안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능력을 충분히 보유했는지에 대한 여부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보상비 및 정부지원금 요청 내용 및 규모의 적정성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해묵호항 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기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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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 협상 위탁 용역
연구수행 기간 I 2014. 2. ~ 2014. 8.
연구책임자 I 김근섭

연구자 I 이종필, 이주원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양수산부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을
해
위한 협상업무를 위탁해 옴에 따라
 간자본 도입을 통해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민

II. 2014년도 주요사업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 업무를 「항만법」에 의거 수행하고자 함

연구목적
 공적인 재개발사업 추진 위한 협상
성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부측 협상단 구성 및 운영
정
 상 추진일정 및 계획의 수립·조정
협
 요 예상 쟁점사항 도출 및 검토
주
 상 대안 및 전략 제시
협
 상(회의) 진행 및 협상결과(회의록) 정리
협
 시협약(안) 작성
실

IV. 일반사업

주요 연구결과
협상결과 보고서
실시협약(안) 작성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V. 수탁용역사업

 천항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상(안) 제시
인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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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별 환경기준 설정 연구(2차)
연구수행 기간 I 2014. 3. ~ 2014. 11.
연구책임자 I 장원근

연구자 I 황기형, 이윤정, 한기원, 김형철, 좌미라

연구의 필요성
 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해역의 특성과 이용목적을
해
반영하는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해야 함
 를 위해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해역의 해양학적 특성을 반영한 관리구역(관리해역 및
이
관리유역)을 구분하고 해역별 환경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연구목적
 년도 사업 중 2차 연도의 연구목적은 전국 연안 및 영해의 해양환경 관리구역(관리해역 및 관리유역)의 범위를
3
설정하고 관리해역의 환경기준 설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연구내용
 리유동장 수치모델링, 물리지형 특성자료 분석 등을 통해 해양학적 특성을 반영한 관리해역 범위 설정
물
 회경제적 특성 및 관리여건을 반영한 관리유역의 범위 설정
사
 리구역(안)에 대한 전문가 협의 및 해역별 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
관

주요 연구결과
해역구분 기준으로 하천기원 유입물질이 주요한 영향을 미침을 파악하여 ‘염분’분포에 따른 하천기원 물질의
영향범위 추정
HYCOM 및 ROMS 등의 수치모델에서 획득한 해양물리적 특성자료를 기반하여 잔차류를 통해 외해역
공간분석 및 해역 구분
추가된 해양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생태구 범위 변경
관리해역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해역구분(안) 제시
해역구분에 따른 관리해역 경계 설정 및 기존 육상관리유역도를 반영한 관리역도 작성
관리유역별 사회경제특성 및 해양환경 특성 DB 구축
해역별 관리목표 설정 절차 마련 등 해역별 관리목표 설정 방향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우리나라
해역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기준에 기초한 해양환경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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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결과 연구 용역
연구수행 기간 I 2014. 3. ~ 2014. 7
연구책임자 I 류정곤

연구자 I 조정희, 황규환, 이지은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전라남도 완도군은 해조류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홍보하고, 소비 활성화 및 해조류 산업화를 위해 국제해조류
박람회를 개최함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이하 해조류박람회)를 통해 해양생물자원으로서 해조류 가치가 재조명되었으며,

II. 2014년도 주요사업

다양한 산업화의 가능성을 타진함에 따라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연구목적
 연구의 목적은 해조류박람회 개최결과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시설물 및 인력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을
본
제안하는 것임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박람회 방문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적 성과분석과 비용 및
수익 등을 기반으로 정량적 성과분석을 실시함

주요 연구결과
 람회 방문자의 90%, 완도 주민의 76%가 향후 박람회의 지속적인 개최를 희망한다고 조사되어, 박람회의
박
지속적인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IV. 일반사업

 년 박람회의 주제관은 전시관 가운데 방문자의 만족도가 낮은 프로그램이었고, 방문자들은 특색 있는 음식과
금
먹을거리가 비교적 부족했다고 응답함. 따라서 주제관은 해조류 홍보 및 전시, 판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형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음
 람회 개최 후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순현재가치를 도출해본 결과 0이 산출되었고, 비용편익
박
비율은 1.00으로 도출되어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음
 조류박람회 개최 이후 본 사업의 경제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전라남도의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914억
해

V. 수탁용역사업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37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1,741명으로 도출되었음. 전국의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1,317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98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2,115명으로 도출되어 해조류박람회 개최가
전라남도를 비롯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음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박람회 방문자와 완도 지역 주민 설문 결과,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박람회라고
2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완도 지역 주민의 참여와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한 향후 지속적으로 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개최장소의 마련, 관련
또
시설물 및 인력을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함

195
ANNUAL REPORT 2014

KMI

Ⅴ. 수탁용역사업

2014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3. ~ 2014. 12.
연구책임자 I 장원근

연구자 I 박수진, 이윤정, 한기원, 좌미라

연구의 필요성
 산만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개선을 위해 제2차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따라 이행평가 등 후속조치 필요
마
 1차 및 제2차 총량관리 시행에 따른 해양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 중인 환경현안에 대응하기
제
위해 제3차 총량관리 도입 기반 마련 필요
 경관리해역의 체계적 환경관리를 위해 입법 추진 중인 (가칭)「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환
에 관한 하위법령 정비방안 마련 필요

연구목적
 산만 특별관리해역 제2차 연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마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제3차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을 위한 과학적·제도적 기반 구축
(가칭)「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마련

연구내용
 천환경조사, 유역정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마산만 유입 하천 특성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시행계획의
하
전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중점이행평가를 실시
 술검토단, 환경자문위원회, 민관산학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제3차 총량관리
기
도입을 위한 과학적 기반 구축을 위해 마산만 오염물질 이류확산 예측모델 개발 연구, 중금속 유입원 분석 및
생태영향평가 등을 실시
(가칭)「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위법령
(안)을 제시

주요 연구결과
당해연도 마산만의 수질은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있고, 할당부하량을 준수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중
일부 정점, 특히 마산만 내만에서 표층 및 주상 퇴적물의 중금속 농도가 주의·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등 중금속
오염을 확인
환경관리해역 지정·해제 및 환경관리해역 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연안총량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하위법령(안)을 제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산만의 전반적인 해양수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내만의 수질 개선을 위해 관리우선지역을
마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세분화하여 소유역 중심으로 관리 전환 필요
연안오염총량관리의 체계적인 확대·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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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실행을 위한 지역모델 개발(2차)
연구수행 기간 I 2014. 3. ~ 2014. 12.
연구책임자 I 박수진

연구자 I 남정호, 한기원, 선미란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을 계기로 개별 국가의 생물자원 주권이 재확인되었으며, 유전자원과
1
전통지식에 대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2010년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으로 귀결됨
 014년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국가이행방안의 한 축 중 하나로서, 생물자원의 접근과 그 이용을 통해
2

II. 2014년도 주요사업

발생되는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목적
 연구는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실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역모델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본
생물자원의 접근과 그 이용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정책모델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에 외국의 ABS체계 분석을 통해, 독특한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권의 생물자원에 대한
이

III. 기본연구사업

접근과 이익공유를 위한 조례정비 방안을 제시함

연구내용
 트남, 말레이시아의 ABS체계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베
제주권 생물자원 자치법규의 주요내용 및 한계요인 분석
ABS지역모델 구축을 위한 제주권 생물자원 자치법규의 정비방안 제시

IV. 일반사업

주요 연구결과
 트남의 ABS 이행법률인 생물다양성법(Biodiversity Law)상 토착지역공동체의 지위와 역할은 다소
베
제한적이며, 말레이시아는 각 주 차원의 ABS 자치법체계를 갖추고 있음
 주권 생물자원의 보전과 연계된 소위 ‘제주 생물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생물자원과
제
전통지식 전체에 관한 조사, 이용, 반출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V. 수탁용역사업

 한, 제주권 생물자원의 이용으로 얻어지는 이익에 대한 공유형태는 제주사회 전체에게 돌아가도록 이익공유
또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주지역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지역단위 ABS 모델을 개발하는
제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데 기여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방향과 주요내용을 제시함으로써,
2014년 10월에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의 국가적 이행과 지역사회 내 정착을 통해 제주권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 전통지식 보호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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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탁용역사업

UN공해어업협정 제10차 당사국회의 참석 및 대응 위탁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3. ~ 2014. 4.
연구책임자 I 한덕훈

연구의 필요성
 해회의는 UN공해어업협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개최될 협정관련
당
재검토회의(Review Conference) 일정을 논의하는 회의로 국제수산질서의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회의
중 하나임
 라서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대응과 참여가 요구됨
따

연구목적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의 제10차 당사국 회의에 민간전문가 겸 정부대표로 참석하여 회의 대응
 의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국내 수산정책 수립 기여
회
 부대표단의 국제회의 의제 관련 국제법률 자문 제공
정

연구내용
 지역별, 소지역별, 전지구적 UN공해어업협정의 이행 상황 연구
각
 검토회의(Review Conference)의 속개를 위한 준비 토론 분석
재
 논의의 배경 및 향후 대응방안 제언
각

주요 연구결과
 해 회의에서는 2016년 3월(잠정)에 있을 재검토회의의 일정과 잠정적 의제를 논의하고 이를 준비하기
당
위하여 2015년 9월(잠정)에 개최될 제11차 당사국 회의의 일정을 주로 논의하였음
 협정의 이행상황에 대한 토론은 각 회원국의 개괄적인 언급이 있었으나, 심도 있게 진행되지는 못하였음.
동
향후 2016년에 개최될 재검토회의에서 보다 심도있고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가관할권 이원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회의(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국
BBNJ)를 통한 국제법적 체계를 결정하는 일정이 2017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음. 2016년 중에는 저층어업에
대한 UN차원의 재검토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또한 2016년에 공해어업협정 재검토회의가 개최되어 우리나라
원양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UN차원의 주요한 회의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임. 따라서 당해
회의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됨
 라서 상기 회의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어선들의 기본적인 데이터의 지속적인 확보와 국제적 이슈에 대한 대응
따
논리의 개발을 위한 민관학연 공동노력이 시급히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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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양극해 관련 정책분석을 통한 극지해 활용방안 구상
연구수행 기간 I 2013. 11. ~ 2014. 11.
연구책임자 I 황진회

연구자 I 박수진, 박성화, 전우현, 강수미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진국은 해양자원 개발과 해상운송로로서 양극해가 가지는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선
위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한 각국의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 가속화 및 국가 간 갈등심화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양극해
또

II. 2014년도 주요사업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연구목적
 속적으로 변화하는 양극해 해운 및 조선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진출을 비롯한 국익
지
증강에 활용할 수 있는 대응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음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극해 관련 2014년 주요 동향
양
 극해 관련 해운 및 조선 산업 현황
북
 극 관련 해양산업 현황
남
 리나라 양극해 관련 산업 정책 과제 제시
우

주요 연구결과
IV. 일반사업

 극해의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로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북극해
북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극해 자원개발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미개발 지역의 자원도 경제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과
북
국제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근 국제사회는 남극영유권에 대한 논의 대신에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생태계 보호,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최
논의에 집중하고 있음. 이러한 각국의 연구활동은 남극자원에 대한 과학적 연구인 동시에 향후 남극에 대한

V. 수탁용역사업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음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리나라는 북극해에 대한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관심과 행사보다 장기적인 정책개발 시스템 구축, 연구체계
우
마련, 인력과 조직 그리고 예산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함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후 남극정책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남극연구활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나 다학제적인
향
연구와 남극연구개발, 남극환경, 남극자원, 국제협력, 인식 제고 및 민간참여 등의 다양한 정책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연구는 양극해에 대한 산업화 추진시 우리나라의 기득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함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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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운영
연구수행 기간 I 2014. 3. ~ 2014. 12.
연구책임자 I 이성우

연구자 I 김은우, 송주미, 박성준, 김세원, 이홍원, 손보라, 김은미, 양규석

연구의 필요성
 리 해운·물류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대표 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 물류
우
시장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다각도로 지원 필요

연구목적
 제물류에 대한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정보 제공을 통해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투자를 위한 신속하고
국
정확한 투자의사결정 지원

연구내용
 외투자 신규사업 발굴, 국제물류위클리 및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동향분석 리포트 발간 등을 통해 신규사업
해
발굴 및 정보제공
 소·중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상시 컨설팅 지원 및 현지시장 공동조사 수행, 물류교육 제공
중
 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화 지원으로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개최, 해운·물류협의회 운영 등 추진
정

주요 연구결과
 외정보 수집·분석·제공
해
- 국제물류위클리 53회 발간, GLN 동향리포트 2권 발간, 해외진출·투자 컨설팅 3건(3개 기업, 3개국) 제공,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1건 수행, 해외시장 진출 관련 교육 1회 제공, 기타 해외진출 정보 21회(12개국,
18개 기업) 제공
 규사업 소개 및 네트워킹 지원 활동
신
-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2회(4개국, 6개 사업), 해운·물류기업 협의회 2회 및 글로벌 CEO 포럼 1회 개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외 각국의 물류정책 동향 정보 수집·연구 및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 전략 등 관련 정책 수립 지원
해
 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물류시장 거점 확보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체계화 필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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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등 양자 및 다자간 해운서비스 협상대응 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3. ~ 2014. 12.
연구책임자 I 황진회

내부연구자 I 박용안, 김태일, 강수미

외부연구자 I 원동환, 박건영, 이태희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리나라는 해외시장 개척과 개방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시 다발적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
RCEP 및 TPP 등 다자간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중, 한·일, 한·중·일 FTA 협상 개시에 대비하여 해운항만 산업 및 규제 현황 등을 파악하여 해운서비스 협상
한

II. 2014년도 주요사업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중·일 FTA 체결에 따른 기능적, 제도적 통합 가능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해운·항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한
분석한 후, 해운서비스 협상 대응 전략을 제시
 CEP, TPP, TISA 등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다자간 협상에 대한 해운분야 대책 마련을 모색함
R

III. 기본연구사업

연구내용
 운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협상 동향파악 및 협정체결 효과 분석
해
 국, 일본과의 해운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협상 대응
중
 ISA, RCEP, TPP 등 다자간 해운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협상 동향 파악 및 대응
T

주요 연구결과
IV. 일반사업

 부에서 추진하는 양자 및 다자간 국제통상협상이 우리나라 해운서비스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정
것으로 분석됨
 러나 해운서비스는 무역에 따라 발생하는 파생적 수요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큰 국가, 거대 경제권, 그리고
그
다자간 협정 체결시에는 해운서비스 수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중국 등의 해운서비스 개방수준이 낮아 향후 다자간 협상에서 시장개방 수준도
세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V. 수탁용역사업

 자 및 다자간 국제협상 체결에 따른 해운서비스 분야의 규범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양자 및 다자간
양
국제통상협상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해운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됨. 현재
상품의 국제교역 과정에서 통관, 세제 등의 불공정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나 이는 무역 원활화 문제에 해당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리나라 해운서비스 개방 수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대응전략을 제시함
우
 운서비스 분야의 중장기 통상전략 수립에 기여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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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정책 기본계획 후속조치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4 ~ 2014. 12.
연구책임자 I 김종덕

연구자 I 이성우, 김찬호, 박영길, 최영석, 백인기, 박문진, 송주미, 송지민, 최안나		

연구의 필요성
 극정책 기본계획의 북극관련 국제협력을 통한 북극정책 추진역량 제고 방안 모색
북
- 북극이사회 관련 활동에 필요한 협력기반 조성, 실무지원,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

연구목적
 극이사회(워킹그룹 및 TF 등 부속기구 포함) 활동 강화와 양자 및 다자간 협의기구와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북
확대
 지관련 정보제공체계를 분석하여 국내여건에 맞는 대국민 종합 극지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해 시범포탈시스템
극
개발

연구내용
 극정책 기본계획의 국제협력 강화 및 제도기반 확충 부문에 대한 실행 지원과 동향분석, 과제발굴 및
북
시범시스템 개발
 극이사회 및 관련국가와 지속적인 협력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중장기 협력기반 마련
북
 극관련 국내 전문가 육성 및 지원, 성과관리를 통해 정책역량 강화
북

주요 연구결과
 극이사회의 워킹그룹을 통해 옵서버의 활동영역 확대와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추진
북
 학 및 사회조사 연구를 기반으로 지역내 구체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응하며,
과
동시에 국내 전문가의 역량강화 추진
 극권과의 신뢰구축과 북극국가 및 전문가 그룹과의 양자협력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에 기여
북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극이사회 및 관련국가와 지속적인 협력기반 마련하여 후속 대응방안 제공
북
 극이사회 및 워킹그룹 사무국과의 협력 확대와 핵심 워킹그룹과의 양자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시
북
 주민 그룹과 민간협력기반을 확보하고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의사결정과 국민의 다양한 정보수요에 대응할
원
수 있는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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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관측 시범사업 용역
연구수행 기간 I 2014. 4. ~ 2014. 12.
연구책임자 I 조정희

연구자 I 류정곤, 이정삼, 엄선희, 황규환, 이정미, 이지은, 이서윤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산종자의 과소 또는 과잉 생산으로 양식 수산물의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상존하고, 수산종자
수
수급을 파악할 만한 공식적인 통계 시스템이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음
 라서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의 기반 마련과 더불어 양식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산종자의
따

II. 2014년도 주요사업

생산동향, 출하동향, 출하가격, 유통가격, 수출입 동향, 수출입가격, 해외시장 동향 등을 고려한 수산종자
관측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연구목적
 속가능한 양식산업기반 마련을 위해 김, 전복, 넙치, 조피볼락 종자를 대상으로 생산, 유통, 수·출입, 소비
지
등의 수급실태 분석 및 가격동향 분석과 더불어 이들 정보의 전망을 수행함
 존 수산업관측사업과 수산종자관측사업의 연계를 통한 수산종자에서부터 최종 양식수산물의 소비에
기

III. 기본연구사업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관측정보의 분석 및 전망을 수행하고자 함

연구내용
 , 전복, 넙치, 조피볼락 수산종자관련 실태 분석
김
 산종자관측의 기본체계, 운영체계 및 업무체계 구축
수
 산종자관측 시범사업 추진
수

IV. 일반사업

주요 연구결과
 어는 연중생산됨으로 출하가 원활치 않으면 물량이 계속 적체되고, 조피볼락은 입식시기가 한정적이고
광
양식어가 규모가 영세하여 외부요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음
 후 수산종자관측 본 사업 시행시 광어의 경우 반기마다 전수(유선)조사를 통해 표본어가를 재선정하고
향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V. 수탁용역사업

 복 종자의 경우 지역모니터링위원의 다양화, 수산업관측센터와의 연계, 해남지역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
전
하고, 김 및 우럭 종자의 경우 품목의 생산시기에 맞춘 관측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수산종자관측의
직접적인 대상인 종자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통해 협력적 공조체계구축이 필요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산종자관측시스템 구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측품목의 수급조절을 통한 효율적 생산과 가격안정 등에
수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종자의 품질향상, 국내 수산종자산업의 발전 및 국내 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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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보증기금 설립 필요성 검토
연구수행 기간 I 2014. 4. ~ 2014. 5.
연구책임자 I 황진회

외부연구자 I 노영진, 주 현, 고준성, 김천곤, 구정환, 이규복

연구의 필요성
 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전세계 및 국내 해운업계는 심각한 불황에 직면
글
 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는 해운업계의 자금부담을
극
경감시키기 위하여 해운보증기금의 설립을 검토

연구목적
 운업 현황을 파악하고, 해운업의 산업 특성 및 지원 필요성을 검토
해
 운보증기금 설립 시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점들을 검토
해
 운보증기금의 설립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비교·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
해
 출된 방안에 기초하여 적절한 설립방안 및 운영방안을 제시
도

연구내용
 운업 현황 및 구조적 특징
해
 운보증기금 설립의 필요성 및 설립시 고려사항
해
 운보증기금 설립시 설립방안
해
 운보증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해

주요 연구결과
 운업은 대규모 달러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파생수요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높은 시장 변동성이
해
존재하는 특성을 지님. 또한 과점형태인 Alliance 위주의 정기선시장이 존재하고 있어 Alliance 탈락시
재진입이 어려우며, 자본집약적이며 수출 등과 관련하여 국가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국가기간 산업인 특성이
있음. 그러나 높은 선박건조비용과 장기에 걸친 상환구조, 그리고 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등 높은 리스크를
보유하여 국내 선박금융시장에서 민간금융의 참여는 미진한 상황
 재 국제적 경쟁구도 개편과 경기순환의 저점을 겪고 있는 해운업의 경기변동성을 금융적 측면에서 완충시킬
현
수 있는 정책적 금융지원의 개입의 여지가 존재하며 신속한 설립이 필요함. “해운보증기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후순위 금융 보증을 하며, 지원대상은 해운업 위주의 유사 업종, 보증대상은 국내 선사의 신조선
건조 및 중고선 매매 보증, 대선전문회사의 부실선박매입 보증 등임
 운보증기구 운영시 해운보증기구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하여 리스크 관리와 수익구조 확립이 매우 중요,
해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 발생시에는 즉각적인 출자를 통한 자본확충이 필요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운보증기구 설립 및 운영에 기여함
해
 리나라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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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부문 통일준비 1차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4. ~ 2014. 12.
연구책임자 I 황진회

연구자 I 심기섭, 강수미, 전우현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근 통일 논의 진전에 따른 해운산업분야 통일 준비 작업 필요
최
 북관계 회복 및 통일에 대비한 남·북 해상항로 발전방안 모색 필요
남

II. 2014년도 주요사업

연구목적
 운산업 부문 통일준비
해
 ·북 해운 활성화 방안 마련
남
 일 대비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선정 및 추진방안 마련
통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한의 산업 및 해운 여건 실태 파악
북
 ·북 해운산업 격차 파악 및 원인 분석
남
 일한국 해운산업 전망
통
 일한국 해운발전을 위한 과제
통

주요 연구결과

통일
대비 해운물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도출
IV. 일반사업

 본방향: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과 연계 추진, 남·북한 통합 해운물류 체계 구축, 안정적 해운 비즈니스
기
구조 정착
 진과제:남·북해운합의서 이행, 남·북 해상항로망 복원 및 동북아 연계망 구축, 남·북항로 투입 선박 확보,
추
선원 양성, 재원 조달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V. 수탁용역사업

 ·북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남
 ·북협력기금 활용 확대방안 마련
남
 한 항만시설 개선, 개발 및 운영 사업 참여
북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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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위탁 용역
연구수행 기간 I 2014. 4. ~ 2014. 12.
연구책임자 I 하태영

연구자 I 이수영, 최건우, 송민호, 이경한, 최상균, 김연정, 이나영, 신정훈

연구의 필요성
 내외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항만물동량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에 적절히
국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타 국내외 주요 이슈에 따른 항만물동량 변동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기

연구목적
 내 무역항의 중장기 품목별 물동량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항만시설 수급을 분석
국
 타 항만관련 주요 이슈분석 및 항만기본계획 변경 검토
기

연구내용
 내외 주요 항만의 물동량 및 관련산업 현황 조사
국
 내 무역항의 중장기 물동량 예측
국
 만기본계획 변경 관련 물동량 검토
항
 국 컨테이너부두 운영현황 조사·분석
전
 만통계연감, 항만물동량 수급지수 산정 방법 연구
항

주요 연구결과

전국
31개 무역항 항만물동량(품목별, 월별) 실적 및 항만시설 현황 조사

해외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및 항만개발계획 조사

2014년
기준 전국 무역항 중장기 물동량 예측(’20년, ’30년 컨테이너 및 비컨테이너 물동량)

항만기본계획
변경 검토(총 11건: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전국
무역항 항만별·품목별 항만시설 수급 검토(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시설이용률 산정)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래물동량 예측 및 부두시설능력을 고려하여 신규소요선석 개발규모 및 시기 검토
장

항만시설
수급 불균형 심화로 향후 부두기능 재정립을 통한 수급 안정화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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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가공산업 및 가공제품 실태 파악 용역
연구수행 기간 I 2014. 4. ~ 2014. 12.
연구책임자 I 장홍석

연구자 I 이헌동, 고민규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리나라의 전복산업은 주로 횟감용 시장을 겨냥하여 활전복을 공급하는 데 주력해 왔음
우
 00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전복시장이 화교권의 전복가공품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도 화교권의
2
전복가공품 시장에 도전하기 위한 시장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함

II. 2014년도 주요사업

 러나 우리 전복가공 수출업체가 영세하여, 현지 마케팅, 정보 수집 등에 대응이 어려움
그

연구목적
 리나라 전복산업의 현황 및 해외 주요 전복 시장의 시장 조사를 통해 거시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우
것으로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로벌 전복 시장의 현황 분석과 우리 전복산업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전복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글
포지셔닝을 시도. 또한 우리 전복 시장의 규모를 원료 조달 측면에서 분석하여 시장 규모를 도출함
 출용 전복가공품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국립수산과학원 자료 협조)을 대상으로 가공제품, 가공설비 등의
수
현황을 조사하고, 전복 가공 과정에서의 특징을 잡아 향후 우리가 전복가공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R&D 및 현재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수요를 알아봄
 콩, 중국 시장의 전복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경쟁국 상품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전복가공품의 수출
홍

IV. 일반사업

부진 이유에 대해서 살펴봄
 금까지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SWOT 분석을 시도하고, 이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수립. 또한 전복가공품의
지
수출 증대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

주요 연구결과
 새선점 전략: 전복의 간편식품화, 분말 전복, 조미료 전복 등과 같은 상품을 개발
틈
V. 수탁용역사업

 료비 절감 전략: 육종 R&D를 통해 가공원료에 맞는 새로운 전복을 개발
원
 역여건의 확보: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중국의 전복시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
교
 출 컨설팅 시스템 구축
수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수부의 10대 전략 수출 품목 중 전복 대표품목의 수출 전략에 기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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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미래비전 수립에 관한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4. ~ 2014. 9.
연구책임자 I 김종덕

연구자 I 박영길, 강종호, 김수엽, 장원근, 남정호, 최지연, 이승우, 홍장원, 이종필, 이성우, 최영석

연구의 필요성
 양수산부 재출범을 계기로 해양수산 여건 변화와 미래 전망을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 비전 및 국가 해양 전략
해
수립 필요
 양수산 분야 국가 운영철학을 재정비하고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해양수산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
해

연구목적
 양수산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철학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선언적 성격의 최상위 국가전략을 마련
해
 양사적, 인문학적 측면 등에서 해양비전을 조명 및 당위성 제시
해
 질적인 정부 최초의 해양수산 미래비전을 통해 정책의 철학적 기반 마련
실

연구내용
 리나라 해양수산 정책의 과거와 현재 진단
우
 래 해양수산 여건 및 전망
미
 030 해양수산 미래비전 구상
2
 속가능한 해양수산업 기반 강화 방안
지

주요 연구결과
 가올 유라시아-태평양시대의 세계 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주변해역 관리전략에서 과감하게
다
탈피하여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대양진출정책 추진
 진국은 물론 주요 경쟁국들은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남·북극해 및 태평양 등 대양진출
선
정책을 적극 추진
 양공간과 문화유산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스마트 해양공간 기반 마련
해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양문화와 역사를 활용한 국민의 해양인식 제고와 해양입국을 위한 해양문화기반 재정비 방안 제시
해
 구촌 해양경제영토 확장과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책임과 역할 확대
지
 양과학이 기반이 되는 신해양산업의 발전여건 확충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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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SOI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5. ~ 2014. 12.
연구책임자 I 최성애

연구자 I 박수진, 이슬기, 황창현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당사국 총회가 2014년 10월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됨. 동 총회 기간 중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개최될 SOI(Sustainable Ocean Initiative) 고위급 회담의 원활하고 효율적 추진을

II. 2014년도 주요사업

위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그뿐만 아니라 총회 기간 중 개최되는 SOI 고위급 회담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SOI 협력 파트너와의
회의를 통한 고위급 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 등을 도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준비 또한 필요

연구목적
 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 중 개최되는 SOI 고위급 회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제
방안 마련

III. 기본연구사업

 울러 SOI 글로벌 파트너십 서울 회의의 원활한 진행방안 마련
아

연구내용
 OI 체계 및 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 분석
S
 OI 역량교육 프로그램 국내지원 필요성 및 운영방안 검토
S
 BD COP12 해양생물다양성 관련 부대행사 및 전시계획 수립
C

IV. 일반사업

 OI 고위급 회담 및 글로벌 파트너십 회의 개최계획 수립과 결과
S

주요 연구결과
 OI 운영 체계 및 전차 회의 분석 시사점
S
 OI 역량교육 프로그램 국내지원 필요성 및 운영방안 제시
S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 고위급 회담 평창 성명」 및 「SOI Action Plan(2015-2020)」 도출

V. 수탁용역사업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12차 CBD 당사국 총회기간 중 개최된 SOI 고위급 회담과 SOI 글로벌 파트너십 회의의 전 과정과 결과를
제
수록하여 자료로서의 가치 제공
 리나라가 CBD-SOI 역량교육 프로그램 제정지원을 통해 높아진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우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있게 된 것이 큰 의의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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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문화 지수 개발 및 체험시설 설립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5. ~ 2014. 12.
연구책임자 I 김수엽

연구자 I 이호춘, 이건우, 여동금, 김혜주

연구의 필요성
 전이 곧 국민복지라는 인식 전환하에 해양안전문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
안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제고 및 실생활에서의 해양안전을 체험하기 위한 해양안전 국민체험센터의 설립 필요
전

연구목적
 양안전 정책이 국민의 실생활까지 파고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사안전 주체들의 안전관리 수준, 지역
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주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수 개발이 필요
 양안전문화 의식을 고취하고, 해양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필요
해

연구내용
 양안전문화지수 개발
해
- 지수 산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설정
- 해양안전문화지수 파일럿 조사 방안
 양안전 시범도시 선정
해
- 시범도시 선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
- 시범도시 운영방안 수립
 양안전 국민체험센터 건설 타당성 조사
해
- 센터 대상지 선정 및 수요 추정
- 센터 설립 비용편익 분석, 투자 및 운영계획 수립

주요 연구결과
 양안전문화지수 평가항목은 해양사고(사고건수, 사망 및 부상자수), 운항행태(음주운항 단속률, 구명조끼 착용률
해
등), 안전문화 행정지원(해양안전관련 예산투입률, 안전장비 보급률 등), 안전문화 홍보 및 교육(해양안전체험 및
교육 실적 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양안전체험관의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경제성, 시설연계성, 상징성, 접근성, 지자체협력 등 5개 영역으로
해
구분하였고, 각 평가항목별로 2~4개의 평가지표를 설정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양안전문화지수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통해 평가 대상과 기준을 검증하고 지자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해
 령 제정을 통해 해양안전문화지수 및 해양안전 시범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법
 양안전체험관을 해양안전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해양안전체험관의
해
권역별 건립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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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역정밀조사(해안선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 기반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4. ~ 2014. 8.
연구책임자 I 김종덕

연구자 I 신철오, 박영길, 최지연, 최지현, 박지영, 최영석, 김주형, 박예나, 송지민, 김원희, 최안나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양관할권 설정의 기준이 되는 해안선과 저조선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기반과
해
정책지원이 미흡한 상황이었음
 에 해안선과 저조선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관할해역에 대한 통계관리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이

II. 2014년도 주요사업

연구목적
 안해역정밀조사로 확보되는 국가 해양경계(해안선, 저조선) 자료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관련 법, 제도의
연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조사 성과의 구체적 활용에 요구되는 이론적 기준정립과 실무적 대안 마련
 MI는 해안선 관리 및 통계처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 연구 및 규정집(안) 제시
K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안해역정밀조사를 위한 기본계획 및 통계처리 방안 마련이라는 큰 목표 아래, 해안선 관리 및 통계처리 규정
연
(안), 국가 해양경계(해안선, 저조선) 변화 조사 작업 규정(안), 국가 기준점(영해기점, 해안선 기준점 등) 측
량 및 관리 규정(안), 국가 해양관할권 면적 통계처리 규정(안)을 제시함

주요 연구결과
 안선 관리 규정 및 조사체계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
해
IV. 일반사업

 존 국립해양조사원 규정의 내용 검토 및 새로운 규정(안) 도출
기
- 해안선관리 및 통계처리규정(안)
- 국가 해양경계(해안선, 저조선) 변화 조사 작업규정(안)
- 관할해역 면적 및 영해기선 길이 등에 관한 통계처리 규정(안)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V. 수탁용역사업

 일적인 조사·관리지침을 통해 연안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합리성 제고
통
 양기준선의 정확한 정립과 체계적 관리를 통한 해양 거버넌스의 공고화
해
 가통계자료의 활용 및 주기적 관리 모델 제시
국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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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철도 및 철도와 해운항만연계 네트워크편)
연구수행 기간 I 2014. 5. ~ 2014. 11.

연구책임자 I 황진회

연구자 I 김태일, 박성화, 강수미, 전우현

연구의 필요성
 라시아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서 유라시아 지역 교통물류망 연결, 북극항로 개발 및 연계 추진 등을 통한
유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현 필요
 라시아 역내 국가간의 경제협력 촉진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마련 필요
유

연구목적
 반도 중심의 유라시아 지역 철도 및 철도와 해운·항만의 연계 네트워크 확대방안 제시
한
 북철도(TRK)와 유라시아 철도(TCR, TSR 등) 연계, 철도 및 철도와 해운·항만연계 네트워크 구축방안 도출
남

연구내용
 한 철도 및 해운항만교통 인프라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북
 라시아 지역 주요 국제철도운송로 및 해상수송 경쟁력 비교분석
유
 라시아 국제철도 및 해상운송로 네트워크 구축방향
유
 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 관련 철도·해운 실행계획
유
 반도 철도 및 해상수송 네트워크 구축전략 제시
한

주요 연구결과
 반도 해상물류망 확대 및 유라시아 해상물류망 연계 강화 방안 도출
한
 진 전략: 남·북한 해상 운송망 복원 추진, 남·북한 해상항로 다양화, 북한 항만 개보수 및 현대화, 북극항로
추
상업운항 활성화 지원, 한반도-두만강 유역-유라시아 해상물류망 확대 및 연계
 원조달 방법: 공적개발원조, 국제금융기구의 협조융자, 민관협력조달, 프로젝트 파이낸싱
재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반도 국제수송로 구축을 위한 해운부문 양자 및 다자간 협력 추진
한
 라시아 물류 네트워크를 고려한 집중 개발 및 투자지역 기본계획 수립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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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등 해양영토강화를 위한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용역
연구수행 기간 I 2014. 5. ~ 2014. 12.
연구책임자 I 박영길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994년 UN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국가들은 해양자원 확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와 안보이익 수호를 위해
1
치열한 해양관할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음
 양관할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학술회의 초청,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전 세계 해양법 전문가들과의
해

II. 2014년도 주요사업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연구목적
 내외 네트워크 활동 및 연구를 통한 국내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
국제학술회의 개최
 양법 분야 전문가 또는 해양영토 관련 국제소송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해양경계획정 협상 관련 주요 의제
해
연구 및 논리 개발

III. 기본연구사업

연구내용
 양법 분야에서 저명하거나 국제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양경계획정 협상 관련 주요
해
의제 연구 및 대응논리 개발
 엔해양법협약의 해양영토 관련 동향 파악
유
 내외 해양법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한국의 대 중국 및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 협상 관련 주요 의제 연구
국

IV. 일반사업

및 대응논리 개발

주요 연구결과
 중국해 도서 영유권 문제 및 해양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의미있는 분석을 제공한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하여
동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향상
 중국해 어업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
동

V. 수탁용역사업

 륙붕한계위원회의 기능 및 한계에 대한 이해 심화
대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로그램 구성, 우수한 발표자 섭외 및 양질의 발표 보장, 원활한 항공 및 숙박 예약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프
이상의 준비기간 확보를 통하여 내실있는 네트워크 구축 향상에 증진할 필요 있음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국 버지니아대 COLP가 주최하는 해양법연차회의와 같이 대표적인 해양법 국제회의를 성장시켜 나갈 수
미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계속되어야 함
 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등 한국의 해상 시설물 주변 안전수역 설정에 대한 다각적 검토 필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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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항 항만재개발사업 협상추진 계획
연구수행 기간 I 2014. 4. ~ 2014. 6.
연구책임자 I 김근섭

연구자 I 이종필, 김우선

연구의 필요성
 양수산부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부산항 북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업무를
해
위탁해 옴에 따라,
 간자본 도입을 통해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민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 업무를 「항만법」에 의거 수행하고자 함

연구목적
 공적인 재개발사업 추진 위한 협상
성

연구내용
 부측 협상단 구성 및 운영
정
 상 추진일정 및 계획의 수립·조정
협
 요 예상 쟁점사항 도출 및 검토
주
 상 대안 및 전략 제시
협
 상(회의) 진행 및 협상결과(회의록) 정리
협
 시협약(안) 작성
실

주요 연구결과
 상결과 보고서
협
 시협약(안) 작성
실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산항 북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상(안) 제시
부

2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개선 및 조정 방안
연구수행 기간 I 2014. 3. ~ 2014. 9.
연구책임자 I 김봉태

연구자 I 정명생, 임경희, 이상건, 조소현, 기해경, 이한정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TA 국내보완대책의 이행과제·투융자계획이 FTA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고 이행과제와 투융자계획의
F
연계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 개선 필요
 한 국내보완대책 과제로 시행되고 있는 일부 사업은 시행이 부진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안
또

II. 2014년도 주요사업

도출 필요

연구목적
 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 이행과제·투융자계획 재정비와 문제 사업 개선 방안 도출
수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현황 및 문제점
수
 산분야 FTA 이행과제와 투융자계획의 합리적 조정 방안
수
 산분야 FTA 문제 사업 개선 방안
수

주요 연구결과
 산분야 FTA 이행과제는 투융자계획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FTA와 관련성이 부족한 과제는 제외
수
 산분야 FTA 문제사업인 원양어업 관리회사는 일부 보조 전환
수

IV. 일반사업

 업대상 확대: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는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사
 식시설 현대화는 사업수요조사 조기 실시, 사업자 선정시 신용조사 강화 등으로 개선
양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 이행과제·투융자계획 재정비와 문제 사업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FTA 국내
수

V. 수탁용역사업

보완 대책의 성과관리 강화에 기여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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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부 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국-북한과의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연구수행 기간 I 2014. 5. ~ 2014. 10.
연구책임자 I 이주호

연구자 I 김범중, 김찬호, 김근섭, 김은수, 박여진

연구의 필요성
 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세계 물류의 중심축이 유럽·미국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세
지역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히 중국 동북부 지역은 중국 정부가 두만강 지역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대폭 추진하여 동북 변경지역을 통한
특
국제대통로를 건설하여 새로운 해륙 복합운송 통로를 개척하고 있음

연구목적
 국과 북한과의 국제협력에 따른 물류산업의 변화를 분석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동북부 물류시장 진출전략
중
수립과 한중 물류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국과 북한의 교역현황
중
 국-북한과의 물류인프라 협력 및 변화 전망
중
 국 동북부지역 물류현황 및 계획
중
 국 동북부지역 물류산업 구조 및 SWOT 분석
중
 국 동북부 물류시장 진출방안
중

주요 연구결과
 국정부는 2003년 동북지역 개발을 위해 동북진흥계획 비준, 2009년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계획을 국가
중
전략으로 비준하여 두만강 유역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북한과 공동으로 나선경제무역구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이 계획은 궁극적으로 동북 3성으로부터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물류망을 구축
한다는 중국 중앙정부의 목표가 담긴 사업임
 국 동북부지역의 진출방안은 물류센터 운영사업(랴오닝성 1, 지린성 1), 국제포워딩 물류사업(랴오닝성 1,
중
지린성 1),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업(랴오닝성), 컨테이너 ODCY 운영사업(랴오닝성) 등 6개 사업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남
 류센터 운영사업은 북중 교역의 중심지 랴오닝성 단둥과 지린성 훈춘, 컨테이너 운영사업, 컨테이너 ODCY
물
사업은 대북한 무역의 중심지인 랴오닝성 단둥, 국제포워딩 사업은 랴오닝성 단동과 지린성 옌변, 훈춘 등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국과 북한간의 국제협력에 따른 물류산업의 구조변화, 중국의 물류정책 변화, 수혜지역의 경제, 사회, 물류
중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한·중 물류협력방안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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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양허안 협상 대비 주요 어종별 경쟁력 분석
연구수행 기간 I 2014. 6. ~ 2014. 12.
연구책임자 I 장홍석

연구자 I 정명생, 정명화, 장춘봉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014년 2월 현재 한중 FTA 9차 협상까지 진행되면서 양국은 상품 분야 자유화 수준 등에 대한 협상이 가속화
2
 TA 협상은 수산분야만이 아니라 국익과 연계되어 있어 양허안 협상에서는 상호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을
F
개방할 것이므로 우리 수산품목 역시 양허/미양허 품목을 선택하여 협상에 임할 필요성이 있음

II. 2014년도 주요사업

연구목적
 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 수산품목의 합리적이며 타당한 양허안 협상을
우
위해 품목별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목별 기초자료의 전제와 분석방법
품
 3류의 관련 기초자료
0
 5류의 관련 기초자료
0
 2~16류의 관련 기초자료
1
 타 류의 관련기초자료
기

주요 연구결과
IV. 일반사업

 산분야 HS-CODE(약 600개)별 관련 교역 데이터, 교역특화지수 분석 등을 비교 분석함
수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중 FTA 협상에서 수산분야의 협상 기초자료로 이용
한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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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어촌개발 추진을 위한 어촌개념 및 범위분석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10. ~ 2014. 11.
연구책임자 I 박상우

연구자 I 이호림, 이승우

연구의 필요성
 러 부처에서 어촌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여
못하고 있음
 러한 문제는 공간적 측면과 사업내용에서 통합적인 패키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있음
이

연구목적
 러 부처에서 개별적 ·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어촌개발과 관련된 개발체계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향을
여
제시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어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어촌의 개념과 공간적 범위에 대한 개념적
틀을 마련
 지적 관점에서 벗어나 어촌의 차별화된 지역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범위를 설정하여 어촌의 새로운
육
개발방향 제시

연구내용
 행 어촌 개념•특성 및 어촌개발의 문제점
현
 본의 어업집락과 통합적 개발
일
 합적 어촌개발을 위한 기본방향
통

주요 연구결과
 합적 어촌개발은 어장, 어항구역, 배후촌락을 어촌공간으로서 일체적인 개발체계를 갖추어 공간적•기능적
통
으로 상호 유기적 관계뿐만 아니라 일체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를 얻고, 농촌촌락과 차별성 있는
특화된 어촌개발을 추구
 장, 어항의 배후촌락을 (가칭)어촌지구로 설정하고 이들 어촌지구의 공간적•입지적 여건과 수산•거버넌스의
어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적 개발을 위한 권역화 추진
 합적 어촌개발을 위한 사업화 방향은 「어촌어항법」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권역별 개발방향
통
추진
 수면은 사실상 어촌정책에서는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내수면 양식, 유어활동 등 수산자원정책과에서
내
부분적으로 다루었으나 새로운 내수면 어촌지구 개발을 통해 어촌지역의 정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합적 어촌개발을 위하여 한걸음 전진한 것으로 향후 해양수산부 내부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며
통
아울러 지속적인 관련 연구수행을 통해 어촌정책이 새롭게 개편
 로운 어촌개념과 범위설정에 대한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권역설정 및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
어촌어항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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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 of the Regional Study on Efficient and Effective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for the UNESCAP
연구수행 기간 I 2014. 5. ~ 2014. 12.

연구책임자 I 김수엽

연구자 I 이호춘, 여동금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NESCAP 회원국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 조사 필요
U
 원국간 정보 공유를 위한 여건 분석 필요
회

II. 2014년도 주요사업

연구목적
 류정보 표준화 추진 방향 설정
물
 발도상국 정보화 추진을 위한 가이드 라인 제시
개

연구내용
 ort-MIS(Por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배경, 아키텍처, 제도, 운영비, 보안 등
P

III. 기본연구사업

 P-IDC(Shipping and Port Integrated Data Center) 배경, 아키텍처, 제도, 운영비, 보안 등
S
 CTS(Global Cargo Tracking System) 배경, 아키텍처, 제도, 운영비, 보안 등
G
 -Trade 배경, 아키텍처, 제도, 운영비, 보안 등
U
 NNA(Advanced National Networks for Administrations) 배경, 아키텍처, 제도, 운영비, 보안 등
A

주요 연구결과
 양수산부가 운영하는 Port-MIS, SP-IDC, GCTS 정보시스템에 대한 영문 설명자료 및 해외에서 운영하는
해
IV. 일반사업

ANNA 시스템에 대한 영문 소개자료 작성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북아 3국(한국, 중국,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류정보시스템 현황 파악을 통해 만들어진 물류정보 시스템
동
매뉴얼을 통해 ESCAP 지역 개발도상국들에게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 설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V. 수탁용역사업

개별 국가의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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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지원 지식공유 전국대회
연구수행 기간 I 2014. 5. ~ 2014. 12.
연구책임자 I 임경희

연구자 I 정명생, 김봉태, 장춘봉, 이상건, 기해경, 박혜진, 김지연

연구의 필요성
 TA 확산 등 최근 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산부문의 선제적 대응 필요
F
 히 수산부문에 있어 FTA는 커다란 위협요인인 동시에 기회요인으로 활용 가능한 만큼 FTA의 적극적인
특
활용 필요
 를 위해서는 FTA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성공 사례를 공유하여 어업인의 자발적
이
대응 유도 필요

연구목적
 TA를 활용한 우수성과 달성사례의 발굴 및 공유로 FTA에 대한 어업인의 대응력과 자신감을 제고
F

연구내용
FTA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어가 및 단체의 실질적인
성공사례 발굴
성공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한 지식공유 전국대회 개최 및 우수사례집 배포

주요 연구결과
 TA 대응 우수사례 발굴
F
 수사례 확산을 위한 어업인 지식공유 전국대회 개최 및 우수사례 자료집 배포
우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우수 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 수산업 경쟁력 제고 유도
대
 TA에 대한 어업인들의 대응력 향상 및 자신감 고취로 FTA 활용 극대화 유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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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7부두(74선석) 개발 타당성 조사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6. ~ 2014. 7.
연구책임자 I 이민규

연구자 I 최상균, 박여진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북지역의 석탄 실수요처는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등으로 현재는 광양항, 목포항을 통해 반입하여 육로를
전
통해 수요처로 공급되고 있으며, 수요 증가에 따라 군산항 유연탄부두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
 산항 유연탄부두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성 및 석탄물동량 수요 예측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
군

II. 2014년도 주요사업

연구목적
 산항 유연탄부두(74선석) 건설은 비관리청 항만공사이며, 정부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부두 개발에
군
따른 타당성 검증이 요구됨
 에 따라 석탄물동량 수요예측치의 검토, 개발사업의 편익 검토, 경제성 분석 등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함
이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군산항의 자연조건, 지역여건 등 기초자료 조사
군산항 물동량 예측을 통한 시설소요 산정과 이를 토대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사업추진 일정 및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검토

주요 연구결과
군산항 유연탄부두 건설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검토함
IV. 일반사업

시나리오 1 ~ 3에서 B/C 비율은 최소 2.62 ~ 최대 6.43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 배후 기업들의 유연탄 반입 의사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할 경우 개발의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군
 산항 유연탄부두 건설에 따른 조성시설 및 토지는 화주의 특정성, 전용성이 낮기에 정부에 귀속되어야 할

V. 수탁용역사업

것으로 판단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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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옹진군 수산물 공동물류 컨설팅 사업
연구수행 기간 I 2014. 6. ~ 2014. 12.
연구책임자 I 장홍석

연구자 I 류정곤, 강종호, 이헌동, 고민규, 이동림

연구의 필요성
 진군은 여러 도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물의 부패성, 일시다획성(계절성), 분산성 등에 따른
옹
물류 표준화의 어려움이 현저함
 러한 옹진군의 비효율적인 수산물류는 거대소비지의 새로운 수산물 유통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
 에 옹진군에서는 수산물 물류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왔으나 도서지역의
이
특성상 그 효과가 크지 않음

연구목적
 사업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수산물류의 낙후성을 공동물류의 방식으로 최적화하여 변화하는 우리
본
수산물 유통에 대응 가능한 구조로 전환함과 동시에 어업인의 소득제고를 도모하는 것임

연구내용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수산물 생산·유통 환경 분석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수산물 유통 리스크 분석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수산물 유통 관계자 인식도 조사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수산물류 기초 파악(평택대 공동)
수산물류 합리화의 국내외 사례 조사(평택대 공동)
수산물류 서비스 분석을 통한 공동물류 추진체계 정립(평택대 공동)
수산물류 협의체 구성 방안 및 운영방법
산지 수산물 공동 물류센터운영 검토 및 사업계획 작성
시범사업 방안 설정 및 법제도적 지원방안

주요 연구결과
 대 옹진군 수산공동물류사업을 제안: 총예산 약 141.2억 원
7
 상 및 육상 생육집하장, 공동물류가공장, 품질위생형위판장, 해상물류 LIVE-CON 등
해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조건불리지역인
옹진군의 수산물류 합리화 방안을 생산에서 유통 및 가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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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참여시 대응전략 관련 심층연구: 해운서비스
연구수행 기간 I 2014. 7. ~ 2014. 11.
연구책임자 I 황진회

내부연구자 I 전우현, 강수미

외부연구자 I 박건영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TPP 참여시 해운산업 부문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함. 기존 TPP 관련 산업별 연구는
정
제조업, 농림업, 수산업 등 상품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해운서비스분야 연구는 거의 없음
 PP 참여 국가의 해운산업 관련 시장개방 수준을 우리나라와 대등하게 유지하기 위한 전략 개발이 필요함
T

II. 2014년도 주요사업

연구목적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TPP 체결에 앞서 해운산업 부문의 대응전략 마련을 통해
본
정부의 통상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TPP 참여국의 교역 현황, 해운시장 참여 현황과 동향, 해운서비스 개방현황 등 분석
TPP 협상에서 해운서비스 부문 논의 동향 고찰, WTO 양허안과 FTA 협정문을 중심으로 TPP 참여국의 시장
개방 수준을 분석하고 예상 쟁점 도출
TPP 협상시 해운서비스 분야 대응전략

주요 연구결과
 PP 체결에 따른 해운서비스 분야의 규범 변화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 현재 해운서비스 분야는 연안해운을
T
IV. 일반사업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장개방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PP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해운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 가능성은 매우 낮고, TPP 체결에 따라 참여국의
T
해운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수 있는 국가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음
 재 상품의 국제교역 과정에서 통관, 세제 등의 불공정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나 이는 해운서비스부문의
현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무역 원활화 문제에 해당함

V. 수탁용역사업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PP 관련 해운서비스 분야의 중장기 통상전략 수립에 기여
T
 운산업의 대외 진출 확대에 기여
해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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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4. ~ 2014. 10.
연구책임자 I 홍장원

연구자 I 이종훈, 박광서, 윤인주, 이정아, 정민지

연구의 필요성
 광여건 변화에 따라 해양레저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해중레저산업은 활동자 규모, 사고 발생 현황 등
관
기초적인 현황 자료조차 파악이 되고 있지 않으며, 산업 전반에 걸친 제반 여건 등 현황 파악이 부족한 실정임
 중레저 운송업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등 법령 정비와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해
 내 해중레저산업 여건 및 제도적 개선 사항의 발굴을 통해 해중레저 활동 여건 개선과 관련 산업의 성장기반을
국
조성할 필요성이 높음

연구목적
 중레저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해중레저
해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
 중레저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마련
해

연구내용
 중레저 실태조사
해
- 해중레저 관련 제조·서비스산업 현황 및 시장 규모와 전망
- 해중레저 활동자 규모 및 관련 단체 현황, 활동 제약 요인 및 현장 애로사항 파악 등
- 해중레저 활동자 운송업 등 법적근거 마련 필요사항 연구
- 해중레저 관련 교육, 장비 안전검사 등 각종 규제개선 필요 사항 연구
- 해중레저 관련 국내외 제도 검토

주요 연구결과
 국의 해중레저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해중레저 활동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해중레저 인프라 현황 및
전
다이버 배출 현황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레저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마련
수
- 해중, 해중레저활동, 사업자, 기구에 대한 정의와 사업 영역
- 해중레저산업 및 사업자 육성: 레저사업자의 등록근거, 영업제한
- 해중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 해중레저 활동자의 의무, 입출수구역 표시, 해중레저 활동 금지구역 설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검사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해중레저
활동 현황 분석
 중레저 활동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해
 중레저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수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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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안 및 광양만 민관산학협의회 운영
연구수행 기간 I 2014. 7. ~ 2014. 12.
연구책임자 I 장원근

연구자 I 한기원, 좌미라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밀도 연안 이용으로 인해 관리현안이 상존해 있는 울산연안·광양만의 해양환경 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기구축된
고
민관산학협의회를 활성화할 필요

II. 2014년도 주요사업

연구목적
 산연안·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운영 지원
울
 산연안·광양만 특별관리해역 지역역량강화
울

연구내용
 산연안·광양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고 기타 환경관리를 위한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울

III. 기본연구사업

민관산학협의회를 운영
 양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인식 증진을 위해 교육·홍보 사업 추진
해

주요 연구결과
 산연안 민관산학협의회 재구성, 울산연안·광양만 특별관리해역 정기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울
 리대상 오염물질(안), 관리구역 범위(안) 등 울산연안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협의
관
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주체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

IV. 일반사업

 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답사를 실시하고 해양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
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017년에 울산연안 총량관리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민관산학협의회를 통한 사전협의 및 사회적
2
기반 확대가 필요하므로 협의회 활성화 방안 지원 필요

V. 수탁용역사업

 양환경을 주제로 하는 마을벽화 그리기 사업 등 기추진된 지역역량 강화사업 중 지역주민·학생들의 호응도가
해
특별히 높은 사업들을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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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연구수행 기간 I 2014. 4. ~ 2014. 12.
연구책임자 I 윤성순

연구자 I 박수진, 육근형

연구의 필요성
 략환경영향평가(SEA)의 평가대상이 되는 계획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 관계부처간의
전
이견으로 갈등 조정 필요
 존 SEA의 시행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 설정의 필요
기

연구목적
 EA 시행의 국제적 동향을 조사하고 적용 가능한 기준의 제시
S
 EA 평가대상의 선정 기준 마련과 이를 적용한 평가대상의 재검토
S
 EA를 위한 거버넌스체계 개선
S

연구내용
 EA 제도 개념과 특징
S
 요 각국의 SEA 제도 운영 현황과 특성 분석
주
 내 SEA 제도 운영 현황 분석
국
 내 SEA 제도 성과 분석
국
 EA 제도 개선 방안
S
 EA 평가대상(안) 제시
S

주요 연구결과
 EA 평가대상 선정의 원칙 제시
S
 EA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원칙에 따른 재검토
S
 EA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거버넌스의 개선방안
S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EA의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안)을 마련
S
 리적 SEA 평가대상 선정을 통한 국가행정의 효율 제고
합
 처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형성과정에 적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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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연구수행 기간 I 2014. 6. ~ 2014. 8.
연구책임자 I 김우선

연구자 I 김근섭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간제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항만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공모를 거쳐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이후 협상대상자를
민
선정하도록 규정
’14. 7. 19. 평가결과에 따라 가칭 묘도 항만·에너지 허브(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7. 30 지정 통보)

II. 2014년도 주요사업

연구목적
 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수행하여 사업의 성격 및 사업내용 전반에 대해
광
충실히 파악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협상 진행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상 계획의 수립 및 협상단 구성
협
 상 실무작업 수행 및 협상 결과 보고서 작성
협
 타 협상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 등
기

주요 연구결과
 상단을 구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추진
협
 양수산부와 우선협상대상자 간의 실시협약 체결
해

IV. 일반사업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양항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의 협상을 공정하게 수행하여 향후 사업의 성공적 추진 기반 마련
광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227
ANNUAL REPORT 2014

KMI

Ⅴ. 수탁용역사업

해양재난 수색구조체계 개선방안
연구수행 기간 I 2014. 8. ~ 2014. 12.
연구책임자 I 최재선

내부연구자 I 김경신, 황기형

외부연구자 I 윤종휘

연구의 필요성
 월호 사고대응과정에서 초동 대응조직 및 출동시스템 미흡, 수색구조 전문인력 및 장비 미비 등 수색구조
세
대응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나타남
 양재난 수색구조체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필요
해

연구목적
 상 수색구조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시스템 개선방안 제시
해

연구내용
 양재난관련 수색구조의 범위 설정
해
 양재난 수색구조체계의 문제점
해
 국의 사례 분석
외
- 일본, 미국, 호주 등
 리나라 해양재난 수색구조체계 개선방안
우
- 초동대응체계 등 대응조직,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방안, 민관협력방안 등

주요 연구결과
 고 신고체계는 122를 119와 통합여부 운영하는 방안 검토
사
 양구조본부(RCC) 상황실 요원은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임명하고, 수색구조담당관을 사전 선임하여 본부
해
대응능력 강화. 사고 현장은 수색구조 능력이 있는 1,000톤급 함정출동체제로 개편하거나 특수구조단 요원을
통해 함장의 구조 대응능력 보완
 가와 민간보유 수색구조 장비를 목록화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현장 지휘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적시에
국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 및 동원체계가 구축
 수구조단의 전문능력 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형 여객선 사고를 포함한 유형별
특
시나리오 개발 및 시나리오에 따른 반복 훈련 실시
 리나라 관할해역을 둘러싼 국내외 동향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처한 위치를 파악하여 향후 5년간
우
지향해야 할 주요 비전 및 목표 제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리나라 해양 수색구조체계 개선 기본방향 설정
우
- 수색구조 조직의 책임과 역할 명확화
- 초동 대응능력 강화, 수색구조 자원 관리 및 동원체제 구축, 교육 및 훈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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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해양수산분야 세미나 행사 개최
연구수행 기간 I 2014. 10. ~ 2014. 11.
연구책임자 I 최성애

연구자 I 이슬기

I. 일반현황

연구의 필요성
 12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가 우리나라(’14.10,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됨에 따라 총 210개의
제
부대행사가 진행되며, 이 중 해양수산부 주관 행사는 총 4개로 선정
 양수산부 주관 행사 중 부경대학교 「해양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국제워크숍」 및 강릉원주대학교
해

II. 2014년도 주요사업

「한국 명태의 자원회복 프로젝트」 개최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

연구목적
 경대학교 및 강릉원주대학교가 개최하는 워크숍 계획수립 및 지원을 통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부
당사국총회 개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함

연구내용
III. 기본연구사업

「해양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국제워크숍」 계획 수립 및 지원
「한국 명태의 자원회복 프로젝트」 세미나 계획 수립 및 지원

주요 연구결과
 태계기반어업자원관리(Ecosystem-Based 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EBFM)를 위한
생
생태계 관리목표인 어업자원의 지속성, 생물다양성, 서식처, 사회·경제적 혜택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는

IV. 일반사업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기법을 소개
 라져가는 한국 명태의 자원회복을 위한 범국가적인 활동을 소개하고, 국내 포획명태를 통한 종묘생산 시도에
사
대한 소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V. 수탁용역사업

 양수산부 주관 행사의 원활한 진행 지원
해
 양한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
다
 12차 CBD 당사국총회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 제고
제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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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해양보호구역 관리평가
연구수행 기간 I 2014. 10. ~ 2014. 12.
연구책임자 I 육근형

연구자 I 신철오, 이윤정

연구의 필요성
 양보호구역 제도는 지정 면적 확대를 통한 양적 성장이라는 성과를 확보하여 이제는 실질적•실효적 관리 강화로
해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기임
 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일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나 정책적 활용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실효적 관리를
해
위해서는 현행 관리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연구목적
 수의 해양환경정책 수립 및 현장조사 경험과 기 수행한 관련 연구실적을 토대로 현행 해양보호구역 관리
다
사업을 평가하고 시의적절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내용
 안습지보호지역 12개소와 해양보호구역 6개소의 연차별 관리사업 추진 현황을 조사하여 예산집행 및
연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
 두리사구해역과 문섬 등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관리효과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중장기 효과성 평가 및 해양보호
신
구역 관리계획과 비교•분석
 를 토대로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
이

주요 연구결과
 8개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매년 30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대부분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1
집중되어 향후 교육•홍보 및 주민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두리사구해역과 문섬 등 주변해역 등 2개 해양보호구역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인식하는 중장기 관리
신
효과는 관리전반에 걸쳐 낮았으며, 관리계획은 관리평가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안된
사업은 현실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행이 미흡하였음
 를 토대로 해양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방안, 관리평가 결과의 정책적 활용방향,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이
표준안 등을 제시하였음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양보호구역 제도가 실제 해양생태계 보전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실현가능하고 시의적절한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 결과의 정책 환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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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주요 정기간행물 발간 실적

1) 종합학술지
(1) 해양정책연구(반년간)
호수

제목

제29권
제1호
(여름호)

항만공사 국제화 전략 비교연구 - 한국·네덜란드 사례 중심 스토리텔링의 어촌관광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 해양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어장·어항·어촌을 연계한 소득창출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혼합 정규 분포를 이용한 부산항 입항 컨테이너 선박의 선형 분석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분배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세계 주요 해양연구기관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제2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의 과학기술적 편익

제29권
제2호
(겨울호)

국제사법재판소의 일본 남극 조사포경 불법 판결에 따른 한국의
고래 자원 관리 정책 방향 제안
친환경 유기양식 동향 및 유기양식자재 허용물질 설정 방향 연구
국내 해상 풍력발전 전용항만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기준량 산출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의 해상운송산업 성장요인에 대한 연구
북극해 수산자원의 활용전망과 연구 방향
A Joint Fishing Plan between ROK and DPRK in the East Sea
불법어업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한국의 처벌 제도 개선 연구
항만시설관리권 양도를 통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수익성 제고에 관한 연구
시계열 모형을 이용한 김 위판가격 예측에 관한 연구
산업 및 무역 구조분석을 통한 북극해항로 유치 화물 분석
조선해양산업의 전략적 파트너기업간의 협력이 지식이전에 미치는 영향
공간패널모형을 이용한 수산종묘방류사업의 효과 분석

(2)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반년간)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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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권
제1호
(여름호

Protecting a trilateral coastal ecosystem: The Wadden Sea
E
 xamining the Impact of Korea’s Free Trade Agreement (FTA) on Seaborne Trade Cargo
Volumes
U
 se of ship traffic density from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and Vessel
Monitoring Systems (VMS) in marine spatial planning: a case study in New England coast,
USA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ort Competitiveness Using AHP
The Future Tasks of GICOMS in Preparation for the Age of e-Navigation

제6권
제2호
(겨울호)

A
 n Empirical Assessment of Maritime Logistics Service Quality in Myanmar
A
 Study on Improving Interconnectivity of Regional Logistics Markets in the Era of the
Pan Yellow Sea Region -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 Korea’s Chungnam Province T
 raffic Model Based Optimization of Dredging Plan: Yangon River Channel
P
 rojects Suggestion for Maritime Industry under Korea-Turkey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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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현황

2) 정책전문지
(1) 독도연구저널(계간)
호수

동북아 영토 해양 문제의 딜레마
일본의 남극 포경에 대한 ICJ판결
포경산업의 의미와 현황
남극해 포경 사건에 대한 ICJ 판결의 법적 쟁점
일본의 포경 현황과 ICJ 판결에 대한 반응
국제사법재판소, 페루 대 칠레 해양 분쟁사건 최종판결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동북아 안보
중국 해양정책 조정에 따른 영향
독도 연구와 사료 발굴의 중요성

2014
Winter
Vol.29

Dilemma of the Northeast Asian Territorial · Maritime Issues
Significance and Current Status of the Whaling Industry
Legal Analysis on the ICJ's Judgment in the Case Concerning Whaling in the Antarctic
T
 he ICJ Judgment on Whaling in the Antarctic (Australia v. Japan)
- Focusing on Individual Opinions Whaling in Japan and Its Response to the ICJ Ruling

2014
Winter
Vol.30

인도네시아 ‘해양 축’ 정책 선언의 교훈
국가관할권 이원지역(ABNJ)에서의 국제레짐에 관한 논의동향
공해에서의 어족자원 보존·관리
ISA의 심해저 자원개발 논의와 우리나라 대응방향
중국의 신 ‘해상실크로드’ 개발 전략
미국의 태평양 해양보호해역 확대와 그 함의
북극이사회와 북극 비즈니스 개발

V. 수탁용역사업

각 분기별 해양영토 관련 국제 동향
한-케냐 수교 50주년 기념 해양법 공동세미나
「도설 다케시마=독도 문제의 해결」

IV. 일반사업

2014
Autumn
Vol.28

III. 기본연구사업

2014
Summer
Vol.27

해양력 강화를 위한 해양정책을 펼쳐야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해양사고와 해양환경 보호
연안여객 안전관리 개선방향
한-중 크루즈(여객선) 운영 및 안전
남극 포경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중국의 해양생태 문명 정책

II. 2014년도 주요사업

2014
Spring
Vol.26

제목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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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회의명

2014.1.10
대한상공회의소

주요 내용

2014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

2014.1.13
대전 유성호텔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2014 사업 워크숍

2014 국제물류투자분석 운영방향 및 국제물류 사업
추진방향

2014.1.20
페럼타워, 가락동 농수산물 도
매시장

FTA 이행지원센터 워크숍

2014 사업계획, 국외출장 결과보고, 중국 수산정보
수집 및 계획

2014.1.28
팔레스 호텔

제2차 해운금융포럼 개최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2014 선박금융 계획

2014.2.14
토즈 강남점

제3회 KMI 독도해양연토연구센터
정책 세미나

2014.2.18
부산상공회의소

2014 부산 해양수산 전망대회

해운 물류·항만·수산 등 해양 산업 각 분야의
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모색

2014.2.19
부산역 회의실

저탄소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
개발(R&D) 정·산·연 워크숍

최종 개발안에 대한 정부부처 보고·보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2014.2.25
서울상공회의소

제6차 해양비전포럼

2014.2.27
엘타워

제8회 해양홍보단 행사

해양교육 전문가 강연, KMI 초등 교사지침서
활용방안, 학교 내 해양교육 활용 사례 발표

2014.3.20
더케이 서울호텔

남북 수산협력 세미나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응한 수산 분야의 남북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2014.3.21
선주협회

2030 해양수산비전 수립을 위한
워크숍

2014.4.3
대한상공회의소

특수 전문물류서비스
시장 진출 방안 세미나

2014.4.4
프레이저플레이스 센트럴 서울

제4회 독도해양영토 정책세미나

2014.4.10
서울 교육문화회관

수산업 북극해 진출방안 수립 연구
국제 전문가 워크숍

2014.4.11~12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

2030 해양수산비전 수립을 위한
워크숍

해양수산 분야별 비전 논의 및 브레인스토밍

2014.4.16~17
대전

해운시장 종합정보망 구축 용역과
제 워크숍

컨텐츠 추가 발굴, 시스템 보안 점검 및 미비점 보완

2014.4.25
DMC 산학협력 연구센터

IUU 어업 관련 국제전문가 초청
세미나

IUU 어업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국의 책임

2014 글로벌 해양수산 동향과 전망 분석

페루 대 칠레 해양분쟁 사건에 대한 ICJ 판결의 함의

창조경제와 해양신산업 발전방안 모색

해양수산 분야별 전략 및 세부과제 검토
중소·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UN조달 물류시장 및
중량화물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 방안 소개
독도해양영토 정책
수산업 북극해 진출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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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주요 내용

2014.5.12
서울역 KTX 회의실

북극정책 기본계획 후속조치 연구
용역 추진계획 및 북극이사회
전문가 풀 운영방안 워크숍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및 태스크포스 등의 회의 지원과
북극 협력 추진을 위한 전문가 논의, 북극이사회 참여
전문가 조정 결과 해수부 통보 및 후속조치 추진

2014.5.16
중앙대학교 회의실

국내 물류기업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방안 세미나

2014.5.20
본원 14층 대회의실

글로벌 컨설팅과 논문역량
강화방안 세미나

글로벌 컨설팅 보고서 작성과 해외 강연 방법 등 공유

2014. 6. 10
여의도 T-아트홀

2014 상반기 해운시황 및
이슈 세미나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이에 따른 향후 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4. 6. 12
DMC 산학협력센터

해운본부 콜로키움

그리스 해운경쟁력 및 해운산업 육성정책

2014. 6. 20
DMC 산학협력센터

해운본부 콜로키움

2014년 중국경제의 진단 및 전망

2014. 7. 4
대한상공회의소

2014년 1차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2014. 7. 4
대한상공회의소

제7차 해양비전포럼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해양과 연안

2014. 7. 8
밀레니엄 서울힐튼

2014 KMI-KIMS
공동해양학술세미나

이어도 문제의 재조명

2014. 9. 13
속초 마레몬스호텔

제4회 연안발전포럼

안전한 연안, 활력 있는 동해

2014. 10. 1
대한상공회의소

제3차 북극해 정책포럼

2014. 10. 14
제주 그랜드호텔

제114회 KMI 해양정책포럼

2014. 11. 3
대한상공회의소

해양레저발전포럼

2014. 11. 21
롯데호텔 서울

2014 글로벌 물류 CEO 포럼

2015 글로벌 물류 동향 및 전망

2014. 11. 25
대한상공회의소

수산업관측센터 걸어온 10년,
나아갈 10년

수산업관측산업
평가와 발전방안

2014. 11. 26
전경련회관

제10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러시아 극동 사할린 외
항만물류 진출방안

2014. 12. 23
대한상공회의소

한-중 FTA 대응방안 세미나

한-중 FTA 타결 의미,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

I. 일반현황

일시/장소

II. 2014년도 주요사업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육성 방안

III. 기본연구사업

브라질, 중국훈춘, 적도기니 3개국에 대한 우리기업의
항만·물류분야 진출방안 모색

IV. 일반사업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및 범정부 북극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제주 해양산업 비전 및 발전방안

V. 수탁용역사업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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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0일 I 2014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

2014년 2월 25일 I 2014 부산 해양수산 전망대회

23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I. 일반현황

2014년 2월 25일 I 제6차 해양비전포럼

II. 2014년도 주요사업
III. 기본연구사업
IV. 일반사업

2014년 2월 27일 I 제8회 해양홍보단 행사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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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4일 I 제7차 해양비전포럼

2014년 10월 1일 I 제3차 북극해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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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현황

2014년 10월 14일 I 제114회 KMI 해양정책포럼

II. 2014년도 주요사업
III. 기본연구사업
IV. 일반사업

2014년11월 25일 I 수산업관측센터 걸어온 10년, 나아갈 10년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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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개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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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회의명

2014.1.21
중국 상하이

주요 내용

KMI 중국물류 워크숍

2014.2.20
중국 톈진

중국 내 진출기업 간담회

2014.2.18
KMI 중국연구센터 회의실

대중국 연구사업 수요파악 협의
회 개최

센터가 참여하는 공동행사 발굴 및 연구사업 수요 조사

2014.2.21
ESCAP 본부 회의실

KMI·ESCAP
연차 Consultation Meeting

2014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2015년도 과제 선정

2014.3.4
중국 상해

상해 해운·항만물류 기업 간담회

상하이 진출 우리나라 해운·항만물류기업 진출
현황 및 여건 논의

2014.3.5~8
중국 베이하이

2014년 KMI-FIO 해양협력 세미나

2014.3.12~19
미국

미래물류기술포럼(TRF)
국제산업 세미나

2014.3.14
장펑 메리어트 호텔

제9회 KMI 상해 CEO 물류포럼

2014.3.17~19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

한중일 북극정책연구
네트워크(NPARC) 세미나

한중일 북극 연구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

2014.4.14
중국 상하이
The Ocean Hotel

2014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중국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부산항 투자여건 및 배후부지 이용사례 소개,
중국관련기관 면담

2014.4.16
대한상공회의소

미래물류기술포럼 국제 콜로키움

글로벌 최신 물류기술 트렌드에 대한 발표

2014.4.21~23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제4차 한·러 극동포럼

한·러 양국 경제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방안

2014.5.15~16
서울대 법과대학 서암홀

글로벌 해양레짐 포럼(GORF)
학술행사

2014.5.21~22
피지 USP 대학

한·남태평양 국제수산포럼
(KOSOPFF) 개최

2014.5.27
중국 상해 센터 회의실

제11회 KMI 중국물류워크숍

2014.5.28
대한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Prospects for Sustainable
Port Development

2014.5.29
KMI 14층 대회의실

KMI-상해해양대 수산분야
공동 세미나

중국 신흥 물류시장 진출전략
톈진 진출 우리나라 물류기업 애로사항 파악,
정부지원책 마련

연안 보존·개발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미국 내 인터모달 물류시설 시찰 및 공동연구 논의
상해 내 산·관·학·연 네트워크 구축,
물류전략 및 정책 소개, 주요 이슈 토론

‘East China Sea: How to soften its
Hardness and Promote Cooperation'의
주제로 양일 해양법 학술회의 개최
KOSOPFF 심포지엄
중국 농수산물 물류 진출전략
지속가능한 항만개발
한국 및 중국 수산물 소비수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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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3
여의도 콘래드 호텔

회의명

I. 일반현황

일시/장소

주요 내용

Seafood Safety and Aquaculture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 수산물 안전과 양식
rea and the Kingdom of Norway
2014 한중 해양경제 국제포럼

해양경제 동반성장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

2014. 6. 23
세종호텔

한중일 제 12차 NEAL- NET
전문가워크숍

NEAL- NET 서비스 발전방안 등 협의

2014. 7. 1
KMI 14층 대회의실

세네갈 대사 및 세네갈 해수부 차
관 방문

바다목장 및 해양수산협력 분야 논의

2014. 7. 3
KMI 14층 대회의실

포르투갈 농림해양부 장관 차관 및
포르투갈 대사 등 정부대표단 방문

수산양식 및 해양수산협력 분야 논의

II. 2014년도 주요사업

2014. 6. 12
산동성 지난

KOREA OCEAN WEEK

2014. 8. 5
케냐 나이로비

한국-케냐-ITLOS 공동세미나

2014. 8.20
미국 하와이

NPAC 컨퍼런스

2014. 9. 22
인도네시아

한-인도네시아 해양포럼

2014. 9. 26
미얀마

한-미얀마 해양포럼

2014. 10. 27
롯데호텔 서울

한·러 물류협력 증진을 위한 서울 비
즈니스 포럼

2014. 11. 20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2014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아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아시아는 가능한가?

2014. 11. 22
KMI 14층 대회의실

KMI-동경해양대학 공동세미나

한일 수산업에 관한 분야별 현안 연구 결과 발표

2014. 11. 25
은행회관

제 33회 세계 해운전망 국제세미나

2014. 11. 26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제8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2014.11.27~29
제주상공회의소

제 2차 아시아퍼시픽 해양문화
네트워크

2014. 12. 4
상하이 원양호텔

제6차 KMI-SISI 국제포럼

IV. 일반사업

2014. 7.16~17
스페인 라스팔마스대학

III. 기본연구사업

글로벌 오션 리더스 포럼
- 국경 없는 양식회 창립식
- 국제해양수산협력 컨퍼런스(KICCOF)
- 한·아프리카수산포럼(KORAFF)
- 제1차 한·스페인 해양포럼

극동 비즈니스 환경과 발전 전망

V. 수탁용역사업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전략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러시아 극동지역 유망 투자사업 전략
아시아퍼시픽의 오션소프트파워와 해양도시전략
세계 및 한중 해운, 항만, 물류시장 트랜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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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5일~16일 I 글로벌 해양레짐 포럼(GORF) 학술행사

2014년 5월 21일 ~ 22일 I 한-남태평양 국제수산포럼(KOSOPFF)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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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2일 I 2014 한중 해양경제 국제포럼

II. 2014년도 주요사업
III. 기본연구사업
IV. 일반사업

2014년 7월 16일 ~ 17일 I KOREA OCEAN WEEK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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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0일 ~ 22일 I NPAC 컨퍼런스

2014년 9월 22일 I 한-인도네시아 해양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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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6일 I 한-미얀마 해양포럼

II. 2014년도 주요사업
III. 기본연구사업
IV. 일반사업

2014년 11월 27일 ~ 29일 I 제2차 아시아퍼시픽 해양문화네트워크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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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해양아카데미 연수

1. 국내연수 프로그램
1) 제15기 해양교육 직무연수 사업
 수실시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연
 수과정: KMI 해양아카데미 [해양교육 직무연수]
연
 수주제: 해양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해양의식의 고취를 통한 해양교육 활성화
연
 수기간: 2014. 1. 6. ~ 2014. 1. 10.
연

장

소: 여수엑스포해양공원

 석인원: 전국 초·중·고 교원 40명
참
일시/장소

강의명 및 내용
글로벌 시대의 해양
미래 해양과학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

2014. 1. 6. ~ 2014. 1. 10.
(여수엑스포해양공원)

강사
김성진(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렬(광주과학기술원)
문재운(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물과 해양바이오 산업

임현식(목포대학교)

해양문화와 오션소프트파워

주강현(제주대학교)

해양강국의 역사

김주식(해양전략연구소)

21세기 해양과 해양법

신창훈(아산정책연구원)

해운·항만산업

김형태(KMI)

최첨단 수산업

최성애(KMI)

해양산업의 발전과 해양직업

백인기(KMI)

현장견학 : 전라좌수영, 순천만, 여수광양항만공사, 아쿠아프플라넷여수, 스카이타워 등

2014년 1월 6일 ~ 1월 10일 I 제15기 해양교육 직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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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기 해양교육 직무연수 사업
 수실시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연
 수과정: KMI 해양아카데미 [해양교육 직무연수]
연
 수주제: 해양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키워주는 해양교육
연

장

II. 2014년도 주요사업

 수기간: 2014. 8. 4. ~ 2014. 8. 8.
연
소: 여수엑스포해양공원

 석인원: 전국 초·중·고 교원 80명(초등반 40명, 중등반 40명)
참
일시/장소

강의명 및 내용
경제와 해양

주강현(제주대학교)

해양안전

이은방(한국해양대학교)

해양교육 사례

송은영(금일동초등학교)
백인기(KMI)

해양물리

김경렬(광주과학기술원)

해양생물

임현식(목포대학교) /
김웅서(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주식(해양전략연구소)

독도역사(중등)

유미림(한아문화연구소)

해양법·해양정책

신창훈(아산정책연구원)

수산업

IV. 일반사업

해양역사(초등)

해운·항만산업

III. 기본연구사업

해양문화

해양수산 진로교육
2014. 8. 4. ~ 2014. 8. 8.
(여수엑스포해양공원)

강사
김성진(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관(전 KMI 부원장) / 김형태(KMI)
황선도(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김영명(한국식품기술사협회)

체험학습 : 빅오쇼 관람, 해양레포츠 체험, 여수광양항만공사 견학, 엑스포해양공원 관람

2014년 8월 4일 ~ 8월 8일 I 제16기 해양교육 직무연수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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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울릉·독도 체험연수
 수실시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연
 수과정: KMI 해양아카데미 [해양울릉·독도 체험연수]
연
 수주제: 독도교육에 있어서 해양의 중요성
연
 수기간: 2014. 10. 28. ~ 2014. 10. 30.
연

장

소: 울릉도·독도 일원

 석인원: 홍보단 소속 초·중·고 교원 16명
참
일시/장소

강의명 및 내용
해양교육
독도에 관한 최근 한·일간 쟁점

2014. 10. 28. ~ 2014. 10. 30.
(울릉도 및 독도)

강사
김성귀(KMI 원장)
유미림(한아문화연구소)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

문재운(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의 해양환경

김종만(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독도관련 주요 쟁점 및 대응

최철영(대구대학교)

문화생태체험: 독도박물관 및 독도전망대 역사문화체험, 독도 방문, 울릉도·독도 해양연
구기지 방문, 울릉도심층수 회사(청아라) 방문, 내수전 둘레길 생태체험,
관음도,나리분지 생태체험

2014년 10월 28일 ~ 10월 30일 I 해양울릉·독도 체험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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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교육 훈련사업
1) 개발도상국 해양수산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시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실
 육기간: 2014. 8. 11. ~ 2014. 8. 14.
교
소: 서울 및 여수

II. 2014년도 주요사업


장

 가국 및 인원: 세계여성대회 참가자 중 아프리카 및 아시아 개도국 대학생 22명
참
일시/장소
2014. 8. 11. ~ 2014. 8. 14.
(서울 및 여수)

강의명 및 내용

강사

한국 경제 발전과정

김진실(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의 첨단 수산업

류정곤(KMI)

한국의 해운·항만산업

최상희(KMI)
III. 기본연구사업

현장견학: 새만금홍보관, 여수국가산업단지, 포스코광양제철소,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여수시티투어, 부산시티투어

IV. 일반사업
V. 수탁용역사업

2014년 8월 11일 ~ 8월 14일 I 개발도상국 해양수산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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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I 글로벌 파트너십 회의
 최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주

기

간: 2014. 10. 3. ~ 2014. 10. 4.


장

소: 서울 메이필드 호텔 아이리스홀

 요 참석자: 당사국 및 관련 정부 관계자, UN 기구, 지역별 주요 해양기구 등 SOI 파트너스 관계자
주
일시/장소

시간

SOI 글로벌 파트너십 회의 내용
10월 3일(금)

2014. 10. 3. ~ 2014. 10. 4.
(서울 및 여수)

09:30 ~ 10:30

개회식 및 커피 브레이크

10:30 ~ 10:45

회의 목적, 구성, 예상 결과 관련 안내

10:45 ~ 12:30

기조연설, Q&A 및 토론

12:30 ~ 14:00

오찬

14:00 ~ 18:00

분과세션
- Group 1: SOI 이행을 위한 중장기 실행 계획 수립
- Group 2: 지역별 협력 및 교육훈련 시설 개발
- Group 3: 정보공유, 온라인 학습, 추진 모니터링 도구 개발
- Group 4: 지역별 이행 강화 방안

09:00 ~ 11:00

분과세션 결과 발표, Q&A 및 토론

11:00 ~ 12:00

SOI 고위급 회담을 위한 주요 내용 논의

12:00 ~ 12:30

폐회식

12:30 ~ 13:30

오찬

14:00 ~ 19:00

서울시티투어

10월 4일(토)

2014년 10월 3일 ~ 10월 4일 I SOI 글로벌 파트너십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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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I 고위급 회담
 최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주

기

간: 2014. 10. 16.


장

소: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2층 Meadow홀
일시/장소

2014. 10. 16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시간

II. 2014년도 주요사업

 요 참석자: 해양수산부 장관, CBD 당사국 장·차관, CBD 사무총장 등 국내·외 참석자 124명
주
SOI 고위급 회담 내용
모닝 티타임 및 사진촬영

09:00 ~ 09:35

개회사 및 기조연설

09:35 ~ 10:00

장관 라운드테이블

10:00 ~ 10:10

SOI 중장기 실행계획(2015-2020) 발표

10:10 ~ 11:10

패널토론: 해양생물다양성 관련 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 및 수단

11:10 ~ 11:20

한국정부의 SOI 지원에 대한 선언문 발표

11:20 ~ 12:30

리셉션

III. 기본연구사업

08:30 ~ 09:00

IV. 일반사업

2014년 10월 16일 I SOI 고위급 회담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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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협력기관
(2014. 12. 31. 기준)

해외기관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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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고서

체결일

STC(네덜란드)

’98.04.22

UN ESCAP

’98.12.11

Pt. Artakon Dinamika Bersama(인도네시아)

’02.04.26

제노바대(이탈리아)

’06.03.07

PEMSEA

’06.05.09

중국 교통과학 연구원

’06.07.27

중국 대련수산대

’06.11.16 [’11.12.16 갱신]

일본해상안전기술연구원(NMRI)

’07.01.31 [’11.11.18 갱신]

중국 베이징교통대학

’07.04.05 [명칭변경 및 갱신 ’11.11.7 ]

미국 워싱턴대

’08.04.21 [명칭변경 및 갱신 ’13.11.5 ]

YSLME(GEF/UNDP)

’09.03.31

베트남 국가경계위원회(CNB)

’09.06.04

상해해사대(중국)

’09.12.15

도로과학연구원(중국)

’09.12.17

COBSEA

’10.04.14

샤먼대(중국)

’10.10.29

FAO(유엔식량농업기구)

’11.02.11

국립극동수산기술대학(러시아)

’11.02.24

FIO(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원, 중국)

’11.04.07

EWC(동서문화센터, 미국)

’11.05.27

ISL(독일)

’11.06.14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11.07.05

ITLOS(국제해양법재판소)

’11.08.29

앙골라 수산진흥원

’11.09.21

중국 상해해양대

’11.11.07

OCDI(국제임해개발연구센터, 일본)

’11.11.11

인도네시아 아체주

’11.11.16

대련해사대

’11.11.18

중국 수운과학연구원

’11.12.16

일본동경해양대학

’12.01.19

산둥사회과학원

’12.03.28

중국해양대

’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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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체결일

OECD

’12.07.09

페트로나스 기술연구소(ITPSB)

’12.07.13

난센연구소(노르웨이)

’12.08.24

해양연구소(노르웨이)

’12.08.27

가나 수산위원회(FCG)

’12.09.19

USP(남태평양대학교)

’12.10.17

미얀마 해양대학교(MMU)

’12.11.07

미국 노스다코타주립대학(UGPTI)

’13.01.28

미얀마 해양대(mmu)

’13.04.03

라스팔마스테 그란 카나리아 대학교

’13.09.30

세네갈(ISRA)

’13.10.04

대련해양대학교

’13.11.05

장안대학교(중국)

’13.11.07
’14.01.21
’14.04.14

EWC(동서문화센터) (미국)

’14.04.16

러시아 국립 해양대학교(MSUN)

’14.04.22

라스팔마스 대학

’14.07.16

국제해양법재판소

’14.11.04

에게해 해양해사법연구소

’14.11.06

상해국제항운연구중심

’14.12.04

IV. 일반사업

바투미국립 해사아카데미 (조지아)
중국 절강 해양대

III. 기본연구사업

’12.07.04

II. 2014년도 주요사업

허난성형대물류연구원(중국)

V. 수탁용역사업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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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관
기관명

체결일

’06.04.13

인천항만공사

’06.05.26

국립해양조사원

’06.06.30

해양수산인력개발원

’06.06.3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06.06.30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06.06.30

케이엘넷

’06.07.21

국사편찬위원회

’06.09.18

중앙대학교

’06.11.14

해양경찰청

’07.04.12

한국해양대학교

’07.06.22

국토연구원

’08.02.15

충남발전연구원

’08.02.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08.02.15

한국법제연구원

’08.02.1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8.02.15

한국원양산업협회

’09.04.07

한국연안협회

’09.09.18

한경대학교

’09.09.21

목포해양대학교

’09.09.30

평택대학교

’10.08.23

한국국제협력단

’10.10.15

인천발전연구원

’10.11.23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12.05.04

기상청

’12.10.15
’12.12.14
’12.12.1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3.01.29

한국APEC학회

’13.02.18~12.31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극지연구소
한국무역협회

V. 수탁용역사업

’04.09.07

부경대학교

IV. 일반사업

부산항만공사

III. 기본연구사업

’04.02.27

II. 2014년도 주요사업

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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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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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일

교통안전공단

’13.03.19

부산발전연구원(BDI)

’13.03.22

한국해양재단

’13.03.28

여수광양항만공사

’13.04.2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13.04.25

한국해양대학교

’13.06.11

머니투데이

’13.10.11

순천대학교

’13.11.18

해양수산부

’13.11.21

항로표지기술협회

’13.11.21

해양환경관리공단

’13.11.21

국립부경대학교

’13.11.21

국립한국해양대학교

’13.11.21

선박안전기술공단

’13.11.21

전라남도

’13.11.21

한국선급

’13.11.21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3.11.21

한국원양산업협회

’13.11.2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3.11.21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3.12.16

한국농어촌공사

’13.12.19

부경대학교

’14.03.05

국토연구원

’14.03.18~12.3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4.03.18~12.31

한국APEC학회

’14.03.18~12.31

에너지경제연구원

’14.03.18~12.31

해양수산부

’14.07.17

(주)아쿠아코리아

’14.07.25

여수세계박람회 재단

’14.08.20

한국해양대학교

’14.08.22

해양환경관리공단

’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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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게재실적
(2014년)

1.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연번

26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차보고서

연구자

학술지

게재시기

1

The Saemangeum tidal flat: Long-term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changes in marine benthic
flora and fauna in relation to the embankment

논문 제목

남정호
외

Ocean & Coastal
Management

2014.08.

2

Public preference for the attributes of the marina
port in Korea: a choice experiment study

이민규
외

Maritime Policy &
Management

2014.08.

3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the development
of port hinterlands and their ramifications for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전찬영
외

Maritime Economics &
Logistics

2014.09.

4

Estimation of the annual flow and stock of marine
debris in South Korea for management purposes

김경신
외

Marine Pollution Bulletin

2014.09.

5

Safety Impacts of Intervehicle Warning Information
Systems for Moving Hazards in Connected Vehicle
Environments

이건우
외

Journal of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2014.09.

6

Overview of Korea’s Arctic Policy Development

김종덕

Strategic Analysis

7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effects of Lake Shihwa
reclamation project in South Korea: A review

장원근
외

Ocean & Coastal
Management

8

The Complementary Role of the Major Economies
Forum(MEF)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문석란

9

Impact of Northern Sea Route on Energy
Resources Logistics in East Asia

이성우
외

10

South Korea’s Interests in The Arctic

11

Korea’s Trial of Somali pirates

12

The Arctic - South Korea's interests and
challenges ahead

13

Communications between the Arctic States and
North Pacific Asian States on the Arctic Issues

14

2014.11.
2014.12.

Asian Journal of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2014.02.
Development: Law, Economics
and Politics
Journal of Logistics and
Shipping Economics

2014.11.

박영길

ASIA POLICY 18

2014.07.

박영길 외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

2014.01.

박영길

Baltim Rim Economies Review 2014.11.

김종덕,
최안나제인

Center for Oceans Law and
Policy : freedon of Navigation 2014.10.
and Globalization

Examining the Impact of Korea’s Free Trade
Agreement on Seaborne Trade Cargo Volumes

전찬영
외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2014.06.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15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ort
Competitiveness Using AHP

이성우
외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2014.06.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16

A study on Improving Interconnectivity of
Regional Logistics Markets in the Era of the Pan
Yellow Sea Region -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
Korea’s Chungnam Province -

이성우,
박성준,
이홍원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2014.12.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17

Cooperative Projects for Maritime Industry under
Korea-Turkey FTA

박용안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2014.12.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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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논문 제목

연구자

학술지

게재시기

2

IUU 어업행위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입법 및 판례 동향과
국내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한덕훈

경영법률

2014.01.

3

해운보증기금의 공적기구로서 설립 필요성과 재원조달방안
에 대한 소고

고병욱,
황진회

해운물류연구

2014.03.

4

우리나라 부가가치 기준 무역의 분석-수상운송업을
중심으로

이민규,
이건우

해운물류연구

2014.03.

5

부산신항 타부두 환적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연구

전형모
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4.03.

6

외항해운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비교 분석: 금융위기 전후 변
화와 전산업·운수업과 비교를 중심으로

김태일

해운물류연구

2014.03.

7

EU법상 원자력 안전규제와 수산물 등 식품의 방사능 감시제
도에 대한 고찰

한덕훈

해양비즈니스

2014.04.

8

물류보안이 수출입 리스크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이홍원
외

한국항해항만학회지

2014.06.

9

항만공사 국제화 전략 비교 연구

이성우,
전혜경

해양정책연구

2014.06.

10

어장·어항·어촌을 연계한 소득창출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이승우
외

해양정책연구

2014.06.

11

혼합정규분포를 이용한 부산항 입항 컨테이너
선박의 선형 분석

이민규
외

해양정책연구

2014.06.

12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분배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강종호

해양정책연구

2014.06.

13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종호

수산경영론집

2014.07.

14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수출입 항만물동량
유발효과의 계산

이민규
외

해운물류연구

2014.09.

15

극초대형선 처리를 위한 신개념 컨테이너터미널

이언경
외

해운물류연구

2014.09.

16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의 하역 시스템에 따른 경제성 비교

최상희
외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14.09.

17

러시아 자동차 시장과 우리나라 수출항만 판도 변화에 관한
연구

이언경
외

정보기술아키텍
처연구

2014.09.

18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그 가능
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

최지현

국제법평론

2014.10.

19

정기선운임 결정요소의 실증 분석

김우호
외

무역학회지

2014.11.

20

공간패널모형을 이용한 수산종묘방류사업의 효과분석

김봉태
외

해양정책연구

2014.12.

비고

한국연구
재단등재
(후보)

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2014.01.

V. 수탁용역사업

북한연구학회보

IV. 일반사업

윤인주

III. 기본연구사업

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실태와 함의를 중심으로

II. 2014년도 주요사업

1

I. 일반현황

2. 국내학술지 게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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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연구관련 사업 및 기타 연구 성과

연번

논문 제목

21 시계열 모형을 이용한 김가격 예측에 관한 연구

26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차보고서

연구자

학술지

게재시기

노승국
외

해양정책연구

2014.12.

22

산업 및 무역구조 분석을 통한 북극항로 유치화물
분석

김태일,
이성우

해양정책연구

2014.12.

23

컨테이너항만 하역장비의 세계 시장 현황 분석과 국내
공급기업의 발전 방안

강무홍
외

해운물류연구

2014.12.

24 SARIMA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

민경창
외

대한교통학회지

2014.12.

25 한국 국내법상의 유엔해양법협약 이행에 대한 검토

박영길

동서연구

2014.12.

26 무인도서 관광개발 잠재력 평가체계 개발 연구

장정인
외

한국혁신학회지

2014.06.

27 ARA Libertad 사건과 군함의 면제

최지현

국제법동향과실무

2014.09.

28 나고야 의정서 이행준수 체제의 국제법적 함의에 관한 소고

박수진

국제법동향과실무

2014.12.

비고

정책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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