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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창 호

KMI는 “국가 해양수산정책 선도”, “연구혁신”이라는 경영목표 하에, 정
책당국과 국민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산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연구 등 해운항만, 해
양수산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과제를 연구해 나가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연구분야에서 국민,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수
렴함은 물론, 전세계 해양·수산·해운·항만 트렌드를 분석·제공하여 대
국민 해양수산 정보 제공 및 국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이 연차보고서는 지난해 KMI가 수행한 연구성과를 요약하여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연구과제, 정기간행물, 학술회의, 국내외 학술지 게재실적, 국
내외 연수교육 서비스 등 KMI가 수행한 주요 연구성과에 대한 정보를 담
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 정부 관계자 및 모든 국
민들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KMI는 국가정책연구소로서 국민과 현장에서 원하는 연구를 통해 국가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본 책자가 우리 해양수산 산업의 흐
름을 읽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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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일반현황
2. 설립목적
설립목적

02.01.
05.15.

『한국해운기술원』 개원
양해경 초대 원장 취임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제부문의 과제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하고, 해양, 수

1987
1988
1990
1991
1993
1997

05.15.

송희연 제2대 원장 취임

산 및 해운항만관련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ㆍ분석ㆍ보급함으로써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 국가의 정

12.31.

『해운산업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05.15.

송희연 제3대 원장 취임

07.13.

배병태 제4대 원장 취임

11.23.

조정제 제5대 원장 취임

03.17.
04.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설립(5개 기관 통합)
- 해운산업연구원 포괄 승계
-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정책연구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산림수산경제연구부(수산부문)
- 국립수산진흥원 수산경제연구실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조정제 초대 원장 취임
홍승용 제2대 원장 취임

이정욱 제4대 원장 취임

04.01.

수산업관측센터 설치

09.23.
12.12.
12.20.

이정환 제5대 원장 취임
독도연구센터 설치
중국연구센터 설치

2006
2007
2008
2009

08.30.

항만수요예측센터 설치

10.11.

기획예산처장관단체표창(2006년도 공공기관혁신평가 우수기관상)

08.29.

강종희 제6대 원장 취임

07.01.
08.11.

해운시장분석센터 설치
KMI 해양아카데미 설치

2010
2012

07.14.

김학소 제7대 원장 취임

03.09.
12.21.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 설치
12.21 국무총리단체표창(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기관 최우수평가기관상)

2013

08.16.
01.22.

김성귀 제8대 원장 취임
대통령단체표창(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공로기관상)

2016

07.07.
08.26.

해외시장분석센터 설치
양창호 제9대 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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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해양ㆍ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정책의 비교 연구
• 해운ㆍ항만관련 국제물류 및 복합운송에 관한 조사 연구
• 개발원의 목적에 부응한 수탁연구 및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해양산업정보
• 물류 산업의 동향과 정보의 수집 분석 및 보급
• 국내외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한 해양산업관련업계, 학계, 연구기관 및 정보와의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

4. 연구사업 기본 방향
01

02

03

04

05

세계수준의
해양수산
기본연구

미래예측 및
연구결과의
실용화

정보화 및
통합화

해양수산 종합화
체계화 연구

정부정책 및 기업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동향연구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06.09.

연구조사 기능
• 해양ㆍ수산 및 해운항만 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컨설팅

수탁용역사업

2002
2004
2005

3. 사업영역 및 주요기능

일반사업

04.1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
국무총리식 산하로 소속변경
이정욱 제3대 원장 취임

설립근거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5733호, 1999. 1. 29 제정)

수시연구사업

01.29.

책수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기본연구사업

1999

2016년도 사업개요

1984

04.18.
08.19.

14

일반현황

1. 연혁

15

6. 2016년 정기간행물 현황
2016년 12월 기준

직원현황
2016년 12월 기준

합계

본원
무기직
(20)
과부족
-

정규직
현원
1
112
(60)

정원
1
124

▲-9

21
125

134

▲-9

정부대행사업(관측, FTA)
사업
사업
사업
소계
정규직 무기직 기간제
17
20
37
(4)
(1)
(5)

합계

구분
종합학술지

간행물 이름

반년간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반년간

소계

48
(7)

1
160
(67)

19

15

55

-

3

1

4

59

독도연구저널

계간

19

63

216

17

3

21

41

257

독도·해양영토브리핑

주간

국제물류위클리

주간

극지해 소식(16년 부)

월간

Offshore Business

월간

-

1
197
(72)

통계자료지
뉴스정보지

해운통계요람

연간

수산·해양환경통계

연간

영문 뉴스레터(Ocean and Future)

월간

미래연구본부
수입

지출
예산

구분

예산

해운시황 포커스

18,361,600

1. 인  건  비

14,774,702

Ⅱ. 자체수입

21,093,919

2. 연구사업비

24,622,943

1. 수탁사업수입

15,091,000

3. 경상운영비

2,408,179

2. 정부대행사업수입

5,842,000

4. 시  설  비

940,000

3. 이자수입

55,000

5. 기      타

-

4. 기타수입

105,919

6. 연구개발적립금

Ⅲ. 전기이월금

3,540,890

Ⅳ. 기 타

항만연구본부

1,110,512

수산관측정보
(전복 등 10개 품목)

-

Ⅴ. 연구개발적립금

859,927

합계

43,856,336

합계

43,856,336

동향정보지

*품목현황에 따라
발간주기 상이할 수 있음

수시
항만과 산업

월간

KMI PORT REVEIW(16년 부)

격주

해조류 수산관측

월간

광어 수산관측

월간

어류(해상가두리) 수산관측

월간

전복 수산관측

월간

패류 수산관측

월간

멍게 수산관측

월간

광어종자  수산관측

월간

조직도

(2016년 12월 기준)

국민·산업계·정부기관·지자체
정책동향
연구본부

해양연구
본부

수산연구
본부

해운해사
연구본부

항만·물류
연구본부

경영지원
본부

수산업관측센터
해양아카데미

감사실
원

* 상기 조직도 중 점선은 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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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 사 장

감사

전복종자 수산관측

월간

우럭종자 수산관측

월간 / 연 3회

대중성 어종 수급 및 가격 동향

격주

수산물 수급동향

계간

수산관측리뷰

계간

수산관측 뉴스레터

월간

수출입속보

월간

내수면양식

격월

FTA 체결국 수산물 수입동향

계간

중국수산동향

계간

K-Fish Around The Globe

계간

수산물 수출동향

계간

중국물류리포트

월간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부 원 장

월간 / 연 3회

수탁용역사업

기획조정
본부

일반사업

김종자 수산관측

수시연구사업

Ⅰ. 정부출연금

기본연구사업

기간제

2016년 예산
구분

간기

해양정책연구

2016년도 사업개요

구분
임원
연구직
(박사)
행정직

일반현황

5. 직원현황·예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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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7. 경영목표 체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997년 4월 출범한 이래,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정과제, 정부
위탁사업 수행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대안과 경영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
해 국가정책 수립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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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연구사업

목표 ➊
미래 해양수산 정책 선도 기능 강화

2016년도 사업개요

미션

비전

미래 해양수산 정책을 이끄는 세계최고의 해양전문 연구기관

수시연구사업

KMI
3대 경영목표

목표 ➋
글로벌 해양수산 연구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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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업

1. 국가 정책수요에 부응한 융합적 조직정비 및 정부정책지원 강화
2. 새로운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트렌드에 맞는 연구 발굴·수행

추진전략

3. 해양수산정책 선도연구기관으로서 해외 선별적 연구거점과의 해양수산 연구·교류협력 활성화
수탁용역사업

목표 ➌
기관 인사정책 개선 및 조직혁신

4. 대내외 연구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급 연구인력 양성
5. 인사제도 개선, 경영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한 기관 창조경영체계구축

경영방침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창조 프런티어 KMI
글로벌 프런티어 KMI
혁신 프런티어 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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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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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고유사업
일반현황

1. 기본연구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번호

인구저성장 대응 연안계획체제(coastal planning system) 개편방향과 과제
○ 연안지역은 전국에 비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추세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저성장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연안계획체제의 개편 기본방향과 과제 제시

항만위험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12

레저선박 관리제도 개선방안
2

○ 레저선박의 등록, 관리와 관련된 각종 규제사항 분석과 더불어 레저선박 이용활성화를 위한 금융, 임대, 보
험, 기타 서비스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과제 도출

13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확립 방안
14

기본연구사업

○ 과학 및 기술 지식을 집약적,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해양분야에 특화된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군
을 파악하여, 이들 산업의 건전한 발전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 프레임 설정

○ 우리나라 항만에 유치 가능성이 있는 온도·습도 민감 화물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에 기여
항만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 기준 개선 연구

해양분야 과학기술기반 서비스산업의 발전방안
4

○ 우리나라 항만의 위험물 관리는 후진성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항만위험물 관리체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온·습도 민감 항만화물 유치전략 연구

3
○ 해양공간관리 정책 수립·시행의 기반이 되는 해양공간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도출

개 요
2016년도 사업개요

1

과제명

○ 항만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용되는 편익과 그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세부기준을 검토
하여,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
주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류장벽 분석 및 대응방향

15

○ 유라시아 대륙의 중요 물류통로로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물류장벽을 검토하고 우선순
위를 도출
수시연구사업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
5
○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도입향향을 연구하고, 현행 수산자원 관리정책에 대한 보완 및 대안을 모색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
6

○ ASEAN의 경제공동체 실현 노력은 아세안 주요 산업인 수산업의 역내교역과 투자구조의 변화를 야기하고,
아세안 양자간 FTA 추진 등 국내 수산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아세안 지역 수산분야
의 협력강화 전략 마련

2. 수시연구사업

○ 어촌공동체의 실태를 진단하여 새로운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의 개편방안 제시

번호

○ 어촌 다문화 가정이 어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잡고 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정책
방향 설정

1

○ 어항 기본시설 확충에 따른 토목공학적인 제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기능시설, 편익시설 등 다원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함축하는 성과지표 도출
수탁용역사업

○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하고,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관리방안 제시

개 요

2. 환율 변동에 따른 수산물 수출 영향 분석

우리나라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방안
9

과제명

1. 어항개발사업의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어촌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8

일반사업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개편방안
7

2

○ 주요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환율 변동성에 대응한 수산물 수출
대응 방향을 제시하여 수산물 수출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

우리나라 선박의 친환경기술 적용 확대방안
10

3. 원양어업 글로벌인증제 도입방향 연구
3
○ 한국 원양어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인증제의 현황 파악과 도입 방안의 연구
4. 해상에 설정된 공원구역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정비 방안

항로표지의 해양사고 예방효과 분석
11

22

○ 항로표지 투자를 위한 투자기준 및 투자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효과 산정을 위한 방법론 수립, 분석 모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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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글로벌 선박환경규제 지속강화에 따른 우리나라 해운선사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친화적 선박 확
보 실태와 정책 지원방안 수립

4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과 ‘해양보호구역’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지역에서 해양의 자연자원을 효과적
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호구역 관리체계의 검토 및 제안

23

기관고유사업
일반현황

3. 일반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번호

해운산업 경기예측센터 운영
○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해 해운산업 단기·중장기 경기예측모형 개발 및 해운산업경기예측센터의
상시 운영 등 정부차원의 대응시스템 구축

글로벌 해양수산거점 연구협력사업
10

아·태 해양정책 연구사업
2

○ 해양경제의 활성화, 해역공간관리, 해양생태계서비스의 유지, 동아시아 해의 저개발국 제도적·기술적지원
등에 대한 국제 워크숍(포럼) 개최 및 협력사업(연구) 추진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안
정적 운영

3

수산분야 해외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11

13

○ 항만물동량 변화의 원인분석,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시기적절한 국가 항만개발정책 수
립의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 물류기업 해외 진출을 통한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 기반 마련
통일 대비 해양수산 연구사업
14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해양부문
15

해양수산 학·연 협력 연구사업
7

○ 학·연 협력 연구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정책과 전략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 수행

16

9

미래물류기술고도화 연구사업
17

○ 국내 물류기술 산업 발전 및 고도화, 글로벌화를 위한 미래 물류기술 국제 공동 연구, 미래물류기술포럼 운
영,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추진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북극해 시대에 대비한 국가전략 수립 연구

○ 한국의 FTA 체결국 또는 대상국을 대상으로 한국산 수산물의 수출처 개척·확대를 위해 상대국의 시장 실
태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관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시스
템을 효율적으로 구축

수탁용역사업

KMI 해양아카데미 운영
○ 해양수산부가 실시 중인 해양시범학교 운영의 효과적 지원과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1조에 의거한 국가차
원의 해양교육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

○ 공유수면 관리, 해양환경 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등 연안·해양에 대한 공간관리와 자원·환경관리의 통합
및 유기적 연계로 과학적 연안·해양 관리지원체계 구축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수산물 수출 확대 지원사업

○ 학·연 협력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인재 발굴 및 대학과 학연교류 활성화로 연구 시너지 효과 창출

8

일반사업

○ 한중일 3국이 통합물류시장을 형성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항만물동량의 안정적 창출을 통해 상생할 수 있
는 국가 간 협력방안 도출

○ 수산양식, 해운물류, 항만, 해양환경 등 4대 분야에서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협력 방안
제시
○ 북한 내 주요 경제거점으로부터 해·륙 연계 최적의 물류체계 구축방안 제시

동북아 항만물류 연구협력사업
6

○ 과당경쟁과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물류기업들이 해외진출 및 신시장 개척의 기회제공을 위
한 연구 수행을 통해 국내 물류기업의 서비스 수준 제고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내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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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공유수면 관리, 해양환경 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등 연안·해양에 대한 공간관리와 자원·환경관리의 통합
및 유기적 연계로 과학적 연안·해양 관리지원체계 구축
중견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연구사업

○ 독도 및 해양영토분야의 학술연구사업, 국내외 자료수집 및 분석사업,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 홍보 및
인력양성사업 등 수행

4

○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세계 수산자원의 많은 부분을 공급할 아프리카, 남미, 남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다자간 수산협력방안 구축
연안ㆍ해양관리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

12

○ 독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해양영토 패권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 해양 강대국의 해양영토전략에
효과적 대응정책개발

상해연구센터 운영

○ 기후변화, 심해저, 국제물류 등 국제 해양 아젠다에 대해서 글로벌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역량을 강화하
고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도록 거점 연구 추진

기본연구사업

독도ㆍ해양영토 연구센터 운영

개 요
2016년도 사업개요

1

과제명

○ 자원개발 및 항로 개설 등 새로운 해양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북극해에 대한 국가전략 수립
○ 북극해 진출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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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용역사업
일반현황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주 받은 정부수탁과제 및 해양수산 유관단체,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수주 받은 민간수탁과제 수행

2016년도 사업개요

정부대행사업
1. 수산업관측사업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인공위성 등을 활용하여 장·단기 관측정보 제공 하고 양식수산물 유통협약사업을

기본연구사업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수산업관측) 및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시
행규칙」 제35조(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의 지정 등) ②항에 의거 하여 위탁받아 수행(해양수산부 위탁사업)

2. 수산종자 관측사업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생산·경제·정책중요성을 반영해 3품목(광어,전복,김)+1품목(시범사
업우럭) 대상으로 주기적인 종자관측 정보 제공사업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수시연구사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수
산업관측사업과 연계 추진)

3. FTA 이행지원센터 운영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내 수산물의 피해 영향 조사 분석 및 어업인 상담지원 역할을
통한 직접 피해보전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
일반사업

법」 제20조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하여 해
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4. 해외시장분석 사업
	어업인 등의 해외시장 수출 사업과 관련해 시장 정보를 체계적이고 시의성있게 분석·제공하는 프로세스를 구
수탁용역사업

축·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별·품목별 수출 통계 DB 구축, 수요자맞춤형 시장 이슈 조사 등 정보제공사업을 해
양수산부 위탁받아 수행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전문지원기관 운영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심
층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따라 삶이 질 향
상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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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본연구사업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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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정명화
내부연구자 : 조정희, 문석란, 김세인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세아경제공동체 추진동향, 수산분야 경제통합, 일본과 중국의 수산분야 대
아세안 경제협력 전략 분석, 우리나라 대아세안 경제협력 실태 분석을 위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업계 전문가 자문을 활용함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물 교역은 2007년 한-아세안 FTA 체결 이후 무역수지 적자
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대아세안 수산분야 투자 규모와 투자 범위도 확대되는
등 한-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이 심화되고 있음
- 특
 히 우리나라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의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
되고 있음. 품목별로는 새우류, 쭈꾸미, 기타 어류 등의 조제가공 수산물 수입이 크
게 증가하였음
- 우
 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분야 투자는 인도네시아 중심의 원양어업에서 미얀마, 베트
남의 내수면 양식과 수산냉동 제조업 분야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

•국내 및 아세안에 진출한 수산업의 AEC 인식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최근에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수산분야 경제통합 정책을 중점적으로 분
석하고 우리나라-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을 통합적으로 검토함
•특히 국내 기업의 AEC 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의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아
세안 단일 시장을 활용한 국내 기업의 아세안 거점 해외 진출전략과 정책적 지원방안
을 제시함

주요 연구결과

•아세안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경제협력을 심화시켰고 대내외 환경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출범시킴

2017 KMI 연차보고서

정책적 기여 및
기대효과

•국제 사회에서 점차 경쟁력있는 경제지대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의 전략적 활용 통한
국내 수산물 공급 시장의 안정적 확보
•국내 민간부문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통한 수산분야 경제 영토 확대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는 아세안 수산분야의 전략적 경제협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
•아세안의 수산분야에 대한 전략적 경제 협력 통한 아세안 역내 경제격차 해소 및 우리나
라의 책임있는 중견국 입지 강화에 기여

31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중국, 일본은 이러한 변화·발전하는 아세안 시장을 활용하여 자국내 수산자원의 안정
적 공급,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와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
화하는 추세임

•또한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아세안 진출 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가칭)
한-아세안수산협력센터 국제기구 설립 등을 제안하였음

수탁용역사업

•아세안은 단일 시장과 단일 생산기지, 경쟁력있는 경제지대, 균형경제 발전, 세계경제로
의 통합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실현해 나갈 계획임
- 아
 세안의 주요 수출 품목인 수산업이 우선통합산업(priority integration sectors, PIS)에
포함되면서 아세안은 역내 수산물의 역내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자 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아세안의 수산분야 국제경쟁
력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30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세안 시장 진출을 통한 국내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국내 기업
의 아세안을 거점으로 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함
- 아
 세안의 다양성을 고려해 산관학연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의 대아세안 시장 진출
지원, 대아세안 수산분야 정보수집 체계 강화, 아세안 역내 수산 인프라 지원 강화, 아
세안 거점 수산물 공급체인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음

일반사업

•국내 수산 기업의 아세안 AEC 출범에 대한 인지도는 낮지만 향후 AEC 활용 및 아세안
의 수산분야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아
 세안을 활용한 미국, 중국 등 역외 시장 진출 가능성의 확대, 중장기적으로 아세
안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가 수산물 소비 증가로 이어져 많은 수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평가함
- 그
 러나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으로 인해 아세안 역내 수산물 원료 확보경쟁 심화 및
아세안에 기진출한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 심화를 우려하였음
- 아
 세안 시장 정보 제공 강화, 아세안에서의 민관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

수시연구사업

•본 연구의 목적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아세안 단일 시장과 단일생산
기지를 활용한 국내 수산분야의 해외 진출 확대 도모와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임
- 아
 세안 수산부문 경제통합 정책 분석, 아세안 역내 수산물 교역 및 투자 구조 분석, 우
리나라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 실태 및 기업의 아세안 경제공동체 인식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차원의 정책 추진 방향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기본연구사업

연구목적

일반현황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확립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연구목적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최희정
내부연구자 : 남정호, 최석문, 전현주

•국내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를 진단한 결과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 수요는 확대되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공간관리에 필요한 조사·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체

었으나, 해양생태계 영향 및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의 연계와 융합 활

-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 구축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이슈를 검토함.

용 미흡 등 한계점이 노출됨.

기본연구사업

계 확립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개념을 정립함.

• 국외사례의 경우 무엇보다 해양공간관리 취지에 맞는 기초 정보를 구축하고 제공함.

- 해양공간관리에 필요한 조사·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설정함.

또한 이러한 정보는 GIS 기반의 시스템에서 관리되며 MSP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됨.

- 이를 통하여 계획적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확립방안을 제시함.

연구방법

(SWAT-AHP 분석)의견을 종합하여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3대 기본방향과 4대 중점

•본 연구에서는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이론 및 개념 도출, 국내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실태 점검, 국외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해양정보체계 구축

추진과제를 제시함.

현황 파악 등 기초분석을 위해 국내외 문헌과 보고서를 조사함.

- 3
 대 기본방향으로는 기존 정보공유체계 강화, MSP 정보 수요 대응, 해양정보체계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함.

•해양정보 관리 현안을 파악하고 활용 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 4
 대 중점추진과제로는 해양조사체계 및 조사항목 정비, MSP를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외 해양정보체계와 육상공간 관리 정보체계로부터 시사점을

기술개발, 전담 조직 마련, 법률 및 제도 정비를 제시함.

•본 연구는 해양공간관리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구축의 방향을 제시

정책적 기여

일반사업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과 의견을 청취함.

연구의 특징

정보체계 개념고찰, 국토 및 해외 사례 분석, 현 운영 실태, 전문가

수시연구사업

•해양공간관리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 조사체계와 항목을 정비하고,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기초 마련

- 그
 동안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연구는 정부 주도의 정보화 사업 형태로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와 관련하여 이를 운영할 조직, 법·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

추진되었으며, 정보체계 관련 개념 정립, 시스템 구축 방안, 정보기술 및 분석기법 등
- 반
 면, 국토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연구는 이론 및 기초연구에서부터 정보와 정
보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공간정보 정
책 개발로 확대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해양정보의 통합적·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 기반 마련
•체계적인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 확립으로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 및 공간정책 수립 지원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주요 연구결과

기대효과

수탁용역사업

에 관한 기초가 부족한 상황임.

•본 연구에서는 해양공간관리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주체가 수용·합의할 수 있
는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 개념을 정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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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우리나라 선박의 친환경기술 적용확대 방안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연구목적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규정의 이행과 온실가스 배출감축 측면에서의 친환경기

주요 연구결과

•온실가스에 대한 논의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조선에 대한 EEDI 개념과 적용이 강제
화되면서 본격적으로 해운시장에서 친환경기술이 조명받고 있음

- 국
 내 해운선사의 친환경선박 확보 실태 및 주요 해운국의 친환경선박 정책 시행사례

- 컨
 테이너선박의 경우 대형화에 대한 수요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비용절감을 위한

기본연구사업

술 분류와 에너지절감효과에 대한 정부정책 제언
에 관해 조사 및 분석하여 국적선사의 문제점에 대한 친환경선박 정책목표와 기본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박한선
내부연구자 :	이호춘, 이혜진, 김보람
외부연구자 : 김영선(현대해양서비스), 이보라(현대해양서비스)

친환경선박의 도입은 불가피한 생존 전략임

방향에 대한 대책 수립

- 친
 환경선박 및 기술에 선도적인 해운선사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M&A를 통해 선

- 미
 래 친환경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정책지원 방안과 정책방향 제

박운항의 전략적 제휴 시도 및 해운산업 구조 재개편에 노력함

시하고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책임 준수 지원

•우리나라는 IMF 이후, 용선을 통한 해운업으로 인하여 금융 부담이 증가하여 경쟁력 확
수시연구사업

- 기업 및 전문가 입장에서의 친환경선박 정책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 반영

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
 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부흥과 미래를 대비하여 우리나라 선박의 친환경기술의

연구방법

특징

주요 내용

자료수집

적용확대는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에서 관련법의 제정이 필수 불가결함

방법론 선택 이유

- 해
 운산업의 최고경영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정책을 포함한 범정부정책 수

•해운산업의 내.외부 환경변화
•친환경기술에 관하여 국내
•관련 문헌조사
기초분석 •친환경선박 확보 여건과 전망
외 5년 이상의 통계자료를
•국내외 사례조사
•친환경선박 도입 효과 분석
통해 현황 및 실태 분석
•전문가 대상
인터뷰
•사례 발표자료
수집

•해외 해운산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구속력 있는 정책 및 법안 마련이 필요함

•해양환경 관련 국제 동향
파악
•해운 주요국의 친환경선박
및 기술 확보 전략 파악

- 중
 국의 노후선박 폐선에 따른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지원 정책이 구체적으로 법안에 언급될 필요가 있음
- 정
 부, 해운기업 최고경영자와 금융정책 당국의 합의에 의한 금융지원 방향, 원칙 및

•머스크라인 출장 방문을 통해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 및 •기업 및 전문가 입장에서의
친환경기술의 해외사례 파악
및 관련
의견 청취
친환경선박 정책 강화 필요
•전문가 및 기업의 친환경기술
기업체 조사
•기업체 면담 조사 성에 대한 의견 반영
적용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

금융구모 등을 법조문에 언급하여 구속력을 가질 필요가 있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운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친환경기술 확대 적용방안과 정부 및 해

수탁용역사업

정책적 기여
연구의 특징

일반사업

•친환경기술의 동향과 규제
국제회의
기준의 논의 방향 파악
참석
•각국의 친환경기술 적용사
례 수집

립 및 산업육성 체계 확립이 필요함

•국제물류지도 변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전략
수립 및 물류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기여
•해외사례를 분석을 통해 친환경선박 금융 지원 및 정책관련 법조문 제정의 기반 마련

운기업에서 추진해야하는 친환경기술 정책과제 및 혁신 방향을 도출하여 정부정책 제시

•저유황유 공급과 연료유 저감 장치에 대한 해운회사와 정유회사의 친환경기술 정책 추

- IMO 제 69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 참석하여 환경오염 규제기준 논의 방향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진방안 도출

및 주요 해운국들의 친환경기술 적용사례를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하였으며, 현지 참
석한 친환경기술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견 수렴
- 친
 환경기술 적용 및 녹색운항선박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해운회사 머스크라인을 출
장 방문하여 해외사례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파트 전문가들과 토론
회 및 회의를 통해 향후 친환경선박 시장의 여건과 전망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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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중소형 선사 및 연안선의 친환경기술 적용에 대한 정책 수립의 연계자료로 활용
•친환경선박 운용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선원교육 및 훈련 담당기관의 친환경기술 시스
템 운영 인증교육 및 고용 메칭제도 마련
•ISM에 IMO 국제협약에 따른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에 대한 컨설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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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항로표지의 해양사고 예방 효과분석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연구목적

•항로표지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항로표지의 확충 등을 위한 투자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수엽
내부연구자 :	이건우, 반영길, 이혜진

특징

주요 내용

자료수집

- 현
 재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 확충 시 해안선 길이 당 항로표지 수준을 중요한 지표
의 하나로 삼고 있음. 국내 항로표지 시설 현황, 국내외 항로표지 관련 정책 및 기

설문조사

술 동향, 선박입출항 실적 등 관련 통계에 따른 분석을 통한 정책추진 방향과 제도

•국내 항로표지 인지도 및 사업 •전문가 대상
간 가중치 분석 조사
설문 조사

적 개선 방안 제시
•항로표지시설 투자 지표개발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자문 및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한 전
의견 청취
문가 자문

- 항
 로표지용 AIS 설치와 이로 인한 경제적 편익과 비용 추정을 통해 항로표지 시설
의 확충과 지속적 투자 당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사 시설 투자의 경제성 평가 방
안의 틀을 제시

연구방법

•해상교통시설의 국내외 개발 동향, 표준화 추이, 항로표지 투자 관련 국내외 연구논문

연구의 특징

•항로표지시설 투자 지표개
발을 위한 개선사항 및 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춰 기존 연
구의 한계 해소
•현장 수요 반영

•본 연구는 실제 예산이 투입되는 항로표지 사업의 해양사고 저감 등 경제적 편익과 건
설비와 유지 보수비 등 비용요인을 반영하여 항로표지 시설 투자의 비용 및 편익분석
일반사업

및 보고서 수집 및 분석

- 항
 로표지 관련 사업 중 전국 주요 해역에서 진행 중인 항로표지용 선박자동식별시스

•선박통항량, 해양사고, 사고별 비용 등 해양사고 관련 기초자료 검토

템(AIS) 설치에 따른 편익 및 비용 분석을 진행
- 해
 양사고 유관기관의 해양사고에 따른 사고비용 자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양

- 정
 부 및 관련 협회 등의 사업 계획 분석

사고의 심리적비용 추정방안 연구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양사고 저감에 따른

•e-Nav 체제도입에 따른 항로표지 개선 방향 및 투자소요 검토

경제적 편익을 추정함
수탁용역사업

•국내·외 항로표지 시설 투자 기준 분석, 환경변화를 고려한 성과 지표 발굴을 위한 타

•항로표지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지표 요인을 검토하여 새로운 지표 개발

분야 사례 분석
특징

•항로표지시설 종사자 및 전
문가를 대상으로 항로표지
에 대한 인식, 사업 우선 순
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
견 조사 및 실태 파악
•투자우선 순위 발굴을 위한
전문가 설문(AHP)

수시연구사업

•항로표지 시설 설치와 이에 따른 경제적 편익 및 비용 분석을 통해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론 선택 이유
기본연구사업

지표 개발

- 기
 존의 해안선 길이 당 시설 투자지표와 더불어 신규 투자지표 요인으로 국내해양활
주요 내용

자료수집

동지수, 신규 예산 관리체제 등을 반영한 새로운 투자지표 개발을 제안함

방법론 선택 이유

주요 연구결과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국내외 항로표지 시설 투자
•해상교통시설 국내외 개발동향
효과 분석 사례 필요
기초자료 •항로표지 투자 관련 국내외 •관련 문헌조사
•항로표지 현황 및 중장기 투
분석
현황 및 트렌드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자 전략 분석을 통한 항로표
•새로운 투자지표 개발
지 시설 투자 수요 도출

•선박의 항행안전을 지원하는 항로표지 시설은 변화하는 환경을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투자 지표 검토가 필요함
- 최
 근 해양문화 공간으로 활용 등 그 역할과 서비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의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환경변화와 더불어 수요자들의 니즈를 반영할 필요
가 있음

36

2017 KMI 연차보고서

37

일반현황

항로표지의 해양사고 예방 효과분석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 항
 로표지는 기본적으로 해상교통량 및 다양한 해상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함하여 여러 가지 변화요인을 적시에 반영하여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기
 존의 노후화 된 시설의 지속적인 개량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항로표지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투자지표가 필요함

•항로표지 중 특수신호표지 및 전파표지에 대한 수요에 따른 투자 확대 기대
기본연구사업

발전하여 왔으며 이러한 추이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며 새로운 투자지표 개발을 포

기대효과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수엽
내부연구자 :	이건우, 반영길, 이혜진

•항로표지 투자 예산 검토를 통해 표지시설의 생애주기 관리비용 방식의 적용과 실용화
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제안
•미래 항로표지 시설 투자에 따른 효율적인 해상활동 지원 및 시설물 간의 정보 공유 및
통합 기대

•항로표지 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적 편익요인과 비용요인을 고려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항로표지 시설과 공간 사용을 일반인에게 확대하여 문화공간으로의 활용도 제고
수시연구사업

진행한 결과 항로표지용 사업은 경제적 효과가 충분한 것으로 분석
- 항
 로표지는 사업 규모에 따라 시설공사가 여러 해에 걸치는 경우도 많고 규모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일원화된 비용요인이나 편익요인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항
 로표지 시설의 설치로 인한 해양사고 감소 등의 경제적 편익과 건설비, 유지비 등
의 비용요인을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항로표지용 AIS 시설의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
으로 분석

일반사업

•최근에는 사고가 빈번한 해역이나 해상통행량이 많은 해역에서의 투자도 크게 늘어나
고 있고, 대형화, 첨단화 되는 선박과의 안전정보공유를 위한 기술개발이나 시설 투
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e-Navigation과 같은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투
자 확대가 필요함
- e -Navigation,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항로표지 서비스와 국내해양활동
지수 등 수요를 반영하여 광파표지 투자 등 미래 항로표지 투자의 확대 필요

수탁용역사업

정책적 기여

•새로운 항로표지 지표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항로표지 시설 투자의 타당성을 확보
•다양한 환경여건 분석과 수요, 발굴을 통한 해역에 특화된 항로표지 시설 투자 및 운영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방안 제시
•항로표지 시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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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연구목적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이호춘
내부연구자 :	황진회, 박한선, 류희영
외부연구자 :	김일규(부경대), 오용식(한국해양대), 쟝웬(중국 복단대)

- 이
 와 함께 기술적 방안으로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인벤토리 구축 방안, 선박배출 대
기오염물질 연안지역 모니터링 구축 방안,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영향도 분석 툴 개

당하고 있으며 대형 선박의 해상교통량은 부산, 울산, 광양, 인천 등과 같은 주요 항

기본연구사업

- 세
 계 13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동량 대부분은 해상운송이 담

발 방안 등에 관한 사항도 제시함

구에 집중되고 있음
- 우
 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 및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
염물질의 총량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외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관련 연구보
고서 및 논문을 분석하고국내외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등 관련 분야 자

- 해
 상선박은 거의 대부분 디젤이나 벙커C유를 이용해서 운행에 필요한 동력을 얻거나
정박 중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고 있음

료 등을 분석함

수시연구사업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

- 선
 박배출 대기오염물질의 규제 및 관리 방안과 관련된 국내외 보고서 및 선박배출 대
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관련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함

- 선
 박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젤이나 벙커C유 등은 연소시 벤조피렌 등과 같은 발암물
질이 포함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그리고 초미세먼지(PM10, PM2.5)와 같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의 건강효과를 추정하고 조사

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항구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설계/설문지 작성/조사 시행/결과 등을 분석함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선
 박배출 대기오염물질의 감소로 인한 건강개선 효과에 관한 컨조인트 분석법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
- 국
 제해사기구(IMO)는 배출통제해역(ECA, Emission Control Area)을 설정하여 선박에
서 배출되는 SOx, NOx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현
 재 ECA가 선포된 해역은 유럽의 북해 및 발트해 그리고 미국 동부 및 서부 연안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나 향후 전세계 주요 해역 및 연안 구역으로 확대될 것
- 더
 불어 현재 SOx, NOx 등에 집중하고 있는 규제 대상도 향후 초미세먼지, 휘발성유기
화합물 등을 포함해 다양한 오염원에 대한 규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법·제도적 관리방안과 기

- 선
 박 배출 대기오염물질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해 IMO의 배출규제해역(ECA)

구축 등 기술적 관리방안에 관한 상세 조사 및 건강개선 효과에 대한 가치추정에 관한
상세 조사를 실시함
- 대
 기환경 분야 전문가 및 경제적 가치추정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선박배출 대
기오염물질의 기술적 관리방안과 건강개선 효과에 대한 가치추정 방법에 관한 자문
을 수행함
•본 연구에서는 해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일본, 중국 등 주요 인근 국가들의 ECA 도입
에 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함
- 대
 기환경 분야 전문가 및 경제적 가치추정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선박배출 대기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술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를 통해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의 인벤토리

수탁용역사업

으로 전망됨

일반사업

(Conjoint Analysis)을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함

오염물질의 기술적 관리방안과 건강개선 효과에 대한 가치추정 방법에 관한 자문 수
행을 통해서 각국의 ECA 도입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함

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 동북아지역을 대상으로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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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수립 하기

- 이
 러한 사실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비중이 높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의 지
역별 배출량 자료를 통해서 재확인 할 수 있으며, 특히 배후권역에 대규모 항만을 두

- 법
 ·제도적 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는 관련 법·제도 개선, 배출규제해역(ECA) 제도 도

고 있는 부산과 인천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SOx, NOx, PM10 배출량에서 비도로이

으로는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인벤토리 구축, 연안 지역 모니터링 구축, 영향도 분
석 툴 개발 등을 제시함

기본연구사업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관리체계와 기술적 관리체계 방안을 제시함
입, 동북아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제시하였으며, 기술적 관리체계 개선방안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이호춘
내부연구자 :	황진회, 박한선, 류희영
외부연구자 :	김일규(부경대), 오용식(한국해양대), 쟝웬(중국 복단대)

동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관측되는 것으로 나타남
- 우
 리나라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지금까지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
되지 못했으며 이런 결과로 주요 항만도시에서 선박의 배출 비중이 높은 대기오염물
질(SOx, NOx, PM10 등)의 비도로이동오염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국

수시연구사업

민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점을 유발하게 됨

주요 연구결과

•IMO 및 주요 국가들의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현황
- IMO는 MARPOL73/78을 통해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액체, 고체, 기체 형태의 모든 오
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05년 5월에 발효된 부속서 Ⅵ을
통해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특
 정 해역에서 보다 강화된 선박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배출규제해역(ECA)도 전 세
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로 방지하고 있으며 EU의 경우는 환경대책프로그램(EAP)을 마련해 회원국들과 입법
화 과정을 거쳐서 환경정책 개발을 시행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감소에 의한 건강효과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컨조인트 분석방법론을 이용해 설문조사를 수행함
- 분
 석 결과 부산과 인천을 포함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에 의하면 대
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속성별 월평균 한계지불의사액(MWTP)은 조기사망이
13,329.7원/천명으로 가장 크고, 폐암이 8,637.9원/천명, 심혈관질환 631.8원/천명,
천식 213.6원/천명의 순으로 나타남
- 또
 한 선박배출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피해를 현재수준보다 각각 5%, 10%씩 감소시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2016년말 기준)을 추정한 결과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5년

로 선포해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빠른 추진 속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안 선박배출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피해를 현재수준보다 각각 5% 감소시켜 발생하

일본은 동북아 국가들 가운데 ECA 검토를 가장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

는 경제적 편익(2016년말 기준)은 1,90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수탁용역사업

- 중
 국은 최근에 주강 삼각주, 장강 삼각주, 보하이만 지역 등 3개 지역을 ECA 지역으

입에는 시차를 두고 있음

일반사업

- 미
 국은 연방대기질기준(NAAQS) 설정과 ECA 지정을 통해 대기질 악화를 선제적으

•배출량 감소에 의한 건강효과의 경제적 가치 추정

- 이
 러한 컨조인트 분석 결과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국민 건강 및 질병

- IMO와 주요 국가들의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추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선박

록 규제의 범위와 강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산업과 연계되어 개별 국가

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속성변수들인 조기사망, 폐암, 천

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식, 심혈관질환별로 달성 가능한 다양한 건강효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량적 정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련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직접 활
•우리나라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의 관리 현황

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우
 리나라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의 관리 현황을 보면 환경부는 육상 오염원에 집중
하고 해수부는 해양에서의 수질관리에 더 집중하는 관계로 선박에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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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관리 방안과 기술적 관리방안 제시
- 선
 박배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국·내외 관리현황과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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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이호춘
내부연구자 :	황진회, 박한선, 류희영
외부연구자 :	김일규(부경대), 오용식(한국해양대), 쟝웬(중국 복단대)

•선박 배출가스 저감관련 해사산업 발전에 기여

의 개선목표와 개선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개별 개선과제들도 함께 도출하였으며, 결

- 선
 박배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거나 배출규제해역(ECA) 제도 등이 도입

방안들을 마련함

기본연구사업

론적으로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 개선 방안으로 법제도적 방안과 기술적

될 경우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와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 법
 제도적 개선 방안들에는 관련 법률 개정 방안, 배출규제해역(ECA) 도입 방안, 동북

뿐만 아니라 신조의 경우 LNG연료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의 도입 수요가 크게 증가할

아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설명하였으며, 기술적 방안들에는 선박배출 대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관련 기자재 및 조선 산업의 성장에 기여 가능

기오염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연안구역 모니터링체계 구축, 대기오염물질의 영

•IMO 국제협약에 선제적 대응 가능

향도 분석 툴 개발 등을 제시함
•우리나라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 방안

수시연구사업

- 우
 리나라가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경우 IMO에서
추진하고 SOx, NOx 등의 배출규제 강화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란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

라 해당 분야의 글로벌 아젠다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 확대도 가능

기오염물질의 관리 대상과 주체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배출규제해
역(ECA) 제도, 동북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제도적 방안과 선박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모니터링 체계 구축, 영향도 분석 툴 개발 등의 기술적 방안들을 결합하여 대기
환경 보호와 국민건강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체계임

기대효과

•정부 정책담당자 및 관련분야 연구자들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기초
자료로 활용
일반사업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 방안 연구에 기여

정책적 기여

•국내 연안 및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
- 선
 박배출 대기오염물질관련 법제도 개선, 배출규제해역(ECA) 제도 도입, 동북아지

•다양한 선박에서 배출되는 SOx, NOx, PM 등의 배출량 산정 방법론과 장래 추정치 예
측 방법론 등의 개발에 기여

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연안구역 모
니터링체계 구축, 대기오염물질의 영향도 분석 툴 개발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연안
수탁용역사업

및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법·제
도적 근거 제공 가능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
- 법
 제도적 관리방안과 기술적 관리방안을 통해서 국내 연안과 항만지역의 대기질 향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상이 달성될 경우 해당지역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보
건 향상에 크게 기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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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국내 항만위험물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연구목적

•국내 항만의 위험물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핸 우리나라 항만위험물 관리체계 문제점을

주요 연구결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항만위험물 관린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함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우선
내부연구자 : 최나영환, 김대현

•항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만위험물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 기
 존 항만위험물 관련 조직, 시설, 인력, 제도를 포괄하는 법·제도, 정책, 기술 분야에

기본연구사업

- 항
 만의 위험물 관련 법령과 관리조직은 화물의 분류, 취급, 보관 및 관리 등에 대해
상이한 취급방법을 가짐

대해서 안전사고 발생의 관리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국내 항만위험물 취급의 안전도

- 그
 러나, 항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경우 항만 내 분류, 취급, 보관 및 관리되고 있

를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항만 안전 운영체계를 구축함

는 항만위험물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
- 항
 만위험물의 종합적 관리를 통해 국제규격에 맞는 체계와 안전도 향상을 이루기 위

연구방법

해서 항만위험물 관련 특별법 제정 및 항만위험물 관리 담당 조직이 필요

기초
분석

설문
조사

주요 내용
•국내 항만위험물 관리, 정책
자료 수집
•일본, IMO 등 해외자료 수집
및 정리

자료수집

방법론 선택 이유

•항만 안전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조직의 신설이 필요함
- 항
 만위험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지방↔중앙↔유관기

•관련 문헌조사   •국내 관련 연구가 미흡하여
•국내외 사례조사
기초 자료 수집 필요

관의 형태로 연계되어 설립 및 운영되어야 함
- 안
 전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과 위원회가 수반

•항만위험물 안전관리 문제점 •전문가 대상 심층
•실무종사자 종사자 및 전문가
및 실태 조사
면담 및 회의
를 대상으로 항만위험물 관리
•항만위험물 리스크 평가를
•항만위험물 안전
현황 및 실태 파악
위한 위험도 설문 조사
관리자 대상 회의

•항만 위험물 안전도를 향상시키 위한 항만 위험물 관리 안전 통합 로드맵 수립이 필요
- 정
 책적 개선방안은 항만인근 방재센터 설립, 위험물 관리자 자격 강화, 위험물 관리
자 실무교육 및 훈련 강화 등이 도출됨

•전문가 대상 설문
•항만위험물 안전관리 방안
조사  
도출 및 위험도 저감을 위한
•항만위험물 안전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초점을
관리자 대상 설문
맞춰 기존 연구의 한계 해소
조사

일반사업

•항만위험물 안전관리 방안 도
출을 계층분석 실시  
통계자료
•항만위험물 리스크 평가를
분석
통한 위험도 저감을 위한 몬테
카를로 분석 실시

수시연구사업

특징

- 법
 ·제도적 개선방안은 수송규정·저장규정 통일화, 하역안전장비 및 소방장비 법제도
정비, 항만위험물 관리주체 설정 및 특별법 정립 등이 도출
- 기
 술적 개선방안은 위험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위험물 위험도 평가시스템 마련, 위
험물적치 시스템 개발로 구성

•본 연구는 법·제도적, 정책적, 기술 축면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각 부문별 상

정책적 기여

호연관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통해 항만의 위험물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

수탁용역사업

연구의 특징

•항만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법제도, 기술적 부문의 개선방안 도출
•개선방안의 구체적 실행대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통합로드

점을 제시함

맵 제시

- 적
 용 우선순위 분석과 항만위험물 사고 시 사고비용, 심각도와 위험도를 분석하여 개
하여 항만안전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수립

기대효과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별요인 간 중요도를 도출하였으며 정책 추진시 우선순위에 따른 통합로드맵을 수립
•항만위험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항만위험물 사고 예방 및 위험도 저감을 통
해 항만의 생산성 향상 및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환경 조성
•향후 항만위험물 관리와 관련한 기초자료 및 항만위험물 관리 안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적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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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습도 민감화물 항만 유치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연구목적

•우리나라를 온·습도 민감화물 취급의 물류 중심 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유치 가능
- 정
 체되어 있는 우리나라 항만물동량을 증가시키고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이미지 메이
킹하기 위해 온·습도 민감화물을 정의하고, 그 중 유치 가능 화물을 선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세계 온·습도 민감화물의 교역 흐름 분석
및 우리나라 항만에 유치 가능한 품목 선정, 온·습도 민감화물 유치 방안 제시
구분

온·습도 민감 화물 정의

- 유
 치 우선순위가 높은 상위 품목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항만을 아시아지역의 온·습
방안을 제안

화물을 선정하는 동시에 해당화물 취급 전문가와 비즈니스모델 수립 방법론을 활용하

유치
가능
화물
선정

여 실효성 있는 유치 방안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 연
 구대상이 농산물, 수산물 등 식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화훼, 의약품, 전자제품

- 우
 리나라 항만에 유치 가능한 온·습도 민감 화물을 글로벌 수출입 물동량 및 O/D분
석, BCG 매트릭스(Boston Consulting Group Matrix), AHP분석,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유치 우선순위를 결정

Model Canvas) 방법론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및 유치방안을 수립
- 유
 치 대상 화물을 수입 후 소분, 혼합, 가공, 라벨링, 포장 등 물류 기능을 부가한 뒤
재수출함으로써 예상되는 경제적 기대효과를 제시하며 국내외 제약조건 을 해결하

•BCG Matrix 방법론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방법론

•문헌조사(콜드체인 시장 변화)
주요 온·습도 민감화물
•물류경로 도식화 및 분석
1차 후보군의 무역 흐름 분석 •전문가 워크숍 및 한국 수입 후 인근국가로 재수출
가능성 있는 품목 선정
주요 온·습도 민감화물
유치 대상 선정

•전문가 워크숍
•AHP 방법론

해외 온·습도 민감화물
항만 유치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중국, 일본 현지 전문가)
•문헌조사(미국, 유럽 등)
•현지 출장 조사(유럽 등)

•문헌조사(비즈니스 모델 성공사례 등)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온·습도 민감화물 항만 유치
•관련 전문가 면담조사(제약조건 해결방안, 유치를
방안 모색
위한 물류시스템, 서비스 확보 및 방안 모색)
•전문가·관련 관계자 워크숍 통한 브레인스토밍

수탁용역사업

전문가 대상의 심층 면담조사, 해외 유치사례 분석,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유치
방안
수립

주요 온·습도 민감화물
1차 후보군 선정

일반사업

등 비식품을 포함시켜 보다 넓은 범위를 검토

- 실
 현가능성이 높은 유치 우선순위 상위 2개 품목을 대상으로 현재 화물을 취급하는

•문헌조사

수시연구사업

•온·습도 민감화물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글로벌 O/D 분석 등을 통해 유치 가능한

방법

온·습도 민감화물 해상 수출입 •IHS Datainsight-Web의 World Trade Service
데이터 추출 및 가공
25년간 8개국에 대한 데이터 추출

도 민감화물 허브기지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마련 및 유치방안, 법·제도적 개선

연구의 특징

연구 내용

기본연구사업

한 온·습도 민감화물 발굴 및 유치방안을 수립·제시

연구방법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이언경
내부연구자 : 최상희, 전형모, 이상혁

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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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습도 민감화물 항만 유치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주요 연구결과

•온·습도 민감화물은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체 공급사슬에서 제품의 품질을 위해

정책적 기여

•온·습도 민감화물의 개념적 정의뿐만 아니라 품목 분류 기본 방향을 제시
기본연구사업

정해진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송해야 하는 화물이라고 정의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이언경
내부연구자 : 최상희, 전형모, 이상혁

•온·습도 민감화물 중 우리나라 항만에 유치 가능성이 높은 품목 23가지를 제시하고, 그
중 2가지 품목에 대해 상세한 비즈니스 모델 및 유치 방안을 제시

•온·습도 민감화물의 물류환경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헬스케어 제품의 관심도
증가, 이머징마켓의 소비수준 향상 및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온·습도 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온·습도 민감화물을 우리나라 항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감화물 시장규모는 타 산업에 비해 빠르게 성장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글로벌 수출입 물류프로세스 분석과 해외 유치사례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종합한 결
냉동소고기, 냉동해산물, 화장품, 의약품, 와인 등 23개 제품이 선정
•유치대상 23개 품목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커피, 냉동해산물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 캔
버스 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 및 유치방안을 수립

기대효과

수시연구사업

과, 우리나라 항만에 유치 가능한 온·습도 민감화물은 커피/코코아, 반도체/전자기기,

•향후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온·습도 민감화물의 항만 유치를 위한 연
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온·습도 민감화물 유치에 대한 관심 증대를 통한 허브 항만과 클러스터 구축 유도로 항
만의 부가가치 향상 및 물동량 증가에 기여

- 커
 피는 One+One 생두 보관 물류허브, 아시아 대상의 원두 가공 물류 허브, 전 세
계 대상의 커피 판매 물류 허브, 아시아 대표 커피 문화 중심지 등 4개의 비즈니스
일반사업

모델 도출
- 냉
 동해산물은 글로벌 냉동해산물 가공 허브, 아시아 대표 냉동해산물 2개의 비즈니
스 모델 도출
- 우
 리나라 항만이 커피와 냉동해산물로 아시아 대상 물류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
한 산지의 원료를 확보하고 고객 맞춤형 소분·포장·배송 및 가공처리를 통해 부가가

수탁용역사업

치 상품으로 개발 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필요
- 항
 만, 항만배후단지, 항만도시의 클러스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필요한 인력육성,
기술개발 등을 통한 인력, 기술, 자원 등을 공급하는 체계 마련 필요
- 항
 만에 조성된 물류허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지휘하는 관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리운영기관(control tower)설립, 관련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앵커기업(상사, 제조기
업 등)유치 및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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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
방안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어촌을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

주요 연구결과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대영
내부연구자 :	박상우, 이헌동, 백진화

•어촌공동체는 어촌의 수산업 또는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공동의 목적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공동체라고 규정할 수 있음

- 어
 촌사회 변화의 검토와 현대적 어촌공동체 성격 재조명, 어촌공동체 법·제도 정책,

- 현
 대적 의미의 어촌공동체는 기존의 배타성과 폐쇄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개방과 협

어촌계 및 일반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문제점 도출, 공동체 관련 국내외 사례 분

력을 전제로 어촌산업을 중심의 경제적 공동체임과 동시에 유연한 사회·문화적 공

석 및 시사점 발굴, 어촌공동체 발전방향,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도출함

동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음

기본연구사업

는 어촌공동체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어촌공동체와 일반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어촌공동체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본 연구에서는 어촌공동체와 어촌환경 변화,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분석을 위해 국내
외 선행연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어촌계장 및 전문가 자문
을 활용함
•특히 어촌공동체 당면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어촌공동체 대표조직인 어
촌계와 일반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어
 촌공동체 대표조직인 어촌계 401개소에 대해 귀어·귀촌인 등 신규인력 유입 필요

- 어
 촌공동체의 문제점으로는 가입조건, 관련 기초통계 미비, 지도·감독 기능의 부재,
사업재원 부족, 어촌공동체의 고령화 및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 한
 편, 어촌공동체에서는 활력 제고, 신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새로운 인력의 유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어촌계라는 배타적 공동체를 넘어 귀
어인, 어촌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어촌공동체의 개편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일
 반국민들은 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국민경제 및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귀어·
귀촌의 의향이 낮고 어촌공동체의 폐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일반사업

성, 어촌계 사업수행의 문제점, 어촌공동체 개편방안 등을 조사함
- 또
 한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어촌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수요 파악 등을 조사함

어촌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수산업·어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파악했음

수시연구사업

연구방법

•따라서 어촌공동체 변화의 기본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어촌계 등 ‘기존 어촌공동체의
활력 제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어촌공동체인 ‘(가칭)바다마을공동체’로 발전시키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어촌사회의 구심점이면서 수산업을 경제활동 기반으로 한 사회문화적 공동
체인 어촌계를 중심으로 어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촌공동체의 발

- 어
 촌공동체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로서 첫째, 현행 어촌공동체 역량 강화, 둘째, 어촌
공동체 실태 및 DB 기반 구축, 셋째, 바다마을공동체로 재편을 제안했음

- 어
 촌환경 변화에 따른 현대적 어촌공동체의 성격을 규명하여 어촌공동체의 재편 방

- 현
 행 어촌공동체 역량 강화의 세부 과제로는 가입자격 및 가입조건의 완화, 어촌계

향을 모색하는데 특히 어촌공동체의 근간인 어촌계를 대상으로 당면 과제와 발전

정관 및 규약 등 정보 공개, 어촌공동체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어촌공동체 자체 재

방안을 도출함

원의 유보, 지원조직의 구성을 제시함

- 어
 촌공동체 및 일반국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개방과 협력이 전제된 새로운 어

- 어
 촌공동체 실태 및 DB 기반 구축의 세부 과제로는 실태조사 계획 수립, 실태조사 기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촌공동체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함

수탁용역사업

전 방안을 제시함

는 것을 제시함

관 지정 및 추진, 진단·평가, DB화 및 정보공개를 제시함
- 바
 다마을공동체로 재편의 세부 과제는 기반조성, 시범사업 추진, 본 사업의 추진으로
제시했고, 광역바다마을공동체의 유형을 검토함

52

2017 KMI 연차보고서

53

일반현황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
방안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대영
내부연구자 :	박상우, 이헌동, 백진화

- 정
 책 지원체계 정비의 세부 과제는 관련 제도 개선, 지원조직 정비, 협력적 거버넌스
기본연구사업

체계 구축을 제시함
•어촌공동체 발전 방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정책 제언은 다
음 4가지로 제시함
- 첫
 째, 어촌공동체 실태조사 추진, 둘째, (가칭)어촌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셋째, 어촌공동체 시범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있음

수시연구사업

정책적 기여

•어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촌공동체 발전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현
재 침체되어 있는 어촌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게 되고, 이를 통해 어촌지역 활성화를 주
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
•어촌공동체의 역량 강화, 새로운 어촌공동체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자연 친화적 삶
추구, 건강·휴식의 공간으로서 어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

일반사업

는 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

기대효과

•새로운 모습의 어촌공동체는 어촌산업의 발전을 주도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의 경제적
활동기반을 확대함과 동시에 어촌의 사회문화적 안정망을 확충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되
수탁용역사업

어 ‘잘 사는 어촌’을 실현할 수 있음
•새로운 어촌공동체는 개방과 협력을 통해 귀어인과 귀촌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도
시민들과의 교류를 촉진하여 국민들의 어촌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열
린 어촌’의 실현에 기대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새로운 어촌공동체는 수산업과 어촌산업의 연계, 어촌 6차 산업화 등 다양한 정부사업
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그리고 이들 지역 산업의 발전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함으로써 ‘창조 어촌’을 실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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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의 기본체계 분석 및 문제점 진단, 소비자 참여

- 소
 비자 참여형 관리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도입여건

형 수산자원관리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 검토, 국제동향 및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실정에 맞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모색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 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인식도 관련 설문조사, 관련 전문가 공
동연구,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함
원 및 어획량 추이 분석을 실시함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자원관리 관련 법·제도에 대한 문헌 분석과 소
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관련 해외동향 및 사례 관련 문헌 분석을 실시함
- 인
 식도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프로그램 혹은 정
책수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보다 실현 가능한 소비자 참여형 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하였음
속가능 수산물인증을 통한 수산자원관리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책방안 수립에 활용하였음
•국내외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정책
의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함

나라도 기존의 관리제도를 보완·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
리제도의 도입 및 개발이 필요함
- 소
 비자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사회적 관리기반의 성숙에 따라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
원관리의 기반이 마련됨
- 수
 산자원관리에서 정부 관리의 한계를 보완‧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 참여
형 수산자원관리가 부상하고 있음
- 우
 리나라도 세계적 변화 방향에 부응하고 정부 주도적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일반사업

- 영
 국에 소재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MSC 인증 등 지

•세계의 수산자원관리는 제4세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로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

수시연구사업

- 문
 헌조사 및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의 변천과 수산자

주요 연구결과

기본연구사업

연구방법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이정삼
내부연구자 :	엄선희, 정수빈, 황규환
외부연구자 :	서영일

•친환경 관련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소비자 정보 공유 기반 강화 등 소비자 참
여형 수산자원관리 관련 여건이 점차 마련되고 있음
- 지
 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소비
자 운동 등 소비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있고 소비자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
러한 세계적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점차 확산될 것임

수탁용역사업

- 소
 비자의 정보 공유 기반 및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소비자가 수산자원관리에 참여
하기 위한 기반이 강화되고 있으며, 환경규범이 강화되고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가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개념을 정립하고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으

규범화 되는 등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며, 국내·외 사례 및 도입여건을 분석하여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우리나라는 아직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 사례 및 설문
조사 결과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도입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국내

으므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 방

및 해외 선진사례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제도 도입의 시사점

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도입해야 함

을 도출함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세
 계의 수산자원관리가 소비자의 참여에 의한 제4세대 수산자원관리로 전환되고 있

- 환
 경 분야의 환경마크제도의 운영, 최근 윤리적 소비의 확산 및 중간소비자의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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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능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의 제시를 통해 세계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
는 기반 마련에 기여

기본연구사업

리 제도 도입 및 제도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기대효과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이정삼
내부연구자 :	엄선희, 정수빈, 황규환
외부연구자 :	서영일

- 해
 외의 소비자 운동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관련 인증제도 등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도입을 위
한 시사점을 도출함
- 소
 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의 도입 시 소비자의 참여의사가
매우 높고 수산자원관리 강화 필요성에 소비자가 크게 공감하고 있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소비자 참여기반 조성, 수산자원관리 수단
의 개발, 소비자 참여형 운영체계 구축을 제안함
- 소
 비자 참여기반 조성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 조성 및 사회적 기반조성, 교육 및 홍

감독 및 관리를 위한 비용, 인원, 물적 인프라 등의 감축 및 절약이 기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대한 관심 증대 및 소비자 참여 문화 확산을 통해 지속가
수시연구사업

•본 연구는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수산자원관리에 소모되는 방대한 감시·

능한 수산자원 이용에 기여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수산자원 증대와 어업생산 증대 및 어업소득의 증
대에 기여
•향후 도입이 예상되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보 강화 방안을 마련함
- 지
 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개발을 위해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 도입 및 소
일반사업

비자 리포팅 활성화, 소비자·생산자 참여 촉진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개발, 지속가능
수산자원 경보시스템 개발을 제안함
- 소
 비자 참여형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수산자원관리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소비자 참
여형 수산자원관리 위원회 설치 및 전담기관의 운영을 제안함

수탁용역사업

정책적 기여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도입을 위한 목표 및 기본 방향 도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교육·홍보 및 참여
촉진 수단 개발,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정책 제언을 제시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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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항만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
기준 개선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연구목적

•2014년에 개정된 「항만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에서 제시되
을 제시함으로써 항만부문 경제성 분석의 합리적 적용방안 제고
- 주
 요 연구내용으로는 제3판의 적용 편익 및 산정 방식 등 정리·분석, 국내외 SOC 사
업의 추진 시 적용되는 편익 조사, 항만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시에 적용될 편익 종류,
편익 산정 방법 및 적용 원단위 등의 개선 및 정부정책 방향 제시

- 목
 적화물과 비목적화물 구분의 불명확, 편익산정을 위한 세부 원단위의 비합리적인
적용, 적용되어야 할 경제적 편익항목의 제외 등

기본연구사업

어 있는 항만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시에 적용되는 경제적 편익항목의 개선방향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근섭
내부연구자 :	심기섭, 김은수, 이기열, 최건우
외부연구자 : 한상용

- 또
 한, 육상교통량 감소에 따른 환경비용 절감편익은 항만부문 예비타당성 분석에 필
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간 분석의 어려움으로 시도되지 못한 선박대기절감비용 편익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의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충분히 분석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향후 다양한 방법론 검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SOC 분야 타당성 조사의 편익 및 분석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광
범위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교통부문의 예비타당성 조사 전문가 자문을 활용함
•또한, 기존에 분석할 수 없었던 선박대기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Port-Mis 및 VTS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실시

수시연구사업

토를 통해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향후 현실성 있는 항만부문 경제적 편익항목의 산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이 이루
어져야 할 것임
- 항
 만부문에 적용되는 경제적 편익항목이 다양하고 편익산정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론 개발은 단기간에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인 편익항목별로 산정방
법론의 개발 필요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항만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시 적용되는 편익의 종류, 편익의 산정방법 등의
개선을 위한 산정방법과 향후 새로운 경제적 편익항목의 분석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객

원은 필수임
- 또
 한 정확한 경제적 편익산정의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항만별·품목별 O/D 조사를

관성 있는 경제적 편익항목의 산정을 위해 정부의 정책과제로 제시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다루지 않았던 항만

- 항
 만부문 사업의 개별 편익별 방법론 개발, 안정적 연구 지원, 항만별·품목별 O/D 조

배후단지, 마리나, 항만재개발 등의 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방법론에 대한 선

사의 정기적 시행,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선제적 연구 추진, 항만관련 기초

제적인 연구의 추진 필요
수탁용역사업

통계 체계 개선 등을 제안하였음

일반사업

- 이
 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구 지

- 아
 울러 항만운영과 관련한 PORT-MIS, VTS 등의 자료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도 병행해서 추진 필요

주요 연구결과

•항만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3판)의 경제적 편익항목의 산정과정에서의 실질
적인 현실성 반영은 미흡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항
 만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대한 개선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
- 제
 3판에서 그 간 부족했던 항만산업의 여건변화 반영과 기본 가정의 개선이 크게
이루어진 점은 그 타당성과 의미가 크나 여전히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고
려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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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항만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
기준 개선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정책적 기여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근섭
내부연구자 :	심기섭, 김은수, 이기열, 최건우
외부연구자 : 한상용

•항만시설 개발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항만정책 추진
기본연구사업

에 기여
•해당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경제적 편
익항목의 도출 및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성 분석과 관련한 불
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적인 비용의 낭비 방지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적정한 수준의 항만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고 과다

수시연구사업

한 항만시설개발 요구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정책판단자의 기초자료로서 객관적
이고 공정한 항만투자사업의 경제적 평가 기준의 정립 및 표준화 가능

기대효과

•필요한 항만시설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항만운영 가능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항만시설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항만경쟁력의 향상뿐만 아
니라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가능
일반사업

•항만투자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 및 투자타당성에 대한 정
확한 평가로 재정예산의 효율적 집행 도모
•기획재정의 항만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시에 적극적인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

수탁용역사업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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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연구목적

•다문화가족 지원의 관점에서 벗어나 어촌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어촌 발전의 참여자로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이승우
내부연구자 :	고민규, 윤영준

지향점, 다문화가정 특화정책 수립가능성 및 실행방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
램 관련 논의사항, 다문화가정 정책 관련 어촌에 잠재하는 제약/촉진 요인을 주요 내

- ‘가족’으로부터 ‘가정’으로의 인식 전환을 통해 지역공동체 및 지역사회와의 관련성

용으로 하고 있음

기본연구사업

서의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
속에서 다문화가정 접근

연구의 특징
연구방법

•관련연구가 미흡한 다문화가정 연구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선행연구 및 다문화

•본 연구는 기존의 다문화가족 중심 지원정책으로부터 어촌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가정
중심의 지원·활용 정책으로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방향 및 실행방안을 전환시키는 최초
의 시도라는 점을 특징으로 함

실시함

- 어
 촌인구 구성의 변화에 대한 대응, 어촌 인적자원의 역할, 어촌 개방화를 위한 매개

수시연구사업

가정 관련 국내외 정책 및 법제도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초 환경 분석을

체, 어촌 구성원으로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필요성에서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
•어촌 다문화가정의 기초적인 정책욕구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촌 다문화가

책 수립 가능성 검토

정에 대한 현장인터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인터뷰 등

- 어
 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어촌 다문화

현장사례 분석을 실시함

가정 정책기반 구축, 어촌 다문화가정 지원, 어촌 다문화가정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

- 어
 촌에서의 생활모습, 어업형태, 자조모임 등과 관련한 어촌 생활적응 부문, 어촌생활

책과제들을 제시함
일반사업

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등 문화적 차이에 관한 부문, 자녀돌봄서비스 및 자녀교육
등 자녀양육 부문, 교육 및 취업부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에 대한 통계적 일반화 및 실태 파악,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에의 활용 목적으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소속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실태 및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지원 실태를
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어
 촌생활 및 경제적 활동, 다문화가정 필요서비스 및 지원제도 & 프로그램, 어촌 다
문화가정 정책실태, 정부지원 및 협력이 필요한 정책방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
그램 참여 실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무원, 연구기관, 수협 등 전문가 대상의 집단면접을 실시함
- 현
 재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분야별 입장차 및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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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
책 수단이 되어야 함
- 어
 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목표는 ‘어촌 다문화가정의 지원과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있음
- 어
 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은 첫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촌 다문화가
정 지원, 둘째 결혼이민자 고유문화 및 경험 활용, 다문화가정 관련 부서 간 정책 연
계,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 어촌 특성 반영한 정책추진체계 구축임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 담당 공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탁용역사업

파악하기 위해 연안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및 다문화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

주요 연구결과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지원과 활용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립,
추진하여야 함
- 정책

기반 구축 과제는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수행, 정보의 효율적 분산체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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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련,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음

정책적 기여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 파악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로 다문화가정의 적응지원을 강화하고
해양수산 분야 및 어업공동체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기여함

지원, 어작업 및 수산가공업 관련 기술훈련 지원, 어업공동체 내 다문화가정 교류 촉

기본연구사업

- 어
 촌 다문화가정 지원 과제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보완, 어촌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이승우
내부연구자 :	고민규, 윤영준

•어촌 다문화가정의 지원 및 활용 방안 제시로 다문화가정의 문화 및 경험 등 역량을 활

진 프로그램 지원, 어촌 다문화가정 화합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음

용한 고용 활성화 및 양성평등 확산에 기여함

- 어
 촌 다문화가정 활용 과제는 전통문화 활용, 음식문화 활용, 친인척 어업종사여건 조
성, 어업경영 참여기반 조성, 어촌공동체 여성도우미 역할 부여 등이 있음

스 체계 및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음
- 법
 적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개념의 법적 정립을 통한 다문화정책대상 확대, 다문화가
족지원정책 소관부처로 해수부 참여, 해수부 연계정책 발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해

기대효과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정책수단 개발과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한 실행방
수시연구사업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과제들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제도 개선, 투자계획, 거버넌

안 마련으로 어촌 다문화가정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앙부처의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초지자체 및 어업인 관련 단체의 관심과 지원 활성화에 기여

양수산관계법령 연계·적용 검토, 연안시군 지자체 관련조례 입법 검토 등이 필요함
- 관
 련제도 측면에서는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파악을 위한 체계 마련, 어촌공동체가 참
여하는 다문화가정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경제적·비경제적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일반사업

지원, 정책대상자별 접근 및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함
- 거
 버넌스 측면에서 어업관련단체 및 어촌계를 이용하고 관계부처의 협력체계를 구
축할 필요가 있음

수탁용역사업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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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선박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 레저선박 관련 법·제도와 국내외 레저선박 관리제도 운영 현황 분
석을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인 및 관
련 업계 전문가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함
특징

주요 내용

자료수집

•레저선박 관련 등록·검사 규정이 여러 법률에 중복 규정되어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레
저선박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체계화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레
 저선박의 등록·검사와 관련된 규정은 선박법, 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에 산
재해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유도선법, 해운법, 수상레저안전법, 마리나항만
법의 규정을 따름
- 레
 저선박 등록·검사법의 혼재로 등록 실태 파악을 비롯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
며, 사업 관련 규정들 간의 비배타성으로 인해 안전문제, 법 적용의 형평성 등 관리
상의 문제가 상존함

방법론 선택 이유

•일반인 및 레저선박 관련
•국내 레저선박 이용 여건 분석  
설문
•일반인 및 전문가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내 레저선박 이용환경 개선 방안
조사
대상 설문 조사 레저선박 이용 여건 파악 및
도출
개선 방안 도출

정책적 기여

일반사업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레저선박 관리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
한 제도와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 단
 기적으로는 기존의 선박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등록, 검사, 사업 관련 법률 체계 내
에 레저선박 관리제도가 상호 배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함
- 중
 장기적으로는 재정 확보 및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레저선박 등록시스
템 구축 및 레저선박 실태 파악, 소형선박 검사 및 등록을 위한 법률 마련 등의 추
진이 필요함
- 이
 와 더불어 레저선박 등록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레저선박 관련 보험상
품의 개발, 레저선박 취·등록에 따른 과세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져야 함

•국내 레저선박 관련 법·제도 분석  
기초
•관련 문헌조사 •국내 관련 연구가 미흡하여
•국내외 레저선박 관리제도 운영 현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기초 환경분석 필요
황 분석

•레저선박 관리제도의 법제도적 개선
•국내 레저선박 관리제도의
전문가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 및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자문 •국내 레저선박 등록·검사제도 개선 의견 청취
초점을 맞춰 기존 연구의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한계 보완

수시연구사업

•정부, 선박 소유자 및 사업자, 이용자의 관점에서 레저선박 등록·관리의 필요성을 분
석하고 레저선박 무등록·미등록 문제의 제도적 개선 방안 및 관리제도의 체계화를 모
색하는 데 있음
- 국
 내 레저선박 관리 현안 및 문제점 분석, 레저선박 이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일반인
과 전문가의 인식 파악,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레저선박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차원의 정책추진 방향과 제도적 보완방안 제시

기본연구사업

연구목적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홍장원
내부연구자 :	목진용, 윤인주, 이정아
외부연구자 :	홍성화

•마리나대여업, 계류·보관업 등 정부의 마리나서비스업(마리나서비스업체 100개 창업) 육
성 정책의 실천성 제고

연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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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 대중화 및 레저선박 보급의 확대, 레저선박을 직접 운항하려는 수요가 증가하
면서 레저선박의 등록 및 관리가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등장함
- 해
 양기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관련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의 레저선박 관리제도의 정비가 시급함

기대효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레저산업 및 레저선박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관련 법제
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국내 레저선박의 이용 실태 및 관리 현안, 해외 레저선박 관리제도 사례분석
을 바탕으로 국내 레저선박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과제로서 정책 대안 제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수탁용역사업

•레저선박을 통한 보험, 금융, 임대, 수리 등 연계 서비스업의 도입 기반 구축 및 관련 일
자리 창출기회 마련

•국내 레저선박 활동자 이용환경 개선 및 레저선박 관련 서비스업체, 연관 산업의 발전
에 기여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친수문화 확산을 통해 해양레저 대중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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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저성장 대응 연안계획 체제
개편방향과 과제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연안인구(coastal population)의 규모·구조변화와 사회경제적 특성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최지연
내부연구자 :	정지호, 전현주, 강창우

- 저
 성장기의 연안계획 재편방향 및 해양·연안계획과 도시계획간의 연계 등에 관한

을 이해하고, 연안인구의 질적·양적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과 공간이용의 쟁점
사항을 파악해 향후 연안계획(coastal planning)체제 개편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기본연구사업

방안 제시
- 특
 히 동아시아의 관점에서의 국제물류경로 변화를 조명하여 우리나라 관련 물류기

는데 의의가 있음

업들과 정부가 어떠한 방향성과 전략을 가지고 미래 물류시장에 접근해야 할지를 제

- 세계와 우리나라 인구저성장 실태 점검과 도시·지역성장 패러다임 논의 동향 분석

시함

- 연안지역의 인구저성장 실태 진단을 통한 연안공간의 쟁점 파악
- 저성장기의 도시·지역의 대안모델에 관한 이론적 동향과 국내외 사례 분석

주요 연구결과

•빠른 인구 저성장 추세 속에 축소도시·지역 등장

수시연구사업

- 연안계획(coastal planning system)의 재편방향과 정책과제 제시

- 인
 구 저성장은 세계적 추세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그 속도가 빠르며, 경제
성장률과 이어져 급성장했던 기개발지역과 원도심지역의 쇠퇴속도가 빠름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분석, 문헌연구, 전문가세미나 등의 방법론을 이용함
- 인
 구통계분석을 위해 연안 7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규모·구조, 인구이동, 사회

- 국
 내 인구저성장은 성장·쇠퇴지역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높고, 쇠퇴지역은 축소경향
이 더 심화되어 주거지와 근린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경제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연안지역의 인구통계학에 기초하여 공간적·시계열적 분
석을 실시함

•인구구조의 변화는 시대가치 변화로 이어져 새로운 도시·지역발전 요구 증가
- 고
 도 성장기에서 저성장기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발전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발전을

연안인구와 인구저성장등에 관한 개념정립과 연안계획(Coastal planning)의 이론적 고

우선시하고, 소유·경쟁체계에서 공유·포용체계로, 효율성이 강조한 자원개발방식에

찰등을 위한 ‘인구’, ‘저성장’ 등의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논문

서 생태와 경제발전의 조화로 변화

및 보고서 수집·분석 실시
- 본
 연구를 위해 전문가 세미나를 총 3회 실시하고 인구, 도시계획, 지역개발 등에 대

•2010년 이후 연안인구 증가율은 상승하였으나, 연안 대도시인구는 감소한 반면 중소
지역인구 증가
수탁용역사업

한 논의 및 ‘저성장’에 관한 이해와 연안지역 저성장에 관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함

일반사업

- 국
 내외 논문 및 보고서를 수집·분석하고, 해외 연안계획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 연
 안인구는 2015년 기준 14,108천명으로 전국인구의 27.4%를 차지하고, 전국과 연
안인구의 증가율은 2000~2010년간에는 연안인구 연평균 증가율(0.53%p)보다 전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바다와 해안선에 접한 연안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연안계획의 개편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미래 연안계획의 방향 제시
- 거
 시적 차원의 통계분석을 통한 실증연구 및 미시적 지역차원의 인구분석을 통한 연
안공간관리의 쟁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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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구 증가율(0.54%p)을 상회하여, 전국인구증가율과 연안인구증가율과는 상반
된 경향을 보임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연
 안지역의 인구규모와 구조특성 분석을 통한 저성장 실태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인구 증가율(0.57%p)이 낮았고, 2005~2015년간에는 연안인구증가율(0.79%p)은

- 연
 안인구 저성장 추세 속에 연안인구 증가지역과 감소지역으로 분화되는 현상을 보이
고 있으며, 특히 연안지역에 위치한 군급 지역은 이미 초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음
- 인
 천·울산·경기·충남 연안 중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는 추
세이며, 부산연안과 울산연안 등 전통적 산업·항만도시의 원도심 인구감소추세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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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저성장 대응 연안계획 체제
개편방향과 과제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 농
 어촌과 섬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10인 가구 미만 및 무거주 지역 등

정책적 기여

•연안인구의 저성장 실태 진단과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연안관리 쟁점 도출
기본연구사업

증가 예상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최지연
내부연구자 :	정지호, 전현주, 강창우

•연안인구의 질적·양적변화에 따른 향후 연안계획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영국 연안·해양계획에서는 인구, 노동, 경제 등 연안지역의 사회·경제적 지표에 따라 지
역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이행 중임
- 영
 국은 연안 지역유형 구분 방식에 따라 저성장 지역을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른 계
획을 수립함. 연안계획은 종합적·통합적 성격의 공간계획으로, 면밀한 사회·경제적
- 스
 웨덴의 말뫼지역은 과거 조선업의 발달로 크게 번성하였으나, 조선업의 쇠락으로

•연안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화와 연안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규명하여 연안공간구조
의 재편과정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인구저성장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쟁점 도출을 통해 연안지역 인구 특성을 고려

수시연구사업

분석을 통해 지역유형 구분과 그 유형에 맞는 계획수립이 중요함

기대효과

한 연안계획 및 국가정책 수립 기반 마련

심각한 인구유출 등의 문제를 겪었음. 이후 산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설계, 지
속가능한 생태친화적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으로 도시 자생력 회복과 인구유
입 등 성공적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음
•인구 저성장에 따른 연안계획의 재편방향에 대해 기존 고도성장기 개발논리에 벗어

일반사업

나 저성장기의 공간구조 변화 패러다임에 따른 현명한 연안(smarter coast)을 구성하
는 것이 중요함
- 이
 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안전성, 쾌적성, 친근성, 회복성 등을 고려한 연안계획이
구축되어야 하며, 연안계획에 인구규모, 인구구조, 인구이동,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징
등과 연안공간구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나가야 함
- 인
 구 저성장 대응 연안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로 ▷인구저성장 적응을 위한 연안지역

수탁용역사업

신성장전략 구축, ▷연안인구 생활권 기반의 공간적정배분 체계 마련, ▷연안지역의
회복력 강화, ▷연안가치 증진을 위한 SMART 성장방식 도입으로 제시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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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류장벽 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물류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 내 원활한 진출 및 사업여건 개선을

주요 연구결과

•중앙아시아 물류장벽은 크게 물류 네트워크 연결성 문제 등의 물리적 장벽과 통관문제
등의 비물리적 장벽으로 구분됨

- 중
 앙아시아 물류분야 애로사항을 시급성이 높은 항목부터 도출함으로써 향후 우리

- 물
 리적 장벽으로는 수송 인프라, 보관 인프라, 물류 장비 등이 있음

기본연구사업

위해, 주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류장벽 분석 및 우선순위 도출에 있음
나라와 관련 국가간의 협의기제를 통해 물류분야 애로사항을 제시, 논의, 해결할 수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이건우
내부연구자 :	박성준, 김은우, 김세원, 이하림

- 비
 물리적 장벽은 통관, 비용 및 정시성 등 물류서비스 역량 및 금융 및 면허취득 등

있는 정책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의 사업진출 여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도
 출된 결과물을 통해 우리나라 화주 및 물류기업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진출 시 사

•전문가 설문 및 국내 물류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물리적

전에 물류 애로사항을 숙지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함

장벽은 통관부문과 물류 인프라 확충 부문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수시연구사업

- 카
 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중앙아시아의 물류 장애요인 중 통관, 물류인프라

연구방법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도출됨

•본 연구는 주요 중앙아시아의 물류장벽 조사·분석을 위해 선행연구 검토 및 대상지역

- 통
 관 부문의 하위요인을 보면 통관규칙, 통관시간, 세관운영 순으로 나타남

에 대한 경험이 많은 국내외 물류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의 대상으로 심층면

•국내 물류기업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며, 진출을 고려중인 국가로는 우

담을 진행함

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순임

- 또
 한 해당 지역의 물류관련 정책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출장 조사를 수행함

- 사
 업유형은 포워딩 등 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업,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등
•국내외 문헌자료 검토를 통해 물류장벽 요인들을 선정하였으며, 전문가 설문기법인

일반사업

의 순으로 나타남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해결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 설
 문조사 물류기업의 약 30%가 5년 이내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한 해당 국가들의 물류장벽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함

•물류장벽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으로는 물류인프라 시설투자 및 개발사업 참여, 한-중
앙아 협력포럼 범위 확대, 물류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방안을 제안함

•국내 물류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관심도 및 진출 의향 파악 설문조사를
수행함

•본 연구는 주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류장벽 분석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이를

정책적 기여

수탁용역사업

연구의 특징

•중앙아시아 지역의 물류장벽 해소를 위한 한-중앙아 간 협력방안 제안
•우리나라와 중앙아 간의 교통 및 물류 부문 협의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논의 안건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함

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

- 전
 문가 설문조사 기법인 AHP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주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류
- 또
 한 국내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 의향 조사를 실시하여 진출
시기, 유형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함

기대효과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장벽 우선순위를 도출함
•국내 물류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시, 물류 환경 및 여건과 문제점 등 중앙아시아 물류
현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교통 및 물류부문 협력에 있어 기초자료로의 활용

74

2017 KMI 연차보고서

75

일반현황

해양분야 과학기술기반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안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연구목적

•해양과학기술 서비스산업의 개념을 정리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주요 연구결과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한기원
내부연구자 :	김경신, 안용성
외부연구자 :	백상규

•해양과학기술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해양과 관련된 경제활동의 증가를 배경으로 하며,
세계적으로 다른 해양관련 산업에 비해 최근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해
 양과학기술 서비스산업의 실체를 규명하고 주요 서비스산업 유형별 발전 상황을 파악

- 지
 식경제의 확산과 생산의 대분해(great unbundling of production)라는 세계경제의

- 국
 내 해양과학기술 서비스산업에 있어서 혁신 및 발전의 장애 요인이 있지 않는지 파
악하고, 그러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도출

기본연구사업

의 역할을 규명

역사적 흐름을 배경으로 함
- 해
 양과학기술 서비스산업은 다른 해양산업과 상호 상승효과를 통해 전체 해양산업
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

연구방법

•해양과학기술 서비스산업은 과학 및 기술 관련 지식을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해양관

심으로 수행

련 경제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외부의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활동

- 국
 내외 관련 논문이나 단행본 등 학술저서, 관련 법률 및 계획을 포함하는 각정 정부

- E
 U, OECD 등의 ‘지식집약적 비즈니스서비스산업(knowledge-intensive business

정책자료, UN, OECD 등 국제기구 보고서, 국내외 관련 연구소 및 공공기관에서 발간

services; KIBS)’이나 ‘지식집약적 서비스활동(knowledge-intensive service ac-

한 연구보고서, 국내외 개별 기업체 개황자료 및 기업협회 자료, 인터넷 검색 자료 등

tivities)’과 개념적으로 상통

수시연구사업

•해양과학기술 서비스산업의 개념 및 유형별 현황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문헌조사를 중

- 해
 양과학기술 서비스산업은 외부에 제공되는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며, 내부적으로
•유형별 주요 해양과학기술 서비스 기업체에 대한 방문 조사 실시

조달된 지식집약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수행

일반사업

- 기
 업체 대표(CEO) 또는 기업의 업무내용 및 경영방침을 잘 알고 있는 핵심 관계자를
•본 연구에서는 해양과학기술 서비스산업을 기획·설계·연구개발, 해양과학 조사·연구,
ICT 서비스, 해양작업·기술지원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
•다수의 해양과학기술 서비스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기
 업 설립 경로, 생산품 및 제공하는 서비스, 국내외 주요 시장의 현황 및 전망, 협력
기업 또는 경쟁업체 현황, 혁신 장애요인 등을 조사

•본 연구는 해운, 항만, 수산, 조선 등 기존 분야들에 국한하지 않고 해양산업 전반을 관
통하는 과학기술기반 서비스산업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기본 개념부터 정책방향까지 국
내 처음으로 정리를 시도한 정책연구임.
하여 개별적으로 추진된 경향이 큼.
- 해
 양과학기술 지식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타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진
지식집약 서비스산업 정책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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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설계·연구개발

기획,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연구개발 대행

해양과학 조사·연구

해양조사, 관측, 탐사, 모니터링, 측량, 해양과학연구

ICT 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해양작업·기술지원

기술 컨설팅, 검사, 감리, 인증, 구매조달, 안전관리, 시험운전, 설치,
운영, 유지, 보수, 해체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지
 금까지 해양산업 정책연구는 해운, 항만, 수산 등 전통적인 해양산업 분야들에 대

서비스의 종류

수탁용역사업

연구의 특징

서비스 유형

- 기
 획·설계·연구개발 유형의 기업들은 조선, 해양시설물 등 기본설계가 가능한 분야
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본설계, 연결설계(FEED)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글로벌 공급사슬에 진입하는 것이 향후 성장에 중요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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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분야 과학기술기반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안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0. 31.

- 해
 양과학 조사·연구 유형의 경우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에 국한되어 있으며, 공공부

정책적 기여

•국내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기본연구사업

문 수요의 비중이 매우 큰 편임. 기업별로 해양과학기술 특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와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한기원
내부연구자 :	김경신, 안용성
외부연구자 :	백상규

•해양레저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방안 제시를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해양레저분야

차별화가 필요함.

신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ICT 서비스 유형은 가상·증강 현실 기술,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과 해
양산업의 융합을 통해 혁신과 시장 확대가 예상되나, 최근 통신분야 대기업이 해양쪽
에 진출하는 등의 여건 변화에 대처가 필요함.
- 해
 양작업·기술지원 유형은 다양한 분야의 산업군이 존재하여 각기 다른 상황으로 파
설과 같은 분야는 이미 중남미 등 해외로의 진출이 활발함.

•국내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국정과제의 실천성
제고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수시연구사업

악됨. 선박관리업, 폐기물 처리업 등은 국내시장에 국한되어 활동하나, 해저케이블 부

기대효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친수문화 확산을 통해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

•해양분야를 포함한 과학기술기반 서비스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국내외에서 정책
적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함.
- 국
 내 시장에서 해양산업은 GDP 성장률을 넘어서는 성장이 예상되며, OECD의 경
우 글로벌 시장에서 해양산업의 부가가치가 2030년까지 2010년의 2배 수준으로 증

일반사업

가할 것으로 예측
- 산
 업자원부를 비롯한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은 2000년대 들어 지식서비스산업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콘텐츠산업진흥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을 비롯한 법·제도 정비를 시작함.
- 영
 국, 캐나다 등 해양 선진국들은 체계적인 해양과학 및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해양

수탁용역사업

과학기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해
외시장 개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마리나 관련 법률의 개정, 마리나협회 역할 정립 및 기금 조성 근
거를 마련해야 함
- 마
 리나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직업군 발굴 및 업등록, 자격증제도 도입, 교육면제 및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교육 이수에 따른 취업 우대, 협회 설립 및 기금 조성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마
 리나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협회의 설립을 통해 해양레저산업 관련 정보수집 및
교류, 인력양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협회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 조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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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개발사업의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3. 1. ~ 2016. 8. 31.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박상우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상규 연구원

연구목적

•어항개발의 現 성과지표는 어항개발사업의 목적과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성에 한계가

정과 정책변화 과정을 분석함

있어 SOC 재정투입에 따른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략적 성과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

기본연구사업

- 특
 히, 어항개발사업을 통한 기본시설(외곽시설, 계류시설, 수역시설)의 확충과 어선감

이 있음

소에 따라 어선안전수용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항내 정온도가 확보되지 않아 발

- 어
 항개발사업의 정책목표와 미래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과를 효과적

생하는 사고현황을 세밀하게 살펴봄

으로 제시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

- 어
 항개발사업에서 사용하였던 완공률, 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의 성과지표와 사용 중

- 어
 항개발사업의 전략목표를 특정하고, 각 목표별 정책대표성을 갖춘 핵심 성과지표

인 어선안전수용률의 성과지표 문제와 한계점 분석함

를 마련

•항만, 도로, 철도, 공항 등 SOC 부문의 국내외 성과지표 개발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

- 성
 과지표는 측정방식과 산정식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어항개발사업 재정사업 평가에

수시연구사업

을 도출함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성과관리 이론적 배경, 어항개발사업의 성과지표 문제점과 한계, 국내외 사례 등 검토된

연구방법

내용을 바탕으로 어항개발사업의 성과지표를 전략목표별로 제시함

•어항개발사업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문헌조사와 기초통계, 재정사업평가 관련 정
부 공무원과 전문가들과 자문회의 등을 거쳐 수행

•어항개발사업의 전략목표를 안전한 어항기반 강화, 위생적인 수산물 처리기반 구축, 국

- 문
 헌조사는 성과지표와 관련된 개발된 매뉴얼과 SOC 부문의 다양한 성과지표 개

민여가 수요 충족으로 제시하고, 각 전략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를 제시함

발 유사사례를 검토

- 안
 전한 어항 인프라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항내 어선사고율 등을 제시함
일반사업

- 기
 초통계는 어항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산정식을 적용해 산출

- 위
 생적인 수산물 처리기반 구축은 톤당 수산물처리 소요시간과 청정어항 수산물 처

- 정
 부의 어항개발 담당자와 어항분야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통해 어항개발사업의 성

리율을 제시함

과지표 개발방향을 살펴봄

- 국
 민여가 수요 충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항당 레저선박수를 제시함

연구의 특징

•향후 어항개발사업 성과지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정책 등을 제언
•본 연구는 전 세계적 관점에서 국제물류경로의 변화가 지리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장
해 파악함
- 특
 히 동아시아의 관점에서의 국제물류경로 변화를 조명하여 우리나라 관련 물류기업들
과 정부가 어떠한 방향성과 전략을 가지고 미래 물류시장에 접근해야 할지를 제시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수탁용역사업

큰 영향을 미치는지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물류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어항개발사업의 지표개발을 통해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목표 설정의 근거 및 재정사업으
로서 어항개발사업 평가 기초자료
•어항개발사업 성과지표 개발은 전략목표별로 성과결과를 제시하여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의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전 및 사후 결과를 비교함으로서 정책업무 평가의

•어항개발사업의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론적 배경으로 성과관리의 도입, 성과지
표의 개념을 살펴 정부재정사업 성과관리에서 다루고 있는 재정성과관리제도, 국정과
제평가 등에 대해 검토하여 SOC 부문의 성과지표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봄
•어항개발사업의 현황과 어항개발사업 성과지표의 한계를 파악하여 어항개발의 추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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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기초자료로 활용

주요 연구결과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어항개발사업의 단위사업별 평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어항개발사업의 평가자료로 활용
•정량·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어항개발사업의 공공적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

83

일반현황

해상에 설정된 공원구역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정비 방안
연구수행 기간 : 2016. 7. 11. ~ 2016. 12. 10.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육근형
내부연구자 : 박수진, 최석문, 김대경, 김지윤

연구목적

-해
 양에 설정된 다른 보호구역은 중앙정부가 주로 지정을 주도하나 이후 현장관리는 대부
분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음

본 연구방법의 특징
주요 내용

자료수집

방법론 선택 이유

•자원자원과 해양의 관리특성
•해양이라는 자연자원 관리의 특성을
•관련 문헌조사
문헌 •거버넌스 논의 동향
파악하고, 이에 따른 선진적 관리방식의
조사 •해양보호구역 보전 효과
•국내외 사례조사
도입 필요성 검토
•국내외 보호구역 제도 분석
전문가 •국내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면담
한계와 개선방향

•해양생태계 보호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 면담을 통해 현재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문제와 한계 청취

•해양에 설정된 여러 종류의 보호구역의 관리상 한계와 개선방안을 도출
•해양보호구역 관리수단으로서 용도지구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당
위성을 제시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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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거버넌스에는 중앙정부 또는 그 대리기관이 행위규제의 설정과 집행을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방식,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리규정 마련과 이행에 참여하는 협력적 방
식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함
-국
 내 국립공원의 경우 육상이나 해양에 관계없이 모두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지정한 후 이를
산하기관이 개별 공원을 직접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관리방식을 따르고 있음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수탁용역사업

84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육상과 달리 접근이 어려우며, 수산자원을 비롯한 다양한 이용수요가
공존하는 점 등 해양의 특성을 고려한 협력적·실질적 관리체계의 마련 필요
-해
 양보호구역이 생물다양성 보호와 함께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해역 내 다양한 이용행위와 보호활동이 양립할 수 있도록 채취금
지구역을 핵심으로 하는 용도지구(zoning)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함
-해
 양에 설정된 다양한 보호구역의 제반정보를 분석하고, 지정목적과 관리방식에 따라 분류
함으로써 중복되거나 부적절한 구역을 정리하고 관리방식을 개선하여야 함
-특
 히, 연안의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관리에 있어 지역민에게
의사결정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법률과 제도로 구현함으로써 협력적 거버넌스
의 구축을 꾀하여야 함

•본 연구는 해양에서 보호구역 관리의 특이성을 밝히고, 특히 기존 어촌사회를 비롯한 연안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에서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가능성을 검토함.
-육
 상에 설정된 보호구역이 소유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 중심의 관리방식에 기
초하며, 생물다양성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행위제한이 관리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해양에
설정된 보호구역과 상이함
-바
 다는 공공자원의 성격이 강한 공유수면으로서 다양한 이용행위를 인정하여야 하며, 특
히 바다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여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한 어촌사회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
버넌스가 해양보호구역에 필요
•해양에 설정된 국내의 여러 보호구역의 제도적 특성을 비교하고, 해외 여러 국가의 해양보
호구역 관리 체계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바다에 설정된 공원구역과 보호구역의 통합적 관리
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결과

•해양에 설정된 보호구역 관리 시 생물다양성 보호 외에도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이
를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현
 재 국내 해양보호구역이 대부분 육상부 건축규제나 수위변화 관리 등에 머물 뿐 해양의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위협요인에 대한 어업행위의 관리는 부재함
-일
 부 구역을 정해 해양생물의 채취를 제한하는 채취금지구역(no-take zone)의 경우 생물의
종류와 크기 등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가 알려져 있음

일반사업

연구의 특징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청취

수시연구사업

•국내에서 해양에 설정된 보호구역은 구역 축소나 해제의 요구에 직면하거나 때로는 지정 이
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고 있음
-국
 립공원의 경우 의사결정의 일방성과 경직성으로 인해 지역의 민원을 반영하거나 지역민
이 참여하는 데 제한적인 반면, 다른 해양보호구역은 별도의 현장관리 조직 없이 보호구역
지정 이후 실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제도적 특성을 가짐
-해
 외의 보호구역은 각 국가의 정치구조적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
으며 일반적으로 지역의 자치단체와 지역민의 참여가 가능한 관리구조를 확보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해양 자연자원관리에 적합한 관리방식을 모색하고, 현행 해양보호구역관리의
문제 및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으
며, 관련 기관 전문가 자문을 활용함
특징

기본연구사업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에 설정된 여러가지 보호구역의 제도기반, 관리체계 등을 비교·분석하
고, 해양에서 보호구역의 특성과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해상에 설정된 여러
보호구역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국내 다양한 종류의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핵심 정책
수단 제시
•지정면적 확대 중심의 기존 해양보호구역 관리정책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정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고도화되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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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원양산업(어업) 글로벌 인증제
도입 방향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5. 1. ~ 2016. 10. 31.

연구목적

•동 연구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지속성 확보와 시장 대응을 위해 글로벌인증제를 우리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장홍석
내부연구자 :	윤재웅, 백진화

- MSC 인증도입기업 : 286개의 어업인증(2016년 3월 현재)
- MSC 인증제품 : 20,492개(2016년 3월 현재)

기본연구사업

원양어업에 도입하는 방안을 목적으로 함

•이러한 MSC에 대한 우리 원양기업의 인지 여부는 매우 낮은 편이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

연구방법 및 특징

더라도 인증등록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음

•동 연구 수행을 위해서 문헌조사, 원양어업과 관련한 일반 현황 통계분석, 수요조사

- MSC 모름 : 55.0%(매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모르는 경향이 있음)

이용함

- MSC 관심기업 : 65%(수요 조사 시에 MSC 인증을 설명한 후의 답)

- (문헌조사) MSC와 관련한 국내외 조사를 실시

- M
 SC와 관련한 정부지원 수요 : 취득비용 지원, MSC 인증으로 인해 필요한 어선 장
비 등을 지원, 인증제 취득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우선 순위

- (수요조사) 우리 원양어업체 대상으로 MSC의 인지도, 도입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실시

•원양어업에 MSC 인증제 도입 방안

- (전문자 자문) 국내의 MSC 대행사인 컨트롤유니언사를 대상으로 MSC 도입절차, 비

- 법
 적근거 : 원양산업발전법에 국제기준 준수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지원

용 등에 관한 내 자문

가능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MSC 인증제와 관련하여 수출이 많은 우리 원양

- 지
 원예산 : 보조율 30%+48개 기업 대상일 때, 총 23억 7천만 원

어업을 대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독창성을 지님

•한국의 원양어업은 국내 수산물 생산의 약 30% 정도를 담당하며, 어획한 수산물의 상
당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수출효자산업이기도 하지만, 산업규모 자체가 축소하고 있으

•세계적으로 식품 및 수산물과 관련한 글로벌 인증제는 CODEX, ISO 22000, MSC 등이
있는데, 특히 다른 인증제와 달리 MSC는 수산물 생산(조업) 과정에서의 친환경, 친생태
계, 친노동적인 측면을 두루 살핀다는 점이 기존의 인증제와의 차이점임

정책기여 및 기대효과

•쇠퇴하고 있는 우리 원양어업에 MSC 인증 지원을 통해 시장 확대 및 국제 기여도가 높
은 어업으로의 전환을 제시함
•MSC 인증제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이를 통해 수출시장 선점효과
를 기대할 수 있음
•이러한 수출 선점효과는 우리 원양어업의 거래처 안정화와 어획물의 가치 상승으로 이
어져 경영안정을 도모 가능함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이러한 MCS 인증 국가를 비롯하여 구매기업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

가 가능하기 때문임

수탁용역사업

며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외부적 충격에 약할 것으로 판단됨

일반사업

- 개
 별업체 신청보다는 공동 신청 도모 : 어장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는 공동으로 평가

- 특히, 정책적으로 시급한 사안임

주요 연구결과

수시연구사업

(원양어업체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국내 MSC 대행사, 학계)을 연구 방법으로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원양어업의 지속성을 확보 가능함

한 어획물을 주로 수출하는 우리 원양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MSC 인증도입국 : 36개 국가(2016년 3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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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산물 수출 영향
분석
연구수행 기간 : 2016. 3. 1. ~ 2016. 8. 30.

연구목적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환율 변동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수출에 있어 환

주요 연구결과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임경희
내부연구자 :	김지연, 이상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미국의 양적 완화, 2013년 아베노믹스, 2015년 중
국 경제 성장률 둔화 등 전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 이슈들이 지속적으

- 국
 내 수산물 수출 및 외환 시장 동향 파악, 환율(엔화, 위안화, 달러화) 변동에 따른 수

로 발생함

산물 수출 영향 분석, 환율 변동 대응 정책 및 제도 검토를 바탕으로 환율 변동에 따
른 수산물 수출 대응 전략을 제시

기본연구사업

율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환율 변동에 대응한 수산물 수출 대응 전략을 제안

- 글
 로벌 경제 이슈 발생 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 지표 중 하나가 환율이며, 최
근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음
- 원
 /엔, 원/달러, 원/위안 환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고 있는 중국

•본 연구에서는 여러 시장환경 변수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환율 변화(원/엔, 원/달러,
원/위안)가 국가별 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계열 모형을 구축하
여 분석함
- 시
 계열 모형 중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검정을 실시한 결과, 자기시차모형이 가
장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어 자기시차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함
- 자
 기시차모형의 실증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을 제외한 원/달러와 원/엔 환율은 2000년~2015년 비슷한 추세를 보임
수시연구사업

연구방법

- 2
 000년 이후 일본, 미국, 중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
운데,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한 금융위기 전후로 수산물 수출에도 큰 변동이 발생함

•환율 변동에 따른 수산물 수출 추세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원/엔 환율 하락, 상승기
에 수출 실적도 같은 방향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 환율과 수산물 수출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

일반사업

- 미
 국도 일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반면, 중국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원/위안
환율 변동과는 크게 관계없이 수산물 수출이 이루어짐
- 여
 기서 EXPORT는 수출상대국의 수산물 수출실적, EXR은 수출상대국의 대원화 환
율, Prod는 국내 수산물 생산량, GDP는 수출상대국의 GDP, Price는 대세계 수출 상
대가격, Time은 시간 변수, D는 계절효과를 반영한 분기별 더미를 의미함

• 환율 변동에 따른 수산물 수출 영향 분석 결과, 일본과 미국의 경우 환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나 중국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 일
 본의 경우 상당수 품목에서 유의한 탄력성이 도출되었으며, 특히 김, 전복 등의 탄

•본 연구는 주요국의 환율 변동에 따른 수산물 수출 영향 분석과 환율 대응 정책 및 제
도 검토를 통해 환율 변동에 대응한 수산물 수출 대응 전략을 제시함
- 환
 율 변동에 따른 수산물 수출 영향을 국가별 전체 영향은 물론, 류별·어종별로 분
석하여 수출 대책 마련의 시사점을 제시함

수탁용역사업

력성이 여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연구의 특징

- 미
 국의 경우 전체 및 류별로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품목별로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음
- 중
 국은 전체 및 류별은 물론 품목별로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결과가 도
출되지 않음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함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또
 한 환율 변동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검토을 통해 기존 환변동보험 외 환율 변동에

•환율 변동 관련 직접적인 정책·제도로는 환변동보험이 대표적임
- 환
 변동보험은 산업 부문별로 상이하게 도입 운용되고 있으며, 수산 부문에서는 2013
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후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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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산물 수출 영향
분석
연구수행 기간 : 2016. 3. 1. ~ 2016. 8. 30.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임경희
내부연구자 :	김지연, 이상건

•환율 변동이 수산물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최근 환율 변동이 심화되
기본연구사업

고 있는 만큼 환율 변동에 대응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이
 를 위해서는 단기 환율 변동 모리터링 강화, 환율 대응 능력 강화 지원, 비가격 경
쟁력 제고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함

정책적 기여

•해양수산부 수출지원사업(환변동보험료 지원) 운영 기초 자료 활용
수시연구사업

•환율과 관련 수산물 수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환율 변동 대응 전략 제시를 통한 수출업계의 환율 변동 대응 능력 제고

기대효과

•최근 급격한 환율 변동에 의해 수출업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환율 변동에 대
응한 선제적 대응으로 수산물 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일반사업

•해양수산부 환변동보험 가입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산물 수출업계의 경영안정 및
수산물 수출 활성화 도모

수탁용역사업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90

2017 KMI 연차보고서

91

Ⅴ

일반사업

92

2017 KMI 연차보고서

93

일반현황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사업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2016년도 사업개요

사업책임자 : 하태영
내부연구자 : 조소희, 이수영, 최건우, 송민호, 이경한, 최상균, 이나영, 신정훈

사업목적

•국내외 물류환경 및 우리나라 항만물동량 변화 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

•체계적인 항만물동량 예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항만정책 신뢰도 확보 및 효율적
인 항만개발 추진에 기여

•국가 항만개발 정책 수립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및 분석시스템 구축이 목적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항만기본계획(법정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

•국내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물동량 모니터링 및 변화요인 분석, 중장기물동량 예측

•신뢰성 높은 장래 물동량을 산정함으로써 항만개발에 투입되는 국가 재원의 절감 및 효

•국내 30개 무역항 및 32개 품목에 대한 물동량 모니터링 및 장래 수요 예측

율적 활용에 기여
•항만여건 변화를 고려한 항만개발계획의 탄력적 조절 기능 수행
수시연구사업

•주요 국가별 항만개발계획, 항만 이슈 분석, 동향보고서 발간

사업 추진방법

정책적 기여 및
기대효과

기본연구사업

구축

•항만물동량 관련 국내외 주요 기관 연구자료 수집, 현장조사, 전문가 면담 수행
•수요예측 방법론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항만수요검토위원회 운영)

일반사업

사업의 특징

•국내외 항만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일관성 있는 장래 항만물동량 예
측을 수행코자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계속사업임
- 법
 적근거 : 항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소속의 항만수요예측센터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사업을 수
행 중임

수탁용역사업

주요 사업결과

•전국 항만별-품목별 장래 물동량 예측
- 국
 내 30개 무역항의 수입, 수출, 환적, 연안물동량 예측(~’30)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국내외 항만동향 및 물동량 모니터링,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 국
 내외 주요 항만 물동량, 시설현황, 주요 이슈, 정책 및 산업동향 분석
- 월
 간 「항만과 산업」 발간 및 유관기관에 배포(1~12호, 100여 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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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양수산거점 연구협력사업
사업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2016년도 사업개요

사업책임자 : 최재선
내부연구자 : 임진수, 정명생, 조정희, 박문진, 마창모, 김민수, 한덕훈, 문석란, 김세인, 윤미경, 김진경

사업목적

•대양(지역) 거점별 해양연구를 통해 글로벌 진출 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거점별 해양수산포럼 개최를 통해 글로벌 현안문제 파악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스
 페인, 미얀마, 인도네시아, 이란, 중남미 등 주요 거점에 해양수산포럼을 개최해 국

해양환경 보호 등 국익 달성을 위한 거점별·통합적 연구 수행

기본연구사업

- 대
 양(지역)별 해양환경 특성을 고려해 해양자원 확보, 해양안보 강화, 해양생태계 및

내외 전문가 간의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협력사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
델을 발굴함

•글로벌 연구협력을 통한 통합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 인
 도네시아 해양포럼개최 성과로써 기술융합형 즉시부두설비모듈 개발사업을 인도

- 거
 점별 연구협력 센터를 허브로 하여 민·관 차원에서 상호의존적이며, 협력지향적인

네시아와 공동으로 추진함(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 요청)

해양 얼라이언스(alliance) 구축

- 한
 -중남미 해양수산포럼을 개최하여 KMI-페루까야오국립대학교 간 MOU를 체결하

사업 추진방법

•주요 거점별로 해양수산연구협력센터를 운영하여 거점별 현안 조사와 협력사업 발굴,

수시연구사업

였으며, 신규 해양수산협력센터를 개소함
•글로벌 해양수산 현황 및 주요 이슈를 담은 전문지를 발간하고, 거점 센터를 통해 분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

별 뉴스레터를 발간함으로써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

•주요 거점별 현안과제와 협력사업 논의를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 항
 만, 물류, 수산, 해양안전, 해양문화관광 등 해양수산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해

- 미
 얀마, 중남미, 인도네시아, 스페인, 이란과 해양수산포럼 공동개최

양전문지 ‘디 오션(The Ocean)’을 발간함
- 한
 -스페인해양수산연구협력센터에서 라스팔마스, 스페인, EU의 해양수산 주요 이슈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공동연구 수행

일반사업

를 모은 뉴스레터를 분기별로 발간함

- 부
 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라스팔마스 대학교와의 공동연구 수행

•개도국 해양수산 전문가 역량강화사업으로써 페루 전문가를 초청하여 부산, 거제도 등

사업의 특징

에서 교육 및 연수를 수행함

•국내외 해양수산 전문가와의 협력연구 수행 및 개도국 전문가 초청연수, 국제 세미나 개

- 페
 루 UNAC(까야오대학교) 부총장 및 교수 등 총 6인을 초청하여 부산과 거제도의

최 등을 통해 해양수산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대·구축함

수탁용역사업

주요 사업결과

양식장, 교육기관, 항만 등을 방문하고 전문가 강연을 통해 직무관련 역량을 강화함

•한-스페인 해양수산연구협력센터 운영을 통해 서아프리카, 라스팔마스와의 공동사업
을 추진하였으며, 주라스팔마스총영사관에서 추진하는 정책 지원활동을 수행함
- 해
 양수산부세네갈 선박공여 사업 수행을 통해 서아프리카 수산인프라를 구축함
- 아
 프리카 해양수산 법령집을 번역해 스페인 한인업계 및 아프리카 공관에 배부하여
- 국
 립 라스팔마스대학교와의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EU 스페인 해양보호구역
관리 현황 및 과제” 및 “친환경양식 현황과 향후 과제” 등 총 2건의 연구를 수행함

•해양수산포럼 및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ODA 사업 발굴
•원양어업 라스팔마스 진출 50주년 기념 정부 주최행사 지원
•해양수산분야 해외사업 진출 및 해외투자 유치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현지 정보 제공역할을 수행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수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글로벌 해양수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장기적 활용

- 원
 양어업 스페인 진출 50주년 기념 경제해양포럼 개최 및 총영사관 주최 기념행사
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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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양관리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
사업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2016년도 사업개요

사업책임자 : 남정호
내부연구자 : 장정인, 최희정, 좌미라, 정세미, 오예진

사업목적

•제3차 해양공간관리 교육훈련프로그램 실시

•이 사업의 목적은 연안·해양관리 정책 수립 및 효율적 집행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제

- 제3차

해양공간관리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주제는 “Marine Ecosystem Services Valuation and Spatial Management Tools”임.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제
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교육 실시

사업 추진방법

•이 연구 사업은 국내 해양생태계 가치 및 서비스 평가 연구결과 원시 DB 구축, 제3차 해
•해양생태계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양공간관리 교육훈련프로그램, 해양생태계전문가 네트워크 운영으로 구분됨.

- 연
 안해양생태계 서비스 평가와 관련한 주요 현안은 연안해양생태계 서비스 분류체계

- 국
 내 해양생태계 가치 및 서비스 평가 연구결과 원시 DB 구축의 방법은 국내 학술
SSCI 등)에 게재된 학술논문을 검색하여 해양생태계 가치 평가 방법론 및 연구 결과
- 제
 3차 연안관리국제훈련프로그램은 국내외 전문가와 동아시아해 연안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연안·해양의 생태계 서비스 평가 관련 연구 결과를 제공, 해양공간관리수
단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음.
- 해
 양생태계전문가 네트워크 운영은 생태계 서비스 평가 및 공간관리 활용과 관련 연

•2017년 말 법률 정비를 추진 중인 해양공간계획 제도 이행을 위한 기술 기반 강화와 관
리 역량 증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연안·해양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상시적 정책·기술 지원
•연안·해양 공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학적 정책결정지원시스
템 시범 모듈 개발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관련 기업의 연안·해양 공간관리를 위한 기술 역량 및 인

사업의 특징

•이 연구의 특징은 현재 연안·해양 공간관리수단의 한계를 확인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수

일반사업

구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현안을 논의

정책적 기여 및
기대효과

수시연구사업

정립, 정책 활용 방안, 가치이전 평가기법 개발, 방법론 융합임.

지(KCI 등재 및 등재후보지), 연구보고서 등 국내 문헌뿐만 아니라 해외학술지(SCI,
등을 정리·가공하는 것임.

기본연구사업

도적,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있음.

식 증진

단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전문가 혹은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
안·해양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수탁용역사업

주요 사업결과

•국내 해양생태계 가치 및 서비스 평가 연구결과 원시 DB 구축 및 분석
- 해양생태계 가치 평가 연구자료 원시 DB 구축
- 국
 내 해양생태계 가치 평가 시 89%가 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평가 대상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해양생태계는 갯벌이 전체의 33.3%를 차지함.
- 국
 제적으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양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가 급격하게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국내 연구는 사회적 이슈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
- 국
 내 연구가 국제 사회의 연구 동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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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중견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연구사업
사업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사업책임자 : 이성우 연구위원

2016년도 사업개요

내부연구자 : 송주미 부연구위원, 김은우/신수용 전문연구원, 김세원/김주혜 연구원
외부연구자 : 서영준 교수(영국 플리머스 대학), 신성호 박사(홍콩 폴리텍 대학)

사업목적

•글로벌 물류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실적은 부진한 상
•이에 물류 시장의 확대와 국제적인 종합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해 국내 물류기업의 적극

- 2
 015년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베트남을 대상으로 우리 중견·중소 물류기업의 베
트남 물류시장 진출방안 연구

적인 해외 진출 지원 필요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규모 부족에 따른 확대방안 마련 및 중견물류기업을 집중 대상
으로 하는 해외진출 지원 방안 마련

•AEC 국가 물류시장 진출 방안 1: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AEC 국가 물류시장 진
출 방안 2: 태국, 말레이시아(연구보고서)
•우리나라 중견중소 물류기업의 베트남 물류시장 진출 방안(연구보고서)
•중견중소 물류기업의 한중 전자상거래 물류시장 진출 방안 연구(연구보고서)
•중견물류기업의 전문물류서비스 틈새시장 진출 강화 방안 세미나(세미나)

- 우
 리나라 중견·중소 물류기업의 사업영역 다각화 모색의 일환으로 대 중국 전자상거
래시장 참여 방안 제시 및 관련 정부정책 지원방안 제시
•중견 물류기업의 전문물류서비스 틈새시장 진출 강화 방안 세미나
- 콜
 드체인, 전자상거래 등 전문물류 서비스시장 진출 및 해외시장 개척 성공, 진출 방
안 공유

수시연구사업

사업 추진방법

•중견중소 물류기업의 한중 전자상거래 물류시장 진출 방안 연구(연구보고서)

기본연구사업

황이며, 국내 물류업체 간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

•우리나라 중견중소 물류기업의 베트남 물류시장 진출 방안(연구보고서)

•AEC 지역 물류기업 해외진출 세미나(국제행사)
- 우
 리나라 물류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 및 해외진출 전략 수립

•AEC 지역 물류기업 해외진출 세미나(국제행사)

•물류기업 해외진출 정보 지원(해외 에이전트)

•글로벌 물류동향 세미나(조찬 세미나)
- 국
 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 및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확대 위한 정보교류

일반사업

•글로벌 물류동향 세미나(조찬 세미나)

•물류기업 해외진출 정보 지원(해외 에이전트)

사업의 특징

•연구보고서 발간, 국제포럼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중견 물류기업이 글로
벌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확장하고 해외 물류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

- 우
 리나라 중견중소 물류기업의 사업영역 다각화 모색의 일환으로 남중국, 동남아, 서
남아 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동향 제공
수탁용역사업

로 지원

주요 사업결과

•AEC 국가 물류시장 진출 방안 1: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AEC 국가 물류시장
진출 방안 2: 태국, 말레이시아(연구보고서)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A
 EC의 출범은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에게 새로운 해외 물류서비스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장으로 실행가능성이 높은 핵심 국가 5개국(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
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으로의 진출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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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해양수산 학·연 협력 연구사업
사업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2016년도 사업개요

사업책임자 : 김종덕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주호 부연구위원, 김민수 전문연구원, 최나영환 전문연구원, 김연수 연구원, 김영훈 연구원, 이정민 연구원

사업목적

•학연공동세미나

•해양수산 학·연 협력 연구사업의 8차 년도인 당해연도는 교육중심 협력사업에서 KMI
를 허브로 하는 지역 및 연구 네트워크 강화, 학연간 연구심화, 해양수산 현안 이슈 연
구 등을 추진

기본연구사업

- (사)한국무역통상학회 춘계학술대회(2017. 6. 15-16/여수)
- (사)한국항만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2017. 6. 29/목포)
- (사)한국국제상학회 하계학술대회(2017. 6. 30/부산)

사업 추진방법

- KEA-APEA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2017. 7. 14-15/서울)

•본 사업은 KMI중점협력연구실사업, 학연교육사업, 학연공동세미나, 국제협력사업, 연구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

- (사)한국해운물류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2017. 10. 20/순천)
- (사)한국항해항만학회 추계 학술대회(2017. 11. 2-3/부산)
- (사)한국통상정보학회 동계 학술대회(2017. 12. 8/서울)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의 전문 인력의 후진 양성에 기여, 연구 대상의 지역적 배
분을 통한 각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KMI와 대학연구실/센터와의 공동연구 수행

•국제협력사업
- 2
 017년 KMI-중국/일본 국제수산협력 공동 심포지엄 개최(중국 상해대학 및 절강대

•부산에 집중된 교육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의 공동세미나 개최

수시연구사업

사업의 특징

학, 일본 도쿄해양대학과 총4회 심포지엄 개최)
- 제
 9차 KMI-SISI 국제포럼 개최(2017. 11. 14, 중국상하이국제항운연구센터와 공동 주최)
•연구사업

•KMI중점협력연구실사업

- 주
 요 국가의 법적·제도적 비교를 통한 한국 항만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평택대학

-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등의 분야별 중점협력연구실 공모를 통해 4개 연구실 선정
연구실 대학

선정주제

해양

부산대 토지이용계획연구실

빅데이터 기반 해운 물류 프로세스 어낼리틱스
플랫폼 기술 연구

수산

전남대 어업자원정보학연구실

전체 물류 비용 분석을 통한 국제 복합운송
경로 선택 : 북방물류를 중심으로

해운

부산대 BSC연구실

블랙박스 내장 소형 어선 조업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항만

경북대

정책적 기여

- KMI-PKNU 학·연 협동과정 운영(56개 과목, 석사과정 14명)
※ PKNU는 ’18년 사업 종료 예정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의 지역발전 정책을 제안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
초연구 추진
•동북아 해양·수산 분야 관련기관과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
의 경쟁력 강화전략 및 발전방향 제안

기대효과

•지역 대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 인력 양
성, 학·연 협력 통한 새로운 연구 주제 발굴
•동북아 지역의 해운·항만·물류 관련 학계, 정부, 업·단체의 정보 공유 및 연구 협력, 전
문가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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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I-KMOU 학·연 협동과정 운영(35개 과목, 석사과정 10명)

2017 KMI 연차보고서

- 평
 택대 환황해권해양물류연구센터 KMI중점협력연구소사업(2017년도 개시)

기후변화를 고려한 연안지역 도시계획 레질리
언스 강화 방안

•학연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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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이동현 교수)

수탁용역사업

부문

일반사업

주요 사업결과

일반현황

해운산업 경기예측센터 운영
사업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2016년도 사업개요

사업책임자 : 전형진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고병욱 전문연구원, 윤재웅 연구원, 류희영 연구원

사업목적

•세계 해운시장 동향정보 제공(선복량, 해상물동량 분석 및 정보 제공)

- 1
 2회(1~12월) 발표
•산학연정 네트워크 구축
- 해
 운금융포럼 개최 : 연간 4회(분기별 개최)
- 해
 운ㆍ조선 정책간담회 : 2016년 3월 4일, 한국선주협회
- 해
 운정책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 : 2016년 3월 8일, 본원 1층 회의실
- 해
 운ㆍ조선 정책포럼 : 2016년 4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 정
 기선사 간담회 : 연간 2회

•국적선사 위기극복을 위한 경쟁전략 수립 지원
- 신
 시장 개척, 최적 선박투자 시기 결정 등 해운기업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 단
 기 및 중장기 경기예측 기법 개발과 해운경기 변화에 따른 대응시스템 구축을 통
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국제협력 추진
- K
 MI-SISI 국제세미나 참석 : 발표 및 토론

•해외 해운시장 분석기관 자료 활용(운임지수, 조선, 수요 및 공급, 선박거래 등)

•정책지원 활동
- 건
 화물선 및 컨테이너선 중장기 시황전망(4월 7일)
- 얼
 라이언스 개편 관련 보고(4월 25일)
- 국
 적선사 구조조정의 영향 및 대응방안 작성(5월 22일) - 해운물류국 요청
- K
 MI “한진해운 법정관리 대응 TF” 참여(8월 31일 부)

•해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이슈 및 변화요인 분석
•국내외 전문가 자문, 워크숍 및 세미나 활용

•사업성과물 공개와 정보제공이 핵심사업(시황세미나, 산학연정 포럼 개최 등)
•실시간 해운시장 동향정보 제공(주간지, 시황진단 및 속보)

정책적 기여

•해운시장 이슈분석과 연구(시황보고서, 발표자료 배포)

•세계 해운시장 변화요인, 미래 트렌드 변화 등에 동향 및 기초정보를 제공하여 정부의
해운정책 발굴 지원

일반사업

사업의 특징

수시연구사업

사업 추진방법

기본연구사업

•해운기업 시장대응력 제고를 위한 해운경기 예측
- 세
 계 해운시장 전망대회 개최, 분기별 해운경기 예측 및 이슈분석을 통해 국내 해운
기업의 시장대응력 제고

•연간 2회 해운시황 전망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 해운기업의 영업계획 수립을 위한 고품
질 시장 전망 제공

주요 사업결과

•해운경기 예측세미나 개최
- 상
 반기 해운시황 및 이슈 세미나 : 6월
- C
 EO 초청세미나 : 9월
- K
 MI 세계 해운전망 국제세미나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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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세계경제 거시적 변화요인과 이슈분석을 통해 세계경제 변화가 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전망하여 해운시장 분석ㆍ전망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보
•세계 해운시장의 트랜드 변화와 전망을 수행하는 국내 최고의 해운시장분석기관으로서
의 역할 수행
•세계 해운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운업의 다양한 이슈를 선점하고, 국내 해운산
업 혁신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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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BSI 조사ㆍ발표
- 조
 사목적 : 해운업 선행 경기지표로 활용(국내 해운기업 월간, 분기별 경영실적 및
영업실적 자료 활용)
- 조
 사대상 : 외항해운기업 14개사(한국선주협회 등록회원사)
- 시
 행시기 : 매달 마지막 주에 발표(패널조사 활용)

•국내 금융기관, 선사 및 단체, 정부,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해운
금융포럼을 개최하여 선박금융에 대한 정책 대안 발굴

수탁용역사업

•해운시황 리포트 발간(주간 해운시황포커스 발간 및 메일링 서비스)
- 해
 운시장 동향, 주요 이슈, 선종별 수급 및 운임변동 정보 제공

일반현황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운영
사업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사업책임자 : 현대송 부연구위원

2016년도 사업개요

내부연구자 : 김원희 전문연구원, 박영길 전문연구원, 박지영 전문연구원, 최지현 전문연구원, 김명우 연구원,
김주형 연구원, 박예나 연구원

사업목적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반 마련

•동북아역사재단, 해양조사원 주요 국내외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과의 연구 협력 네트
워크 구축

적 수단 강화

- 1
1차례의 연구 콜로키움을 통한 연구 네트워크 구축
- 해
 로연구회, 해양전략연구소, 대한국제법학회, 대한민국해양연맹 등 국내 학술 단체

•해양법 및 정책 연구를 통한 국가정책 기여

기본연구사업

- 영
 유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분쟁화 전략을 회피할 수 있는 법률

와의 학술회의

- 해
 양 관련 국제법원 판례의 분석, 국제동향 파악 등을 통한 국가정책 지원

- 버
 지니아 해양법연구소, ITLOS, 미해군대학 등 국외 해양법 관련 기관과의 학술회의

- 한
 ·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 만료에 대한 대비책 마련

정책적 기여

전에 기여

•한중 해양경계획정 대비 연구

공동연구를 통해 해양법 발전에 기여

•독도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반 강화

•「독도연구저널」 발간 및 독도 관련 우리나라 입장 홍보

•독도 및 해양영토 관련 우리나라의 해양 정책 능력 향상에 이바지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세미나 공동개최 등을 통한 연구능력 향상 및 연구역량 강화 네

•해양법 및 해양 정책 전문가 집단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 해양 권익 확보

트워크 수립

발판 마련
수탁용역사업

사업의 특징

기대효과

일반사업

•독도 정책 및 해양법 관련 연구 보고서 작성

•해양법 동향 파악 및 우리나라의 대응수단 대비
•남중국해 중재 판정이 미치는 영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수립 연구

- 유
 엔 해양법국(UNDOALOS),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및

사업 추진방법

수시연구사업

•해양법 관련 국제기구 및 학술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을 통해 국제해양법 발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한 역사적 국제법적 기반 연구
•우리나라 해양영토 정책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및 주변 국가의 해양 정책 변
화 동향 파악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주요 사업결과

•해양영토 동향 파악 연구 및 독도·해양영토 브리핑
•『독도연구저널』 발간 및 독도 관련 전문 지식 보급

106

2017 KMI 연차보고서

107

일반현황

수산분야 해외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사업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2016년도 사업개요

사업책임자 : 조정희
내부연구자 : 정
 명화, 문석란, 이동림, 김세인

사업목적

•본 사업은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포럼 사업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남태평양

•개발도상국 해양수산 역량 강화
행사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연안국 수산분야와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
- 논
 의된 경험과 의견을 발전시켜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이
를 통해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 추진방법

•동 사업은 아프리카(KORAFF), 남태평양(KOSOPFF), 중남미(KOLAFF) 등 주요 연안국
네트워크 구축(홈페이지 운영, MOU 체결 등)을 수행함
- 향
 후에는 공동연구 및 심포지엄 결과물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지역별ㆍ국가별 수산협
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이
 외에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각 포럼 사업의 전략적 교두보에 해양수산협력센터
를 신설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음

일시 및 장소

세계수산회의(World Fisheries Congress), KIOST 제주국제해양과학연
구·지원센터,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제주도 양식장 등
2016년 5월 18일(수) ~ 5월 26일(목), 제주도/부산

주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상

페루 UNAC 부총장 및 교수 등 총 6인

- 페
 루 UNAC(The National University of Callao)의 교수진을 초청해 우리나라 수산업
및 양식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연구기관 및 현장 시설 방문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한·페루 양국의 호혜적 관계 및 현지 연구기관과의 정보 공유체제 강화를

수시연구사업

을 포함한 3대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심포지엄 개최, 주요 현안 중심의 공동연구 추진,

주요방문지

“Borderless Fish Farm” 3rd 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

기본연구사업

을 대상으로 지역별 국제수산포럼을 운영하여 수산분야 산·관·학·연 등의 전문가 인적

주요 사업결과

위해서는 긴밀한 유대 관계를 구축함
•KOLAPFF 2016 페루 심포지엄

•동 사업은 국내 수산분야에서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포
럼 운영 사업임
- 우
 리나라 수산분야의 주요 협력 대상 지역인 아프리카, 남태평양 그리고 중남미의 주
요 연안국 수산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지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수
요를 기반으로 한 수산분야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함
- 또
 한 책임있는 조업, 항만국 조치 등 국제적 현안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확산시켜 지

행사명
주제

주최 및 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
- 중남미 주요 연안국(페루,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수탁용역사업

정책기여

Ways Forward to Fisheries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Latin America under the SDGs
2016년 7월 21일(목), 페루 리마, Delfines 호텔

참석 범위
•국제 심포지엄 개최 안내, 개최 결과 및 공동연구 내용을 해양수산부, 외교부, KOICA 등

KOLAFF 2016 Peru Symposium

일시 및 장소

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관련 거버넌스 및 어젠다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함

일반사업

사업의 특징

- 페루해양연구소(IMARPE), 남태평양협의체(CPPS), 중앙아메리카 수
산양식기구(OSPESCA), 칠레콘셉시온대학, 페루 Callao 국립대학

관련부처와 기관에 배포하여 향후 현실적인 수산협력 사업을 제안함에 있어 참고자료
로 활용을 확대함

- 동
 심포지엄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하에서의 한·중남미 수산협력 방안’이라는 주

기대효과

•주요 연안국의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 및 수원국의 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
서 우리나라의 수산리더십을 강화함
•기존 수원국에 대한 물자공여사업에서 수산 인프라 개선, 수산양식, 수산자원 관리 등 수
원국 니즈에 따른 중장기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전환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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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해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중남미 주요 국가의 전문가 및 국제
기구 담당자를 초청해 한·중남미 수산협력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필요성을 공감함
- KMI ‘한-중남미 해양수산협력센터’ 설립을 통해 중남미 지역 관련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를 본격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제기구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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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개최되어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의 수산업 발전 현황 및 양식업 사례를 소개

일반현황

수산분야 해외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사업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2016년도 사업개요

사업책임자 : 조정희
내부연구자 : 정
 명화, 문석란, 이동림, 김세인

주요 사업결과

•국제수산포럼 전문가 원탁회의
Experts’ Roundtable Meeting on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주제

Achievements and Challenges in Korea’s Fisheries Cooperation
and Next Steps to Implement the SDGs

일시 및 장소

2016년 10월 20일(목), 부산 BEXCO 제2 전시장

주최 및 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국내) 해양수산부, 외교부, KOICA,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원, 기타 수산분야 유관기관 등

수시연구사업

참석 범위

기본연구사업

행사명

- (국외) 아프리카·남태평양·중남미 연안국 수산분야 주요 관계자
- 주
 요 연안 지역별로 한국과의 수산분야 협력 현황을 검토하고, 추후 협력개선을 위
한 방향성 및 전략을 도출함
- 국
 내 및 아프리카, 남태평양, 중남미 지역의 수산분야 주요 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지

일반사업

역 간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보 공유체제를 공고화함
- 현재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수산포럼(KORAFF, KOSOPFF, KOLAFF)을 총괄하
는 전체 포럼인 “세계수산포럼(가칭)”의 개최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으며, 성공적으로
개최 시, 2년에 한 번씩 개최 예정임

수탁용역사업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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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북극해시대에 대비한 국가전략 수립 연구
사업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사업책임자 : 김종덕 연구위원

2016년도 사업개요

내부연구자 : 박광서 부연구위원, 박영길 전문연구원, 백인기 전문연구원, 박지영 전문연구원, 이하림 연구원,
신수환 연구원, 김지혜 연구원, 김주현 연구원, 이선량 연구원, 이정민 연구원, 이혜영 연구원, 김지영 연구원

사업목적

•연구개발적립금 사업으로 PAME 해운전문가 세미나 개최, 2012-2016년도 NPAC 총괄
정리 및 대외 홍보 및 간행물 발간
•NPAC 영문 프로시딩 발간 및 극지해 소식지 발간

•북극해 관련 선행연구 조사 및 자료 수집
•전문가 설문조사
•국내외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국제 컨퍼런스 및 국내 정책 포럼 개최

정책적 기여

•우리나라의 북극정책 수립과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 플랫폼을 구축

수시연구사업

•북극 네트워크 구축
- 북
 극이사회 정부대표 참가 및 발표, Arctic Frontiers,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주최 북극
고위급 회의 정부대표단, 한중일 북극고위급 회의, 북극이사회 20주년 기념세미나, 아
이슬란드 북극서클 정부대표단 참석 및 발표
- MOU 체결: 핀란드 북극센터(4.1), 노르웨이 북극대학(5.9)

기본연구사업

사업 추진방법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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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 아젠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종합 북극연구사업으로 성장

사업의 특징

•북태평양 북극해 컨퍼런스(NPAC) 및 북태평양 북극연구기관 협의회(NPARC), 북극해 정
책포럼 등을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북극해 이용 및 정책 지원

•NPAC을 통해 단기간에 글로벌 국제 북극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실현

•입체적인 글로벌 북극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환경 조성
•새로운 연구분야 개척을 통해 KMI 브랜드 가치 제고와 연구영역 확장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협력 역량의 확대 실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국제기구 등 총 30개 기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NPAC 개최
- E
 WC와 공동개최해 온 NPAC은 북극이사회 및 관련 국제사회에 아시아의 대표적인
북극관련 지식토론의 기회로 인식

•NPAC이 북태평양지역에서의 대표적인 북극관련 협의체로 성장 및 EWC와의 협력기반
을 통해 기 구축된 국제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북극해정책포럼과 북극협력주간 간 연계를 강화해 국내의 북극정책 추진과 성과를 평
가하고 향후 발전방안 마련
•향후 과학과의 융합연구, 북극 인력개발,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연구분야에 대한 KMI의
기능을 강화하고 태평양지역의 북극관련 정보거점으로서도 입지 확보

•한국, 중국, 일본 북극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참여로 22개 기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2016 NPARC 개최
- 한중일 고위급회의와 연계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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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국 20여 개 기관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북극해 정책포럼 개최
- 2016년 북극협력주간 창설의 모태가 되었으며, 개회식에 이어 포럼 개최
- 토론과 제안내용은 내년도 제2차 북극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계획

기대효과

수탁용역사업

주요 사업결과

일반사업

•북극이사회 등 핵심 정책의사결정기구 협력을 위한 기반 확보

•정례 국제컨퍼런스의 성공적 정착과 성과 확산을 통해 북극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지식허브로 성장 발판 마련

일반현황

동북아 항만물류 연구협력사업
사업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사업책임자 : 김근섭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주호 부연구위원, 김찬호 부연구위원, 김은수 전문연구원, 김은우 전문연구원, 박주동 전문연구원,		

2016년도 사업개요

최나영환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오영민 박사, 조홍연 박사, 김경옥 박사

사업의 필요성

•한·중·일 3국간 항만분야 협력의제 발굴, 협력방안 도출 및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 제17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개최 시 회의 지원과 함께 선제적인 정책 제안 필요
•3국간 공동의 협력 의제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국 국책연구기관
이 참여하여 공동연구(Working Group)를 진행

•한·중·일 3국의 항만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2000년 이후 18년간 지
속), 각국의 항만분야 정책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 개발과 실현 가능
- 항
 만정책 실현은 동북아 지역의 막힘없는 물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가능
•3국간 협의를 통해 도출되는 공동연구는 각 국가별 정부정책의 현안, 문제점 및 개선

기본연구사업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를 개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목적으로 추진
- 정
 부 정책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정책적 활용성이 높으며, 항만분야의 다양한 주제

•제17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과장급회의 및 항만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 지원

에 대해 상호 협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3국의 협력관계 구축과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이 가능

•공동연구과제(Working Group 1, 4)의 세부 검토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도출

사업내용

수시연구사업

사업목적

•제17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부속회의 개최 지원
- 제17차 동북아 항만과장급 회의, 항만국장회의, 워킹그룹 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일반사업

•워킹그룹(Working Group) 공동연구 협의 및 수행
- 컨테이너터미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하역능력 연구(1과제: 2016~2018년)
- 연안환경변화의 최근 동향과 대책 수립(4과제: 2014~2016년)

수탁용역사업

주요 사업결과

•워킹그룹 공동연구 과제 수행
- 한·중·일 3국 공동연구과제 “컨테이너터미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하역능력 연구”
중 1차년도 연구 수행
※ 한·중·일 항만개발계획 수립체계 분석 및 하역능력 산정방식 비교·제시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연안환경변화의 최근 동향과 대책 수립” 중 3차년도 연구 수행
•제17차 한·중·일 항만국장회의 개최 지원(2016.11.2.~4.)
- 항만국장회의 참석 및 워킹그룹 공동연구 성과 발표
- 항만심포지엄 주제 발표
※ 글로벌 여건변화에 대응한 항만정책, 4차 산업혁명과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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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미래물류기술고도화 연구사업
사업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2016년도 사업개요

사업책임자 : 최상희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언경 부연구위원, 전형모 전문연구원, 강무홍/정동훈 위촉전문연구원, 이상혁 위촉연구원

사업목적

•선진국 대비 낙후되어 있는 물류기술 수준 향상 및 물류기술 사업화 수준 향상 필요

•물류기술 행사 개최(13건)
로키움 1회

화 방안 마련 필요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콘텐츠 등록 및 관리

사업 추진방법

기본연구사업

- 국
 제 세미나 3회, 국내 세미나 4회, 운영위원진 워크숍 2회, 운영위원회 3회, 국내 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물류비의 절감을 위해 체계적인 물류기술 개발 추진 및 사업

- 콘
 텐츠 등록 293건, 메일링 서비스 33회 등

•1단계 미래물류기술연구사업(2011-2015)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내 물류기술 산업발전 및
고도화, 글로벌화를 위한 미래물류기술 국제공동연구, 미래물류기술 포럼 운영, 물류기술

사업의 특징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미래 물류기술 도출 및 물류기술 체계 수립을 통한 신규 R&D 과제 추진 및 기본 자료
제공

•국제 공동 물류기술 연구 추진 및 확대

•미래물류기술포럼 운영을 통한 국내외 물류기술 연구 거점 및 인력풀 확보·공유

•미래물류기술포럼(NeLT) 네트워크 확대 및 글로벌화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 서비스 제공

•글로벌 물류기술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세계적인 물류기술 연구기관과의 물류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이를 통한 공동연구를 위
일반사업

한 기반 조성

주요 사업결과

수시연구사업

정보서비스 운영 등을 추진

•연구보고서 발간(5권)
- 『첨단 신기술기반 공유물류기술 발굴 국제공동연구(I)』보고서
- 『첨단 신기술기반 신선물류기술 발굴 국제공동연구(I)』보고서
- 『신기술 등장에 따른 미래 물류기술 발굴 및 적용방안 연구(2016)』보고서

수탁용역사업

- 『글로벌 물류기술 동향』보고서
- 『글로벌 물류정책 동향』보고서
•미래물류기술포럼 사무국 운영
- 미
 래물류기술포럼 운영기획, 회원, 연구사업, 학술행사, 분과위원회 등의 관리를 위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한 사무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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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해양정책 연구사업
사업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사업책임자 : 김수엽

2016년도 사업개요

내부연구자 : 이호춘, 박한선, 반영길, 이혜진
외부연구자 : UNESCAP (Transportation Division, Li Yuwei Director)

사업목적

•지난 7년간 추진한 동아시아·태평양 국제협력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양경제, 연안

- E
 SCAP 역내 주요 10개국의 해양사고 특성을 고려한 해양사고 예방 및 권고 사항
발굴

- 2
 009년～2015년간 동아시아·태평양 역내 다자간 협력관계를 마련해 온 PEMSEA,

•영문보고서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ritime transport safety in the ESCAP

UN ESCAP 등과의 협력강화 필요

region」 작성 및 발간

기본연구사업

관리 등 분야에서 국제해상운송까지 아시아·태평양의 국제협력 강화 필요

•UNESCAP 공동연구 협력사업을 통하여 ESCAP 역내 해상운송 안전송 제고를 위한 국
가간 협력 방안 마련

정책적 기여

•ESCAP 역내 규정 미준수에 따른 대형 해양사고의 빈번한 발생에 대응하여 국가별 실효
성 있는 정책 대안 개발 가능

사업 추진방법

•ESCAP 역내 주요 국가들의 해상운송 안전성 저해 요인 분석을 통하여 국제 및 국내 항

•본 연구에서는 ESCAP 역내 국가들의 해상안전 정책 비교 분석을 위하여 관련국 전문

로별 차별화된 대응 정책 개발 가능

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워크숍과 지역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워크숍에서 발표된 자료

수시연구사업

- 역
 내 국가별 해상운송 안전 정책들의 비교를 통하여 국가간 협력 방안 제시

들을 보고서 작성에 활용함
•또한 ESCAP을 통해 해상안전 전문가의 전문 컨설팅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ESCAP 역내 국가들의 해양안전 사고 감소 및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
일반사업

보고서에 반영하였음

기대효과

•ESCAP 역내 국가들의 해양안전 사고 관련 국제적 협력 증진에 기여
•UNESCAP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사업의 특징

•본 연구는 국제기구인 UNESCAP과의 공동연구 형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공동연
구의 일환으로 매년 KMI와 UNESCAP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수탁용역사업

- 특
 히 2016년도에는 ESCAP 역내 8개국이 참여하는 “ESCAP 역내 해상운송 안전
성 제고를 위한 국가간 협력 관련 전문가 워크숍”(2016. 9. 2, 태국 방콕)을 개최 개최

주요 사업결과

•ESCAP 역내 해상운송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가간 협력 관련 전문가 워크숍(1차, 2차)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개최를 통하여 각국의 실태 파악 및 현안 발굴을 수행하였음
- 해
 양사고의 대부분의 개별 국가의 영해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각국 영해에서의 안전
관리는 각국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IMO 차원의 국제적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118

2017 KMI 연차보고서

119

일반현황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수산물 수출 확대
지원 사업
사업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2016년도 사업개요

사업책임자 : 정명생
내부연구자 : 임경희, 장홍석, 마창모, 정명화, 이상철, 안지은, 이상건, 김지연, 정현기, 홍혜수, 김미정, 이한정

사업목적

•FTA체결 확산 대응하여 한국산 수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 제
 5회 ISTF 한국 부산 수산물 수출포럼(주제 : Mega FTA 시대, 수산물 수출 활성
화 방안)

- 우
 리나라의 FTA 체결국 또는 대상국을 대상으로 한국산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산분야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4회)

FTA 대상국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함

- 1
 회차 KMI·상해해양대 공동 심포지엄(주제 : TPP 시대 한-중 수산물 유통 발전

- 수
 출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주요국·주요 품목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방향)

수출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개척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

- 2
 회차 KMI·상해해양대 공동 심포지엄(주제 : 한-중 수산물의 브랜드 및 품질·
- 3
 회차 KMI·동경해양대 공동 심포지엄(주제 : 한·일 어촌 및 수산무역 환경 변화)

•수산물 수출포럼(ISTF), 국제수산협력, 해외시장 조사·분석 사업 크게 3가지로 운영됨

- 4
 회차 KMI·절강해양대 공동 심포지엄(주제 : 한·중 수산자원관리 현황 공유와

- 수
 산물 수출포럼 사업 : 한국산 수산물 수출처 개척·확대를 위한 수출 관계자 네트

협력 방안)

워크 장 마련을 목적으로 국제 수산박람회와 연계하여 진행함
- 국
 제수산협력 사업 : 국가별 수출 현안을 중심으로 수출 및 수산분야 협력 활성화를

•수출업계 수출 정보 제공을 위한 조사·분석

위한 현안 발굴과 이에 대한 전문가 논의·대응 방안을 모색함

- 세
 계 수산물 시장 동향 분석, 뉴질랜드의 수산물 수출 활성화 사례 분석, 미국 수출

- 해
 외 조사·분석 사업 : 수출 시 필요한 현지 시장 동향에 대한 기초 정보 제공, 수출

•FTA 확대에 따른 전 세계 시장 개방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수출 시장

정책적 기여

일반사업

시장 동향 모니터링, 미국의 수산물 수출 활성화 사례

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

사업의 특징

•FTA 성과 확산 극대화를 위해 체결국에 대한 산·학·연 네트워킹을 강화함
•정부의 수산물 수출 증대·원활화를 위한 직·간접적 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

선점 및 확보 기회 마련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함

신규 시장 개척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

기대효과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수산물 수출포럼 개최(3회)

현지 관계자의 관심을 제고함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신시장 개척 및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도모함

수산물 교역 활성화)
- 제
 4회 ISTF 중국 상해 수산물 수출포럼(주제 : 한-중 교역 인프라 강화 및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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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제
 3회 ISTF 태국 방콕 수산물 수출포럼(주제 :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과 한-태국

•수산물 수출포럼과 현지 수산박람회 행사를 연계함으로써 한국산 수출 수산물에 대한

수탁용역사업

•해외시장 조사·분석 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정보 제공을 확대함

•글로벌 관심 시장의 최신 이슈·현안의 조사·분석으로 수출업계의 수출 전략 수립 및

주요 사업결과

수시연구사업

위생 강화 방안)

사업 추진방법

기본연구사업

있음

일반현황

통일대비 남북 해양수산 연구
사업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2016년도 사업개요

사업책임자 : 이성우
내부연구자 : 마창모, 박성준, 이상철, 김은우, 이건우, 윤인주, 고재성, 이하림, 김은미, 김민경

사업목적

•수산, 해양, 물류, 해운·항만, 해양수산 거버넌스 등 5대 분야에서 실질적인 통일 준

- U
 NESCAP과의 공동연구 협약을 통해 나진, 신의주 등 북한 주요 물류거점 연계, 중
러몽 내륙 물류체계 연계 방안의 기반 구축

-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향상에 기여하는 수산양식 협력 방안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 국제 세미나 개최를 통해 각 부문 및 지역 현

- 정부 통일준비 목표에 기반한 해양환경 분야 남북협력 방안

황

을 파악하고 네트워크 구축

- 통일대비 한반도 통합 물류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 방안

- 강
 원발전연구원/GTI와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16. 10, 속초)

- 작은 통일로부터 큰 통일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 인프라 남북협력 방안

- K
 MI-중국해양연구소(CIMA)와 해양정책 세미나 공동 개최(‘’16. 8. 칭다오)

- 북한 및 환동해 해양수산 행정 및 국제 거버넌스 체제의 개선 및 협력 방안

- 북
 서태평양 수산협력 포럼 개최(‘16. 11)
수시연구사업

•(자체 연구 및 보고서 발간) 정책과제연구, 기초자료 수집을 통한 보고서 발간

사업 추진방법

•6개년 연구사업(‘16년 연구사업은 3년차 사업)을 활용한 지속적 연구 추진

- 북
 서태평양 국제수산기구 설립 기초 연구 발간
- 북
 한 해양관광자원 백서 2016 발간

•수산, 해양, 물류, 해운·항만 및 사업진행을 위한 공통 사업으로 구성

- A
 nalysis of Logistics Costs in North Korea 발간

•자체 연구, FAO·UNESCAP 등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사업, 이를 위한 국내외 기

- 남
 북해양수산 70년(연표집) 발간(* 해양수산 분야 최초의 독립된 연표집)

관과의 공동 연구 및 자문회의, 워크숍, 공동 세미나, 정책협의회 추진

•남북 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한반도 넘어 동북아, 북방경제권과의 연계를 중시하며

정책적 기여

일반사업

- 북
 한 해양경제특구 개발 방향 발간

-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확보

사업의 특징

기본연구사업

비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남북협력 방안 제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부문별 실현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추진 기반 마련
- F
 AO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남북 관계 악화에 따른 단절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이를 위한 공동협력 사업에 초점

해양수산 통일대비 노력에 활용 가능한 정책 자료를 생산

- 중
 국 일대일로 구상에 따른 중러몽 경제회랑 개발계획 및 러시아 동진정책 등으로 인

에 대한 대응력 제고가 가능한 정책 자료 제공 및 정보 제공

•백서, 남북해양수산연표 작성 등을 통해 통일대비 남북 해양수산 협력 정책개발의

•연표 및 백서 발간을 통해 장기적 관점의 연구 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정책 수립기초자

기초자료를 축적

수탁용역사업

•중, 러, 일 등 주변국 전문가 참가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변화

한 대외 여건을 면밀 분석, 각 부문의 남북협력 방안 개발에 반영

료를 관계 기관에 제공
•(국제협력) FAO 등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기반 마련
- F
 AO와 협의를 통해 해수부/통일부/FAO/KMI 4자 협력 MOU를 체결하고 FAO를 통
한 북한 수산양식 시설 현지조사 추진의 기반을 마련

기대효과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주요 사업결과

•일관성 있는 남북 해양수산 협력기반 구축
•한반도 이해 당사국간 한반도 통일/통합을 위한 국제협력의 근거 제공
•기초자료 제공을 통해 향후 체계적인 해양수산 연구 및 정책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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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KMI 해양아카데미 운영
사업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2016년도 사업개요

사업책임자 : 최성애 선임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슬기, 이승진

사업목적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양교육을 통해 전 국민의 해양의식 고취

주요 사업결과

•자유학기 연계 중학생용 해양교육 교재 「해양과 진로」발간
기본연구사업

- 전
 문가 및 일선 교사들의 참여를 통한 해양교육 교재 개발, 초·중·고 교원 대상 해양
교육 직무연수 실시, 해양 홍보단 활성화를 통한 해양의식 전파 등 21세기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선진 해양교육 수행
•국내외 급변하는 해양수산 정책 및 교육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해양교육 교재개발 및 사업개발 추진

수시연구사업

- 미
 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중학생 대상으로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도입·추진
에 맞추어 자유학기제에 활용할 해양교육 교재 ‘해양과 진로’개발을 통해 학교 해양
교육의 확산

사업 추진방법

•기타 해양교육 직무연수 2회, 자유학기 직무연수 1회, 울릉도·독도 체험연수, 1회, 해양홍
•자유학기 담당 중학교 교사에 의한 교재 개발

보단 세미나 2회, 해양홍보단 활성화 시범사업 3회 실시

•전문가 자문 및 자유학기 직무연수(시범)을 통한 의견 수렴

사업의 특징

•국가의 교육 정책 방향을 반영한 사업 운영을 통해 국가 해양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해
양교육의 기초를 다지고 국가적 차원의 해양교육 활성화에 기여

•학교 현장에서 해양교육과의 접목 및 진로에 초점을 둔 해양교육 교재 개발

일반사업

정책적 기여
- 중
 학교 자유학기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18차시의 교안, 학생워크북, 관련 ppt자료
가 한 세트인 ‘해양과 진로’를 개발하고, 동 해양교육 교재는 사진, 삽화, 만화 등 다양
- 중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자유학기 수업시간에 ‘해양과 진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

기대효과

•해양교육 활성화의 인적 기반이 될 교원들의 해양의식을 고취하고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
수탁용역사업

한 자료를 사용해 내용의 이해도를 높임

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양교육의 확대재생산 기반 조성

해 교사연수를 실시함
•해양레포츠 활동 및 지역 해양문화체험을 포함한 해양교육 직무연수 운영
- 해
 양안전, 해양건축 강의를 비롯하여 서핑, 요트 체험, 문화체험 등 신규 프로그램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도입
•해양홍보단 활성화 시범사업 확대
- 해
 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해양체험 시설 활용 교육, 해양레포츠 체험,
학부모 특강, 해양진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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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해양부문)
사업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2016년도 사업개요

사업책임자 : 이성우
내부연구자 : 송주미, 박성준, 이하림, 김주혜

사업목적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러시아와의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한 지속적

주요 사업결과

- ‘16. 6. 7~9.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했으며, (한)안세영 경인사연 이사장 외 7명,

- 유
 라시아 대륙의 관문 극동러시아에 대한 우리나라 진출 산업 현황, 기업 수요 등을

(러)고르차코프 연해주의회 의장 외 13명 참가

반영하고 러시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연구기관 협력을 통해 러 극동진출 여건 개선

•(국제 행사2) 유라시아지식네트워크 정책토론회(제6차 극동포럼) *대규모 포럼

•중앙아시아 및 유라시아 내륙지역 물류협력 마련 및 기업진출 지원

- 일
 시 및 장소: ‘16. 6.8. 블라디보스토크

- 유
 라시아 지역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역내 교역 활성 및 경제협력 증

- 참
 석자: 한러 정관계, 연구기관, 학계, 경제인 및 기업 관계자 등 250 여명

진을 확대하여 유라시아 대륙에서 막힘없는 물류 실현

- 주
 요 내용: 러 선도개발구 및 자유항 투자진출 방안, 의료·수산·물류·통관 협력, 에

•(지식공유 워크숍) 국토연구원 등 유관 연구기관과 지식공유 프로그램 수행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국제 세미나 및 한러 대화의 장을 활용

- ‘16. 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국토연구원 공동으로 한국 경제정책, 해운·물류·항만

•한국 정부, 기업, 연구기관 및 러 중앙정부, 현지 지방정부, 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수시연구사업

너지협력 등 분야별 실질적 사업 방안 도출

사업 추진방법

기본연구사업

인 한러 교류기반 강화

•(국제 행사1) 한러 다이얼로그 * 오피니언 리더 및 고위층 중심 전략대화

정책 등 한국의 경제 정책 등을 홍보(부산신항,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현장견학 포함)

및 협력의 장을 제공

•(보고서 발간) 『우크라이나 물류시장 협력방안 연구』등

•이를 통한 물류 기업의 실질적인 협력과제 발굴 및 러 극동 지역 진출 기반 마련

•(러극동 동향리포트 발간) ‘16. 12월 기준 27호 발간
문가 기고, 극동러 화물 및 여객 관련 통계정보 등으로 구성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러 극동 정책과의 연계 체제 구축

일반사업

- 물
 류, 현지기업, 극동러 개발, 북극항로 개발 등을 주제로 이슈페이퍼, 단신, 현지 전

•현지 출장조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 현지 시장현황 및 주요 정책동향 정보축적 및

•극동러 동향 리포트(월2회) 발간을 통해 최신 정보 수집, 정부·기업 등에 제공하고, 내부
적으로는 데이터 베이스화

정책적 기여

•한러 다이얼로그 개최 등을 통해 러 극동 관련 고급 정보 및 한러 협력사업의 의사 결

사업의 특징

•정책토론회(극동포럼)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농수산 분야는 실질적인투자를 위

•(국제 행사) 한러 다이얼로그 및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 정책 토론회(극동포럼)

한 협의 차원으로 발전)

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및 한러간 유대 강화

•동향리포트를 통한 최신 시장현황, 투자동향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진출 지원

•(공동연구) KMI-네벨스코이해양대간 한러 공동연구센터 운영(‘15. 6월 양자 MOU 근거)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관련 정보수집 및 전파) 극동러시아 리포트 발간을 통한 최신 동향 업데이트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현지 출장조사 등) 러 극동 시장현황 파악 및 연구과제, 사업발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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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용역사업

정 지원

기대효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및 극동러 진출 활성화에 기여
•양국 기업·전문가간 지식 교류, 정보 교환을 통해 한러 양자협력의 저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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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강진만 해역 환경보전관리계획 조사용역
(강진만(도암만) 해역 환경 변화 조사용역)

연구수행 기간 : 2015. 8. 27. ~ 2016. 5. 11. (10개월)
연구책임자 : 장원근 부연구위원

2016년도 사업개요

중 사회경제 및 이용개발 현황조사

내부연구자 : 이윤정 전문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강진만(도암만)은 수로 형태의 정체성 해역으로 하계에는 내만의 수질 악화가 우려되어

•탐진댐 건설 등 육상 이용에 따른 강진만 해역의 해양환경의 환경변화 양상을 고려한 지
역 양식업의 발전 및 환경 보전 전략 수립에 기여

기본연구사업

해역 환경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 완도·도암만 환경보전해역 관리계획(2014-2018)”에서 계획한 강진만(도암만)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의 이행 필요

연구목적

•강진만 일원 기후변화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를 조사하여 어족자원
수시연구사업

보호 등의 정책참고자료로 활용

연구내용

•강진만(도암만)의 사회경제 및 이용개발 현황
•강진만(도암만) 오염부하 배출현황 조사
•강진만(도암만) 하천 환경 조사

일반사업

•강진만(도암만)의 해양환경 조사

주요 연구결과

•2015년-2016년 조사결과 강진만의 해양환경은 우리나라 남해 내만환경과 유사한 것
으로 분석
수탁용역사업

•투명도, 질소계 영양염 영향으로 해양수질(WQI)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이 다소 악화
•식물플랑크톤은 규조류가 우점하며, 사내호 인근은 담수 일시방류로 인해 남조류가 일시
우점하며, 동물플랑크톤은 절지동물인 요각류가 전체 종수의 45% 이상을 차지
•강진만 10개 하천의 과거 15년 간 오염부하량 비교결과 2015년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축산계 오염원의 기여도가 높으나 전체 오염부하량은 타 연안에 비해 높지 않음
•강진군 해안선은 81.59km이며 어가 비중이 전체의 10.3%이고 패류 양식이 발달하여 해
상 이용이 활발한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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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한국형 쇼룸 Biz 모델 적용 가능성 제안
연구수행 기간 : 2014. 12. 31. ~ 2016. 1. 29. (13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이성우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송주미 부연구위원, 민경창/이홍원/김주혜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한국형 쇼룸 Biz 모델의 우리나라 경제특구지역에 적용이 가능한지 법제도 검토 필요

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한국형 쇼룸 Biz 모델의 국내 적용을 통한 새로운 고용 및 서비스 산업 발전방향 제시
필요
•한국형 쇼룸 Biz 모델 적용 최적지로 인천송도경제특구를 제안하였으며 이는 공항과 항
만이라는 연계성 부분과 경제특구라는 제도적인 부분의 강점 때문임

•한국형 쇼룸 Biz 모델의 우리나라 적용을 위한 인천경제특구 적용 모범사례 마련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한국형 쇼룸 Biz 모델의 적용시 경제적 파급효과, 타 산업과의 연계성 및 적용시 로드
맵 마련

•쇼룸 Biz 모델의 개념

일반사업

연구내용

기본연구사업

•한편 쇼룸 Biz 모델의 우리나라 경제 파급효과 및 물류산업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가능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세계 쇼룸 Biz 모델 적용사례
•인천경제특구 적용가능 쇼룸 Biz 모델 제안
•인천경제특구 쇼룸 Biz 적용시 파급효과 분석

주요 연구결과

수탁용역사업

•쇼룸 Biz 모델 구상 및 추진방안

•한국형 쇼룸 Biz 모델 적합지역으로 인천송도경제특구 지역 제안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직접적 파급효과로 연간 관광객 12만 명, 경제효과 46.2억 달러, 4만 명 일자리 창출
•직접적 경제효과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고용, 물동량 창출, 외화 획득 등이며, 간
접적으로는 물류업, 숙박업, 관광업, 금융업, 제조업에 긍정적 영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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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조선해양기자재 공동물류지원
컨설팅사업 용역

연구수행 기간 : 2015. 10. 15. ~ 2016. 9. 19. (11개월)
연구책임자 : 이성우 연구위원
2016년도 사업개요

내부연구자 : 송주미 부연구위원, 이건우 전문연구원, 손보라/이홍원/김주혜 연구원
외부연구자(물류혁명코리아) : 윤장석 대표, 이보영 선임연구원, 최유미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울산지역 조선기자재 산업의 활성화 및 관련 물류분야 최적화를 위한 공동물류지원센

•지역 물류산업의 연계성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기/교통 환경 개선 필요

•울산지역 조선기자재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거래관행 제고 및 영세 기자재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

기본연구사업

터 설립 필요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체계적인 기자재 수급실태 및 SCM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 필요
•중장기적으로 공동물류센터가 필요하나 현재는 밀크런 방식의 운영체계 개선이 타당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울산지역 조선기자재 물류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강구
•울산지역 조선기자재 공동물류센터 타당성 조사

•울산 경제현황

일반사업

연구내용

•국내외 조선기자재 현황
•울산지역 조선기자재 현황 및 실태조사
•울산지역 조선기자재 물류체계 최적화 방안 검토

주요 연구결과

수탁용역사업

•울산지역 조선기자재 공동물류센터 타당성 조사

•울산지역 조선기자재 물류체계화 방안 제안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울산지역 조선기자재 3개 입지대안을 제시

134

2017 KMI 연차보고서

135

일반현황

인도네시아 비퉁 특별경제구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중 수요조사 및 파급효과 분석
연구수행 기간 : 2015. 4. 1. ~ 2016. 1. 10. (9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이성우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송주미 부연구위원, 이건우/신수용 전문연구원, 고재성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2013년 한-인니 간 「인도네시아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투자유치와

•대상국(인니)으로부터 기술협조 요청에 따라 2014년 기지정된 비퉁 SEZ의 현실적인 마

•향후 특별경제구역으로서 비퉁 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을 대비하여 한국의 경제자
유구역 개발경험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후속 수익사업 참
여 기회 확보 기대

스터플랜 수립 필요성 대두

연구목적

•개발도상국 인프라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인도네시아 비퉁 특
수시연구사업

별경제구역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목적

연구내용

기본연구사업

기술이전 등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및 기술을 대상국으로 전수하기로 합의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SEZ 용도별 수요추정 및 유치업종 검토
•비퉁항 운영현황(물동량, 확장계획) 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지역특성에 기반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일반사업

•SEZ 장기적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도입기능 및 시설 선정
•SEZ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주요 연구결과

•중장기적 수요 분석(물류수요, 수산업, 코코넛, 제약 수요예측)
수탁용역사업

•유치업종 및 규모 설정
•중장기적 수요 분석
•Value chain 확장 업종 리스트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수요종합 및 유치업종 선정
•글로벌업체 유치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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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2016년도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운영
연구수행 기간 : 2016. 3. 3. ~ 2016. 12. 30. (10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송주미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김은우/신수용 전문연구원, 김세원/손보라/김주혜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국제물류 정보 수집·분석 및 정책수립 지원

•해운·물류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GLN) 확대, 글로벌 대표 기업

- 해
 외 물류시장·물류기업 등의 동향 정보 수집·분석 및 이와 관련된 통계 정보 등
의 생산·분석

•국가차원의 전략 수립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투자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센
터 설치 및 운영 필요

주요 연구결과
연구목적

•해외사업 투자설명회를 통해 국외 유망사업 정보 제공
•매주 약 3,200명의 해운물류 관계자들에게 글로벌 물류시장 주요 이슈정보 제공

•물류기업 해외진출 일괄지원, 해외 신규시장 진출기반 마련 및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GLN 동향분석 리포트를 통해 관심 국가에 대한 물류사업 여건, 진출방안 등 분석보고
서 제공
•기업들의 해외진출 현안 해결을 위한 해운·물류 협의회·포럼 개최

연구내용

수시연구사업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지원 협력 플랫폼 구축·운영

국제물류 정책 수립 지원 등

기본연구사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 추진 필요

•해외진출 지원 협력 플랫폼 및 협조체계 구축·운영
- 해외진출 지원 협력 플랫폼 구성 운영

•물류기업 해외진출 일괄지원
- 해외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조사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국제물류 정보 수집·분석 및 정책수립 지원
일반사업

- 정보교류 협조체계 구축 및 협업 추진

•해외 물류시장 신규사업 발굴 및 분석정보 제공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의사결정 지원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화 지원

- 해외 진출 후 현지 안착 지원
수탁용역사업

- 국고보조사업 지원 관리 등
•해외 신규시장 진출기반 마련
- UN조달시장 기업 진출 설명회 개최
- 한·중 콜드체인협회 및 물류기업 간 공동 비즈니스 포럼 개최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등
- 물류기업 포럼 운영(연 1회)
- 국제물류위클리 발간(매주)
- 해외시장 정보 DB구축 및 활용 확대

138

2017 KMI 연차보고서

139

일반현황

유라시아 - 북극항로 연계성
국제세미나 개최
연구수행 기간 : 2016. 5. 16. ~ 2016. 7. 15. (2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송주미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성우 연구위원, 김은미/이하림/김민경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선언(‘13.10.)에 따라,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자 북극해와 인접한 러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한 러시아측 인식 확인 및 협력방안 강구 가능
기본연구사업

시아와의 교류 확대 및 경제 협력의 중요성 증대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2015년에 철도노선을 따라 “유라시아 친선특급”을 개최하였고, 2016년에는 북극해항
로의 러시아 관문인 무르만스크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외교부에서 추진하는 유라시
아-북극항로 연계성 행사 추진계획 중)북극해 항로에 대한 한·러간 협력방안 논의 필요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정부부처, 연구계, 국회 및 언론 등의 참여를 통한 북극항로 관련 실현가능성 점검 및
한·러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내용

•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및 인사섭외
일반사업

•세미나 개최(세미나 발표 내용)
- 북극 개발과 한·러 협력방안
- 북방물류시장에서의 국제물류전략
- 주요 러시아 탄화수소 프로젝트의 쇄빙 지원
- 북극해 항행 조직과 사례

주요 연구결과

수탁용역사업

•사후관리

•양국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 북극해 항로 활성화 등의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과학 탐사 및 생태계 영향 등과 관련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한 분야에서도 협력이 필요함을 상호 인식
•러시아에서도 북극해 항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을 확인
•향후 양국간 협력에 대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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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및 실태조사

연구수행 기간 : 2016. 2. 19. ~ 2016. 12. 14. (10개월)
연구책임자 : 마창모 부연구위원
2016년도 사업개요

내부연구자 : 류정곤 연구감리위원, 홍현표 연구감리위원, 이윤숙 전문연구원, 이상철 전문연구원, 윤미경 연구원, 		
김미정 사무원, 안예린 사무원

연구의 필요성

•내수면 어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수면 어업 전반의 발전에

- 주
 요 관광국가들은 주요 수계와 자연 경관, 지역 문화를 연계한 수계 중심의 내수면
관광루트를 구축하여 ‘관광 브랜드화’ 성공
- 주
 요 국가들은 내수면 어업관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포함되는

•내수면 어업의 실태조사 근거규정 마련 및 벌금 상향조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담조직 운영

•내수면어업법 제5조(기본계획 수립) 1항에 따라 5년마다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

기본연구사업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 규정은 없어 법률개정 필요

•제4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안 마련

립, 4항에 따라 실태조사 실시

- 계
 획안의 기본방향은 수산정책의 외연확장, 6차 산업화 추진, 내수면어업 고유역할
극대화, 생태 및 농수융합형 양식 장려, 소비확대, 한중 FTA 대응, 불법어업 해결, 내
•내수면어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안을 작성

수면 거버넌스 구축 등임
- ‘풍요로운 내수면, 잘사는 육지어부, 건강한 산천밥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하위 3대

•산업환경 기초조사로써 내수면어업 실태조사를 실시

추진전략, 40대 추진과제를 수립함

•향후 5년간의 내수면어업의 정책적 관리 기준을 제시

- ‘내수면어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내수면 양식업 활성화 기반 마련, 내수면 양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식업 첨단기술 융합 추진, 내수면 수산물 식품안전관리 강화, 내수면 수산물 유통체

연구내용

계 개선, 내수면 양식업의 과학화 등의 추진과제를 설정함

•내수면어업의 환경분석

- ‘내수면 6차 산업화’를 위해 내수면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지원, 내수면 지역소비 활
성화, 수계 중심의 내수면 관광 활성화, 내수면 귀어·귀촌 활성화 등의 추진과제를
설정함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 및 반성

- ‘통합적 수계 관리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내수면 생태계 관리, 내수
•SWOT 분석 및 기본 방향

면 불법어업 근절, 어도 개보수 및 관리, 생태계 복원사업 확대, 내수면 육성 거버넌

•비전 및 추진전략(3대 정책목표, 3대 추진전략, 40대 추진과제)

스 구축 및 법제도 정비 등의 추진과제를 설정함

•추진일정 및 예산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2017~2021 5개년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연차별 일정
과 세부과제별 연차별 소요 예산을 산정하여 정책 추진의 방향을 제시함
•내수면어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운영 중인 내수면 어가 실태 및 생산, 판매, 경영

주요 연구결과

•국내외 내수면어업의 현황 및 동향을 살펴봄
히 미흡하고, 비제도권 시장에 유통되고 있음
- 내
 수면어업은 개도국(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
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 성장 중
- 세
 계적으로 내수면 수산물인 틸라피아, 뱀장어, 연어 등의 품종에 순환여과식 양식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기반 자료를 제공함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립된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안에 따라 내수면 어
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산업화 기반 마련, 내수면 어업의 6차 산업화로 지역 생산소비-가공-관광 연계, 내수면 어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적 수계 관리와 거버넌
스 구축 등이 필요함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발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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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국
 내 내수면 어업은 4대 양식품종 중심으로 발전 중이나 종자산업 기반 구축이 여전

수탁용역사업

•추진 전략별 주요 과제

일반사업

•내수면어업의 글로벌 동향

일반현황

수산업 ICT 융복합 추진전략 수립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12. 30. ~ 2016. 11. 24. (12개월)
연구책임자 : 마창모 부연구위원

2016년도 사업개요

내부연구자 : 마창모 부연구위원, 류정곤 선임연구위원, 이상철 전문연구원, 이지은 연구원, 윤미경 위촉연구원
외부연구자 : (호서대학교) 임태호, 조용갑, 고학림, 박주삼 (한국전자정보통신진흥원) 최윤희, 정미숙, 유원경

연구의 필요성

•수산업의 생산성 저하 등으로 ICT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지만 산업

•ICT 융복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다양한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도적인 사
업 발굴 및 추진 필요

연구목적

•국내외 1차 산업의 ICT 기술융복합 사례 및 환경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구
성함
•수산업 기술과 ICT 기술 간의 융복합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를 발굴하고 5개년 추
진 계획을 수립하여 1차 산업 기술융복합 방향을 제시함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전반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ICT
수시연구사업

융복합 기반 구축
•수산업 ICT 융복합 중장기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수립

연구내용

기본연구사업

규모가 작고 관심도가 낮아 ICT 활용사례 저조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글로벌 환경변화 및 기술융합 동향 분석
•시나리오 분석 및 SWOT 분석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실태 진단
일반사업

•수산업 ICT 융복합 정책 추진 방향 설정
•8대 전략 28대 추진과제 수립 및 추진일정 마련

주요 연구결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ICT 융합을 통한 제조
수탁용역사업

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분석, 자동제어 기술 등을 활용한 농업기술융합사례가 나타나
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수산업 기술 접목 사례가 조사됨
•수산 ICT 융복합 R&D를 (1단계)기초·원천기술 개발, (2단계)응용기술 개발, (3단계)실용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화·산업화 기술 개발 등 단계별로 추진하고 수산업계 현장보급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이 필요
•생산 효율성 제고, 자원 및 안전 관리, 유통가공 효율화, 수산물 소비 활성화, 귀어귀촌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법제도 개선, 생태계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과제를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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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른 제도
및 기준 마련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9. 18. ~ 2016. 8. 14. (12개월)
연구책임자 : 마창모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마창모 부연구위원, 류정곤 선임연구위원, 이윤숙 전문연구원, 이상철 전문연구원, 안지은 연구원, 		

2016년도 사업개요

윤미경 위촉연구원
외부연구자 :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실장, 장민선 부연구위원, 이유봉 부연구위원, 김수홍 부연구위원, 김현수 교수

연구의 필요성

•국내종자산업의 발전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

- 경영체 현장 클리닉 확대
기본연구사업

- 수산종자 생산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 수출전략 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육성

연구목적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지원을 구체화

-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

할 필요성이 있음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사항들을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의 제정을 통해 마련

•국내외 수산종자산업 현황 분석
•신규 도입제도에 대한 기준 마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하위법령 제정

•‘수산종자산업법(’15.6)’의 하위법령 위임내용 총 21개 조항에 대한 각각의 하위법령을
마련함
- 수
 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45호, 2016.6.21., 제정) 제정을 통해 정
책 지원의 법적 근거 확보

수시연구사업

연구내용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 수
 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92호, 2016.6.23., 제정) 제정을 통
한 수산종자산업 육성의 제도적 지원 근거 확보 및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수산종자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
•수산종자산업 육성 기반 강화
- 종
 자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기술 및 경영 진단 지도 실시, 종자 생산시설 현대
화 지원,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 조성, 수산종자산업협

일반사업

•2015년 수산종자산업 표본 조사

회 설립 등 각종 산업화 지원 정책 근거를 제공하여 정책 추진 지원

주요 연구결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하위법령 제정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45호, 2016.6.21., 제정]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해양수산부 고시 및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 종
 자산업 실태 파일럿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종자산업 실태 조사 기준을
수탁용역사업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92호, 2016.6.23., 제정]

•수산종자산업 실태 조사 기반 강화
도출하여 산업에 대한 정책판단 고도화 지원

•수산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수산종자 인력양성기관 설립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수산종자산업·기술 진흥 지원 체계 구축
- 수산종자수급 관측기능 강화
- 생산·저장시설 현대화 지원
- 고품질 종자공급 시스템 구축
- 수산종자관리제도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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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항만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연구수행 기간 : 2016. 2. 1. ~ 2016. 11. 30. (10개월)
연구책임자 : 김범중 연구위원

2016년도 사업개요

내부연구자 : 김형태 선임연구위원, 하태영 부연구위원, 안영균 연구원, 이수영 연구원, 이경한 연구원, 한재영 사무원
외부연구자 : 김재운 회계사

연구의 필요성

•사용료 검토

•인천북항 일반부두(3선석) 민간투자사업 등 3개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여건 부담 증가

톤~9,338원/톤(2016년 기준)

원에서의 사업재구조화 조건 등을 조사·분석 필요

-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민자사업 : 54,525원/TEU, 6,250원/톤(2014년 기준)
- 포항영일만신항 민자사업 : 46,607원/TEU(2016년 기준)

연구목적

•항만 민간투자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재구조화 방안 모색

•운영경비 검토

대한 서비스 강화가 가능한 사업구조 방안 도출

수시연구사업

- 각 사업시행자의 최근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실적기준 제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투자사업의 경쟁력 제고, 항만시설의 효율적 활용, 항만이용자에

•정부운영 임대료 및 유지보수비 검토
- 정부운영 시 임대료는 개정 적용되는 TOC임대료 수준을 적용

연구내용

기본연구사업

- 인
 천북항 일반부두 민자사업 : 품목(목재, 철재, 기타 광석 등 6개)에 따라 5,638원/

•운영사업 구조의 변경의 검토를 통하여 사업운영 가능성을 가늠하고 공익적·경영적 차

- 유
 지보수비의 경우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당초 당해 사업의 총 공사비의 1% 내외

•대상사업 현황(기본시설, 운영실적) 및 문제점 조사

를 제시

•대상사업 물동량 재추정
•재구조화 방안 검토
- 각
 각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유지, 재구조화 시 정부부담액 등을 산정하여 재
구조화가 가능한 방안을 도출

•대상사업 안정화를 위한 재구조화 방안

일반사업

•대상사업 운영조건(사용료, 운영경비, 임대료, 유지보수비) 검토

•대상사업 운영방식에 따른 파급효과(정성효과)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인천북항 일반부두(3선석) 민간투자사업,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민간투자사업, 포항
영일만신항 민간투자사업 검토
•물동량 재추정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민간투자사업은 평택·당진항 개발여건, 사업시행자의 사업여
건, 항만기능재정립 등 시기를 고려하여 재구조화 추진 필요
- 크
 루즈산업 및 연관산업 활성화 : 전문인력 양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해양·농수
산·조선·교육산업 연계, 항만용역 공급업 확충, 크루즈산업 지원체계 구축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인천북항 민자사업 : 비컨테이너, 최대 2,234천 톤(2030년) 처리 추정

재구조화 추진, 관계부처 추가 검토 및 협의 진행

- 평
 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민자사업 : 203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39년 기준 컨테이너 최대 264천 TEU, 비컨테이너 1,485천 톤
- 포항영일만신항 민자사업 : 2050년까지 컨테이너 355천 TEU/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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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인천북항 일반부두(3선석) 민간투자사업 및 포항영일만신항 민간투자사업은 재협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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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 접목을 통해 양식산업의 미래산업화 필요

주요 연구결과

•국내외 스마트 양식장 관련 세부 요소기술별 기술개발 동향 및 특허 분석
•스마트 양식장 통합관리시스템 주요 핵심기술의 기술 지도를 제시하여 기술 개발 로드
맵의 구성

•우리 양식산업이 직면한 저생산성 문제 및 고용 문제 해결 필요

•각 분야별 전략기술을 응용 기술군으로 대분류하고 빅데이터 정보 추출 기술 개발 및 실

•우리 양식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양식규범 대응 필요

증 단지 조성을 위한 연차별 투자 계획을 수립

•선진국형 양식산업 이행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필요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체계를 제시하여 솔루션 개발과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모형을
수시연구사업

제시

연구목적

•양식 시스템의 종합솔루션을 구현한 기술은 세계적으로 없어 선점
•산업적 필요를 충족시실 수 있는 수단으로 스마트 양식장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도
입 타당성을 연구

기본연구사업

•글로벌 양식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민간자본의 투자 유도 필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의 필요성

일반현황

스마트 양식장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기획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10. 5. ~ 2016. 4. 4. (6개월)
연구책임자 : 마창모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마창모 부연구위원, 류정곤 선임연구위원, 정명생 선임연구위원, 이윤숙 전문연구원, 이상철 전문연구원,		
안지은 연구원, 윤미경 위촉연구원
외부연구자 : (국립수산과학원) 황형규, 명정인, 이정용, 조재권, 민병화, 이진환, 양성진, 로승욱, 김지은 (부경대학교) 강주찬,
배승철, 김도형, 김남은 (부산대학교) 최재원, 최준영, 강동중, 박명관, 박상후, 박성훈, 유창호, 민수홍, 		
전진우 (호서대학교) 임태호, 조용갑, 임동혁, 김준호 (한국전자정보통신진흥원) 최윤희, 정미숙, 		
황은정 (SK 텔레콤) 손지현, 김덕호, 고가람 (더포커스) 전희연 (빌리언21) 조보현, 이현정 (㈜에체) 정창훈, 		
박두열, 황철원, 박진우, 박정현, 박초롱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스마트 양식장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기초 및 응용 기술에 대한 세부 기술별 개
발 지도를 제시하고 이를 융합 기술로 재정의하여 기존 자동화 양식장과 차별화
•주요 기술분야별 RFP를 작성함으로써 R&D 사업 추진 시 연구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마
련함

•스마트 양식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전략 마련
•스마트 양식장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요소기술별 중장기적 R&D 로드맵을 작성하
•스마트 양식장 통합관리시스템 및 요소기술의 특허조사, 기술확산 및 산업화 협업 플랫

일반사업

연구내용

여 국내 양식 R&D 방향 제시

폼 구축 방안 마련
•스마트 양식 기반조성 사업단(가칭) 구성 계획을 제시
•스마트 양식장 통합관리시스템 적용을 위한 질병 및 사료의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수탁용역사업

•스마트 양식장 통합관리시스템 구동을 위한 ICT 기술 로드맵 작성
•스마트 양식장 통합관리시스템 적용을 위한 수질 및 에너지관리기술 로드맵 작성
•스마트 양식장 통합관리시스템 구동을 위한 제어시스템, 자동화 기술 로드맵 작성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스마트 양식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융합분야별 통합 RFP와 마스터플랜 작성
및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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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양식산업 융합을 위한 기술 수요조사분석
및 융합기술투자포럼 운영

연구수행 기간 : 2016. 6. 7. ~ 2016. 12. 3. (6개월)
연구책임자 : 마창모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류정곤 선임연구위원, 정명생 선임연구위원, 이상철 전문연구원, 이지은 연구원, 윤미경 연구원, 김미정 사무원
박연현

연구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양식산업은 미래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첨단

•국내외적으로 양식산업과 관련 기술 산업군 간 융합으로 생산성 및 안정성이 향상된 사
례가 있음

•국내 양식산업은 1차 산업으로서의 인식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별 어가들은 여

•양식어가, 양식기자재기업, 양식융합기술기업 등에 대한 온라인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전히 경험에 의존한 양식업 이행으로 글로벌 경쟁력 상실

양식융합기술 및 정책 수요조사를 통해 24개 사업을 발굴하고 융합가능 기술을 분석함

•국내 양식어업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의 인식 개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융합기술

•양식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계 주요 인사

투자포럼 창립이 필요함

산업경쟁력 향상 및 투자플랫폼 마련
•미래양식포럼 창립을 통해 국내 양식기술의 첨단과학화, 세계적으로 양식시설 수출을 통
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로 미래 양식 포럼을 구성·운영 추진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기술 및 정책 수요조사를 통해 향후 추진해야 할 R&BD 사업을 발굴함
•융합기술을 발표하고, 기술과 투자의 매칭을 위한 비즈니스의 장으로써의 미래양식투
자포럼을 구성함
•양식 및 관련 산업 대표 플레이어들로 구성된 포럼위원단, 포럼운영위원단, 전문위원단

•융합기술의 확산 사례 및 생태계 확산 전략
•국내외 양식산업 관련 기술융합 사례

별 발전 계획 수립 거버넌스를 구축함

일반사업

을 구성하였으며, 주요 분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양식산업을 이루는 주요 요소기술

연구내용

수시연구사업

•국내에 산재해 있는 우수 과학기술을 양식산업과 접목을 유도하고 핵심기술이 접목되어

기본연구사업

기술의 융합을 통해 과학적 양식으로 발전하고 있음

연구목적

2016년도 사업개요

외부연구자 : ((사)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최윤희, 정미숙, 유원경 (주식회사 디엔디이) 조우석, 최동원, 이은정, 이현이,

•미래양식투자포럼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포럼 내에서 논의된 방향을 공개하고 산업 전
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함

•양식산업 특허분석
수탁용역사업

•양식산업 기술수요조사
•미래양식포럼 창립 및 심포지엄 개최

주요 연구결과

•1차 산업인 농업의 경우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기술융합을 통해 식물 공장, 스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마트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상생 모델로 활용됨
•산업분야별로 혁신을 주도하는 창업자, 투자자들을 초청해 신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킹이 활발히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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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기간 : 2015. 6. 1. ~ 2016. 5. 31. (12개월)
일반현황

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UHMWPE)을
이용한 양식장용 어망 개발

연구책임자 : 마창모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마창모 부연구위원, 정명생 선임연구위원, 이윤숙 전문연구원, 안지은 연구원, 윤미경 위촉연구원
외부연구자 : (동양제강) 차재혁 연구소장, 박성수 상무, 최재녕 이사, 권태수 부장, 이창호 부장, 문동주 부장, 최보근 차장,
손병인 과장, 최종운 대리, 차지웅 계장, 안도현 대리, 이금실 계장, (진양어망) 김성수 차장, 홍준표 대리, 		
이재용 회장, 허곤 상무, 이학성 이사, 최명희 과장,(한국섬유개발연구원) 김민재 선임연구원, 심승범 실장,

2016년도 사업개요

김유경 그룹장, 김수진 선임연구원, 신용탁 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서석훈 선임연구원, 이재연 센터장,
최필준 선임연구원, 고재왕 주임연구원, 김보람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어망의 수명주기를 늘리고, 방오(Antifouling) 성능 향상 및 후가공 비용을 줄인 고기능성

•세계 어망 교역규모는 교역량 기준 약 25만 톤, 교역금액 기준 약 12억 5천 달러임
•개발 어망의 모형 샘플을 이용한 회류수조 실험 결과 기존 양식장에서 사용 중인 PE 및
Nylon 어망 대비 저항이 개선됨

연구목적

•고성능 어망제조를 위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 원사 제조기술 개발
•UHMWPE 원사를 이용하여 어망두께를 최소화, 어망내 해류원활화를 위한 무결망제조

술 개발

연구내용

•고강고, 내마모성 등을 갖춘 섬유 어망 및 양식 유해 부착생물 부착방지용 방오제 1차 개
발로 양식어가의 어망관리 비용 및 폐사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수시연구사업

•고강도, 고탄성이 우수한 UHMWPE원사를 이용하여 방오성이 우수한 무결망 제조 기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기본연구사업

바다 양식용 참치 가두리 양식망을 개발하고자 함

•3연무결망 제작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제품 생산으로 일반어가로 기술 확대

•고강력/고성능 어망제조를 위한 UHMWPE 원사 제조기술 개발
•UHMWPE 무결망 제조 개발 (인장강도(kg) 8Ply : 163kg, 12Ply : 243kg
일반사업

•UHMWPE소재의 어망 구조물에 접착력이 우수한 바인더 개발
•방수성, 내염수성 방오성능(Antifouling) 향상을 위한 코팅 기술 개발
•FishFarm Net 모듈화 개발 및 Field Test 신뢰성 확보, 제품 마케팅 전개
•회류수조를 활용한 가두리 시스템의 저항, 유속변화, 용적 변화를 측정하여 기존 섬유
어망과 비교 분석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UHMWPE)을 이용한 양식장용 어망 개발을 위해 양식에 적합한
형태로 원사를 제작하기 위한 기술 개발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부착생물 발생 최소화 및 어망 저항 저감을 위한 3연 무결 어망제작 기술 개발
•친환경 고성능 방오제 개발을 위한 방오제 샘플 6종 개발 및 최종 2종 선정
•세계 양식어망 관련 R&D 및 특허 동향 분석 결과 일본과 미국이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어망 구조 및 소재보다는 방오제 관련 연구가 중점적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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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해양수산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2016. 6. 13. ~ 2016. 9. 30. (3개월)
연구책임자 : 마창모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마창모 부연구위원, 류정곤 선임연구위원, 이윤숙 전문연구원, 이상철 전문연구원, 윤미경 연구원, 		
김미정 사무원, 오수민 사무원

2016년도 사업개요

외부연구자 : 최
 정환(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현철(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창수(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태호(호서대학교),
홍순근(케이엘넷)

연구의 필요성

•빅데이터가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新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예측기반의 해양수산

화 모델 개발, 태풍 피해예측 및 대응지원체계 구축, 해상 교통·레저 위험 예측이 요구됨
•‘중·장기 과제 추진으로 빅데이터 확산’을 위해 양식수산물 수급 및 작황 예측, 유용 유

•해양수산업 경쟁력 제고, 해양공간의 효율적 활용, 해양안전 등 빅데이터 활용 니즈에 부

전자 개발 및 생물 종 보존·증식, 수산자원 및 어황 예측, 항만물류 리드타임 단축모델

응하는 사업 발굴 및 현안 문제 해결 필요

개발, 선박의 최적 경제운항 모델 개발 지원, 전국 무역항의 항만시설 수급 진단·예측 사

기본연구사업

정책실현 및 산업육성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필요

업이 제시됨

연구목적

•해양수산 분야 빅데이터 활용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발굴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국내 해양수산 연관 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연차별 추진 계획, 예산, 소관 부서를 제시함으로써 부처 및 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을 도움

연구내용

•글로벌 정책동향 및 선진사례 조사
•국내 빅데이터 활용현황 진단 및 정책방향 수립

•해양수산 빅데이터 이용을 민간산업으로 확산하여 해양수산업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유해생물, 태풍, 해양사고 등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 사전인지(조치) 및 신속
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주요 연구결과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데이터 구축
및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양식수산물 작황예측, 어황예측, 항만시설 수급예측 등 예측도 향상을 통해 수급조절과

일반사업

•해양수산 빅데이터 활용 중장기적 목표에 따른 추진과제 발굴 및 계획 수립

수시연구사업

•해양수산 빅데이터 활용의 중장기 추진전략 및 종합적인 추진계획 수립

선제적 정책 대응이 가능함

•해양수산업 경쟁력 제고, 안전한 해양관리 및 이용, 선제적 해양수산 정책 실현, 빅데이
수탁용역사업

터 이용 기반 조성을 목표로 4대 전략 15대 추진과제를 발굴함
•‘민·관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 빅데이터 민·관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해야 함
•‘해양수산 빅데이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최적 해양공간 활용모델 개발, 기후변화에 따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른 연근해 생태계 변동예측 모델개발, 해양수산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이 이
루어져야 함
•‘단기 성과창출을 통한 성공사례 발굴’을 위해 AIS정보를 활용한 항만시설사용료 부과
모델 개발, 유해생물(적조·해파리) 출현 및 확산 예측,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업지도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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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ICT VAEMS 실용화모델 설계 및
산업화 검증

연구수행 기간 : 2015. 8. 1. ~ 2016. 7. 31. (12개월)
연구책임자 : 마창모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마창모 부연구위원, 류정곤 선임연구위원, 정명생 선임연구위원, 이윤숙 전문연구원, 이상철 전문연구원, 		
안지은 연구원, 윤미경 연구원, 김미정 사무원

2016년도 사업개요

외부연구자 : (국립수산과학원) 황형규 연구관, 명정인 과장, 이진환 연구사, 조재권 연구사, 				
민병화 연구사,(부산외국어대학교) 김응수 교수, 신규재 교수, 류법모 교수, 박진관 교수

연구의 필요성

•전국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약 564억 톤이지만 이 중 활용되는 양은 1.9억

주요 연구결과

고, 조피볼락의 경우 국내 시장성 지표의 우위로 인해 종합 순위에는 상위권에 있지만 해
외 및 수출 시장성이 극히 낮으므로 스마트 양식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신산업 정책 강화에 따라 발전소 온배수 열이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어 활용 모델 제시가 필요함

•조립식 빌딩양식, 최적화 생육환경 빌딩양식시스템 및 발전소 온배수 회수 시스템을 구축
하여 남부발전 부지 내에 시험 플랜트를 설치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함

•국내 육상양식장은 안정적인 수온 조절이 필수적이며, 양식경영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
는 양식용수 가온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순환여과장치 및 히트펌프를 활용한 온배수 활용 양식생산 시설을 설계하고 파일럿 양

•에너지(온배수열)+빌딩양식+ICT 보유기술을 활용한 ICT기반 빌딩양식의 ‘융복합 산업
화’ 도입
•ICT VAEMS(Vertical Aquaculture Energy Management System) ‘실증화 모델’ 구현
•ICT 기반 빌딩양식 융복합산업화 실증화 모델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

•한국남부발전 석산부지에 뱀장어 양식장 2,000평 등을 구축하는 해양관광도시 연계사
업 육성 계획 제안
•해양수산부의 스마트 양식장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로드맵과 연계한 차년도 국내외 보급
및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

일반사업

•ICT 기반 빌딩양식 관련 제반 기술직무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수시연구사업

식장에서 성능 실험을 진행함

연구목적

기본연구사업

톤으로 0.35%에 해당함

•AHP 분석법에 의한 최적 양식 어종 도출 넙치와 뱀장어 등은 종합 평점상 상위권에 있

•전국 발전소의 온배수 활용 모델로서 온배수 활용 양식 모델 제시

•기업연계를 통한 실증화 모델의 기술이전 및 산업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해 수혜기업간 ‘공유실시’ 모델 정립을 통한 사업화 성공 가능성
극대화

수탁용역사업

연구내용

•조립식 빌딩 양식 수조 설계
•최적화 생육환경 빌딩양식시스템 구축
•발전소 온배수 회수시스템 마련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열택배 시스템 개발
•ICT 통합 플랫폼 실증화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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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동북아 항만간 협력관계 촉진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5. 10. ~ 2016. 12. 31. (8개월)
연구책임자 : 김근섭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주호 부연구위원, 김찬호 부연구위원, 김은수 전문연구원, 김은우 전문연구원, 박주동 전문연구원,		

2016년도 사업개요

최나영환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오영민 박사, 조홍연 박사, 김경옥 박사

연구의 필요성

•한·중·일 3국간 항만분야 협력의제 발굴, 협력방안 도출 및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 제17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개최 시 회의 지원과 함께 선제적인 정책 제안 필요
•3국간 공동의 협력 의제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국 국책연구기관
이 참여하여 공동연구(Working Group)를 진행

•한·중·일 3국의 항만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2000년 이후 18년간 지
속), 각국의 항만분야 정책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 개발과 실현 가능
- 항
 만정책 실현은 동북아 지역의 막힘없는 물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가능
•3국간 협의를 통해 도출되는 공동연구는 각 국가별 정부정책의 현안, 문제점 및 개선

기본연구사업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를 개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목적으로 추진
- 정
 부 정책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정책적 활용성이 높으며, 항만분야의 다양한 주제

•제17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과장급회의 및 항만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 지원

에 대해 상호 협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3국의 협력관계 구축과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이 가능

•공동연구과제(Working Group 1, 4)의 세부 검토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도출

연구내용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제17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부속회의 개최 지원
- 제17차 동북아 항만과장급 회의, 항만국장회의, 워킹그룹 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일반사업

•워킹그룹(Working Group) 공동연구 협의 및 수행
- 컨테이너터미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하역능력 연구(1과제: 2016~2018년)
- 연안환경변화의 최근 동향과 대책 수립(4과제: 2014~2016년)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워킹그룹 공동연구 과제 수행
- 한·중·일 3국 공동연구과제 “컨테이너터미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하역능력 연구”
중 1차년도 연구 수행
※ 한·중·일 항만개발계획 수립체계 분석 및 하역능력 산정방식 비교·제시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연안환경변화의 최근 동향과 대책 수립” 중 3차년도 연구 수행
•제17차 한·중·일 항만국장회의 개최 지원(2016.11.2.~4.)
- 항만국장회의 참석 및 워킹그룹 공동연구 성과 발표
- 항만심포지엄 주제 발표
※ 글로벌 여건변화에 대응한 항만정책, 4차 산업혁명과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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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기간 : 2014. 8. 26. ~ 2016. 8. 31. (24개월)
연구책임자 : 김근섭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길광수 선임연구위원, 전찬영 선임연구위원, 김형태 선임연구위원, 심기섭 부연구위원, 이종필 부연구위원,
하태영 부연구위원, 이주호 부연구위원, 김은수 전문연구원, 이기열 전문연구원, 안영균 연구원, 이주원 연구원,
김영훈 연구원, 임경목 연구원, 최건우 연구원, 송민호 연구원, 이수영 연구원, 이경한 연구원, 최상균 연구원,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의 필요성

일반현황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항만개발여건전망 및
발전방향 재정립 등
학술연구용역

김연정 연구원, 이나영 연구원, 신정훈 연구원

•크루즈 여객 추정

•항만법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항만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 중
 국의 크루즈 여객 급증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22% 증가한 352만 명으로 추정

•2011년 수립된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이후 국내외 해운항만의 환경변화를 고려

•중장기 투자계획 및 효과분석

한 항만별 중장기 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

- 2
 020년까지 총 189개 선석(화물부두 140개, 여객부두 49개)의 접안시설을 추가로

기본연구사업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

확보하여 국내 항만의 화물처리능력 23.1% 제고(11.4억 톤/년 → 14.0억 톤/년) 및 해

연구목적

양관광 활성화 지원

•국가 법정계획인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의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항만별 중장기 발전방

- 2
 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4조 원을 전국 항만인프라 확충을 위해 투자(무역항 기준)

합적인 무역항 개발 및 관리운영 방안을 제시

- 전
 국 무역항 기준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32조 원, 부가가치유발 10조 원,
19.5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

연구내용

수시연구사업

향 설정, 항만물동량 및 개발수요 추정, 항만관리·운영 계획,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종

•국내외 해운항만 물류여건 전망 및 물동량 예측
•우리나라 중장기 항만정책 방향 및 목표 설정
•항만별 육성방향, 기능재배치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

•항만 인프라 중장기 투자규모 및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정책자료 제공
- 항
 만물동량 추정 및 투자규모 산정 등 계획적 정책수립 및 예산집행을 위한 정책적
근거자료 제공

일반사업

•항만별 중장기 인프라 개발 규모 산정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 항만별 특성에 맞는 발전방향 제시로 균형적 발전 기대
•항만기본계획은 최상위 항만계획으로써 중장기 항만발전 방향 및 항만개발의 타당성
마련에 기여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전국 30개 무역항별 중장기 비전과 정책목표 설정 및 세부 추진전략 제시
- 「물류와 레저, 문화가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항만」이라는 비전 설정 아래, 2020년까
지 총 17.1억 톤의 물동량 유치, 항만부가가치 40조 원 창출, 항만종사자 60만 명 고
용을 목표로 함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항만물동량 추정
- 2
 020년 기준 우리나라 총 항만물동량은 17억 73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3차 무
역항 기본계획 시 추정치(18억 8백만 톤)보다 하향 조정)
- 수
 출입 화물의 컨테이너화율 증가, 환적화물 등 컨테이너 화물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전망되며 2020년 기준 518.9백만 톤(3,101만 TEU) 달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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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기간 : 2015. 8. 21. ~ 2016. 12. 28. (16개월)

일반현황

인천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연구책임자 : 김근섭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김형태 선임연구위원, 길광수 선임연구위원, 김범중 연구위원, 심기섭 부연구위원, 이주호 부연구위원, 		
김은수 전문연구원, 이기열 전문연구원, 김영훈 연구원, 이주원 연구원, 이경한 연구원
외부연구자 (㈜혜인이엔씨, ㈜건일엔지니어링) : 송기진, 함종철, 김남민, 조문호, 이금영, 김동철, 김명균, 윤경미, 정희영,

2016년도 사업개요

안성규, 김부흥(이상 ㈜혜인이엔씨), 김남성, 김영래, 임철, 조대제, 정재완,
이신학(이상 ㈜건일엔지니어링)

연구의 필요성

•인천항의 대내외 항만물류여건의 변화와 신 패러다임 시대의 도래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

•항만의 고부가가치화라는 시대적 요구의 수용 및 인천항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인천항의 중장기 발전 및 미래전략 수립에 기여
•추진전략별 정책추진과제 제안
- 인
 천항 기능재배치 : (내항) 단계별 부두기능 전환, (남항) 자동차 물류허브 등 인천항
의 새로운 성장동력 거점화, (신항) 컨테이너 중심 수도권 물류서브 육성, (북항) 항만

기본연구사업

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 전략 수립 필요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서비스 기능 고도화 및 배후 지원시설 확충 등

연구목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천항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적 추진전략을 제시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과 기능고도화 전략 제시

만배후단지 적기 개발 및 고부가가치 물류비즈니스 도입, 자유무역지역 확대
- 인
 천항 기능 고도화 : 최적 배후수송망 구축, 관공선 및 예·부선 부두 정비, 초대형
선 대응 방안, 미래형 IT 항만 구축, 북항 항로 증심 준설
- 지
 역경제 활성화 촉진 :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확보, 항만환경 개선, 친수공간 확충,

연구내용

수시연구사업

•인천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운영방안, 인천항 운영의 최적화를 위한 기능 재배치,

- 인
 천항 부가가치 제고 방안 : 항만클러스터 구축 및 해양산업클러스터 도입 방안, 항

항만재개발사업 확대
•국내외 여건 분석 및 미래 전망
•인천항의 대내외 여건 분석

역 중심항 기능 및 역할
- 항
 만개발 효율화 : 일반화물 처리방안, 어업손실보상 대책 수립을 통한 효과적 개발
사업 추진, 인천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 필요성 및 규모 검토

•인천항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일반사업

•인천항의 경쟁력 및 취약요인 분석

- 신
 규물동량 창출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대응 전략, Sea & Air 연계운송, 대북교

•세부 추진 전략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2005~2015년 기간동안 인천항의 전체 물동량은 연평균 2.5% 성장하였으나 인천 내항
의 물동량은 4.0% 감소, 내항 기능 축소와 신항, 신국제여객부두 개발 등 신규 인프라 공
급 등 인천항 대내외 변화가 심화
•인천신항 및 신국제여객부두 개발, 해양관광 수요 증가 등 인천항은 환황해 컨테이너 및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해양관광 허브로서의 잠재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 필요
•인천항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기능 재배치를 통한 항만 기
능 최적화, 인천항의 항만기능 고도화, 항만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역경제
기여도 제고를 통한 상생발전 추구, 신규 항만물동량 창출 여건 구축, 효율적 항만 인프
라 개발 여건 조성 등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고 전략별 세부추진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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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중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검토 용역
연구수행 기간 : 2015. 10. 6. ~ 2016. 12. 31. (16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근섭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김범중 연구위원, 박주동 전문연구원, 이주원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공모지침 수립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신청자격, 사업시행 조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을 위한 상업, 업무,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여 도시기능을 발휘할

지 기준 등을 제시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종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민간사업 참여 활성화 및 민간
사업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한 지침 수립 필요

연구목적

•1, 2종 항만배후단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스
을 마련
•2종 항만배후단지 기능 제고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와 관련 법령·제도 개선방안 검토, 관리지침 작성 및 공모지침서를 작성하여
1종 및 2종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를 도모

•1종 및 2종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기여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시행방
식 검토체계 마련
•1,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의 공모지침서 수립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침 마련에 기여

수시연구사업

터플랜과 토지이용계획, 시설물 배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배후단지의 조기 활성화 방안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기본연구사업

건,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및 평가 기준, 민간사업자의 선정 방식, 사업협약 체결 및 해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 필요

-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사업의 범위, 사업의 조건, 민간사업자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
성지침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수립을 통해 공모방식 및 사업자 선정방법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
일반사업

연구내용

•현황 및 사례 조사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
•관리지침 및 공모지침서 작성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비용편익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법
(NPV :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RR) 등 3가지 지표로 경제성을 평가
•사업추진방안 및 전략, 법·제도적 보완을 통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시 항만의 부가가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치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제시
- 파
 급효과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이며 전국 및 지
역파급효과로 구분하여 제시
•사업별, 연도별, 재원별, 단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실현가
능하고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의 최적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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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공연장 건립) 협상
연구수행 기간 : 2016. 8. 1. ~ 2016. 10. 31. (3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근섭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주원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협상의 주요 쟁점(시설물 기부채납, 임대기간, 협약기간, 임대료, 협약해지 관련 조항 간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법」에 의거 부산

소화 등)사항에 대한 실시협약 내용 및 협의 과정 검토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상 대안 및

항(북항) 재개발사업(공연장 건립) 협상 수행이 필요

쟁점별 최종전략 마련
- 최
 종 협상 결과를 반영한 실시협약(안) 작성, 협약서 최종안을 작성하여 실시협약 체
결, 협상결과 및 협상과정을 보고서로 제시

연구목적

•타 분야의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항만, 물류, 도시, 경관, 재무, 사업화, 공원, 환경 등 매우
다양한 분야가 집적화되어 있는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정확한 협상추진을 통해 신속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정부의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 정책 실현을 위한 신속한 사업추진에 기여
- 항
 만재개발사업 추진 시 분야별 쟁점에 대한 집중 관리, 명확한 협상 전략 및 원칙 수
립 등을 통해 신속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및 협상 체계 마련

•정부측 협상단 구성 및 운영

수시연구사업

민간제안사업 추진 및 효율적 관리 도모

연구내용

기본연구사업

•민간자본 도입을 통해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공공부문에

•협상 추진일정 및 계획의 수립·조정
•주요 예상 쟁점사항 도출 및 검토
일반사업

•협상 대안 및 전략 제시
•협상(회의) 진행 및 협상결과 정리
•실시협약서 작성
•협상 결과보고서 작성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지 내 공연장 건립(오페라하우스) 사업부지의 무상임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간 실무협상 및 본협상(약 4개월) 추진
- 관
 계공무원(해양수산부), 사업계획, 개발, 재무/금융, 법률, 관리 및 운영, 건축, 도시 등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으로 실무협상단 및 본협상단을 구성하여 운영
- 실
 무협상반은 협상의 세부 안건 검토, 쟁점 정리 및 본협상단 회의 상정, 내용 정리
- 본
 협상단은 실무협상반에서 상정한 실무 합의 안건 논의 및 최종 추인, 그 결과를 토
대로 실시협약(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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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바닷가 실태조사 및 관리유형분류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2. 26. ~ 2016. 12. 21. (10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신철오
내부연구자 : 육근형, 박수진, 이남순, 김도연

연구의 필요성

•본격적인 연안관리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연안에서의 이용압력의 증가는 연안공간

주요 연구결과

•2016년 제주시 연안에서 조사된 바닷가는 총 540개소 1.26㎢이고 이 중 가장 많은 이

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음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전체 약 1.26㎢ 중 임야가 0.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특히 지적공부에 포함되지 않아 공유수면에 해당하고 있으나 토지적인 성격이 강한 바

유지가 0.31㎢로 높은 비율을 보임

닷가에 대하여 불법 매립이나 무단 점용ㆍ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공공재이면서 국유재산

- 제
 주시 연안에서 조사된 바닷가의 유형분류 결과는 자연바닷가 177개소, 이용바닷

인 바닷가 공간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음

가 334개소, 토지등록가능바닷가 29개소로 이용바닷가가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

•UAV를 통한 시범조사결과 조사대상지가 넓은 범위에 많은 수가 산개되어 있을 경우 도

•바닷가 공간은 해양과 육상의 경계부에 위치한 토지적 특성을 갖고 있어 해양환경, 해양
경관,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공유수

보를 통한 중간이동이 생략되어 신속한 조사가 가능함을 실무적으로 확인

면으로서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받지 못하고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의 대상으로 활용

- 반
 면에 적은 수의 조사대상이 존재하는 경우 기준점 설치 및 장비 운용과 실제 측량

되어 왔기에 본 과업을 통해 국내 주요 도서지역에 산재한 바닷가의 실태와 현황을 정확

과의 시간·비용 격차는 크지 않음

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개발하고자 함

- 따
 라서 바닷가 실태조사에서는 도서지역에 대한 활용가능성이 높으며, 해수욕장과
를 갖고 있음

•바닷가 실태조사 및 지적현황 측량 분야 및 관리유형 분류
- 바닷가의 유형별 지적측량 실시
- 바닷가 이용 실태조사 및 포락지 현황조사 실시

•바닷가 실태조사 개선방안
- 원격탐사 기법을 활용한 바닷가 실태조사 기준 검토
- 원격탐사방식 도입을 통한 제도 개선

•체계적인 조사와 분류를 통해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오던 바닷가 공간
을 관리정책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연안관리의 효과성을 높임
•바닷가 모니터링, 연안완충구역 등 새로운 관리수단을 도입하여 연안의 재해를 예방하고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
•향후 2단계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 수단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수탁용역사업

•UAV를 활용한 바닷가 실태 시범조사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일반사업

같이 매우 규모가 큰 지역을 한 번에 조사할 때 UAV가 비용·시간 측면에서 우위

연구내용

수시연구사업

고 있음

연구목적

기본연구사업

용형태를 보이는 유형은 임야 131개소, 어항시설 123개소로 전체 47%에 해당

의 수요로 이어져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장기간의 점용ㆍ사용을 통하여 점거하려고 하

연안관리의 틀을 마련

- 2단계 바닷가 실태조사 시행계획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연안완충구역 지정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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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해양수산분야 규제비용·편익분석 연구
(2016)
연구수행 기간 : 2016. 3. 22. ~ 2016. 12. 31. (10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신철오
내부연구자 : 김대경, 이남순

연구의 필요성

•규제비용분석의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규제와 관련한 건
요성 증대
•업종별·권역별 현장의견을 반영하고 규제와 관련된 각종 건의사항을 분석, 해양수산부
규제비용분석의 적용범위를 확대·개선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기존의 등록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적용을 위한 추진일정 마련의 기초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규제비용분석을 위한 기본사례를 제공
•해양의 각 분야인 수산, 해양환경, 해운물류·항만 등 각 세부 분야에 따라서 특성에 맞는
비용과 편익의 산정 절차와 자료의 수집에 관한 정책적 기여를 수행
•현재 행정부처에 도입·확산되고 있는 규제비용관리제의 해양수산분야 적용 연구로서 규
제를 관장하는 행정부처와 정책결정자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해양분야의 경제적 효
율을 높여서 합리적인 규제혁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수시연구사업

자료로 활용

•해양분야에 규제비용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제공하기

•매우 많은 해양수산분야 등록규제에 대해서 유형과 적용대상, 적용형태 등에 관한 분석
이 미흡하여 제도적용을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연구목적

기본연구사업

의사항을 취합하여 보다 현장감 있는 규제비용분석 제도의 실행을 위한 정책형성의 필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분야의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의 강도와 유형을 분석하고 향
후 본격적인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기존 해양수산분야의 등록
일반사업

규제를 분석하고 규제비용분석의 실행매뉴얼을 정비하는 동시에 제도의 적용을 위한 해
양수산분야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연구내용

•해양수산분야 유형별 규제비용·편익 분석틀 제작
수탁용역사업

•부서별 규제비용·편익 분석 지원
•연간 규제비용·편익 사례집 작성·발간

주요 연구결과

•해양수산분야 규제비용관리제 실행매뉴얼 작성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시스템 매뉴얼 및 규제비용 분석 실행매뉴얼 보완
•규제비용분석 사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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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연안 공공갈등 진화과정 분석과 시사점
연구수행 기간 : 2016. 5. 1. ~ 2016. 11. 30.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최지연
내부연구자 : 강창우, 전현주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의 이해관계자 갈등 조율을 위한 대안을 마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음

- 유
 용하지 않다는 측면으로는 지역사회의 지원 등은 자연혜택 평가결과에 전적으로
반영해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법률·제도 체계에 따라 이루어지며, 자
연혜택 평가에 활용되는 정보와 방법이 일관적이지 않으므로 평가 시기 및 주체 등

연구방법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함
•자연혜택 평가의 정책적 활용 이해와 적용

- 자
 연혜택 평가의 비유용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서비스 간의 trade-off
와 지역혜택과 생물다양성 이익 간의 trade-off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자연혜택 평

- 자연혜택 평가에 관한 정책활용의 유용성과 한계 파악

가에 포함시켜야 함

•자연혜택 평가의 활용 사례 분석(환경갈등 관리 중심)
- 환경갈등의 의미와 진단
- 환경갈등의 원인과 유형 파악
- 자연혜택 평가 활용 사례

- 자
 연혜택 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평가 대상이 되는 특정 생태계의 시공간적 범위
와 수준을 명확히 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도록 해야 함
•정책이행단계별 환경갈등의 주요 원인과 유형
구분

- 가로림만 환경갈등 진화과정 분석

정책수립
단계

주요 쟁점

갈등 유형

–정책수립의 합목적성 결여

–개발과 보전의 가치대립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미흡

–개발이익과 생계보전의 이해관계 대립

일반사업

•연안 환경갈등 관리의 자연혜택 평가 활용 방안 모색(가로림만 사례)
- 연안 환경갈등의 속성과 유형

수시연구사업

- 자연혜택 평가에 관한 정책적 활용의 역사적 맥락 이해
- 자연혜택 평가 이행단계 분석

기본연구사업

련하고 자연혜택을 최적화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제시하여 지역갈등을 중재하는 방안을

에 관한 기준 마련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수렴 차단 –정보해석의 차이

- 가로림만 갈등관리수단의 자연혜택 평가 활용
정책이행 –정책이행의 비공개성과 정보 차단

•본 연구는 자연혜택 평가의 정책적 활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연혜택 평가의 유용성,
정책결정과정 내 적용 및 환경갈등 관리를 위한 활용방안을 모색함
•가로림만 지역 내 갈등진화과정 및 쟁점요인을 파악하고 개발과 보전의 가치 충돌로 발

정책평가 -정책평가과정에 이해관계자 미참여
단계

–일방적 정책 추진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정책에 미반영 –정부의 신뢰성 미흡

-정책 오류 수정 미이행

수탁용역사업

연구의 특징

단계

–사후모니터링 부족
–환경피해와 편익의 배분의 불공정성

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완화를 위한 자연혜택 평가 적용방안 마련

주요 연구결과

- 가
 로림만 자연혜택 평가의 적용분야 <표1>
•자연혜택 평가의 정책적 활용 이해와 적용
- 자
 연혜택 평가의 정책의사결정과정에 적용하는데 있어 유용하다는 의견으로는 이해
관계자의 인식제고, 정책목표의 정당화, 자연혜택의 trade-off 평가, 환경피해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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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책결정단계별에 따른 가로림만 자연혜택 평가체계로 1단계에서는 자연혜택 평가
의 범위와 대상을 확정하며, 2단계에서는 가로림만이 제공하는 자연혜택 유형별 특
성과 중요도를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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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환경갈등관리의 자연혜택 평가 활용 방안 모색(가로림만 사례)

일반현황

연안 공공갈등 진화과정 분석과 시사점
연구수행 기간 : 2016. 5. 1. ~ 2016. 11. 30.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최지연
내부연구자 : 강창우, 전현주

주요 연구결과

- 3
 단계는 대안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단계로 지역소득 증진, 생물다양성 보전, 식량공

가로림만 적용방안

른 가치 trade-off 관계를 분석함

평가범위와 대상 확정

• 평가지역과 항목 결정, 관련계획 및 사업내용 검토

가로림만 해역·육역 범위
항만기본계획, 보호구역 관리계획, 군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 계획, 복원사업계획 등 검토

사회경제적 생태적 정보수집

• 평가대상지역의 자연혜택 유형 분류와 특성 확인
• 평가대상지역의 이해관계자 인식과 가치 확인

가로림만 자연혜택 유형별 중요도·특성 분석
태안군, 서산시 지역주민, 공무원, 단체, 어업인 등
직업이해관계자와 도민, 방문객 등
간접이해관계자 인식조사

대안 시나리오 작성

• 대안 시나리오별 생태계 변화와 가치이전 분석

지역소득 증진, 생물다양성 보전, 식량공급 우선 등
관리목표에 따른 시나리오 구성과 가치이전 분석

시나리오별 자연혜택 평가

• 대안 시나리오별 자연혜택의 항목별 가치 평가
• 생태계 서비스 간의 Trade off 관계분석

관리목표 우선순위에 따른 자연혜택 평가 실시와
Trade off 분석을 통한 최적수준 설정

[표1] 가로림만 자연혜택 평가의 적용분야
가로림만 자연혜택 평가의 적용분야

환경규제

지역환경
질 관리

(대기, 수질 등 환경
질관리)

하천, 광물, 산림
등 자연자원
관리
규사 및
바다모래
채취 제한
산림훼손
행위 제한

토지·
해역의
적정배분

토지·해역이용
계획 수립 및
이행

군관리계획
및 연안관리
지역계획
(용도구역, 해역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신두리 해안사구
보호구역

주민
소득
창출과
배분

이용개발
행위 조정

생태계 복원 및
주민소득 증진

이용개발행위의
면허, 인·허가 등

고파도 폐염전
복원 사업
수산업 활성화
생태관광
증진사업

종합분석

최적 대안 결정

대신항, 소규모
어항개발계획
대산국가
산업단지
개발압력 조정

- 4단계는

가로림만 관리목표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선의 고나리목표에 따른 자연혜
택 평가를 실시하되, 자연혜택 유형 간 trade-off 분석을 통한 최적의 자연혜택의 수
준을 정하도록 함

정책기여 실적 또는
기대효과

• 대안 시나리오별 가치평가 비교 분석

• 정책추진 가능성 여부와 최적 대안 선정
• 자연혜택 평가 반영

대안 시나리오별 평가결과 분석과 이해관계자
선호도 등 반영
가로림만 자연혜택평가 Mapping
가로림만 관련 계획 등 활용

•지자체의 정책적 개발 수요 관리에 있어 자연혜택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극대
화하여 이해당사자 간 갈등해소에 기여
•자연혜택을 최적화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지역갈등을 중재하고 지자체 개발정
책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과학적 의사결정 및 환경정책 수립 지원을 통한 연안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개발에 따
른 지역사회 갈등 완화
•갈등해소의 과정에서 자연혜택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및 이
행 지원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5단계에서는

대안 시나리오별 평가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후 가로림만 자연혜택의 맵핑(mapping)을 통해 정책수립·이행과정에 지원수
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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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용역사업

화력발전소
온배수 및
대기 질 관리

자연자본
의 관리

경제수단

일반사업

지역의
공공서비스 증진

토지·해역공간계획

수시연구사업

자연혜택 평가의 내용

기본연구사업

자연혜택 평가 단계

급 등 관리우선순위에 따른 다양한 대안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대안 시나리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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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
연구수행 기간 :2015. 3. 18 ~ 2016. 2. 10.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최지연
내부연구자 : 최희정, 정지호, 장정인, 전현주, 강창우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안현안의 관리 우선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통합계획 수립을 통해 연안의 균형 있는 보전·이용·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
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음

- 연안공간과 자원의 지속가능 이용·개발·보전 등에 관한 종합적 미래상 제시

기본연구사업

순위 조정,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를 일부 변경하여 향후 5년간 실천할 이행방안을

•연안의 가치 증진을 위한 통합적 공간계획·관리체제 확립
연안통합관리 정책철학 반영

국내외 연안관리 여건 변화

연안통합관리계획 성과와 한계

- 연안의 생태적·사회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부문간·기능간 통합관리체계 도입 및 적용
•연안관리 기본이념(「연안관리법」제3조)을 실천하기 위한 추진과제 발굴·이행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안 현안의 관리 우선순위 조정,
추진전략 및 부문별 중점추진과제 등을 변경하여 앞으로 5년간 실천할 이행방안 제시
연안생태 - 경제의 균형 있는 개발 추진

연안재해의 종합적 대응체계 강화

연안의 공공적 가치 증진과 실현

연안통합관리 정책의 국민 공감대 형성

연안통합관리 행정 역량 증진

한 중점과제 제시

주요 연구결과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기본 목표

수시연구사업

바다, 섬, 육지 등 공간 맞춤형 관리수단 강화

- 공
 공이익과 생태·문화·경제 가치 증진, 건전한 이용과 협력관리 등을 실현하기 위

- 계획적 관리로 조화를 이루는 ‘통합연안’(Integrated Coast)
- 생태계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생명연안’(Eco-based Coast)
- 쾌적하고 안전하여 살고 싶은 ‘정주연안’(Attractive Coast)
일반사업

- 참여와 책임으로 함께 가꾸는 ‘협력연안’(Co-managed Coast)

연구방법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체계 및 이행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계획의 5대 추진전략별
성과와 한계 분석
- 제2차 통합계획의 추진과제 이행률 점검 및 5대 추진전략별 성과와 한계 검토
•국내외 연안관리 여건 및 전망 분석
- 국내외 연안관리 여건 및 적용 시사점 도출
•변경계획 추진체계 설정
- 변경계획 수립 요인 도출
- 변경계획 5대 전략, 중점추진과제, 추진 이행체계 설정
•8대 연안권역별 추진과제 설정
- 8대 연안권역별 연안관리의 기본 관리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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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전략 1.
연안해역 기능·가치와 연안이용·개발행위 간의 정합성 확보를 위
연안공간 관리수단의 고도화 해 연안 용도해역제의 실효성 강화 및 과학적 연안관리 체제 정비
전략 2.
연안재해 관련 정책수단 간 연계 강화와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으
연안재해 대응체계 확대·강화 로 선제적·효과적인 연안재해 대응 추진
연안환경·생태 관리수단을 강화하여 사빈·갯벌 등의 생태가치
전략 3.
와 수산자원 증진·회복 등 건강한 연안환경 유지와 지역경제발
건강한 연안생태·환경 유지
전과 연계
전략 4.
공유수면의 공공성 회복 및 연안 이용·개발 수용의 적정 관리를
합리적 연안이용 및 가치 증진 위한 과학적·합리적 정책이행과 힐링·웰빙 연안 공간 창출
과학화·전문화된 연안정책을 종합 지원할 전담시스템을 구축하
전략 5.
고, 분산된 정보를 통합관리에 필요한 핵심정보로 재생산하는 등
연안통합관리 지원기반 강화
관리 지원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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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기본목표 수립

5대 추진전략

수탁용역사업

- 국내 연안관리 여건 분석 및 국외 연안관리 정책 동향 파악

•변경계획 5대 추진전략

일반현황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
연구수행 기간 :2015. 3. 18. ~ 2016. 2. 10.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최지연
내부연구자 : 최희정, 정지호, 장정인, 전현주, 강창우

주요 연구결과
비전

찾고 싶은 ECHO 연안, 상생과 협력의 해양영토 창조
* ECHO : Ecosystem, Co-ordination, Human and Oceans

목표

통합연안

생명연안

정주연안

협력연안

•제2차 연안통합관리 변경계획(2016~2021) 고시(2016.12.16.)
•지난 5년간의 연안관리 여건 변화 및 정책수요가 반영된 국가 차원의 연안계획을 수립함
으로써 실질적 연안관리방안 제시
•변경계획의 5대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를 통한 향후 5년간의 연안관리 이행을 위

기본연구사업

정책기여 실적 또는
기대효과

[제2처 변경계획 기본 체계]

한 지침 마련
전략

•8대 연안권역별 관리방향 및 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연안권역별 맞춤형 연안관리방
수시연구사업

<전략 5>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연안통합관리
연안공간관리 연안재해 대응 건강한 연안
합리적 연안
수단의 고도화 체계 확대·강화 생태환경 유지 이용과 가치제고 지원기반 강화

안 제시

•5대 추진전략별 중점추진과제 설정
- 추
 진전략1. 연안공간관리수단의 고도화 : 연안용도해역제도 실효성 강화, 연안해역적
성평가 활성화 및 기술 지원체계 구축, 자연해안관리제도 개편, 해안선·무인도서·바
일반사업

닷가의 체계적 조사와 관리강화
- 추
 진전략2. 연안재해 대응체계 확대·강화 :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연안재해 대응전략
강화, 연안정비사업 효과성 제고, 연안침식관리구역 체계적 관리 강화, 연안재해 대
응 기술개발과 예보·예측 강화
- 추
 진전략3. 건강한 연안 생태·환경 유지 : 연안 생태자원 복원·활성화 기반 강화, 해

수탁용역사업

양보호구역 지정 성과 제고, 연안생태계종합조사와 건강성 평가, 연안환경 개선 관
리수단의 강화
- 추
 진전략4. 합리적 연안이용 및 가치 제고 : 공유수면 매립 타당성 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리체계 강화, 연안 이용·개발수요의 적정관리 추진, 연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안가치 증진을 위한 친수 힐링·웰빙공간 조성
- 추
 진전략5. 연안통합관리 지원기반 강화 : 연안통합관리 효과적 지원체계 강화, 연안
정보 활용·서비스 강화, 연안교육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연안통합관리 국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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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TOC 부두의 대형화 및 통합화 촉진
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6. 7. ~ 2016. 10. 31. (5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은수 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 길광수 선임연구위원, 이수영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1997년 도입된 TOC 제도가 20여 년 경과되고 있으나, 당시의 부두임대규모가 오늘날

주요 연구결과

석하고 개선방안(통합승인제도화, 인센티브 부여) 도출

제점 발생

- (운영 부문 문제점) 동일 항만 내 유사 TOC가 산재, TOC 간 화물유치경쟁이 심화되

- 그
 동안 TOC 운영사는 매출액 증가, 물동량 처리능력 확충 등 기업규모가 상당히 성

면 하역료 덤핑, 하역질서 저해 등의 부작용 발생

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두운영규모는 거의 변화하고 있지 않는 상태

- (제도 부문 문제점) 현행 지침 내에는 통합 관련 규정 또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 TOC

기본연구사업

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항만운영여건이 많이 변화한 오늘날에는 부합하지 않는 문

•TOC 통합을 통한 대형화 추진 시 운영부분과 법·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

간의 자율적 통합 및 대형화를 유도하기 곤란

•선박의 대형화, 물동량 증가, 고규격 하역장비의 도입 등 급변하는 시대에 효율적인 항

•물량 및 생산성 등 양적 요소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TOC 통합, 표준하역 계약서 채
택, 항만 보안 우수 등 장기적으로 운영회사의 운영내실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TOC

•기존의 협소한 부두운영으로 인해 단일 선박에 대한 다수 하역사의 동시하역작업, 취

운영성과 평과제도 개편(안) 제시

급물량의 다수 운영사 분산 지속에 따른 생산성 저하현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
는 상태

수시연구사업

만운영을 위해 부두운영규모의 대형화 및 대형 TOC 운영사 결성이 필요

•TOC 부두의 대형화 및 통합화 촉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TOC 부두 운영의 실질적
단일화 방안, 대형화/통합화 추진 시 문제점과 정책지원 방안 등을 주요 정책적 제안

연구목적

으로 제시함

•TOC 운영사의 대형화ㆍ실질적 통합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사 스스로 운영부두 규모

•법적검토를 통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활력제고법 등에 제시된 인센티브 제공방
안 등을 강구할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부두운영회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두운영회사(TOC) 단일화·대형화 방안

일반사업

의 대형화·실질적인 통합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TOC 임대관련 법적 검토

마련을 통한 해운항만업계 어려움 해소에 기여
•정책추진과제 제안

•우리나라 부두 관리 및 운영체계
•TOC 부두 운영 현황 및 문제점
•TOC 부두의 대형화·통합화에 대한 장애요인
•TOC 부두의 대형화·통합화 필요성

•대형화·통합화 촉진 위한 제도개선 방안

TOC 법인 형태의 실질적 단일화(3단계 이상) 추진보다, 본래의 부두 운영 효율성 제
고 목적에 부합하는 임대시설(선석 등)의 분리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계약 위
반 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강력히 제재(임대차계약 해지 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
 두 운영 통합에 따른 정책지원 방안(법제도 관점) : 통합 시 사전승인 문제 해소를
위한 지침 개정 및 표준임대차 계약서 변경 필요, 또한 통합 시 상법상 비교적 까다로
운 요건 및 절차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때 기업제고 활력법 활용 권고
- 부
 두운영회사 성과평가제도 개편안 마련 : 항만운영성과평가 기준 개편을 통한 TOC
의 장기적 운영내실화 노력 유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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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TOC 부두의 대형화·통합화 추진방향

- 부
 두 운영의 실질적 단일화를 위한 장애요인 해소 방안 강구 : 법적 근거가 미흡한

수탁용역사업

연구내용

일반현황

수산업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기법 개발
연구수행 기간 : 2016. 3. 28. ~ 2016. 12. 15. (9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봉태 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 정명생 연구위원, 육근형 부연구위원, 기해경 연구원, 박혜진 연구원, 배기환 연구원, 권오민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정부는 2014년 11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하여 기후변화가 농어

•지표의 가중치는 전문가 대상으로 한 Delphi법으로 정하였고 노출과 민감도를 더하고 적
응능력을 차감하여 종합지표 산정하였음

용하기로 함

•평가 대상 연안어업은 노출 시나리오가 강할수록, 장기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취

•이에 수산업분야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함

연구목적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실행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검토된 평가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취약성 평가 방법론에 따라 실제로 평가를 수행하여 법률에 의거한
수시연구사업

방법론을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방법

약한 경향을 나타냈음

정부의 정책 집행에 기여함

론을 개발함

연구내용

기본연구사업

업·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분석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

•지역 단위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적용
•업종 단위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적용
일반사업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 방법
•세부 지표의 중요도 평가를 통한 종합지표 산정 방법

주요 연구결과

•IPCC의 개념 및 방법론을 적용하여 취약성을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의 함수로 설
수탁용역사업

정하였음
•가용자료에 기초하여 업종으로는 연안어업을, 지역으로는 시군구 단위로 분석하였고,
시나리오는 노출 지표에 RCP8.5, RCP4.5에 따른 수온과 염분의 변화 시나리오 적용
하였음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노출 시나리오와 수산생물 민감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자료를, 나머지 지표는 기존 통
계 자료를 활용하였고, 지표 표준화를 위해 정규분포를 가정하여 표준화하는 Z-Score
방법을 기본으로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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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메가 FTA 시대, FTA 효과분석 연구방향
연구수행 기간 : 2015. 12. 22. ~ 2016. 6. 30. (6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봉태 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 정명생 연구위원, 임경희 부연구위원, 이윤숙 전문연구원, 박혜진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5년 10월 현재 15건, 53개국과 FTA
향이 바뀌고 있음
•기존 FTA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자간 FTA가 새롭게 추진되면서 기존

•기존의 부분균형분석 위주였던 수산업 분야 FTA 효과 분석 방법을 일반균형모형, 수산
업 전망모형으로 확장하여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음. 메가 FTA 시대에 새로운 분석방
법론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정부의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시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
할 수 있음

기본연구사업

를 체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중일, RCEP, TPP 등 다자간 FTA로 지역무역협정의 경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의 양자간 FTA에 적용된 부분균형모형에 입각한 분석 방법론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음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양자간 FTA 분석 방법론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방
법론을 모색함

연구내용

•FTA 영향평가 연구방법론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및 검토
일반사업

•기존 연구방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방법론 모색
•원산지, 규범 등 분야 효과 분석 방법에 대한 검토

주요 연구결과

•FTA를 통한 수산물 시장개방의 확대가 수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계
량모형은 부분균형모형,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 수산업 전망모형이 있음
수탁용역사업

•CGE 모형은 수산업 전체 또는 어로/양식/가공으로 구분된 대분류의 생산 및 교역 영향
과 고용 영향의 분석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수산자원의 생태학적 요소, 효율
적인 자원 활용을 통한 생산자 이윤의 극대화, 소비자 효용극대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균형점을 찾는 모형으로 개선할 수 있음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수산업 전망모형은 시뮬레이션 및 안정성 검정으로 최적 모형을 선정한 이후, 이를 토대
로 외생변수 변화에 따른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데, 어업용 유류 과세 등 정
부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존의 모형에서 정부지출 및 정부
수지와 관련된 부문을 추가로 전망모형에 도입하는 것으로 개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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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TPP 종합영향분석: 수산업 효과 분석
연구수행 기간 : 2015. 9. 16. ~ 2016. 1. 29. (5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봉태 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 임경희 부연구위원, 기해경 연구원, 김지연 연구원, 이상건 연구원, 박혜진 연구원, 홍민지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가 TPP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TPP 협상이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

•우리나라의 TPP 참여 시나리오를 한-미 FTA 수준의 전면 자유화(시나리오 1), 한-미
FTA에서 일본·베트남에 대해 각각 3%, 5%로 양허 제외한 것(시나리오 2, 시나리오 3)으
로 설정하였을 때 시나리오 1의 영향이 가장 크고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은 큰 차이

•TPP 참여 시 수산업에도 영향이 예상되므로 타결된 내용에 기초한 협상 시나리오를 바

없이 영향이 축소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탕으로 영향 분석이 필요함

연구목적

•TPP 참여 시 예상되는 수산업 분야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기초한 협상 대응 방안을

•그동안 추진된 FTA의 협상 기조를 유지하여 기 체결 FTA의 협상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FTA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양허안이 마련되어야 함
•일본과 베트남에 대해서는 민감품목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
양허를 위한 협상이 필요하며 다른 국가도 추가 협상에 따른 이익 균형의 관점에서 개

연구내용

•TPP 참여국의 수산물 생산·교역 현황

수시연구사업

제시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기본연구사업

으로 2015년 10월 최종 타결되었음

별 양허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TPP 협상 결과
•TPP 참여국의 수산물 경쟁력
일반사업

•TPP 참여 시 수산업 부문 경제적 영향
•협상 대응 방안

주요 연구결과

•우리나라와 TPP 참여국의 수산물 생산은 전 세계 생산의 16.5% 차지하고, 수산물 무역
수탁용역사업

은 전 세계 교역의 14.0%를 차지함(수입 기준)
•TPP 협정에서 수산물은 베트남, 일본, 칠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수산물 관세를 철폐하여 높은 수준으로 체결되었음
•TPP 국가가 경쟁력이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은 새우, 소금, 돔, 참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다랑어, 가리비, 멍게, 홍합, 키조개, 방어 등으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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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항만보안 리스크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4. 28. ~ 2016. 2. 21. (10개월)
연구책임자 : 김찬호 부연구위원

2016년도 사업개요

내부연구자 : 김형태 선임연구위원, 이건우 전문연구원, 장현미 전문연구원, 김대현 연구원
외부연구자(KL-NET) : 박지원 대리

연구의 필요성

•유럽의 경우는 2013년 항만보안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항만보안관리시스템을 개발하

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 항만의 보안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감

였는데, 미국의 경우와 달리 시스템에는 보안리스크 평가, 교육, AEO 등 물류와 연계한

소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적용
•이러한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항만실정에 적합한 항만보안리스크평가시스템을 설

연구목적

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의 활용을 위한 통합 항만보안 리스크 평가시스템 구축, 평가전

•항만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위협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항만시설의 대응능력 및 보

담팀 구성,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

안수준을 평가하고 취약한 시설을 규명

수시연구사업

•이를 통해 항만보안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연구내용

•우리나라 최초로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 설계
•정책추진과제 제안

•우리나라 리스크 평가체계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항만시설 보안평가 체계의 통합(항만시설보안심사, 평가, 측정 등)

•항만보안 리스크 평가체계 관련 주요국 사례

- 전산화된 시스템 도입을 통한 시설별 보안 이력 체계 구축

•항만보안 리스크 요인 및 관리방법

기본연구사업

•국제사회의 높아지는 보안요구에 부합하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항

-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항만보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전담팀 구성
일반사업

- 항만시설의 위험성을 경감시키기 위한 금융지원시스템 구축 등

•우리나라 항만보안 리스크 관리
•항만보안 리스크 평가 툴 설계
•시스템 도입 및 활용방안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항만시설에 대한 평가체계는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 항만시설보안평
가, 항만시설보안측정 등이 있으나, 세부 방법에 대한 규정 미비, 객관적 평가 기준의 미
비, 평가 항목간 중복성 문제, 보안 이력 추적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가짐
•반면, 미국의 경우 2002년 항만보안 리스크 평가도구(PSRAT)를 개발하고 2008년에는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이를 업데이트하여 전국 중요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는 MSRAM을 개발하여 항만을 포
함한 중요시설물에 대해 보안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높다고 평
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항만보안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
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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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 다변화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7. 31. ~ 2016. 12. 21. (17개월)
연구책임자 : 김찬호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주호 부연구위원, 이민규 부연구위원, 장현미 전문연구원, 최나영환 전문연구원, 최건우 연구원, 		
최상균 연구원, 김대현 연구원

2016년도 사업개요

외부연구자(한국항만기술단) : 최
 동호 상무, 노태윤 과장
외부연구자(항만협회) : 전혜경 대리, 김희경 대리

연구의 필요성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의 범위를 다변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우리나라 항만개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등에 대응한 정책방향 설정 및
한국형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모델 구상을 통해 항만 분야의 강국으로써 성장하기 위
한 기틀을 마련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 다변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대상국가 선정에 연구결과
를 활용

기본연구사업

발을 유형화하여 개발유형에 따른 해외진출 방안을 마련하고, 항만 관련 정보화 사업의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아울러 정책제언으로써는
- 기존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와의 협력 강화
- 해외항만개발전문회사 설립운영을 통한 협력사업의 활성화
-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의 운영 체계화 등을 제시

•‘08년부터 진행되어온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을 다변화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및 진출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가능국가 선정

연구내용

•주요 국가의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 추진 사례
•우리나라 항만개발 유형 분석 및 “한국형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 모델 구축
일반사업

•우리나라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와 추진 전략 제시
•“한국형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과 해외항만사업 진출 전략과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제시

주요 연구결과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 문제점은 개발주체의 모호성, 기존 타당성 조사에 대한 신뢰성
저하, 재정적 리스크 분산에 대한 대상국 정부의 지원체계 미확보 등으로 인해 진출사
수탁용역사업

례가 미진한 것으로 파악
•그러나 외국의 경우, 정부의 탄탄한 금융지원을 통해 공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는 공공기업-민간기업 간 협력을 통해 진출하기 위
한 JOIN을 설립·운영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한편, 해외항만개발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적 우선 대상국가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대상국 선정 평가 매뉴얼을 제안
•그 결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등이 우선국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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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2015년도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위탁용역
연구수행 기간 : 2015. 3. ~ 2016. 1.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하태영
내부연구자 : 조소의, 이수영, 최건우, 송민호, 이경한, 최상균, 이나영, 신정훈

연구의 필요성

•국내외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항만물동량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모니터

•기타 국내외 주요 이슈에 따른 항만물동량 변동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장래물동량 예측 및 부두시설능력을 고려하여 신규소요선석 개발규모 및 시기 검토·
조정에 기여

기본연구사업

링하고 정책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항만시설 수급 불균형 심화로 향후 부두기능 재정립을 통한 수급 안정화 추진 필요

•국내 무역항의 중장기 품목별 물동량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항만시설 수급을 분석

연구내용

수시연구사업

•기타 항만관련 주요 이슈 분석 및 항만기본계획 변경 검토

•국내외 주요 항만의 물동량 및 관련산업 현황 조사
•국내 무역항의 중장기 물동량 예측
•항만기본계획 변경 관련 물동량 검토

일반사업

주요 연구결과

•전국 30개 무역항 항만물동량(품목별, 월별) 실적 및 시설 현황 조사
•해외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및 항만 개발 계획 조사
수탁용역사업

•’14년 기준 전국 무역항 중장기 물동량 예측(’20년, ’30년 컨테이너 및 비컨테이너 물동량)
•항만기본계획 변경 검토(총 11건 : 부산항, 마산항, 울산항, 평택 당진항 등)
•2015년 항만 통계연감 발간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현황 모니터링·분석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 및 FTA 체결에 따른 국내 항만산업 영향 분석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따른 국내외 항만물동량 영향 분석
•거시경제 변수 변화와 항만물동량 예측의 연관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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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갯벌복원사업 기본계획 연구 용역
연구수행 기간 : 2016. 6. 1. ~ 2016. 12. 31. (7개월)
연구책임자 : 박상우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호림 연구원, 이상규 연구원, 김미정 사무원, 안예린 사무원

2016년도 사업개요

외부연구자(혜인이엔씨) : 안익장 전무, 신병욱 이사, 김창보 이사, 박선종 부장, 류무은 부장, 서희정 차장, 백일민 과장,
최한림 대리

연구의 필요성

•순천만 갯벌복원은 단순한 해수유통을 통한 제1세대 갯벌복원이 아닌 갯벌어업과 생태

지역활성화 모델 등 사업성과에 대한 한계를 인지하고, 제2세대 갯벌복원을 실현하기 위

관광 등 지역활성화를 고려한 제2세대 갯벌복원으로서 노출시간, 수면높이 등을 계획적

한 실증모델이 필요

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문 등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마련

•순천만 장산일원 폐염전 부지를 대상으로 해수유통을 통한 갯벌복원과 생태관광, 갯벌

•폐염전 부지 내 갯벌복원은 자연생태로 갯벌복원과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니터링

어업 등 순천만 6차산업화를 실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2세대 갯벌복원의 교두보 필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환경적인 여건하에서 일부 갯벌어업

기본연구사업

•갯벌복원사업은 단순 해수유통을 통한 1세대 갯벌복원에서 나타났던 지역사회 지지와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접근을 고려함
•순천만 폐염전 부지의 복원을 통해 생태복원, 생태관광, 갯벌어업 등을 융·복합시키는 해
양수산부 제2세대 갯벌복원사업의 선도모델을 마련
•단계적으로 갯벌복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순천만 갯벌복원사업은 계획, 설계, 시공,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서 사업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순천만의 11개 어촌계가 연계하여 준비중인 6차산업화 전략과 갯벌복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순천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이 지속적으로 추

연구내용

•순천만 폐염전 부지 일원 여건분석

진될 필요가 있음
일반사업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순천만 갯벌복원 기본구상
•장산지구 갯벌복원사업 기본계획
•갯벌복원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수탁용역사업

•장산지구 갯벌복원사업 타당성 검토

주요 연구결과

•순천만 폐염전 부지 일원은 퇴적우세 환경 속에서 지반고가 매우 높은 상태로 원활한
해수유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폐염전 외부와 지반고 높이를 맞추는 토목적 접근이 불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가피함
•폐염전 부지 일원의 포락지는 기존 제방이 유실되지 않도록 자연적인 완충기능으로 유도
함으로써 현재 자연여건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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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효율적 보전 및 현명한 이용
중장기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3. 13. ~ 2016. 5. 11. (14개월)
연구책임자 : 박상우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류정곤 선임연구위원, 이승우 연구위원, 육근형 부연구위원, 김봉태 전문연구원, 신철오 전문연구원,

2016년도 사업개요

정지호 전문연구원, 이호림 연구원, 고민규 연구원, 김미정 사무원, 안예린 사무원
외부연구자(리서치앤리스치) : 김한슬 연구원, 배형민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이후 주변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순천만의 효

•국내외 인지도 및 가치평가에서 순천만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해양생태자원의 하나로
순천만 갯벌의 보전과 해양생태적 기능 회복 및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생태
적 가치가 큰 것으로 나타남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자원의 인프라 융·복합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소득원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태, 문화·관광, 수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순천만의 미래가치는 생태와 문화·예술의 접목, 농어업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 순

기본연구사업

율적인 운영·관리계획 마련 및 체계적인 조사로 순천만의 새로운 미래상 제시

천만의 세계화 전략을 통해 순천만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고, 남해안권역의 새로운 거
점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데 비전 제시

연구목적

•순천만과 그 주변을 둘러싼 자연생태, 관광, 도시 및 지역개발, 브랜드, 거버넌스 등 급속

략뿐만 아니라 더욱 체계적인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적으로 추진되어

•순천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및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전

야 하고, 순천만의 이용은 생태환경의 보전적 틀 속에서 문화·예술의 융·복합과 500

략을 마련

연구내용

•순천만을 둘러싼 여건변화 및 문제점 분석

•국내외 유사사례 및 시사점
•순천만의 새로운 비전 및 목표 설정
•순천만의 보전 및 미래 가치창출을 위한 추진과제 도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순천만은 갯벌복원사업을 순천만 미래가치 창출의 출발점으로 하고, 동아시아 람사르 지
역센터 기능 강화,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국립 갯벌
박물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
•또한, 농어촌 6차산업화를 통해 농어촌공동체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동
북아 3국 문화도시 추진, 생태·문화·예술의 융·복합을 통해 순천시의 새로운 미래가치
를 창출하는 사업 제고
수탁용역사업

•주체별 역할 및 단계별 로드맵 마련
•경제적 파급 및 기대효과 도출

•순천만을 둘러싼 주요현안은 모니터링 조사체계 구축 및 시행,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참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주요 연구결과

여 확대, 순천만습지 주차장으로 인해 순천만 인근 상업화의 가속화, 국가정원 및 순천
만습지의 기능적인 연계성 강화, 순천만 생태관광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
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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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에 대한 가치평가 및 국내외 인지도 조사

만 방문자의 바잉파워를 토대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기본으로 세부과제를 제시

수시연구사업

•순천만은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에 세계자연유산, 순천만 생물권보전지역 등 세계화 전

한 여건변화에 대해 진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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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민박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4. 26. ~ 2016. 8. 23. (4개월)
연구책임자 : 박상우 부연구위원
2016년도 사업개요

내부연구자 : 이호림 연구원, 황수연 연구원, 김미정 사무원, 안예린 사무원
외부연구자(한국사회조사센터) : 손지영 팀장, 최영록 연구원, 김보랑 연구보조

연구의 필요성

•「수산업기본법」 시행(‘15.12.23)으로 어촌지역의 범위가 기존 읍·면 지역에서 동(洞)의 주

의 서비스 제공의 한계와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부족, 획일화된 홍보로 인한 마케팅 전
략 부족 등 문제점 및 한계점이 나타남

소관인 해수부가 분리해줄 것을 요청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어촌민박에 관한 법제도 개선과 효율적 운영·관리

•해수부가 어촌민박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필요성 대두

체계를 구축하고, 민박경영주의 전문성 강화, 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연대·협력체계 구

기본연구사업

거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관장하던 농식품부는 어촌민박에 대하여 법

축, 민박 품질 개선을 위한 관리제도, 온·오프라인의 체계적인 홍보체계 마련 등의 활
성화 방안이 검토됨

연구목적

•해수부가 어촌민박 업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어촌민박 실태조사와 어촌민박 추진

•어촌민박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업무처리 지침 등을 마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어촌민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촌민박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이 필요하고, 어촌민
박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어촌민박의 품질, 홍보시스템, 경영주의 역량 등이 개선될 필

수시연구사업

체계 마련

요가 있음

연구내용

•어촌민박의 현황 조사
•어촌민박 여건변화와 운영실태 조사
일반사업

•‘어촌지역’ 여부 판단 기준 검토
•농어촌민박 정책 및 선진국 운영·관리 사례 분석
•지자체 업무처리 지침(안) 마련
•어촌민박 활성화 방안 검토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농어촌민박 등록 현황은 전국 24,246개소이고, 이중 어촌지역 72개 연안시군구에 있는
농어촌 민박의 수는 13,788개소로 약 57%를 차지하고 있음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어촌민박 여건변화 실태를 보면, 어촌민박은 유명 해양관광, 어촌관광지, 해수욕장이 분
포하는 고성군, 강릉시, 태안군, 제주시, 서귀포시, 거제시, 통영시, 남해군, 여수시 등에
전체 민박의 53.9% 분포하고 있음
•어촌민박은 지자체의 신고/폐업 관리체계가 미흡, 민박 경영주의 전문성 부족, 어촌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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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자원 감소로 어선감척 및 어선의 규모화·현대화되어 어선 이용세력권이 확장, 주요

연구책임자 : 박상우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류정곤 선임연구위원, 이승우 연구위원, 김봉태 전문연구원, 이호림 연구원, 고민규 연구원, 김미정 사무원,
안예린 사무원
외부연구자 :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상기 본부장, 남광훈 팀장, 김성민 과장, 김홍식 과장, 전인학 과장, 강효균 대리
(혜인이엔씨) 안익장 전문, 함종철 상무, 김창보 이사, 신병욱 이사, 조준제 부장, 류무은 부장, 백일민 과장
(EDI 환경디자인) 엄성렬 대표, 신태호 팀장, 홍사혁 사원
(En-GIS) 정진우 대표, 이윤수 과장, 이정은 사원

주요 연구결과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의 필요성

일반현황

유휴어항 활용 및 청정어항 도입
기본계획 수립

연구수행 기간 : 2015. 7. 31. ~ 2016. 9. 25. (14개월)

•유휴어항은 어업 및 해양환경 여건변화로 인해 어항 원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어항과 어항구역 내 원래의 용도와 기능대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

화·소실되어 유휴어항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정책 필요

하는 수역과 육역(부지 및 시설)을 의미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14. 3)의 정책방향에 따라 어업여건과 해양환경 변화에 따

•유휴어항 활용모델은 방치되어 있거나 이용효율이 낮은 어항부지를 활용하여 공공투

른 유휴어항의 활용과 청정어항 도입에 필요한 개념설정, 기초현황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

자와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어항의 특화개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어항 유휴부지 활용 지

고, 지역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어항개발 모델을 체계적으로 마련 필요

침을 마련하여 어항 유휴부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어항부지이용계획을 도입하고, 현

기본연구사업

어항을 중심으로 어선이용이 편중되고 있으며, 퇴적 등 해양환경 변화로 어항기능이 약

재 어항 유휴부지를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어항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유형별 모
델을 발굴

•유휴어항과 청정어항에 대한 개념과 특성화된 개발모델에 부합하는 후보지를 선정해 기
본계획을 수립

•청정어항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다원적 기능을

•어항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여 향후 정책화함으로써 위축되고 있는 수산업과 어촌

위해 위생적인 환경과 청결의 조건을 갖춘 어항으로 정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이 있음

•청정어항은 동서남해안의 해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산지위판장을 갖춘 국가어항 중 위판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실적이 높은 어항을 대상으로 어항수역의 저질조사 및 수질조사, 어항구역 내 위판장 위

연구내용

생조사를 통해 대상항을 검토하고, 기본구상은 어항의 시설배치 문제부터 청정어항 도

- 유휴어항의 개념 및 대상 검토

입시설, 수산물 처리구역 표준지침, 어항운영관리 거버넌스 등 어항의 전반적인 시설과

- 유휴어항 현황 및 실태조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시

- 국내외 사례조사 및 시사점

•어항의 운영이란 여객선 운항, 낚시관광, 수산양식, 해양레저 등 어항구역 내 부가가치를

- 유휴어항 정책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창출하기 위해 복합적인 어항시설 이용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일련의 경제활동을 일컫고,

- 유휴어항 구조조정 및 재생의 파급효과 분석

어항관리란 어항시설의 생명주기를 고려하여 본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일반사업

•유휴어항 재생을 통한 창조적 활용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

•청정어항 도입 및 모델개발
- 청정어항 실태조사

로 편입, 효율적인 어항 운영관리를 위해 어항 운영관리 전담기관을 지정, 또한 어항 이

-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및 시사점

용자에게 이용에 대한 점·사용료를 부과하여 어항 운영관리 재정을 마련, 법제도의 정비

- 청정어항 정책방향과 기본계획 수립

를 통해 어항 운영관리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

수탁용역사업

•어항 운영관리의 선진화 방안을 위해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소규모 항포구를 법제도 내

- 청정어항의 개념 및 선정

- 청정어항 도입의 파급효과 분석

- 현행 어항 운영·관리 현황 및 진단
- 선진국의 어항 운영·관리 사례 및 시사점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유휴어항과 청정어항에 대한 기초조사 및 통계구축을 통해 이용효율이 낮은 국가어항의
구조조정과 선진화된 위생관리시스템 도입하고, 어항 내 위생관리 매뉴얼 교육·홍보 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어항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 효율적인 어항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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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어항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ASEAN의 5개국(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물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연구수행 기간 : 2015. 4. 23. ~ 2016. 12. 15. (20개월)
연구책임자 : 김찬호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김형태 선임연구위원, 이주호 부연구위원, 김우선 부연구위원, 이민규 부연구위원, 장현미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건일 엔지니어링) : 고성훈 상무, 정수호 부장, 이규동 대리
외부연구자(한국항만기술단) : 최동호 상무, 노태윤 과장

주요 연구결과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의 필요성

일반현황

한-ASEAN 메콩강 내륙수로운송 연구(IWT)
및 캄보디아 수리조선소 타당성 조사

•메콩강을 활용한 내륙수로운송은 열악한 River Port 시설, 규정화되지 못한 관리 체계,
국가 간 연계의 미흡성 등으로 인해 화물 운송을 위해서는 미얀마, 라오스 유역 메콩강

상교통실무자회의(MTWG)에서 제안된 사업

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함

•아울러 캄보디아의 수리조선소 및 곡물터미널 개발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러나 베트남 남부의 델타지역은 메콩강을 이용한 화물운송이 활성화되어 있어 Upper

해양수산부의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기본연구사업

들 5개국에 걸쳐 있는 메콩강을 개선하기 위한 Short List를 선정하는 것으로 ASEAN 해

메콩과 Lower메콩 간 물류시스템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현장 인터뷰, 각국의 담당 부처, 메콩강위원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국가별, 지
역별, 국경 간 개선 우선사업을 제시

•메콩강의 이용 실태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메콩강을 이용한 내륙수로운송의 개선방
안을 제시

•한편, 캄보디아 수리조선소 개발은 수요부족, 곡물터미널은 관심기업 부재 등으로 인해
개발진출의 여지가 약한 것으로 분석됨

•캄보디아 곡물터미널 및 수리조선소 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 제공

•한-ASEAN 메콩강 내륙수로운송 연구
- 메콩강 유역 IWT여건 및 문제점 분석
- 해외 IWT사업 실태조사
- 메콩강 유역 IWT 개발방향 제시 및 수요조사

•메콩강을 이용한 물류체계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내륙수로 활성화를 위한 개선 우선
사업을 ASEAN 해상교통실무자회의에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ASEAN 교통협력사업으
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아울러 캄보디아 곡물터미널 및 수리조선소 개발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해 국내 관심기업

일반사업

연구내용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에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

- 메콩강 IWT 개선방안
- 개발 Short List 제시 및 최적의 사업모델 도출
수탁용역사업

- 관리방안 및 인적자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캄보디아 수리조선소 및 곡물터미널 타당성 조사
- 대내외 여건 분석
- 시장 및 수요조사, 수요예측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입지선정 및 개발규모 검토
- 재무 분석 및 비즈니스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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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제안서 검토
연구수행 기간 : 2016. 6. 15. ~ 2016. 10. 15. (4개월)

연구의 필요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 제8조3항 및 동법 시행

•당진 왜목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 체결(‘17.7)
•(사업시행자 구성계획) 거점형 마리나항만의 건설 뿐 아니라 관리운영능력이 있는 사업
시행자를 구성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계획서 검토

•(재원조달계획) 1단계 사업비 대비 자본금이 낮은 상태이므로 사업 추진 시 자기자본 조

기본연구사업

령 제9조에 따라 제안자의 사업계획서 검토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윤인주 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	이종훈 부연구위원, 홍장원 부연구위원, 이정아 연구원

달 가능성을 엄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고 2단계 사업비를 분양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분양목표에 미달할 경우 위험회피 및 투자회수 방안에 대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안

•(기본요건 검토) 사업계획서에 기본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
•(승인요건 검토) 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
•(지정요건 검토)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제시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개발계획) 중국 측 수요 등 통계자료가 불명확하여 수요 추정 구체화, 인근 지역 관광진
흥법상 관광지와의 관계(상충, 민원 등) 고려, 현실적인 매립면적 고려하여 사업성(경제성)
분석, 설계 시 관계기관별(환경부, 해수부, 지자체) 인허가 대비 필요

수시연구사업

연구내용

•(관리운영계획)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의 목표를 고려할 때 마리나 건설뿐 아니라

주요 연구결과

•사업제안자인 ㈜랴오디코리아는 마리나항만법 제9조1항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2항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안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정요건의 형식을 갖추고 있음

관리운영을 통한 마리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요구, 협상 시 주요시설(해상 계류시
설, 육상 수리보관시설, 상업 및 숙박시설) 운영관리방식을 구체화하여 분야별로 운영의
향이 있는 사업자와 사전협의하고 그 증빙을 제시 필요

일반사업

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사업 시행자로 적격

- 사
 업시행자를 구성할 ㈜랴오디코리아는 신생기업으로서 마리나 개발·운영 실적이
없으나, 외국인투자가(기업)인 중국 랴오디그룹은 도로, 터널, 주택, 발전소 건설 등
유사 토목공사 실적이 있음
수탁용역사업

•마리나항만 평가지침상의 사업계획 평가항목을 검토한 결과,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갖추
었으나 협상 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세부계획 도출 필요
•재원조달계획과 관련하여 자기자본 조달은 제안자 및 (예정)출자자의 재무상황과 중국
의 자본유출 규제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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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수중레저산업 통계지표 개발 및
수중레저법 하위법령안 제정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7. 15. ~ 2017. 1. 31. (6개월)

연구의 필요성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홍장원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박수진 부연구위원, 윤인주 전문연구원, 이정아 연구원

•정책통계(안)

•수중레저활동 인구, 수중레저산업의 규모, 업체현황 등 수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 등
 록현황(수중레저사업), 사고현황(사건, 사망), 단속현황(불법채취) 등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 보고

•2017년 6월 시행예정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

- 국제통계(국제비교)는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 자료 이용

법)의 하위법령 마련 필요

기본연구사업

적인 통계지표와 자료는 부족한 상황

•수중레저사업장 운영 실태, 민간자격증 현황 등을 기초로 현실에 부합하는 수중레저

연구목적

사업 등록규정,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수중레저사업자 교육의 방법·절차 등을 담은 하

•수중레저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수

- 하
 위법령안에 대한 업계 반발과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중레저 관련 주요 협

•수중레저 주요 단체ㆍ협회 등의 동의가 전제된 수중레저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시행

회, 단체 등의 의견 조회, 자문회의 등을 개최(5차례)

령, 시행규칙) 마련

- 하
 위법령안 세부설명을 위한 조문별 설명자료를 마련하고, 조문별 제정이유서 등 하

수시연구사업

위법령안 마련

중레저산업의 통계 지표 개발

위법령 제정에 필요한 자료 작성

연구내용

- 시
 설현황(센터, 리조트), 자원현황(주요 리조트), 단체현황(관련 협회), 인원현황(활동 인
•수중레저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수

구), 면허현황(자격증)은 수중레저 관련 협회를 통해 조사 혹은 보고

•수중레저 주요 단체ㆍ협회 등의 동의가 전제된 수중레저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시행
령, 시행규칙) 마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2014년 수중레저법안 마련 당시 실시되었던 수중레저산업관련 조사를 2016년 기준으로

일반사업

중레저산업의 통계 지표 개발

재조사·분석하여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될 정책자료 마련
•수중레저업계 등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중복규제를 회피하여 효과

•국내 지역별 리조트 등록 및 운영 현황, 리조트 시설 현황, 잠수병 치료 시설 현황, 이
동선박 등록 현황, 장비업체 현황, 사고 현황 및 세계 스킨스쿠버 활동 및 산업 통계 자
료 수집

적인 수중레저법 하위법령안 마련
•관련 행정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누락된 상태여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하위법령에 반영

•수중레저활동 산업통계 및 정책통계 종류 및 발굴, 개발, 관리 방안 제시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산업통계: 매출액, 사업체 수, 종사자 수, GDP비중은 해양산업 국가승인통계 내 해양
관광업에서 추출 또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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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e-Nav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정책기반 구축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7. 14. ~ 2016. 12. 31. (약 6개월)

연구의 필요성

•IMO e-Navigation1) 도입 기반 마련 및 한국형 e-Navigation2)구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주요 연구결과

•가칭 [항행안전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 법
 률안은 본문 54개조를 9개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음

•e-Nav 도입, 한국형 e-Nav 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해상 및 육상에서 선박안전 운항

- 신
 기술 도입, 정보의 운용, 관리 및 보안, 해상교통안전관리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기

지원과 관련한 정보 처리 환경의 변화가 예상(LTE-M.망3) 구축 사업의 추진, 정보의 디

본법과 진흥법적인 법의 성격에 대해 자문단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흥적,

지털화 등)되며, 이에 따른 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되나 해양수산부 소관 관

지원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

련 제도 부족

•최근 국회의 입법 현황을 분석해 보면(제13대~18대) 의원발의가 정부발의 보다 약 4.3
해 약 1.3배 정도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성안된 것으로 나타남

•IMO e-Nav. 도입 대비 및 한국형 e-Nav. 구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책,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개발 및 입법전략추진(안) 수립

•‘17년 8월 국회제출, ’1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전략 분석 및 입법전략추진(안) 수립

수시연구사업

배로 상대적으로 제안건수가 높게 나타남. 반면 가결건수는 정부발의가 의원발의에 비

연구목적

기본연구사업

위한 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박한선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길광수 선임연구위원, 김수엽 부연구위원, 이호춘 부연구위원, 황수진 위촉전문연구원, 이혜진 연구원,
반영길 위촉연구원, 류희영 위촉연구원, 김보람 위촉연구원

- 한
 국형 이네비 운영, 정보 제공과정의 운영 및 관리 기준, 어선 등 소형 선박에 대한
•현안 사항 중 하나였던 한국형 e-Nav 운영과 관련한 타부처 관계 정의를 위한 법안

정보 제공, 관련 단말기 보급, 정보제공 기술개발, 교육, 홍보,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관

검토

한 사항을 포함한 법(안) 개발

- 자
 문회의 등을 통해 현안 이슈 사항으로 식별된 VTS5)의 역할 범위 검토
•법안 초안 개발
- 국
 내 법 및 국제협약 검토를 통한 구조 및 내용 분석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 법
 의 제정 목적, 방향성 및 법 적용 대상의 명확화

일반사업

연구내용

•한국형 e-Navigation 구축 사업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입법 전략 및 추진(안) 수립

- 진
 흥적, 지원적 요소 강화 측면에서의 법률 제정

•입법전략 분석 및 입법전략추진(안) 수립
- 정
 부 입법 및 의원입법 비교 검토
- 가
 결률 분석4)을 통한 방안 마련

참여하여 시스템관련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3)	LTE-M.망(초고속 해상 무선통신망)이란 통합공공망으로서 연안 100Km 이내 해역의 선박 및 어선에게 e-Nav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구축

4)	가격률 분석이란 입법현황을 분석하여 발의된 법률안의 양전 분석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회사무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13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의 의원발의와 정부제출 건수를 분석하였음
5)	VTS(선박교통관제센터, Vessel Traff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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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제 법 검토를 통한 입법 대책 방안

1)	e-Navigation(이하 ‘e-Nav’)은 IMO(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해상 안전, 보안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선
박/육상 간 해양정보 수집, 분석, 공유, 교환을 위해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고 조화로운(harmonized)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도에 시행을
목표로 MSC 94차(2014년 11월)에 SIP(이행전략계획, Strategic Implementation Plan)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음
)	
한
2 국형 e-Navigation(이하 ‘한국형 e-Nav’)은 IMO의 전략계획에 대비하여 ‘20년 완료를 목표로 한국의 해상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e-Nav사
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음.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적용대상의 확대(기존의 e-Nav사업은 협약 선박(SOLAS에서 정의하는 선박 위주)
을 대상으로 MSP에서 정의하는 16가지 서비스의 특성을 분석하여 6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발 중이며, 국제표준화 작업에 적극

수탁용역사업

- 법
 체계의 주요 콘텐츠 및 구조 개발

일반현황

IMO 국제표준화 및 가이드라인
세부 기술기준 개발
연구수행 기간 : 2016. 5. 31. ~ 2016. 12. 31. (7개월)

연구의 필요성

•‘14년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국내 여객선 운항의 안전을 강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박한선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황수진 위촉전문연구원, 김보람 위촉연구원

•‘12년부터 현재까지 선내 승객의 탈출에 관한 규정 및 지침 제·개정 동향 및 관련 시
스템 개발 동향 분석을 통한 IMO에서의 시스템의 국제 표준화 수립 세부 방향성 제시

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

1)

 - ‘16년을 기점으로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에서 대응으로 관점이 전환되고 있음을 분
석하여 결과 도출

•IMO에서 논의되는 여객선안전강화 연구 진행 추세에 맞추어 한국형 선내 승객 대피

- 선
 박인명대피에 대한 관점이 탈출분석에만 초점을 맞추어져 있어 그 한계가 있음을

지원 시스템인 선박인명대피시스템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지원하여 세계 시장 선점 기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형 선박인명대피시스템에 대한 기술 우수성 및 특성을 활용

반 마련 필요

한 연차별 IMO 효율적 정보문서 개발 전략(안) 제시

본격화되었으며, 이에 관련 시스템 개발 등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나 선내 승객

수시연구사업

 - IMO 역시 ‘12년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사고2)로 인해 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한 논의가

•IMO의 국제회의 특성 분석을 통한 의제 개발 및 제출

대피 지원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임
 - 실
 시간 선박의 모니터링 및 지원 가능 시스템의 개발이 MSC 97차 회의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 이 때 시스템의 상용화 및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3)

•여객선 비상상황 시의 선장, 승무원 및 승객, 육상에 의사지원 결정 지원을 통해 상황
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박 및 인명대피시스템4)의 IMO 국제표준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선박인명대피 기술의 국제표준화 로드맵 수립에 기여
•선박인명대피시스템에 관한 의제문서를 개발하고 IMO 국제회의에 제출
 - 세
 월호 사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객선 안전강화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다룬
일반사업

연구목적

기본연구사업

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비상상황 시의 선내 승객 대

의제는 본 의제로 여객선 안전강화에 노력하는 한국 정부 이미지 상승 효과

화 추진방안 제시
1)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여객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주도 다양한 노력이 시도됨. 특히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다

연구내용

•선박 및 인명대피 관련 시스템 개발 IMO 국제 표준화 로드맵 개발

•선박 및 인명대피 시스템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 및 전략안 수립
•IMO의제 문서 개발/제출

•IMO의 장기실천계획, 전략계획, 상위단계의 실천 계획5)분석을 통한 4개년도 국제 표
준화 로드맵 및 관련 IMO의 규정 제·개정 작업 분석을 통한 국제표준화 추진 세부 계
획(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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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주요 연구결과

수탁용역사업

•IMO 작업 계획 및 표준화 추진 세부 상세 계획 수립

양한 문제들(선박복원성 등의 감항성 미확보, 무리한 선박 개조, 컨테이너 고박 상태 불량 등)이 제기 되었으며, 특히 비상상황 당시에 선장 및
선원자질(승객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고 퇴선한 선장 및 선원들). 컨트럴 타워 부재(대피 지원 투입 시기 결정 지연 등) 등과 같은 대응
관점에서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관련 지원 시스템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짐
2)	2012년 1월 발생한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여객선 사고로 인하여 IMO에서는 여객선의 안전 강화에 대한 문제에 주목하고 같은 해 5월에 개최
된 MSC 90차 회의에서 27번째 안건으로 급하게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를 본격화함.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역시 특히 선장이 선내에 승객들에게
적절한 퇴선 조치를 내리지 않고 퇴선을 하여 승객 32명이 사망하고 157명이 상해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해 장기
실천계획(Long term action plan)에 비상상황 시 선내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한 탈출관련 선박구조, 시스템, 비상상황 지원 조치관련 SAR(Search
and Rescue), 선원 교육 등의 관점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논의 진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
3)	MSC 97차회의에서 일본과 독일 프로젝트를 소개한 바 있음. 일본의 경우에는 실시간 선박의 모니터링 지원 가능 시스템을 소개하고 관련
하여 상용화 및 보급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규정이 필요함을 담은 내용의 정보 문서를 제출하였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SIREVA시스템을 소개
하여 여객선 내 승객의 위치정보 기반 탈출로 확보 지원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담은 정보 문서를 제출함. 이외에도 MES(Marine Evacuation
System) 등에 대한 규정의 개정의 필요성을 제출(영국)하는 등 여객선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정보 문서가 제출됨
4)	선박인명대피시스템은 비상상황 발생 시 여객선의 비상상황을 환경, 선박상태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장에게는 선박에 대한 전반
적인 정보와 조종지원, 승객에게는 안전한 탈출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함. 또한 육상에도 같은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여객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상황 대응 시스템
5)	장기실천계회(Long term action plan), 전략계획(Strategy Plan), 상위단계 실천계획(HLAP, High Level Action Plan)

일반현황

여수프로젝트-CBD의 SOI 지원 사업
연구수행 기간 : 2014. 12. 29. ~ 2016. 2. 29. (14개월)

연구의 필요성

•여수세계박람회 성과 및 여수선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역량이 부족한 개도

주요 연구결과

•SOI 교육리더 훈련 사업
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여수 엑스포해양공원에서 실시함

을 위한 해양관리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필요

- 참
 석국가별 다양한 이슈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에 필요한 도구, 가이

•특히 여수선언 정신에 부합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드라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첨을 맞춤으로써 참석자의 과학적, 기술적, 관리적 역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양생물자원 부국인 개도

기본연구사업

- 본
 사업은 베냉, 카메룬,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13개국의 해양 및 연안관리 담당자

국 및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도서국 등의 해양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 현안 해결 등

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참석자 전원이 국가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

국 등의 해양관리 역량강화 지원 필요

행전략(액션플랜)을 수립함
•국가별 해양보전 역량강화 사업

•개도국 및 도서국 등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역량강화 교

- 본
 사업은 해양관리 역량이 미흡한 아프리카 및 남태평양 개발도상국 중 2국가를 선

육지원 사업을 통해 여수선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아울러 CBD-SOI 해양생물다양

정했으며, 첫 번째 사업으로 사모아와 나미비아에서 실시함

성 아이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최성애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슬기, 한충현

- 훈
 련 당사국이 직면한 사회적·환경적 이슈를 고려하여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뿐만 아니라 각국의 해양관리 전문인력 및 SOI 글로벌 파트너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여 다분야간 협력 방안을 모

하고, 이를 활용한 국가 간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공동정책

색하는 것에 중점을 둠

연구내용

•SOI 교육리더 훈련 사업 결과
- 워크숍 개요 및 주요 내용
- 주제별 발표 및 토론 내용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여수세계박람회 성과 및 여수 선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기
구 생물다양성 사무국을 통하여 실시한 개도국 및 도서국의 해양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
용 그리고 현안 해결 등을 위한 해양관리 역량강화에 기여

며, 개도국 및 도서국의 해양관리 역량강화라는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긍정적

- 평가

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므로, 향후 동 사업이 지속되어 개도국 및 도서국의 해양관리역
량을 강화해야 함

수탁용역사업

•동 사업에 대해 참석자의 대다수가 실질적 해양관리 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였으

- 국가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전략 수립

•국가별 해양보전 역량강화 사업 결과

일반사업

발굴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사모아 역량강화 사업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나미비아 역량강화 사업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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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해양수산 통합행정 20년사

연구수행 기간 : 2014. 12. 29. ~ 2016. 2. 29. (14개월)

연구의 필요성

•해양수산부의 발족 20년을 맞아 해양수산부 발족경위 및 조직 등 변천사를 정리하고, 주

연구목적

•해양수산부의 행정조직 변천사와 대표성과 등 총괄적 내용과 함께 분야별 정책성과를
균형 있게 포함하여 “종합적 이해자료”로 활용

기본연구사업

요 정책 및 성과를 정리·체계화할 필요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최성애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슬기, 한충현
집 필 진 :	김근섭, 김대영, 김병선, 김수엽, 김영모, 김우선, 김정봉, 김종덕, 김찬호, 김태일, 남정호, 마창모, 목진용,
박광서, 박수진, 박영길, 박한선, 박우선, 신청로, 양희철, 오현택, 육근형, 윤성순, 유원득, 이성우, 이승우,
이정삼, 이윤철, 이헌동, 장원근, 장홍석, 정지호, 조동오, 최상희, 최지연, 홍장원, 황진회

•해양수산부 발전사(20년사) 발간을 통해 해양수산부에 대한 내부 직원 및 국민들의 이해
도를 제고하고 향후 해양수산부 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

수시연구사업

연구내용

•(총괄 부문) 해양수산부 발족(‘06.8.8) 이전의 약사(略史)와 출범 배경 및 경위, 발족 이후
현재까지의 조직·예산 등 변천 현황, 화보 등 포함
•(분야별 해양수산행정의 전개) 해양수산부의 업무를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
요한 성과사례의 경우 별도로 상세히 기술
•(기타) 주요 사건 연표, 사진으로 보는 해양수산 20년사, 관련 법률(필요시), 주요 통계 등

주요 연구결과

일반사업

을 시간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제1편에는 해양수산 통합행정 20년 발자취를 기록
- 사진으로 보는 20년사
- 해
 양수산 통합행정 추진체계(행정조직)의 변천사를 해양수산부 출범 이전, 해양수산
수탁용역사업

부 출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시절, 그리고 부활한 해양수산부 행정조직으
로 나누어 기술
- 해
 양수산 통합행정 20년의 대표적인 성과를 해양, 수산, 해운·해사, 항만분야로 나
누어 20개를 선정하여 기술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제2편에서는 해양수산 정책성과를 해양, 수산, 해운·해사, 항만분야로 나누어 기술하
고, 전임 장관의 회고사, 연표 등을 부록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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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세월호 인양 및 배·보상 백서 발간
연구수행 기간 : 2015. 12. 18. ~ 2016. 11. 11. (11개월)

연구의 필요성

•2014. 4. 16.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목진용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김수엽 부연구위원, 김경신 전문연구원, 최석문 연구원, 류희영 연구원

•또한 각 부처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안산, 진도
은 지원사업과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추모사
업을 추진함

연구목적

•세월호 인양 및 배·보상에 대한 백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기록

•세월호 선체 인양의 경우 세월호 선체 처리 관련 T/F가 구성되어 관련 기술을 검토한 후
선체인양을 결정함

•향후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체 인양 및 배·보상과 관련

•그 후 세월호 선체 인양추진단이 설립되고, 세월호 인양지원회가 발족하는 한편, 세월호
인양 업체 선정을 위한 협상 결과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됨
•선체 인양 과정은 잔존유 제거, 수중조사 착수, 작업선단 선내 진입 성공, 미수습자 유

•세월호 피해 배·보상 및 피해자 등 지원
-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피해보상

실방지 대책 마련, 선체 부력 확보 작업 착수, 인양작업 본격 착수, 선체 거치 장소 선정,

-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피해 배·보상 추진

선수들기 재개 결정, 선수들기 및 리프팅빔 설치 성공, 선미 하부 리프팅빔 설치 추진 등

- 피해 배·보상

의 절차가 진행 중임

•세월호 선체 인양
- 선체 인양 결정 배경 및 과정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세월호 인양 및 배·보상 과정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유사 해양사고

일반사업

- 피해자 및 피해지역 등 지원

수시연구사업

된 진행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

연구내용

기본연구사업

등 피해지역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공동체회복프로그램 및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와 같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확보 필요

예방하는 한편, 국민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인양 업체 선정
- 선체 인양 과정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세월호 배·보상의 경우 세월호 사고 이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구성되어 담당 부처별
로 피해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활동을 우선 진행함
•이후 정부는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국회에서 제정된 4·16 세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하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금, 위로지원금, 보상
금의 형태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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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스리랑카 해양쓰레기 관리능력 개발
연구수행 기간 : 2015. 7. 1. ~ 2016. 10. 30. (16개월)

연구의 필요성

•해양쓰레기 문제는 최근 국제사회의 이슈로 UNEP, APEC, G7, G20, IMO 등 국제기구와

주요 연구결과

•본 과제는 스리랑카의 해양쓰레기 관리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하는 데 있음. 해양쓰레기
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함께 해양쓰레기 분포에 대
한 과학기술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능력을 개발
하고 향상할 필요가 있었음

•이를 위해 본 연구팀은 스리랑카 처음으로 해변쓰레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모니터

기본연구사업

다자간 협력기구에서 후진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촉구하는 사안임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목진용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김경신 부연구위원, 이윤정 전문연구원, 안용성 전문연구원

링을 실시하였으며, 네곰보와 베루왈라 지역의 어항, 산호초, 침몰선박 주변 해역의 해
양쓰레기를 조사하였음

연구목적

•조사연구 : 중요 사례지역 현장조사를 통해 스리랑카의 해양쓰레기 실태 파악

과 함께 공동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방법과 장비운영기술을 교육하였음

•교육 : 스
 리랑카 대학 연구진과 공동으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면서 조사 및 평가기법,

•향후 스리랑카 자체적인 해양쓰레기 조사를 위해 조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 운용 방법

장비사용 및 정책개발 능력 등을 전수하여, 궁극적으로 스리랑카의 해양쓰레기

등을 담은 ‘Guideline for Planning Marine Debris Management’를 제작하여 제공하였음

관리 능력 개발

•샘플지역인 네곰보 해양쓰레기 관리 전략을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스리랑카 정부 스스

•인프라 : 스리랑카 해양쓰레기 조사에 필요한 기본 장비 및 사용기술 제공

로 국가 해양쓰레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였음

법을 전수하고 교재(Marine Litter Activity Book)를 제공하여 활용토록 하였음

•스리랑카의 해양쓰레기 관리 능력 개발
- 조사 및 연구 :			 ·시범지역 어항 침적쓰레기 조사 및 분석
				 ·해수욕장 해변쓰레기 조사 및 분석
				 ·산호 서식지 해양쓰레기 조사 및 분석

쓰레기 관리 전략을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스리랑카 정부 스스로 국가 해양쓰레기 전
략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였음
•본 사업 결과는 스리랑카 정부가 장기 미래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리랑카 2030
미래 비전”에 본 연구 성과인 해양쓰레기 대응 과제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교육 :				 ·공동조사를 통한 현지파트너 현장 역량 강화 교육
				 ·어업인 대상 해양쓰레기 교재 개발 및 교육
				 ·공무원 해양쓰레기 정책 능력 개발

•본 사업의 목표는 스리랑카의 해양쓰레기 관리 능력 개발이며, 샘플지역인 네곰보 해양

- 기자재 및 인프라 : ·침적쓰레기 조사 장비 및 운영 기술 지원
				 ·해변쓰레기 조사 장비 및 운영 기술 지원
				 ·산호 서식지 해양쓰레기 조사 장비 및 운영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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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용역사업

- 관리 정책 마련 :		 ·스리랑카 해양쓰레기 관리 전략 평가
				 ·시범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전략 수립
				 ·스리랑카 국가 해양쓰레기 관리 전략 수립 툴 제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일반사업

•또한 스리랑카 초등학생 대상 해양쓰레기 교육을 위해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 방

연구내용

수시연구사업

•2년간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스리랑카 MEPA, NARA의 담당 공무원과 대학교 전문 인력

•정책 :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스리랑카의 해변 및 수중침적쓰레기 관리 전략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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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참(Charm)선원 프로젝트 추진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3. 31. ~ 2016. 9. 27. (6개월)

연구의 필요성

•가족·사회 등과의 단절된 생활, 육상과의 임금격차 축소,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선원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박용안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김태일 연구위원, 박성화 연구원, 전우현 연구원
외부연구자(한국해양수산연수원) : 김영모 초빙교수

- 선
 원들의 장기승선 유도
- 해
 기 및 어로 기술의 원활한 전승과 축적을 통한 해양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본연구사업

직 기피현상 확대 및 사기 저하 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높아 우리나라도 정책개발 등 능
동적인 대책이 필요함
•선원직 자긍심 고취, 인식개선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선원직 매력화 방안 수립 및 참
(Charm)선원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선원·선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여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제안
•발굴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및 제도(법령 포함) 개선사항을 마

•선원 퇴직연금 도입과 정부의 장려금 출연 논의에 기여
•선원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진전략별 정책추진과제 제안
•선원 승선과 휴가 shift의 유연화와 원양어선 선원 유급휴가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선원의 날 제정 제안

련하고, 재정확보방안을 제시

연구내용

•선원직 현황 조사·분석
일반사업

•참(Charm)선원 프로젝트(선원직 매력화) 관련 국내외 사례 연구
•참(Charm)선원 프로젝트 추진방안(선원직 매력화 방안)
•참(Charm)선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방안
•참(Charm)선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추산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참선원 정책의 비전 제시
- 선
 원직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우리 수출입 화물의 99.7%를 운송하는 해운업
과 국민 식단에 단백질 공급을 담당하는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선
 원의 해기와 어로기술의 원활한 전승으로 국민경제 발전 기여
•참선원 정책의 기본 방향
- 선
 원직 매력화를 통한 우수인력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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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수립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12. 29. ~ 2016. 6. 25. (6개월)

연구의 필요성

•최근 여성어업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어업인 관련 정책 개발 및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엄선희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정삼 부연구위원, 정수빈 연구원, 이예나 연구원

•여성어업인 어업종사기간 : 20년 이상 (72.1%), 10~20년 미만(22.0%)
•여성어업인 어업 외 소득활동 : 수산물 판매(33.8%), 자영업(22.3%), 품삯 노동(13.8%), 어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에 따라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정

촌 관광사업(체험마을, 민박 등)(6.2%), 시간제근무(6.2%)

책과제 발굴 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 필요

•여성어업인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제도 확대(51.0%), 가

기본연구사업

추진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 부족으로 정책 추진에 한계

중한 노동부담 경감(35.8%)

연구목적

•여성어업인의 노동실태, 생활 및 복지 실태, 다문화 가정 여성어업인의 실태 등을 조사하

•여성어업인 육성 정책 방향 및 목표
수시연구사업

고 국내외 여성어업인 정책 사례 등을 분석하여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비전 : 여성어업인 전문성·리더십 향상을 통한 수산업·어촌 발전 실현

•‘제4차 여성어업인 기본계획’ 수립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

•목표(2020) : 여성어업인 후계자 및 전문 경영인 비중 40%까지 확대
•전략 : 정책기반 구축, 여성어업인 직업역량 강화, 양성평등 강화, 복지 향상

연구내용

•여성어업인 현황 및 문제점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로드맵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여성어업인 육성 정책 방안
•정책 로드맵 및 재정 투융자 계획

2단계(2017~2018)

•정책기반 구축
•전여련 사단법인 등록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여성친화형 기자재
개발 기획연구
•공동경영주 규정 개정
•복지 지원

•업종별 여성어업인
단체설립 활성화
•여성어업인 센터 건립
•여성친화형 수산기자재
개발
•여성어업인 교육훈련
강화
•복지지원

3단계(2019~2020)
일반사업

•어촌의 결혼 이민 여성 실태조사

1단계(2016~2017)

•어업자산 공동 소유
확대 제도 도입 연구
•제5차 기본계획 수립
기초 조사·연구

주요 연구결과

•여성어업인 지역 분포 : 충남(36.1%), 경남/울산(12.7%), 인천/경기(9.0%), 전남(7.6%), 부
산(7.0%), 강원(7.0%) 등

양식업(16.5%), 나잠어업(13.1%), 수산가공·유통업(10.5%), 내수면어업(3.1%)
•여성어업인 연 가구소득 : 평균 4,86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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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법제·개정 및 거버넌스 정비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여성어업인 업종별 분포 : 조업(어선어업)(37.2%), 맨손어업(34.7%), 해조류채취업(17.0%),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수탁용역사업

근 5년간(2009～)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재정 투융자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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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 러시아 해외수산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4. 11. 4. ~ 2016. 9. 30. (22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장홍석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한광석 부연구위원, 안지은 연구원, 백진화 연구원, 김미정 사무원
* 러시아측의 외교적인 요청에 의해 최종보고서는 인쇄하지 않았음

연구의 필요성

•한·러 어업위원회에서는 러시아 베링 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우리 국적선의 명태 쿼터에

→선진국 소비라는 글로벌 분업화가 고착화되어 있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원료 공급
국가에서 벗어나 가공까지의 자국 내 수직적 계열화를 고려하고 있음

•이에, 제25차 한·러 어업위원회 협상에서 기존에 마련된 연구기금 20만 달러(한화 2억

•만약, 러시아의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되면, 명태의 글로벌 비즈니스는 새로운 국면에 접

원)에 대해 대러시아 수산분야 투자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결정됨

어들면서 한국에게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우리 수산관련 기업 중에서 대러시아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이 나타남에 따

•이에 한국의 기업 중에서 러시아 수산분야에 대한 투자수요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4건

라 이에 대한 대러시아 수산분야 투자의 확실성과 실현성을 확보하는 연구가 필요함

의 사업 비즈니스모델을 제안함과 동시에 2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재무분

•대러시아 수산분야 해외투자 실현 차원에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그에 대한 재무적 타
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연구내용

수시연구사업

석 중심)을 수행함

연구목적

•대극동 러시아 해외투자에 대한 거시환경 분석

기본연구사업

상응한 대러시아 수산투자를 요청하고 있음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한국 수산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사업 비즈니스 모델 4건을 제안
•이 중 나지모바 곶을 대상으로 하는 “어항 기반 수산물 가공물류센터” 사업은 제3차 동
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 담화에 포함되었음

일반사업

•러시아 수산업 구조와 특성
•극동 러시아 수산분야 비즈니스 모델 제안
•한국 수산관련 기업의 대러시아 투자사업과 재무분석
•극동 러시아 수산분야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분석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환경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극동 지역에 선도개발구역이나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정책은 외국인에게 매우 개
방적인 조건으로 제안되고 있음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러시아의 수산업은 극동 지역에 생산량의 약 65%가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명태를 생
산하고 있음
•명태는 수산물의 글로벌 빅 비즈니스 중의 한 어종이나 러시아의 원료 공급→중국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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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진입절차
대응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4. 28. ~ 2016. 8. 26. (4개월)

연구의 필요성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장홍석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류정곤 연구감리위원, 윤재웅 연구원, 백진화 연구원, 김미정 행정원, 안예린 행정원

•한ㆍ중 FTA로 중국의 수산물 관세가 품목 기준으로 99% 무세화되면서 한국 수산물의 대

중국의 비관세 장벽의 존재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중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사전검사검역제도는 이러한 개방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존 연구 모델은 과거 중

•특히, 중국의 위생검역 중에서 수출상대국의 신규 수산물 수출품목에 대해 사전 위험분

국에 수출한 실적이 있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중국의 관세 철폐에 따른 한국

석을 거치는 “진입절차(절차 개시 요청 → 중국 측 자료 요구 → 자료 제공 → 현지 실시

수산물의 대중 수출 증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됨

→ 의정서 체결)”가 가장 큰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됨

•그러나 중국의 수산물 내수 시장의 확대에 따른 한국 수산물의 대중 수출 증대라는 거

•이에 향후 대중 수산물 수출의 증가를 고려하여 중국의 “진입절차”에 대한 효과적인 대

시적인 관점은 한ㆍ중 FTA에 따른 대중 수산물 수출 증대보다 크기 때문에 중국의 동 제
도가 대중 수산물 수출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동 제도는 새롭게 중국에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요구하는 위생검사검역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발표에 따른 대중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중국의 “진입절

에 대해 한국의 산지 혹은 수출업자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양국이 협정

차” 구조와 우리 수출업계의 예상 수요 파악 및 동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

을 맺는 것임

공을 목적으로 함

•이러한 협정의 과정을 거치고서 새롭게 해당 품목의 대중 수출이 가능한데, 이 협정의
을 업계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중국의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검역 제도 파악

•이 협정의 과정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중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질의서

•중국의 사전검사검역허가제 내용 파악

에 답변하여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중 신수출 수요 발생 시에 영세한 우리 업

•향후 5년간 국내기업의 신규 수출 수산물 수요 조사

계를 대신해 중국 질의서에 대한 답변 보고서를 정부가 관련 연구기관을 통해 신속하

•국내외 진입절차 대응사례 연구

•중국은 2015년 식품안전법의 강화를 통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의약품, 사료 등의 검

•이를 통해 2015년 이후에 중국이 처음으로 수입하는 수산물(HS-CODE 기준)에 대해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중국의 사전검사검역제도에 대한 대응은 협정 과정에서 중국 측이 요청하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신속ㆍ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역검사 관련 제도에 ‘사전검사검역제도’를 포함함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매뉴얼화 하여 현장의 정부 관련 기구에 배포함

•이를 위한 현장 공무원 대상의 매뉴얼 작성하고 배포함

는 수출국의 수출업계 및 정부를 상대로 MOU를 맺어야만 하는 체계로 변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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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용역사업

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함

•주요 신규 수출품목별 진입절차 대응방안 연구

주요 연구결과

일반사업

과정에 대략적으로 3년~7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기간

연구내용

수시연구사업

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기본연구사업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우리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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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정부비축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수행 기간 : 2016. 5. 19. ~ 2016. 11. 30. (6.5개월)

연구의 필요성

•수산물은 성어기에 과잉 생산되어 산지가격이 하락하거나, 어한기에 생산이 감소하여 소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장홍석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헌동 전문연구원, 윤재웅 연구원, 김미정 사무원, 안예린 사무원

비자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고, 오징어, 조기
는 추정계수의 부호(-)는 예상과 부합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가격하락효과가 있
다고 보기 어려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2013.7)』과 정부가 추진한 ‘국정과제’를 통해 실제로 수
산물 비축사업 품목과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옴

•가격안정효과는 추정결과, 고등어만 수매에 따른 생산자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었으나 명
절이나 어한기에 있어서는 고등어는 설보다 어한기, 추석에 방출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수행된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이 과연 생산자가격 및 소비자가격

명태는 2014년 설을 제외한 모든 시기, 갈치는 2015년 어한기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 방

지지(안정)에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품목별로 적정 비축규모를 어떻게 설정할 것

출효과 존재, 냉동오징어는 모든 시기에 방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필요함

•정부비축 사업의 발전방향에는 지금까지의 생산자 가격지지와 수산물 가격안정에 더해
식량안보라는 개념을 포함하면서 공공비축제 혹은 상시비축제가 도입되어야 함
<그림> 정부비축 사업의 발전방향

•본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추진현황, 문제점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품목별 적정 비축수준을 계량경제학적으로 실증분석하

단기 발전방향(2017~2020)

중장기 발전방향(2020 이후)

생산자 가격지지

•비축제도 유지
•출하조절 사업
•유통협약(유통 명령제) 활성화

•독립기구화(기금 조성)
•출하조절 사업
•유통협약제도의 확대

•중국의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검역 제도 파악

수산물 가격안정

•비축제도 유지
•긴급가격안정사업

•수급 정보 체제의 구축
•긴급가격안정사업 유지

•공공 비축제도 도입

•공공 비축제도의 활성화

일반사업

정책목표

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수시연구사업

인지, 중장기적으로 비축사업을 어떻게 운용해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연구목적

기본연구사업

비자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중국의 사전검사검역허가제 내용 파악
식량 안보

•향후 5년간 국내기업의 신규 수출 수산물 수요 조사

수탁용역사업

•국내외 진입절차 대응사례 연구
•주요 신규 수출품목별 진입절차 대응방안 연구

•정부 비축 사업의 평가를 통해 가격 안정은 명절기에 유의적으로 나타났음
•동시에 식량안보 차원의 공공비축제 혹은 상시비축제가 도입되어야 함

•생산자가격 지지(상승)효과 분석결과, 갈치, 오징어, 조기, 삼치는 수매에 따른 생산자가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주요 연구결과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격 지지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고등어는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가격 지지(하락)효과는 분석결과, 고등어와 명태는 비축수산물 방출에 따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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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양식보험 품목확대를 위한 상품화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3. 12. 19. ~ 2016. 12. 18. (36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장홍석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한광석 부연구위원, 이헌동 전문연구원, 안지은 연구원, 윤재웅 연구원, 백진화 연구원, 김미정 사무원,
안예린 사무원
* 동 연구는 3년에 걸친 연구로 1년마다 연구보고가 진행되어 왔음. 연구진 구성과 연구 내용 등은 3년차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연구의 필요성

•이는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2016년 능성어, 미더덕·오만둥이 3개 품목과 2017년 터
봇, 향어, 메기 3개 품목을 신규 도입하고자 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대비한 실용성 있는 정
책으로 부상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한편,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면서 2016년 8월 사상 유례 없는
폭염으로 고수온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식업의 피해가 크지만, 실제 재해보험을 통
해 보상받은 금액은 소수에 불과함

연구목적

주요 연구결과

•권역조정: 기상재해확률에 수산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권역조정안을 제시함

•셋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제도 개선

•총 3개년의 연구기간 중 3차연도 연구 내용의 각각에 대한 추진 방안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음

•권역 조정 : 보험요율 산출 단위인 권역(1∼12권역) 조정 검토

2017 KMI 연차보고서

•양식보험 워크숍 개최 및 추진, 재해통계 활용방안 검토 등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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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용역사업

•제도개선 : 6개 제도개선을 제시함
- 치어 및 종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상품화 방안 검토
- 품목별 적용가격, 보상가격의 합리적인 산출방안
- 국고보조율 차등 방안, 의무보험화, 장기보험에 대한 검토
- 이상조류를 이상수온과 이상수질로 분리 검토
- 육상수조식 고수온 특약개발
- 자체 피해판정기준 마련(적조, 이상조류 등)

•양식보험 대상 품목의 보험 상품 개발
- (2016년) 도입 예정 3개 품목(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의 상품개발
- (2017년) 도입 예정 3개 품목(터봇, 향어, 메기)의 상품개발

•기존 개발품목에 대한 보완 및 추가적 검토
- 김 양식재해보험 상품 구조 변경
- 품목별 보험 대상 목적물 검토
- 표준성장률, 표준잔존율, 미경과비율, 양식시설잔존률 등에 대한 재산출 검토
- 뱀장어·멍게 이종상품화 방안 검토
- 송어 보상대상 재해 확대 검토(가뭄 등)
- 적정사육기준 검토
- 육상수조식 상품의 생존가능 한계수온 검토(전복, 강도다리 등)
- 약관상 손해방지비용 인정범위 검토

일반사업

•품목개선 방안: 연구과업에서 제시된 8개의 품목 제도개선을 수행함
- 김 양식재해보험 상품구조 변경
- 품목별 보험대상 목적물 검토
- 표준 성장률, 표준 잔존률, 적정사육기준 검토
- 뱀장어 이종 상품화 방안 검토
- 송어 보상대상 재해확대 검토(가뭄 등)
- 육상수조식 상품의 생존가능 한계수온 검토
- 약관상 손해방지비용 인정범위 검토
- 멍게 표준성장률 개선

•첫째, 2017년까지 도입 예정인 정부의 양식보험 대상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하여 총
6개(2016년 3품목. 2017년 3품목)
•둘째, 기존 개발 품목에 대한 보완 및 추가적 검토 사항에 대한 대응

연구내용

•양식재해보험 상품개발: 능성어, 미더덕ㆍ오만둥이, 터봇, 향어, 메기의 보험상품안을 만듦

수시연구사업

•따라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확대, 보험상품 다양화,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통
한 어가경영 안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본연구사업

•제도 개선 방안
- 치어 및 종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상품화 방안 검토
- 품목별 적용가격, 보상가격의 합리적인 산출방안
- 국고보조율 차등 방안, 의무보험화, 장기보험에 대한 검토
- 기타 품목별 제도개선 사항
- 육상수조식 고수온 특약개발
- 자체 피해판정기준 마련(적조, 이상조류 등)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국가에게 보험료 일부 및 운영비 전부를 지원하고, 거대재해위험을
부담하는 국가재보험제도로 운영하고 있음

•총 9개 이상의 보험상품안 개발
•기존 양식품목의 제도개선을 총 25개 이상 수행하고,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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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한·에콰도르 FTA 수산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8. 10. ~ 2016. 4. 6. (8개월)

연구의 필요성

•2014년 주요 농수산물 교역국과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결하였으며, TPP는 금년 내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장홍석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김봉태 전문연구원, 정명화 전문연구원, 정수빈 연구원, 이한정 사무원

 - 그
 러나 태국, 세이셀, 서부아프리카 등으로 참치캔 공장들이 새롭게 설립되면서 에콰
도르로의 한국 가다랑어 수출은 급감 중임

•에콰도르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물 교역국('14년 수출 10위, 수입 20위)으로 FTA 타당

•에콰도르와의 FTA에서 민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초민감, 민감, 일반으로 구분

성 연구 진행에 합의하고 민간공동연구 실시

하여 HS-Code 기준으로 분석함

•수산물 민감품목에 대한 다양한 보호수단 확보 등 협상 대응을 위한 품목 경쟁력 분석,

 - 초
 민감 품목 : 50개(새우, 붕장어, 오징어, 조기, 게류 등)

동 FTA 타결 시 영향분석 등 필요

 - 민
 감 품목 : 44개(기타 어류, 천일염, 낙지, 갈치 등)

•한ㆍ에콰도르 FTA에 따라서 완전철폐 및 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입 누적(15년간)액은

•한·에콰도르 FTA 협상 개시에 대비하여 수산물 교역현황, 에콰도르의 기타결 FTA 내용

총 6,440만 달러이며, 이에 따른 국내 생산감소액은 600억 원으로 추정됨

및 양국의 수산물 민감도 분석

수시연구사업

 - 일
 반 품목 : 초민감과 민감품목을 제외한 품목

연구목적

기본연구사업

타결을 앞두고 있음

•한ㆍ에콰도르 FTA 대응방안으로서 새우의 수입 영향이 가장 커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

연구내용

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제안하는 수산협력 대안을 제시함

•에콰도르의 수산업 현황 및 특징 분석

•에콰도르의 기타결 FTA 분석

공무원 수

•한·에콰도르 FTA 협상 대응 수산물 민감도 및 예상 영향 분석

인력 교환

교육훈련

잡는 어업

IUU 퇴치 : 모니터링 시스템

일반사업

<그림> 한ㆍ에콰도르의 수산협력 카테고리화

•한·에콰도르의 수산물 교역 동향

수산자원 이용 : 바다목장화
어선건조 : 투자 등

•한·에콰도르 FTA 협상 추진에 따른 수산분야 대응 방안

•한국과 에콰도르는 한국의 일방적인 수출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수산물의 경우에는 그
수산식품 개발

반대로 에콰도르가 한국에 일방적으로 수출하고 있음

R&D 펀드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한ㆍ에콰도르
수산협력
위원회

종묘 기술
양식 기술 이전

R&D

양식 어업

양식분야 투자

•특히, 에콰도르는 새우 양식에 수산업이 특화되어 에콰도르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수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산물 중에서 새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8% 임
 - 한
 국은 에콰도르로 가다랑어, 황다랑어 등의 수출이 많은데, 이는 에콰도르가 1세대
참치캔 가공 거점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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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한ㆍ에콰도르 FTA 수산분야 협상의 기초 자료를 제공
•초민감품목 보호를 위한 에콰도르와의 수산협력 제안

235

일반현황

극지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
어업에 관한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12. 14. ~ 2016. 10. 31. (10개월)

연구의 필요성

•남극해 관련 국제 논의 동향
- 남
 극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환경 보호’와 ‘과학적 연구 활동’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가장 큰 논의의 주제는 보존조치와 해양보호구역(MPA) 설정임
·로
 스해 MPA(뉴지, 미국 ’12년 최초 제안) -2016년 제35차 연례회의에서 35년 시한으로 MPA
통과
·동
 부해역 MPA(호주, EU, 프랑스 ’11년 최초 제안) - 러시아, 중국의 반대로 채택 무산
·웨
 델해 MPA(독일은 2016년 제35차 연례회의에서 정식 제안 의사를 밝힘)

•원양산업은 양식, 가공, 유통 등 타 분야로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양선사 입어 및 진출에 대비해야 함

연구목적

· 3대 정책목표 : ①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북극 파트너십 구축, ②인류 공동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연구 강화, ③경제영역의 참여를 통한 북극 신신업 창출

- 남
 극관련 주요 법률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2014.03 제정)」이 유일하
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에 대한 별도 입법은 전무한 실정임

•양극해 관련 국제논의 동향 및 국제기구 주요내용 분석

· 남극 관련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 극지연구소에서 일부 수행한 바 있음

•남극해 관련 우리나라의 과학적 기여도 및 국제협력 강화방안 마련

· 총 3개 선사의 7척이 남극해에 진출해 있으며, 크릴 및 이빨고기를 조업함

•남극해 관련 국제 논의 동향
•극지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추진사업
•우리나라 극지 지역 조업 현황
•극지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추진전략

주요 연구결과

·북
 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문(2016.10.19. 제출된 수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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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 조업 거버넌스 참여 및 예방적 접근법에 기초한 RFMO 설립 논의에 적극 참여
할 필요가 있음
•MPA 설정에 대한 논의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영향 분석 및 우리만의 논리를 개발해야 함
•극지해 관련 연구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이 요구됨
•연구정보 교류 및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해 국내 극지 분야 전문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
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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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관련 국제 논의 동향
- 현
 재 북극해 공해상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적
으로 과학적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에 놓여 있음
- 최
 근 미국의 주도하에 북극 공해상 상업적 조업을 선제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의 협
정문 체결을 진행하고 있음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수탁용역사업

•극지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추진전략
- 목
 표 : CCAMLR 연구를 위한 종합 참여계획의 개발·지원·실행
- 전
 략 : ①보존조치불이행 어선의 최소화 및 회원국 간 불협 제거, ②한국 과학자의
CCAMLR 과학위원회 활동 기여, ③CCAMLR 주요 의제 협의를 위한 정부부
처 간 협력

•북극해 관련 국제 논의 동향

일반사업

- (’15/’16어기 기준) 우리나라 조업선의 어획량은 총 23,921톤이며, 생산액은 469억
원임

•국내기관 역할 정립 및 추진체계 마련

연구내용

수시연구사업

•극지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추진사업 및 조업현황
- 우
 리나라는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에 기후변화 대처 및 북극해
진출을 위한 극지정책을 목표화함

•극지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양극해 관련 국내 산·학·연 기관의 역할 정립 및 추진
체계 마련이 필요함
- 기
 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 미비, 연구인력 부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각
 국의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 가속화 및 국가 간 갈등 심화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가 글로벌 양극해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

기본연구사업

•극지해의 전략적 가치로 인해 세계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극지해역 수산
자원 관리는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주요 논의 대상임
- 북
 극해는 자원 개발 및 선박운항 증가 등 북극해 이용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남극해는
생물자원 보전, 과학조사활동 등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조정희
내부연구자 : 정명화, 문석란, 이동림, 김세인
발주처 : 한국원양산업협회

일반현황

북서항로 상업용 활용 관련 대응전략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7. 7. ~ 2016. 3. 2. (8개월)

연구의 필요성

•북서항로의 선박운항 현황과 과제

•북서항로를 통해 선박운항 시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 효과로 북극자원 개발과 연계한 새

•북서항로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기본연구사업

•북극해 지역의 항로 개방과 자원개발 확대로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 등장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황진회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최영석 전문연구원, 전우현 연구원, 강수미 연구원
외부연구자(한국종합물류연구원) : 정필수 원장, 민회은 연구위원, 김보경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Washington Univ.) : Vladimir Kaczynski 교수

로운 해상운송 서비스 확대 예상
•북서항로를 이용할 경우 태평양~대서양 운송거리가 파나마운하보다 9,000km 이상 단

주요 연구결과

축되어 ‘북극의 파나마운하(Panama Canal of the North)’라고 인정될 만큼 전 세계적으

•북서항로의 화물 수송 수요는 극히 미흡하여 현재는 상업성 부족
- 해운기업의 진출보다 극지역에서의 입지 강화 차원에서 접근 필요

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음
•북서항로에 대한 기본 현황, 활용 방안 등 마련위해 지속적 연구 추진
수시연구사업

•북서항로는 향후 경제상황 변화와 인프라 구축, 자원개발 등 많은 변수가 존재함

- 중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사전 조사 및 투자 필요

•현재 북서항로 관련 이용현황, 개발동향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우리기업의 항로활용
은 어려운 상황임

•최근 운항이 증가하는 크루즈 관광 가능성 및 이용 방안 모색 필요

•우리나라는 2013년 북동항로 시범 운항 경험을 바탕으로 북서항로에서도 체계적인 준

•국적선사의 북서항로 운항 기반구축을 위해 캐나다, 미국 등과 협력사업 추진

비를 통해 상업용 운항에 대비하는 데 유리함

- 북
 서항로 지역의 해운·물류 인프라 사업 등에 진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컨설팅
등을 지원

•북서항로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북극이사회 등 국제기구 및 연안국의 정책을 다각적으

- 국
 내외 협력을 활성화하여 시범운항 및 연구조사의 체계적 추진

로 분석

일반사업

연구목적

- 북
 서항로의 여건, 잠재화물 발굴, 경제성 분석 등의 정보제공
- 향
 후 북서항로 인프라 구축과 해운비즈니스 확대 협력 추진

•북서항로의 법적 성격 논쟁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입장 및 대책을 마련
•화물수송, 자원개발 등과 관련된 미국, 캐나다의 북극 전문가와 협력연구를 통해 우리기
업의 북서항로 활용 및 진출방안 마련

한 방안 마련

•정책제언
- 북
 극해 북서항로 진출 기반 조성 : 북서항로 운항 여건 현지조사 및 DB구축, 북서항
로 네트워크 구축, 북동·북서 항로를 포함한 북극해 정책 개발, 북서항로 운항 활성
화 협력 체제 마련, 북극해 항로 운항 정보 센터 신설

연구내용

•북서항로의 현황과 여건 분석

•북서항로 연안국의 북극해 관련 정책

을 위해 캐나다, 미국 등과 협력사업 추진, 북서항로 수송화물 발굴 및 화물 확보
- 후
 속 연구 추진 : 해양수산부에서 북극권 연구를 「Arctic Initiative」로서 새로운 정책
과제로 추진

•북서항로 권역의 자원 현황과 과제
•북서항로상의 항만 인프라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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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북극이사회 등 국제기구의 북극해 정책

- 민
 간기업의 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국적선사의 북서항로 운항 기반구축

수탁용역사업

•북서항로 관련 정보 획득과 진출 확대를 위한 북서항로 연안국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연구수행 기간 : 2015. 6. 5. ~ 2016. 5. 4. (11개월)
연구책임자 : 이종필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안영균 연구원, 이주원 연구원
외부연구자(혜인이엔씨, 공동연구) : 신인환 전무, 이재원 전무, 김석훈 차장
외부연구자(한국부동산산업연구원) : 신영석 부원장

•울산항 장생포 미포조선 부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친수시설 조성부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의 필요성

일반현황

장생포 미포조선 부지 재활용 방안 기본구
상 연구용역

시설, 해양융·복합관광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녹지 등의 시설부지 조성
•항만친수시설은 공공주도형 사업방식으로 추진, 동 부지를 재개발할 경우 기반조성 후

•동 부지는 금년(2015) 8월 부지사용료 계약이 종료되어 신규 계약할 것인지 새로운 용도

소유권취득 및 분양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거나, 현행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 부지를 모두

로 활용할 것인지 정부(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울산광역시, 미포조선, 시민단체

분양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거나, 현행 부지를 매입하고 일부분야 및 일부임대를 하는 방

등 각자의 입지에 따라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대립되고 있음

법, 현행 부지 무상출자 후 조성시설 전부 분양, 현행 부지 무상출자 후 조성시설 일부분
양 및 일부임대 방식으로 추진 가능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과 대립을 조정하고 동 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

•종합적 검토 결과 ⅰ) 동 지역 개발 시 수익용도 시설 개발이 필요, ⅱ) 항만재개발 및 항
만배후단지(2종)로 변경하거나 지정기준 적합성 검토하거나, ⅲ)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노력 필요, ⅳ) 친수시설로 개발할 경우 조성 및 운영비용 등을 고려한 사업계

•현행 항만기능 및 주변 개발계획(도시계획 등)과 연계하여 장생포지역의 미래지향적인

획 수립 필요

수시연구사업

요성이 높아짐

연구목적

기본연구사업

지로 계획되어 있음

활용방안 구상
•울산항만공사의 기관목적에 부합되는 활용방안 및 정책방향 제안

•관련 상위계획(정부 및 지자체 등) 및 법령, 기존연구 및 문헌 검토
•개발 대상지 주변 여건 조사 및 개발 잠재력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국내외 항만 및 도시관련 사례 조사

•사업추진 주체, 사업추진 방식에 따른 개략 사업성 분석

주요 연구결과

•울산의 산업·생태·역사·문화·해양·교육이 어우러진 ‘융·복합관광센터’ 기능의 도입, 수

•항만재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개발타당성 조사 시행 필요
•4차 항만기본계획 등에 반영
- 부지활용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고시
•현 부지는 일정기간 잠정적으로 물류부지로 임대 활용
•현 부지를 현물출자 받아 독자적으로 사업추진 필요
•장생포 미포조선 부지 활용 관련 합의 도출 필요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변상가 기능 차별화, 수변공간의 활력을 위한 복합공간 조성

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

수탁용역사업

•유치대상 앵커시설, 기반시설 배치계획 등 도입시설 개발 기본구상

•장생포 미포조선 부지 활용방안 제시로 향후 이해관계자 대응 및 기본계획에 반영할
일반사업

연구내용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장생포 미포조선 부지 활용 및 사업추진 TFT 운영

•동 부지를 친수시설 또는 재개발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친수시설의 경우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을 도입하며, 재개발의 경우 공공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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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양극해 관련
정책분석을 통한 극지해 활용방안 구상
연구수행 기간 : 2015. 7. 1. ~ 2016. 5. 31. (11개월)

연구의 필요성

•양극해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정책개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주

주요 연구결과

주제 다양화 인력투입 확대, 예산 증액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사적 이해와 목적 달성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 양
 극해에 대한 연구는 자연과학, 사화과학 연구뿐만 아니라 상업화 방안, 그리고 정

•그간 북극 연구는 항로개발 및 참여, 항만 건설 사업 참여 필요성 연구, 북극해를 활용한

치 군사적 이해와 목적 달성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국제물류사업 등에 집중하였다. 북극해 항로 관련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도 활발히

- 북
 극권은 북극해에 인접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국제공조가

추진하였고, 국내외에 우리나라의 연구활동 결과도 폭넓게 홍보

- 남
 극은 과학연구를 통해 국가의 이익을 보장되는 지역이며, 남극조약 등으로 개발은

•반면 양극해에 대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다음과 같은 부분은 보완이 필요.

지연되고 있으나 남미국가의 남극 영유권 주장은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른 분쟁 가

우선, 북극, 남극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북극권 원주민 보호 및 지원, 기후변

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화 모니터링 및 대응, 북극해 권역에 대한 비연안국의 활용 제고 등에 대한 연구가 긴요

향 분석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양극해에 대한 산업화 추진 시 우리나라의 기득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 제시
•양극해에 대한 산업화가 본격화될 경우 정책방향과 활용전략 그리고 조직을 구성하는
데 기여

- 향
 후 북서항로 인프라 구축과 해운비즈니스 확대 협력 추진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정책제언
- 우
 리나라 양극해에 대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정책 및 연구 보완이 필
요함
- 북
 극, 남극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요구됨. 북극권 원주민 보호 및 지원, 기후변화 모니
터링 및 대응, 북극해 권역에 대한 비연안국의 활용 제고 등이 우선 필요함
- 남
 극 연구는 과학기지, 아라온호 등을 활용한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

•북서항로의 현황과 여건 분석
•북극이사회 등 국제기구의 북극해 정책
•북서항로 연안국의 북극해 관련 정책

•북서항로상의 항만 인프라 현황과 과제

집중된 사회과학 연구를 남극으로 확대하는 연구가 필요함
- 이
 를 위해 우선 북극과 남극을 아우르는 「Bi-polar 정책」을 더욱 확대할 필요. 북극
연안국의 자원개발 등에 참여하고, 북극 기후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비
즈니스 모델 발굴, 남극과 관련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를 지속하면서, 지구온난화
연구 등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

•북서항로의 선박운항 현황과 과제
•북서항로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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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항로 권역의 자원 현황과 과제

- 이
 와 같은 과정을 통해 남극에 집중된 자연과학 연구를 북극으로 확대하고, 북극에

수탁용역사업

다. 남극에 대한 인문·사회과학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글로벌 리딩을 할 수 있는 분
야를 개척해야 함

연구내용

일반사업

•북극 연구는 북극 연안국의 자원개발 등에 참여하고, 북극 기후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

수시연구사업

혼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북서항로는 향후 경제상황 변화와 인프라 구축, 자원개발 등 많은 변수가 존재함

문·사회과학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글로벌 리딩을 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

기본연구사업

- 양
 극해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정책개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

•양극해에 대한 연구는 자연과학, 사화과학 연구뿐만 아니라 상업화 방안, 그리고 정치 군

•남극 연구는 과학기지, 아라온호 등을 활용한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인

•본 연구는 양극해 관련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양극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제 다양화 인력투입 확대, 예산 증액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연구목적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황진회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박수진 부연구위원, 최영석 전문연구원, 박성화 연구원, 전우현 연구원, 강수미 연구원

일반현황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 피해조사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6. 16. ~ 2016. 6. 20. (12개월)

연구의 필요성

•북한과 중국 민간차원의 입어계약체결(‘04.6월) 이후, 중국어선 북한 수역 조업 급증
- 오
 징어 어군 남하 회유시기에 중국어선의 대규모 집단 조업으로 인해 동해안 오징어

- 입
 어료는 어선 1척당 연간 (‘14년)3만~(‘15년)4만 달러로 확인

어획량 급감 및 동해안 어촌 경제에 악영향

- 일
 년생 회유 어종인 오징어떼는 7~9월 북한 동해수역에서 우리나라 수역으로 남

•중국의 오징어 생산·유통·소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우리나라 어민들의 피해에

기본연구사업

· ‘04년 6월, 1차 북·중 어로협약 체결(‘04~‘08/5년간)
· ‘10년 4월, 2차 북·중 어로협약 체결(‘10~‘14/5년간)
· ‘13년 1월, 3차 북·중 어로협약 체결(‘13~‘14년/2년간, 연장가능)

으로 인해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업인의 생계 및 지역경제 어려움 직면

하하는데, 중국어선은 그 길을 따라 내려오며 오징어를 싹쓸이해 오징어 자원 고갈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 및 대책 강구 필요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에 따른 영향분석

- 동
 해안 어업인의 피해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

- 어
 획량 증감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좌우, 인과관계 증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존재
- 정
 량분석(직접영향, 간접영향)을 통해 확인한 피해액은 약 430억~800억 원으로 추정

•중국 오징어 생산 및 유통 체계 조사

· 연간 생산 감소액(320억~535억 원) + 오징어 가공품 생산 감소액(109~266억 원)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경로 및 동해안 어업인 피해 조사
•동해안 어업인 직·간적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

•직·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안) 제시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조정희
내부연구자 :	정명화, 문석란, 이동림, 김세인
발주처 : 강원도환동해본부

- 지
 원대책은 국제적인 접근과 국내적인 접근으로 구분

연구내용

•우리나라 오징어 시장 및 수급 실태
•중국 오징어 시장 동향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에 따른 영향분석
•동해안 어업인 직·간적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

주요 연구결과

1. 주의 의무(due diligence)
2. 어획증명제 및 FAO 항만국 조치협정 활용
3. 한·러 어업위원회를 통한 우리 어선의 조
업 여건 개선
4. 중국어선의 위치 발생기 설치 의무화 추진

1. 러시아 진출어선에 대한 지원 확대
2. 피해어업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3.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적극 추진
4. 오징어 시장 개방 최소화
5. 정부 수매비축사업 및 수산물수매지원   
사업 적극 활용
6. 오징어 조업철 안전 조업 및 불법어업 근절
7. 오징어 자원관리 확대
8. 오징어 부가가치 제고사업 추진
9. 오징어 채낚기업종 경영안정화를 위한    
시책사업 지속지원
10. 남-북 수산협력 강화
11. (가칭)남북 수산협력지원센터 설립

•우리나라 오징어 시장 및 수급 실태
- 우
 리나라 전체 오징어 생산량의 90% 이상이 경북, 부산, 강원도에서 생산되며, 최근
10년간(‘06~‘15년) 부산, 전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오징어 생산량 감소
- ‘15년 강원도 오징어 생산량 7,641톤(‘05년 대비 –75%p 감소)
•중국 오징어 시장 동향
- 중
 국의 오징어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연평균 24.3%p 증가)

수탁용역사업

국내적인 접근(11)
일반사업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실태

국제적인 접근(4)

- 세
 계 최대 오징어 수입국인 중국의 오징어 수요는 세계 오징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
•북한수역내 중국어선 조업실태
- 북
 한은 중국과 ‘04년부터 민간차원의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6~10월 중국 저인
망 어선의 북한 동해수역 조업을 허용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은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 정부가 관여하기는
어려우며, 관련국가의 공동 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의 지속적인 이
용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 필요
•중국의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피해와 더불어 중국어선 문제는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광의적 의미에서의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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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침. 중국은 오징어 소비뿐만 아니라 가공 후 재수출 비중이 큼

일반현황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입지선정 평가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1. ~ 2016. 5. 09. (4개월)

연구의 필요성

•수산자원은 전 세계 식량문제 해결에 중요한 식량자원 중 하나이며, 특히 단백질 공급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조정희
내부연구자 : 정명화, 문석란, 이동림, 김세인, 이지은, 정수빈
발주처 : 해양수산부

- A
 HP분석으로 지원계획, 수산 교육 및 R&D 인프라, 국제협력 역량, 입지환경에 대
한 가중치를 도출함

- 식
 량안보의 중요성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인적 역량강화에 대한 관심이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입지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심
 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계,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분야

•교육훈련사업을 통한 역량강화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수산대학을 유치·운영

기본연구사업

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의 전문가를 검증하여 구성함

하여 세계적인 니즈에 기여하고 책임있는 수산업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할 필요성이 존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입지선정을 위한 공모

재함

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충청남도의 3개 지자체가 신청함

담하게 될 지자체의 수준 등에 대한 청사진을 요구함
- 선
 정절차 및 과정은 지역색, 자의성, 주관성을 배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입지선정을 위한 서류심사

거쳐야 하며, 이와 동시에 FAO세계수산대학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입지 및 제

수시연구사업

- 전
 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 희망지자체를 공모하였으며, 제

- F
 AO는 FAO세계수산대학 설립 제안 보고 시, 재원부담 주체의 명확화 및 재원을 분

- 유
 치신청서, 자치단체 소개서, 유치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입지선정 심사기

반여건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유치기관을 선정해야 함

준별 주요 내용을 확인해 평가 자료 및 심사평가표를 작성함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입지선정을 위한 PT심사

•향후 정부의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 계획 구체화

- 2
 월 4일(목)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지자체별 50분(발표 30분, Q&A 20분)

•국제기구 및 FAO 회원국에 대한 설득력 제고 및 유치력 향상

일반사업

연구목적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입지선정을 위한 현장심사
- 2
 월 15일(월) 제주특별자치도, 2월 16일(화) 부산광역시, 2월 17일(수) 충청남도

연구내용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입지 선정을 위한 심사항목 및 기준 선정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최종 유치 후보지

- 재
 /중/소분류 항목별 적정선 논의 및 가중치 배분

- 부
 산광역시는 유치 적극성, 재정적·행정적 지원 역량, 교육 및 국제협력 역량, 접근
로 결정됨

- 지
 자체별(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심사 및 분석

·수
 산교육 및 연구·개발 인프라, 세계수산대학 운영 비전 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대학부지, 건
물 무상입대 및 추가발전기금 등을 지원하는 계획을 제시함

•FAO 세계수산대학 커리큘럼(안) 제안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입지 선정을 위한 심사항목 및 기준 선정
- 유
 치 지자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안 마련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 항목별 적정성을 논의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세계수산대학의 유치 확정을 위해서는 FAO의 의사결정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본격
적인 유치 활동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지차체와 정부 간 협업을 통해 세계수산대학 유치, 설립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
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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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주요 연구결과

수탁용역사업

성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FAO 세계수산대학의 최종 유치 후보지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입지 선정을 위한 서류, PT, 현장심사

일반현황

알제리 수산물 생산력 증대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1차년도)

연구수행 기간 : 2015. 7. 17. ~ 2016. 3. 30. (7개월)
연구책임자 : 김대영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조정희 연구위원, 강종호 연구위원, 이정삼 부연구위원, 엄선희 부연구위원, 박상우 부연구위원,

2016년도 사업개요

한광석 부연구위원, 마창모 부연구위원, 정명화 전문연구원, 한덕훈 전문연구원, 이지은 연구원,
이동림 연구원, 황규환 위촉연구원, 오서연 위촉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마스터플랜의 기본 방향은 수산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속 가능한 생산체제의 확

지는 가운데 알제리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과 수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음

립으로 정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로어업, 양식업, 수산연구 분야가 삼위일체 되
어야 함

•한편, 알제리의 단백질 공급원인 수산물은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알제리의

- 어
 로어업은 자원관리 도입, 제도 정비, 어업생산기반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

부족한 수산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산물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대책 수립이 필요함

속적 생산체제를 확보함

기본연구사업

•세계 식량수급이 부족과 불균형으로 전환되면서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

- 양
 식업은 핵심 양식기술 확립 및 관리 역량 강화, 국가 주도 양식인프라 확충, 전략
양식품종 선정 등을 통해 수산업 발전을 주도해 나감
•본 연구는 북아프리카 국가인 알제리를 대상으로 수산물 생산력 증대를 위한 종합적

- 수
 산연구는 어로어업과 양식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산자원 조사·평가, 어획

인 마스터플랜 수립과 이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부문별 액션플랜을 수립하는 데에 목

통계 기반 구축, 핵심 양식기술 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의 R&D 역량을 강화해 나감

적이 있음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1차년도는 알제리 수산 여건, 수산정책, 분야별 계획, 관련 법제도 등을 분석하여 알제리
수산업의 당면과제를 도출한 다음, 마스터플랜 기본방향을 설정함

정책적 기여 및
기대효과
•알제리 수산 현황 파악(현지조사 포함)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설정
•부문별 액션플랜 개선방향 설정

후 3차년도까지 전체 방향을 수립하였음
•마스터플랜의 추진전략 제안
- 알
 제리 정부의 계획인 PLAN AQUAPECHE 2020를 수정·보완하여 현실성을 반영한

일반사업

연구내용

•알제리 수산업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분야별 액션플랜 기본방향의 설정을 통해 향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어
 로어업, 양식업에 대해 중점 사업을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해 나갈 필
요가 있으며, 단계별 전략 수립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나감

주요 연구결과

•알제리 수산업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은 수산식량 안정적 공급, 수산업 진흥 및
산업구조 다변화,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어업인 소득 확보 및 고용 창출을 달성하
도록 해야 할 것임

- 어
 로어업은 자원관리형 어업체제로 전환을 통한 지속적 생산이며, 양식업은 도약 기
반 구축을 통한 생산력 증대, 수산자원조사·평가는 자원조사·평가 R&D 기반 확립
을 중점적으로 2차년도에 추진해 나감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마스터플랜의 수립은 지속성, 발전성, 실행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부문별 액션플랜의 방향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EU 또는 북아프리
카 인접국으로 수산물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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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주도의 수산연구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 수산업 발전을 견인해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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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알제리 수산물 생산력 증대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2차년도)

연구수행 기간 : 2016. 3. 31. ~ 2016. 12. 15. (8개월)
연구책임자 : 김대영 연구위원
2016년도 사업개요

내부연구자 : 이정삼 부연구위원, 엄선희 부연구위원, 이헌동 전문연구원, 안지은 연구원, 황규환 위촉연구원,
오서연 위촉연구원, 백진화 위촉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마스터플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액션플랜(어선어업, 양식업, 수산연구)을 수립

•세계 식량수급이 부족과 불균형으로 전환되면서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

- 어
 선어업 액션플랜의 비전은 ‘자원관리형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으로 설정하고 이

•한편, 알제리의 단백질 공급원인 수산물은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알제리 수

를 실현하기 위한 3대전략(1.어업자원관리 강화, 2.어업생산 증대, 3.부가가치 제고)

산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산물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대책 수립이 필요함

을 수립함

기본연구사업

하고 분야별 비전 및 추진전략을 수립함

지는 가운데 알제리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과 수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음

- 양
 식업 액션플랜의 비전은 ‘생산력 증대 및 지속가능한 양식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
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1.양식업 도약기반 구축, 2.국가 차원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3.거버넌스 개선 및 투자활성화)을 수립함

•본 연구는 북아프리카 국가인 알제리를 대상으로 수산물 생산력 증대를 위한 종합적

- 수
 산자원조사·평가 액션플랜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한 과학적 자원조

인 마스터플랜 수립과 이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부문별 액션플랜을 수립하는 데에 목

사·평가 기반 구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1. 수산자원조사·평

적이 있음

가 기반 개선, 2. 수산자원분야 연구조직 확대 및 인력 양성, 3. 수산업 기초통계 구
•2차년도는 1차년도에 수립한 마스터플랜의 기본방향을 수정·보완하고, 목표 및 비전을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축 및 정보제공 강화, 4. 수산자원관련 대외협력 강화)을 수립함

제시하며, 부문별 액션플랜의 목표 및 기본방향,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제시함

•마스터플랜 방향 수전 및 보완
•부문별 액션플랜 초안 작성

•알제리 수산업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부문별 액션플랜의 초안
을 제시함

일반사업

연구내용

정책적 기여 및
기대효과

- 2
 025년까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통한 수산식량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어선어
업, 양식업 수산연구의 분야별 액션플랜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현지 조사 및 세미나 개최
- 알
 제리 수산업 발전 정책 수립에 기여 알제리 2035 수산업 발전 전략 (SNDPA 2035)
수립에 마스터플랜 수립 내용이 중점적으로 반영됨

주요 연구결과

수탁용역사업

•알제리 수산업 발전 정책 수립에 기여함

•알제리 정부와 협의하여 마스터플랜 목표 수립기간을 2025년까지로 설정하였고, 기존
의 알제리 수산업 발전 정책 및 계획을 적극 반영하여 마스터플랜의 비전은 ‘지속가능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한 수산업 발전을 통한 수산식량 공급기반 확보’로 정함
•알제리 정부와의 협의 및 알제리 중장기 수산업 발전계획의 목표 및 사업내용 등을 수
정·보완하여 마스터플랜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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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선박의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계획 수립 및
자동화부두 조명기준 개선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6. 15. ~ 2016. 4. 9. (10개월)
연구책임자 : 이언경 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 최
 상희 연구위원, 전형모 전문연구원, 김정현 전문연구원, 강무홍 전문연구원, 정동훈 전문연구원,

2016년도 사업개요

이상혁 연구원
외부연구자 : 정김어영 대표, 박희교 상무(더한양), 김홍인 대표, 김준태 소장(한양 K&E)

연구의 필요성

•자동화부두 조명기준 개선 연구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등 환경에 대한 세계적 인식 강화

을 실측 조도 측정한 결과 조도가 설계기준보다 낮게 측정됨

•해외 항만 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강화 등 시대적 요구 증대

- 컨테이너부두 내 무인작업, 냉장컨랙, 무인자동화 통로에 대해 새로운 조도기준을

•AMP 설치 기본계획 대비 실적 미비로 원인 파악 필요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계획 수립 연구는 컨테이너 항만을 대상으로, 구축 필요성
을 분석하고, 국내 항만 AMP 구축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을 제시함

마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계획 수립 연구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 전기요금제도 개편 등 AMP 구축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AMP 관련 인력 육성 및 기술 개발

•자동화부두 조명기준 개선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컨테이너부두의 조도를 측정하고 분
석하여 자동화부두의 조명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기본연구사업

-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등의 각 항별로 에이프런, 도로, 냉장컨테이너 등

•선박 대기오염물질 인체 위해성에 대한 논란

- 국내 AMP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 공관로가 확보되어 있고, 지자체, 한전 등 관련단체가 AMP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인천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계획 수립 연구
- 육상전원공급설비 도입 필요성
- 국내 주요 항만의 AMP 현황 조사 및 분석

일반사업

연구내용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인 AMP 구축
•자동화부두 조명기준 개선 연구
-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해설(법률)의 조도기준을 변경

- 주요 선진항만의 AMP 사례 조사
- 컨테이너 항만의 AMP 구축 방안
- 컨테이너 항만의 AMP 구축 타당성 및 효과 분석
수탁용역사업

•자동화부두 조명기준 개선 연구
- 국내 부두 조명 현황 조사
- 자동화부두의 조도기준 개선 방안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주요 연구결과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계획 수립 연구
- 국내 AMP 설치 실적이 미비한 이유는 ⅰ) AMP 설치 공관로 수 부족, ⅱ) 기존터미널
AMP 관련 공사 시 SPO 매입 관로 공사에 따른 운영 장애 발생 가능성, ⅲ) 기존터미
널에 부변전실 설치 공간 부족, ⅳ) 현 전기료 체계에서는 AMP 사용 전기요금이 유
류비보다 비싸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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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2015년도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및 보전관리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8. 4. ~ 2016. 2. 29. (7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육근형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신
 철오 전문연구원, 최석문 연구원, 김대경 연구원, 이남순 사무원, 김현지 사무원

연구의 필요성

•보호대상해양생물은 2006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

주요 연구결과

- 서식실태에 대한 조사, 해양생물 보유기관 정기조사, 신고포상금제, 해양생태계 보전

- 2
 011년 제정된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현 해양수산부 훈령 제

협력금 부과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

2013-6호)에 근거한 평가위원회 운영 및 보호종 신규 지정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 활용을 위한 정책 여건 및 도입가능성 분석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관리 제도는 해양보호구역 제도와 더불어 해양생태계 보전·관

기본연구사업

된 제도로 해양포유류를 비롯하여 파충류, 해조·해초류 등 52종 지정(2013년 6월 기준)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을 위해 정책수단에 대한 법률안 제시

-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의 법률적 위상 및 주요 내용 분석
- 환경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도 운영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종
 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보호종)와 공간에 대한 통합적 관리(보호구역)를 통해 해양

-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실제 이행사례 분석

생태계 보전·관리의 실효성 확보

수시연구사업

리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수단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확대를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

•제돌이 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치료는 물

- 홍살귀상어 등 6종 평가보고서 작성 및 어류분과 평가위원회 개최

론 보전과 복원 등 관리 기반 매우 취약

- 등색관산호 등 10종 평가보고서 작성 및 무척추동물분과 평가위원회 개최

- 사
 람과 친근감이 높은 해양동물에 대한 구조·치료, 보전·복원은 국민의 해양 인식
제고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매우 깊은 분야
서울동물원(서울시) 외에는 모두 민간 기관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본 연구를 통해 해양생태계법의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필요조치에 대한 법률근거 제시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이행을 위한 유사사례 분석과 해양생물 적용 가능성 분석으로
향후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제도 이행 지원

•보호대상해양생물은 2007년 법 제정 당시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 중 해양생물 46종
을 중복지정한 이후, 2012년 해양종 7종(1종 삭제)을 추가하여 52종에 불과
- 육상생물 중심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이 246종에 비해 해양종 52종은 작은 규모이며,

•보호대상해양생물 신규 지정이 필요한 종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호대상해양생물 확대
수탁용역사업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상괭이나 우리나라 고유종에 대한 추가 지정 수요 상존

연구목적

일반사업

- 해양동물 구조치료전문기관 6개소가 중심이 되어 구조·치료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보호대상해양생물 관리에 대한 법률과 제도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
신규 지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연구내용

•보호대상해양생물 관리개선 및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보호종 적용 타당성 검토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확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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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관리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4. 20. ~ 2016. 12. 9. (8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육근형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박
 수진 연구위원, 신철오 전문연구원, 최석문 연구원, 김대경 연구원, 김지윤 연구원, 권인혜 사무원

연구의 필요성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관리 제도는 해양보호구역 제도와 더불어 해양생태계 보전·관

주요 연구결과

•국내 해양성 포유류의 혼획 실태, 사용 중인 어구에 대한 조사와 국외의 해양동물 혼획
저감을 위한 정책적 수단 및 방안 연구를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수단을 마련하는데 참

- 종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보호종)와 공간에 대한 통합적 관리(보호구역)를 통해 해양

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생태계 보전·관리의 실효성 확보

•해양동물 혼획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수산업법을 개정하였으며 2017년 12월 3

- 보
 호대상해양생물은 2006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

기본연구사업

리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수단

일 시행 예정

께 도입된 제도로 해양포유류를 비롯하여 파충류, 해조·해초류 등 52종 지정(2016

•해양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마련을 위해 기관별로

년 3월 기준)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시범사업계획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 농림부, 미국 NOAA의 유

한 기초연구 및 관리전략 마련 필요

사 사례 조사하고 계획안 및 관리계획 추진위원회 설치 제시

- 제돌이 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치료는

수시연구사업

유사 지침안을 조사하고 지침안을 제시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52종)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보호종별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

•보호대상해양생물 평가위원회 운영 및 활동 소개

물론 보전과 복원 등 관리 기반 매우 취약
- 美
 해양대기청(NOAA)의 해양5포유류 보호를 위한 연방규정 개정에 대비하여 국내 혼
획 저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로 서식지 외 보전 활동 미흡
- 해
 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제도의 실
효성 사전 검증 필요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통해 혼획 저감을 위한 정책적 수단 및 방안을 마련 함에 있어 해외 사례
를 충분히 참고하여 국내 환경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
며, 이를 위해 혼획 모니터링이 충분히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일반사업

- ‘10년부터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지원 중이나,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부재 등으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마련됨에 따라 조업 손실보상 측면을 법적으로 잘 풀어나가
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원 발생의 가능성이 있음

•해양동물 혼획 저감을 위한 관리수단 마련,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관리 체계화 및 민
관 결합형 관리수단 확대방안 등에 대한 기초연구 시행

•보호대상해양생물 평가위원회의 활성화 및 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보호대상
해양생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종별 지역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이를 근거로 정
책에 반영하고 실행할 수 있음

연구내용

•해양동물 혼획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 연구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해양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 관리·운영 지침안 제시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시범사업계획안 마련
•보호대상해양생물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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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안습지 관리개선안 및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연구수행 기간 : 2016. 5. 4. ~ 2016. 12. 2. (7개월)
연구책임자 : 육근형 부연구위원
2016년도 사업개요

내부연구자 : 박
 수진 연구위원, 안용성 전문연구원, 최석문 연구원, 김대경 연구원, 이지은 연구원, 			
김지윤 연구원, 권인혜 사무원

연구의 필요성

•제12차 람사르 당사국회의('15.6)에서 람사르협약 전략계획('16~'24)이 채택됨에 따라,

주요 연구결과

(2009~2015) 대비 국내 이행현황을 분석하고 전략계획에 포함될 사업을 제안

출 의무

•연안습지기초계획안 마련을 위한 정책이슈 파악, 정책과제 제시,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

- 람
 사르 전략계획에서는 향후 9년간 정책방향을 4개 분야, 19개 세부과제를 검토하고 인

비방안 제시

식증진과 관련한 CEPA 프로그램에도 9개 전략 과제를 제시하여 각국의 이행을 촉구

기본연구사업

당사국은 향후 9년간 습지보전을 위한 국가 전략을 '16년 12월까지 협약 사무국에 제

•람사르협약에서 제시한 전략계획(2016~2024)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기존의 전략계획

•신갯벌관리전략의 일환으로 과거 보전적 조치에 중심을 둔 습지보전법의 한계와 수산자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5

원에 대한 이용 중심의 관련 법제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포괄하면서 생태관광, 지역

-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13~'17)의 만료에 앞서 사전에 연안습지 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
- 청
 정갯벌 인증제, 갯벌생태공원 및 관리지역 개념 도입, 갯벌복원의 개념과 정부 재

초계획 수립 필요

정 지원의 근거 확보 등

•연안습지의 보전 및 관리 여건, 지자체 이용 수요,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연안습지
에 대한 신규 수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상에 관리수단을 구체화할 필요

수시연구사업

년 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 수립

•습지보전법 등 현행 연안습지 관련 법제의 흠결을 분석하고 앞서 신갯벌관리전략에서 제
시된 새로운 정책수단의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안 제시

•람사르 국제협약 제4차 전략계획의 국내 이행방안(연안습지 분야)과 연안습지 보전기초
계획('18~'22)을 마련하여 연안습지 관리 정책의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
•연안습지에 대한 새로운 관리전략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제 정비사항을 발굴하고 개
선(안)을 제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연안습지에 대한 람사르 전략계획('16~'24) 수립을 통해 금년 말까지 계획된 제출 일정
을 준수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기초계획('18~'22)(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연안습지와 관련

•제4차 람사르 전략계획('16~'24) 국가 이행계획 수립

•상기 계획의 원활한 이행과 과거 습지보전법의 흠결을 정비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시

•연안습지 보전 기초계획안('17~'21) 수립

•연안습지 관리정책을 기존 보전 중심에서 현명한 이용과 지역민의 삶의 수준을 제고할

•연안습지 관리 습지보전법 개정(안) 제시

수 있는 관리수단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전략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법률 제정안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을 제시

•신갯벌관리전략 및 법제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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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슈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제시

연구내용

일반사업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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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2016년 해양보호구역
관리효과 평가
연구수행 기간 : 2016. 8. 24. ~ 2016. 11. 21. (3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육근형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신
 철오 전문연구원, 최석문 연구원, 김대경 연구원, 김지윤 연구원, 권인혜 사무원

연구의 필요성

•해양보호구역 정책은 지속적인 지정면적 확대로 양적 성장이라는 성과를 확보하여 실질

주요 연구결과

- 5
 개 유형 중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운영”에 가장 많은 59.8%(사업수 기준), 45.6%(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이 다양하게 시행 중이나, 정책적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

예산 기준) 집행 중

어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리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 나
 머지 4개 유형 중 시설/공사가 예산액 기준 32.9%이며, 이후 연구/조사와 수익/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기본연구사업

있으며, 지방비 포함 총 50.4억 원 투자

적·실효적 관리 강화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시점에 이름

민, 교육/홍보 순이었음
•송도갯벌의 중장기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 송도갯벌은 현실적인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해양보호구역별 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현황 점검 및 문제점을 파악, 이를 통해 관리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지자체와 지방청의 상호 역할 구분 및 정책적 협력을 모색할 필

대안을 도출, 실효적 관리개선방안을 제시

요가 있음

•개소별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재수립시 평가결과 반영을 통한 관리재원 재배분 및

•대이작도 주변해역의 중장기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 본 지역은 자원투입 및 그 방식의 한

관리목표 달성 유도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총 16개 시·군·구 지자체와, 7개 지방청에 총 99개 항목의 사업을 완료 또는 진행하고

계로 연도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음
•증도갯벌의 중장기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 본 지역은 관리기반 및 계획은 잘 갖춰져 있
으나 자원 투입이 미흡하며 계획 실행 주체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

•해양보호구역 관리현황 점검

었고 정량적 평가로는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됨

- 해양보호구역(22개소) 관리계획 수립·운영 현황 점검

일반사업

연구내용

•진도갯벌의 중장기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 본 지역은 관리계획이 지역의 상황에 맞지 않

- 해양보호구역 지역자율형 관리체계 구축·운영현황 점검

게 비현실적이며 지역주민들의 인식 및 참여율 저하 등 전반적으로 결과가 평균이하인
•해양보호구역 중장기 관리효과성 평가

점을 고려하여, 보호구역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현실성 있는 계획 마련이 시

- 대
 상지역별(송도갯벌, 대이작도 주변해역, 증도갯벌, 진도갯벌) 중장기 관리효과성 평
- 대상지역별(송도갯벌, 대이작도 주변해역, 증도갯벌, 진도갯벌)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 대
 상지역별(송도갯벌, 대이작도 주변해역, 증도갯벌, 진도갯벌) 평가결과 및 개선사
항 제시

•연차평가를 통해 개별 보호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관리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5년 단위 중장기 평가에 있어 구체적인 검토 자료로 활
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
 한, 보호구역별로 이행된 관리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기존에 수립된 관리계획
과 비교·평가할 수 있어 미비한 분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차기 관리계
획 수립 시 보완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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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보호구역 관리평가의 정책적 활용방향 제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수탁용역사업

급함을 알 수 있음

가단 구성 및 운영

일반현황

갯벌생태 자원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3. 7. ~ 2016. 12. 31. (10개월)
연구책임자 : 육근형 부연구위원

2016년도 사업개요

내부연구자 : 남
 정호 연구위원, 홍장원 부연구위원, 신철오 전문연구원, 최석문 연구원, 김대경 연구원, 			
김지윤 연구원, 권인혜 사무원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갯벌면적은 2,487.2 km2로 국토면적의 2.5%를 차지하며, 1987년 이후

•갯벌복원에 대한 행정지침(안) 마련을 위하여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침, 국민안
전처 소하천 정비 사업계획 수립 지침, 미 해양대기청의 습지복원 지침, 미 주정부(메릴

- 2010년대 들어 갯벌보호 정책 확대에 따라 갯벌면적 감소폭은 현저히 감소

랜드주, 오래곤주,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의 복원 지침 등의 주요내용을 비교 분석
하고 우리나라 갯벌복원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지침안 마련

•갯벌은 농경지나 숲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자원(수산물), 조절(오염
정화, 재해방지), 여가(관광), 지원(서식지, 일차생산) 등 수준 높은 생태계서비스를 제공

•갯벌생태자원 활성화 종합계획안에는 계획의 수립배경 및 목적, 갯벌 복원의 여건과 현

- 갯
 벌의 단위면적당(1km ) 연간 제공가치는 약 63억 원*, 염습지는 약 12억 원**으로

안, 비전 및 추진전략, 3대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9개 사업 및 세부 사업의 제시 및 기대

2

기본연구사업

2013년 현재까지 간척과 매립 등으로 22.4%(약 716 km )가 상실
2

효과 등을 종합하여 제시
•갯벌복원 법제 현황을 파악하여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원의 개념과 갯벌복원

•갯벌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인식하여 폐염전, 축제식 양식장을 갯벌 또는 염습지로 복

사업의 활용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여 복원의 법적 개념과 사업의

원하거나, 연륙교 교량화로 갯벌기능을 복원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

절차, 복원 사업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음.

- 우
 선복원지 17개소 중 시범사업지 3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현재 9개소의 갯벌복원사

수시연구사업

농경지의 100배, 숲의 10배에 달함

업이 완료(8개소) 또는 진행중(1개소)

•우리나라 갯벌에 대한 생태계 현황 파악 등을 통해 갯벌 복원 및 관리·보전에 대한 체계
적·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갯벌복원을 통해 갯벌기능을 증진함으로써 건강한 갯벌을 회복하는데 기여
- 건
 강한 갯벌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는 다양한 갯벌생물과 이를 먹이로 하는 수산
자원의 회복을 유도
- 본
 사업을 통해 현재 갯벌복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효과에 대한 근거를 확보

일반사업

연구목적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갯벌복원사업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연구내용

•전국 갯벌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생태자원 활성화 종합 계획(안) 마련

•갯벌 생태관광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복
 원사업을 통해 수산업, 관광, 자원개발 등과 연계하며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기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기여

•갯벌복원의 법제적 정비 방안 마련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주요 연구결과

•국내 주요 생태관광 사례를 조사형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연환
경해설사, 생태관광 인증제, 문화생태 탐방로 등의 사례와 함께 해외의 일본 야츠갯벌 복
원 사례, 홍콩 마이프 해안습지 복원 사업을 비롯하여 국내 소래 습지생태공원 등의 사
례를 통해 갯벌 등 연안습지 복원과 활용 사례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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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용역사업

•갯벌복원 대상지 선정 및 표준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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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광양(여천)항 신규 낙포석탄부두
비관리청 항만공사 타당성 조사
연구수행 기간 : 2016. 7. 20. ~ 2016. 10. 19. (4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우선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김
 정현 전문연구원, 천민수 위촉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광양항 낙포석탄부두의 운영사인 금호티앤엘(주)은 유치물동량 증가 및 기존 부두의 하

•낙포석탄부두와의 통합운영에 따른 부두 운영의 안정화와 활성화 기대
기본연구사업

역능력 부족으로 석탄부두 추가 개발 요구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화물처리능력 증대와 물류비 절감에 의한 기업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인근에 GS칼텍스 제1제품부두(유류) 및 LG VCM부두(액체화학), 낙포석탄부두(석탄 및
기타광석)가 위치·운영 중에 있고, 광양(여수)지역의 발전소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유연탄
및 바이오매스 소비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낙포석탄부두의 운영사인 금호티앤엘(주)의 확
보물동량이 부두하역능력을 초과함에 따라 낙포석탄부두와 통합운영이 가능한 석탄부
두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여수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해상운송 및 저장 부문의 지속적인 역할
담당
일반사업

연구내용

•여수광양항 기초자료 조사
•여수광양항 개발 여건 조사
•낙포석탄부두 건설 타당성 조사
수탁용역사업

•사업추진방안 및 시설계획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주요 연구결과

•발전소 연료(유연탄 및 바이오매스) 수요 증가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화물처리능력 구
축 및 저장시설 부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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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마산·진해항 통합 관리·운영개선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4. 14. ~ 2016. 7. 12. (3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우선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김정현 전문연구원, 천민수 위촉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마산ㆍ진해항은 인접한 항만으로 관리청이 분리되기 전 진해항은 마산항의 보조항 역할

•관리청 이원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일관성 저하와 One-stop 행정처리 어려움에 따른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운영관리체계 필요
기본연구사업

을 수행하여 왔으나, 현재 마산항 운영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 미흡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마산항과 진해항의 발전을 위한 통합 발전방안 추진 필요
•경상남도와 해양수산부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강구 필요

민원불편 야기
•마산항과 진해항 항만발전 로드맵 수립 필요

•대부분의 예산이 국가관리 무역항에 우선 배정되어 항만의 적기 개발이 어려우며, 인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근 국가관리항(부산신항, 마산항)과의 연계개발 불가로 항만간 특성화 발전에 따른 시너
지 효과 미흡

연구내용

•마산항과 인근 진해항의 연관성 및 각 항만의 역할 비교분석
일반사업

•진해항에 대한 관리위임 전/후 장ㆍ단점 비교 분석
•항만운영 및 항만개발적인 측면을 감안한 진해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환원 필요성 검토
결과 도출
•진해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환원할 필요성이 인정되었을 경우 용역이후의 행정 및

주요 연구결과

수탁용역사업

업무처리절차

•동일 지역 내 항만관리청 이원화 및 상호 연계운영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여 항만경쟁력
강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 도모하고 국가관리항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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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항만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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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항만별 예선 정계지 적정수용능력
산출 연구조사
연구수행 기간 : 2016. 4. 26. ~ 2016. 10. 22. (7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우선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김
 정현 전문연구원, 천민수 위촉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정계지는 예선이 상시 안정성 점검을 통해 즉각적인 출동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

연구목적

•우리나라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Safety 항만 개발정책 추진에 적용
기본연구사업

능하도록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확보될 필요가 있음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지속가능한 항만성장을 위한 항만정책 추진과제 발굴

•각 지방항만청별 예선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므로, 예선 정계지의 예선업
등록요건 포함 관련 타당성 검토 및 각 항만별 예선 정계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
수시연구사업

준 산출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

•각 항만별 정계지 여건 현황 조사
•예선 정계지와 선박 및 근무자 안전성 영향 분석
일반사업

•예선 정계지 운영관련 시설 및 해외사례 조사
•예선 정계지 적정 수용능력 산출모델 개발
•각 항만별 예선 정계지 적정수용능력 산출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세계 주요국의 항만예선 관리 관련 추진동향 및 시사점 제시
•미래 선진국형 예선관리 항만 구축을 위한 법, 제도, 기준 개선방안 제시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향후 예선 정계지 규모산정 또는 공공선 접안을 위한 기준 제시
•항만 내 예선 운용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합리적 대응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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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12. 23. ~ 2016. 8. 18. (8개월)
연구책임자 : 윤성순 연구위원

2016년도 사업개요

내부연구자 : 장
 정인 전문연구원, 안용성 전문연구원, 박희망 연구원
외부연구자(대영엔지니어링) : 정진호 이사, 김영범 부장, 최현 대리

연구의 필요성

•연안관리법 개정에 의한 연안정비 시설물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실천방안 마련 필요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호(2017. 01. 03)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시행지침”을
고시
-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으
로 준공된 시설물의 점검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

연구목적

•연안정비사업의 사후관리지침의 시행을 위한 실제 시범 적용

하도록 한 규정의 이행

기본연구사업

•실제 점검 및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지침 초안의 보안 필요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실제 점검 및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지침의 보완과 개선사항의 도출

연구내용

수시연구사업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지침의 완성도 및 현장 적용성 제고

•사후관리지침의 시범적용 대상 선정
•시설물 안전점검의 시행
•시설물 효과평가의 시행

일반사업

•사후관리지침의 개선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적, 행정적 개선사항 발굴
•동해안 석회질암의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사후관리지침(안)을 시범적용할 대상지역으로 연안정비사업 시행지구 가운데 후보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5개 지구를 선정
•사후관리지침(안)을 적용하여 시설안전점검과 효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설물 점검항목
및 상태평가의 기준, 잠제 수중조사 방법, 침식대응 사업에 대한 물리적 효과평가 방법,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사회경제적 효과평가의 대상 등을 개선
•점검 및 평가의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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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3. 21. ~ 2016. 10. 16. (10개월)
연구책임자 : 장정인 전문연구원
2016년도 사업개요

내부연구자 : 육
 근형 부연구위원, 남정호 연구위원
외부연구자 : 한국연안협회 정명국 소장

연구의 필요성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 요율의 개정 필요성 제기

•건전한 해양생태계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 필요

•2016년 12월 27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해양생태계보전협
력금 상한액 폐지(2017년 6월 28일 시행)
- 제
 49조제3항 본문 중 “20억 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를 “생태계”로 하고, 같은 조 제
4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자가”를 “자 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서

연구목적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방식 및 부과 대상행위 등의 합리적인 개선안 도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가”로 한다.
•2017년 하반기 해양생태계법 개정 추진 중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및 지역
계수 개선

연구내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실태 분석

•정책 제언
- 해
 양생태계보전협력금 체계의 장기적인 개선을 위해 협력금 제도의 주기적 점검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상한액 검토

계 마련, 지속적인 부과기준 갱신체계 마련, 부담금 재원관리방안 개선 등의 향후 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방식 개선안

진과제를 제시
일반사업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사업 확대방안 검토
•기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관련 개선방안 검토

주요 연구결과

수시연구사업

•해역이용 행위에 대한 부담금의 적정 부과 및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기반 마련

기본연구사업

•해양생태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용·보전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 필요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2007~2015년까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건수는 총 376건, 총 부과금액은 약 644
수탁용역사업

억 원이며, 총 훼손면적은 약 17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인천광역시가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138건, 174억 원)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골재채취 행위(124건,
누적부과액 83억 원)가 최다 유형으로 분석
•부과 상한제를 폐지하고, 부과대상을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에 준하는 해양생태계 훼손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사업 등을 부과대상으로 추가할 필요
•부과기준 개선안으로는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역계수 체계에서 갯벌
개발 및 매립사업에 대해서 추가계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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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해양사고조사 협력 강화 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3. 30. ~ 2016. 10. 29. (7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박한선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
 혜진 연구원, 반영길 연구원, 류희영 연구원, 김보람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해양사고조사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사고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

주요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해양사고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IMO 전문위원회, MAIIF 및 MAIFA 등에 참
가하여 의제 검토 및 개발을 통한 발언으로 입지를 넓히는 데 노력하지만, 해양사고 전

- 보
 편적 관할권 내에서의 상호 해양사고 조사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간 호혜평등

문가 체계 및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책이 부족함

의 원칙에 따라 해양사고조사 협력이 필요

•해양사고 조사 및 보고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아
 시아국가의 해양사고조사에 있어서 과학적인 조사기법의 도입과 해양사고방지를

기본연구사업

시아국가 조사관의 역량배양과 조사시스템 지원 필요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에서 절차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

위한 기술적 및 정책적 대안 제시가 필요

거가 부재함
•MAIIF의 운영방식을 참고하여 아시아 회원국들을 위한 MAIFA 사무국 설치에 대한 언급

을 위하여 아시아국가 해양사고조사 국제협력 강화 필요

은 되어왔으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현재 예산으로 사무국

- 해
 양사고조사대응 매뉴얼 공유, 선진화된 해양사고조사 모니터링 및 조사기법의 개

설치를 위한 인력 및 재정적인 부분의 한계가 있음

발 촉진, 해양사고 분석 절차 및 조사보고서 분석 공유 필요

수시연구사업

•유엔해양법(UNCLOS) 제94조의 권고 및 IMO 결의서(Res. A.849(20))의 효과적인 이행

•MAIFA 홈페이지는 1일 100건이 넘는 방문 수가 조사되었으나 방문자 수에 비교하여 데

- 정보수집 및 전파, IMO 해양사고조사 보고서 제출을 통한 협력 강화

이터의 최신화가 미비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운영담당자로서 홈페이지를 구축한
이후 데이터 업데이트 및 접근성이 미흡함

•아시아 해양사고 조사기관 협력강화 방안 마련을 통한 해양사고조사기법의 선진화 및
해양사고 조사기관 회의 활성화
- 아
 시아 14개국(2015년 기준)이 참여하는 조사기관 회의를 활성화시켜 가입국가 유도
및 궁극적인 해양사고방지 기여
- 조
 직적 및 체계적인 회의운영, 해양사고조사 정보 축적(DB) 및 관리
- 회
 의성과 창출을 위한 상설 사무국의 설립

•국가 간 협력증진 기반 구축 강화
- IMO 등 국제회의 공동대응, 아시아 국가의 의견반영 활성화
- M
 AIFA 헌장 개선 검토, 아시아 해양사고조사 사무국 설립 검토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의 개정을 통해 국제규정 준수 및 절차상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국
 제해사기구 해양사고 조사코드(CI Code)에 따라 해양사고 용어 정의에 대한 재정
립 마련이 요구됨
- 행동 지침은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IMO 해양사고조사 협약 이
행을 위한 것이나 내용 구성이 다소 미흡함
•해양사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정부지원이 필요하며, 전문가 집단 및 모니터링 제
도 구축으로 상시 의견 수렴 방안을 모색해야 함

•해양사고조가 국제회의 대응 강화 방안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통한 재구축이 필요함

•MAIFA 상설 사무국 설치 방안
•MAIFA 홈페이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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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MAIFA 사무국 설치에 관한 인력 및 예산 측면의 국가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MAIFA

연구내용

수탁용역사업

- 홈
 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시스템적 정보공유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일반사업

연구목적

일반현황

IMO 전략과제 연구용역
(IMO 한국위원회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4. 1. ~ 2016. 12. 31. (9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박한선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혜진 연구원, 류희영 연구원, 최정윤 사무원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IMO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해사분야 위상강화를 통한 신 해사거버넌스

•IMO 전문가 양성을 통한 의장 배출 등 국제회의 주도로 영향력 행사 필요

•IMO 회원국 감사대응 계획수립·시행 및 산·학·연·관 공동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한 전
담기관 설립 또는 지정에 대한 방침 결정(‘17.3.13, 장관 방침결정)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 추진
- 국
 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 (제6조, 국제해사업무 전문기관의 지정)

연구목적

•IMO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위원회 설립방안을 제시

안 및 설립근거 제시

해사안전국장은 해사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사분야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 회의
별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매년 지정함
•예산 확충 및 마련
- 국
 제해사기구 전담 대응체계 운영에 1,400백만 원 예산 마련을 통해 IMO 정규 회의

연구내용

•조직의 설립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제시
•조직의 설립근거 관계법령 제·개정(안) 제시

체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의제를 검토하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추진
- IMO 회원국 감사(IMSAS) 대응에 200백만 원 예산 마련을 통해 IMSAS 대비 해사분
야 국제협약 관련 법제도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비 추진
일반사업

•선진국의 IMO 대응체제 및 특징에 대한 조사 및 분석과 시사점 도출
•IMO 회의 대응의 문제점 및 현행 대응체제의 분석과 개선방안

주요 연구결과

수시연구사업

•IMO와 관련된 업무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설립타당성을 검토하고 운영방

기본연구사업

구축 필요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한국인 최초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배출로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해사강국으로의 도약
기회를 마련함에 따라 국제사회 해사안전규범 주도국가로서의 입지 확립
수탁용역사업

•선박평형수 국내기술의 IMO 기본승인 획득, 한국형 e-Nav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
사 통과 등을 통한 해사안전산업의 산업화 기반 구축
•IMO 기술기준·신산업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나, 해양수산부의 전담대
응조직 부재로 조직적이고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해상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활용수요와 기대감은 증가하고 있으나, 해
사안전 관련 연구개발 투자가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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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2016년도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인력 투입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12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수엽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박
 한선 부연구위원, 이호춘 전문연구원, 반영길 연구원, 류희영 연구원, 이혜진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SP-IDC 홈페이지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스템 운영관리 필요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의 다양한 항만물류정보의 접근성 향상
기본연구사업

•항만이용자들에게 유용한 국제물류 정보연계 및 공유정보 제공 확대 필요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해운항만물류 정보를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관련정보 활용성 향상
•국가 간 물류정보 공유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내 이용자들의 물류정보 가시성 확보

연구목적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를 통해 최적의 맞춤형 물류정보 지속 제공

•국내 항만물류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국제협력체계 강화

 - 해운항만물류분야의 콘텐츠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 콘텐츠 정비 및 신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이용자의 의사결정 지원
수시연구사업

- 물류주체에게 가시성 있는 물류정보 제공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연구내용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홈페이지 시스템 및 콘텐츠 운영관리
•한중일 국제물류정보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지원
•홈페이지 콘텐츠 재정비 및 통계관리 운영

일반사업

•국내외 항만물류정보 표준화 전문가 포럼 개최

주요 연구결과

•지속적으로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
•매월 해운항만통계 확정 및 항만운영 통계 동향 분석자료 제공
수탁용역사업

•상시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서비스 향상
•홈페이지 내 콘텐츠 활용도 분석을 통한 콘텐츠 정비계획 작성 및 콘텐츠 개선
•이용자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한 개선사항 발굴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한중일 NEAL-NET 사무국 운영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화상회의 개최
•항만물류정보화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국제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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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수행 기간 : 2016. 4. 1. ~ 2016. 12. 31. (12개월)
연구책임자 : 황진회 부연구위원

2016년도 사업개요

내부연구자 : 이
 호춘 부연구위원, 박한선 부연구위원, 최영석 전문연구원, 황수진 전문연구원, 반영길 연구원, 		
류희영 연구원, 이혜진 연구원, 김보람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해사안전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해사안전기본계획 수

주요 연구결과

다에서의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차세대 안전관리체계 도입, 해사안전정책의 패러다임 전
환(규제→지원), 민간주도의 汎바다 안전문화 확산 기반 마련, 취약선박 관리강화로 안전

•국내외 여건변화와 높아진 국민 안전수준에 맞춰 해사안전 제고를 위한 사전 예방적

사각지대 해소, 해사안전의 국제적 신뢰성 회복으로 도출함

(Pro-active) 정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기본연구사업

립 필요

•본 연구에서는 해사안전 여건 및 전망 등을 분석하여 해사안전 5대 핵심미래과제를 바

•본 연구에서는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선박안전 신뢰성 제고 및 맞춤형 안
전관리(선박안전),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확대 및 해사안전관리체계 고도화(안전제도), 범

연구목적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17~2021)의 수립을 위한 정책 목표 설정, 주요 전략별

바다 안전의식의 획기적 전환 유도(의식개선), 해상 종사자 역량제고와 고품질 복지 제
공(인적안전), ICT기반 첨단 해상교통 안전관리 체계 구축(교통환경), 해사안전산업 글로
벌 선도국가 입지 구축(국제협력) 등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고 전략별 세부이행과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관련 제도, 인력, 예산 등 지속가능한 해양사고 예방

를 제시함

활동 여건 조성

수시연구사업

세부계획 수립 등 이행 기반 정립

•선종별 안전관리 부처(부서)간 긴밀한 협업관계 구축으로 기관별 선박 안전관리 편차해
소 및 해양사고 예방 도모

안전관리 지원정책 확대

•해상교통, 수산, 관광·레저 등 경제·활동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해양 공간 내 안전관리
를 총괄하는 정부 차원의 해사안전분야에 관한 중장기 국가기본계획 수립에 기여

일반사업

•장기간 해운경기 침체에 따른 선사의 안전경영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박·선사의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해사안전 법·제도 개선 및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집행 도모
•해사안전관리체계의 개선 및 해사안전 의식 전환 유도

연구내용

•해사안전정책의 환경 변화·전망 및 추진목표 설정
•여객·승무원 및 선박·해양시설 등의 안전 증진 방안
수탁용역사업

•수역의 설정, 교통환경 조사 및 사고 위해요소 개선
•항행보조시설·장비·정보통신체계 등의 설치·운영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별 추진 방안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해사안전 관리 인력의 양성·수급, 지식보급 및 문화 증진
•해사안전 관리기술의 연구·개발, 산업육성 및 국제협력
•해사안전 관련 제도·여건의 개선, 투자재원 조달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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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2016년도 여수프로젝트
- CBD의 SOI 지원 사업 수탁용역

연구수행 기간 : 2016. 3. 31. ~ 2017. 3. 31. (12개월)
연구책임자 : 최성애 선임연구위원
2016년도 사업개요

내부연구자 : 이
 슬기, 이승진
외부연구자(CBD 사무국) : 이지현 박사, Josept Appiott

연구의 필요성

•여수세계박람회 성과 및 여수선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역량이 부족한 개도

주요 연구결과

- 본
 사업은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유럽 13개국의 해양 및 연안관리 담당자

을 위한 해양관리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필요

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여수 엑스포해양공원에서 실시함
- 참
 석국가별 다양한 이슈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에 필요한 도구, 가이

•특히 여수선언 정신에 부합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드라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첨을 맞춤으로써 참석자의 과학적, 기술적, 관리적 역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양생물자원 부국인 개도

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참석자 전원이 국가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이

국 등의 해양관리 역량강화 지원 필요

행전략(액션플랜)을 수립함
•국가별 해양보전 역량강화 사업

•개도국 및 도서국 등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역량강화 교

- 동
 티모르 및 바누아투의 해양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에 대한 이해 및 우선순위 달성

육지원 사업을 통해 여수선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아울러 CBD-SOI 해양생물다양

을 위한 부문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EBSA 및 MSP 등의 수단을 통하여 통합관

성 아이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리 방안 도출

•뿐만 아니라 각국의 해양관리 전문인력 및 SOI 글로벌 파트너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

•제13차 CBD 당사국총회 SOI 특별이벤트 「지속가능한 해양의 밤」

고, 이를 활용한 국가 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공동정책

•SOI 교육리더 훈련 사업 결과
- 워크숍 개요 및 주요 내용
- 주제별 발표 및 토론 내용
- 평가
•SOI 국가별 해양보전 역량강화 사업 결과
- 동티모르 역량강화 사업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여수세계박람회 성과 및 여수 선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기
구 생물다양성 사무국을 통하여 실시한 개도국 및 도서국의 해양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
용 그리고 현안 해결 등을 위한 해양관리 역량강화에 기여
•동 사업에 대해 참석자의 대다수가 실질적 해양관리 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였으
며, 개도국 및 도서국의 해양관리 역량강화라는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긍정적
인 평가를 보임에 따라, 향후 동 사업이 지속되어 개도국 및 도서국의 해양관리 역량강
화에 기여해야 함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바누아투 역량강화 사업
- 제13차 CBD 당사국총회 SOI 특별이벤트 「지속가능한 해양의 밤」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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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용역사업

- 국가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전략 수립

수산 국제기구 포럼 등 한국의 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한 선도적 노력 표명

일반사업

- 제
 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으로서 CBD의 SOI 지원 사업, 세계 해양-

발굴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내용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기본연구사업

국 및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도서국 등의 해양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 현안 해결 등

•SOI 교육리더 훈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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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2014년도 환경관리해역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10. 7. ~ 2016. 2. 29. (4개월)
연구책임자 : 장원근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황
 기형 연구감리위원, 한기원 전문연구원, 최희정 전문연구원, 이윤정 전문연구원, 좌미라 연구원, 		
심수린 위촉연구원, 이은선 위촉연구원, 최수빈 위촉연구원, 김현지 사무원

2016년도 사업개요

외부연구자 : 김
 윤관 대표(그린에코스(주)) 외, 류종성 교수(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이정석 박사((주)네오엔비즈) 외, 		
이용곤 박사(경남발전연구원) 외, 김성우 박사(인천발전연구원) 외

연구의 필요성

•2000년 이후 수립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가막만 환경보전해역 관리계획의 2014년도 이행평가 대상사업 7개 중 3개 사업은 완료,
2개 사업은 일부 실시, 2개 사업은 미실시

•2014년도 환경관리해역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상황 평가 필요

•득량만 환경보전해역 관리계획의 2014년도 이행평가 대상사업 8개 중 8개 사업 모두
완료

연구목적

•완도·도암만 환경보전해역 관리계획의 2014년도 이행평가 대상사업 12개 중 9개 사

•환경관리해역 이행평가지침에 따라 해역별 관리계획의 2014년 이행상황을 평가

업 완료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9개 환경관리해역을 대상으로 2014년도 해역별 관리계획의 추진과제 이행평가 실시
•9개 환경관리해역을 대상으로 2014년도 해역별 관리계획의 목표달성여부 평가 실시

•해당지역 업무 담당자 대상 이행평가 업무에 대한 설명회 개최

•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 중 2015년 착수사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를
고려한 이행평가 방안 마련 필요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의 해양환경 개선목표인 “수질평가지수(WQI) 연중 3급등
이하로 유지”는 미달성하였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산만 내만의 저층환경 개선
과 육상으로부터의 오염원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련 과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협조가 필요

일반사업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수시연구사업

•함평만 환경보전해역 관리계획의 2014년도 이행평가 대상사업 8개 중 7개 사업 완료

•해역별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관계 행정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연구내용

기본연구사업

마련한 이행평가지침(안)에 따른 해역별 관리계획 업무의 성공적 정착 필요

•가막만 환경보전해역 관리계획 중 미흡과 미실시에 해당하는 4개 사업이 모두 ‘육상기

주요 연구결과

•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 2014년 착수사업으로 이행평가 대상 5개 사업 중 4개
사업 ‘완료’, 1개 사업 ‘미흡’

93.3%에 해당하는 13개 사업을 ‘완료’, 일부 이행함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 2014년 추진과제 19개 중 16개 과제가 이행되었고, 3
개 과제는 미이행

1개 과제는 미이행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의 2014년 추진과제 10개 중 9개 사업이 추진완료, 1개
사업이 순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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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량만 내만인 득량만 1정점과 중간정점인 2정점에서 여름철인 8월에 WQI 3등급으로
나타나 여름철 내만 수질관리가 필요
•완도·도암만 환경보전해역 관리계획 중 미실시 사업은 모두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분
야로 추진주체인 강진군, 해남군, 장흥군에서는 환경부와의 협조를 통해 예산확보방안
을 마련할 필요
•함평만 환경보전해역 관리계획 중 미실시 사업은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분야 중 무안군
마을하수도 9개소 설치사업으로, 현재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주
체인 무안군이 환경부와의 협조를 통해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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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의 2014년 추진과제 22개 중 21개 과제가 이행되었고,

마련할 필요
수탁용역사업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 2014년도에 계획인 과제는 9개이며, 이행평가 결과

인 오염원 관리’분야로 추진주체인 여수시는 환경부와의 협조를 통해 예산확보방안을

일반현황

2015년도 환경관리해역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5. 23. ~ 2016. 12. 23. (6개월)
연구책임자 : 장원근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황
 기형 연구감리위원, 한기원 전문연구원, 최수빈 위촉연구원, 이은선 위촉연구원, 권인혜 사무원

2016년도 사업개요

외부연구자 : 김
 윤관 대표(그린에코스(주)) 외, 류종성 교수(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이용곤 박사(경남발전연구원) 외,		
김성우 박사(인천발전연구원) 외

연구의 필요성

•해역별 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력 제16조제1호에 따라 해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한 이행관리체계 미비에 따른 지자체 등 이행기관의 관심도 저하
및 실행력 취약
- 이
 행실태 점검 및 미이행 사업 이행 독려 등 실행력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미흡(’16년

연구목적

처음 시행된 “이행실적 평가”만으로는 실행력 강화 한계)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환경관리해역 9개소의 해역별 관리계획의 실행
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도 이행 평가를 실시

기본연구사업

역별 관리계획에 대한 이행실태 평가를 통한 적정관리 필요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해역별 관리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 부족에 따른 실행력 저하
- 해
 역별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 및 관계부처 요구·협
수시연구사업

의 추진

연구내용

•이행평가지침에 따라 해역별 관리계획의 2015년도 이행실태 평가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평가를 위한 전문가Pool 및 평가위원회 운영
•2016년 오염저감사업 진도관리 및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지자체 해역관리 관련업무 담당자 대상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해역별 오염저감사업 계획과 수질개선 목표와의 과학적 연계성 미흡
- 오염저감사업 시행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 없이 수질목표 설정
•환경보전해역과 지정목적·지정해역·관리체계 등이 유사한 제도의 중복 시행으로 인한
이중 규제 및 관리효율 저하
- 환경보호구역 4개 해역 모두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중관리

일반사업

주요 연구결과

•해역별 2015년 오염저감사업 이행율 평균 72.3점
- 특별관리해역의 오염저감사업 이행율이 환경보전해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4
 개 사업분야 중 “생태계·친수공간 확보” 분야 이행율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해
양환경관리 역량 강화” 분야 이행율이 낮음

수탁용역사업

•해역별 수질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현황
- 육상 유입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확대
-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해양오염정화사업 시행
- 해양환경관리체계 정립 및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해역별 수질목표 달성율 67%(인천, 마산만, 함평만 등 3개 해역 목표 미달성)
- 목
 표 미달성 3개 해역 중 2개 해역(인천연안, 마산만)은 전년도(’14년) 대비 수질목표
달성도 향상, 함평만*은 전년도 대비 하락
•미달성 원인은 ①수질목표와 오염저감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②오염저감사업 단계적
시행에 따른 초기 수질개선효과 제한, ③오염저감사업 일정 지연 및 사업규모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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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2016년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3. 31. ~ 2016. 12. 16. (9개월)
연구책임자 : 장원근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황
 기형 연구감리위원, 목진용 본부장, 남정호 연구위원, 한기원 전문연구원, 최희정 전문연구원, 		
안용성 전문연구원, 최석문 연구원, 이은선 위촉연구원, 최수빈 위촉연구원, 권인혜 사무원
외부연구자 : 이
 찬원 교수(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김윤관 대표(그린에코스(주)) 외, 류종성 교수(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년도 사업개요

외, 이정석 박사((주)네오엔비즈) 외, 이원찬 박사(국립수산과학원) 외, 문병현 교수(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이용곤 박사(경남발전연구원) 외

연구의 필요성

•마산만 해양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제2차 연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필요

주요 연구결과

•2015년 중점이행평가 결과 1차 유보량, 개발계획 조정, 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유역정

리 도입 기반 구축 필요

화사업으로 인한 삭감부하량은 달성하고 있으나 삭감계획 중 유역정화사업 교방천 1개
사업은 미준공이므로 계획된 삭감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관리해야 함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

기본연구사업

•중금속 등 여전히 지속 중인 마산만 환경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연안오염총량관

•제2차 연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COD 2.2mg/L, TP 0.041mg/L를 초과하여 달성

•마산만 유입 하천 및 하수종말처리장의 오염부하량 산정 결과,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의 비
율이 지속적으로 높음을 확인
•마산만 제2차 연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유역환경상태 진단을 통해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으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하천에서 비점

•제3차 연안오염총량관리 과학기술 기반 확대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하천수 및 하폐수처리장 배출수에서의 조사시기별 중금속 농도분포는 ‘수질 및 수생태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3.25., 환경부령 제586호, 2014.12.31., 일부개

연구내용

정)’에서 정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중점이행평가보고서(안) 작성

칙 제34조 관련, 별표 13, 개정 2013.9.5.)에서 중금속 항목에 대한 기준을 모두 초과하

•하천환경조사

일반사업

지 않고 있음

•유역정화사업 모니터링
•제2차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효과 분석
•유역환경상태 진단기법 개발(2)
•연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개정안 마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의 중금속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조사연구
수탁용역사업

필요

•마산만 해양생태계 모델링
•제3차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목표 설정 연구(3)
•마산만 및 행암만 중금속 유입량 조사
•마산만 및 행암만 중금속 오염 정밀조사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연안오염총량관리 기술검토단 운영·지원
•환경자문위원회 운영·지원
•민관산학협의회 운영·지원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지역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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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기초연구(Ⅱ)

연구수행 기간 : 2015. 5. 21. ~ 2016. 9. 25. (16개월)
연구책임자 : 장원근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황
 기형 연구감리위원, 목진용 본부장, 한기원 전문연구원, 이윤정 전문연구원, 좌미라 연구원, 			
이은선 위촉연구원, 최수빈 위촉연구원, 권인혜 사무원

2016년도 사업개요

외부연구자 : 김
 윤관 대표(그린에코스(주)) 외, 류종성 교수(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이정석 박사((주)네오엔비즈) 외, 		
이병호 교수(울산대학교) 외

연구의 필요성

- 하
 천수 또는 하·폐수처리장 배출수 등 오염원 대상으로 중금속 오염물질 유입량 산
정을 위해 하천수질을 시공간적으로 조사
•중금속 이용·배출 현황 조사
- 울
 산연안 특별관리해역 관리구역 내 점오염원의 중금속 배출량을 산정

•중금속 기반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구축을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자문단의 지속
적 검토를 제도적으로 정착·강화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울산연안 해역의 중금속 오염 현황 및 유역의 중금속 부하량 조사 실시
•울산연안 오염총량관리제의 과학적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 수행

•중금속 이류확산 거동모형 계수 파악을 위한 상세조사
- 울
 산연안 해수유동 예측모델 구축
- 울
 산연안 퇴적물거동 예측모델 구축

•울산연안 환경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연구내용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중금속 오염 정밀조사

•중금속 이용·배출 현황 조사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해양생물·생태계 영향 기초연구
•중금속 이류확산 거동모형 계수 파악을 위한 상세조사

일반사업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관리목표 설정 연구
- 울산연안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 검토
-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을 위한 물질별 기준농도 연구
-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관리구역 검토
- 하천 및 하·폐수처리장 등 주요 오염원의 기준유량 연구

•유역의 중금속 부하량 조사

수시연구사업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해양생물·생태계 영향 기초연구
- 해
 역 내 퇴적물의 저서생물 군집구조 분석을 통한 생물군집 특성 연구
- 저
 서생물 군집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울산연안 중금속 오염을 지시하는 개체군 및 군
집 수준의 고유지표(안) 발굴

기본연구사업

•울산연안은 국내 최대의 산업단지가 연안 배후에 입지하고 있어 국지적으로 높은 퇴적
물 중금속 오염도를 보임에 따라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중금속 기반의 연안오
염총량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환경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 연안오염총량관리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적·제도적 사항에 관한 검토(총4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관리목표 설정 연구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유역 중금속 유입량 조사
- 하
 천수 또는 하·폐수처리장 배출수 등 오염원 대상으로 중금속 오염물질 특성 파악
- 해
 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수 또는 하·폐수처리장 배출수를 대상으로 생태독성 만성
영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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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규제항목 대상을 중금속으로 한다면 전환점이 될 것
- 제
 도 도입을 위하여 지자체와 지방청의 관심이 필요하며 다른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
하여 진행한다면 성공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함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적용 시 사회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중금속을 규제항목으로 하므로
고도의 기술과 제도를 마련해야함
- 육상에서 해역으로 전달되는 오염원 프로세스의 정확한 파악 필요
- 배출원의 모니터링 방법 등 연안오염총량관리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 비점오염원 배출량 산정 시 대기를 통한 해역 유입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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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울산연안 해역 중금속 오염 정밀조사
- 울산, 온산 연안 해수 및 표층퇴적물의 중금속 오염 현황조사
- 퇴
 적물 중금속의 장기변동 특성 파악, 서식생물의 중금속 축적농도 조사 및 축적기
작 상세연구
- 해역 퇴적물 및 공극수를 대상으로 생태독성 영향 분석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일반현황

2016년도 해역별 환경기준 설정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8. 16. ~ 2016. 12. 16. (4개월)
연구책임자 : 장원근 연구위원

2016년도 사업개요

내부연구자 : 황
 기형 연구감리위원, 한기원 전문연구원, 이은선 위촉연구원, 최수빈 위촉연구원, 권인혜 사무원
외부연구자 : 김윤관 대표(그린에코스(주)) 외, 류종성 교수(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연구의 필요성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해양이용 및 해역별 특성을 고
리정책의 여건을 반영하여 해양환경 기준을 선진화해야 함

•해역 및 관리유역 구분안을 제시하고 해양환경측정망과 연계 방안을 제시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해역별 환경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해역환경관리
의 과학적 체계화에 기여

•최근에는 우리나라 영해 전체를 관리구역으로 통할할 수 있는 31개의 관리구역을 재구

기본연구사업

려하여 해양환경기준을 설정·고시해야 함에 따라, 최신 조사·연구 결과와 해양환경 관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분하고, 이를 국제표준좌표계와 호환가능한 좌표계로 구축함으로써 해양환경 관리체계
의 기반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31개 해역별로 제시된 해양환경 관리목표(안) 확정
•제2단계 해양환경기준 사업의 성과를 해양환경정책 전반에 확산 및 적용방안 마련

연구내용

•해역 구분 개선안에 대한 해양환경 관리목표 보완 및 확정
일반사업

•해양환경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
•제2단계 해양환경기준 사업의 성과 확산

주요 연구결과

•중점관리해역 및 일반관리해역에 대한 해양환경 관리대상 항목을 보완
수탁용역사업

•해양환경기준 평가 및 해석 지침 마련
•31개 해역구분 개선안에 대한 해양수질측정망 확대 운영방안 제시
- 육상오염원과 연계한 모니터링 방안
•해양환경기준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제시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관리 유역별 사회경제 및 환경 특성을 고려한 해양환경기준 운영방향 마련
•우리나라 해양환경 현황도(안) 작성
•해양환경기준 백서(II)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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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해양공간계획체제 구축 2016년 시범
연구사업
연구수행 기간 : 2016. 3. 8. ~ 2016. 12. 15. (9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최희정 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 남
 정호 연구위원, 좌미라 연구원, 최석문 연구원, 최우현 연구원, 김태우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핵심가치 개념을 정의한 후 시범해역의 핵심가치 도출 방향과 각 시범해역 핵심가치별
공간 범위를 설정

•국제사회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공간계획을 도입·제도화하고 있음.

•해양공간계획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분류하고 시범해역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GIS
DB를 구축

•우리나라는 연안관리법에 의하여 연안해역에 한하여만 용도중심 공간관리를 채택하고
있으나, 사후적 구획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임.

•GIS 기반의 해양공간정보 파일럿시스템을 구축하고 격차분석을 통하여 해양공간계획 지
원을 위한 조사체계를 제안

•기존 연안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연계하며 EEZ의 이용도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양공간계획체제 도입이 필요함.

•INVEST, 에머지 평가법 등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모델 적용 방법을 검토하고 소해역
을 선정한 후 해양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와 해양공간계획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
•해양공간계획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증진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해양공간계획체제 홍보 동영상 제작

•해양의 핵심가치 보전과 부가가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해양공간계획체제 도입을 위
한 기술적, 정책적, 과학적 기반 구축

•해양공간정보 통합 서비스의 국내외 구축환경과 현황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
으로 해양공간계획 미래모형을 정립하여 로드맵을 제시함.

•국가차원의 해양공간계획 체제 전면 시행에 앞서 전 해역의 생태·환경가치가 높으면서,
보전·개발 수요가 높은 해역(경기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

•해양공간 진단 및 평가
•시범해역 핵심가치 설정
•시범해역 공간정보 및 파일럿 GIS 시스템 구축
•소해역 해양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해양공간정보 통합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주요 연구결과

•경기만 해역의 해양공간관리제도를 공간관리수단과 행위관리수단으로 구분하여 그 현
황과 문제점을 검토

•해양생태계 기반의 관리수단 시범 적용을 통한 소규모 해양공간계획 수립 모델(안) 개발
- 다
 양한 해양생태계 기반의 관리수단 시범 적용 및 가치 평가를 통해 공간관리수단
활용 시 시행 오류 최소화
- 공
 간관리수단, 용도별 제한 행위 등을 포괄하는 해양공간관리 정책 개발 및 해양공
간계획 법률 정비에 활용
•시범해역 해양공간정보 및 GIS 파일럿 시스템 구축
- 해
 양공간관리체제 구축에 필요한 최적의 해양공간정보 목록 및 수집 체계 마련, 경
기만 해역 GIS DB 구축·가시화
- 파
 일럿시스템 패키지 구축을 통해 정보 활용성 증진 및 및 탐색적 의사결정 지원체
계 기반 강화
•최적화된 ISP방법론을 적용하여 해양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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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기본현황,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 해양자원, 해양이용으로 구분하여 경기만 해역의 특성
을 진단하고, 신문기사 분석 등을 통하여 경기만 해역의 이용·개발 수요, 보전 수요, 주
요 현안을 분석

•해양의 핵심가치 보전과 부가가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해양공간계획체제 도입을
위한 기술적, 정책적, 과학적 토대 조성
- 해
 양공간계획의 관리대상 공간이 되는 핵심가치 및 핵심가치 공간 도출 과정을 정립
하여 향후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방법 개발에 기여

수탁용역사업

•소해역 해양공간계획 수립 모델(안) 개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일반사업

연구내용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기본연구사업

•제한된 해양공간 내 이용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현명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
공간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함.

일반현황

인천 해양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연구수행 기간 : 2016. 6. 1. ~ 2016. 11. 28. (6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이종훈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홍
 장원 부연구위원, 한광석 부연구위원, 윤인주 전문연구원, 이정아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개발 기본구상 수립

•국민들의 해양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해양교육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양과학 클러스

- 건립 필요성 및 당위성, 종합적 구상안 제시

해양박물관의 건립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기본연구사업

터와 연계한 해양과학 교육거점이자 해양과학 관련 교육·전시·체험기능이 결합된 인천

 - 전시주제 및 도입시설 방향 설정
- 건축계획 수립

•인천 해양박물관 건립을 통해 국내 해양과학, 해양문화 및 역사를 종합적으로 전시, 교육,

- 조감도 작성

체험할 수 있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해양교육 기반으로 활용

•사업타당성 분석

•인천 해양박물관 건립을 통해 수도권 시민의 해양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전국 해양

수시연구사업

- 사업성 분석 및 재원조달 방안 제시

전시공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선도

•관리운영계획 수립

연구목적

- 관리운영 기본방향 및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인천 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초개념 정립, 기본방향 설정, 개발전략 수립 등 건립을

- 유사시설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

위한 기본계획 마련
•인천 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

•개발여건 분석 및 국내외 사례 조사

•기 조성된 시설과 차별화된 해양문화시설의 건립을 위한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조사를
통해 인천 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부문별 기본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초자료 마련에 기여

일반사업

연구내용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시장수요 및 입지 분석
•개발 기본구상 수립
수탁용역사업

•사업타당성 분석
•관리운영계획 수립

주요 연구결과

•개발여건 분석 및 국내외 사례 조사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시장수요 및 입지분석
- 대상입지 분석을 통한 최적 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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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해상낚시복합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계획 수립
연구수행 기간 : 2016. 4. 18. ~ 2016. 12. 14. (8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이종훈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홍
 장원 부연구위원, 한광석 부연구위원, 윤인주 전문연구원, 이정아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해상낚시복합타운 입지 검토 및 타당성 분석

대중화, 지역민의 소득 창출을 위하여 낚시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해상낚시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기본연구사업

•낚시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레저 활동으로 정부는 건전한 낚시활동의 촉진과

- 후보지 검토 및 입지 선정

•낚시활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해상낚시활동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

- 사업 추진 필요성

한 인프라 정비 및 공간조성, 프로그램 마련은 미흡함

- 관련 법제도 검토

•레저활동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가족 단위 낚시 레저인구를 수용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해상낚시복합타운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정착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해상낚시복합공간의 조성이 필요함

수시연구사업

- 시범사업지 여건 분석
- 추진방향 및 전략, 시설배치계획 수립

연구목적

•증가하는 낚시활동 인구의 수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 연계 프로그램 및 이벤트 구상
- 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수립

•연계 관광사업의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족한 지역 내 시민문

- 관리운영시스템 구상

화공간 제공 등 공익적 가치를 달성하는 해상낚시복합타운 건설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

- 경제성 검토 및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사업추진을 위한 사회적 타당성 확보와 국가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적

연구내용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안전하고 건전한 해상낚시공간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대중화 촉진, 지역 내 소득증진과
일자리 창출, 관광활동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

일반사업

근거 마련

•국내 해양레저환경 분석
•해외 마리나항만 조성사례 검토
수탁용역사업

•소규모 마리나항만 조성방안 마련
•정책적 시사점 도출

주요 연구결과

•국내 낚시 관련 일반 현황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해양레저복합공간 개념 및 사례 분석
- 해양레저복합공간의 개념
- 국내외 해양레저복합공간 개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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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수욕장 관광명소화 계획수립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11. 11. ~ 2016. 12. 5. (13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홍장원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
 종훈 부연구위원, 윤인주 전문연구원, 이정아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해수욕장 활성화 기본구상 및 도입시설 계획

•국민 여가시간 증가 및 관광 행태 다변화에 따라 해양관광 활동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 개발목표 및 전략

기본연구사업

있으며 해양관광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높아짐

- 지역별 해수욕장 도입시설 구상

•해수욕장은 국내 최대 하계 관광목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한계성과 국민 관광욕구
의 다변화에 따라 새로운 개발전략 마련 필요

•주요 거점 해수욕장별 브랜드화 전략 마련
- 브랜드화 기본유형 분류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경상북도 관내 해수욕장만의 차별적인 관광상품 개발과 브랜

- 브랜드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드화가 필요

수시연구사업

•사업추진 방안 마련

연구목적

- 사업별 추진계획 마련

•경상북도 관내 지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거점 해수욕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
본 컨셉 설정과 브랜드화 도출
•해수욕장을 경북도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전략 수립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경상북도 관내 해수욕장을 활용한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기본구상 및 도입시설 조성방
안 마련, 경상북도 관내 거점 해수욕장별 브랜드화 전략 마련을 통한 지역의 관광경쟁
력 제고에 긍정적 효과
일반사업

연구내용

•기초환경 및 지역여건 분석
•해수욕장 이용여건 분석
•해수욕장 활성화 기본구상 및 도입시설 계획
•주요 거점 해수욕장별 브랜드화 전략 마련

수탁용역사업

•사업추진 방안 마련

주요 연구결과

•기초환경 및 지역여건 분석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해수욕장 이용여건 분석
- 국내 해수욕장 이용환경 및 경북 해수욕장 이용실태 분석
- 국외 해수욕장 개발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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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제도 개선
연구수행 기간 : 2015. 4. 1. ~ 2016. 1. 25. (10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홍장원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
 종훈 부연구위원, 장홍석 연구위원, 윤인주 전문연구원, 이정아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낚시활동 대중화에 따라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증가, 낚시활동 규제에 대한 저항 등 관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정책 집행력 확보방안 수립 필요

•낚시활동 여건 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 낚
 시인의 자정노력 및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낚시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낚시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준수율 제고 필요
- 낚
 시활동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의 강화, 낚시터 편의시설 확충 및 연계 관광지/관광
시설 조성 필요

연구목적

•낚시 관련 기초 통계자료의 구축

•낚시 대중화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제시

•낚시 관리 제도 개선방안
- 얼
 음낚시 안전 매뉴얼(안)

수시연구사업

•낚시 관련 기준 및 하위 규정 마련·검토

- 낚
 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개정(안)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중 낚시도구 및 미끼 검정기관 지정 관련 개정(안)
- 낚
 시제한기준(안)

연구내용

•낚시 관련 기초 현황 및 낚시활동 여건 분석
•낚시 관리 제도 개선방안

•낚시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 낚
 시 통계 관리 방안, 낚시문화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향 및 낚시활동 저변확
대를 위한 공간 정비 사례 제시

일반사업

•낚시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 낚
 시 관리 중장기 추진방향 및 부문별 추진계획 마련

주요 연구결과

기본연구사업

리 필요성 대두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낚시 관련 기초 현황 및 낚시활동 여건 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얼음낚시 안전기준, 낚시터 시설·장비 세부기준, 낚시도구 및 미끼 검정기관 지정, 낚시
수탁용역사업

제한기준 등 낚시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시
•낚시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 낚
 시통계를 실시하고 있는 각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낚시 통계 제도화 여건을
검토하고 로드맵 제시
- 국
 내 낚시활동 여건 분석 및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낚시문화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개발방안 및 공간 정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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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레저 실태 조사
연구수행 기간 : 2016. 10. 24. ~ 2016. 12. 16. (2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홍장원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장
 정인 전문연구원, 윤인주 전문연구원, 이정아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해양관광ㆍ레저산업은 해양산업 전체 부가가치 중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양관광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해양관광·레저 행태 및 해양관광·레저 잠재력 분석을 통해 해양관광·
레저산업 활성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 생산이 필요

수립 및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해양관광·레저 잠재력을 분석하여 해양관광·레저산업 활성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생성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우리나라 국민의 해양관광·레저 행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관련 정책

•우리나라 국민의 해양관광·레저 활동 행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정책 수립 및 연
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연구내용

•국내 해양관광·레저 행태 분석
일반사업

•국내 해양관광·레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정책적 시사점 도출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기본연구사업

수요 증가로 향후 그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국내 해양관광·레저 활동 실태조사
- 전 국민 대상 해양관광·레저 활동 행태 분석을 통한 활동 실태 및 특성 분석
- 전 국민 대상 해수욕장 이용 행태 분석을 통한 이용환경 및 특성 분석
•국내 해양관광·레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국내 해양관광·레저의 총 지출비용 추정을 통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정책적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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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회복사업 수행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4. 26. ~ 2016. 12. 15. (8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이정삼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류
 정곤 선임연구위원, 엄선희 부연구위원, 정수빈 연구원, 황규환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수산자원회복사업 추진체계 개선 및 발전방향 수립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에 따라 수산자원회복을 통한 지속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2006년

- 수산자원회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체계 제시

자원회복 권고안을 토대로 자원회복 수단을 투입하고 있음

- 수산자원회복사업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로드맵 수립

기본연구사업

부터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과학적 자원조사·평가를 통해 도출된

•동 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주도가 아니라 지자체, 어업인, 수
산관련 전문가 및 과학자 등 다양한 수산관련 종사자들이 함께 동참하여 자율적인 자

주요 연구결과

성 확보”로 설정

리기사업의 근간이 되기도 하였으며, 이를 확대하여 자원회복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목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7가지 기본방향으로 과학적 기준에 근거한 수산자원회복

•따라서 현재까지의 수산자원회복사업의 추진체계, 자원회복 권고안의 이행실태, 제도

계획 수립, 회복 시급 어종에 대한 맞춤형 집중관리 강화,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 및 명확

적 보완점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개선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한 고찰이 필

한 역할 정립, 추진계획 이행률 제고 및 환류기능 강화, 자율관리어업 촉진 및 대국민 참

요한 시점임

여 강화, 수산자원정책간 연계성 강화, 기술개발 및 투자 확대를 제시

현재까지의 수행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수산자원회복사업의 발전방향과 개선방안을 수
립하는 데에 있음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수산자원회복사업의 추진체계, 자원회복 권고안의 이행실태, 제도적 보완점 등에 대한

일반사업

•본 연구의 목적은 수산자원회복사업의 추진체계, 권고안 이행 분석, 제도적 문제점 등

수시연구사업

•수산자원회복사업의 향후 추진목표는 “실효적 사업 추진을 통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

•동 사업의 대상어종은 16개 어종으로, 최근 동해안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명태살

연구목적

•현재의 수산자원회복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향후 동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발
전방향을 수립하여 제시

원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산자원회복사업의 추진에 기여
•수산자원회복사업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 거버넌스 및 역할 정립을 통
해서 정책 효율성 제고 및 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
수탁용역사업

연구내용

•우리나라 수산자원회복사업 추진체계 및 외국사례 분석
- 자원회복 목표설정, 어종선정 및 사후관리, 위원회 운영, 사업주체 등 현행
•사업추진 체계 전반적인 사항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외국 선진국의 자원회복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체계 분석
•수산자원회복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자원관리 권고안 이행실태 분석
- 수산자원회복사업의 주요 성과 및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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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수행 기간 : 2016. 4. 26. ~ 2016. 12. 15. (8개월)
연구책임자 : 이정삼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류
 정곤 선임연구위원, 김대영 연구위원, 엄선희 부연구위원, 이남수 전문연구원, 이헌동 전문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어장관리법 제3조에 따라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산터전 조성을 위한 선제적·종합적 어장

주요 연구결과

•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비전을 “건강한 바다, 지속가능한 어장, 풍요로운 연안경제
실현”으로 설정

어장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됨

•3대 추진목표는 첫째, 2021년 양식어장 친환경 부표 사용 의무화, 둘째, 지속가능한 어

•어장관리법에 어장환경 보전·개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을 통해서 어장 생산

장생산력 현장 적용(양식할당제 도입 근거 마련), 셋째, 어장개선물질 및 장비의 인증기

성 제고·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지만, 실제 어업현

준 도입으로 설정

장에서 동 법에 근거한 효과적 어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3대 전략으로 과학적인 어장관리 기반 강화,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구축, 참여형 어장관
리 기반 확보를 제시

하위법령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학적인 어장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어장환경 진단·평가 고도화, 과학
적 어장환경 기준 마련, 어장정보 활용기반 구축을 제시

•「어장관리법」 제3조에 의거하여 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어장의 효율적 보전

수시연구사업

•따라서 어장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 및 개선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장관리법 및

연구목적

기본연구사업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제2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이 2016년에 종료되어 향후 5년간

2016년도 사업개요

황규환 연구원, 정수빈 연구원
외부연구자(한국법제연구원) : 이순태 연구위원, 김명아 부연구위원, 윤인숙 부연구위원, 박훈민 부연구위원, 김중수 연구원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생태계 기반 어장관리 도입 및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

어장환경 및 어장생산성 개선, 잠재 위험의 선제적 대응 강화를 제시
•참여형 어장관리 기반 확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어장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자율관
일반사업

연구내용

리의 활성화, 눈높이 교육·홍보 방안 마련을 제시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의의
•제2차 어장관리 기본계획 성과 평가
•어장관리 현황 및 실태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목표,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체계 분석 및 문제점 제시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방향

•어장생산력 저하원인에 대한 규명으로 어장생산성을 회복하고 효율적인 업무체제 구축
및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어장환경변화 예측체제를 구축하고 사전예방적 대응체제 구축으
로 피해 최소화
• 자율적 어장관리 유도를 통해 어업인간 갈등을 완화하고 어장관리에 대한 인식도 및 이
해도 제고를 통해 어장에 대한 효율적·효과적 이용·관리 실시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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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융자계획 및 이행평가 체계 구축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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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여수프로젝트
- CBD의 SOI 지원 사업 수탁용역
연구수행 기간 : 2016. 3. 31. ~ 2017. 3. 31. (12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최성애 선임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
 슬기, 이승진

연구의 필요성

•여수세계박람회 성과 및 여수선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역량이 부족한 개도

주요 연구결과

- 본
 사업은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유럽 13개국의 해양 및 연안관리 담당자

을 위한 해양관리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필요

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여수 엑스포해양공원에서 실시함
- 참
 석국가별 다양한 이슈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에 필요한 도구, 가이

•특히 여수선언 정신에 부합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드라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첨을 맞춤으로써 참석자의 과학적, 기술적, 관리적 역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양생물자원 부국인 개도

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참석자 전원이 국가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이

국 등의 해양관리 역량강화 지원 필요

행전략(액션플랜)을 수립함
•국가별 해양보전 역량강화 사업

•개도국 및 도서국 등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역량강화 교

- 동
 티모르 및 바누아투의 해양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에 대한 이해 및 우선순위 달성

육지원 사업을 통해 여수선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아울러 CBD-SOI 해양생물다양

을 위한 부문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EBSA 및 MSP 등의 수단을 통하여 통합관

성 아이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리 방안 도출

•뿐만 아니라 각국의 해양관리 전문인력 및 SOI 글로벌 파트너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

•제13차 CBD 당사국총회 SOI 특별이벤트 「지속가능한 해양의 밤」

고, 이를 활용한 국가 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공동정책

•SOI 교육리더 훈련 사업 결과
- 워크숍 개요 및 주요 내용
- 주제별 발표 및 토론 내용
- 평가
•SOI 국가별 해양보전 역량강화 사업 결과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여수세계박람회 성과 및 여수선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기구
생물다양성 사무국을 통하여 실시한 개도국 및 도서국의 해양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현안 해결 등을 위한 해양관리 역량강화에 기여
•동 사업에 대해 참석자의 대다수가 실질적 해양관리 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개도국 및 도서국의 해양관리 역량강화라는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긍정적인 평
가로 향후 동 사업이 지속되어 개도국 및 도서국의 해양관리 역량강화에 기여해야 함

수탁용역사업

- 국가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전략 수립

수산 국제기구 포럼 등 한국의 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한 선도적 노력 표명

일반사업

- 제
 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으로서 CBD의 SOI 지원 사업, 세계 해양-

발굴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내용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기본연구사업

국 및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도서국 등의 해양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 현안 해결 등

•SOI 교육리더 훈련 사업

- 동티모르 역량강화 사업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바누아투 역량강화 사업
- 제13차 CBD 당사국총회 SOI 특별이벤트 「지속가능한 해양의 밤」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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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 조사
연구수행 기간 : 2016. 5. 23. ~ 2016. 10. 31. (6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이승우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고
 민규 위촉연구원, 윤영준 위촉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도서·어촌 마을은 도서·어촌의 특성에 의해 독특한 변화를 겪고 있어 이에 관한 실증

•읍면 단위 통계청 자료 및 시군 통계연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형 구분을 위한 변화속
성 도출

•도서·어촌 마을도 다양한 변화요인들의 상호교섭 속에서 차별적인 분화과정을 겪고 있

•사례 마을 선정은 유형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전형적 지역을 선정하며, 현장조사를 기반

어 변화요인 파악을 위한 도서·어촌 마을의 유형분류가 필요

으로 마을 변화의 요인을 도출함

기본연구사업

적 연구가 필요

•도서·어촌 마을에 대한 유형분류 기준

•도서·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 파악을 위한 유형화
•유형별 사례 구축을 위한 도서·어촌 마을 선정 및 기초자료 수집
•공간적 요인에 근거한 도서·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 파악

•어촌의 특성과 정부 투자사업의 규모와 종류, 그리고 어촌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사례 마을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응한 적합한 정책 추진이 필요
- 수
 산정책과 어촌정책의 통합적 정책 추진으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 인
 적자원 육성 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경영능력이 있는 인적자원을 아웃소싱하거
나 경영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연구내용

•어촌 마을의 변화, 발전과 관련된 기존연구 분석

•공간적 특성에 따른 어촌 구분
•특성화 변수들에 근거한 어촌 마을 유형화
•유형별로 사례마을을 선정하여 내적 특성에 근거한 마을 변화의 요인을 고찰하기 위하

께 추진하여야 함
- 귀
 어·귀촌인이 많은 어촌을 대상으로 공공투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산정책의 변화가 필요함
- 어
 촌갈등의 징조가 있을 경우에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합한 정책수단을 발
굴하여 추진하여야 함

수탁용역사업

여 현장조사
•어촌 마을 변화 전망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제시

주요 연구결과

•어항 개발의 변천과정과 어촌 마을의 변화실태를 연계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어항 개발과정에 대한 문헌연구
•어항의 기능 다양화 및 어촌 개발 방향과 관련한 연구 분석
•공간적 특성에 근거한 유형화를 통해 도서·어촌 마을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
를 분석

312

2017 KMI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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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어촌 마을의 유형 분류

- 어
 업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어업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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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새만금 주변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관리
연구개발(2차년도)
연구수행 기간 : 2015. 3. 15. ~ 2016. 1. 31. (11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남정호
내부연구자 : 황
 기형, 목진용, 장원근, 이윤정, 최희정, 정지호, 장정인, 한기원, 좌미라, 최우현

연구의 필요성

•새만금 외해역 해양환경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해 내부개발사업이 외해역 해양환경에
있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새만금 해양환경 변화의 불확실성 및 관리 리스크 증대에 따른 대응방안 개발 필요
- 2020년에 1단계 개발사업 완료 예정이었으나, 새만금 내부 환경보전대책 변경, 담수
화 일정 미확정 등으로 지연
- 이
 에 새만금 외해역 해양환경 프로세스 연구 및 예측모델 개발 연구는 강화하되, 외
해역 공간관리방안 등 사후관리 분야 연구는 내부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연

연구목적

•새만금 유역개발에 따른 해양환경영향 진단ㆍ평가, 예측 및 영향 저감을 위한 종합관리

기본연구사업

미치는 영향을 진단ㆍ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영향 저감관리를 위한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기 필요

시스템 구축
수시연구사업

연구내용

•진단ㆍ평가 분야
- 해양환경의 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수행
- 새만금 사회경제·인식·이용개발현황 조사 및 해양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기법 개발
•예측 분야

일반사업

- 환경모델 구축 및 보검정, 생태모델 구축
•저감·관리 분야
- 새만금 외해역 해양환경관리 법률정비방안 및 환경변화 시나리오 도출
- 외해역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

•새만금 외해역 해양환경ㆍ생태계 모니터링 수행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 적
 조 발생 증가 추세, 신항만 방파제 축조 영향으로 인한 인근해역 해안지형의 퇴
적 환경 변화
•새만금 개발사업에 따른 해양환경·생태계-사회경제 간 상관관계 분석 및 인식조사 수행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해양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 작성 및 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사전예방적 대응관리를 위해 기상-유동-파랑-퇴적-수질이 동적으로 연계된 통합 예
측모델 개발
•해양환경·생태계 영향 저감관리를 위한 시나리오 도출 및 거버넌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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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한국형 해양건강성지수 개발 및 정책 활용
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9. 29. ~ 2016. 12. 27. (3개월)
연구책임자 : 남정호
2016년도 사업개요

내부연구자 : 장
 정인, 최희정, 좌미라, 최우현
외부연구자 : 강대석(부경대), 김미주, 임종서(서울대)

연구의 필요성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 고조

주요 연구결과

- O
 HI 평가 항목 및 단위, 기준값 설정방법, 목표별 점수 및 평가지역 OHI 점수 산정 방

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

식, OHI 평가 절차 등 OHI의 구조 및 체계 분석

- O
 HI는 국제보전협회(CI, Conservation International)와 미국 산타바바라 대학이 공동

- 전
 세계 평가 결과 분석 및 OHI+ 개발 현황 조사

개발한 이후, 현재 전 세계 236개 해역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결과를 발표

기본연구사업

- R
 io+20 이후 해양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양건강성지수(OHI)에 대한 국제

•해양건강성지수 및 연안국가의 OHI+ 개발 현황

•한국형 해양건강성지수(OHI+) 개발 여건분석 및 방법 도출

•국제보전협회 발표 결과는 해상도가 낮고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

- 1
 0개 목표별 정의, 자료 가용성 분석

- 각
 연안국의 환경 특성, 사회경제적 현황, 정책 목표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 개

- 자
 료의 활용방법 또는 대체자료 제시
- 1
 0개 목표별 가중치 및 기준값 설정 방법 도출

수시연구사업

별 국가의 정책 활용에 한계
- 이
 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국제보전협회는 개별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지수인 OHI+

•OHI+ 정책활용 방안 및 사업 로드맵 제시

개발을 권고

- 국
 가 및 지자체의 해양수산정책에의 활용방안 제시

•우리나라 해양환경, 이용개발 및 경제 특성을 반영한 지수 체계 개발 필요

- 시
 범사업지역 선정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대상지(안) 제시

- 우
 리나라 국가 및 지역 차원의 해양정책을 위한 과학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

- 시
 범사업 및 평가·활용 체계 구축 로드맵(안) 제시

국형 해양건강성지수 체계 개발 필요

•우리나라 해양환경상태 및 사회경제적 이용 특성에 부합하는 해양건강성지수(OHI+) 개
발을 위한 여건 분석 및 정책 활용을 위한 지수 개발 계획 제시

•우리나라 해양건강성지수 개발 및 평가를 위한 과학적 기반 구축
- 우
 리나라 해양환경생태, 사회경제적 이용 특성 및 자료의 가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HI 10개 목표의 적용 가능성 및 목표별 대리지표의 적절성을 검토, 필요

일반사업

연구목적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시 대리지표를 제시

연구내용

•해양건강성지수 및 연안국가의 OHI+ 개발 현황

•소권역의 자료 가용성, 해양생태환경 및 경제활동의 다양성, 대상지역의 해양수산정책
의지 및 거버넌스 등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

- O
 HI 및 OHI+ 개발 현황 조사

으로 시범평가지역 우선순위를 제시

•한국형 해양건강성지수(OHI+) 개발 여건분석 및 방법 도출
- 해
 양건강성평가 자료의 가용성 분석

- 평
 가체계 개발, 자료 분석, 지자체 평가·활용 지원을 위해 초기에는 전문팀을 구성·
운영, 평가체계 구축 후에는 전문기관을 전담기구로 지정
- O
 HI 사회적 수용성 및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관련 전문

•OHI+ 정책활용 방안 및 사업 로드맵 제시
- 해
 양건강성지수 정책활용 방안 제시

가,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가칭)과학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
- 정
 책활용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규 정비(안) 제시

- 시
 범사업지 선정 및 전국평가를 위한 사업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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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1
 0개 목표별 가중치·기준값 설정 방법 도출

•우리나라 해양건강성지수 평가체계 개발 및 정책 활용을 위한 법제도(안) 제시

수탁용역사업

- 해
 양건강성 지수의 구조 및 체계 분석

- 국내등록 국제선박확대를 위한 지방세감면 특례의 필요성 -

일반현황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존속 및 발전을 위한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4. 8. ~ 2016. 9. 25. (6개월)
연구책임자 : 김태일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박
 성화 연구원

2016년도 사업개요

외부연구자 : 이
 화여대 박정수 교수, 경북대 법전원 이동식 교수, 원광대 법전원 윤현석 교수, 수원대 김정인 교수, 		
이화여대 장희란 박사과정

연구의 필요성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및 국내등록 국제선박 확대를 위한 지방세감면 특례제도 존속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및 국내등록 국제선박 확대를 위한 지방세감면 특례의 존속과 발
전을 위한 대책 필요

연구목적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일몰 연장에 기여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등 해운 관련 조세특례제도 일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관성과
영구성을 가지는 제도의 안정화가 필요함을 제안
•선박등기의 일원화를 통해 국제선박 등록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절감이 필요함을 제안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및 국내등록 국제선박 확대를 위한 지방세감면 특례제도 존속과
수시연구사업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및 국내등록 국제선박 확대를 위한 지방세감면 특례 일몰 연장
방안 모색

연구내용

기본연구사업

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해운산업의 특성과 현황
일반사업

•해운사들의 선박등록제도
•국내등록 국제선박 확대를 위한 지방세지원제도의 현황
•국내등록 국제선박 확대를 위한 지방세지원제도의 연장필요성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해운시황의 불황으로 해운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지
속되고 있음
•세계 각국에서는 변화하는 해운환경에 대응하고 해운산업의 부실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
책을 마련하고 있음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반면 우리나라 선사는 국제금융의 제약 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금융조건으로 선박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세부담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임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해운산업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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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중동지역의 해운물류시장 진출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7. 7. ~ 2016. 3. 31. (9개월)
연구책임자 : 김태일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박
 성화 연구원

2016년도 사업개요

외부연구자 : 한
 국외국어대학교 서정민 교수, 성결대학교 정태원 교수, Higher College of Technology in Abu Dhabu,
UAE, Julian A. Barona Mortak 교수

연구의 필요성

•최근 다국적기업이 잇따라 중동지역에 물류센터를 마련하는 등 중동이 글로벌 물류중심

운송시장 진출, ② 제다항 거점 아프리카 피더 및 복합 운송시장 진출 등 2개 추진과제
를 제시했음

•급변하고 있는 중동지역 해운물류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거점시장 중 쿠웨이트에 대해서는 ① 부비얀 신항만 건설·운영 서비스 및 물류시장 진

위해 종합적인 접근 전략의 마련이 필요

출, ② 슈웨이크항 물류서비스 사업 진출 등 2개 추진과제를 제시했음

기본연구사업

지로 부상함에 따라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마련 필요

•거점시장인 카타르에 대해서는 카타르 도하 신항만 물류사업 확대와 관련한 1개 추진

연구목적

과제를 제시했음

•중동지역의 에너지 수송 및 신규 대형 프로젝트 등 산업 다각화에 맞춰 국내 해운물류

•중동지역 진출을 위한 공통 지원 사항으로는 ① 해운협정 체결, ② 해운물류시장 정보의
제공, ③ 금융지원 전략 수립 등 3개 추진과제를 제시했음

•중동지역의 여건, 잠재화물 발굴, 경제성 분석 등 정보제공 및 실행가능한 협력사업 발
굴 등을 통해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중동 진출 지원

연구내용

•중동지역의 경제 및 산업구조

•중동지역의 자원, 인프라 현황 분석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의 정책지원방안 마련
•금융지원 전략 수립과 관련해서는 해외시장 금융지원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제안
•정부의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지원사업에 대해 해운, 항만 및 물류분야를 포괄하고,
사업타당성 조사부터 사업의 철수까지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체계화된 시스템의 필요성

일반사업

•중동지역 해운물류 관련 법, 제도 등 투자환경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수시연구사업

기업의 진출확대 방안 마련

을 제안함

•중동지역 해운물류현황 분석
•중동지역 시장진출의 애로사항
수탁용역사업

•중동지역에 우리기업의 진출 활성화 방안

주요 연구결과

•선점시장인 이란에 대해서는 추진과제로 ① 이란 진출 거점 사이드 라자항 등 투자, ②
SEZ와 FEZ를 활용한 물류사업 추진, ③ 이란 차바하르항 거점 중앙아시아 연계서비스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개발 등 3개 과제를 제시했음
•거점시장 중 UAE에 대해서는 추진과제로 ① 칼리파항 운영 참여, ② 제벨 알리 해운물
류시장 진출 등 2개를 제시했음
•거점시장 중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추진과제로 ① 제다항 및 주변항만 중량화물

320

2017 KMI 연차보고서

321

일반현황

국가 해양관할권 면적관리체계 구축(2단계)
중 ‘무인도서 실태조사 개선방향 수립’
연구수행 기간 : 2016. 7. 7. ~ 2016. 12. 13. (6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정지호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 : 최
 지연 부연구위원, 김경신 전문연구원, 전현주 연구원, 강창우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제1차 무인도서 실태조사 완료 이후 무인도서 관련 국내외 동향이 빠르게 변하고, 국민

- 목
 적지향적 조사 : 자연환경 보호, 영토수호, 해양관광, 자원 이용 등 무인도서의 다
양한 가치를 활용한 무인도서 관리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 제
공의 역할 수행

•2017년부터 실시되는 제2차 무인도서 실태조사에 앞서 제1차 무인도서 실태조사의 분

- 플
 랫폼 구축 : 무인도서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한 자료의 신뢰도와 일관성 확보를 위

석·평가를 바탕으로 무인도서 실태조사에 대한 개선 필요

해서는 무인도서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체계 구축 필요

기본연구사업

의 무인도서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무인도서 실태조사에 대한 개선 필요성 증대

- 해
 양에 기반한 무인도서 특성에 초점을 맞춘 조사 : 해양수산부가 실시하는 무인도

연구목적

서 실태조사는 무인도서가 주변해역과 자연환경적, 사회경제적 등으로 연계되어 있

•무인도서법 제9조에 따라 실시하는 무인도서 실태조사의 개선방향 수립

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과 추진과제 제시

수시연구사업

는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

•제1차 무인도서 실태조사 평가 및 2017년부터 실시되는 제2차 무인도서 실태조사의 체

•무인도서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
- 무
 인도서 실태조사 목적 정립 및 확대
- 무
 인도서 실태조사 범위 설정

연구내용

•제1차 무인도서 실태조사 분석·평가

- 무
 인도서 실태조사 유형 구분

•무인도서 조사·관리 관련 제도 분석

- 목
 적 지향적 무인도서 실태조사 항목 개선
일반사업

- 해
 양의 특성을 반영한 해역조사 실시

•무인도서 대상 타 분야 조사 활용성 검토

- 효
 율적 조사방법 및 체계적 정보 구축

•주변국 무인도서 조사·관리 동향 분석
•무인도서 실태조사 개선방향 제시

•[성과] 제1차 무인도서 실태조사를 통해 2,693개 무인도서에 대한 관련 기초조사 자료
확보,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2,605개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유형 지정

•무인도서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제2차 무인도서 실태조사
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기여
•무인도서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무인도서 실태조사 지침 마련 등 무인도서 실태조사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방향 설정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문제점 및 한계] 제1차 무인도서 실태조사의 문제점으로는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부재,
기존 무인도서 정보의 부정확, 자연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춘 조사, 무인도서 주변해역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조사 미흡, 무인도서 및 주변해역 대상 타 조사 연계 부족, 무인도서 실태조사 여건 취
약 등이 있음
•[개선방향] 무인도서 실태조사가 무인도서 관리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
해서는 ‘목적지향’, ‘플랫폼’, ‘해양’, ‘효율’, ‘개방’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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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기간 : 2015. 9. 23. ~ 2016. 3. 22. (6개월)
연구책임자 : 최상희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언경/전형모/강무홍/정동훈 전문연구원, 이상혁 연구원, 김나영 사무원
외부연구자(케이티) : 이준섭 센터장
외부연구자(싸이버로지텍) : 현재승 상무이사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의 필요성

일반현황

IoT 기반 차세대 항만 물류 및 운영시스템
기술 개발 기획연구

•연구개발 타당성 분석

•(기술적 필요성) 타 분야와의 기술 격차 해소를 통한 물류 효율화 가속 및 선도적인 기술

- 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경제·산업적 필요성) 물류 효율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및 항만 IoT 기술 표준화를 통한

기본연구사업

개발을 통한 항만 IoT 기술 표준화 선도

•기대효과 분석

국내외 시장 선점

- 정책적/기술적/경제적 기대효과 분석

•(사회·문화적 필요성) 첨단항만 기술 도입, 항만 보안 및 안전 향상을 통한 항만 경쟁력
확보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주요 연구결과

•IoT 관련 기술개발자 요구사항(약 60개) 및 기술수요자 요구사항(약 80개) 수렴을 통한
수시연구사업

24개의 연구개발대안 및 92개의 기술대안 도출

연구목적

•항만의 획기적 물류비 절감, 초대형 선사/화주서비스 강화, 항만 내 강력한 안전 및 보

•전문가 자문회의 및 AHP 설문을 통해 최종 5개 세부과제, 17개 최종성과물 도출

안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화된 항만전용 IoT시스템 기술 개발의 타당성 검토 및 세부 추

•도출된 성과물별 기술로드맵, 연구기간 및 인력, 예산 등 도출

진계획 수립

•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 B/C가 3.06으로 항만 IoT 도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

•기술개발 동향 및 환경 분석

일반사업

연구내용

- 시장동향 및 전망
-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전망
- 국내외 정책동향 및 법·제도 분석
- 국내 수요자 요구분석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해양수산부 항만 IoT 관련 정책추진과제 제안 및 추진 동력 확보
•항만 IoT 기술개발 과제 관련 산·학·연·관 추진 기반 확보

수탁용역사업

•연구목표 및 개발내용
- 비전 및 목표
- 연구개발 대안검토 및 선정
-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연구개발 추진계획 수립
- 추진전력 및 체계
- 기술개발 로드맵
- 연구 기간 및 소요 인력, 예산
-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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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기간 : 2015. 3. 30. ~ 2016. 4. 23. (13개월)
연구책임자 : 최상희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언경/전형모/강무홍/정동훈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케이티) : 이준섭 센터장
외부연구자(싸이버로지텍) : 현재승 상무이사

•항만이용 화물의 대형화, 중량화가 급증 추세에 있으나, 무역항의 부두 인접도로(진입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의 필요성

일반현황

항만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접도로
개선

•경제적 타당성 분석 실시

도로, 배후도로 등)에 각종 장애물(전신주, 신호등, 수로박스, 지하도, 교량 등)이 설치되

기본연구사업

마산항, 울산신항의 B/C가 1.0을 넘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어 있어 화물차량의 진·출입 곤란으로 물류비용 증가 및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관리주체 문제, 지장물 선치 기준 문제 등 관련 법령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있는 실정임

연구목적

•항만물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주요 항만별 인접도로 개선방안 및 경제적 타당성 제시
•항만 인접도로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문제(관리주체, 시설기준 등) 검토 및 해결방안
제시

연구내용

•항만·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수시연구사업

을 마련하고 항만 이용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및 수출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대상항만별 처리물동량 운송수단 조사
•대상항만별 화물의 형태 및 운송수단 조사/분석
일반사업

•항만 화물형태를 고려한 정책방향 제시
•항만물류 관련기업 지원에 관한 조사
•관련된 정보수집, 동향분석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항만 인접도로 조사 대상항만 선정(12개 → 3개)
항만물동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컨테이너와 중량화물과 가장 밀접한 기계
류, 항공기/선박류 물동량을 조사·분석하여 12개 대상항만 선정
12개 대상항만 중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마산항, 울산신항, 목포항 등 3개 항만을 상세
조사 대상항만으로 선정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현장방문을 통한 상세 조사 및 AHP 설문을 통한 대상항만별 추진 우선순위 도출
목포항(0.321) > 마산항(0.233) > 울산신항(0.217)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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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비관리청항만공사 제도개선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4. 30. ~ 2016. 6. 23. (14개월)

연구의 필요성

•「’07년 비관리청항만공사 종합개선대책 수립」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한 추가적인 종합개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이종필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박주동 전문연구원, 안영균 연구원, 이경한 연구원
외부연구자(한국종합물류연구원) : 정필수 원장, 홍동희 부원장, 민회은 연구위원, 김보경 전문연구원

•추진목표와 개선과제 제안

선방안 부재

기본연구사업

- 법제도의 공공성 회복과 건강한 발전
- 투명한 제도와 타당성 기반 하의 민간투자활성화

•비관리청 개발방식의 다양화 : 민간투자법, 항만공사법 등의 제정으로 투자주체 다양화

- 비관리청의 권리의무관계 정상화 및 합리화
•쟁점발생 시 사안별로 부분적 제도개선에 그침

- 절차간소화 및 체계화로 선진행정 구현
- 비관리청항만공사제도의 S/W기반 재정비

•종합적 제도개선 대책 마련 필요

- 기존 법령 정비를 통한 법체계 선진화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 책임행정구현과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07년 비관리청항만공사 종합개선대책 수립」 이후 그 간의 법·제도 환경변화를 반영하
여 미래지향적이고 제도적 유연성을 담보한 개선방안 제시

연구내용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비관리청항만공사 현황 및 주요이슈 분석

•비관리청항만공사 제도개선 방안 검토
•비관리청항만공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정책제언
- 관
 련법령의 개정 :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규칙, 업무처리요령 등 개정
일반사업

•비관리청항만공사 추진여건 및 체계와 문제점 분석

•제도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항만법령 개정(시행)

사항을 제시
- 실무자 대상 매뉴얼 교육 및 개정
- 비관리청항만공사 통계 DB구축 관련예산 확보
- 지속적인 제도개선 체계 구축
-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시설 정비

•비관리청항만공사의 문제점 분석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 지
 속적 규제완화로 사업시행자의 권리과잉과 공공관리체계 부실화, 불명확한 규정
의 산재와 행정혼란, 전용성이 강한 귀속시설의 투자비 보전 적정성 논란, 제도선진
화 및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미흡, 법적 위계의 혼란 및 법규의 복잡성
•비관리청항만공사 제도개선 정책방향 구상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 비전 : 균형과 조화, 투명하고 체계적인 비관리청항만공사제도 시현
- 제
 도개선방향 : 비관리청항만공사의 공적기능과 역할 강화,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투명하고 간명한 법·제도 구축과 합리적 관리기반 마련,
개선대안의 목적 연계성 제고, 실현 가능한 중·단기 개선대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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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지 내 공연장 건립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토

연구수행 기간 : 2016. 2. 1. ~ 2016. 9. 30. (14개월)

연구의 필요성

•항만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부산시가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사업지 내 공연

•해양수산부는 당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항만법령에 의거 본원에 의뢰

•재개발 시행
기본연구사업

장 건립을 위한 항만재개발사업’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우선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안영균 연구원
외부연구자(간삼건축사무소) : 한중철 부사장

•정책제언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준비 계획 수립
- 관계기관 협의 필요

•부산광역시가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조건을 제안함

연구내용

•사업제안서 주요내용 검토

- 검토의견의 사업시행자 반영 촉구
- 제안 총사업비 유지 필요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사업제안서 적정성 검토

•검토결과 부산광역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 가능한 것으로 판단

일반사업

주요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음
- 제3자 제안공고 불필요
- 부산광역시의 사업참여와 추진 적정
- 부산광역시의 재원조달 계획 실현 가능

수탁용역사업

- 경제적타당성의 별도 시행 불필요
- 일부 건축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계획 보강 필요
- 부지소유권은 국가로 전환 후 타 부지를 상계부지로 활용하는 등 방안 필요
- 공연장 건립을 위해 본 부지의 준공 전 사용신고 선행 필요
- 사용종료 후 정책방향 설정 필요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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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컨테이너 검색기 활용을 위한 정책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6. 1. ~ 2016. 3. 31. (10개월)

연구의 필요성

•컨테이너 화물 100% 사전검색 제도 시행(’16.07)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를 검토

•컨테이너 수출화물 검사운영 주체의 설정에 따른 보완책 마련 및 제도 적용을 위한 사전
관련 사항 점검을 통한 정책적인 대응 가능
•컨테이너 검색기 장비를 활용한 항만물류 보안체계 개선을 통한 수출화물의 보안 강화

연구목적

•컨테이너 화물 100% 사전검색 제도 시행(’16.07)에 따른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컨테이

기본연구사업

하여 개선방안 모색 필요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수엽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박한선 부연구위원, 이호춘 전문연구원, 이혜진 연구원, 반영길 연구원

너 검색기를 활용한 물류보안체계 개선 방안 마련
수시연구사업

연구내용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률(안) 마련
- 해양수산부가 운영 시 필요한 법률 제정 및 규정 마련
- 항공분야의 화물검색제도 조사 및 분석에 따른 시사점 제시
- 운영주체별 장단점 및 운영비용 부담 방안 마련
•컨테이너 검색기를 활용한 물류보안체계 개선 방안

일반사업

- 컨테이너 검색기 기반의 수출입화물의 보안체제 수립
- ISPS 코드와 연계한 항만물류 보안체계 강화방안

주요 연구결과

•컨테이너 검색기의 해외 운영 사례조사
수탁용역사업

•컨테이너 검색기 제도 시행에 대한 주요 동향 분석
•컨테이너 검색기 운영 시나리오 및 운영규정(안) 검토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검색기 수요 재추정
•국내 화물 보안 관련한 주요 동향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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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수산물의 수출입 및 유통 상황을 고려한 물류 표준 제정을 통해 벌크 화물 운송

•안심 먹거리, 생산자 확인 등 농수산물 안전에 대한 중요 표준 정보모델 개발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국제 표준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류강국 이미지 확립

연구목적

연구책임자 : 김수엽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호춘 부연구위원, 박한선 부연구위원, 반영길 연구원, 류희영 연구원, 이혜진 연구원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실시간 벌크 화물 흐름 및 상태 파악을 위한 물류 표준(안) 활용으로 생산성 향상 및 산
업 활성화 도모
•농수산물의 신선도, 위해물질 검사결과, 원산지, 상태(Status) 등 화물의 가시성, 신뢰성
제고 기여

•글로벌 물류 표준 제정을 위한 국제 표준(Global Standardization) 추진
수시연구사업

•벌크 화물에 대한 실시간 관리·안전 보장 및 제조·유통·물류분야의 IT 신기술(사물인터
넷, 빅데이터 등) 융복합을 통한 산업 효율성 제고

연구내용

기본연구사업

에 있어서의 국제물류환경과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여 국제적인 물류 경쟁력 확보 필요

연구수행 기간 : 2015. 6. 1. ~ 2016. 5. 31. (12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의 필요성

일반현황

Bulk Cargo(농수산물)에 대한 실시간 관리,
안전을 위한 프로세스 및 정보 모델의
국제 및 KS 표준화

•Bulk Cargo(농수산물)의 물류표준 활용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표준화 효과 분석
일반사업

•Bulk Cargo(농수산물) 실시간 관리와 안전을 위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기
초 설계
•Bulk Cargo(농수산물) 실시간 관리 및 안전 프로세스 표준
•Bulk Cargo(농수산물) 실시간 관리와 안전을 위한 정보 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ISO 국제표준 제안 및 등록
•Bulk Cargo 실시간 관리와 안전을 위한 가시성 체계 구축 및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정
보 모델 개발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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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이사회 의장국인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며, 미국
알래스카와의 직접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 캐나다는 원주민 협력을 바탕
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 스웨덴과는 북극지역 사회문제에 대한 협
력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

•북극 관련 국제기구 및 북극권 국가들의 과학연구 현황을 분석하여 국제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과학연구 분야 발굴 및 추진 필요

•한중일 북극협력 구체화의 일환으로 북태평양 지역차원의 종합 포럼 설치 및 3국간 협
의 강화 방안 검토 필요성 제시

•국내 북극 역량을 고려한 국제 공동연구 주도 및 참여방안 수립 필요

•제2회 북극아카데미 개최 및 원주민 그룹 AIA와의 원주민 해양이용 현황도 작성 협력
사업 운영

•북극정책 기본계획의 세부이행과제를 바탕으로 북극권에서의 국제협력 추진 기반 마련

•극지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남·북극) 시행을 통해 국내 극지역량 강화에 기여

•종합적인 극지 정보 제공 허브로서 극지정보센터 본격 운영

연구내용

•북극이사회 및 북극국가 등 동향과 정책 시사점 도출

•‘지속가능한 북극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아시아 최대 국제포럼인 ‘북극협력
주간’을 창설, 제2차 북극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할 중장기 협력사업 발굴에 기여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사무국과 양자협력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운영을 통한 분과별 융복합 협력연구 기획 및 추진전략 수립

•북극이사회 활동 전문가 대표단 지원 강화

•종합적 극지정보포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극지정책 및 동향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시스
템 개선방안 도출

•북극 연안국 및 옵서버 국가 협력

일반사업

•북극 연안국 및 주요 국제기구 R&D 동향 파악 및 북극연구 방향 설정 지원

•극지활동진흥법(안)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극지활동 지원 및 극지연구 기반 확
립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현행 극지연구소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극
지연구와 해양연구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재검토의 필요성 제시

•한국 북극연구 컨소시엄(KoARC) 운영 지원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기본연구사업

•북극정책 기본계획(’13.12, 7개 부처 합동) 수립을 계기로 2016년도 북극정책 시행계획
(’16.4)을 수립, 이후 우리나라의 북극 활동을 평가하고, 북극이사회 및 기타 협의체, 양·
다자간 협력과제 발굴 필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의 필요성

연구책임자 : 김종덕 선임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박광서 부연구위원, 박수진 부연구위원, 김정현 전문연구원, 박영길 전문연구원, 백인기 전문연구원, 김주현 연
구원, 김주형 연구원, 김지영 연구원, 김지혜 연구원, 신수환 연구원, 이혜영 연구원
외부연구자(극지연구소) : 김진석 선임기술원, 서원상 책임연구원, 신형철 책임연구원, 이방용 책임연구원, 이유경 책임연구원,
		
김효선 선임연구원, 문나희 연구원, 이현미 연구원, 서현교 책임기술원, 진동민 책임행정원,
		
김유하 행정원, 김주희 행정원, 서현지 행정원, 정지훈 행정원, 조현경 행정원
외부연구자(빌리언21) : 조보현 대표이사, 유건상 차장, 이상민 과장, 이영란 과장, 이은영 주임

일반현황

2016년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제도기반 구축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3. 11. ~ 2016. 12. 23. (10개월)

•북극 원주민 지원 및 북극 관련 국제협의체 협력
•극지 전문인력 양성
•극지법제도 연구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운영
•극지정보포털 ‘극지e야기’ 운영

주요 연구결과

•북극이사회 6개 워킹그룹의 사업 분석을 통해 협력가능성이 높은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을 발굴, PAME과의 공동 세미나 개최 및 CAFF의 AMBI 사업 참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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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과제 제안
- 북
 극이사회 워킹그룹별 대응체계 구축, 전문가 네트워크 재조정 및 전문가 간 정보공
유 확대를 통한 전문가 대표단 지원 강화
- 북
 극 국가 및 옵서버국가와의 공동세미나 개최 및 국가 간 협의체 구축 지원을 통한
북극 국가 및 옵서버 국가 협력 강화
- 북
 극 아카데미 확대 개최 및 원주민 협력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북극 원주민 협력 확대
- 극
 지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및 중장기 전략 구축
- 북
 극협력주간 조기 정착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참여기관 협의회 체계 구축 추진
•제2차 북극정책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 발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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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2016년도에는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회의 12차례, TF회의 7차례, SAO회의 2차례 개최되
었으며, 차기 의장국인 핀란드(2217-19년)의 주요 의제로서 △환경보호 △연계성 △기상
협력 △교육 △환경과 기후 △해양협력 △북극주민 등의 작업분야를 분석

•제1차 북극정책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을 통해 국제협력 및 국내 역량 강
화에 기여
수탁용역사업

•북극협력주간 개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일반현황

콜롬비아 항만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 중
수요추정 및 경제성, 재무성 분석

연구수행 기간 : 2015. 6. 17. ~ 2016. 5. 20. (11개월)

연구의 필요성

•본 과업은 한-콜롬비아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 체결(’14.12.12, 보고타)에 따라 콜롬비
을 증진하고 우리나라 항만·물류기업이 관련 사업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국가위상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추진

•본 과업에서는 콜롬비아 정부의 요청에 의거하여 부에나벤투라항이 태평양의 수출입 관
문항만으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2045년까지의 장기계획을 수립함
•상기의 사유에서 본 기본계획은 장래의 세계해운산업 및 세계경제여건 변화에 효율적으
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콜롬비아 정부는 신항만계획에 대하여 10년 주기로 항

기본연구사업

아 항만 및 배후지역의 항만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원함으로써 양국간 우호·협력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우선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주호 부연구위원, 김찬호 부연구위원, 이민규 부연구위원, 박귀원 연구원
외부연구자(한울세무회계법인) : 백인걸 회계사

만시설의 수요예측,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시기 등을 재검토하여야 함

연구목적

•콜롬비아가 해양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항만개발 경험이 유용하게 활용될

시설 및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 계획을 포함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지

것이므로 신항만계획의 수정, 수리조선소, 크루즈부두, 어항개발사업에 있어서 한국정부

원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기초자료, 관련계획 검토 등)와 분석(물동량 수요예

와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측, 하역능력 산정 및 개발규모 검토, 타당성조사 및 분석), 건설·운영계획, 비즈니스 모
델 제안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향후 콜롬비아 정부의 항만 및 물류분야 사업추진 시 필

수시연구사업

•콜롬비아 국가기획부(DNP)와 교통부(MOT)에서 제시한 부에나벤투라 항만 등 기존 항만

요한 자료를 제공함에 그 목적

•대상사업의 수요예측

일반사업

연구내용

•대상사업의 기능정립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기타 관련 사항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부에나벤투라 항만의 향후 물동량
•부에나벤투라 항만의 항만기능을 정립하여 새로운 항만개발 사업 제시
•부에나벤투라 항만개발 시의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분석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기타 투자 및 재무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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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국적 LNG선 운항 관련 부대사업 관리방법
개선 용역

연구수행 기간 : 2015. 9. 23. ~ 2016. 1. 22. (4개월)

연구의 필요성

•본 과업은 LNG선 관련 부대사업자(예선, 대리점, 줄잡이)의 시장개발 요구와 독점계약,
※ ’14년 국정감사 및 ’15년 감사원 특별감사
• LNG선 부대사업 보증 및 계약만료 예정으로 신규사업자 선정시기 도래
•한국가스공사에 제기되는 외부의 각종 무정적 의혹을 해소하고, 보증 및 계약만료 예정
기지의 LNG선 부대사업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필요

•감사원의 지적사항(예선 관련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에 대한 한국가스
공사의 부대사업자 선정 및 과다수익 배제를 위한 선정대안의 법률 및 회계검토 결과
•첫째, 한국가스공사 요율의 원가분석 및 안정적인 요율조정을 위해 초기에는 공동전속계
약 추진 후 점차 경제성을 확대하고, 한국가스공사 서비스의 안정성과 시장 자율권 보장
을 위한 대리점·줄잡이·예선업 일괄계약방식인 Package 방식으로 전환 필요
•둘째, 경제성, 안정성 측면에서는 공사주도방식이 다소 효과적이나, 장기적으로는 예선사

•본 과업에서는 LNG선 관련 부대업무 종합운영 방안 마련, 공정하고 투명한 LNG선 부대
사업자 선정방안 마련, 합리적인 수송비 절감 방안 도출

연구내용

•셋째, 초기에는 특혜시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계약을 취하고, 사업의 안정화 및 경제
성을 위해서는 점차 중장기계약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함. 그러나, 과도한 특혜시비를 원

수시연구사업

용주체가 선사라는 점에서 선사에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함

연구목적

기본연구사업

특정 업체 사업권 부여 등 외부의 특혜 의혹 제기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우선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김태일 부연구위원, 최영석 전문연구원, 최나영환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한울세무회계법인) : 백인걸 회계사

천차단하기 위해 물량보증 또는 사용보증은 체결하지 않도록 함
•넷째, LNG 수급 물량에 따라 합리적인 원가분석을 통해 요율산정을 하여 과다수익을 배

•LNG선 및 대형 화물선 관련 항만사업자 등 조사 분석

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인 원가관리를 실행해야 함
일반사업

•신규 사업자(예선, 대리점, 줄잡이) 선정방안 도출
•합리적인 수송비 절감 방안 도출
•LNG 수송선 부대업무 종합운영 방안 도출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한국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지와 관련하여 LNG선 및 대형 화물선 관련 항만사업자 등
조사 분석
•향후 한국가스공사의 인수기지 부대사업 신규 사업자(예선, 대리점, 줄잡이) 선정방안
도출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DES와 CIF 조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송비 절감 방안 도출
•한국가스공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LNG 수송선 부대업무 종합운영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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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해운시장 종합정보망 구축 3-2단계 사업
연구수행 기간 : 2015. 12. 11. ~ 2016. 8. 6. (8개월)

연구의 필요성

•(해외리서치기관 의존 지속) 유럽이 선도해 온 해운지식서비스에 국내 해운업계 의존 지

주요 연구결과

•해운 통계 종합 및 제공
- 해
 상물동량

- C
 larkson 등 유럽 해운중개업체들이 제공하는 리서치정보, 원천 DB, 컨설팅 등 이용

- 해
 운지수

기본연구사업

속, 시황 변동에 대처 가능한 지식기반 부재
에 국내 업계 외화지출(연간 80억 원 추산) 지속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전형진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최종희 부연구위원, 고병욱 전문연구원, 박성화 연구원, 윤재웅 연구원

- 운
 임 등 최신 통계 제공

- 급
 성장한 아시아 시황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도 불구, 유럽발 운임

•동향분석자료 및 뉴스 제공

지수 등 시황정보를 대체할 생산정보 부재

- 해
 운시장 및 산업 동향 분석 자료 제공
- 주
 요국 해운시장 및 세계 경제 동향 정보 제공

화된 해운정보가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정적 운영

- 해
 운시장 경영정보 및 해운관련 지식자료 제공

- 해
 운지식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정보 신뢰도·타당성 제고를 통해 해운기업의 경

- 해
 운뉴스 및 동향 자료 실시간 제공

쟁력 확보 기여

수시연구사업

•(종합정보망 안정적 운영) 해운시장 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이 완료(’15.10)됨에 따라 차별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 홈
 페이지 운영(자료 및 뉴스 업데이트 등)

연구목적

-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 및 시스템 연계

•해운시황 종합정보망 관리 및 운영

- 외
 부 IDC 서버관리운용 및 보안서비스

- 안
 정적이고 일관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망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일반사업

- DB시스템 사용 환경 개선 및 모바일 최적화 환경 구축

환경 확보

•정보망 홈페이지 운영 방안 수립

•해운시황 정보 제공
- 해
 운시황과 관련된 독자적인 정보를 생성, 가공하여 국적선사에 해운시황 분석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제공
는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해운시황정보포털 운영
•해운연관 기초정보 제공
- 해
 운법을 비롯한 관련 법ㆍ제도, 국내외 해운업 통계 정보, 해외 언론매체 발간 정보지
등 해운산업 정책 변화 및 최신 동향을 알 수 있는 정보서비스 제공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해운시황정보 지식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내 업계의 해외리서치기관에 대한 정보 의존도
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해운시장뿐만 아니라 조선과 금융 등 유관산업이 필요로 하는 해운거래 및 원천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함으로써 업계의 해운시황 정보역량 강화에 기여
•우리나라 고유의 독점적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 리서치

•해운통계 종합 및 제공
•동향분석 자료 및 뉴스 제공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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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콘텐츠 차별화 및 해외리서치기관 제공 정보서비스와 협업관계 구축의 계기 마련

연구내용

수탁용역사업

- 해
 운산업은 물론, 전후방 연관 산업인 조선과 선박금융, 화주 등 각 산업의 특성에 맞

일반현황

해양시추시스템용 기자재 해저시험기반
구축(3차)
연구수행 기간 : 2015. 11. 1. ~ 2016. 12. 31. (14개월)

연구의 필요성

•국내에서 건조되는 해양시추시스템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국내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목진용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김경신 부연구위원, 이윤정 책임연구원

•시운전 시험평가사업 안전성 및 환경성 확보를 위한 국내 법제 정비
- 시
 운전 시험평가 대상 이동식 시추선의 안전관련 법률 : 선박안전법과 해사안전법,
업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광산보안법 및 석유광산보안규칙, 유엔해양법협약(UN-

•해양시추시스템 테스트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정리하여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에 제

CLOS),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 이동식해양시추설비의 건조와 장비에 대한

공함으로써 기자재 국산화 도모

규칙(MODU Code),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

기본연구사업

해양플랜트 시장의 신분야 개척

한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1992 CLC) 등.

연구목적

- 시
 운전 시험평가 사업의 환경관련 국내외 법률 검토 :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에서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사업화 방안 수립

- 선
 진국의 이동식 시추선 해양안전, 환경 및 보건 규제 내용과 시사점

•유사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테스트베드 조사
•이동식 시추선의 국내 안전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 선
 박안전법 : ‘해저자원을 탐사, 시추, 채취, 생산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해양구조물’에

연구내용

수시연구사업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등

•인프라 서비스 시범제공을 통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프로세스 수립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 신설, 해저자원의 탐사, 시추, 채취, 생산하는 작업 특성이 고

•시운전 시험평가사업 업무편람 작성 및 제도기반 정비

려한 안전관리체계 제출 요구

- 시운전 시험평가사업 업무편람 작성

- 광
 산보안법 : 석유광산보안규칙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및 시설에 관

- 시운전 시험평가사업 안전성 및 환경성 확보를 위한 국내 법제정비

•이동식 시추선의 국내 환경관련 법률 정비방안

•반잠수식 시추선용 천해 테스트베드 적지 조사 및 운영방안

일반사업

한 안전운전계획의 내용을 영국의 「1992년 해양시설(안전대책)규정」을 참조하여 수정

- 사업 주체 운영규정 마련

- 해
 사안전법 : 시추작업에 종사하는 이동식 시추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오염비상

- 반잠수식 시추선의 앵커링 및 DP테스트용 적지조사

계획서 비치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 이동식 시추선의 방제선 및 방제장비 등의 배

- 천해테스트베드 운영방안

치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주작-1공 활용 시운전 시험평가사업 업무편람 작성

•추가테스트베드 설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시
 험평가사업의 개요 : 시운전 시험평가사업의 개념과 범위, 사업목적, 대상해역 평

- 수
 심 200~300m를 중심으로 앵커 테스트 및 DP 테스트 수행이 가능한 지역조사,

가항목 및 절차, 사업 추진 등

- 천
 해지역 시추시스템 시험평가사업을 추가 고려

- 주
 작-1공 현황 : 주작-1공 개요, 주작-1공 주변 해양 및 지형정보, 주작-1공 시추, 폐

- 5
 개 후보지를 조사하여 3개 후보지 적지 선정

- 주
 작-1공 시운전 시험평가 주요 추진업무 : 주작-1공 대여, 계약체결, 보험체결, 사
종료후 조치
- 서
 식 및 참고 자료

344

2017 KMI 연차보고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석유시추 폐공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비즈니스 창출
•국내 해양플랜트 사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국내 해양시추시스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
는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수주 경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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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공정 및 정두장비 사양, 주작-1공의 기술성 및 안전성
업계획 수립,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신청, 승선계획 수립, 시험평가 감독, 시험평가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중국 정부는 향후 5년 중국 경제 운영비전인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을 발표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발생

연구책임자 : 이주호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김범중, 김찬호, 김근섭, 김은수, 장현미, 이주원
외부연구자 : 류자이민 교수(상하이항만해운발전중심), 양빈 교수(상하이해사대학교), 왕장충 교수(우한이공대학교),
왕뉘 교수(다롄해사대학교), 중민 교수(쑤저우젠슝대학교)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본 연구는 중국의 13·5 전략을 물류분야 중심으로 살펴보고, 중국의 전략과 개발방
향 등을 분석 및 예측하여 우리 정부 및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국내 대
응전략, 중국 내 진출지역, 진출사업 등)을 수립. 이를 통해 단순한 연구에서 벗어나 국
내 물류 정책의 대응방안 및 중국 내 실질적인 사업 추진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인 방안 제시

연구목적

•중국의 13·5계획 중에서 핵심 물류분야를 조사·분석하여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우리 정부 및 기업의 실질적인 활용 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음

•향후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진출가능성 판단 기초자료 제공

대한 체계적 정리를 통해 중국 물류시장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
•중국 12·5계획 물류분야 성과 및 평가
•중국 13·5계획 기간 물류분야 계획과 전망

수시연구사업

•중국 13·5 계획 추진에 따른 물류분야별 정책, 시스템, 인프라, 수급상황 등 기본 정보에

연구내용

기본연구사업

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물류인프라 구축 및 통합, 물류산업 육성 정책 변화 등으로 우리

연구수행 기간 : 2016. 4. 5. ~ 2015. 10. 31.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의 필요성

일반현황

중국 13·5계획 시기 중국물류의 발전전망과
우리의 활용전략

•우리의 활용전략
•결론 및 정책제언
일반사업

주요 연구결과

•중국 13·5계획 기간 동안 해운 기업의 구조조정과 항만인프라 구축 및 재편에 따라서
우리 해운 및 항만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전자상거
래 확대로 인한 택배물량의 지속적 증가, 서부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내하수운의 발
달, 지역별 대형 물류센터의 건설 등은 우리 물류기업에는 사업확장 및 신규사업 추진

수탁용역사업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됨
•물류분야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의 목표와 행동에 연계되어 발전, 해운분야는 13·5 기
간 동안 해운대국 육성 추진, 항만분야는 항만효율성 확대, 해외 항만 투자, 친환경 항만
건설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동 기간 동안, 가장 큰 위협요인은 중국 선사 간 합병, 항만 내 대기오염방지에 따른 선
박입출항 제한, 기회요인은 일대일로 건설에 따른 해외항만 투자,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신규 사업 기회 등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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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해양영토전문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연구수행 기간 : 2016. 3. 31. ~ 2016. 12. 20. (8개월)

연구의 필요성

•유엔해양법이 발효된 지 20년, 채택된 지 무려 3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각국은 해양영

•해양영토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연안국 간 해양경계 획정을 완료하는 것이나, 해
양경계 획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문화 및 국민감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해양법 학자 및 국제 전문가들의 시각’에 관한 해양정책 관련 현
안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아시아 해양영토 전문가 워크숍 -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관련국의 해양정책 및 동향을
파악, 대응 정책 수립에 기여

기본연구사업

토를 넓히기 위해 치열한 경쟁 중이며, 특히 동아시아 해양에서 충돌이 격화되고 있음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현대송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김원희 전문연구원, 박영길 전문연구원, 박지영 전문연구원, 최지현 전문연구원, 김명우 연구원,
김주형 연구원, 박예나 연구원

정이라는 여건까지 조성되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이에 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컨퍼런스 개최, 그 외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의뢰 등

연구목적

- 동중국해에서 중국과의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법이론적 토대 검토
수시연구사업

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 대비 국제법 연구
- 200해리 대륙붕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이론적 태도 검토

•대륙붕 등 해양영토의 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
서 전 세계 해양법 및 정책 분야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해양법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동아시아 해양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세계적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일반사업

연구내용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CLCS 위원 등 국제기구, 해양법 전문가를 국내에 초빙하여
해양관련 국제 포럼 개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영토분쟁 및 갈등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위한 동아시아 전문가
수탁용역사업

협의체의 네트워크 강화
•국제재판소 재판관, 국제로펌 변론인, 국제해양법 분야 석학 등 해양법 관련 국제 전문
가 등에 대한 DB 구축 추진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주요 연구결과

•남중국해 중재 판정 이후 아세안 소속 국가 및 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 파악
•‘대륙붕 등 해양영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용역의 일환으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의 성과 확산
•동중국해에서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의 주요 쟁점과 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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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항만해상건설장비 안전관리체계 및
기술기준 마련 연구용역

연구수행 기간 : 2015. 3. 1. ~ 2016. 3. 12. (12개월)

연구의 필요성

•상부시설(건설장비)과 하부시설(선박)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기준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

•국내 연안 및 항만해상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는 육상에 비하여 대형사고로 나타나

- 하
 부 선박부에 대한 기술기준은 향후 별도의 과제를 통해 제정

•그러나 현재 항만해상건설장비는 건설용 장비와 선박의 안전제도에 포함되지 못하고 안
전의 사각지대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항만해상장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비에 대한 정의 및 분류 마련

•장비의 특성 및 작업환경을 고려한 항만해상건설장비에 대한 검사 기술기준 마련

•기타 상부시설에 대한 조정면허 신설 등 관련 관리체계 제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항만법에 반영 - 항만법 개정(2016. 12. 20.)
- 항
 만법 제29조의 3(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신설
- 항
 만법 제29조의 4(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신설
- 항
 만법 제98조의 1의 3. 제29조의 4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만

수시연구사업

•연안 및 항만 해상 환경이 반영된 안전관리제도 마련

기본연구사업

고, 상부 건설장비에 대한 기술기준 제시

고 있으며 비상대응에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특별한 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연구목적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전형모 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	최상희 연구위원, 이언경 부연구위원, 강무홍 전문연구, 원정동훈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코리아테크인스펙션) : 심형석 부사장

건설장비를 조종한 사람

연구내용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항만해상건설장비 관련 문제점 분석
•항만해상건설장비 안전관리 방안 검토
•항만해상건설장비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신설

=> 선박안전 외 항만법 내 검사규칙으로 검사 수행 가능토록 함
- 항
 만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항만건설작업선의 중간검사의 시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신설
=> 중간검사 편의성 및 현실성 확보
•사회적 효과 기대
- 항
 만건설작업선 운영자가 부담을 줄이고 그동안 전혀 검사를 받지 않고 있던 항만
건설작업선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 항만작업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음.
- 그
 동안 항만건설작업선 상의 건설장비 조정사에 대한 명확한 자격요건이 없던 것

주요 연구결과

•항만해상건설장비를 ‘항만건설작업선’으로 법적 명칭정의 및 대상장비 규정(항만법 반영)
- 건
 설기계관리법, 선박안전법 등에 일부 산재해 있던 장비를 ‘항만건설작업선’으로 항

을 신설, 보다 훈련된 사람이 항만건설작업선 상의 건설장비를 조정토록 하여 안전
을 제고함
•경제적 효과 기대

- 항
 행이 목적이 아닌 해상에 고정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항만건설작업선의 특성을 고

- 다
 른 일반 선박의 검사규정 적용에서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 이를
통해 사업자의 검사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 완화, 자발적 검사참여 유도

려하여 선박안전법 적용특례 규정, 검사시기, 방식, 기준 등을 항만법 내에서 정의
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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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만법 내에서 규정하고 통합 관리체계 정비
•항만건설작업선의 특성을 고려한 선박관리체계 정비방안 제시

수탁용역사업

•항만해상건설장비 검사기준 마련

- 항
 만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신설
일반사업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항만법 시행규칙에 반영 - 항만법 시행규칙(2017. 06. 27.)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항공화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양적 성장면에서는 세계적인 수

연구수행 기간 : 2015. 12. 24. ~ 2016. 7. 20. (7개월)
연구책임자 : 최종희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김수엽 부연구위원, 전형진 부연구위원, 이호춘 전문연구원, 주형태 위촉연구원, 반영길 위촉연구원
외부연구자((주)물류혁명코리아) : 김태균 수석파트너, 구본진 수석
외부연구자(인하대학교) : 박영재 교수

주요 연구결과

•항공물류 정보인프라 확충을 통한 항공물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비용 절감 등 국가
물류경쟁력을 강화

•현재 기 구축 운영 중인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을 항공분야 단위물류정보망으로

•항공물류정보시스템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 및 항공분야 단위물류정보망 발전방향 제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이 필요함

연구목적

•정보통신 기술발전 및 통신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현재 기 구축 운영 중인 항공물류정
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항공물류 정보인프라 확충을 통한 항공물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비용 절
감, 위험화물 관련 보안 강화 등 국가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12개 항공정보화사업의 현황 분석 및 미래모형 설계를 위해서 항공정보화사업 개발 및
운영 중인 SI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연구 수행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 위탁운영 및 관세청과의 통관정보 연계 등에 대한 법적 근
거 마련
•항공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성 제거를 통한 자료의 정확성 확보 및 정보화사업의 중복

수시연구사업

보시스템(AIRCIS)을 항공분야 단위물류정보망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 추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기본연구사업

준에 접근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인 발전 및 등의 측면에서는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음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의 필요성

일반현황

항공물류정보시스템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연구

투자 방지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 가능
•본 과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항공화물 물류정보화 정책수립 연구로, 추후 관련분야 정

•항공물류정보시스템 현황 및 환경분석

책 개발사업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일반사업

연구내용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 효율화 방안
-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 효율화 방안의 정의, 목적 및 연구 수행 프로세스
-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 효율화 방안(제1안~제9안)

수탁용역사업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 효율화 방안별 타당성 분석
- AIRCIS 효율화 방안별 총괄표
- 사업 추진의 타당성 분석
- 사업 추진 우선순위 도출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 효율화 방안 실행계획 수립
- 정보전략 수립
- 미래모델 설계
- 이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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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적재효율 및 하역편의 향상을 위한 유리전용
모바일랙 기술개발(R&D)

연구수행 기간 : 2015. 5. 29. ~ 2016. 5. 28. (12개월)

연구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과도한 노동의존형 물류현장을 개선할 목적으로 복잡한 물류작
화 기술개발 필요성 대두
•유리현장의 하역편의를 향상하고, 랙 및 차량 적재율 향상 필요성 대두

•개발된 유리전용 모바일랙은 기존 유리랙과 달리 컨테이너형의 이단적재가 가능한 형상
으로 차량 적재율 향상
•개발랙 내 고정 및 피딩장치를 이용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여 물류비 저감 효과
발생

기본연구사업

업 환경 하에서의 작업자 안전과 작업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력보조 물류장비 국산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최상희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언경 부연구위원, 전형모 전문연구원, 강무홍 전문연구원, 정동훈 전문연구원, 이상혁 연구원
외부연구자(한국팔렛트풀) : 신양재 소장, 이용준 책임연구원, 이흥규 전임연구원, 김다혜 연구원

•공장 내 보관 적재율, 운송 중 차량당 유리 적재율, 피딩장치를 활용한 작업 편의성, 포

연구목적

•적재능력 및 하역편의 향상을 위한 운송장비용 모바일랙(mobile-rack) 기술 개발

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

수시연구사업

- 차량 적재함 내 다층 랙 구조 기술(높이/폭 가변 및 역진방지 기술)

장재 미사용에 의한 물류비 감소 등으로 인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활용

- 슬라이딩 구동 장치 기술(바닥 수직/수평 이동 기능)
- 모바일랙 경량화 기술
•정량적 최종 목표
- 랙 적재능력: 기존 대비 10% 이상
- 랙 층당 적재중량: 200㎏

일반사업

- 랙 화물적재방식: 가변형

연구내용

•수요조사 및 경제성 분석
•유리전용 모바일랙 제작 설계
수탁용역사업

•유리전용 모바일랙 시뮬레이션 설계(1)

주요 연구결과

•유리전용 모바일랙에 대한 수요 및 경제성 분석 결과서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유리전용 모바일랙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상세(제작) 설계서
•유리전용 모바일랙에 대한 인증 전문가 및 인증기관 검증 보고서
•유리전용 모바일랙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한 설계 및 운영 시뮬레이터 개발 알고리즘, 개
발 시연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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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물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극동러시아지역
물류거점 확보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12. 21. ~ 2016. 11. 21. (11개월)

연구의 필요성

•글로벌 新물류 중심지로 부상 중인 극동러시아지역에 물류거점 확보 필요

•중·러 협력, 남북경협 확대 등 동북아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체제 구축

•극동러시아 지역은 러시아 총 면적의 36%, 인구 4.5%, GDP 5.5%를 차지하며 다른 지
역에 비해 인프라나 개발이 낙후되어 있으며, 주로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사할린을 중
심으로 개발
•극동러시아, 동북3성을 중심으로 주요 산업단지, 물류운송루트, 물류시설 등을 검토하여

기본연구사업

•물류인프라 낙후, 통관문제 등 우리기업의 시장 진출·확대에 해법 제시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이건우 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	이성우 연구위원, 신수용 전문연구원, 김세원/김주혜/이하림 연구원

신규 운송루트 제안 및 비즈 모델 제시

연구목적

•극동러시아 항만 활용 동북아지역 신규 운송 루트 개척
수시연구사업

•중·러 국경통과 화물 보관, 컨테이너(환적)·벌크 복합물류센터 운영
•중·러 국경무역, 통관, 내륙운송 연계 물류플랫폼 사업기반 구축

연구내용

•동북3성 및 극동러시아 경제 및 산업현황 분석
- 지리적 특성, 경제 현황, 교역 환경, 소비 트렌드 및 진출기업 현황
일반사업

•동북3성 및 극동러시아 개발계획 및 제도
- 개발계획, 자유무역시범구 제도,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및 제도
•신규 운송루트 개발
- 물류시설 환경 분석, 운송루트 및 신규 루트 검토

수탁용역사업

•BIZ MODEL 발굴
- 비즈 모델 및 운영 방안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주요 연구결과

•동북3성 지역은 중국 국토 면적의 8.4%, 인구 8.0%, GDP 8.6%를 차지하며, 동부연안 지
역에 비해서는 경제가 낙후되어 있으나 중서부 지역보다는 발달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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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기술개발
(2015)

연구수행 기간 : 2015. 3. 1. ~ 2016. 2. 29. (12개월)

연구의 필요성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정책 추진 이후 물류분야 선진화를 위한 국가 어젠다 수립 미흡

주요 연구결과

•개발대안2(OHS)에 대한 설계지원 및 운영지원 시뮬레이터 구현
•개발대안1(OSS) 및 개발대안 2(OHS)에 대한 동적 축소모형 지원 운영계획 시스템 개발

이를 위해서는 세계 최초 및 최고의 첨단항만 건설이 필요

•개발대안1(OSS) 및 개발대안 2(OHS)에 대한 웹기반 탄소배출량 예측시스템 상세설계

•물류운송분야에서 BAU 대비 33%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

완료

한 기술개발 필요(EU는 2035년 50%, 2050년 70% 감축목표 설정)

•개발대안1(OSS) 오버헤드 셔틀의 동적축소 상세설계(Ⅱ) 및 제작

•물류환경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10년 이내에 20,000~30,000TEU급 초

수시연구사업

•개발대안1(OSS) 안벽 연계장비 동적 축소 모형 상세설계 및 제작

대형 컨테이너선의 등장이 예상되며, 이에 대응한 새로운 항만하역장비 및 시스템 개

•개발대안1(OSS) 오버헤드 셔틀의 정밀위치제어 및 흔들림제어알고리즘 개발

발 필요

•개발대안2(OHS) AGV 기계장치 기본설계

•본 연구개발은 국가 기간산업분야인 항만을 대상으로 하며 개발투자비가 크고 테스트
부지 확보가 어려우며 물류표준화에 관련된 사업으로 개별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개발대안2(OHS) 연계 플랫폼 기계장치 기본설계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추진 필요

•개발대안2(OHS) 배터리 스테이션 기계장치 기본설계
일반사업

•개발대안1(OSS) 및 개발대안 2(OHS)에 대한 토목구조적 기본설계 완료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총 4차년도에 걸쳐 초대형 선박에 대응할 수 있는 고생산성 친환
경 완전 무인화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2015.3~2016.2)는 3차년도임

•저탄소 터미널 물류시스템 설계 및 운영 성능평가 기술
- 저탄소 터미널 설계지원시스템 개발(III)
- 저탄소 터미널 운영지원시스템 개발(III)
- 저탄소 터미널 운영 및 모니터링시스템 개발(III)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고생산성 첨단 자동화 항만설계지원 및 운영지원 시뮬레이터 개발로 향후 국내 첨단항만
개발 및 운영 시 최적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제시 기대
•첨단자동화항만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 제안으로 저탄소 터미널 물류시스템 설계기술 기
반의 신개념 터미널 설계기술 선점 및 고생산성·친환경·완전무인자동화를 고려한 저탄
소 터미널 운영기술 확보 기대
•향후 4차년도 종료 후 개발기술시험 및 사업화를 위한 2단계 사업 추진 필요

수탁용역사업

연구내용

기본연구사업

•아시아 지역 및 세계 물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항만 개발 및 브랜드화가 필요하며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최상희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김형태 선임연구위원, 이주호 부연구위원, 이언경 전문연구원, 전형모 전문연구원, 강무홍 전문연구원,
정동훈 전문연구원, 이상혁 전문연구원

- 탄소 배출량 예측시스템 개발 (Ⅲ)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저탄소 터미널 상세설계 및 제작(동적 축소모형) 기술
- 저탄소 터미널 동적 축소모형 설계 및 제작(II) - 전기·제어부분
- 저탄소 터미널 동적 축소모형 설계 및 제작(II) - 기계·구조부분
- 토목구조물 기본설계(I)

358

2017 KMI 연차보고서

359

일반현황

인천북항 등 항만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9. 3. ~ 2016. 9. 28. (12개월)

연구의 필요성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항만민자사업의 운영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 필요

주요 연구결과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이종필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박주동 전문연구원, 안영균 연구원, 이경한 연구원
외부연구자(삼일회계법인) : 김재운 회계사, 신혜선 회계사, 황성필 회계사
외부연구자(록톤) : 김대원 상무, 이주영 이사, 김규성 부장

•인천북항 일반부두 민자사업 물동량 재추정 결과 협약당시 체결한 물동량보다 낮은 수준
을 고려하여 재 추정

화를 반영한 운영활성화 구상 필요

- ’20년 1,626~2,358천 톤, ’30년 1,670~2,796천 톤 추정

•전통적인 민간투자사업방식 외에 민간의 운영위험을 낮추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새로운
민자투자사업방식 발굴 필요

•기존 사업방식(BTO) 외에 신규 사업방식(BTO-a, BTO-rs) 검토
- 기
 존 방식보다 신규 검토 방식이 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구조이나 사업운영이 가능

•항만분야에 특화된 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이 외에 항만분야에 특화될 수 있는 상하부시설 분리투자 연계운영방식(BTO+TOC) 방

•현재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 중 인천북항 등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 재검토

식도 검토하였으며 이 경우 임대료 및 할인율이 주요한 변수가 됨

•기존 민자사업에 적용하여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방식 발굴 및 분석과 대안적 사

•항만분야의 신성장산업으로서 11개 사업을 우선 검토하였으며 이 중 LNG 벙커링 사업

업방식 제안

등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항만개발 및 운영에 따른 보험계약 관련 제도개선방안 제시

여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안이 고려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도출되었음

•인천북항 등 항만민자사업 현안 및 사업방식 분석

일반사업

•현재 항만분야 보험계약 요율체계는 정부가 일부 민자사업 개발 및 운영위험을 보유하

연구내용

수시연구사업

한 방식임

연구목적

기본연구사업

- 항
 만개발 여건변화(항만재개발사업 추진, 한-중 FTA체결)에 따른 추가 유치물동량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등 항만물류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운영 중인 민자사업에 환경변

- 항
 만 민자사업 현황 및 문제점
- 항
 만여건변화에 따른 민자사업 물동량 전망
- 항
 만 민자사업 사업방식별 분석 및 신규방식 검토

- 신
 성장산업의 정의 및 운영사례
- 항
 만 신성장산업 발굴 및 국내유치 검토

•인천북항 일반부두 민자사업 재구조화 추진
수탁용역사업

•항만 신성장산업의 민자사업 도입가능성 검토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정책제언
- 신규 사업방식 적용 가능 사업 선정과 타당성 조사 연구 및 제도화 필요
- 보험가입방식 개선을 위한 적정 사업위험관리 기준 마련 필요

- 항
 만 신성장산업의 민간투자 추진가능성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항만민자사업 보험가입 관련 제도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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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고차가공 수산식품 단지 조성 연구용역
연구수행 기간 : 2016. 5. 26. ~ 2016. 12. 21. (7개월)

연구의 필요성

화 등의 위협에도 불구 다양한 물류인프라 구축 및 수산 관련 인프라와 전남도의 수
산물 가공에 대한 높은 관심, 중국 소비식품 트렌드 변화 등이 수산식품 수출단지의
강점과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전남은 수산물생산량에도 불구하고, 가공량과 수출액이 적어 수산물 가공수출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함

•물류 요소, 하드웨어 요소, 소프트웨어 요소, 수요자 유인 요소의 선정 기준에 근거한 현
장답사 및 전문가평가를 통해 수산식품 수출단지 입지 선정을 확정
- 신
 안중공업부지, 압해송공지구매립지, 대양산단부지, 목포신항부지 입지 검토 및 최
적후보지 평가를 통해 목포 대양산단부지를 선정함

•대외적으로 중국의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여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에 새로운 기회 요
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270개 수산물 수출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산식품 수출단지 기본구상 및 계
획을 수립함
- 전
 남 수산식품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목적으로 수산식품 클러스터형
수출단지를 조성을 목표로 설정함
- 지
 상5층, 건축면적 14,670m2, 연면적 78,541m2에 수산물가공공장, 냉동·냉장창고,
기계실, 전기실, 사무실 등 건축계획

•전남의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 기본계획(2015)은 ‘고차가공 수산식품 단지 조성’을 통
해 수산업 부가가치를 고부가가치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연구목적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하여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경제적 타당성 및 효과분석을 실시함
- 경
 제적 타당성은 2016년 기준, 사회적할인율 5.5%, 편익 발생기간 30년 가정을 전
제로 신규투자 부가가치, 이전기업 부가가치 증가, 임대수입, 창고 부가가치, 창업지
원 등의 편익항목과 총사업비, 부지이전비, 유지보수비의 비용항목을 고려했을 때 B/
C비율 1.611로 타당함
- 지
 역균형발전은 생산유발효과 2,235억, 부가가치창출효과 734억, 취업유발효과
1,430명, 지역낙후도는 전남 16위/16개 광역시도, 목포 33위/169개 시군구임
- 정
 책적 타당성은 정책일관성이 있으며,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이 없고, 유사중복성
에도 차별화를 보임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여건 분석
•국내외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례 분석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입지 선정

•1,000억의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분담하여 연차별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며, 실
효성 있는 운영 및 지원방안을 검토함
- 목
 포시가 총괄 관리운영을 맡는 공공유형의 관리사업소체제를 통한 안정적 관리운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관광홍보·금융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

•경제적 타당성 및 효과분석(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사업추진계획 및 제도적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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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및 수산식품산업 현황, 대중국 수출 전진지기 타당성 분석, 상위계획 및 관련제
도 분석을 통해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여건을 검토함
- 업
 체 영세성으로 인한 경영구조 취약, 저조한 수산부문 R&D투자, 저차가공 위주, 집
적화 부족의 약점 및 중국의 수산물류인프라 확대 및 자국산업 보호 및 위생기준 강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전후방 연관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효율적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예비타
당성조사 이후 사업규모 및 예산투입을 확정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운영을 위한 별도의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전남 고차가공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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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주요 연구결과

수탁용역사업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계획

일반사업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 기본계획(2015)에서 제안된 ‘고차가공 수
산식품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여건 검토와 타당성 검토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남도 내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하여 1차 산업 위주의 전남 수산업을 2차, 3차 산업의 고차
산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고 전남 서부권의 경제 활성
화에 기여하고자 함

수시연구사업

•한중 FTA 체결로 지리적으로 중국에 인접한 전남은 대중국 수산물 수출의 호기를 맞
고 있음

기본연구사업

•전남은 22개 연안시군 중 16개 시군이 위치하며, 각종 수산관련지표에서 전국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수산거점도시임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한광석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장홍석 부연구위원, 윤재웅 연구원, 안지은 연구원, 고민규 연구원, 윤영준 연구원, 김미정 사무원, 안예린 사무원
외부연구자(한국지역개발연구원) : 송은종 대표

연구수행 기간 : 2015. 9. 15 ~ 2016. 6. 13. (9개월)
연구책임자 : 박광서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김대영 연구위원, 김태일 연구위원, 김근섭 부연구위원, 홍장원 부연구위원, 육근형 부연구위원,
송주미 부연구위원, 백인기 전문연구원, 최영석 전문연구원, 장정인 전문연구원, 신수환 전문연구원,
이정민 연구원, 김주현 연구원, 백진화 연구원, 안수경 사무원
외부연구자 : 김
 율성 교수, 이한석 교수, 우양호 교수, 이주석 교수, 신영란 교수, 한철환 교수, 강종호 교수, 김영훈 교수,
양위주 교수, 이용우 차장, 김성길 차장, 황인서 차장, 박세헌 책임연구원

•해양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중장기 발전전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의 필요성

일반현황

제2차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연구

- 수산 : 동북아 수산식품산업 혁신거점 성장
- 조선·해양플랜트 :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의 글로벌 리더
- 해양과학기술 : 해양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해양경제 주도

•부산시가 동북아 해양중심도시를 뛰어넘어 글로벌 도시경쟁체제에서 해양산업 선도도

- 해양관광 :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도시 도약

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 제시 필요

- 해
 양자원 관리 및 보전 : 깨끗하고 건강한 부산 바다, 미래 신해양 문화와 해양지식

•’11.2월 제1차 계획 수립 이후 다양한 환경변화를 반영한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해

기본연구사업

략 수립이 필요

산업 선도

양산업의 잠재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실정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연구목적

•부산지역 해양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전략을

-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조 3,37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4만 6,507명으로 도출

수립하여 추진과제 및 시행방안을 마련

연구내용

•국내외 해양산업의 환경변화 조사

•6개 분야(해운항만물류, 수산업, 조선·해양플랜트, 해양관광, 해양과학기술, 해양자원의
관리 및 보전) 해양산업 육성 비전 및 목표 제시

•부산시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
제시
•해양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홍보활동 강화 및 신규 투자 펀드 조성 등 다양한
투자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기여

일반사업

•부산지역 해양산업 실태 조사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수시연구사업

•부산시 투자사업(2조 9,407억)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5조 8,664억 원의

•해양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개정해야 할 법·제도 및 성장을 위한 신규 법·제도 제시

•해양산업 육성 추진과제 도출과 세부실행계획 제시
수탁용역사업

•추진과제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 방안 제시
•추정된 소요재원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실시

주요 연구결과

•부산시 실정에 맞는 해양산업육성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을 추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가적으로 제시
•6대 해양산업별 추진전략 제시
- 해운항만물류 :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해운항만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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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2016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외시장
정보제공사업
연구수행 기간 : 2016. 2. 5. ~ 2016. 12. 30. (11개월)

연구의 필요성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은 고성장 산업이나 서구 중심의 독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박광서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백인기 전문연구원, 신수환 연구원, 김지혜 연구원, 김주현 연구원, 이선량 연구원, 이정민 연구원

•이란은 세계 4위, 중동 2위의 원유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로 이란 국영석유기업인
NIOC의 주도로 해양플랜트 산업을 이끌어감

•해양플랜트 정보제공사업은 기업의 정보욕구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에 기여

•이란 해양플랜트 시장의 여건 분석과 국내 업계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국내 기업의 이란
해양플랜트 시장 진출 방안으로 틈새시장 발굴, 전략적 현지 투자, 현지 규정에 대한 이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국내 실태조사 및 정보공유 확대 필요

기본연구사업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건조 경쟁력에 비해 극히 미흡

해, 생태계 기반의 동반 진출, 현지 공헌프로그램 추진 등을 제시
•또한 정부의 지원방안으로 금융 지원 활성화, 이란교역·투자지원센터 유지 및 기능 확대,

•국내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외

수주지원 외교 확대, 범부처 마스터플랜 수립 등 방안을 제시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시장 정보제공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인력양성 TF 회의를 통해 특화 및 연계 발전방안 마련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4월 27일 이란 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 진출전략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월간 정보지 Offshore Business 발간
•이란 해양플랜트 시장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실시
•정보공유·확산 플랫폼 구축

- 이
 란의 경제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시급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지보수와 (파이프라인
등)설치시장을 틈새시장으로 발굴
- 이
 란 석유부(MOP), NIOC 등 국영기업 퇴직자를 활용하여 신뢰할만한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현지 투자 추진
- 이
 란 경제제재 해제 내용,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호법(FIPPA), IPC 제도 등 현지에서
주요하게 작용하는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 활용

수탁용역사업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국내 기업의 이란 해양플랜트 시장 진출방안 제안

•사업만족도 조사 및 DB 구축, 상시 자문 등

주요 연구결과

•국내 57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관련 업체의 규모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 78.5%가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기자재 제작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38.6%가 향후 유지보수 분야에 진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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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해양수산 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12. 29. ~ 2016. 8. 25. (8개월)

연구의 필요성

•최근 취업 애로계층이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 고용의 어려움 지속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박광서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김지혜 연구원, 김주현 연구원, 이선량 연구원, 이정민 연구원, 백인기 전문연구원, 신수환 연구원

•국내 해양수산 인력수급과 신규고용을 분석하고 유망직업을 전망한 결과 해양레저관광

•국내외 인력양성 정책 및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는 5개년 중기정책 위주의 미래창조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인력양성 종합대책 필요

형 인재, 융복합형 인재 등을 강조하였고 국외의 경우 첨단기술인력, 여성인력, STEM

기본연구사업

분야와 해양자원개발분야에 신규 및 유망직업이 많은 것으로 분석

•이에 범정부차원에서 실업 해소 및 고용 확대에 역량 집중

분야 강조

연구목적

•해양수산 인력양성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안 수립

•국내 해양수산 인력양성 현황, 실태, 수급전망, 국내외 인력양성 정책 및 사례를 토대로

•국내외 해양수산 인력양성 사례 분석을 통해 벤치마킹 모델 발굴
•해양수산 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및 신규 창출에 기여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해양수산 인력양성을 위한 종합계획은 어떤 인력을 얼마나 양성할 것인지, 우수한 인

수시연구사업

해양수산 분야 인력양성 3대 전략, 8개 세부전략, 24개 추진과제 도출

•해양수산 인력 수요-공급을 전망하고 유망직종을 발굴함으로써 양성인력 규모 추정

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유요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은
무엇인지가 핵심요건

연구내용

•국내 해양수산 인력양성 현황 및 실태 분석

•국내외 인력양성 정책 및 사례 분석
•해양수산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

급불균형 해소 및 미래수요 대비, 교육기관의 역량 제고, 인력양성 기반 구축이 필요

일반사업

•국내 해양수산 인력양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크게 양적·질적 수
•국내 해양수산 인력수급 및 유망직업 전망

•3대 전략, 8개 세부전략, 24개 추진과제 도출
- 수요기반의 해양수산 인재 양성
- 해양수산 교육기관의 역량강화
- 해양수산 인재양성 기반 확충

•2015년 기준 해양수산 관련 학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은 130개(대학교와 대학원은 중복
허용), 관련학과(전공)는 379개이며 약 1만 1,400명의 학생을 배출하였고 해양수산 관련
학교의 입학생 및 졸업생은 전체 학생 중 0.9% 수준

•우수한 해양수산 인재 양성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양성된 인력이 취업할 수 있
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국내 해양수산 관련 12개 고등학교와 3개 대학교의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사한 결과 열악한 근무환경, 취업처 부족, 병역문제, 실습 및 장비 부족 등 문제점 도출
•10개 해양수산업 분야를 산업연관표와 매칭하여 해양수산업의 인력고용 과거 실적을 추
계하고 미래 해양수산업 인력고용 전망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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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2015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외시장
정보제공사업

연구수행 기간 : 2015. 6. 9. ~ 2016. 1. 4. (7개월)

연구의 필요성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기업의 관심이 높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박광서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윤인주 전문연구원, 신수환 전문연구원, 김주현 연구원, 김지혜 연구원, 이선량 연구원, 이정민 연구원,
황기형 선임연구위원

아지고 있으나, 실제 진출 사례는 여전히 미흡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시장 동향부터 구체적인 사업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

•노르웨이, 호주 등은 선진국형 로컬콘텐츠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브라질은 성장단계 수

한 정보를 정부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구

준이고 러시아와 중국의 정책은 대외적으로 공식화되지 않았음

기본연구사업

- 말
 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단일 법률에 의해, 베트남은 여러 가지 법과 가이드라인
에 의해, 미얀마와 태국은 규정보다는 로컬콘텐츠 활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으로
써 관련 정책을 추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외 중소기업들이 주로 EPC 계약을 체결하고 로

연구목적

컬콘텐츠에 대응한 경험이 있음

•글로벌 틈새시장을 중심으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가공하여

•해외 기업의 경우 대표적으로 ExxonMobil, Total, Statoil, BP, Shell, Chevron 등 주요 메

의사결정 지원

이저 기업들이 다수의 로컬콘텐츠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추진
- 명
 확한 전략과 체계적인 방법론이 존재하고 전담부서 별도 개설, 대응 매뉴얼 수립

수시연구사업

국내기업, 기관 및 업·단체에 제공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에 따르는 애로사항 해소 및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연구내용

•월간 정보지 Offshore Business 발간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선도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유망 사업분야에 대한 시장분석 보
- 각국의 로컬콘텐츠 제도와 프로젝트 사례 등을 종합 분석
•세미나 개최, 시장설명회 개최, 발전협의회 운영 등 정보 공유·확산 플랫폼 구축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오일 메이저의 로컬콘텐츠 대응 전략을 벤치마킹하되 오일 메이저와 차별화, 투자 리스
크 최소화, 로컬콘텐츠 추세를 고려한 대응전략 수립 필요
•현제 에이전트 활용, 지분 투자, 직접 투자, 현지 벤더와 협력, 현지 공급업체 지원, 현

일반사업

고서 발간

지 인적자원 개발 확대, 현지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등 외부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전

주요 연구결과

략 추진
•로컬콘텐츠란 ‘산유국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
사항을 의무화 시킨 정책’으로 정의
- 로컬콘텐츠의 유형과 적용항목은 국가별, 발주처별, 프로젝트별로 각각 상이
•아프리카 지역 국가는 2000년대 들어 로컬콘텐츠를 법제화했으며 로컬콘텐츠를 활발

•동남아 지역에서 로컬콘텐츠 정책을 활발히 시행 중인 국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극복전략 추진
•기존 개별법 내 로컬콘텐츠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 새로 로컬콘텐츠 내용을 수용하는
법 제정, 양자간 상호 협력 협정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 해양플랜트 로컬콘텐츠 국내 도
입방안 검토
•기업 차원에서 로컬콘텐츠는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장애물이기보다는 지렛대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보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필요

베트남, 미얀마 및 태국 순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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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히 시행하는 국가는 나이지리아, 앙골라, 가나 등
- 나
 이지리아와 가나는 가능한 유형의 로컬콘텐츠를 하나의 법으로 제정하고 시행하는
반면, 앙골라는 하나의 법에서 다루지 않고 각기 다른 법에 흩어져 있음

•로컬콘텐츠 전문가 양성, 대응 매뉴얼 제작, 로컬콘텐츠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외부 여건

수탁용역사업

업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자국산 물품을 구매, 자국 인력 고용, 기술 전수 등의

일반현황

해양수산 산업통계 생산을 위한 예비조사
및 조사지침 수립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7. 8. ~ 2016. 1. 31. (7개월)

연구의 필요성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박광서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장정인 전문연구원, 윤인주 전문연구원, 이선량 연구원, 안수경 사무원
외부연구자 : 김한슬 팀장, 배형민 연구원, 조선미 부장, 김무관 차장, 박지혜 과장

•해양수산업 모집단은 해양에서 이루어지거나 해양의 관리, 보전, 이용, 개발과 관련된

•해양수산 산업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통계생산이 미흡하고, 분류체계에서 생

43개 중분류, 156개 소분류로 분류체계 구성

•이에 최근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산업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 모
 집단을 정의하고 각종 명부(201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등)를 수령하여 분류체계

해양수산 산업 전반에 걸친 통계를 생산하고 활용할 예정

별로 유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선정하여 예비모집단 구축

•이를 위해서는 조사표 설계, 모집단 파악 및 표본집단 설계, 자료수집 및 분석 등 해양수

- 이
 를 바탕으로 125,210개의 최종모집단을 구축했으며 수산업을 제외한 해양산업만

산 산업통계를 실제로 생산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23,766개로 파악
실시

•해양수산 산업통계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 및 분석·검증상의 문제점 파악 등 최적화된

- 누
 락 및 중복 문제, 분류문제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제시

통계생산 기반을 구축

•조사개요, 모집단 구축 및 표본집단 설계, 조사원 관리, 조사표 작성 및 검토요령, 조사

•해양수산 산업통계 예비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

수시연구사업

- 표
 본집단 설계, 조사표 작성을 통해 해양수산업 통계조사표를 작성하고 시범조사

연구목적

기본연구사업

활동 및 이러한 활동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로 정의하고 10개 대분류,

산에 이르기까지 통일되고 공신력 있는 통계가 없음

표 제출 및 관리요령에 관한 해양수산 산업통계 조시 지침(안) 수립

한 조사지침(안)을 수립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을 받음으로써 해양수산 산업통계의 공신력을 확보

•국내 통계조사 관련 규정 및 사례 분석
•해양수산 산업 모집단 구축 및 시범조사 실시
•해양수산 산업통계 조사결과 분석 및 검증
•해양수산 산업통계 조사지침(안) 수립
- 통계 조사체계 및 운용방안
- 기존통계 연계활용 방안

격적 조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6년 9월 통계청으로부터 해양산업 통계조
사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획득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주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
는 것이 필요
•통계조사결과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 표본구축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수산업 통계조사와 협력이 필수
•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보고통계를 실시함으로써
설문조사의 한계 극복 및 자료의 신뢰도 향상 유도 필요

수탁용역사업

- 최종 모집단 및 표본집단 구축

•해양수산 산업통계 예비조사 및 조사지침(안) 수립 연구를 통해 해양수산 산업통계의 본

일반사업

연구내용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통계청의 업무협조가 강화된다면 모집단 구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
•통계청 통계조사 지침,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조사 등 국내 통
계조사 지침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다양한 변수와 표본설계 및 추출 기법, 모집단 구축
시 문제점 등 파악

론 신뢰성 높은 모집단 구축 가능
•목표오차 최소화, 지역 규모 파악을 위해서는 표본수를 확대해야 하므로 충분한 예산
확보가 관건
•사업체의 원활한 협조를 얻기 우해서는 통계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신력있는 홍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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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주요 연구결과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단기적 개발이익과 매립에 의한 자연환경 가치의 상실 등의 보다
수요에 대한 재검토 필요
•연안의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라 공유수면공간자원의 활용성을 고려한 공유수면매립기
본계획 수립으로 계획의 실효성 제고 필요

연구책임자 : 윤성순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김경신 전문연구원, 신철오 전문연구원, 장정인 전문연구원, 정지호 전문연구원, 박희망 연구원
외부연구자(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진호 이사, 이동훈 부장, 장성열 부장, 조상민 대리
외부연구자(연안협회) : 정명국 소상, 임영식 책임연구원, 최신형 연구원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법정계획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기여
•제도개선 제안
- 현
 행 17개 매립목적 가운데 구분 실익이 적은 매립목적을 조정하고 신규 매립수요를

기본연구사업

정확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미활용되고 있는 매립지의 우선 활용과 신규 매립지의 이용

연구수행 기간 : 2015. 3. 9. ~ 2016. 7. 28. (16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의 필요성

일반현황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타당성검토 및
변경계획(안) 수립 연구

반영하여 매립목적을 재정립
- 매
 립 타당성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을 통한 안정적 매립계획 관리 기반 강화

•법정계획으로서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계획(안) 수립
•공유수면매립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공유수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

연구내용

- 1
 건의 매립 면허에 2개 이상의 이격된 지역에서 매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매립
면허 수수료는 매립 면허 건 별로 산정하는 시행규칙 개정
- 공
 유수면의 소유권과 이용권을 분리하는 제도 도입은 법률의 개정과 대국민 지지 및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이해관계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 정책 접근 필요

•공유수면매립 관련 현황 및 통계 등 기초자료 작성
일반사업

•제3차 매립기본계획 추진 실태 분석
•제3차 매립기본계획 지구별 사업 타당성 분석
•제3차 매립기본계획변경(안) 수립 및 정책방향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제3차 매립기본계획 반영된 81개 지구 가운데 5개 지구가 준공되었고, 41개 지구가 추
진 중으로 조사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평가체계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였으며, 정량평가를 위해 23개의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별 가충치를 도출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한 62개 지구에 대한 타당성 평가결과 25개 지구(331,938㎡)를
반영하여 반영비율은 지구수 기준 40.3%, 면적 기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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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국가해양기본조사 추진전략 수립(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7. 14. ~ 2016. 12. 10. (5개월)

연구의 필요성

•국가해양기본조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4호 및 제38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의 해양지구물리탐사의 정책 및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지구 물
리탐사와 관련된 특허분석을 통해 주요 기술별 기술발전도 및 기술동향 등을 파악함

•제3단계 추진전략(안) 수립을 통해 향후 해양지구물리탐사의 조사·자료확보, 정보활용,

•4대 추진전략(안)과 16개 중점추진과제(안)의 제시를 통해 국가해양기본조사 추진전략(

조사인프라 확충 등에 관한 실천방안 제시

•본 연구의 목적은 1·2단계 국가해양기본조사의 성과·한계분석과 국내외 정책적·기술

•제3단계 국가해양기본조사의 기본방향은 제1·2단계에서 축척한 해저지형·지층정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해저지형·지층구조 등에 관한 정밀조사를 추진
하기 위한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국가해양기본조사 추진전략(안) 수립을 통해 제3단꼐 국가해양기본조사의 정책·기술
적 근거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관할해역의 해양지구물리탐사 자료 확보 및 향후 자료 활
용 방안을 지원함
•추진전략별 정책추진과제 제안

수시연구사업

적 동향 등을 검토하여 제3단계 추진전략(안) 마련

안)을 마련하고, 추진과제 시행을 위한 이행체계 및 소요예산을 산출함

기본연구사업

조제1항2호를 근거로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법정 조사

연구목적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박광서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장정인 전문연구원, 윤인주 전문연구원, 이선량 연구원, 안수경 사무원
외부연구자 : 김한슬 팀장, 배형민 연구원, 조선미 부장, 김무관 차장, 박지혜 과장

- 관
 할해역의 빈틈없는 해양지구물리탐사의 자료 확보 : 동해해역의 보완조사와 고품
질 자료 확보, 서남해역의 보완조사와 광역정기 모니터링 실시, 선제적 현안대응을

•국내외 해양지구물리탐사의 이행현황 및 기술동향 분석

위한 정밀조사 수행, 관할해역의 중부지층 탐사체계 기반 구축
- 해
 양지구물리탐사 기술·장비 등의 고도화 추진 : 고해상도 심해용 멀티빔 및 저주

•1·2단계 국가해양기본조사의 주요성과 및 문제점 등 여건변화 진단

파 정밀탐사 인프라 확충, 해양지구물리탐사 장비 교체, 관할해역 무인 해저탐사 기

•3단계 국가해양기본조사의 기본방향과 목표 제시

술 도입·적용 기반 마련

•추진전략별 세부실행계획 및 소요비용 산출

일반사업

연구내용

- 국
 가해양기본조사 정보의 공동 활용 기반 확충 : 국가해양기본조사의 DB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국가해양기본조사 3D Mapping 시스템 기반 구축, 수요자 맞춤
형 국가해양기본도의 정보 활용 서비스 강화, 국가해양기본조사 정보 연계·활용 기
술개발 추진

주요 연구결과

•제1·2단계 국가해양기본조사의 주요성과 및 한계 분석

- 국
 가해양기본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 국가해양기본조사 기

수탁용역사업

•국가해양기본조사 자료의 활용방안 마련

술협의회(가칭) 구성 및 운영, 국가해양기본조사 관리·활용 증진을 위한 법제도 정
•제1·2단계 조사항목·대상, 시간적·공간적 범위, 조사방법 분석

제협력 강화

파악을 통한 특성 및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외 국가해양기본조사 유사사업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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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요 사업들의 조사항목과 조사의 공간범위

비, 국가해양기본조사의 전문 인력 양성과 대국민 홍보 추진, 해양지구물리탐사의 국

일반현황

마리나 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12. 28. ~ 2016. 12. 21. (12개월)

연구의 필요성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홍장원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종훈 부연구위원, 윤인주 전문연구원, 이정아 연구원

•마리나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는 클러스터의 유형을 구분(제조형과 서비스형)하고 국

•해양레저 수요 증가 및 레저보트 등록, 면허자 취득자 증가로 마리나 육성 정책 및 제도

내는 우선 서비스형 클러스터 구축 후 장기적으로 지원사업 및 제조형 산업단지를 조성

•마리나 시장 수요 및 마리나 공급정책에 부응하는 마리나 산업 및 마리나 항만도시 발

•내수면을 활용한 강(江) 마리나 개발을 위해서는 여건에 따라 유형을 구분(도시 레저형,

전방안이 도출 시급

전원 리조트형, 체류/주거형)하고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하여 제도적으로 지원(공유

기본연구사업

마련 등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

수면 점사용료 경감 등)하는 한편 하천 수변구역(친수지구)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정비,

연구목적

운영 활성화사업, 홍보사업 등 지원 추진

•국내 해양 및 내륙의 마리나 이용환경과 해외 마리나 거점도시의 활성화 요인을 조사·

승촌, 부산에코델타시티, 춘천)와 전원 리조트형 4개소(여주, 청풍, 충주, 청평)에 대해

- 국
 내 수변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강, 호수 등 내수면의 레저선박 기반시설에 대한 운

검토 및 개발구상안 제시

영 및 조성실태를 분석하고 관광산업과의 연계방안을 마련

수시연구사업

- 댐
 /호수, 일반 하천, 보 인근으로 구분하여 도시 레저형 6개소(난지, 세종금강, 달성,

분석하여 마리나도시의 발전 및 관련 산업의 발전 방안 마련

- 국
 내 마리나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세계적인 마리나 거점
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발전방안 모색

•국내 마리나 이용환경 분석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국토교통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강(江) 마리
나 조성을 위한 정책 구상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

•해외 유사사례 및 마리나 클러스터 여건 분석

일반사업

연구내용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국제 마리나도시 발전구상
•마리나 클러스터 육성방안
수탁용역사업

•내수면을 활용한 강(江) 마리나 발전구상

주요 연구결과

•국내 마리나 이용환경은 레저선박 등록척수 및 조종면허 취득자수 증가 추세에 비해 마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리나 인프라의 확충 속도도 느리고 계류/보관 기능을 제외한 부가 서비스 기능이 취약
•국제 마리나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①국제 마리나도시(거점형 마리나) 지정, ②마리나 이
용정보의 교류와 보급, ③해양레저 대중화 및 공동협력, ④국내 최고의 허브 마리나, 관
련 산업 클러스터, 관광과 쇼핑을 아우르는 국제적인 마리나도시 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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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블루카본 관리체계 구축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3. 21. ~ 2016. 7. 20. (4개월)

연구의 필요성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남정호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황기형 선임연구위원, 육근형 부연구위원, 장정인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자(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유승훈 교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편익-비용 비율은 1.58로 산정되어 1.0을 초과하며, 내부수

•현재 해양수산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누락되어 있으나, ‘15년 파리회의 이후 블루

- 총
 비용의 현재가치는 58,516백만원,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92,575백만원으로 추정되

•육상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통계체제가 구축되었으나, 해양의 탄소흡수 능력

어 순현재가치는 34,060백만원으로 총편익이 총비용을 상회함

과 기후조절 기능을 평가하여 고려한다면 신기후체제 대응에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
가 될 것임

기본연구사업

익률도 24.67%로 사회적 할인율 5.5%를 초과하여 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

카본의 활용한 배출통계 및 저감량 인정 전략이 시급한 상황임

•블루카본 관련 국제협력 방안은 국가 부처 단위 협력방안과 지자체 현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협력방안으로 차별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부
 처단위 협력방안으로는 블루카본 관련 주요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간 협력체에 국

•국내외 블루카본 정책동향 분석

가단위 또는 지역해 단위 국제기구 단위로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

•국내 블루카본 연구개발의 타당성 분석

- 지
 자체 단위 협력 방안으로는 지역해 단위 국제기구(PEMSEA, YSLME, NOWPOP)와
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시범사업을 발굴할 필요

연구내용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블루카본 정책 동향 분석
•국내 블루카본 법제도 분석을 통한 정책적 타당성 평가

•해양 공간 계획 및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복원사업과 연계하여 경제적 기반으로 기후변
화 대비 국가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블루카본 연구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육상생태계보다 평균 50배 이상 높은 해양생태계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활용하여 국

일반사업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가적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주요 연구결과

•블루카본 관련 법률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습지보전법, 연안관리법 등이 해당됨
수탁용역사업

•블루카본은 탄소저감 공공사업 개념으로 기초연구 중심의 연구개발사업 진행 이후 지
자체 및 민간 참여가 가능한 분야로, 정부주도의 지원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갯벌 등 해양공간관리차원에서 해양생태계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적을 병행하여, 공
공이익 창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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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도시와 다른 연안도시의 사회적, 환경적 특성이 존재하므로 재해대응방안 마련을 위

연구책임자 : 윤성순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김경신 전문연구원, 장정인 전문연구원, 정지호 전문연구원, 박희망 연구원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향후 연안도시의 재해취약성 평가과 대응기술의 개발에 따른 기술의 실용성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제공

기본연구사업

해서는 자연재해의 원인, 재해 취약성, 재해 대응체계 등의 분석 필요

연구수행 기간 : 2015. 5. 1. ~ 2016. 4.. 30. (12개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의 필요성

일반현황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안도시지역별
복합원인의 홍수 취약성 평가기술 개발 미치
대응방안 연구

•재해 취약성의 평가와 대응기술의 개발에 따른 기술의 적정 가치의 평가방법 개발과 가
치의 제고방안 마련 필요

연구목적

•재해대응수단의 문제점 분석과 대처기술의 연안 적용성 제고 방안 마련
수시연구사업

•대처기술의 가치평가 방법론을 개발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가치 제고방안
을 마련

연구내용

•연안재해(침수)의 피해현황 분석
•세부 개발기술의 특성 분석과 유형화
일반사업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주요 연구결과

•연안지역 자연재해 피해는 전체 재해피해의 67%에 해당하여 연안지역이 내륙지역에 비
해 피해가 심각
수탁용역사업

•연안지역의 환경위험성이 내륙지역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연안의 방재성능과 관리능
력은 비슷한 수준
•개발되는 세부기술의 내용은 기초분석, 취약지역 규명, 대응방안으로 구분되고, 형식은
기술과 비기술로 구분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가치평가는 R&D 기술의 영향평가, 기술타당성평가 등이 적합
•영향평가방법은 대상 개발기술이 국가적 차원의 홍수대응기술이므로, 공공적 성격이 크
기 때문에 국가적 편익을 추정하는 것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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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제8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해양부문)
연구수행 기간 : 2016. 6. 20. ~ 2016. 12. 16.

연구의 필요성

•교통안전(도로, 철도, 항공, 해양부문)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며,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재7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추진성과 및 교통사고 원인, 교통환경 및 전망
등을 분석하여 도로, 철도, 항공, 해양부문을 포함하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비전을 “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교통안전 구현”으로 설정함

•국제적 교통안전정책 패러다임인 인간중심의 교통안전관리 및 교통안전책임의식 형성
등에 초점을 맞춘 안전정책 추진필요

•본 연구에서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통합관리지표로 교통수단 이용시 발생하는 사

기본연구사업

향상을 위해 미래를 대비한 교통안전대책 마련 필요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이호춘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류희영 연구원

망자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통합목표를 “교통사고 사망자수”로 설정하였으며, 교통안
전기본계획의 통합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이용자 중심의 교통안전대책

연구목적

•교통안전 관련부처의 소관계획을 포괄하는 교통안전분야에 관한 중기적(5년 단위) 종합

강화, 사람이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첨단교통 안전기술의 선도, 시스템 차원의 안전관
리 강화 등 4가지로 도출함

•교통안전의식과 제도 개선, 교통시설 및 수단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의 광범위한 설정을

•본 연구에서는 해양부분별 정책 추진방향을 인적안전제고, 선박안전 확보, 안전관리체

통해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지침 수립

계, 시설선진화, 국제협력, 안전문화 정착 등 6가지로 설정함

수시연구사업

기본계획 수립

•도로, 철도, 항공, 해양 각 부문별 교통안전 유관계획 연계성 확보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의 분석
•교통수단 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교통부문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교통안전분야의 종합계획 수립에 기여
•도로ㆍ철도ㆍ항공ㆍ해양부문의 인적오류 등 사고취약부문에 대한 국민안전대책 강화에
기여

일반사업

연구내용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교통부문별 안전의식·제도 개선 및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집행 도모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목표
수탁용역사업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 평가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부문별 기관별 연차별 세부추진계획과 투자계획 등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확충에 관한 계획
•교통안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지정행정기관별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연계와 집행력 보완방안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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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항만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연구수행 기간 : 2016. 2. 1. ~ 2016. 11. 30. (10개월)

연구의 필요성

•인천북항 일반부두(3선석) 민간투자사업 등 3개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여건 부담 증가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범중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김형태 선임연구위원, 하태영부연구위원, 안영균 연구원, 이수영 연구원, 이경한 연구원, 한재영 사무원
외부연구자 : 김재운 회계사

•사용료 검토
~9,338원/톤(2016년 기준)

원에서의 사업재구조화 조건 등을 조사·분석 필요

- 평
 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민자사업 : 54,525원/TEU, 6,250원/톤(2014년 기준)

기본연구사업

- 인
 천북항 일반부두 민자사업 : 품목(목재, 철재, 기타광석 등 6개)에 따라 5,638원/톤

•운영사업 구조의 변경의 검토를 통하여 사업운영 가능성을 가늠하고 공익적·경영적 차

- 포
 항영일만신항 민자사업 : 46,607원/TEU(2016년 기준)

연구목적

•항만 민간투자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재구조화 방안 모색
•운영경비 검토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투자사업의 경쟁력 제고, 항만시설의 효율적 활용, 항만이용자에

수시연구사업

- 각
 사업시행자의 최근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실적기준 제시

대한 서비스 강화가 가능한 사업구조 방안 도출

•정부운영 임대료 및 유지보수비 검토

연구내용

- 정
 부운영 시 임대료는 개정 적용되는 TOC임대료 수준을 적용

•대상사업 현황(기본시설, 운영실적) 및 문제점 조사

- 유
 지보수비의 경우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당초 당해 사업의 총공사비의 1%내외를

•대상사업 물동량 재추정

제시
•재구조화 방안 검토

•대상사업 안정화를 위한 재구조화 방안

- 각
 각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유지, 재구조화시 정부부담액 등을 산정하여 재구
조화가 가능한 방안을 도출

•대상사업 운영방식에 따른 파급효과(정성효과)

•인천북항 일반부두(3선석) 민간투자사업,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민간투자사업, 포항
영일만신항 민간투자사업 검토
•물동량 재추정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인천북항 일반부두(3선석) 민간투자사업 및 포항영일만신항 민간투자사업은 재협상 후
재구조화 추진, 관계부처 추가 검토 및 협의 진행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민간투자사업은 평택·당진항 개발여건, 사업시행자의 사업여

- 인
 천북항 민자사업 : 비컨테이너, 최대 2,234천톤(2030년) 처리 추정

건, 항만기능재정립 등 시기를 고려하여 재구조화 추진 필요

- 평
 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민자사업 : 203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크
 루즈산업 및 연관산업 활성화 : 전문인력 양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해양·농수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2039년 기준 컨테이너 최대 264천TEU, 비컨테이너 1,485천톤

산·조선·교육산업 연계, 항만용역 공급업 확충, 크루즈산업 지원체계 구축

- 포
 항영일만신항 민자사업 : 2050년까지 컨테이너 355천TEU/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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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일반사업

•대상사업 운영조건(사용료, 운영경비, 임대료, 유지보수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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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생물자원 선정을
위한 연구(부제:해양생물자원 국외반출 선정기준안 마련)
연구수행 기간 : 2016. 8. 12. ~ 2016. 12. 12. (4개월)

연구의 필요성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국제생물자원규범체계 강화로 인하여 생물자원 관리 중요성이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박수진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육근형 부연구위원, 신철오 전문연구원, 최석문 연구원, 김대경 연구원

•이를 통하여 국내 해조류의 야생종 및 국내 재래종, 해양생태계법상 보호대상해양생물,
야생생물법 상 멸종위기종 등 국외반출 승인대상의 세부 선정기준(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외반출 승인대상 판단기준을 비교하여 법률별 제정목적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대상 판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높은 연구개발 및 이용 수요에 부응하여 국내 해양생물자원 국외

단기준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반출관리체계 개선이 필요

기본연구사업

부각

•한편,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의 국외반출관리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호주, 필리
핀 등의 국외반출 관리와 관련된 주요 법률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양생명자원의

연구목적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내 해양생물자원 국외반출 관리정책 개선방안과 해양생물자원

국외반출 관리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함.
•마지막으로 국외반출승인시 비승인사유의 명문화, 국외반출 승인제도 관련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해양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제도의 체계적 운용방안을 제시함.

연구내용

•부처별 국외반출 관리 현황 분석 등을 통하여 해양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대상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국제협약 및 외국의 생물자원 국외반출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정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해양생명자원의 국
외반출 승인제도의 법률 개선방안, 국외반출 승인제도의 세부 운용방안을 제시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는 2014년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이후 개별국가의 생물자원 관리체계가 강화
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국내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고 실효적 관리체
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내외 제도분석을 통하여 국외반출 승인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적・정책

일반사업

책적·제도적 시사점을 도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수시연구사업

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국외반출 승인제도 운용방안 마련이 연구 목적

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생명자원의 조사․관리․이
수탁용역사업

용 및 기탁등록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등 주요 법령과 행정규칙을 분석함으로써 해
양수산부의 해양생명자원 국외반출관리제도는 물론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 부처
의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검토함.
•또한, 타 부처의 국외반출승인 생물자원 목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의

388

2017 KMI 연차보고서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국외반출승인 대상목록 후보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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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통합행정 20년사

연구수행 기간 : 2016. 4. 7. ~ 2016. 12. 3. (7개월)

연구의 필요성

•해양수산부의 발족 20년을 맞아 해양수산부 발족경위 및 조직 등 변천사를 정리하고, 주

연구목적

•해양수산부의 행정조직 변천사와 대표성과 등 총괄적 내용과 함께 분야별 정책성과를
균형 있게 포함하여 “종합적 이해자료”로 활용

기본연구사업

요 정책 및 성과를 정리·체계화할 필요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목진용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윤성순 연구위원
집필진 : 김근섭, 김대영, 김병선, 김수엽, 김영모, 김우선, 김정봉, 김종덕, 김찬호, 김태일, 남정호, 마창모, 목진용, 박광서,
박수진, 박영길, 박한선, 박우선, 신청로, 양희철, 오현택, 육근형, 윤성순, 유원득, 이성우, 이승우, 이정삼, 이윤철,
이헌동, 장원근, 장홍석, 정지호, 조동오, 최상희, 최지연, 홍장원, 황진회

•해양수산부 발전사(20년사) 발간을 통해 해양수산부에 대한 내부 직원 및 국민들의 이해
도를 제고하고 향후 해양수산부 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

수시연구사업

연구내용

•(총괄 부문) 해양수산부 발족(‘06.8.8) 이전의 약사(略史)와 출범 배경 및 경위, 발족 이후
현재까지의 조직·예산 등 변천 현황, 화보 등 포함
•(분야별 해양수산행정의 전개) 해양수산부의 업무를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
요한 성과사례의 경우 별도로 상세히 기술
•(기타) 주요 사건 연표, 사진으로 보는 해양수산 20년사, 관련 법률(필요시), 주요 통계 등

주요 연구결과

일반사업

을 시간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제1편에는 해양수산 통합행정 20년 발자취를 기록
- 사
 진으로 보는 20년사
- 해
 양수산 통합행정 추진체계(행정조직)의 변천사를 해양수산부 출범이전, 해양수산
수탁용역사업

부 출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시절, 그리고 부활한 해양수산부 행정조직으
로 나누어 기술
- 해
 양수산 통합행정 20년의 대표적인 성과를 해양, 수산, 해운·해사, 항만분야로 나
누어 20개를 선정하여 기술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제2편에서는 해양수산 정책성과를 해양, 수산, 해운·해사, 항만분야로 나누어 기술하
고, 전임 장관의 회고사, 연표 등을 부록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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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R&D 10년 분석 학술용역
연구수행 기간 : 2015. 7. 7. ~ 2016. 2. 29. (8개월)

연구의 필요성

•2005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 출범 이후 해양수산 R&D 예산이 획기적으로

주요 연구결과

•해양수산 R&D 중장기 정책동향 분석
- 국
 정기조 및 국가 R&D 추진 현황 분석

구성과의 집계 및 대외 홍보가 미흡함

- 국
 가 R&D 정책 및 계획 분석

양수산 R&D 전주기에 걸친 정량정보 분석 및 이를 통한 개선 시사점 발굴 필요
•정량자료 분석 결과와 해양수산분야 정책동향의 결합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양수산 R&D

- 해
 양수산 R&D 정책 및 계획 분석
- 해
 양수산 R&D 투자 실적 분석
•해양수산 R&D 수행 현황 분석
- 정
 량정보 원시 DB 구축

수시연구사업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기본연구사업

증가하였으나(‘06년 700억 원→‘15년 5,500억 원, 연간 18% 증가), 그에 따른 다양한 연

•국가연구개발사업 통계가 매년 생산되고 있으나 해양수산분야 분석에는 한계가 있어, 해

- 수
 행현황 정리: 기술별, 단계별, 기관별, 인력, 지역별 현황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수산 R&D 정량정보에 대한 분석에 바탕하여, 해양수산 R&D의 문
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남정호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박광서 연구위원, 한기원 전문연구원, 장정인 전문연구원, 윤인주 전문연구원, 정지호 전문연구원, 이선량 연구원,
이남순 사무원, 정민지 사무원
외부연구자(해랑기술정책연구소) : 백상규 소장, 정다희 연구원

•해양수산 R&D 수행 성과 분석
- 학
 술적 성과: 논문 및 학술발표
- 산
 업화 성과: 특허 및 기술료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및 실행전략 분석
- 상
 위 계획과의 연계성, 중점기술 투자현황, 시사점 도출
•해양수산 R&D 수행현황 분석
- 수
 행 사업·과제별 현황정보 추출 및 DB화, 추세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수
 행 사업·과제별 성과정보 추출 및 DB와, 추세분석 및 시사점 도출
•과학적 방법론을 통한 현황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
- 정
 책현황 분석, 문제점 분석, 해양수산 R&D 미래발전방향 제시

•해양수산 R&D 성공요인 분석
- A
 NOVA-Scheffe 분석
- 전
 문가 설문조사 분석
- 우
 수성과 사례 분석

수탁용역사업

•해양수산 R&D 성과 분석

- 경
 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효과
일반사업

연구내용

•해양수산 R&D 발전방향 제시
- 주
 요국의 해양수산 R&D 동향 정리
- 전
 문가 설문조사 분석
- 국
 가 R&D 성과평가 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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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해양수산 R&D 10년 분석 학술용역
연구수행 기간 : 2015. 7. 7. ~ 2016. 2. 29. (8개월)

•해양수산 R&D 발전 기본방향 설정
- 해
 양수산 R&D 개념 및 정체성 확립

기본연구사업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남정호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박광서 연구위원, 한기원 전문연구원, 장정인 전문연구원, 윤인주 전문연구원, 정지호 전문연구원, 이선량 연구원,
이남순 사무원, 정민지 사무원
외부연구자(해랑기술정책연구소) : 백상규 소장, 정다희 연구원

- 응
 용 및 기초연구 확대를 위한 R&D 정책 및 계획 정비
- 장
 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은 정부 예산사업으로 추진
•사업기획 단계 발전방향 제시: 선택설계자로서 역할 강화
- 사
 업의 목적 및 목표 설정의 구체성 확보

수시연구사업

- 연
 구기획 단계를 R&D 계획에 사전 결정
* 전문위원제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기
 획연구 선정 및 평가체계 강화: 지침 정비
•사업관리 및 평가 단계 발전방향 제시: 연구수행 자율성 확대 및 성과중심 평가 강화
- 맞
 춤형 성과평가를 위한 연구개발 단계별 성과평가 차별화
- 과
 학적 성과 및 공공현안 해결에 중점을 둔 성과평가 개발

일반사업

- 국
 가 R&D 성과평가체계를 반영한 해양수산 R&D 성과평가계획 수립
- 형
 성적 평가 확립 및 평가위원의 책임성·역량 강화
•사후관리 단계 발전 방향 제시: 사후 모니터링 및 성화 확산·실용화 지원 제도화
- 과
 제 종료 후 발생하는 성과 모니터링 제도화(3년)
- 우
 수성과 과제 인증서 발급 및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 부여

수탁용역사업

- 종
 료 R&D 성과의 실용화 지원 제도화 : 평가 전담부서 설치 및 산업화 센터 기능 강
화(재원 및 인력)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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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남북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기본전략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4. 5. 13. ~ 2016. 1. 7. (8개월)

연구의 필요성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박성준 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	이성우 연구위원, 이홍원 연구원, 김민경 연구원, 황윤희 연구원

해양수산 프로젝트, 북한 동해안 홍원-신포-양화 수산생명과학 클러스터, 신의주 초국

•드레스덴 구상(‘14.3) 구상 3대 제안의 하나로서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 이행을 뒷받침하

•국제협력 강화 방안으로 개별국가 트랙과 국제기구 트랙의 복합적인 접근법 제시

•북한 대외 해양수산 관계의 변화에 맞춰 변화 방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남북협력 비전,
목표 추진 전략에 맞출 필요성

•재원조달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 한반도해양인프라개발기금, (부문형)한반도수산신탁기

기본연구사업

경 교통물류 회랑, 원산-금강산 권역 해양산업 벨트)를 제시

기 위한 남북 교류협력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세부 이행방안 마련 필요

금 조성 등 재원 다각화 방안 제시

연구목적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남북 해양수산 마스터플랜상 12개 핵심과제의 조정 및 효과적인

•통일 기반구축, 통일 준비의 관점에서 남북 경제력 격차 해소를 위한 해양수산 분야 남
북 교류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드레스덴 구상에서 미진하게 남아 있던 해양수산 분야의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천적인 핵심 과제를 사전에 준비해 둠으로써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한 정책개발의 단
절을 회피하고, 필요시 참고가 가능한 형태의 정책 자료 제공

수시연구사업

세부 추진과제와 이행 방안 제시

•2016년 1월까지 해양수산 분야 북한 변화와 남북 관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연구내용

•북한 해양수산 부문별 현황 및 남북 교류협력 여건 분석

•기존 연구 성과를 해양수산 분야에 접목시킨 권역형 중단기 프로젝트를 제시함으로써
남북협력 연구 집단간 컨센서스에 기여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정부 대북 정책의 연속성,

•해양수산 남북 교류협력 핵심과제 및 세부추진 전략 개발
- 수
 산, 해상교통시설 및 해사안전, 해양환경 및 해양관리 등
•핵심과제 세부 추진전략과 기대효과, 재원조달 방안 제시

일관성 확보에 필요한 연구 성과 제출
- 권
 역별 특성에 기초한 나진-청진 권역 국제물류 프로젝트, 평양-남포 권역 해양수산
프로젝트 등의 예시를 통해 기존의 특정 지역, 특정 사업, 특정 부문 중심 해양수산

•해양수산 산업의 상생기반 마련 등 3개 목표, 호혜적이고 북한주민에 실질적 혜택이 되
는 협력 등 4대 기본방향, 수산양식 4개 분야 부문별 추진방향 제시

•북중, 북중러 접경 지역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프로그램화는 정부의 교체와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접근 방식으로 오늘날에도 유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수탁용역사업

남북협력 과제 개발관행에서 벗어나 종합적 접근을 시도

주요 연구결과

일반사업

•비전, 목표, 추진방향을 포함한 해양수산 남북 교류협력 기본전략 개발

향후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부문별 핵심과제를 중단기(16~25) 18개 과제, 장기(26~40) 8개 과제로 나누어 제시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각 부문을 배합한 프로그램형 접근법을 적용,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며 실현
성을 고려 중단기형 5대 프로젝트(나진-청진 권역 국제물류 프로젝트, 평양-남포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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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BBNJ 및 나고야의정서 의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6. 3. 28. ~ 2016. 12. 20. (약 9개월)

연구의 필요성

•2016년 유엔 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준비위원회를 통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박수진 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육근형 부연구위원, 최석문 연구원, 김대경 연구원, 김지윤 연구원, 권인혜 사무원
공동연구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모영동 팀장, 백진욱 선임연구원, 이창수 연구원, 송다솜 대리

•제2차 준비위원회에서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하였고, 다수의 내용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함.

규범 개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 필요

•나고야 의정서의 경우 독일, 중국 등의 비준과 더불어 총 89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며, 우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 이후 국제적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외해양생물자원

리나라와 같이 서명 후 비준에 이르지 못한 국가는 37개국임.

을 이용하는 국내 산업계, 연구기관 및 학계 등이 실효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

기본연구사업

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로운 국제

•2016.12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는 아이치 생물다
양성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 16의 달성을 위한 진행사항 검토, 생물다양성협약
기구간 통합성 증진, 접근 및 이익공유체계, 능력배양 및 능력개발 지원조치 등에 관한

•유엔 BBNJ 준비위원회 관련 전문가 인력풀 운영 및 의제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유엔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됨.

BBNJ 국제문서 성안에 대한 입장 정립 및 대응방안을 마련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하여「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및 하위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의 해양수산 관련 의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법령(안)」이 제출되었고, 해양수산부는 기존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

며, 국내인식의 제고를 마련

한 법률」과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
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제출됨.

•유엔 BBNJ 관련 논의동향 및 각국의 입장
•유엔 BBNJ 국제문서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
•나고야의정서의 의의 및 주요내용
•나고야의정서 비준 관련 동향

•공해 및 심해저 각 분야 전문가 견해를 수렴하여 국제규범화 논의에서 우리나라 입장논
리를 구축하고, 정부대표단으로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국익보호에 기여
•나고야의정서 국제동향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대응방안 제언
- 나
 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우리나라 능력배양 수준 검토
- 현
 행 능력배양 수단 및 자원에 대한 기술지침, 인식증진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입법 동향 및 대응

도적으로 참여할 필요
- 글
 로벌 또는 지역 단위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가능성을

주요 연구결과

•제2차 유엔 BBNJ 준비위원회에서는 해양보호구역, 해양유전자원, 환경영향평가, 능력배
를 통해 논의하기 시작하였음. 또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사항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면밀히 검토할 필요
•나고야의정서 관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적 제언

한 사항을 구분하여 국제문서에 대한 논의 진전을 위해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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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양 및 기술이전 등 4대 이슈와 함께 의제별로 중첩되는 교차이슈를 별도의 비공식회의

수탁용역사업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의제분석 및 대응방안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일반사업

연구내용

일반현황

CO2 해양지중저장 국내 실용화 기반 구축
정책개발연구(5)
연구수행 기간 : 2015. 4. 1. ~ 2016. 3. 31. (12개월)

연구의 필요성

•해양 CCS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조직, 재정, 사회 공감대 형성 등의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와 법률 체계의 유동성에 따른 해양 CCS법(안)

•기후변화 대응과 CO2 배출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 CCS 시행기반인 법률적 체계 준
비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을 작성하여 해양 CCS의 시
행기반을 제공

의 수정 필요

기본연구사업

정책여건 확보방안 마련 필요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윤성순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육근형 부연구위원, 김경신 전문연구원, 장정인 전문연구원, 안용성 전문연구원, 박희망 연구원

•해양 CCS의 추진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전략과 시행방안 마련 필요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CO2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안) 작성
•법률 제정에 대비한 규제영향분석서(초안) 작성
•해양 CCS 추진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

•CO2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법률체계 유동성(단일법, 통합법, 해양폐

일반사업

연구내용

기물관리법)에 따른 법률, 시행령의 보완
•단일법(안) 체제에 대한 입법규제영향분석서(초안) 작성
•해양 CCS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외사례의 국내적용 가능성 검토
•현행 제도 및 정책에서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의 한계와 개선 방향

수탁용역사업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 시행방안

주요 연구결과

•해양 CCS 법률(안)을 6개 장 37개 조로 내용을 재정리하고 보완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해양 CCS 법률 시행령(안)을 25개 조로 작성
•해양 CCS 법률(안)의 입법규제영향분석서 초안 작성
•네덜란드, 일본, 미국의 국외 사례와 국내의 관련 사례를 기초로 ‘해양 CCS 수용성계획’
의 비전과 전략,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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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2016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 구축사업
(해상화물 기종점(O/D) 통행량 예비조사)
연구수행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12개월)

연구의 필요성

•전국 해상화물 O/D 조사는 5년 단위의 조사인 관계로 동 기간의 변화된 여건을 적절

•특히 인천 신항 개장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화물의 흐름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판단되기
에 변화된 화물흐름의 여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가 더욱더 필요함

연구목적

•2017년 해상화물O/D 조사를 위한 조사표 및 조사 매뉴얼 완성
•2017년 해상화물 O/D 조사의 효율적인 수행 및 시행착오 최소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방법론을 통한 해상화물 O/D 자료의 신뢰도 및 활용도 제고

•2017년에 수행되는 “전국 해상화물 기종점(O/D) 통행량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시연구사업

사전 준비 단계의 사업
- 조
 사방법론 검토, 조사표 및 조사매뉴얼 수정·보완을 통한 본조사 준비

연구내용

기본연구사업

히 반영해 본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비조사의 수행이 매우 필요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이호춘 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	최종희 부연구위원, 류희영 연구원

•해상화물 기종점통행량(O/D) 조사 방법론 검토
•2011년 조사표 수정사항 발굴 및 2017년 조사표 설계
일반사업

•DB를 활용한 해상화물 기종점통행량(O/D) 조사 방안 검토

주요 연구결과

•2017년 해상화물 기종점통행량(O/D) 조사 방법론 설정
•신규 수정 사항을 반영한 2017년 조사표 작성
수탁용역사업

•공공DB를 활용한 해상화물 기종점통행량(O/D) 조사 방안 마련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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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종덕 선임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남정호 연구위원, 박광서 부연구위원, 한광석 부연구위원, 홍장원 부연구위원, 이민규 부연구위원,
박한선 부연구위원, 고병욱 전문연구원, 백인기 전문연구원, 박성준 전문연구원, 신수환 연구원, 김지혜 연구원,
김주현 연구원, 이선량 연구원, 안수경 사무원
외부연구자(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지상범 책임연구원, 박진순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자(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이영주 본부장
외부연구자(한국해양수산연수원) : 김영모 교수
외부연구자(한국국방연구원) : 김기주 박사
외부연구자(해랑기술정책연구소) : 백상규 연구소장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의 필요성

일반현황

국가해양력 산정에 관한 연구 - 국가해양력
평가 지표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

연구수행 기간 : 2016. 4. ~ 2016. 12. (8개월)

•평가지표는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속성(분야)에 대한 지표의 대표성, 독립성, 비교가

•‘06년 ADL의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가해양력을 세계 12위로 발표했으나, 비전

인해 최근의 해운위기와 조선 분야의 급격한 변화는 모의평가에 미반영

•국가 해양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지표 발굴·보완 필요

•또한, 각 속성(분야)별 평가지표, 평가방식, 대상국가수, 근거자료 및 확보방안을 비교 정

연구목적

리하여 지표 간 중복성과 난이도를 조정

•기존 해양력 평가체계 및 평가 모델 분석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해양력 평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야별 통계지표의 발
굴 연구 및 사업 수행이 필요
- 비
 교대상 국가의 관련 데이터 부족 및 국내외 관련연구 부족으로 분야별 지표선정과

연구내용

•분야별 평가 상 고려되어야 할 특성
•분야별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방식

•분야별 평가 근거문서 또는 데이터 결정
•데이터기반 모의평가 실시 및 결과요약

모의평가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해양력 평가결과는 향후 종합적인 해양수산전략을 마련하고, 분야별 정책방향을 설정
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통
 합해양수산정책 20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20년 준비를 위한 ‘국가 해양수산역량의
글로벌 포지셔닝’ 실시

일반사업

•분야별 평가대상국가 선정 및 근거

수시연구사업

•신규 지표 발굴 및 평가대상국가 선정 등 기존 지표체계 및 평가모델 보완
•분야별 데이터 기반 모의평가를 실시하고, 향후평가 지속방안 제시

기본연구사업

능성, 정책적 연관성, 트렌드, 자료의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으며, 평가 곤란으로

을 선포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재평가 및 목표 재설정 필요

- 다
 가오는 무차별 초국가적 무한 해양쟁탈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해양수산분야별 전
략의 스타트 라인’ 정비

•시사점 및 향후 평가 지속방안

- 해
 양수산 글로벌 진출과 미래 경쟁력 확보, 강화, 대비를 위한 ‘선택과 집중형 정책

주요 연구결과

•2006년도에는 5개 범주, 11개 속성(분야), 47개 지표가 채택되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제반여건 변화와 평가지표 보완을 통해 3개 범주, 13개 속성(분야), 68개 지표로 세분화

- 분
 야별 해양수산정책 목표설정과 융복합 정책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미래기반 해양
력 통합관리 체계’ 시범 구축

수탁용역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 3
 개 범주는 ‘해양산업’, ‘해양자산’, ‘해양정책’이며, 13개 속성(분야)는 ‘해운’, ‘항만’, ‘물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류’, ‘수산’, ‘조선해양플랜트’, ‘해양관광’, ‘해양환경’, ‘해양자원’, ‘해양수산행정체계’, ‘해
양과학기술’, ‘극지’, ‘해양안전’, ‘해양안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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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여수프로젝트 - CBD의 SOI 지원 사업
연구수행 기간 : 2014. 12. 29. ~ 2016. 02. 29. (14개월)

연구의 필요성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최성애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이슬기, 한충현

•국가별 해양보전 역량강화 사업

•여수세계박람회 성과 및 여수선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도국 및 도서국

- 훈
 련 당사국이 직면한 사회적·환경적 이슈를 고려하여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원 필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여 다분야간 협력 방안을 모
색하는 것에 중점을 둠

•특히 여수선언 정신에 부합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기본연구사업

등의 해양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 현안 해결 등을 위한 해양관리 역량강화에 대한 지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양생물자원 부국인 개도
국 등의 해양관리 역량강화 지원 필요

•국제기구 생물다양성 사무국을 통하여 실시한 개도국 및 도서국의 해양관리 및 지속가
능한 이용 그리고 현안 해결 등을 위한 해양관리 역량강화에 기여

•개도국 및 도서국 등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역량강화 교

•개도국 및 도서국의 해양관리 역량강화라는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긍정적인 평

육지원 사업을 통해 여수선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아울러 CBD-SOI 해양생물다양

가를 내리고 있으므로, 향후 동 사업이 지속되어 개도국 및 도서국의 해양관리역량을

성 아이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강화해야함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각국의 해양관리 전문인력 및 SOI 글로벌 파트너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
용한 국가 간 해양생물다양성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공동정책 발굴 등 다양

연구내용

일반사업

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SOI 교육리더 훈련 사업 결과
•국가별 해양보전 역량강화 사업 결과
수탁용역사업

주요 연구결과

•SOI 교육리더 훈련 사업
- 참
 석국가별 다양한 이슈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에 필요한 도구, 가이드
라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첨을 맞춤으로써 참석자 전원이 국가별 교육프로그램 개

406

2017 KMI 연차보고서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발 및 이행전략(액션플랜)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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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수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수행 기간 : 2015. 3. 26. ~ 2016. 4. 22. (13개월)

연구의 필요성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대영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류정곤 선임연구위원, 이정삼 부연구위원, 엄선희 부연구위원, 박상우 부연구위원, 마창모 부연구위원,
황규환 연구원, 김미정 사무원, 안예린 사무원
외부연구자 : 경상대학교 강종호 교수, 부경대학교 송정헌 교수

•이를 기반으로 완도군의 비전을 ‘우리나라 미래 수산을 선도(先島)하는 완도’로 설정하

인한 어장환경 악화 및 생산성 저하, 한·중 FTA 타결로 수입수산물과의 경쟁이 본격화

였으며, 5대 추진전략으로 양식 산업, 유통·가공수출 산업, 어촌·수산관광, 융복합·신

되는 등 많은 요인들이 완도군 수산업에 직·간접적인 위협으로 작용

성장 동력, 기후변화 등을 수립하였고 전략별 세부추진과제를 제시
- 양
 식 산업은 친환경 양식 산업의 메카로 재도약을 목표로 세부추진과제는 넙치 양

•이에 따라 완도군 수산업의 구조적 문제의 개선 및 미래 성장 동력원 발굴을 위해 수산

식 산업의 친환경 시스템 도입, 전복 양식 산업 체질 개선, 해조류 양식 산업 전략 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필요

기본연구사업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생산의 불확실성 확대와 양식어장의 장기적·지속적 이용으로

업화로 설정
- 수
 산물 유통·가공, 수출산업화는 완도 수산식품 가치 재발견과 미래 성장 산업화를
목표로 세부추진과제는 수출 전략식품 클러스터사업화, 해조류 부산물 산업화, 수산

•완도군 수산 실태 및 국내외 수산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완도군의 수산업의 장점을 극대

식품산업 기반구축, 전략적 수출기반 마련으로 설정

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미래 지향적인 수산 발전계획’을 수립

- 어
 촌·수산관광은 전통 문화를 결합한 특화된 어촌 개발을 목표로 세부추진과제는 어
촌·어항의 권역별 개발, 섬 네트워킹을 통한 개발로 설정

연구내용

•완도군 수산업 여건 및 SWOT 분석

- 융
 복합·신성장 동력 창출은 수산부문 융복합 및 신사업 창업 주도를 목표로 세부추
진과제는 수산업 융복합 산업 진흥, 수산업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설정

•기본방향 및 발전계획 수립

변화 예측 및 대응,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활용으로 설정

•수산물 유통·가공, 수출산업화 방안 마련

•수산물 융복합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방안 마련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완도군 수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으로 중장기적인 완도군 자체의 수산발전 정책 수립
및 시행 가능
•중앙정부로부터 수산예산 지원 및 확보와 관련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분석

•완도군 수산업의 생산, 가공·유통, 문화 및 관광 산업의 기반 확충으로 미래 수산업의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완도군 수산종발발전계획의 추진방향은 첫째, 수산업 강점의 강화 및 약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창출하고, 둘째, 융복합 등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고, 셋째, 권역별
특화된 어촌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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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용역사업

•기후변화 대응 전략 마련

발전 실현

주요 연구결과

일반사업

- 기
 후변화는 기후변화 적응을 선도하는 행복한 완도를 목표로 세부추진과제는 기후
•양식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어촌 및 수산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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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계류장 부지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수행 기간 : 2015. 09. 18. ~ 2016. 12. 28.(15개월)

연구의 필요성

•부산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의 메카로 입지하고 있으며, 국내 광역지자체 최대

주요 연구결과

•그러나, 안정적 원료공급 기반의 영세성, 수산물 수출기업의 영세성, 수산식품가공업체

•부산 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은 2×3차 융복한 수산업으로의 성장 기반을 발판으로 글

규모 영세성, R&D 대응력 국내 식료품산업군 중 최하위

로벌 수산식품 시장 성장 기조에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판단

•부산 검역계류장 부지활용 기본계획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산수산식품산업 여건분석,

•따라서 부산의 기존 수산물물류무역기지의 연장선상에서 창조 지식 기능을 강화하는 정

부산 내 수산식품산업 설문분석, 식품클러스터 국내외 사례분석, 기본구상, 공간계획,

책으로의 기능 부여를 통해 기존 인프라의 브레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

•검역계류장 부지 매입에 따른 동 부지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수산물류무역기지의 활
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세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
- 검
 역계류장 매입에 따른 활용방안 모색
- 수
 산유통가공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 합
 리적이로 효율적인 계획 수립

SEA FOOD POLIS 구축 사전타당성 분석 등 제시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국가 전체의 식품산업발전(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산의 동북아 수산식품산업 클
러스터 조성이 시급
•검역계류장 부지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제안
- (기본구상) 부산의 수산업에 새로운 창조성장동력원으로서 협력지원을 중심으로 하

•부산 수산식품산업의 여건분석
•부산 내 수산식품산업 설문분석
•식품클러스터 국내외 사례분석

•공간계획

복합해양관광시설지구 등
· 용도지역계획 :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 상업용지 등
· 교통동선계획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설치 고려

수탁용역사업

•기본구상

· 토지이용계획 : 연
 구업무시설지구, 수산산업지원시설지구, 문화관광지원시설지구,

· 시설배치계획 : 주변관광자원과 유기적인 이용체계 형성
· 건축계획 : 건축물의 입지적 특성, 기능, 자연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
· 조경녹지계획 : 주변 경관과 조화

•SEA FOOD POLIS 구축 사전타당성 분석

· 사업계획 : 관
 련법규 및 관리운영에 따른 개발형식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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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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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

는 가칭, 부산 Seafood Valley 조성
- (공간계획) 토지이용, 용도지역, 교통동선, 시설배치, 건축, 조경녹지, 사업 등 고려

연구내용

수시연구사업

연구목적

•부산 수산식품산업은 국내 최대의 수산식품 생산지이며, 다양한 인프라가 존재
기본연구사업

수준의 어선어업 생산량을 기반으로 유통, 가공 등 최대 규모로 자랑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대영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류정곤 연구감리위원, 장홍석 부연구위원, 한광석 부연구위원, 이헌동 전문연구원, 안지은 연구원, 윤재웅 연구원,
고민규 위촉연구원, 백진화 위촉연구원, 김미정 사무원, 안예린 사무원
외부연구자(부경대학교) : 장영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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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수산물 자급률 관리 개선방안 연구
연구수행 기간 : 2015. 12. 30. ~ 2016. 9. 24. (9개월)

연구의 필요성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

2016년도 사업개요

연구책임자 : 김대영 연구위원
내부연구자 : 류정곤 선임연구위원, 이헌동 전문연구원, 안지은 연구원, 백진화 연구원, 김미정 사무원, 안예린 사무원

•수산물 자급률 목표는 전망결과, 현재의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20년 목표
치를 어류 60.0%, 패류 69.0%, 해조류 128.0%, 수산물 전체적으로는 78.0%로 설정

- 그
 러나 현재 수산물 수급 및 자급률 산정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함. 이를 근거로 고시(안)을 마련하였음

있지 못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수산물 수급통계 개선방안
- (생산)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조사 등 수산통계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하여 해양수산부

자적으로 수산물 수급 및 자급률 통계를 산정·공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가 주도적으로 정책통계를 생산·활용 추진, 이관 후 조사체계, 표본추출 등 전면 재

기반구축 연구가 필요함

조정을 통한 조사의 신뢰성 제고
- (재고) 수산물 재고조사에 대한 시행규칙, 고시 제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조사
의 실효성을 제고

연구목적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 및 자급률 실태, 국내외 수급관리 사례, 수산물 자급률 전망 등

- (수출입) 최근의 가공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입 원어량 환산수율 조사 연

을 통해 수산물 자급률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고

구용역 추진이 필요

시 제정안을 마련

- (감모·폐기) 국내외 감모·폐기 계측실태, 새로운 감모율·폐기율 적용을 위한 계측방
법 정립 및 실태조사 수행방안 등에 대한 연구 추진

•현행 수산물 수급 산정체계나 조사자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수산물 수급

마련
•수산물 수급 및 자급률 실태분석과 전망
•국내외 수급 및 자급률 관리사례 분석

정책기여 실적 또는
제언

•수산물 수급표 작성은 1회성 연구로 종료될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지속적인 관
심을 갖고 매년 작성, 공표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
•현재 수산물 수급통계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있어 해양수

•수산물 수급통계 개선 및 수산물수급표 작성방안

산부에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
- 단
 순히 일부 통계를 개선한다는 좁은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수산정책 수립

67.8%, 해조류는 122.2%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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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수산물 자급률 산정결과, 전체 수산물 자급률은 71.5%, 어류는 52.2%, 패류는

수탁용역사업

•수산물 자급률 목표 설정(고시) 및 제고방안

주요 연구결과

일반사업

- (비식용수요) 향후 사료용, 종자용, 가공용 수산물 이용실태 조사 및 DB 관리방안

표를 작성하는데 주안점을 둠

연구내용

수시연구사업

•수산물 자급률 산정 시 이용되는 수산물 수급통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산부문 독

기본연구사업

이를 고시하고 수산업·어촌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규정함

Ⅶ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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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기간행물 발간 실적
3. 독도연구저널

호수

제목

제목
<논단>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제언

- 해양수산연구개발 기획연구의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기획특집>

독도 동해 그리고 지도
일본 고지도에 표현된 독도와 동해
19세기 극동에서의 Map Trade와 일본의 독도 인식
서양에서 지볼트의 일본연구와 동해 및 독도 명칭 표기
해외 영국 미국 언론사 대상 동해 표기

- 우리나라 해수욕장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해양영토 정책리포트>

해양분쟁의 최근 동향

-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해양영토 동향>

해양영토 관련 국제 동향

- 잘피숲 조성사업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학술포럼>

KMI-NWC 해양안보 및 국제법 공동 워크숍 참석기

-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함의

<독도아카이브>

독도의 인광석 채굴권 관련 공문서

- 경남 굴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의 발생량 추정과 저감 방안

2016년 봄호

기본연구사업

- 역사자원의 어촌관광 적용방안 연구 -진도를 중심으로-

- Structural Modeling of Cruise Destination Image, Travel Experience, and Behavioral
Intention:A Case of Jeju Island

2016년 겨울호

호수

2016년도 사업개요

2016년 여름호

일반현황

1. 해양정책연구

- 미국의 해양포유류 혼획 어업 생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 A concentration pattern analysis of port systems in South East Asia

수시연구사업

- 부산항 컨테이너 환적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 극지해역운항코드와 항만국통제에 관한 검토

2. 영문저널
호수

제목
일반사업

- The Urgent Need for Maritime Partnership between Coastal States and User States
- The Governance of Global Value Chain between Korea and China
2016년 여름호

- General Overview on recent developments of Maritime Delimitations beyond 200 nautical
miles: a recognised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수탁용역사업

- Trade-offs in Multimodal Transport Options : The Case of Logs Carriage from U.S. to
South Korea
- Policy Recommendation on deficient Supply of Seafarers in Korea
- Comment Humanitarian Relief Logistics: Pre-positioning Warehouse Strategy
- Post-Panamax-effects on Major U.S. Ports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2016년 겨울호
- An Analysis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using ECS for Coastal Ships
- A Study on Maritim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Geor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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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행사 개최 실적
일반현황

1. 국제행사
학술행사명

개최장소

1

2016.1.21

2016 한-미얀마 해양수산 포럼

미얀마 해양대학교

26

2016.11.28

KMI·상해해양대 심포지엄

중국 상해해양대학교

2

2016.02.23~2016.02.24

NWC 공동 워크숍

미국 해군전쟁대학

27

2016.12.12

KMI·절강해양대 국제수산협력 심포지엄

중국 절강해양대

3

2016.3.22

2016년 제1차 상해 CEO포럼

창평 JW 매리어트호텔

28

2016.12.13

Global Shipping Think Tank Alliance 창립 회의

중국 상하이원양호텔

4

2016.3.23

KMI-NTOU 해양정책 세미나

대만 지룽 대만해양대

29

2016.12.15

KMI 중국물류포럼

5

2016.04.05~2016.04.08

제 2차 KMI 중국지역물류세미나

상하이, 옌타이, 웨이하이

중국 우한
Howard Johnson 호텔

6

2016.04.19~2016.04.22

2016년 KMI-FIO 해양협력 세미나

중국 닝보

30

2016.12.15

한·아세안 양식포럼

인도네시아 덴파사르

7

2016.5.3

"미래물류기술포럼" 2016년도 제1차 국제 세미나
(NeLT-TRF 공동)

캐나다 토론토
더블트리호텔

8

2016.05.16~2016.05.20

2016년 서부 내륙항만 지역 중국지역 물류세미나

청두, 충칭

9

2016.5.25

KMI-산동사회과학원 제7차 해양경제포럼

중국 청도

10

2016.5.26

한-태국 수산물 수출포럼

태국 임팩트 챌린저 홀

11

2016.5.30

"미래물류기술포럼" 2016년도 제2차 국제 세미나
(NeLT-ISL 공동)

독일 브레멘 대학교

12

2016.6.5

"중국 일대일로와 환동해, 북방경제" 세미나

대련 프라마 호텔

13

2016.6.16

KMI-WMU 공동세미나

스웨덴 말뫼

14

2016.07.04~2016.07.06

2016년 NPARC

일본 삿포로

15

2016.08.01~2016.08.05

서북내륙지역 중국 지역물류세미나

중국 닝샤

16

2016.08.09~2016.08.12

북태평양 북극해 컨퍼런스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17

2016.08.15~2016.08.16

한·몽 국제세미나

몽골 울란바타르

18

2016.8.26

한-중국 상해 수산물 수출포럼

중국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er

19

2016.8.30

베트남 AEC물류시장 진출 세미나

베트남 호치민 롯데호텔

20

2016.08.30~2016.09.01

아시아 태평양 해양·영토전문가
네트워크(NEMT) 워크숍

베트남 하노이

21

2016.10.1

KMI 중국물류포럼

중국 우한

22

2016.11.3

KMI-CIMA 해양정책 세미나

중국 북경 광전국제호텔

23

2016.11.07~2016.11.08

KMI 중국물류포럼 개최

중국 우한

24

2016.11.10

한-미-캐 국제세미나

미국 시애틀 워싱턴 대학

25

2016.11.16

KMI-SISI 국제해운포럼

중국 상하이원양호텔

418

2017 KMI 연차보고서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개최일

수탁용역사업

연번

일반사업

개최장소

수시연구사업

학술행사명

기본연구사업

개최일

2016년도 사업개요

연번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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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행사
학술행사명

개최장소

1

2016.1.7

제 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수립연구
- 전문가 세미나

KMI 2층 회의실

24

2016.10.10

“극지(남북극) 문제의 최근 이슈” 국제세미나

KMI 컨퍼런스룸

2

2016.1.8

2016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대한상공회의소

25

2016.10.12

KMI-한국해양전략연구소 공동 학술회의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

3

2016.1.19

"양식장 순환여과시스템" 전문가 초청 세미나

KMI 4층 회의실

26

2016.10.20~2016.10.21

수산분야 해외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국제수산포럼

부산 BEXCO

4

2016.2.4

2016 부산 해양수산 전망대회

부산시청

27

2016.10.21~2016.10.22

KMI - 대한국제법학회 공동세미나

경북대학교

5

2016.2.4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확립 방안 관련
전문가 세미나

KMI 2층 대회의실

28

2016.10.25

제4회 해양생태계서비스 및 해양공간계획 관리
국제심포지움

서울 팔래스호텔

6

2016.2.29

2016 부산 식품 콜드체인 세미나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홀

29

2016.10.26

투발루 총리 KMI 초청 세미나

KMI 컨퍼런스룸

7

2016.03.09~2016.03.11

제 2회 부산미래전략캠퍼스

부산 BEXCO

30

2016.10.27

FTA활용 극대화를 위한 수산물 수출확대 지원사업
수산물 수출포럼

부산 BEXCO

8

2016.3.14

한중 FTA를 활용한 수산식품 콜드체인기업
중국 진출방안 세미나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

31

2016.10.27~2016.10.28

제4회 해양생태계서비스 및 해양공간계획 관리
국제심포지움

서울 팔래스호텔

9

2016.4.27

이란 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32

2016.11.2

2016 전자상거래 기반 수산식품 수출 컨퍼런스

대한상공회의소

10

2016.4.27

OECD·KMI 공동 해양경제미래 심포지엄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33

2016.11.01~2016.11.05

제17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인천 송도

34

2016.11.8

세계 해운시장 전망 국제세미나

프레스센터

11

2016.5.19

KMI-상해해양대학교 세미나

KMI 1층 대회의실

35

2016.11.22

KMI-해양연맹 공동학술회의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12

2016.5.20

KMI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공동 주관 학연 학술대회

서울 배재학당역사박물관

36

2016.11.24

해양클러스터 공동학술대회

국립해양박물관

13

2016.7.1

2016 한국국제통상학회 공동정책세미나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37

2016.12.6

2016 글로벌 물류기업 CEO 포럼

서울 롯데호텔

14

2016.07.10~2016.07.16

2016년 제2회 북극아카데미

KMI 회의실 등

38

2016.12.8

2016 한국무역통상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KMI 대강당 등

15

2016.07.18~2016.07.22

「SOI 교육리더 훈련 사업
(SOI Training of Trainers Workshop」

여수세계박람회장

39

2016.12.06~2016.12.09

북극협력주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국립해양박물관

16

2016.7.25

한-이란 경제협력 세미나

부산 롯데호텔

40

2016.12.9

「미래물류기술포럼」 2016년도 종합세미나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

17

2016.8.11

KMI - 해로연구회 공동 학술회의

서울 국도호텔

41

2016.12.15

IMO 국제해사포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18

2016.08.23~2016.08.26

제3차 연안관리 국제훈련프로그램

부산 호메르스호텔

19

2016.9.7

2016 동해안 발전 국제심포지움

삼척 대명리조트

20

2016.9.7

「미래물류기술포럼」 제4차 공동세미나

삼성 SDS West Campus

21

2016.9.20

어항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

22

2016.9.21

18차 동북아물류정보망(NEAL-Net) 회의

서울 티마크 호텔

23

2016.10.06~2016.10.07

「미래물류기술포럼-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통영 금호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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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해양아카데미 연수
일반현황

1. 국내연수 프로그램
1) 제19기 해양교육 직무연수

2) 제20기 해양교육 직무연수
• 연수실시기관 : KMI 해양아카데미

• 연수과정 : 해양교육 직무연수

• 연수과정 : 해양교육 직무연수

• 연수주제 : 해양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해양의식의 고취를 통한 해양교육 활성화

• 연수주제 : 해양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해양의식의 고취를 통한 해양교육 활성화

• 연수기간 : 2016. 1. 4. ∼ 1. 8.(4박5일, 2학점 직무연수)

• 연수기간 : 2016. 8. 1. 〜 8. 5.(4박5일, 2학점 직무연수)

• 장소 : 부경대학교 동원장보고관

• 장소 : 부경대학교 미래관

• 참석인원 : 전국 초·중·고 교원 38명

• 참석인원 : 전국 초·중·고 교원 37명

제19기 연수 일정표
일자

시간

강의 및 활동

제20기 연수 일정표
장소

일정

해수의 특성과 기후변화

김경렬

해양산업Ⅰ

Mega FTA와 수산산업의 경쟁력

손재학

해양산업 Ⅱ

해운·항만산업

임종관

해양문화

미술심리 치료

홍푸르메

해양안전

해양안전관리

이은방

해양생물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생물

김웅서

체험활동Ⅰ

해양레포츠 체험

광안리 해변

해양역사

세계 해양강국의 역사

김주식

해양법

21세기 해양과 해양질서

신창훈

체험활동Ⅱ

부산신항만·해운 / 다대포 해양생태체험

부산신항 및 홍보관 /
다대포 일대

해양산업Ⅲ

해양건축

이한석

11:30 - 12:00

퇴교식

이수증 배부, 설문조사

13:00 - 15:00

체험활동Ⅲ

국립해양박물관 견학

18:00 – 18:30

체크인

부경대 세종관 생활관

09:30 - 10:20

19:00 – 21:00

만찬 및 체험활동 1

외부식당(광안리), 황령산 야경투어

10:30 - 11:20

09:30 – 11:20

수산업(손재학)

13:00 – 14:50

해양생물(김웅서)

15:00 – 16:50

해양법(신창훈)

09:00 – 10:50

16:00 - 16:50
17:00 - 17:50

강의실

2일
(8월 2일)

해양물리(김경렬)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강의실

09:00 - 09:50
10:00 - 10:50
강의실
부산항 신항 견학(부산항홍보관),
낙동강하구 철새 관찰 체험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체험활동 2

13:00 - 13:50

3일
(8월 3일)

11:00 - 11:50
12:00 - 12: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해양안전(이은방)

강의실

09:00 - 09:50

12:30 – 18:00

체험활동 3

국립수산과학원, 용궁사,
영화의 전당, 유람선 승선

10:00 - 10:50

09:30 - 11:00

해양건축(이한석)

11:00 - 11:30

수료식

12:30 - 15:00

체험활동 4

부경대 인근 식당

12:00 - 12:50
14:00 - 14:50
15:00 - 15:50

KMI 회의실(6층 컨퍼런스룸)

16:00 - 16:50
09:30 - 10:20

국립해양박물관→부산역 해산
5일
(8월 5일)

2017 KMI 연차보고서

11:00 - 11:50

10:30 - 11:20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조식 및 체크아웃

4일
(8월 4일)

수탁용역사업

09:30 – 11:20

07:30 - 08:30

일반사업

해양물리

15:00 - 15:50

수시연구사업

김성진

해양역사(김주식)

1일
(8월 1일)

강사
기본연구사업

경제와 해양

16:00 – 17:50

부경대 강의실

강의 / 수료식 / 체험활동

422

특강 Ⅰ

해운항만산업(김형태)

강의 / 체험활동

1. 08.
(금)

등록 및 개강식

14:00 – 15:50

12:30 – 18:00

1. 07.
(목)

입교식

14:00 - 14:50

개강식 (인사말 : 김성귀 원장)

강의 / 체험활동
1. 06.
(수)

교육내용

13:30 – 14:00

강의
1. 05.
(화)

교과목(주제)

13:00 - 13:50

개강식 / 강의 / 체험활동

2016.
1. 04.
(월)

2016년도 사업개요

• 연수실시기관 : KMI 해양아카데미

국립해양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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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해양아카데미 연수
일반현황

1. 국내연수 프로그램
3) 자유학기 해양교육 직무연수

4) 울릉도·독도 체험 연수
• 연수실시기관 : KMI 해양아카데미

• 연수과정 : 자유학기 해양교육 직무연수

• 연수과정 : 독도 제대로 알기

• 연수주제 : 「해양과 진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 특강 및 수업코칭 등을

• 연수주제 : 독도영토주권 의식 고취를 위한 인식 및 체험교육

실시하여 자유학기제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역량 제고

2016년도 사업개요

• 연수실시기관 : KMI 해양아카데미

• 연수기간 : 2016. 9. 30. ~ 10. 2.(2박 3일)

• 연수기간 : 2016. 12. 09. ~ 10.(1박 2일, 1학점 직무연수)

• 장소 : 울릉도 및 독도

• 장소 : 부경대학교 향파관

• 참석인원 : 전국 초·중·고 교원 및 강사 34명

• 참석인원 : 부산·경남 중등 교원 34명

1일
(12월9일)
금

해양레포츠와 직업의 세계
Ⅰ. 즐거운 바다
수업코칭
해양자원 개발과 직업의 세계
Ⅱ. 고마운 바다
수업코칭
바다먹거리와 직업의 세계
Ⅱ. 고마운 바다
수업코칭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수업코칭

김용재 교수
오미숙 교사

수업코칭

해양건축과 직업의 세계

현장견학 등 주요활동내역 :
독도박물관 및 독도전망대 견학, 독도 입도, 안용복 기념관 및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 견학
관음도, 수중전망대, 나리분지 견학

5) 제21회 바다의 날과 함께하는 해양체험 교육
• 연수실시기관 : KMI 해양아카데미
손재학 관장
이광수 교사

신창훈 박사
문애경 교사

• 연수과정 : 제21회 바다의 날과 함께하는 해양체험 교육
• 연수주제 : 다양한 해양체험 교육을 통해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관련 활동의 참여 및 실천 유도
• 연수기간 : 2016. 5. 26.
• 장소 : 부산 송도해양레포츠센터

이종명 소장
전예서 교사

해양산업과 직업의 세계
Ⅳ. 미래로 세계로

김윤배(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 책임연구원)

김웅서 박사
이광수 교사

Ⅲ. 소중한 바다
해양환경보호와 직업의 세계

울릉도·독도 주변 해양자원 및 해양생태

김형태 박사
이한석 교수
전예서 교사

수업코칭

• 참석인원 : 용호중학교 및 명지중학교 재학생 39명

세부 프로그램
교육시간

소요시간

내용

09:30 - 10:00

30분

집결 및 환복

120분

생존수영 관련 이론교육
구명뗏목 탑승 및 도구 이용 구조법
(레스큐백, 일상생활 도구 이용법)
심폐소생술

10:00 - 12:00
교내식당
(라운지 오)

Ⅴ. 해양잡지 만들기

수업코칭

수료식

수료증 수여

문애경 교사

12:00 - 13:00

60분

점심식사

13:00 - 15:30

150분

해양레포츠 체험

15:30 - 16:30

60분

교육종료 및 장비정리/단체사진 촬영

장소

송도
해양레포츠
센터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2017 KMI 연차보고서

등록 및 개강식

유미림(한아문화연구소 소장)

수탁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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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9:00~10:00)
2
(10:10~11:10)
3
(11:10~11:40)
점심식사
(11:50~13:00)
4
(13:00~13:30)
5
(13:40~14:00)

개강식

독도 : 역사적 권원과 ‘실효지배’

강사

일반사업

2일
(12월10일)
토

6
(13:30~14:30)
7
(14:30~14:50)
8
(15:00~16:00)
9
(16:00~16:30)
10
(16:40~17:40)
11
(17:40~18:10)

교육내용

수시연구사업

1
(09:00~09:30)
2
(09:30~10:30)
3
(10:30~11:00)
4
(11:10-12:10)
5
(12:10~12:30)

교과목(주제)

강사
기본연구사업

시간

강의명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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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해양아카데미 연수
2. 국제교육 훈련사업

6) 해양활동 활성화를 위한 수상체험 학습

1) SOI 교육리더 훈련 사업(Sustainable Ocean Initiative(SOI) Training of Trainers Workshop)
• 주최기관 : KMI 해양아카데미

• 연수과정 : 해양활동 활성화를 위한 수상체험 학습

• 교육기간 : 16.7.18(월) ~ 7.22(금)(4박 5일)

• 연수주제 : 수영교육 및 해양레포츠 활동을 통해 청소년 해양안전 기본지식을 확립하여 해양을 친숙한 공간

• 장소 : 여수엑스포해양공원

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참가국 및 인원 : 아
 프리카(모리셔스, 모잠비크, 세네갈), 아시아태평양(캄보디아, 쿡아일랜드, 키리바시,

• 연수기간 : 2016. 6. 27. 〜 7. 4./ 8. 30.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투), 중남미(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세인트키츠네

• 장소 : 서울면일초등학교 수영장 / 인천 송도 코마린

비스), 유럽(아제르바이잔) / 21명

• 참석인원 : 서울면북초등학교 1학년〜4학년 재학생 108명
시 간

일시/장소
내 용

09:00~10:00

학교출발, 코마린 도착

10:00~11:30

OT, 수상안전/CRP

11:40~13:00

수상레저 체험

13:00~14:00

점심 및 휴식

14:00~1500

학교도착

16.7.18(월)
~ 7.22(금)
/ 여수엑스포
해양공원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개발의 필요성       

Chua Thia-End(PEMSEA 명예의장)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CBD의 노력

이지현(CBD 사무국)

역량개발 및 교육활동의 핵심요소 및 프로세스

Chua Thia-End(PEMSEA 명예의장)

영역간 계획 및 관리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접근 방법

Chua Thia-End(PEMSEA 명예의장)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지중해지역 경험에서 얻은 교훈

Maria Purificacio(지중해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네트워크)

역량개발 워크숍 조직하는데 필요한 핵심요소 및 고려사항

Josept Appiott(CBD 사무국)

MPA 기관을 위한 실용 가이드라인

Mr. Eduardo Klein(Simon Bolivar 대학)

수시연구사업

인원점검, 건상상태 파악 및 안전교육 실시

강사
기본연구사업

08:50~09:00

내용

2016년도 사업개요

• 연수실시기관 : KMI 해양아카데미

일반현황

1. 국내연수 프로그램

현장견학 등 주요활동내역 : 순천만 및 여수엑스포해양공원 견학

7) 제12회 해양홍보단 세미나
• 연수실시기관 : KMI 해양아카데미
• 연수과정 : 제12회 해양홍보단 세미나

일반사업

• 연수주제 : 해양아카데미 직무연수 수료 교원 대상 지속적인 해양교육 추진과 정보교환 등의 교류의 장 ·
환경 조성
• 연수기간 : 2016. 12. 17
• 장소 : 해운대그랜드호텔
• 참석인원 : 전국 초·중·고 교원 및 해양교육 관계자 100명
내 용

15:00 ~ 15:30

등록 및 2016년도 신규 발간 교재 배부

15:30 ~ 15:50

개회식
- 개회사(KMI 정명생 부원장)

15:50 ~ 16:10

2016 자유학기제 해양교육 교재 활용 방안
- 오미숙 교사(집필진 대표)

16:10 ~ 17:30

특 강 : 미래가 보이는 해양생명공학
- 부경대학교 김세권 명예교수

17:40 ~ 19:00

만찬

2017 KMI 연차보고서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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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용역사업

시 간

427

연구기관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일반현황

• 기관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학회지 구분

1)

국제전문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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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mporal dynamics and spatial
heterogeneity of microalgal biomass
in recently reclaimed intertidal flats of
the Saemangeum area, Korea

남정호(일반저자)
/ 10

Journal of Sea
Research

2

3

Spatial Effects of Container Ports on
Production of the Leather,  Bag and
Shoe Industry in Korea

The Economic Benefit of Coastal
Erosion Control in Korea

4

Application of locally weighted
regression-based approach in
correcting erroneous individual
vehicle speed data

5

The role of transportation sectors in
the Korean national economy
: An input-output analysis

6

Efficiency analysis of major
container ports in Asia : Using DEA
and Shannon's entropy

7

Port Governance in Korea Revisited

박용안(주저자)
/2
장정인(주저자,     
교신저자)
윤성순(교신저자)
/2

이건우(일반저자)
/5

Journal of Coastal
Research

16.01.15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장현미(주저자) / 3

International Journal
of Supply Chain
Management

9

Performance evaluation and validation of ecological indices toward
site-specific application for varying
benthic conditions in Korean coasts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9건

1

Revitalizing urban waterfronts :
identifying indicators for human
well-being

2017 KMI 연차보고서

남정호(일반저자)
/6

16.06.01

16.11.30

The Asian
Journal of Shipping
and Logistics

소계

16.08.17

16.11.09

The critical factors for Korean freight
forwarders' purchasing negotiation in 신수용(주저자) / 2
international logistics

장원근(일반저자)
/4

16.03.01

Research in
Transportation
Business &
Management

8

AIMS Environmental
Science

연번

논문제목

/ 총저자수

게재학술지명

게재일
(예정)

국외전문학술지

2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rctic Shipping

이성우(주저자) / 1

International Law

16.03.31

3

Policy Recommendation on deficient
Supply of Seafares in Korea Focusing on oversea transportation
services

박용안(주저자) / 1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16.06.30

소계

3건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1

부산항의 LNG 벙커링 가격경쟁력
확보방안

김근섭(주저자) / 1

한국항만경제학회지

16.03.22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2

부산항의 신항-북항 이원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정

김근섭(주저자) / 1

국제상학

16.03.24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3

한일 어업질서의 이행 실태와
어업관계의 개선 과제

김대영(주저자) / 1

수산경영론집

16.03.26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4

국내 항만의 선박 대기율 실증 분석

김은수(주저자)
김근섭(교신저자)
/2

한국항해항만학회지

16.02.29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5

해상풍력산업 도입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신수용(주저자) / 3

해양비즈니스

16.04.23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6

항만물류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부산, 인천, 울산을 대상으로

이민규(주저자)
이기열(교신저자)
/2

해운물류연구

16.06.23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7

넙치 관측사업 효과분석: 가격안정 및
시장효율성 개선효과, 산지-도매가격
간 인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이헌동(주저자) / 2

수산경영론집

16.03.31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8

고령화가 가계의 수산식품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헌동(주저자) / 2

식품유통연구

16.03.25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9

PB가공식품 및 간편식
소비의 결정요인 분석

이헌동(주저자) / 2

농업경영정책연구

16.03.29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10

경남굴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의
발생량 추정과 저감방안

김경신(일반저자)
최희정(일반저자)
/7

해양정책연구

16.06.30

11

Structural Modeling of Cruise
Destination Image, Travel Experience,
and Behavioral Intention : A Case of
Jeju Island

이상철(주저자) / 2

해양정책연구

16.06.30

국외전문학술지
16.12.31

journal of Advanced
Transportation

학회지 구분

16.08.04

International Journal
of Shipping and
Transport Logistics

이민규(주저자) / 2

이성우(주저자) / 2

게재일
(예정)

16.1.30

16.08.05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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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문학술지

게재학술지명

수탁용역사업

국제전문학술지

/ 총저자수

일반사업

국제전문학술지

논문제목

게재정보

수시연구사업

국제전문학술지

연번

연구원 성명

(저자구분 표시2))

1)

기본연구사업

국제전문학술지

게재정보

2016년도 사업개요

국제전문학술지

연구원 성명

(저자구분 표시2))

연구기관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일반현황

• 기관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성명

게재정보

연번

논문제목

/ 총저자수

게재학술지명

게재일
(예정)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12

TBL을 활용한 항만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주호(교신저자)
장현미(일반저자)
/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16.12.31

13

우리나라 해수욕장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윤인주(주저자)
홍장원(일반저자)
/2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15

16

17

김은수(주저자)
이수영(일반저자)
/2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해양산업의 부가가치 추정 연구

김근섭(주저자)
김은수(교신저자)
/2

해운물류연구

로지스틱스연구

동아시아 양만 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효녕(교신저자)
한능호(주저자)
/2

해양비즈니스

AHP를 이용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투자리스크 우선순위 분석

윤재웅(주저자)
전형진(일반저자)
고병욱(일반저자)
/3

해양비즈니스

유리전용 모바일랙 설계지원시스템
개발

연번

논문제목

/ 총저자수

게재학술지명

게재일
(예정)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24

세월호참사 이후 내항여객운송
운임제도 변화고찰

박용안(주저자) / 1

해운물류연구

16.06.23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25

한국선원의 승선과 이직에 대한
패널자료 구축방안

박용안(주저자) / 1

한국항만경제학회지

16.12.31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26

대한민국 FTA체결에 따른 부산항
벌크물동량 영향분석

이경한(주저자)
박주동(교신저자)
/2

한국항만경제학회지

16.09.24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27

북한의 핵 개발과 관광사업

윤인주(주저자) / 1

국가전략

16.08.30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28

물류센터 일괄상하역체계 개선을 위한
설계지원 시뮬레이터

이언경(주저자) / 3

해운물류연구

16.09.26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29

실물옵션을 이용한 구조용 집성재
생산방식에서의 투자의사결정 연구

이헌동(주저자) / 5

농업경제연구

16.09.24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30

국제교역환경변화에 따른 해상교역
패턴 변화분석 - 우리나라 주요
컨테이너 항만을 중심으로

장현미(교신저자)
/3

해운물류연구

16.06.23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31

일대일로 전략의 전망과 한국의
물류분야 대응방안

박성준(주저자)
길광수(교신저자)
김세원(주저자)
/3

해운물류연구

16.06.01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32

북한의 사실상의 사유화 :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략적 분석

윤인주(일반저자)
/2

통일연구

16.11.30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33

바다숲 조성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강릉 주문진 바다숲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홍혜수(일반저자)
/3

수산해양교육연구

16.04.21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34

페루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현황과
한계 그리고 국제협력 연구

조정희(주저자) / 3

중남미연구

16.11.23

16.03.10

16.03.30

16.05.14

16.08.24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19

영어조합법인의 질적 성장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김경신(일반저자)
/2

경희법학

16.06.15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20

폐어구 발생 실태 및 체계적 관리 방향

이정삼(주저자)
김대영(교신저자)
/2

수산해양교육연구

16.06.24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21

고등어 미성어 어획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향후 자원관리 방안

이정삼(주저자)
김대영(주저자)
/4

한국어업기술학회지

16.11.01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35

actio popularis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의 입장 변화 검토

최지현(주저자) / 1

국제법평론

16.10.20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22

부두운영회사(TOC)제 부두 임대료
체계 개선방안

길광수(주저자)
김은수(교신저자)
/2

한국항만경제학회지

16.12.31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36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의 시장
및 경영 현황 분석

이주호(주저자)
최나영환(일반저자)
/4

한국항만경제학회지

16.09.29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23

첨단 스마트 양식 기술 발전 동향 분석

이상철(주저자)
마창모(교신저자)
/2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6.09.30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37

거시 경제지표가 터미널 운영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이주호(주저자)
최나영환(일반저자)
/4

한국항만경제학회지

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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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탁용역사업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일반사업

이언경(주저자)
강무홍(교신저자)
이상혁(일반저자)
최상희(일반저자)
/4

학회지 구분

수시연구사업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14

우리나라 컨테이너항만의 집중도와
변이분석

16.06.30

게재정보

기본연구사업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해양정책연구

연구원 성명

(저자구분 표시2))

1)

2016년도 사업개요

학회지 구분

(저자구분 표시2))

1)

431

연구기관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일반현황

• 기관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성명

게재정보
게재학술지명

게재일
(예정)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38

항만의 지속가능한 개발·운영
: TBL을 중심으로

이주호(교신저자)
장현미(일반저자)
/4

해운물류연구

16.09.26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39

항만의 지속가능성 측정 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 SuPorts와 PPRISM 사례를
중심으로

이주호(주저자)
장현미(교신저자)
/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16.12.31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40

자산가격결정요인의 선박가격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최영재(주저자) / 2

한국항만경제학회지

16.06.17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41

컨테이너 하역요율 하락은
소비자잉여를 증가시켰는가?
: 부산항을 중심으로

최건우(주저자)
김찬호(교신저자)
/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16.09.29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42

주기함수 수요 모형에 의한 국내산
과일과 수입산 과일의 경합관계 분석

김준업(주저자) / 3

농업경영정책연구

16.06.20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43

소비자의 김 구매행태 조사연구

백은영(주저자) / 2

한국도서연구

16.08.26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44

식품분야(농·축·수산물)의 방사능
관리체계 개선방향

김대영(주저자)
백진화(교신저자)
/2

한국도서연구

16.11.01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45

에머지 방법론을 이용한 갯벌생태계의
가치 평가 : 에머지 유입 특성

남정호(주저자) / 2

바다:한국해양학회지

16.09.20

소계

45건

1

북한 해양관광자원 평가방법 및 적용

윤인주(주저자) / 1

KDI 북한경제리뷰

16.05.13

소계

1건

정책 전문지

58건

수탁용역사업

총계

일반사업

/ 총저자수

수시연구사업

논문제목

기본연구사업

연번

2016년도 사업개요

학회지 구분

(저자구분 표시2))

1)

연구관련사업 및 기타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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