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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미래 해양 GNP 시대를 선도하는
해양수산 통합정책개발 연구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도약하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1997년 해양수산을 아우르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12년이 되었습니다. KMI는 해양수산 부문의 통합적인 조사·연구
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정책 수립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KMI는 해양, 해운·항만, 국제물류, 수산 등 해양과 관련한 정책연구의
세계적인 중심 연구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KMI는 해양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해운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국적선대 확충, 항만서비스의 혁신적 개선
및 국제경쟁력 강화,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에 관한 정책 연구의 산실로 도약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해양 GNP 시대를 선도하는 해양수산 통합정책개발 연구기관’
이라
는 새로운 KMI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설천하기 위한 5대 중점연구과제 등
「KMI 연구수행계획(2009-2011)」
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추진성과 등 연간 실적을 책자로 발간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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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이 연차보고서는 2008년도에 KMI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연구
관련 회의, 국제연수프로그램, 학술지 게재논문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담고 있
습니다. 그 외에 2009년도 주요 연구계획과 KMI연구과제 목록 등을 소개하여
지난 12년 동안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수행실적에 대한 보고서는 KMI 내부용으로 발간했지만, 앞으로는
매년 KMI 연구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연차보고서를 발
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KMI의 연구성과 확산과 정보 활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 6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강

종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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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2008 기본연구사업

동북아 주요국의 해양관할권 확대 전략과
우리나라 대응방안
◉ 연구책임자 : 조동오
◉ 연구참여진 : 최재선/ 김경신/ 김민수/ 이주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엔해양법 발효 이후 기존의 해양질서가 크게 개편되면서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이 자국
의 해양력(Sea Power) 강화에 따른 정부조직의 개편과 해양개발기본계획을 소속 발표하는 등 동북아
지역의‘해양패권 경쟁’
이 가속화 되고 있다. 따라서 주변국가의 군비경쟁과 해양관할권 확보 전략,
해상 교통로 확보 등 해양패권 전략을 면밀하게 검토,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동북아 해역을 포함한 세계 해역의 환경변화와 일본과 중국의 해양영토 확
보 전략을 진단하고, 각각 예상되는 시나리오 별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세계 해역의 환경변화와 동북아 해양패권 경쟁의 환경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중국과 일본의
해양 행정체계, 규범, 국가기본계획 및 예산 등 해양관련 국가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조사·분석하였
다. 나아가 국가의 해양관할권이 구체화되는 해양영토 관리, 해양자원 개발 및 관리, 해양안보 측면에
서 일본과 중국의 전략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의 해양관할권 확대 전략을 비
교 분석한 후, 분야별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과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대외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른 해양관할권 확대, 해양자원에 대한 선점경쟁이 심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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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연구과제 - 1

으며, 동북아 지역에서의 해양안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해양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양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양관련 기본법
제정 및 구체적 실천계획을 통해 해양관할권 확대, 해양영토 관리, 해양자원 개발 및 관리, 해양안보
강화 등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수립된 Ocean Korea 21(해양개발기본계획)을 중심
으로 통합 해양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대외적 해양환경변화을 고려한 새로운 해양전략을 제시할 필
요가 있다.

정책제언
해양관할권 확대를 위한 대외 환경변화 하에서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정책관련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통합된 정책이 수립되
고 수행될 수 있도록 범 국가차원의 해양행정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계해양정책의 여
건 변화 및 주변국의 해양관할권 확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해양
수산발전기본법의 개정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셋째, 동북아의 새로운 해양영토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영토에 대한 비전과 국가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법제도 정비 및 이에 따
른 국가적 추진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넷째, 급변하는 동북아 해양정세에 발맞추어 해양자원개발 중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해양안보전략은 실용적이며, 협력 지향적이어야 한
다. 이를 위해 해상운송로의 안전 확보적인 측면에서도 동북아 국가들과 안보협의체 설립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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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2008 기본연구사업

연안공공사업 경제성 분석의 환경가치
고려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신철오
◉ 연구참여진 : 장정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 및 레저생활의 활성화에 따라 연안지역의 활용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현
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족한 토지공급에 부응하기 위해 연안의 매립 및 간척이 다양한 규모로 꾸준
하게 추진되고 있다. 반면에 매립(costal reclamation)과 연안개발에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은 절차적
요건의 하나로 인식되어, 새롭게 생성된 토지의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대규모의 간척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수행되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현상이 빈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제성
분석 사례에서 활용된 편익과 비용항목을 전반적으로 수집·비교하고 해양분야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준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연안공공사업은 지역의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및 교통 등의 다양한 분야에 효과를 유발하
고 특히 환경분야에서도 편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하여
편익을 추계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사업이 속한 산업이나 해당 지역 또
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투입산출분석을 적용하여 사전적으로
그 효과를 산출하여 편익의 증분으로 활용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또한 연안 관광시설의 경우 여행비용
접근법 분석 결과 도출된 1인당 소비자잉여에 관광객 수요 추정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 연
안 관광시설과 연계된 복원 사업의 경우에는 연안재해에 대한 완충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 컨조인트 분석, 회피행동 분석법 가운데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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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연안관광시설의 개발은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문화유산이나 인근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
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광기회를 증대시키므로, 이러한 연계 편익 측정은 조건부 가
치측정법이나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편익으로 산출한다. 마찬가지로 연안공공사업에 수반되는 연안
매립이나 개발사업은 사업 대상지 내에 있던 갯벌, 하구, 석호, 사구 등 연안을 구성하는 생태계와 주
민들의 생활양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므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항목별로 자세히 측정하여 이를 비용으
로 추가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결론
개발과 보존에 관한 의사결정과정과 경제성의 평가과정에서 다양하고 적절한 정보의 활용과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연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사업을 연안매립을 수반한 농·축·산업
시설, 에너지 시설, 관광·교육시설, 항만·어항 및 관련시설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연안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환경적 요소들이 개입되어야 한다.

정책제언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연안의 개발과 보존을 둘러싸고 양자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빈
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는 먼저 연안부문의 경제성 재평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후속조치의 하
나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별 편익과 비용항목을 이용한 실제 편익/비용에 관한 추정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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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2008 기본연구사업

공유수면매립 사업의 관리정책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윤성순
◉ 연구참여진 : 최지연/ 최희정/ 정지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유수면매립은 피할 수 없는 국토자원의 이용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합리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공유수면매립의 수요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공유수면매립법을 근거로 10년 주기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면허
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매립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을 이용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매립기본계획은 매립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목표
와 정책적 전략이 제시되지 않고 주기적 수요에 대응한 자원의 관리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별사업의수요에따라매립이진행됨으
로써발생했던문제점들을되돌아보고,매립의관리를위한국가적전략을구축한후이에적합한개발수요를
구상하는적극적인관리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매립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기별·사업별 대응이 아닌 장기적·근본적인 차
원에서의 대응전략을 추구하면서 매립의 합리적 관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립수요의 합리적 선별방안을 검토하고, 매립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갈등과 그
로 인한 국력의 낭비 또는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제시함으로써 국토의 일부
인 공유수면자원의 효율적 관리 또는 이용을 통한 국토의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공유수면 매립수요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개방형 국토발전축 구상(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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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등으로 인한 연안개발 압력과 매립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에는 143개 지구의 81.9㎢, 2017년에는 137개 지구의 76.5㎢의 매립수요가 예상되며, 2017년 기준
으로 분야별로는 산업(23.4㎢), 정주(6.9㎢), 교통(6.8㎢)의 순으로 매립수요가 예상된다.
매립수요를 적정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자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과거 개발의 대상, 수
산자원 채취장, 해상 수송로로서의 공유수면의 가치를 건정한 이용과 관리의 대상, 미래의 자원, 새로
운 가치 발굴의 공간으로 인식이 전환될 필요하다. 또한 다양하고 잠재된 가치를 평가하도록 매립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개선 또는 별도 평가지침 개발을 통해 환경비용 또는 편익과 같은 비시장 가치
의 평가를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국가관리목표를 현명한 이용과 자율적·합리적 관리를 통한 공
공의 이익 구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관리전략으로 공유수면의 공유재 개념을 강화, 공유수면자
원 이용을 위한 타당성 검토 강화, 정확한 사업수요 파악과 개발자원의 이용성 강화, 계획수립 및 사
업추진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가 필요하다.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 구현

Goal

Strategy

현명한 이용(Sound use)
자율적·합리적 관리
(Self & Rational management)

공유재 개념
강화

타당성 검토
강화

정확한 수요,
적극적 이용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

결론
1982년 이후 2007년까지 연안에서 이루어진 매립은 약 420여개 지역에서 약 754㎢에 달하는 면적으
로 추진되었는데 이는 시간당 3,440㎡의 바다가 사라져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많은 매립이 연
안에서 진행되는 동안 자연환경으로서의 연안을 보전해야한다는 입장과 국가경제를 위해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의 끊이지 않은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매립관련 전문가들의 인식도 과거의 매립이 과도하게 진행되었으며 향후의 매립 또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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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보다는 오히려 손실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것을 볼 때 매립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공유수면에서의 매립이 앞으로 현 수준보다는 다소 감소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될 것
으로 전망되므로 현시점에서의 시의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정책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몇 가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립에 대한 국가의 정책기
조를 명확히 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매립을 관리하는 정책의 성격을 좀 더 사전관리형으로 전환하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매립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
요하다. 즉 매립관련 수요와 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추진되는 정책의 개선수요를 도출하고 개
선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마직으로 공유재인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매립지의 공개
념화 방안도 새로운 정책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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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공공갈등 관리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최지연
◉ 연구참여진 : 최희정 / 정지호 / 신철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 중반 이후 연안·해양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생태계 보전, 자원이
용·개발 관련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양이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관
리차원의 갈등관리기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해저자원 활용, 해양관광 등 해양개발, 해양환
경관리 등 해양보전·이용·개발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연안의 고유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갈등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이해를 돕고 전반적인 국내외 갈등관리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공공갈등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과 국내외 법제도를 분석·정리한다. 둘째, 연안 공공갈등을 사전
에 예측하거나 이미 발생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연안의
갈등유발요인과 갈등유형에 따른 갈등단계와 갈등구조 등을 분석한다. 셋째, 현재 갈등의 진화과정을
경험한 지역사례를 분석하여 제도적 차원의 이해관계자의 입장, 갈등과정, 갈등조정기제 등을 분석하
여 연안 공공갈등관리의 접근방식과 갈등관리의 중점요소 등을 도출한다. 넷째, 현재 연안 공공갈등관
리의 여건을 분석하여 정부가 공공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발생한 갈등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갈등
관리의 기본방향과 원칙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연안공간과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근본적으로‘생태계의 복잡성’
,‘이용·개발의 다양성’
,‘관리권한
의 중첩성’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연안 관련 법제에서 공공갈등의 유발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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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수립’
,‘구역의 지정’
,‘행위제한’
,‘토지 등의 수용’등을 들 수 있다. 연안 관련 법제에서는
갈등을 예방하거나 갈등발생 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는 미약하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갈
등을 예방·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안 공공갈등은 크게‘공유수면 매립 갈등’
,‘연안공
간·자원개발 갈등’
,‘연안보전·관리 갈등’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주요 갈등발생요인은 연안
개발에 따른 경제적 가치와 연안환경보전가치의 충돌, 과학적 조사와 정보의 공유부족, 정책과정의 불
투명성, 개발이익의 합리적 배분, 정책집행과정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의 합의기반 부족, 연안보전
과 개발에 관한 조정수단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에서 응답자의 74.3%가 과거 10년 전에 비해 갈등이 심각해졌다고 응답하였고, 갈등발생의 주요원인
에 대해 응답자의 35.1%는‘이해관계자의 참여기반 미흡’
, 31.1%는‘연안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편익
의 불공정성’등을 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안 공공갈등 관리의 기본정책방향으로 ▷ 신뢰와 협력 등 사회자본 구축을
통한 갈등예방, ▷ 연안정책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제고, ▷ 갈등해결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 ▷
합의형성을 위한 갈등관리기제 마련으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기본정책방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점
추진과제로 3개 부문 8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 연안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
중점 추진과제

부문
연안관련정책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실질적 지원제도 추진과
경제적 유인제도 마련
연안 갈등관리 역량강화와
지식·정보공유체계 마련

- 연안관련정책의 갈등영향분석 실시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기능 강화 및 연안 갈등관리부서 설치·운영
- 연안정책단계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회의 제도화
- 지역주민·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실질적 추진체계 마련
- 생활보상의 적극적 활용
- 개발권양도제의 도입·적용
-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지역 연안관리협의회 구성·운영
- 연안 공동조사와 지식·정보 공유체계 마련

결론
법제도적으로 연안 공공갈등은 주로 계획의 수립, 행위제한, 토지수용 등에 의해 발생하나 이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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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은 부재한 상태이다. 연안 공공갈등 중 공유수면 매립을 둘러싼 갈등이 가
장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바다모래 채취 등 연안자원 개발과 관련된 갈등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
다. 이러한 연안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안정책·사업의 수립단계부터 이해당사자의 합의형
성 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의 연안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 필요하리라 본다.

정책제언
연안 공공갈등 관리를 이한 정책제언으로는 우선 연안관리 정책에 바로 활용이 가능한 갈등영향분석
의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정부차원의 갈등을 조정·중재할 수 있
도록 현재‘중앙연안관리심의회’
를‘중앙연안관리위원회(가칭)’
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단
위에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연안관리정책을 스스로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는 합의·실무기구인‘지
역 연안관리협의회’
를 설치하여 연안관리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편익의 분배 갈등 해소를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방안 마련과 연안 공공갈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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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완충공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해안림과 해안사구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육근형
◉ 연구참여진 : 최희정/ 정지호/ 장정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사회와 학계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기상현상의 강도 증가가 과거보다 더 큰 피해
를 연안지역에 일으킬 것으로 예상한다. 연안 육지부에 분포하는 해안사구와 해안림은 해양과 육지 사
이에 존재하면서 바다와 육지 양쪽에서 유입하는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에너지와 물질을 저장하거나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안사구와 해안림은 이들이 연안에서 갖는 완충기능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적절한 보전·관리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경관의 기능적, 생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관생태학적 시각을 활용하여 해안의 주요 완충공
간인 해안사구와 해안림의 쾌적한 경관 제공 기능과 방재적 기능, 환경관리적 기능 등을 고찰하며, 특
히 연안완충공간에 대한 인식조사 및 국내 대표 해안림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안사구와 해안림의 연안완충 기능이 최근 국내외적으로 우려되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대응
할 수 있는 연안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연안완충공간에 대한 기초현황 분석결과, 국내에는 해안사구 133개소, 해안림은 전국 연안 면적의 약
8.7%인 29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 연구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연안환경을 가지
고 있는 일본이 일찍이 해안림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연안관리에 활용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의 경우 해수면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해안사구 보전과 조성을 통해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고, 미
국은 연안재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연안완충공간에 대한 관리계획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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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완충공간에 대한 일반인 인식조사 결과 70% 이상의 응답자가 연안완충공간에 대한 보전적 관리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조건부 가치측정법(CVM)’
에 따른 꽃지 해수욕장 해안림의 경제적 가치
는 연간 약 2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동해안 송지호의 연간 가치 약 510억 원, 한려
해상국립공원 863억 원 등과 비교할 때 해안림의 규모에 비해 작지 않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앞서 주요연구 내용을 기초로 이 연구에서는 연안완충공간에 대한 보전·관리정책을 구체화하였다.
정책목표로는“연안완충공간을 통한 안전하고 생태적이며 경제적인 연안관리 실현”
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연안완충공간의 기능과 이들 기능이 갖는 경제적 효과에 주목한 것이다. 추진 전략에는 첫째, 기
후변화 적응정책으로서 연안완충공간의 의제화, 둘째,「연안관리법」개정을 통한 연안완충공간 관리
수단의 확보, 셋째, 생태적·연성(軟性) 연안정비 기법의 개발과 현장 적용으로 설정하였다.

결론
앞서 연구와 정책방향에 따라 연안완충공간을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
하였다. 여기에는 ⅰ) 연안완충공간 정밀 현황자료의 구축, ⅱ)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전략으로
연안완충공간 활용, ⅲ) 용도구역 개념의‘연안완충구역’
의「연안관리법」반영, ⅳ) 생태적 연성 연안
관리기법을 활용한‘연안정비사업’선진화, ⅴ) 부처 간 기능적 협력을 통한 연안완충공간 통합적 관
리, ⅵ) 도서-연안 생태축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등이다. 해안사구와 해안림을 연안완충공간으로
인식한 이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향후 연안환경과 연안관리 여건 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으로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정책제언
연안완충이라는 개념은 연안재해에 대한 완충, 연안개발에 대한 완충, 생태계 보호, 심미적ㆍ경관적 연
안특성 보호, 환경오염 완화 등 다양하게 정의된다. 연안완충공간이 기능적으로 다양하지만 정책화의
시작은 기후변화와 연안적응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 또는 2010년 수립 예정
인‘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나‘제2차 연안정비계획’
에 해안사구와 해안림 관리를 통한 생태적 연성
연안관리 기법을 반영할 수 있다. 연안완충공간이라는 연안관리방식은 이미 우리나라 연안관리에서 전
통적 기법으로 활용된 것이기도 하다. 즉, 전통적 연안관리방식의 발굴과 활용을 통해 우리나라 연안이
향토지식과 생태적 원리에 충실한‘한국식 Coastopia'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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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Modal Shift 활성화 방안
◉ 연구책임자 : 전형진
◉ 연구참여진 : 고현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국제사회는 전지구적이고 총체적인 환경위기를 인식하고 각종 환경규제를 제정하는 동시에 기
존의 환경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CO₂
배출량 규제를 받아야 하는
국가들은 산업생산, 교통, 물류 분야에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늘날 환경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세계 무역과 산업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국제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물류측면에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규제의 동향
을 파악하고, 이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환경물류체계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친환경 물류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첫째,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친환경 물류체계를 등장하였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IMO 선박재활용협약 등 시급한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동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EU, 일본, 영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의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현
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들 선진국의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방안의 핵심정책 Modal Shift라는 것을 기술
하였다. 넷째, 우리나라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방안의 핵심정책, 친환경 물류체계 추진현황 및 장애요
인, 그리고 Modal Shift 촉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친환경 물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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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구축방안으로서 Modal Shift 촉진방안을 화주, 선사, 공통 지원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결론
국가물류체계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촉진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화주에 대해서는 친환경 운송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Modal Shift
를 전제로 연안해운 또는 철도운송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친환경 운송수단에 대한 선호도를 증대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선사에 대해서는 면세유를 공급하여 연안해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후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화주가 운송업체가 협력하여 Modal Shift를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온실가스 추가배출권을 부
여하고 이를 친환경 물류기업으로 인증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환
경부하를 증가시키는 도로운송에 대한 선호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사회적비용의 발생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Disincentive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도로운송업체 및 차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므
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책제언
외국의 Modal Shift 추진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송보조금 지원, 시설투자비 일부 보조 등 직접적
인 지원방식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주에 대해 연안해운과 철도운송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선사에 대해서는 운송원가를 낮추어 운임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Modal
Shift 촉진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추가배출권 제도도 조속히 시행해야 하는 방안을 검
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Modal Shift 촉진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은 교통특별회계를 활용하되 교
통특별 회계의 근간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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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의 경쟁력 평가모형 구축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우호
◉ 연구참여진 : 심기섭/ 장정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터미널 생산성을 위주로 한 항만 경쟁력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가결과의 정책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정책과정 단계별로 경쟁력을 평가하여 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객
관적이고 대표성이 큰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지수화 함으로써 평가의 경제성, 지속가능성,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확보하기 위해 투입-산출-결과(Input-Output -Outcome) 지수 체계의 평가모형을 개발
한다.

주요 연구내용
항만경쟁력 평가모형 체계도

< 항만경쟁력 평가모형 체계도 >

본 연구는 먼저 전국 10개항
만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선행 연구의 방법과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방향과 방법을
설정하였다. 항만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절차는
우선 평가 항목과 지표를 체
계적으로 분류하고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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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종합경쟁력 지표체계 구성
- 항만경쟁력지표의 체계별 분류
- 전문가 집단 자문
- 개별지표 결정 및 산정식 구축

항만 종합경쟁력 지수 산정
- 개별 지표 산정식을 이용한 지수값 산정
- 가중치를 결합하여 지수 산정
- 대상별 경쟁력 지수 산정 및 결과 비교

각 지표별 가중치 지출

항만별 종합경쟁력 평가

-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가중치 설문
- 지표의 가중치 분석
- 가중치의 표준화

- 지표 부문별 항만의 종합경쟁력 비교분석
-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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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을 통하여 지표를 확정하고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평가 항목별로 대표성이 있는 평가지표를 수집
하여 정책과정별 항만별 경쟁력 지수를 산정하였고 항만별로 평가결과를 검증하였다(앞의 그림 참조).
특히 종합평가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분야 교수, 연구원, 정부 및 공공기관, 산업종사자 등으로 구성
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약 2주간 서면 설문을 실시하였다.
정책 단계별로 총 11개의 평가항목과 19개의 평가지표를 추출하였다. 투입부문의 평가항목은 배후경
제규모, 항만입지여건, 항만투자액, 항만거버넌스가 채택되었고 항만입지여건의 가중치가 높게 도출
되었다. 산출부문의 평가항목은 인프라수준, 요율수준이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수준
이 평가항목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결과부문은 항만물동량, 고객만족도(설문조사), 지역사회기여도,
국민경제기여도가 선정되었고 고객만족도의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10개 항만의 경쟁력 지수를 산정한 결과, 부산항이 모든 정책과정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산정되었다.
투입지수가 높은 항만들이 산출지수와 결과지수도 높은 수준이어서 정책성과의 일관성이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투입지수부문에서는 인천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광양항의 경쟁력 지수가 높게 산정
되었고 마산항, 동해항, 포항항, 군산항, 목포항은 낮게 나타났다. 산출부문에서는 울산항, 광양항, 마
산항, 군산항이, 결과부문에서는 울산항, 광양항, 인천항, 목포항이 높게 산정되었다. 각 항만별로 지
적되고 있는 관리 운영상의 애로요인이 경쟁력 지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반적으로는
투입부문을 강화함으로써 경쟁우위를 위한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제언
항만별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쟁우위요인을 활용하되, 공통적으로는 배후 경제권 활성화
를 위해 항만을 활용하는 투입부문의 경쟁력 제고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항만별 관리운영의 애로요인
을 개선하는 것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항만의 경쟁력 평가모형
은 정부업무 평가에 활용하고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항만 정책의 성과평가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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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컨테이너터미널 리스크 관리방안
-항만시설, 운영,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최상희
◉ 연구참여진 : 김우선/ 하태영/ 이주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8년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기의 후퇴, 항만간 경쟁심화, 조선 및 해운경기의 불황 등 대내
외적 항만환경의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항만환경의 심화되는 변동성이 국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리스크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터
미널 운영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항만 리스크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터미널 운영사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만운영시 발생가능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컨테이너터미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리스크 발생원인이 되는 전반적인 항만물류서비스의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항만리스크의 개념과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항만시설, 전략, 운영적 측면에
서 총 38개의 리스크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항만의 운영 손실량 파악, 손실축소를
위한 효과적인 투자비용 산출, 손실절감 정도를 도출할 수 있는 리스크 영향평가방법과 손실평가식을
수립하였다. 총 38개의 요인별로 리스크 영향정도와 심도파악을 위해 항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 분석을 통해 치명·중대·경미·무시 리스크로 구분하여 시나리오별로 손실노출 매트릭스
작성하였다. 터미널 운영에 있어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
해 리스크 관리수행모델을 리스크 종류별로 수립하였다. 터미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긴급(사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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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단기(1년 이내), 중기(2~3년 이내), 장기(4~5년 이내) 등 4가지 관리대응 시기별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리스크 발견, 분석,
평가기법의 개발, 리스크 전담조직 및 전담관리자 구성, 항만시설의 운영관리 개선 및 지능형 관리시
스템 도입, 하역시스템의 개선 및 리모델링, 항만장비 실시간 진단/ 예방시스템, 고품질의 교육훈련,
세계적 GTO 육성방안 등을 대하여 제시하였다.

결론
글로벌 금융경색에 따라 터미널의 주요고객인 해운선사, 화주의 기업운영과 경영활동이 급격히 저하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의 서비스 주체인 운영사의 운영상황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대내적
으로는 물동량 감소에 따른 터미널간의 경쟁심화는 운영사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하역요율의 인하경
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는 중국항만, 동북아 중추항만을 계획
하는 일본 등 국가간의 항만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터미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
스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손실요인을 제거하거나 손실을 줄일수 있는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를
통해 터미널 경영활동의 호전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책제언
날로 악화되는 현 항만운영 환경하에 항만시설, 운영, 전략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
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에 대한 시설적 지원, 제도적 지원을 통한 고객유치, 물동량 확보
정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항만하역장비 현대화 자금 지원 확대 및 지침의 수정보완을 통한 터미널 시
설의 효율화, 항만배후단지 종합개발계획수립시 배후연계시설 확보를 통해 항만의 경쟁력 확보, 항만
간의 극심한 경쟁체제를 예방할 수 있는 GTO의 육성에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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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항만운영기술 적용
및 실행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우선
◉ 연구참여진 : 최종희/ 최상희/ 하태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86년 이후 지속적인 항만개발을 수행하여 부산항, 부산신항, 울산신항, 포항신항, 군장
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및 인천신항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였다. 이렇게 많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온
실가스 배출량을 부산항을 대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항만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부산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NOx의 경우 선박 배출량 1만4,511톤, 트럭 1만4,679톤에 이른다.
이 배출량은 부산 전체 배출량의 63%에 이르는 양으로 항만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는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대안을
수집·정리하여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정립되지 않았던 항만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친환경 항만운영기술
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또한, 기술들의 대안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하역단계별로 적용 가능한 대안들을
분류하였다. 또한, 전문가 면담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며, 단기, 중기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또한, 개별대안의 항만적용시의 적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AMP, 연료유변
경 대안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하였다.

결론
UN, WTO 등 국제적 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관련 협상의 이행기준에 따라 세계적으로 환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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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런던투기협약(London Dumping Convention 1972), 선박에 의한 환
경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1973/78), 유류오염 예방 대책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OPRC 1995) 등 항만환경과 관련된 주요 국제협약이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
지 소비국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 1인당 배출량은 9위, 가스배출 상위 2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GDP 대비 에너지 사용량은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에 시민들의 친수휴식 공간으로서 해양
및 항만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항만운영기술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정부, 항만공사 그리고 운영사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책제언
환경친화적 항만을 구축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항만기본계획
에 온실가스 배출저감 계획 반영 필요, 친환경 항만물류 기본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연구개발 핵심과
제에 친환경 항만운영기술 포함, 친환경 항만운영기술 적용의 효과적인 추진체계 및 추진방안, 친환경
물류시스템 정착을 위한 전후방산업과의 연계정책, 물류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지표, 법제도 마련 등
이 이루어져야 한다. 항만공사의 역할은 항만별 특성에 맞는 친환경 정책개발, 친환경 컨테이너터미
널·선사 인증제 도입, 환경친화적인 GREEN-Port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 친환경 물류전
문가 양성등을 추진해야 한다. 운영사 및 물류기업의 역할은 저탄소 신기술 도입 및 공해물질 저감대
책 마련, 컨테이너터미널과 선사간의 협조체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온실가
스 배출저감계획 수립, 대기오염 통제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크린 항만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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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동북아 해운물류 정보 중심지화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최종희
◉ 연구참여진 : 김우선/ 고현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 중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역내 교역 물동량의 증가와 해운물류시장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해운물류 정보 거점의 자국 확보 경쟁이 동북아 국가 사이에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해운물류 관련 원천정보의 확보가 자국의 기업경쟁력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
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해운물류 정보화 추진 계획 및 전략들을 객관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나라 해운물류 정보화 전략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우리나라의 물류정보화 및 물류시장 환경에 대한 SWOT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핵심성공요소(CSF :
Critical Success Factors)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한·중·일 3국의 해운물류 정보 연계센터 운
영이 우리나라의 해운물류 정보화의 가장 중요한 활성화 요소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중·일 3국의 해
운물류 정보 연계센터의 해운물류 정보 연계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① 물류동향 정보서비스, ② 물류
보고서 정보서비스, ③ 항만 입출항 관련 정보, ④ 적하목록 정보, ⑤ 항만간 물동량 DB 구축정보 순
으로 조사되었다. 가칭 한·중·일 해운물류정보센터(KCJ-LIS)의 정보 연계 기본 방향과 운영 형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축되고 운영되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1) 기초정보 수집 : Takeand-Give방식을 통한 상호 Win-Win방식, (2) 정보 연계방식 : 기초정보 수집, 정보 기본 소유권
보장과 가공 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OA :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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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수집 채널 : 정보 연계 및 타 외부기관과의 정보수집 채널의 단일화, (4)운영 형태 : 위탁운영을
혼합한 정부주도형의 운영형태, (5) 운영 업무 : 정보기획업무, 정보시스템 관리업무, 정보분석 및 활
용업무, 정보연계업무로 구분하여 운영, (6) 운영조직 : 자체 인력 6명, 아웃소싱 인력 9명 총 15명

결론
향후 10년 간 동북아의 해운물류 환경은 배송시간의 단축 등 시장이 매우 다변화될 것이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전달이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의사결정이 수요 반응적이
고 시간 기반적인 모델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약
5년 내에 선점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영원히 실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동북아
해운물류 정보중심지화 세부 추진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중국 및 일본들의 해운물류정보 체계상의 특징, 장·단점 및 문제점 분석, (2) 실물경제 차원에서
산·학·연 의견 반영 국내 물류기업 활성화 전략 수립, (3) 우리나라의 해운물류정보화 경쟁 우위 확
보 전략 수립, (4) 우리나라 설치·운영에 따른 일본 및 중국의 반대 사유 해결 전략 수립, (5) 한·중·
일 물류장관회의 및 세부실천과제로 추진 중인 3국간의 물류정보 연계를 위한 표준화 등 실천사항들
의 우리나라 주도 전략 수립, (6) 우리나라 해운물류정보화 관련 제반정책 수립과 관련기관들의 지원
근거 마련 등 법적·제도적 문제 해결 전략 수립, (7) 한·중·일 해운물류정보센터의 우리나라 설치·운
영 전략 수립

정책제언
해운물류정보화 정책은 해운물류산업의 발전, 국가물류기반체계의 구축 등 정보화 정책의 목표 달성
등 국가 경영전략의 주요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동북아 물류중심지화’
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때 국가의 경제운영 전반에 혁신적 변화가 수반된다. 따라서 이 제안은 정부기관 및 정치권의 강력한
리더십과 정치적 안정, 한반도와 후대의 장래를 감안한 국민들의 국가 생존전략에 대한 폭 넓은 이해
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정책 제안사
항은 다음과 같다. (1) 한·중·일 해운물류정보센터의 국내 유치 및 운영, (2) 해운물류정보화사업 추
진·운영 및 지원 전담조직 운영, (3) 국제 해운물류 관련 산업 동향 및 분석정보서비스 확대 운영, (4)
해운물류정보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확대, (5) 한·중·일 3국의 개방형 물류
공동체 건설 주도를 통한 물류기업 활성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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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항만하역산업의
경쟁질서 확립 방안
◉ 연구책임자 : 길광수
◉ 연구참여진 : 고병욱/ 김은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컨테이너부두 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으로 시설부족 현상이 상당히 해소된 반면에 항만간
및 항만내 컨테이너부두간에는 물론 임대부두와 민자부두간 선박 및 화물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항만공사(PA), 민간으로 부두 관리주
체가 다원화됨에 따라 컨테이너부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조정 내지 통합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컨테이너부두 관리·운영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여 국가 차원의 컨테이너부두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
하는 한편 임대 컨테이너부두와 민자 컨테이너부두 모두 공존·공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
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컨테이너부두에 대한 관리·운영정책의 통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항만간에는 물론
동일 항만내 부두간에도 생존을 위한 출혈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내외적으로
컨테이너부두 관리·운영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컨테이너부두의 공정경쟁질서 확립 방
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우선 과당경쟁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을 시도하고, 컨테이너 항만하역산업의 경쟁구조를 5
가지 측면(① 기존 항만·부두간 경쟁강도, ② 신규 경쟁자의 진입위협, ③ 대체 항만·부두의 위협,
④ 항만 이용자의 교섭력, ⑤ 항만서비스 공급자의 교섭력)에서 M. E. Porter의 5-Force 모형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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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컨테이너 항만하역산업의 과당경쟁 잠재성을 산업의 기본조건, 시장구조, 기업
행동, 정부정책, 대외환경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컨테이너항만 관리·운영
정책 성과평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경쟁질서 확립방안을 11대 추진과제로 도
출하였다. 11대 추진과제는 컨테이너부두 운영구조 개편, 전국 컨테이너부두 수급 현황 및 운영실태
모니터링 상시화,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업 참여 또는 임대조건 사후관리 강화, 컨테이너부두 공급(개
발) 방식 개편, 컨테이너부두 임대구조 개편, 하역생상요소의 유연안정성 구축, 부대염매행위 감시·
감독 및 제재 강화, 항만 인센티브제도 차별화, ODCY 단계적 폐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지침
(가이드라인) 마련, 전국단위 통합관리체제 구축 (장기)으로 제시된다.

결론
자연독점 또는 과점적 산업에서는 과당경쟁의 유발요인이 잠재해 있다. 또한 미래 수요가 불확실한 상
황에서 섣부른 정부개입은 과당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국내 컨테이너 항만하역산업은 동태적·경쟁
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항만하역산업은 산업의 본연적 특성(자연독점산업·서비스 동
질성·높은 가격탄력성·항만입지의 비이동성)으로 과당경쟁 발생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하역산업은 경쟁적 시장구조화로 과당경쟁에 노출된 상황이며, 출혈적 하역요율 인하
경쟁 등의 기업행동으로 과당경쟁 발생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당경쟁의 발생가능성을 사전 억제 내지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책도 미비한 상태이며, 설상가상으로 북중국 항만의 개발과 직기항 노선 증
가, 상위 선사의 지배력 강화 등 대외 환경은 우리나라 컨테이너부두에 대한 경쟁압력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이에 정부당국과 하역서비스 이용자 집단은 전국 컨테이너부두 수급 현황 및 운영실태 모
니터링 등의 대책 수립 필요성 강조하고 있는 바, 과당경쟁 방지 등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
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책제언
과당경쟁 가능성 및 폐해에 대한 관계 당사자의 인식 제고 및 과당경쟁 공동감시기구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컨테이너 항만하역산업의 산업조직경제학적 측면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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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항만투자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연구책임자 : 김형태
◉ 연구참여진 : 이성우/ 고현정/ 김찬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항만투자를 위한 기존정책은 일정부분 실효성 부족으로 진척률이 낮은 상태
에 있다. 이에 따라 해외항만 투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성장하는 글로벌 항만시
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점유비 확대가 절실한 상태에 있다. 아울러 국내 제조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른
항만물류수요의 지원도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글로벌 항만환경
에 부응하여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항만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시, 국내항만시장
의 포화상태를 극복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5개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기업의 글로벌화에 관한 이론 및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계 항만투자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동향을 분석하였다. 여기
에서는 주요 글로벌 터미널 운영업체(GTO)의 투자현황, 주요국의 GTO 유치현황, 유치대상기업의 특
성변화와 전망, 정부의 글로벌 항만투자정책 동향분석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항만투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글로
벌 항만투자정책 지원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니즈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터미널 운영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사례와 국내 유사사례를 고찰하였다. 여기에서는 주요 GTO의 글로벌화 촉진전략과, 주
요국의 물류기업 육성정책을 고찰하고, 국내 건설 및 광물개발 관련 글로벌화 촉진사례를 검토하여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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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에서는 글로벌 항만투자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ㆍ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실효성 제고의 기
본방향과 5개지 대안을 제시하고 각 대안별 비교 분석을 통해 최적대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분석결과 획득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주요 선진 글로벌 항만운영업체의 2006년
세계 항만시장 점유율은 61.4%로서 이들의 성장에는 모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작용하였다. 둘
째, 글로벌 항만시장 규모의 지속 성장이 전망되고, 후발 글로벌 항만운영업체의 신규시장 진출 동향
등으로 인해 글로벌 항만시장의 경쟁은 향후에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터미널 운영업체의
선점 또는 진출 전략이 시급함이 확인되었다. 셋째, 글로벌 항만투자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
이다. 전담기구의 역할로서는 해외항만 개발관련 정보 발굴ㆍ제공, 해외항만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수행, 해외항만 투자자금 계획수립 및 지원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담기구는 공익기구
의 특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투자자금의 용이한 조달을 위해 해외 항만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책제언
첫째, 정부의 글로벌 항만투자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로 ?해외항만투자지원기구?를 설립하여
정부정책 추진의 원활화 및 정책효과의 극대화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차보전방식의 활용, 일반
회계 자금의 활용, 정부 재정지원 시스템의 정비 등 해외항만투자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자금조달
및 융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의 발굴, 기획,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민간기업의
기획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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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부두 부가가치 창출효과 비교
◉ 연구책임자 : 전찬영
◉ 연구참여진 : 이종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항만개발의 효과를 관련 기관마다 각각의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복잡한 항만 및 항만관련산업의
특성상 자료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아 교통시설로 대분류하여 분석함에 따라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정
확성에 의문을 제기되곤 하였다. 또한 항만개발의 파급효과를 대부분 개발측면에서만 분석하여 실질
적인 항만운영주체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알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컨테이너와 양곡부두를 대상으로
항만운영 측면에서 전용부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운영 측면에서 항만산업
을 분류하고, 부가가치 산정방법에 대하여도 다시 검토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을 포함하여 7개의 장으로 구분된다. 제2장에서는 제1장에서 제시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맞는 연구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가가치 산정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항만관련산업을 검토하고 분류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전용부두의 부가가치 산정을 위한 기본틀을 구
상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용부두, 부가가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으며, 부가가치 산정부두와 그 범위
를 부산지역의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산업으로 한정하였고 부가가치 산정방법으로서 가산법
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부가가치는 경상이익+인건비+순금융비용+임차료+조세공과
+감가상각비 등의 요소로 구성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전용부두 부가가치를 산정하였다. 산정결과 컨테이너부두의 경우 TEU당
7만 1,666원, 양곡부두의 경우 TON당 1만 3,464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를 수출입
화물과 환적화물로 나누면 전자는 TEU당 7만 9,590원, 후자는 6만 2,382원으로 추정되었다.

34

1. 기본연구과제 - 13

제6장에서는 산정된 부가가치를 토대로 각종 지표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항만산업의 부가가치가 타
산업의 부가가치율보다 4.14~28.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첫째, 항만운영의 관점에서 부가가치를 산출하였으며 특히 전용부두에 초점을 두어 새롭게 부가가치
를 산출하였다. 아울러 관련 산업별로 부가가치가 어떻게 배분되는지 분석하였다. 항만산업의 경우 단
연 항만하역업의 부가가치 창출기여도가 높았다. 둘째, 컨테이너 부두의 경우 TEU당 부가가치가 7만
1,666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 중 컨테이너하역업의 부가가치 기여율이 약 97%에 달하므로 6만 9,516
원은 컨테이너 부두 하역업에서 창출되었다. 셋째, 산업별 부가가치 기여도를 분석함으로써 중심산업
이 무엇인지 밝힌 것 이외에 영세산업 진흥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특히 하역업을 제외한 모든 항만산
업은 매우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산업은 항만산업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항만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였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항만 하역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
다. 둘째, 전용부두 임대료 산정 등에 정책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정한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에는 부가가치의 귀속자가 사업자, 근로자, 공공부문, 금융산업 등 다양하게 분포
하므로 분배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간 정치경제공학을 이해하면 임대료 산정에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지속적인 환적화물 유치 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환적화물은 1단위 유치시 2단위의 처리효과가 발생하고, 수출입화물 1TEU를 처리할 때의 부가
가치 대비 158.6%가 된다.
넷째, 항만 운송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항만산업의 10여 개 사업 중
1개 사업이 대부분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심각한 업종내 불균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전용부두 부가가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주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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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항만경쟁 구조변화와
해외 신흥거점 선정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운수
◉ 연구참여진 : 김찬호/ 김근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존 신흥시장에 대한 국내 물류기업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물류기업 대부분은 규모의 영세
성과 재정적 한계로 인해 대규모 시설투자보다 대리점 형태의 해외진출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진출
가능한 국가 및 지역, 관련 참고지표, 진출 전략 등 객관적인 실증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
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시 초기 사업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객관적인 선정기
준을 제사하였다. 이를 위해서 전략적 해외거점 및 신흥시장 진출 가능지역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지수를 개발·도출하여 우리기업이 전략적으로 진출해야하는 신흥거점을 지역 특성별로 다양한 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최근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아시아, 중앙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잠재시장(Emerging Market)들
의 저렴한 인건비, 자원 등을 활용하여 신흥 성장시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세계 경제규모의 변화에 따른 항만물류의 현황과 글로벌 운영업체의 사례를 통한 해외진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항만물동량의 집중도 (Port Concentration)는 지니계수는 0.4555(2007)
로 세계 권역별로 과점화 현상이 심하며, 2000년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및 신흥성장 국가
로 컨테이너물동량이 집중되고 있었다.
해외 신흥시장 진출에 대한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 세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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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동량 및 주요 경제지표 등 20여 개의 정량적·정성적 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표준화
하여 우선 진출 가능한 신흥 시장 선정 및 국내 물류기업의 효과적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제
시하였다. 주요 진출 가능한 신흥시장 분석 결과,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10
개국이 해외 진출 1순위로 선정되었다.

결론
신흥시장에 대한 국내 물류기업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물류기업 대부분은 규모의 영세성과
재정적 한계로 인해 해외진출에 있어 한계가 많았다. 또한 진출 가능한 국가 및 지역, 관련 참고지표,
진출 전략 등 객관적인 실증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점이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시장 진출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신흥시장의 지
역·국가별 특성에 따라 거점항만 개발전략, 환적거점항 진출 전략, 제조업동반 진출전략, 재래항만
리모델링 전략,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한 진출전략 등 주요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
본 연구의 연구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외 신흥거점 진
출을 위한 객관화되고 실증적인 판단기준을 위한 지수(Index)를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해 국가적 네트워크를 연계한 전담기관의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업추진상 다양화로
항만부문 해외진출사업시 ODA와 연계된 사업추진으로 신흥시장의 전략적 진출방안 마련 필요이 필
요하다. 넷째, 해외 진출사업 계획시 외교문제, 현지국과의 협의 등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
요하며, 마지막으로 물류기업과 제조기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법률 및 인센티브제
도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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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관한 기초연구
◉ 연구책임자 : 최성애
◉ 연구참여진 : 홍현표/ 마창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역의 자생적 혁신능력에 기초하는 지역산업진흥 및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추구하는 클러스터 기
반의 산업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외 사례분석에 의하면 클러스터는
현재 처한 수산업의 위기를 탈피하여 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정
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부문의 클러스터 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수산부문에
서는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수산부문에서도 클러스터의 도입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수산업 클러스터에 관해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우선 클러스터
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지역의 수산업 역량과 수산업 클러스터 형성 가능 여건을 분석하여
지역별 수산업 클러스터 유형과 대상품목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수산업 클러스터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 클러스터의 이론
적 배경을 검토하였고, 수산업 클러스터의 기대효과를 살펴보았다. 수산업 클러스터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중요하므로 지역수산업의 역량을 분석하고 지역역량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수산업 클러
스터의 형성조건에 입각하여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산업 역량을 규모지표, 구조지
표, 경영지표로 나누어 어업총조사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주성분 분석에 의한 지역
수산업 역량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수산물 특화계수 분석, 지역의 중요 수산물 생산량과 생산금
액, 지역 특산품 및 브랜드 현황분석, 지역의 산업적 기반여건 분석 등을 통하여 수산업 클러스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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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살펴보고 이 분석내용을 토대로 지역별 수산업 클러스터 대상품목을 도출하였다. 국내외 사
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사례로는 농업부문의 클러스터 정책 추진사례를 살펴보
았다. 아울러 클러스터 형성조건을 적용하여 제주도 넙치와 부산 어묵가공식품에 대하여 수산업 클러
스터 가능사례를 분석하였다. 해외사례로는 영국의 요크셔 험버 수산물 클러스터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수산업 클러스터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결론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장기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높은 수산업 클러스터는 총 49개이며, 광역클러스
터 11개, 기초클러스터 20개 그리고 미니 클러스터 18개로 구성된다. 지역별로는 부산 7개, 인천 2개,
경기 2개, 강원 5개, 충남 7개, 전북 2개, 전남 8개, 경북 4개, 경남 7개 그리고 제주 4개로 도출되었
다. 대규모 광역 클러스터의 경우, 부산시는 고등어, 삼치, 어묵, 오징어, 수산가공식품수출, 수산식품
연구개발 관련 클러스터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는 전복과 해조류(완도군), 경
남은 생선회 그리고 제주는 넙치 클러스터가 광역 클러스터로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
또는 미니 클러스터 대상품목으로 부산 기장군 미역, 강화군 새우젓, 양양군 송어, 서천군 김, 태안군
바지락과 대하, 영광군 굴비, 보성군 꼬막, 통영 굴, 제주도 옥돔 등을 들 수 있다.

정책제언
수산업 클러스터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첫째, 지역수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 활
성화를 유도한다는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을 기초로 하는 수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
째, 지역역량 및 지역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한다. 셋
째, 중장기 육성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로 추진하는 전략 하에서 체계적 접근하여 정책적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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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류 소비변화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황기형
◉ 연구참여진 : 마창모/ 이남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식품 소비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 충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식품이 필수재로서의 의미
를 넘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선택적인 소비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면서 식품 소비는
소비자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 소비자 욕구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식품 소비에 트렌드가 형성되
는데, 본 연구는 식품 소비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가 양식어류 소비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 양식어류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
국내 수산품목 중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양식 어류를 대상으로 전체 어류 양식 생산의 80% 정도
를 차지하는 넙치와 조피볼락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양식어류는 대부분이 생선회나 생선초밥과 같은 활어식품의 재료로서 최종 소비된다. 따라서 양식어
류의 소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종소비 형태인 활어식품의 소비에 관한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활어식품 소비에 관한 소비자의 선호도 및 행태, 의
식 등을 조사하고, 성별,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소비자 성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 수도권 외식업체
50개 업소에 대한 설문조사 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활어식품 소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확률모형을 설정하고,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활어소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국내 양식어류의 공급 및 가격 동향 분석과 업계 면담 및 관계자 자문을 통해 양식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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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환경 변화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양식어류의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
출하였다.

결론
국내 활어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을 고려할 때 양식어류는 수명주기이론 상의 성숙기에 도달
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숙기에서는 소비량은 여전히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둔화되고, 생산자간의 경
쟁 심화로 가격은 하락하고 수익성은 악화된다. 이에 따라 경쟁력 취약 업체의 도태와 인수·합병 등,
정부의 한계 업체에 대한 특정한 지원정책이 없다면 시장원리에 따른 양식업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향후 양식어류 소비는 경제성장에 따른 개인 소득의 증가와 식품 소비의 건강 중시 경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안전성 중시 경향, 식생활 서구화, 음주·회식·접대 문화의 변화에 따라 부정적 영
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제언
활어식품과 관련된 조사·연구사업의 시행을 통해 양식어류의 건강 기능을 의생태학적으로 규명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활어식품으로서 양식어류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과 그 영향, 위해요
인 억제 방법 등을 연구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활어식품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젊은 연령층과 여성의 활어식품 소비를 증진하기 위한 홍보 및 소비촉진 프로
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 활어 전문 요리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개설을 적극
지원하고 활어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이들을 통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활어식품에
대한 신뢰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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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 수산업의 산업경쟁력 분석
및 정책 방향
◉ 연구책임자 : 홍현표
◉ 연구참여진 : 이헌동/마창모/ 백은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중·일 3국은수산물의생산 및 소비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들이다. 따라서 이들 3
국 수산분야의 산업경쟁력 수준에 대해 본격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이들 3국은 서로 협력하
고 선의의 경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계수산에서 이들
3국의 전략적 지위와 향후 이 지역의 비전 마련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일 3 국의 수산업에 대한 실태분석결과(1차년도)를 바탕으로 3국 수산업의 산
업경쟁력 분석을 실시하고,이를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의 수산분야의 협력가능성과 우리 수산업의 산업
경쟁력의 강화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 수산업의 산업경쟁력 평가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각국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공동연구진을 구성하였다. 이때 본 연구시 사용된
산업경쟁력 평가 모형은 노르웨이의 FCI Team(2005, pp.1~47) 및 홍현표 모형(2006) 등을 한중
일 수산업의 여건에 알맞게 수정 및 보완시켜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본 모형에서는 분석 대상 산업의
인프라, 생산자 및 관련사업자, 유통 및 마케팅 능력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잠재적 역량을 산업경쟁력
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산업경쟁력 개념상의 각 범주에 대해 각국을 대상으로 총 64개 항목의 설문과 23개의 통계
항목 등 총 87개 항목을 동시에 조사하여 한중일 3국의 산업경쟁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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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3국의 부문별 수산업 경쟁력 점수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거시적 환경 및 정부

6.6

6.8

6.6

산업환경 및 인프라

7.0

7.1

7.3

어업생산관리

9.4

9.5

9.6

어업경영체의 역량

10.7

10.8

10.6

수산가공업의 역량

7.3

7.6

7.2

마케팅 역량
합계

7.4

7.3

7.5

48.3

49.1

48.7

결론
이와 같은 수산업의 산업경쟁력 평가 모형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은 중국 수산업에
비해 마케팅 역량에서만 경쟁력의 우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는 어업경영
체의 역량과 수산가공업의 역량 등에서 근소하게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한국 수산업은 거시적 환경 및 정부, 산업환경 및 인프라, 어업생산관리 등에 있어서 중국 및
일본보다 절대적으로 열위에 있으며, 또한 어업경영체 및 수산가공업체 역량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훨
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
그러므로 이같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할 수 있다. 우선 한·
중·일 3국의 수산업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즉 중국은‘수산업 기반의 확충
전략’
, 일본은‘수산업 차별화 전략’
, 그리고 한국은‘수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이 시급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수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① 전후방 연관산업의 강화, ② 비용절감형 산업구조로의 재편, ③ 경영
의 규모화 및 기업화, ④ 수산업의 글로벌화, ⑤ 진입퇴출 시스템의 마련, 그리고 ⑥ 한중일 수산업 협
력체제의 구축 등을 통해‘산업구조 고도화’
를 시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접 개입 방식에서 간접적 유도 방식으로 수산정책을 전환하고, 향후 3국의 산업경
쟁력 격차를 활용하여 서로 보완적인 협력 정책을 발굴해 나며, 세계시장과 세계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산업의 글로벌화 전략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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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관광을 통한 어촌활성화 방안
◉ 연구책임자 : 이승우
◉ 연구참여진 : 홍장원/ 이윤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촌과 바다는 국민의 건강, 문화 및 환경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어촌은 국토의
잠재적 부가가치를 실현시키는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어촌관광은 다양한 어촌
자원의 활용과 자원간의 연계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어촌의 정주기능, 생산기능 및 환경보전기능의 활
성화에 기여한다. 따라서 어촌관광을 어촌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촌관광이 어촌 활성화 수단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어
촌관광이 어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어촌관광 정
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어촌활성화 수단 중의 하나로서 어촌관광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하여 어촌활성화와 관련한 법·제도
를 살펴보고, 어촌활성화의 장애요소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활성화를 이루어가
고 있는 국내사례로서 고창군 하전 어촌체험마을, 안산시 선감 어촌체험마을 등을 조사하고, 국외사례
로서 일본 니가타현과 도야마현의 도시어촌교류촉진지구를 조사하였다. 어촌관광과 어촌활성화의 연
계성에 대한 어촌주민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촌 및 어촌관광에 대한 일반사항과 어촌관광의 어
촌활성화의 기여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어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촌의 역할을 제시함과 동시에 어촌활성화에 R여할 수 있는 수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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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어촌관광을 통하여 어촌의 개방, 인적자원의 계발, 다양한
자원의 활용, 소비자 지향적 생산, 그리고 지역 브랜드 창출 등을 도모함으로써 어촌의 변화를 촉진시
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어촌관광은 어촌주민의 수동적 생산자 중심의 사고로부터 능동적 소비자 중심의 사고로 전환시켜 어
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정책수단임이다. 즉 어촌관광은 어촌의
개방, 다양한 어촌자원의 활용, 인적자원의 계발, 소비자 지향적 생산시스템 구축, 지역 브랜드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어촌 활성화 정책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어촌관광의 역할은 어촌
의 경제 활성화, 사회·문화적 활성화, 교류의 활성화를 촉진시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제언
이와 같이 어촌관광은 경제의 활성화, 교류의 활성화, 사회·문화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수산정책 수
단으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 첫째, 생산자 중심의 수산정책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의 수산
정책의 변화의 수단으로서 어촌관광을 활용한다. 둘째, 수산정책에 어촌의 개방을 통한 인적자원의 유
입을 촉진하는 어촌관광을 포함한‘젊은 어촌 만들기’정책대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어촌관광을
활용하여 어촌을 바다와 어촌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복합화 공간으로 전환시
킬 수 있는 수산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어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 유형상품과 무형
상품의 개발을 통한 지역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수산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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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대영
◉ 연구참여진 : 류정곤/ 이정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인공어초나 해조장 같은 수산자원의 서식·산란장을 인위적으로 조
성하거나 수산종묘를 바다에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대시켜 어업인 소득향상과 유어낚시객 증가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동 사업이 수산공공사업으로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국회, 정부 등 관계와 학계뿐만 아니라 업계 내에서도 많은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연과학
과 사회과학 측면에서 사업의 평가내용, 평가항목 및 산정방법 등 표준화된 평가체계를 제안하고, 표
준화된 평가체계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한 제도, 평가절차, 평가기관 등 운영체계를 검토한다.

주요 연구내용
우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범위와 방법 등을 정리하였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에
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평가에 관한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사업평가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도
검토하였다. 둘째,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고, 현행 우리나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사업의
평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내외 수산공공사업에 대한 평가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체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고, 해외사례로서는 일본 수산
청의 수산공공사업을 검토하였다. 넷째,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체계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평
가체계 표준화의 첫 단계로서 평가방법, 평가시점, 분석기간 및 할인율 등 평가의 전제조건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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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 정책적 평가, 기술적 평가의 평가항목을 표준화하고, 각 평가항목에 대한
조사내용과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종합평가에서는 각 평가를 종합한 분석결과의 해석방법을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표준화된 평가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평가 운영체계 구축방안과 기대효과를 제
시하였다. 운영체계 구축방안에서는 평가대상·시기·기관 등 평가절차, 평가제도 및 행정체계 등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기술하였다.

결론
먼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체계 표준화에서는 평가 종류를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구분하고, 여
기에 다시 경제성 평가 및 정책적 평가, 기술적 평가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제
시하였다. 또한 이들 각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체계 설정, 가중치 설정(AHP기법), 평가기준 설정
및 평점단계, 표준점수 전환, 종합평가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
운영체계 구축방안에서는 평가대상을 인공어초, 해조장조성, 종묘방류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평가
구분도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병행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평가시기는 사전평가의 경우 사업개시 전
년도말까지 실시하며, 사후평가는 사업종료 후 사업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하였다. 평가주체는
시·도 사업인 경우 중앙정부가, 시·군 사업인 경우에는 시·도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가칭)수산자원관리법’
에 동 사업의 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
마지막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체제 구축과 시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체제 실증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둘째, 평가의 제도화
방안, 셋째, 평가자료 축적, 산정방법 개발 및 추가연구 추진, 넷째, 평가담당 행정체계의 정비, 다섯
째, 평가전문기관의 지원·육성, 여섯째,‘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체제 로드맵의 작성’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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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저온유통시스템의 실태와 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 주문배
◉ 연구참여진 : 이헌동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산물은 농축산물에 비해 생산 후 변화가 빨라 선도가 급속도로 저하되는 특징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한 유통단계별, 품목별 취급(온도, 시설 등) 기준이 없어 선도저하, 폐기물 증가,
가격하락 뿐만 아니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의 가능성도 크다. 일본, EU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수산
물의 일관된 선도관리를 통한 고품질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단계에서 최종 소매단계에 이르기
까지 일관된 Cold Chain System을 도입,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만족도 증대, 수산물 가격안정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현행 저온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
로 수산물 저온유통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수산물 저온유통시스템의 이론적 배경으로 수산물 저온유통시스템의 개념과 기본구조, 수산물
저온유통시스템의 기준과 기술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산물 저온유통시스템의 현 수
준을 파악하기 위해 수산물의 전 유통단계별로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현행 수산물 저온유통시스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수
산물 저온유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한 관계로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둘째, 법·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저온유통시설 및 온도관리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저온유통의 실효성을 확
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식품공전에서는 어육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어류는 5℃ 이하, 냉동연육
은 -18℃이하로 보관·포장되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셋째, 시설적 측면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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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저온유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산지 및 소비지시장 모두 저온경매장이 전
무한 실정이며, 저온창고, 저온작업장, 분포장실, 제빙·저빙시설과 같은 저온시설도 매우 부족하다.
또한 수산물 수·배송 시스템도 저온화되어 있지 못하다. 넷째, 수산물 거래제도 및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선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통구조 및 거래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한편, 국내외의 식품 관련 저온유통시스템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수산물 저온유통시스템의 개선
을 위한 제도, 정책, 시설, 기준 등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국내사례는 농산물과 축산물을 중심
으로 검토하였고, 외국사례는 수산물 소비패턴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결론
일관된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종합대책 수립
은 정책사업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 및
온도 기준의 설정,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저온
경매장 설치를 빠른 시일 내에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농안법의 시설기준 개정을 통하여 저온상태로 반
입된 수산물을 상온상태로 반입된 수산물과 구별하여 경매하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수산물 선도관
리를 위한 표준 처리 가이드라인 작성·보급, 산지위판장 및 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과 연계, 기타 정
책적 인센티브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제언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향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몇 가지를 건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물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준비-시범사업-확산단계와 같이 3단계에 걸친 합리적인 실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농안법 및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수산물 산지에서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과정
에 걸쳐 저온유통시설의 연계성을 확립하고, 저온유통 수산물을 출하할 유인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
다. 셋째,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저온유통시스템 시설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저온유통시
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동선별기의 개발·보급, 샘플경매 제도 시행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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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어장
이용제도의 개선 방안
◉ 연구책임자 : 김정봉
◉ 연구참여진 : 홍현표/ 김봉태/ 최정윤(부경대 명예교수)
송정헌(부경대 교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쟁력으로 대변되는 시장주의적 새로운 국제질서와 이에 따른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환경변화 및 새
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어업권의 성립조건과 법적성격, 그리고 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
으로 어장이용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어장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제도적 관점에서
논의를 출발하였으며, 그 논의의 핵심에 존재하는‘어업권’문제의 성격과 실태, 그리고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의 문제점 등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양식어장 이용제도에 관한 일반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어업권제도의 개념과
경제적 의의, 그리고 현행 양식관련 제도 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어업권의 법적 성질을 ① 배타적 물
권의 형성 시기, ② 사적 권리로서의 재산권적 특징, ③ 권리의 대상, 그리고 ④ 공권적 성격 등 4가지
논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어업권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대한제국시대 이후 오
늘에 이르기까지 어업권의 재산권적 특질, 면허우선순위, 어업권의 존속기간, 이전가능성, 어업권의
유동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연혁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업권의 공익적 개념과 사적 재산권적
성격은 시대별로 매우 크게 차이를 보였다. 대한제국 이전에는 개인적 어업권 소유가 매우 희박하고
제한되어 있어 공법적 성격이 매우 강하였으나, 대한제국 이후 개인면허가 확산되면서 사적 재산권적
성격이 부가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식산업 선진국인 노르웨이
와 일본의 양식어장 이용제도의 변화요인 분석을 통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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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양식어장을 정부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새로운 양식어장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방안, 둘째, 어업권의 유동화를 촉진시켜 임차형 대규모 경영체를 육성시키는 방안, 셋째, 어업권
의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진입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규모 경영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방안
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어업권 제도에 관한 어업인들의 인식도를 살펴보기 위해, 현
장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권 관련 쟁점 사항들에 대해 국내 최초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리고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어장이용제도의 문제점을 토대로 어업권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양식어장에 대한 현실적 실효지배의 근거가 되는 어업권 제도를 중심으로 현황과 운용
실태,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어업권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양식어업의‘산업화’
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로서 양식산업 관련 법규를 통합하는「양
식산업발전법」
(가칭)의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장이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근의
시대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어업권 제도의 재산권적·거래적 특성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양식어업인의 원활한 진입과 퇴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역동적인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진입퇴출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제언
어장이용제도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정책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양
식산업발전법」
(가칭) 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양식어업과 관련된 정책 담당자는 현재의「기르는어업육
성법」
체계에서 양식관련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법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
가야 할 것이다. 둘째,「어업권 거래소」
(가칭)의 설립이 필요하다. 향후의 양식정책은 산업적 차원에서
역동적인 진입·퇴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시장제도를 도입하여 취약한 양식어
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양식어장의 구조조정조합」
설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조합의 설립은 정부가 어업권
거래시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해 어업권의 시장거래량을 통제함으로써, 구조조정 사업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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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조정 및 유통혁신을 통한
전복양식업의 발전 방안
◉ 연구책임자 : 신영태
◉ 연구참여진 : 장홍석/ 김봉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복은 가두리 양식방법이 개발된 이후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제4위의 양식수산물로 성장하였고,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일본·중국으로 수출이 촉진되면 상당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생
산급증과 생산자의 영세성으로 인한 시장교섭력 부족으로 산지가격이 하락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 상태가 심화될 경우 전복 양식업이 위축될 기능성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앞으
로 우리나라 전복 양식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
복의 생산·수출입·유통·소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생산조정과 유통혁신을 중심으로 전복 양
식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전복 양식업은 완도를 중심으로 전남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3년 이후 생산시설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량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의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2010년에는 3,800톤의 초과공급량이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에는 고밀도 양식에 따른 폐사 증가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생산자는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다수인데 반해 산지수집상은 소수로서 이들이 가격교섭에서 주
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생산자가 부담하는 소위‘덤’비율이 높아져 실질적인 산지가격이 크
게 하락하였다. 또한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활 전복 위주의 유통에 따른 폐사 증가, 출하단계에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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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선별이 잘 되지 않는 점도 유통 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복소비에 대한 소비자조사 결과에서는, 전복을 소비하지 않는 비율이 40%로서 높은 수준이고 소비
하더라도 다른 패류에 비해 소비횟수가 적으며 전복의 높은 가격이 소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수요 확대에는 소비지가격 인하, 소비 유도를 통해 재구매를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현재 전복의 국제무역은 호주·뉴질랜드·한국이 중국·일본에 수출하는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중국
보다는 활 전복 수요가 많은 일본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수출을 확대하려면 경쟁력 있는 건전복 상
품을 개발하는 등 중국으로의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전복양식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서 전복은 친환경 수산물이고, 출하조절이 용이
하며 생산비가 적게 들 뿐 아니라 생산자 간 협력이 용이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약점으로는
상품형태가 활 전복에 편중되어 있고, 크기의 선별이 미흡하며, 고가 기호품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양성기간이 길고, 유통과정에서 폐사율이 높으며, 생산자와 수집상 간 갈등요인이 존
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건강식품으로 인지도와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
의 전략적인 육성 정책이나 해외에 거대한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
으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밀식 및 초과시설 증가, 과잉공급 및 가력폭락 가능성 등의 위협 요인
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소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정책제언
전복 양식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서 첫째, 생산조정을 위한 정부와 업계에서는 유통협약 체
결, 초과시설 억제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유통혁신을 위해 완도전복주식회사 활성화, 산지거점시
장·물류센터 설립 등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셋째, 기존의 협회로는 생산자 조직에 한계
가 있으므로 업종별 수협으로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고 넷째, 국내외 수요 확대를 위해 군납·급식 등
새로운 국내 판로 개척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제시장정보 제공, 수출전문회사 설립 등 수출 진흥 대책
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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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과 대책
◉ 연구책임자 : 황기형
◉ 연구참여진 : 이헌동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의 국제 유가 급등은 연료 의존도가 높은 어업에 대해 큰 충격을 주게 된다. 특히 어업을 비롯한 1
차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물 가격이 대부분 경쟁 입찰에 의해 결정되므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의 증가분을 생산물 가격에 전가하기도 어렵다. 이로 인해 유가 급등에 의한 충격을 어업자들이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선어업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이 국내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과 고유가 상황에서도 국내 어업이 자립기반
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어선어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양식어업에 비해 어선어업의 연료투입 비
중이 매우 높아 유가 상승을 영향을 훨씬 크게 받기 때문이다. 양식어업에 대해서는 유가 상승의 영향
에 대한 기초적 분석만을 수행하였다.
유가 상승의 영향에 관한 분석은 수산물 가격 조정과 수산자원의 변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기, 생
산 조정에 따른 수산물 가격 조정은 이루어지나 자원 변동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중기, 수산물 가격
조정과 자원 변동이 모두 이루어지는 장기로 나눠서 접근하였다. 단기 영향의 추정을 위해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어업비용의 증가 효과를 산업연관분석과 어업경영실적 분석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수익
성과 소득 및 생산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중기 및 장기 영향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분석만을 수행하였다. 그 이유는 중기 및 장기 영향을 정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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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가격 및 자원 변동을 예측해야 하는데, 관련 통계자료의 한계, 과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계량 모형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
고유가에 따른 수산부문의 정책대응 방안은 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어업인 단체들을 방문하
여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과 고유가 대책에 관한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하였다.

결론
유가 급등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어업경영이 크게 악화되지만, 그로 인해 어업에의 투입이 감소하고 어
업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수산물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어업 수익성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어업에의 투입 감소에 따른 수산자원의 증가로 어업생산이 다시 증가하여 유가 상승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즉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유가 상승이 과도한 어업에의 투입을 억제
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자율적 갱신능력을 근간으로 하는 어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실현되기까지는 최근의 유가 급등이 어업경영체의 대규모 도산을 초래하
여 국내 어업의 생산기반이 일시에 위축되는 공황 상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단기적인 어업 지원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제언
생산 감소에 따른 수산물 가격과 수산자원의 회복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중장기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높은 어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유가 상승의 일시적 충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비용 보조, 연근해어업 휴
어제 등 다양한 단기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유가 상황에서도 국내 어업이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재의 연료 다소비형 어
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고효율 어업기술의 개발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경영체의 자본투자
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어업의 근간이 되는 수산자원의 고갈 위험에 보
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업관리 체제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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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가대응방안 연구
- 생물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박수진
◉ 연구참여진 : 최수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구상의 350만종 생물자원 가운데 80%를 차지하는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생물자원에 대한 개별국가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면서 국가간 자원
확보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유전자원의 투명한 접근과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
방식, 이행준수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한‘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 ABS)에 관한 국제레짐’
은 2010년까지 성안작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해양유전자원 관련 연구개발, 상업화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 연
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ABS 국제레짐에 대한 심층분석과 관련된 주요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분
석을 통하여 국내제도의 미비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ABS 국제레짐 협상에 대한 국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현재 2010년까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을 완성한다는 목표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 작업반회의, 전문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과 기술보유국은 유전자원과 과학기술
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용이하고 투명한
접근을 중요시 하는 반면, 생물자원부국과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공정하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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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한 이익분배를 강력히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특히 국제레짐의 성격은 핵심쟁점사항으로서, 선진
국은 자율적이고 비강제적인(non-binding) 레짐을 주장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강제적인
(legally binding) 레짐을 주장하고 있다.
유전자원 관련 국내법제도에서 생물다양성협약상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편 일본, EU, 호주, 필리핀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생물자원을 보호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유용한 해외생물자원을 확보·활용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통해
공동조사·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ABS국제레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레짐 형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대응방안
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법률에 대한‘단계별
입법로드맵’
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률 상호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이 필요
하다. 또한 국익과 해양유전자원의 확보 및 연구·개발동향, 주요국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
속히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의 국제레짐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여야 한다. 특히
해양유전자원의 경우 생물다양성협약과 유엔해양법협약상 논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해양관할권을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가칭) 동북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포
럼’등 지역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관할해역 및 인근 해역에서의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주도권
을 확보하고, 주변국가와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책제언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ABS 국제레짐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을 위한 정책적 제언
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해양생물주권 강화를 위한 국내제도의 개선, (2) 해양유전자원의
융합적·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3) 국내 유전자원 관련제도 상호간 연계성 강화 및 차별화, (4) 해양유
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 가이드라인의 개발, (5) 상시대응체계의 구축을 통한 체계
적·효율적인 협약대응, (6) 해양유전자원의 적극적인 보존을 위한 해양관할권의 공고화, (7) 유엔해
양법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의 조화로운 대응, (7) 한·중·일 해양유전자원 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해
외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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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환경피해액 추정 연구
◉ 연구책임자 : 신철오
◉ 연구참여진 : 장정인/ 최지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7년 12월 7일 새벽 충남 태안 만리포 해상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는 그 규모와 파급효과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그 어느 유류오염사고의 범위를 뛰어넘는 대규모 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서
해상에 유출된 원유는 인근지역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광범위한 지역의 어장과 양식장, 관광지 및 생태
계 서식지 등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서해연안에 발생한 총 경제적 피해 가운
데 환경에 대해 발생한 피해인 비사용가치 부분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개발되고 국내외에서 실증분석에 활용된 연구방법론 가운데 유류오염사고가
갖는 속성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기법을 선정하고 이를 실증분석에 응용하였다. 연구의 방법론으로
활용한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환경질의 변화에 대해서 일종의 가상적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묘사하고
그것의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을 첨부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설정된 가상적인 상황과 직면하도
록 유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환경피해 복구 및 향후 유류오염사고 예방사업에 대해 총지
불의사액을 5년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나누어 지불한다고 가정했을 때, 태안지역의 가구당 평균 지
불의사액은 8,869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동일한 내용에 대해 수도권지역의 400가구를 대상으로 분
석한 결과 평균 지불의사액은 4,324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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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
구분

조건부 가치측정법에 근거한
WTP(원/가구/년)

태안 지역

8,869.0

수도권

4,324.3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가구수
태안군

21,782

서울시

3,309,890

인천시

828,023

경기도

3,329,177

소계

7,462,090

연간 가치
(백만 원)
193.18

3,329,177

이러한 결과를 전국적인 가치로 환산한 결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비시장가치, 즉
환경피해액은 연간 약 630억 원 가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
본 연구 결과는 좁게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의 환경피해 추정액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 향
후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후생손실을 총체적으로 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또한 향후 적극적
인 복구노력에 따라서 회복 가능한 편익의 크기를 추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정책제언
환경피해의 복구 및 피해규모 산정절차의 과정에서 유류오염의 비시장가치가 포함된 사회적 후생손
실분에 대한 산정이 가능토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가치측정이 미진한 해
양환경자산을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계량화하는 작업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발
생된 환경피해의 구제나 지역의 환경복원을 위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별도로 피해규모에 대응
하는 재원마련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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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수산개발사업
재원조달 방안
◉ 연구책임자 : 엄선희
◉ 연구참여진 : 홍성걸/ 최수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해 남한의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과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남북경제협력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남한의 포용주의 대북
정책에 따른 독자적이고 일방적인 대북 경제 지원을 탈피하여 국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남북경
협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수산부문의 개발 또는 남북수
산협력을 위해 북한 수산개발사업 단계별로 국제기구의 다자간 또는 양자간 국제협력을 통한 재원 조
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방법, 추진체계, 선행연구 등을 소개하였고 제2장에서는 북한 지원에 대한
국제협력의 의의를 간략히 논의하고 자금 원천, 재원조달 방식 측면에서 재원조달의 의의를 비교 분
석하였다. 이어서 북한의 수산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경제개발 및 농수산부문의 국제협력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의 국제협력 현황과
최근 북한의 국제협력에 대한 입장 및 정책변화 등을 논의하였다. 제4장에서는 실태분석과 앞에서 논
의된 국제협력을 통한 재원 조달 필요성을 바탕으로 북한 수산개발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통한 재원조
달 방향을 정립하였다. 제5장에서는 재원조달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공적개발원조와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재원조달 모형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특징과 각각의 모형을 비교 하였고 북한의
수산개발 추진 단계별 재원조달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수산개발프로그램을 예시하여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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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전략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추진되어야 할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록에서는 FAO의 북한 수산부문 개발 프로그램 사업보고
서와 UNDP의 북한 개발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였다.

결론
국제협력을 통한 재원조달 모형을 무상 ODA 모형, ODA Loan 모형, Project Finance 모형, 정부
보증 모형, 상업차관 혼합 모형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북한 수산개발 사업 추진 단계별로 각각의 적
용 가능 모형을 제시하여 전략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 수산개발 사업 추진 1단계에서는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기금과 국제기구의 무상 ODA를 적용하고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
기 위한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므로 국제기구 및 국제금융기관의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ODA
기금 모형과 ODA Loan 모형 적용 전략을 제안하였다. 3단계에서는 북한 개발을 위해 국제금융기관
을 통한 차관을 도입하거나 기타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수산개발사업 재원조달 전략이 우리의 남북 수산협력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신뢰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 둘째, 북한의 수산부문에 대한 남북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또는 국제 NGO 등을 활용하여
북한 수산 전문가 등과의 공식·비공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셋째, 북한 수산업 구조 및 북한 수산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력사업 및 프로젝트의 범위와 계획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넷째, 다
양한 형식과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실히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하다. 개별 수산개발 및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기구와 기술지원을 포함하는 공동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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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레저보트산업과 마리나의 발전을
위한 해양관광 정책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이승우
◉ 연구참여진 : 김성귀/ 이종훈/ 홍장원/ 이윤정
Henry Schwarzbach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앙정부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마리나항개발계획을 수립하
고 있음. 그러나 하드웨어 개발에 치중한 이러한 움직임은 자칫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소외되는 시설
개발로 이어져 투자효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원낭비 및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음. 이를 방지하
기 위해서는 요트산업 진흥, 관련 금융 및 보험 개발, 요트 교육, 관리 주체 및 관할 업무영역 지정 등
이 마리나 활동에 필요한 정책대안에 연구가 필요하다. 마리나 활동과 레저보트산업이 활성화된 미국
의 현황, 전책, 법·제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마리나 및 레저보트산업을 육성하는데 필
요한 정책연구를 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레저보트의 활동공간인 한국과 미국 해역의 특성을 비교하고, 미국의 레저보트산업과 마리나의 현황
을 조사하였다. 레저보트는 바다에서 이동하고, 연안에 정박하는 마리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양
오염, 다른 해양레저 활동과 결합하기 때문에 다양한 법령의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레저보
트산업과 관련된 해양오염, 건설, 재무 및 보험 등 법령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레저보트산업의 활성화
의 수단으로서 국제 보트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마리나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례조사와 마리
나 이용객의 마리나 선택의 선호도를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수행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레저보트산
업이 성숙단계에 있는 미국과 도입단계에 있는 한국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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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해양레저산업의 특징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마
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의 해양레저산업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
적자원으로 나누어 각 정책 아이템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결론
한국의 해양레저산업은 도입기로서 해양레저의 주요한 인프라인 마리나 건설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미국의 해양레저산업의 성장은 이러한 마리나 시설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해
양생태자원 등 환경적 법제도 정비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레저선박은 고가일 뿐만 아니
라 바다에서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재무와 보험 등 금융 서비스산업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또한
해양레저활동은 레저선박의 운영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양레저활동에 대한 교육과 실
습이 수행되어야 해양레저 소비시장의 구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해양레저산업은 국토해양부, 교육
과학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의 상호협조가 이루어질 때 활성화될 것이다.

정책제언
해양레저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 소비시장의 육성, 해양레저 복합공간화 및 경관조성,
해양레저 관련 서비스 산업의 육성 등의 단계별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첫째, 대단위 마리나항의 신규
개발에 앞서 기존 향의 여유공간에 소규모 마리나 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어선감축 등으로 어
항의 여유공간을 활용한 마리나 기능, 수산물 레스토랑, 해양체험공간 등의 복합기능의 피셔리나 조성
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해양레저복합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소규모 독창적 보트
쇼 개최, 해양레저 이벤트 등을 통한 국민의 해양레저 잠재적 욕구 창출하여야 한다. 넷째,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레저 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선진국의 보트제조 기술의 전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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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와 미국 항만의 경쟁력
- 글로벌 공급체인과의 연계성 ◉ 연구책임자 : 이성우
◉ 연구참여진 : 송주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항만의 개발 및 각종 물동량 유치 정책의 바탕에는 합리적인 항만경쟁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지
금까지의 항만경쟁력 평가에는 단점이 있다. 대부분 동아시아 권역의 항만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경
우가 많으며, 평가부분을 고객관점에서의 항만 화물창출 능력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여 관리자 관
점의 전략적인 투자로 인한 항만경쟁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평가의 대상을 아시아권 항만에서 북미 및 그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평가범위에 관리
자 입장의‘정책적 판단’부분을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항만경쟁력 평가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AHP 기법을 활용하여 총 5개 대륙, 8개 항만(부산항, 인천항, LA/LB, 멜버른, 첸나이, 마야구에즈,
르아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대상별로 고객관점(화주, 선사)과 정책관점(연구원, 관
리자,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고객관점의 화물창출경쟁력과 정책관점의 투자경쟁력을 구
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화물창출경쟁력은 항만입지, 항만시설, 물동량, 서비스 수준, 가격(항만
비용)으로 구성하고, 투자경쟁력은 법률구조, 지배구조, 재원조달, 항만평판, 가격(항만비용)으로 구성
하였다.
고객관점의 화물창출경쟁력에서는 항만입지, 서비스 수준, 항만비용 등의 순서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항만입지나 서비스 수준 등이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것은 기존의 다른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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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점의 투자경쟁력에서는 지배구조, 재원조달, 항만평판 등의 순서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만평판이 3위로 나타나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 분석된 지표를 기준으로 8대 항만의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고객관점의 화물창출경쟁력에서는
부산항, LA/LB, 인천항이 각각 1위, 2위, 3위를 차지하였다. 정책관점의 투자경쟁력에서는 인천항이
1위, LA/LB가 2위, 부산항이 3위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관점의 경쟁력은 시차를 두고 미래에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천항은 미래 투자가치가 다른 항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결론
본 연구는 고객관점의 화물창출경쟁력과 정책관점의 투자경쟁력이라는 분화된 지표를 항만경쟁력 평
가에 동시에 활용한 점과 5개 대륙의 항만을 대상으로 삼아 항만경쟁력의 글로벌 공통 지표를 발굴한
점이 주요 의의라 할 수 있다. 고객관점의 경쟁력에서는 항만입지, 서비스 수준, 항만비용 순서로 중요
하며, 정책관점의 경쟁력에서는 지배구조, 재원조달, 항만평판의 순서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분석대상 항만의 특성화 작업이 부족했다는 점과 표본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
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후속연구 등을 통하여 수출입항만과 환적항만의 유형화 등을 시도할 경우, 보
다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제언
본 연구는 항만경쟁력 평가 모델에 정책관점을 포함한 점이 주요 의의이다. 본 연구를 활용하여 정부
입장에서는 항만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 시점의 화물창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항만투자
유치 측면을 동시에 개발하여 효과적인 정책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민간 측면에서는 단기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만 선택 및 이용을 위한 지표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관점의 투자경쟁력 지표는 항만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를 위해 정부는 지배구조, 재원조달 및 항만평판 등의 세부적인 요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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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2008 기본연구사업

우리나라의 어업협동관리에 관한 연구(I)
◉ 연구책임자 : 류정곤
◉ 연구참여진 : 김대영/ 이정삼 /
Hirotsugu Uchida / Emi Uchid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적으로 어업협동관리(fishery co-management)에 대한 관심과 적용이 확대되면서 동 제도
의 효과에 대한 연구 또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관리어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
른 효과 분석은 미진하였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율관리어업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만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자율관리어업이 더
욱 발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어업협동관리의 개념 및 선행연구, 우리나라 어업협동관리의 현황 및 해외사례, 어업
협동관리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효율적인 어업협동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 등을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어업
협동관리의 개념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어업협동관리를 클럽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아울러 정
부와 어업인 조직의 역할배분 정도에 따라 어업협동관리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도입배경 및 추진방향, 추진체계 및 관련 조직 등 우리나라 어업협동관리의 현황을 분석
하고 일본,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의 어업협동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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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토대로 자율관리어업을 실시하는 어업인의 사회경제적 특징, 자율관리수단의 분류 및 운영상황,
자율관리어업 도입 전후 변화 등을 어선어업과 마을어업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자율관리어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자율관리어업이 정부에 의존하기 보
다는 어업인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
설문조사 결과, 자율관리어업의 실시를 통한 수익, 비용, 순이익이 미실시의 경우와 비교하여 전반적
으로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관리어업을 실시하는 어업인은 해당
어업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자율관리어업의 실시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 즉, 최소한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은 자율관리수단을 통한 관리노력을 일정 기
간이라도 더 감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책제언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자율관리어업은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능동적 수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과감하게 보조금 지급을 축소하고 자율관리어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교육·홍보·컨설팅·조사연구·조직화)에 투자할 것으로 제안한다. 둘째, 자율관
리어업의 성패는 구성원들의 경제적 이익이 증대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연안어업에 한정된 사업을 탈
피하여 어업 이외의 판매사업, 어촌개발사업, 어촌관광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도
모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정부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정기적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통계자료를 축적
하고, 또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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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2008 기본연구사업

한·중 물류보안 협력 증진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정봉민
◉ 연구참여진 : 김형태/ 김수엽/ 고현정/ 박문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중 교역은 단거리 운송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안·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물류보안 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즉,
가장 중요한 교역국가인 중국과의 물류보안 협력 증진을 통하여 물류 시간·비용의 절감 및 교역 촉진
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중간 물류보안 협력 여
건 분석, 협력분야의 도출, 협력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글로벌 물류보안제도의 한·중 교역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ISPS 코드관련 100% 검색이
시행될 경우 검색시간과 비용으로 인하여 세계 주요 항만들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둘째, 컨테이
너 봉인의 의무화가 물류흐름에 새로운 장애요인이나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물류보안 인증제도는 통관 원활화 및 교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한·중 물류보안 협력의 증진방안을 부문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SPS 코드부문에서는
주관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 경험을 공유하고, 선박 보안설비의 개발 및 설치와 관련하여 협력하며, 관
련된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상호 감독관을 파견·통제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둘째, 한·중항
로 컨테이너화물 검색부문에서는 24시간 사전정보 교환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고
가의 능동형 eSeal 장치보다는 저렴한 수동형 eSeal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컨테이
너 봉인과 관련해서 양국은 eSeal의 의무사용 시기의 조정에 협력하고, 주파수분야, 데이터 전송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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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통신협정의 내용, 봉인 및 판독장치의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의 통일을 추진한다. 넷째, AEO
인증과 관련해서 양국은 평가항목의 상호 조율과 인증기준의 표준화를 통하여 동 제도가 양국에서 통
용될 수 있도록 한다. 그 이외에도 물류보안 장비·시설의 설치기준 및 기술관련 사항, 정보체계 구
축, 기술 및 인력 교류 등의 각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결론
한국과 중국의 물류보안관련 국제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양국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협력의 기본방향으로는 ⅰ) 양국 물류보안의 실효성 제고, ⅱ) 양국 무역의 원활화 도모, ⅲ) 물류관련
비용 및 시간 절감 도모, ⅳ) 효율적인 비상 대응체제의 구축, ⅴ) 양국 물류산업의 발전 도모 등을 들
수 있다.

정책제언
한·중 물류보안 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양국 물류보안 당국은 정기적인 회합을 갖고 구체적인 시행방
안을 협의해 나간다. 기존의 한·중·일 물류장관회담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 이 경우
향후 일본을 포함한 3자 협력체제로의 확대 발전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양
국 물류보안 협력의 전면적 시행에 앞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정하여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시
범사업의 지역 범위에 있어서는 양국의 특정 항만, 예를 들면 한국의 부산항과 중국의 상하이항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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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2008 기본연구사업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사업 추진타당성
및 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 연구책임자 : 김우호
◉ 연구참여진 : 이성우/ 이종필/ 김운수/ 최영석
김근섭/ 김정현/송주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가 강화되는 가운데 항만부문
ODA 추진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항만분야 OD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성과 시의성,
국내환경변화여건, 추진사례, 제도개선 방안,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이
보고서는 개도국 수요조사와 추진가능성을 검토하여 해외항만 개발협력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의 항만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항만
개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개도국의 무역확대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항만개발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원조정책의 선
진화 및 항만 분야 국제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국제개발협력을 위해서는 국제
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해외항만 개발협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
진단계는 협력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5단계로 제시하였다. ①사업발굴 및 협의단계, ②
실사 및 자문단계, ③개발협력 MOU 체결단계(사업 주무부처간에 체결), ④사업실시단계(개발조사사
업은 국토해양부 주관, 자금협력이나 기술협력은 관계 부처간 협력 추진), ⑤사업종료 및 평가단계.
(그림 해외항만 개발협력 정책 추진단계(안) 참조)
그리고 협력 추진 가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설문조사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0개국에서 가능사업
을 발굴하였다. 아프리카 6개국을 조사하여 콩고민주공화국(바나나 신항만 개발), 콩고공화국(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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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항만 개발협력 정책 추진단계(안) >

누와르항 확장사업), 탄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니아(다레살람항 정비 및

사업 발굴 및
협의

사업 발굴 및
실사 및 자문
협의

사업
발굴 및
개발협력
협의체결
MOU

사업 발굴 및
사업실시
협의

사업
발굴 및
사업종료
및
협의
평가

•사업내용
확정
•협력대상국
주무부처와
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MOU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조사사업
•인적개발
•기술협력
•자금협력
•사업추진

•투입-산출결과 단계의
성과지표
개발
•목표와
절차에 따른
평가

확장 사업)등 대상사업 발
굴하였으며, 중동/CIS 지
역 2개국을 조사, 투르크
메니스탄 항만 개발협력
가능성 확인하였다. 아시

•협력대상국
수요조사
•정부부처 및
관련기업
수요조사
•수요조사서

•상대국
협력요청서
•관계부처
협의
•현지실사
•전문가 자문

아지역 5개국을 조사하여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항만 개발협력 중장기 전략을, 남미지역 5개국을 조사하여 페루, 과테말
라, 우루과이 등의 대상 사업을 확인하고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개발협력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해외항만 개발협력사업 기
본방향 및 추진절차의 체계화, 제도화를 통해 해외항만 개발협력사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
였다. 해외항만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얻게되는 예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도국 항만
의 효율적 개발과 체계적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무역증대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국내 관련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참여로 효
율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정책제언
해외항만 개발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첫째, 지속적인 정책추진
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법적근거와 관련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과 공공 기구를 통
한 협력사업 추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정책추진의 안정성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계획과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 대외경제협력기금과 한국국제협력단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
가 있다. 셋째, 개발협력 대상국과 국내 관련부처 및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는 데는 사업발굴은 물론 우리나라의 공급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부문의 경쟁력 수준을 측정하고 축적된 경험을 체계화할 수 있는 연구가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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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구조재편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정봉
◉ 연구참여진 : 홍현표/ 최성애/ 강종호/ 김대영
김봉태/ 이헌동/ 마창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 양식어업은 일부 양식 품종을 중심으로 급격한 생산량 확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연안
어장 생산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
전을 위하여 그동안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꾸준히 확대되어 왔던 양식생산 기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구조재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외적으로 국제 경쟁에 대비하고, 대내
적으로는 생산기반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양식어업의 합리적 구조재편 방안을 도출하고, 사례지역(통
영시, 완도군)의 구조재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합리적인 양식어업 구조재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현행 양식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해역별·품종별 어장수용력 평가를 통해 적정
시설규모를 도출하기 위하여 해역별로 주요 양식어장에 대한 환경 수용력을 평가하였다. 이어서 분석
대상 11개 양식품종별로 수급분석 및 전망을 제시하여 수급 차원의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이들
품종의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양식어업의 실태에 관한 어업인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쟁력 분석 및 구조재편 방안 도출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투입하였다. 한편, 품종별·지역별
적정 시설규모를 산출하였으며, 해당 주요 산지의 시·군별로 세분화하여 양식시설량의 바람직한 감
축 비율 및 감축 시설량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초적 조사·분석 및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식어업의 구조개편 방안을 도출하고,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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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구조재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정책 수단들을 분석·제시하였다.
아울러 해역별 과밀해소 등 친환경 양식어업의 유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 입식량 분석 및 입식기
준 등을 제시하는 한편, 과밀해소를 위한 이설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그리고 앞서 제시된 구조재
편 방안 등을 분야별, 기간별로 재정리하고 향후 정책 추진시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해 종합적·체계적
으로 구조재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례지역인 통영과 완도 해역을 대상으로 시범적 구조재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양식어업 구조재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첫째, 친환경 생산기반을 구
축하기 위하여 양식어장을 환경수용력 기준에 따라 대대적으로 어장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아울러 친
환경 양식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기준 도입 등이 필요하다. 둘째, 양식어업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식어장의 이용관리제도를 향후 시장주의적 관점에 부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 셋째,‘양
식어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를 통한‘양식산업’
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노령 양식어업인의 단
계적 퇴출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품종에 대해 경쟁력 있는 어업인들 만이 생산을 영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책제언
친환경 생산기반의 구축을 통한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첫째, 양식어업권의 소유 및 이용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양식면허 유효기간이 만료
되는 어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어장휴식년제 및 어장청소 의무제를 병행 도입하되, 재발급 신청 혹
은 면허 일제 갱신 시점부터는 이용권 개념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의 합리적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둘째,「양식어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가칭)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양식어업 발전의 가
장 큰 장애가 되는 진입과 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의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이 필요하다. 셋째,「양식산업발전법」
(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나라의 전통적 양식어업을 향후 본격적인‘양식산업’
으로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적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양식산업발전법」
(가칭)을 제정하여 향후 체계적인 구조재편 정책의 가이드
라인이 되어야 하며, 법적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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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중장기발전 기본계획 용역
◉ 연구책임자 : 김대영
◉ 연구참여진 : 류정곤/ 강종호/ 이정삼/ 김수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2년에 세계박람회가 여수에 개최됨에 따라 여수시에서는 세계박람회의 주제인“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의 실현, 인류의 연안과 바다 이용 방안, 미래 식량자원 해결책인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비
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여수 수산업의 정확한 현황 및 여건 분석을 통해 장점의 극대화 및 단점을
보완한 경쟁력 있는 기반체계 구축과 기회 요소의 극대화 및 위협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인 해양수산 발전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수의 해양수산 특성에 맞는“여수시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해양관광 등과 연계한 새
로운 어가소득원 창출을 통해 여수 수산업이 미래 유망산업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첫째, 여수시의 해양·수산업 여건을 인문지리적 환경, 수산현황, 관련 사업 및 수산기반시설로 구분
하여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주제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계획을 수립하였는
데, 개최권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복원 방안,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부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방류프로그램을 통한 생태친화적 자원조성 및 어장환경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넷째, 여수기 주요
어업인 연안어업, 정치성, 잠수기어업에 대한 자원관리형어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다섯째, 어
류, 패류, 무척주 동물양식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양식어업 종합발전계획을 검토하였다. 여섯째, 여
수시 가공산업 현황 및 여건 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현대적이고 위생적 가공 산업의 육성 방안
을 수립하였다. 일곱째, 어촌관광 현황 및 잠재력을 분석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수산과 연계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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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여덟째, 여수시 수산물 유통 현황 및 여건 분석을 실시하여 수산물
유통물류체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아홉째, 여수시 및 전남도, 중앙정부의 상하위 관련 계획 및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사업 추진체계를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투자계획과 기대효과를 분석하였
는데, 투자계획에는 투자 및 조달계획, 연차별 부문별 투자계획을 검토하였고, 기대효과에는 사업투자
및 지역경제 파급, 사회문화적 및 정책적 파급 등을 분석하였다.

결론
여수시 해양수산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은 6개 부문 35개 세부사업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주제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계획(10개 사업), 청정한 해양환경 및 생태친화적 자
원조성 계획(5개 사업), 자원관리형 어선어업 종합발전계획(6개 사업), 경쟁력 있는 양식어업 종합발
전계획(7개 사업), 고부가가치 유통ㆍ가공 산업 육성(3개 사업), 수산과 연계한 해양관광 활성화 및 어
촌정주기반 개선(4개 사업)으로 구분된다. 투자비는 774,883~899,483백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및 지방비(도비, 시비), 민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국비 및 지방비는 비수익성 사업이며 민자 및
어업인은 수익성이 높거나 향후 사업수혜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다.

정책제언
여수시 해양수산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행 및 관리체계가 우선적으
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즉 여수시 해양수산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은 국가 및 전라남도 상위계획과 여
수시 자체 수산관련 연관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체계가 구
축되어야 한다. 또한 여수시가 지니고 있는 수산업의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약점과 위협을 강점과 기회
로 극복하여 여수시 수산업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전통적 어업에서 새로운 수요에 부흥하는
신개념 수산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 기능이 재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수산 전문분
야별 조직강화를 통한 효율적 수산행정체계 구축, 둘째, 관련 부서와의 효율적인 연계기능 강화, 셋째,
새로운 사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팀제 운영, 넷째,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협조체계 구축, 다
섯째,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기획단 구성 운영 등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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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가간 물류표준화를 위한 협력방안
◉ 연구책임자 : 임진수
◉ 연구참여진 : 황진회/ 고현정/ 박문진/ 김민수
◉ 공동연구진 : 이진태/ 김홍태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 교역이 확대되는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국제표준"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국가간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전 세계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는 WTO 체제에서 보다 많은 물량
이 효율적으로 이동하기 위해 물류표준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지역 주요 국가의 물류표준화 실태를 파악하고 표준화를 위한 구체적인 국제
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물류효율 제고는 물론 사회 및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물류표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이어 동북아 지역에서의 물류표준화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
상 국가는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4개국이고 수송모드는 해상운송, 철도, 도로로 한정하였으며 화물
종류는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수송 분야의 적재함 부문(컨테이너, 파렛트
등), 운반하역 부문, 정보화 부문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ISO 국제 표준화 기구와
EU의 물류표준화 규범 제정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특히 유럽의 성공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동
북아지역의 물류표준화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동북아 지역의 물류표준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물류분야에서도 자국 또는 특정지역의 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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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쟁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의 공동이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간 협력
이 절실한 바 이를 위한 각국의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공통점을 모색하였다.
즉 본 연구는 물류표준화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동북아 각국의 물류표준화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
고, 이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국가간 물류표준화를 위한 정책방안, 효율적인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위
한 정책적 제안 등을 포함하였다.

결론
먼저, 동북아지역의 물류표준화는 초보적 수준이다. 즉 물류표준화 정도가 낮고 국제표준에 대한 수용
이 미약하며, 물류 표준화를 위한 지역 조직도 없는 실정이다.
둘째, 표준경영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 다국적 기업들은 표준경영과 더불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막대한 조직과 예산을 투입하여 기술표준 확보에 나서고 있다.
셋째, 국제표준화 추이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표준화 기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동북아 각국은 수출
상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협력사업의 하나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물류여건을 고려한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태평양지역 표준화 회의(PASC)’
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책제언
동북아 물류 표준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UNDP 는 동북아 역내
국가에 대해 물류표준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립하고 역내 국가간 협력을 촉구해야 한다. 둘째, 동
북아 역내 각국은 물류표준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류표준화를 위한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며,
조직과 예산 및 인력 등을 확보하여 물류표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한중일 물류장관 회
의에서 동북아 역내 물류표준화 방안을 공식의제로 채택하여 동북아 역내 물류표준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한중일 물류장관 회의에서 물류표준화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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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제주특별자치도 항만 중장기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 연구책임자 : 김학소
◉ 연구참여진 : 김범중/ 심기섭/ 이성우/ 김운수
김화영/ 김근섭/ 한은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동북아 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급부상하면서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
한 국가간·항만간 다차원적 항만경쟁체제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국
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제자유도시간 경쟁체제, 항만과 관광이 조화된 다목적 복합공
간으로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본 용역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내 항만의 시설 조기 확충 추진, 종합적인 발전계획의 수립과 정부의 2010년‘제주국
제자유도시’조성 등 국가적 장기비전에 부합하고 국내외 관광·물류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거점항만
으로 개발하기 위한“제주특별자치도 항만중장기 발전계획”
을 수립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우선 동북아 지역의 경제여건 분석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조건, 배후수송망 등 입지여건조사를 실
시하였고, 기존 항만개발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문제점, 개선사항을 검토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의 무역항(제주항, 서귀포항), 연안항(애월항, 한림항, 화순항, 성산포항, 추자항)의 항만운영 현황을
통해 부두별 시설이용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기존 계획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한 항만운영 현황 등을 바탕으로 항만별 물동량 수요를 예측하고 장래
항만개발 계획에 따른 평면배치계획, 건설계획, 공사비를 산정하고 항만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그 타
당성을 검토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정 항만별(제주항, 서귀포항) 현안사항인 해경부두의 위치선
정 및 기술적 현황과 제주항의 위그선 부두배치 계획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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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항만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항만기능의
재배치 및 재정립 방안을 수립하여 각 항만별 종합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크
루즈 관광 활성화에 대비한 크루즈선 전용부두의 규모 및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였고, 해양레저 등 관
광객 증가에 따른 마리나항 개발 여건 및 수요를 예측하고 마리나항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되거나 개발
중인 항만의 기능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제주특별자치도내 무역항(제주항,서귀포항)과 연안항(애월항,한림항,화순항,성산포항,추자항)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내 항만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1) 항만내 낮은 수심으로 선박
의 대형화 추세에 대한 대응미비, 2) 물동량의 정체, 3) 지역적 제약문제와 모래, 시멘트 등 공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물부두 건설 반대로 순조로운 항만개발에 악영향, 4) 관광항 개발요구 증대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 예상 및 그로 인한 환경파괴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 문제점을 개선하고‘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측면에서 제주특
별자치도내 항만의 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비즈니스·첨단지식산업·물류·금융 등 국제물류
기능을 담당하도록 지원, 2) 동북아시대를 대비한 동북아시아 중심항만으로의 역할 수행, 3) 환경친화
적 관광·휴양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국제적 수준 관광미항 조성, 4) 관광객의 주거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해양레저 및 스포츠 시설의 완비, 5)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소득과 삶의 질
을 높이는 항만의 역할 수행 등이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내 항만 개발의 목표를 바탕으로 항만별 기능정립 방향, 항만배후단지 개발 방
향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
제주특별자치도의‘제주국제자유도시’
의 조속한 조성과 항만별 개발 계획 실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속한 항만별·단계별 세부 실천계획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항만별 개발 계획 추진에
있어서 관련 기관간·계획간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제주특별자치도내 항만의 발전모델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주
특별자치도내 조속한 항만개발을 위한 강력한 항만개발의 추진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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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FTA 대비 어업인·어촌 지원대책
세부실천방안 수립(2차년도)
◉ 연구책임자 : 최성애
◉ 연구참여진 : 김정봉/ 홍현표/ 박상우/ 김봉태
이헌동/ 마창모/ 채동렬/ 남수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장 개방의 새로운 무역질서 하에서 어업인·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수산
업 경영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
한 국내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국내 대책 마련의 계
획을 세우고 2006년 'WTO/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어촌 국내대책 수립
‘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
다. 따라서 2006년의 종합적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보다 심화된 세부실천
방안으로서 국내대책(안) 마련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본 연구를 추진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수산보전제,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확산 방안 등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수산가공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수산벤처 활
성화 전략,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수산보전제와 관련하여서는
조건불리지역, 친환경부표, 재해예방, 고령어가 은퇴, 휴어, 어장휴식년제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산보전제별 도입의 필요성, 추진방안, 추진방식, 관련 법제도 검토, 기대효과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 구축사업은 지속적으로 성공사례의 발굴, 유형화,
홍보, 적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대적 변화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용이하도록 틀을 마련하였
다. 또한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산업에 있어서는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식품산업 육성차원에서
외식산업 및 수산물 식재료 산업 육성, 수산가공산업 발전방안, 수산가공벤처 육성 및 지원, FTA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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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맞춤형 가공 유통업 구조재편 등이 필요하였고, 브랜드 중심의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내수기
반 구축차원에서 브랜드화 전략 및 확산방안, 원산지 표시제 강화방안 등이 필요하였다. 마지막으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지원 방안으로 취약지역 긴급의료수송 제도, 맞춤형 어촌복지 바우처
제도, 1어촌 1멘토 제도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수산보전제 중 예산이 확보된 조건불리지역, 친환경부표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시행의 용이성을 감안
하면 재해예방, 고령어가은퇴, 휴식, 어장휴식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수산보전제의
합리적 추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 및 DB 구축, 합리적인 지원 단가 자료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은 수산업연계 공급자특화형, 시장특화형, 지역사
업화형, 배후소비지활용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어업인의 상황에 맞추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고
성공사례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책제언
수산보전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각 수산보전제별 기본원칙, 기준, 대상
등 본 연구에서 확정짓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현장 활용 방안을 효율적으로 정책화하고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타 부처와 중복되지
않는 사업 중심으로 세부실천과제를 제안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 조치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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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침식방지 기술개발 연구(Ⅲ)
- 연안침식방지를 위한 경제성 분석 ◉ 연구책임자 : 신철오
◉ 연구참여진 : 장정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연안침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역은 해수욕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해수
욕장에 대한 침식문제는 모래유실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의 해안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
어,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해수욕장의 침식문제는 연안환경자산의 감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
체 및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차단체 차원에서 연안침식
으로 인한 해수욕장의 기능 상실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침식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해수욕장의 가치를 추정하고 침식에 따른 해수욕장 활용
가치의 감소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해수욕장을 방문한 다양한 이용객으로부터 그들의 해수욕장 방문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여행비용접근법(TCM)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해수욕장 이용에 따른 편익의 크기를 화폐단위로 나
타내었다. 또한 해수욕장의 침식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실제 면접조사를 통해서 침식과 해수욕장 방문
편익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였다. 또한 연안 관
광 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2003년 산업연관표’
를 활용하여 산업연관분석기
법의 외생화 모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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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국내외 사례분석

해양환경자산(해빈) 감소에 따른 경제적 측면에서의 결과

2단계

가치측정기법 정리

최근의 적용기법을 중심으로 방법론 정리

3단계

표본해빈 선정 및
조사실시

경제적 여건 및 이용상황을 통해 표본해빈을 선정하고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자료수집

4단계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

5단계

연안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해빈손실에 따른 피해비용 추산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연안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정

결론
해수욕장 이용에 따른 편익을 추정한 결과 강릉 경포대의 경우에는 1인 방문시 해수욕장 이용을 통해
얻는 전체적인 편익의 크기가 약 95,000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의 경우에는 방문객 1인당 편익의 크기가 163,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충남 대천 해수
욕장은 118,00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운대, 경포대, 대천 해수욕장의 경우 해빈폭이 원래의 수준(침식의 영향을 맏지 않는 상황)으로
부터 10% 감소가 일어난 경우에는 방문객 당 그들이 누리는 경제적 편익을 의미하는 지불의사액의 크
기는 각각 20,500원, 18,133원, 20,029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제언
침식방지를 위한 경제성 분석의 최종목표는 연안침식으로 발생되는 피해규모 산정과 피해 정도에 따
른 적정한 침식방지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침식에 따라 연안지
역에 발생가능한 피해비용의 산정과 방지대책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를 최대한 계량화하여 산정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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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지역계획(안) 수립 연구용역
◉ 연구책임자 : 윤성순
◉ 연구참여진 : 최지연/ 백인기/ 정지호/ 정명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울산광역시 남구, 평택시, 시흥시, 아산시, 영암군, 창원시(이하‘6개 지역’
) 연안지역은 대부분 항만
구역, 산업단지, 방조제, 하구둑 등으로 이루어져 자연 해안선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6개 지역의 연안
지역에 입지한 항만, 산업단지, 도심지 등에서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활발하여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해양생태계 훼손, 간척 및 매립에 따른 연안육역과 연안해역 간 생태계 단절, 해양에 기인한 연안육역
의 자연재해 피해 등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고 연안지역을 친환경적으로 이용 및 개발하
기 위해서는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개 지역
의 연안지역을 통합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연안관리법 제8조에 근거한 연안관
리지역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6개 지역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계획 수립범위(연안해역 및 연안육역)를 정한 후
사회적·경제적·자연적 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안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 상 연안구역을 지정하였다. 연안구역은 절대보
전연안, 준보전연안, 이용연안, 개발조정연안, 개발유도연안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연안구역별로 권
장 및 협의사항을 제시하였다. 특히, 6개 지역의 연안지역은 다른 연안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계획수립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고, 대부분의 연안지역이 기개발지여서 국가(해양수산부)가 직접 수립하였다.
6개 지역 연안관리를 위한 기본목표는‘담수호 등 해역환경관리체계 구축’
,‘매립, 관광개발 등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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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수요의 적정관리’
,‘연안공간 이용의 경쟁력 강화’
, '보전과 개발의 합리적 조화' 등으로 제시하였
다. 또한 절대보전연안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
의 지역, 준보전연안은 농림지역, 하천구역, 근린공원, 준보전산지 등의 지역, 이용연안은 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예정지, 공유수면매립 예정지 등의 지역, 개발조정연안은 주거·상업·공업지역,
국가산업단지, 항만구역, 관광지 등의 지역, 개발유도연안은 항만구역 내 매립예정지, 신규 개발지 등
의 지역에 지정하였다.
연안구역별 협의 및 불허용 행위로 절대보전연안에서는 대규모 토사방류, 해양생태계 훼손을 유발하
는 오염시설 설치, 자연해안선 훼손 행위 등을, 준보전연안에서는 대규모 공유수면매립, 대규모 오염
물질 방류행위,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채굴, 채광행위 등을, 이용연안에서는 대규모 오염물질 방류행위
등을, 개발조정연안에서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추가개발사업, 대규모 해역환경 훼손 행위 등을, 개
발유도연안에서는 개발목적 외 오염물질 발생시설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연안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토론 및 협의 할 수 있는‘연안관리협의회(가칭)’
과‘명예연안관리인’제도 활성
화를 권고하였다.

결론
6개 지역의 연안지역을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이용 및 개발하기 위해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
하였고, 연안관리지역계획을 통해 단순한 규제가 아닌 계획에 의한 연안관리(Planning Control)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수립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시흥시를 제외한 5개
지역이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과하여 해당 지역 연안관리의 기본 계획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제언
6개 지역의 연안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안구역과 연안구
역 별 권장 및 협의 행위를 활용하여 각종 이용 및 개발행위를 조정한다면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실효성
이 높아지고 해양과 조화된 연안지역 관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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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해역 정보시스템 구축 연구(IV)
◉ 연구책임자 : 김종덕
◉ 연구참여진 : 최희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환경관리해역 지정 현황 정부는 2000년에
「해양환경관리법」
에 근거하여 해양환경의
관리가 필요한 9개 지역을 환경관리해역으
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환경관리해역 중 수
질·저질 오염이 심각한 해역은 특별관리해
역으로, 해양환경 상태가 양호한 청정해역은
환경보전해역으로 구분하여 해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및 보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
양환경의 계획수립 및 이행을 위해서는 각
해역에 대한 해양환경 정보뿐만 아니라 육상
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정보, 인간의 활동으
로 야기되는 각종 현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
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004년
부터 시작한 본 연구는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 환경관리해역의 관리계획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순환관리를 지
원하고 관련정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환경관리해역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목
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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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내용
2007년도 연구사업은 ’
04년부터 시작한 환경관리해역정보시스템 구축연구의 4단계 사업으로 해양
환경관리의 과학적 접근체계를 위한 육·해양환경 정보를 기반으로 광양만 육상 및 해양환경 모델을
연계하는 것이고, 이와 함께 시화호-인천연안 WebGIS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연구사
업은 모델 및 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노하우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연구기관((주)이앤위
즈, (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남해수산연구소)과 공동으로 협조하여 수행하였다.
지난 3년간 추진실적은 크게 광양만 육상 및 해양환경모델 구축과 WebGIS 기반의 시스템 구축(광양
만·마산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환경관리해역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cemais.meis.
go.kr)를 운영하여 환경관리해역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사업의 동 년도 주요
연구내용은 시화호-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을 대상으로 한 WebGIS 시스템 구축, 광양만 유역모델링
(’
05) 및 해양환경모델링(’
06) 운영시스템 연계, 광양만 해양환경모니터링,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
스템에 DB통합과 연계방안 도출 등이다.

결론
시화호-인천연안 WebGIS 시스템과 관련하여 육상환경(관리범위, 오염원정보 등), 해양환경(물리,
수질, 저질, 생물 등의 자연환경, 양식장, 어항 등의 해양이용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GIS DB로 구축
하였고, 구축된 각종 자료의 검색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와 함께 광양만으로 유입되
는 하천과 광양만 해역의 수질을 예측하기 위해 광양만 유역모델과 해양환경모델을 개발하였고, 두 시
스템의 연계를 위해 연계운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남해수산연구소는 광양만 모델에 필요한 입력자
료와 지속적인 해양환경 파악을 위하여 총 5회(5, 7, 8, 9, 11월) 의 수질 및 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한 정부의 해양환경정보 통합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환경관리해역정보시스템과 국가해양환경
정보통합시스템과의 연계 및 통합 설계(안)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
동 연구는 환경관리해역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일반국민에게 환경관리해역에 대한 정
보를 전달하고 정부의 노력을 홍보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해양환경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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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제도 재편에 따른
관리기반 재정비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종덕
◉ 연구참여진 : 조동오/ 남정호/ 윤성순/ 최지연/ 신철오/ 박수진
정지호/ 정명국/ 김나영/ 김복희/ 홍수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안은 육역과 해역이 맞닿아 있어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변화에 가장 민감
하게 반응하는 공간이자 해양환경의 유지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
화를 도모하는 고도의 관리정책이 요구되는 공간으로,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 자연변화에 사전 대비할
수 있는 사업추진과 실효성 있는 조정 및 관리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간의 연안관리 경
험으로부터 도출된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선진연안관리제도로서 도입하고자 하는 연안용도해역
제도와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연안관리법의 개정방안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2000년 수립된 연안통합관리계획과 2002년 이후 수립되고 있는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지자체 및 전문가의 인식을 조사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안의 가치평가와
더불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안관리법 개정을 구체적 수단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리기반 구축을 연
구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연안재해의 강도 증가, 해수온도변화에 따른 해
양환경의 영향, 해양관광의 세계적인 확산과 해양자원개발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개념의 연안통합관
리개념이 요구되고 있다. 즉, 연안이용을 둘러싼 지역수준의 갈등조정이라는 연안관리의 전통적인 목
적과 더불어 국가적인 수준의 사전예방적이고 자연순응적인 대응방안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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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양과학기술과의 연계강화와 생태계 기반의 관리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新연안관리제도는 연안
해역적성평가와 미래가치를 고려하는 연안용도구역제도 도입, 연안완충구역과 자연해안 순손실방지
제를 통한 관리역량 강화, 연안육역의 이용과 개발활동에 대한 연안관리권자의 협의권 강화를 통해 연
안에서의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실효성이 담보되는 관리정책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안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연안육역의 관리방안으로는 연안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하여 연안해
역과 연안육역이 동시에 고려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개정법률(안)에 근
거하여 수립할 연안통합관리계획은「정책계획(policy direction)」
과「공간관리계획(spatial
management plan)」
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 당시 연안지역의 개별현안에 대한 조정,
해결이 가능하고, 잠재적 현안에 대해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연안관리를 실현할 수 있으며,
공간관리계획의 경직성을 정책계획으로 보완할 수 있어 관리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안을 둘러싼 새로운 제반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연안의
여건 분석, 연안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안 검토, 新연안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렵,
기 수립된 지역계획과 새로운 제도와의 상이성 등을 분석하여 新연안관리제도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
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정책제언
新연안관리제도의 핵심적인 요소로 제시된 연안용도구역제도, 연안완충구역, 자연해안 및 서식지 순
손실방지제도는 도입시 예상되는 일부 부작용을 고려하고 지자체의 관리역량과 최근의 행정조직 개
편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에 걸친 신연안관리제도 추진계획을 제안하였다. 연안용도구역은 연안
해역적성평가를 실시하여 당해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계획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안완충
구역은 구체적인 시범사업의 실시 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
순손실방지제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로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2단계 제도개선 추진은 국토해
양부의 설립으로 육역과 해역의 연계관리가 용이해지고 하천과 바다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새로
운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 연안계획의 연계, 국토자원이용과 해양자원이
용의 연계 등 기존에 고려하지 못했던 다양한 관리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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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효율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박상우
◉ 연구참여진 : 윤진숙/ 최성애/ 육근형/ 이헌동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람사르 습지 등록,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순천만과 동천유역의 생태환경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순천만과 그 배후지역에 대한 보전 및 이용방안에 대
한 전략계획(Strategy Plan)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 순천만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그 생태적 다양
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생태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 및 생태환경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특히,「살아 있는 바다, 숨 쉬
는 연안」
이라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정신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첫째, 기초환경조사로 순천만을 둘러싼 중요이슈와 물리적 환경을 분석, 인문환경 분석, 관
광현황 분석, 자연생태·환경분석, 국내외 사례 검토, 관련계획 검토, 관련법규 등을 조사·분석하였
다. 둘째, 순천만을 찾는 방문객을 순천시 거주자와 순천시 외부의 거주로 구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
에 응답한 781개의 유효표본을 분석하였다. 셋째, 순천만 자연생태 조사의 빈도, 시기, 전문성 등을 고
려하여 생태환경조사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넷째, 순천만과 그 배후지역을 Eco-Reserved Zone,
Buffer Zone, 기타 지역(Transition Zone, Urban Zone, Eco-Edged Zone)으로 구분하
여 각 기능구역에 대한 기본방향, 기원원칙의 설정과 종 보전계획, 서식처 보전계획, 생태관광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순천만 생태환경 보전과 효율적 관리방안, 관광객에 의한 환경훼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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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및 저감대책, 람사르 COP 10 대비 순천만 관련 의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순천만 보전
및 이용방안과 관련한 사업들의 투지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사업의 타당성 검토, 파급효과 등을 제시
하였다.

결론
순천만은 주요 생태자원의 잠재적 가치로 볼 때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평가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
다. 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생태관광지로서 냉철한 현주소의 평가와 동시에 새로운 전략계획 마련을 통
해서만 가능하다. 현재 순천만과 그 배후지역에 필요한 것은 과거 바람직하지 못한 토지이용전략에서
벗어나 생태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미래지향적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생태보존지구 설정을 통한 실질적인 보존적 틀을 마련하고 그 기반 하에서 제한
적인 생태탐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제언
본 연구는 순천만 및 배후지역의 보전 및 이용방안에 대한 전략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물을
통해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관광체육부 등으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
어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토대로 순천시가
핵심주체로써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제시된 정책적 제언으로는 순천만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전
담기구 신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 실시, 순천만 생태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방
안 연구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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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
◉ 연구책임자 : 윤진숙
◉ 연구참여진 : 남정호/ 장원근/ 박수진/ 신철오
육근형/ 최희정/ 이미나/ 장준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10년 주기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이 요구됨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이
론적 근거와 정확하고 공정한 징수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 등 운영 체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다. 또한, 해양생태계의 보고인 서해접경해역에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어족자원의 증진에 기여하
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분석과 이해관계 분석을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동 연구는 총 3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안) 수립, 두 번째
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개선방안 연구, 세 번째는 서해접경해역의 해양생태계 관리방안 연구이다.
이들은 모두 개별과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먼저 해양생태
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안)을 보면,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이라는 비전과 해양생태
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ⅰ)체계적 해양생물서식지 관리, 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강화, ⅲ) 해양생태계 인식증진 및
지속가능한 이용, ⅳ) 해양생태계 관리기반 구축, ⅴ) 해양생태계 조사체계 구축 및 지식기반 강화라는
5개의 실천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음으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개선방안 부문에서는 해양생태계 복원의 국내외 사례 및 부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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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개선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의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해접경
해역 해양생태계 관리방안 부문에서는 서해접경해역의 해양생태계 현황 및 관리여건의 파악과 외국
및 국제기구의 해양생태계 관리 사례를 통하여 서해접경해역의 해양생태계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
해양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해양생물자원의 건강한 미래가치창출을 위해서 해양생태
계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의 이행을 위해 안정적인 투자계획과 재원확보가
필요한데, 그 방안으로는 국토해양부 예산제도의 개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개선, 방제분담금의
해양환경세로의 확대·개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활용, 해양환경개선특별회계 신설 및 기타 재원의
활용도 재평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서해접경해역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접
경해역 생태계 조사 및 민관군 협력형 모니터링 사업, 접경해역 해양보호구역 설정, 생태관광과 지역
주민 지원 활성화, 남북협력 및 지역해 협력사업 강화 등의 과제 추진을 방안으로 들고 있다.

정책제언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해양오염원의 급증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
해서는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이행을 위한 안정
적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해양생태계의 관리에 수반되는 조사 비용과 더불어 최근의 기후변화
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신속하게 조사·대응하기 위해서도 거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재원은 찾아보기 어렵고, 우선순위도 낮으므로 해양생태
계보전협력금을 활용하는 방안, 즉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의 인상 및 부과대상 확대를 통한 재원확보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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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아니아 태평양제도의 물류데이터
관리체제 구축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수엽
◉ 연구참여진 : 이호춘/ 정현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세아니아 태평양지역에는 많은 ESCAP 회원국들이 산재하여 있으나 이들 국가들을 위한 ESCAP
차원의 정책연구나 지원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들 섬나라들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
경제가 해운과 항공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항
만운영체제가 국가별로 다르고 각국을 연계하는 해상운송 서비스 발달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들 국가
들은 효율적인 물류체제의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오세아니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본 연구는 이들 지역에 대한 해운·항만·물류관련 기초데이
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 지역 물류체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오세아니아 태평양지역의
지역개발 및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오세아니아 태평양지역의 해운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별·항만별 컨테이너 물동량, 항만 요율,
운임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오세아니아 태평양지역의 해운과 항만
부문의 구조를 분석하고 물류관련 데이터의 관리방식 및 협력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결론
오세아니아 태평양지역의 전체 컨테이너물동량은 100만TEU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치를 보일 뿐만
아니라 전체 물동량의 절반 이상을 파푸아뉴기니와 괌이 차지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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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해운서비스의 경우 역시 인근의 호주와 뉴질랜드를 경유하는 항로가
주를 이루고, 이 외에 동남아, 유럽, 미주를 경유하는 항로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이들 국가들의 물류체제는 매우 빈약한 상태이며, 물류시스템 역시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SPC(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주도하에 물류데이터의
DB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운·항만·물류관련 기초데이터의 수집과 관
리는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전망이다.

정책제언
오세아니아 태평양지역은 지금까지 적은 경제규모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덜 받아 온 지
역이나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강화됨에 따라 선진국들의 지원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
이다. 우리나라와는 수산분야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해운 및 항
만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오세아니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
서 제시된 동 지역의 물류데이터 관리방안은 향후의 연구와 협력사업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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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국가교통DB 구축사업
◉ 연구책임자 : 김수엽
◉ 연구참여진 : 이호춘/ 박일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 전체의 교통·물류·항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DB화
함으로써 적절한 해상교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교통체계효율화법」
에서도 매 5년 단위
의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해상교통량에 대한 실제조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에 따라 해상화물의 기종점조사는 2001년의 첫 조사 이후 2005년에 전국적인 규모의 재조사가 수행
되어 5년 동안의 해외국가 ⇔ 국내항만 ⇔ 내륙지역간의 기종점의 변화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
초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하지만 매년 전국 단위의 조사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관계로 2005년 조사된
자료의 현행화를 통한 자료의 업데이트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해상물동량 및 항만건설 계획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간 해상화
물의 기종점 통행량을 ’
06년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항만의 개발 및 배후단지의 조성 등의 타당성 분석
등에 활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해상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내륙 기종점 현행화와 컨테이너물류거
점시설의 반출입 화물 기종점 현행화 부분이다. 해상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내륙 기종점 현행화는 국
내항만-내륙지역간(존별) 기종점 현행화 부분과 해외-국내항만 기종점 현행화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두 가지 작업 모두 28개 국내 무역항을 대상으로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만-내륙지역간 또는 해외-국
내항만간 화물 흐름에 대한 기종점 현행화를 수행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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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물류거점시설의 반출입 화물 기종점 현행화는 철도 CY의 반출입 화물 현행화와 내륙컨테이
너기지(ICD)의 반출입 화물 현행화 부분으로 구분 된다. 두 가지 작업 모두 주요 컨테이너항만 및 항
만도시에 위치한 철도 CY와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대상으로 국내항만-철도CY(내륙컨테이너기
지(ICD))-내륙지역간 화물 흐름에 대한 기종점 현행화를 수행하는 작업이다.

결론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리된 수출입 컨테이너를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의 경우 전체 수출입 컨테
이너의 67.2%에 해당하는 680만TEU를 처리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인천
항과 광양항이 각각 133만TEU와 132만TEU를 처리하였고, 울산항(33만TEU), 평택당진항(26만
TEU), 군산항(3만TEU), 마산항(3만TEU), 속초항(1만TEU)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2006년도에 전국 항만을 통해 수출된 적컨테이너 408만TEU 가운데 중국으로 수출된 컨테이
너가 전체의 23.3%인 95만TEU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유럽 57만TEU(14.0%), 동남아 51만
TEU(12.5%), 미국 43만TEU(10.4%), 일본 39만TEU(9.5%)의 순이었다.

정책제언
□ 데이터의 응용 및 활용 강화
- 향후에는 인력투입에 의한 조사는 필요한 대상과 지역위주로만 수행하고 정보시스템이나 업체
조사 등을 이용하여 기종점 조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화물품목 정비
- 화물품목별 교통수요 추정 등을 위해 화물별로 주로 선택하는 운송수단과 운송수단별 세부분류
(톤급별 등)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데이터 연동작업이나 분석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시스템의 보완
- 물류거점시설인 ICD나 철도 CY의 경우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대
부분 전산으로 반출입하는 컨테이너를 신고하고 있으나 일부회사의 경우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매우 필요
하다.

2008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97

제1장 2008 기본연구사업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연구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 연구책임자 : 장원근
◉ 연구참여진 : 남정호/ 육근형/ 최희정/ 이지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은 ’
70년대부터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울산미포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 유
류, 화학, 금속·제련 등 1천 여개의 중화학공업체가 입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연안공업지대이다.
’
05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이 약 40조원 정도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태화강 하구의 적조와 수
산자원 폐사, 일부 연안 지역의 중금속 축적과 같은 환경현안이 발생하고 있고, 산업단지 확보를 위한
매립사업 추진으로 자연해안이 대부분 상실된 지역이다. ’
95년부터 울산광역시는 훼손된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에코폴리스울산 계획’
을 수립·추진하고 있어 하천 및 해양환경은 개선되는 실정이다. 그
러나, 온산공단 인근해역, 장생포항 등 일부 해역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유기물과 중금속 등의 오염이
잔존하고 있어 울산연안의 환경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인 환경관리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주요 연구내용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한 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울산연안의 사회경
제활동과 자연과학적 특성, 오염배출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울산연안에서 추진 중인 환경
개선대책을 종합하여 관리계획수립에 활용하였다.
지난 10년간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의 수질은 COD 기준으로 2.28㎎/L(’
97년)에서 1.10 ㎎/L(’
06년)
로 개선되고 있으나, 온산항과 태화강 하구 등 일부 해역의 수질은 목표수질 Ⅱ등급을 상회하고 있고,
배후 유역의 하천수질 역시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석유화학단지와 온산공단이
위치한 울산 남구의 하수도보급률이 90%를 상회하나, 이 지역의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량이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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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오염원별로는 산업계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실정으로 산업계 기인 오
염원 관리가 시급하다.
한편, 울산연안의 해안선 중 약 47%가 인공화(전국연안 평균 12.7%)되었고, 대부분의 연안에 공단 및
항만이 입지하고 있어 울산시민의 연안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통계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안거주
울산시민 중 월 1회 이상 바다를 접하는 시민 비율은 불과 23%이며, 울산시민의 25%는 여가활용 등을
위한 연안친수공간의 부족을 울산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울산시민은 울산연안을 친수 및
휴식 공간이 아니라 산업단지를 비롯한 과도한 개발로 인해‘오염된 지역’
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결론
향후 울산신항의 본격적인 개발과 함께 부두시설 및 물류항만 능력은 배가될 것이나 이로 인한 연안지
형 및 해양환경의 악화 역시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의 육상기인 오염원이‘태화강 하구’
와‘외황강 하
구(온산항)’
를 경유하여 바다로 유입하고 있고 항만시설 건설에 따른 유속 감소로 인해, 동 해역의 오
염물질 희석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울산시는 총 86개 지구(면적: 31.5㎢)를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연안 지역 인구집중과 연안환경의 악화는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육
상의 사회경제활동에 의한 오염물질이 인근 해역에 축적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한편, 온산항과 태화강 하구의 퇴적물에서 해양생물에 미치는 급·만성 독성영향이 확인되고 있다. 즉
해양퇴적물에 함유된 독성오염물질에 관한 관리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온산항과 태화강 하구는
항만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입출입 선박의 항로 확보를 위한 준설사업이 주기적으로 실시되기 때문
에 준설에 따른 오염물질의 재부유에 의한 2차 피해가 인근해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제언
현재 울산시는 공해도시로 알려져 있던 오염을 벗어나고자「에코폴리스 울산선언」
,「태화강 마스터 플
랜 수립」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환경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개선과제 및 사업이 태화강에 치중되는 실정으로 연안공간의 친환경적 이
용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과제의 예상성과인‘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환경관
리기본계획 수립’
을 계기로 태화강의 수질개선 등의 성과를 적극 활용하고, 연안환경에 대한 종합관
리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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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해양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
◉ 연구책임자 : 이승우
◉ 연구참여진 : 윤상호/ 이종훈/ 홍장원/ 이윤정
송은종/ 김기완/ 이승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울진군은 국가어항, 해수욕장, 생태환경자원, 연안의 산 등의 생태연안자원이 풀부하여 경상북도 동해
안 연안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청정한 지역이다. 따라서 울진군 이러한 자원과 경북해양바이오산업
연구단지의 인적자원, 그리고 울진 관광형 바다목장사업 등 정부시책사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해양관
광개발 구상이 필요하다.
울진군의 연안자원을 발굴·활용하여 해양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해양관광 인프라, 지구별 해
양관광의 차별화, 다양한 컨텐츠를 가진 해양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울진군 해양관광 활성화
를 도모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울진의 지역여건을 지역환경, 해양수산환경, 관광환경, 그리고 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등으로 조
사·분석하였다. 이러한 지역여건과 해양수산 자원의 특성, 그리고 울진을 방문한 관광객의 설문조사
를 통하여 울진군의 잠재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울진군 해양관광개발의 컨셉트, 개발목표, 개
발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울진의 지리적 특성과 자원 특성을 기초로 개발 지구를 다이나믹 복합레저
지구, 환경 아크지구, 바다낚시·테라피 지구, 어촌어항 경관문화 및 마리나조성 지구 등구성하였다.
지구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재원의 유형, 투자단계 등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울진군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사업의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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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불편한 교통여건과 더불어 수도권에서 주말에 울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영동고속도로의 정체로
인하여 울진군으로 여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하여 울진군은 지역개발의 장애요
인이 되어 전국 연안 시·군 중에서 자연경관이 상대적으로 보전율이 높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엑스포
개최 계기로 군민들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과 청정해
역의 바다와 어촌의 자원을 동시에 활용할 경우에 21세기의 키워드 중의 하나인‘웰빙’
의 공간으로 가
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울진군의 친환경적 특성은 건강, 문화, 어메니티, 교육, 레저 등의 미래수요의 트렌드를 충족시
키는 귀중한 자산이다. 다이나믹 복합레저 지구는 레저와 해양레저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아크
지구는 교육과 친환경성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레저, 건강, 어메니티를 주요한 기능
으로 하는 바다낚시·테라피 지구와 문화, 레저, 어메니티를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어촌·어항 경관문
화 및 마리나 지구는 울진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공간이 될 것이다.

정책제언
울진군의 환경과 미래수요의 트렌드를 충족시키기 위한 4개 지구의 개발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과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지구별 도입시설을 관리·운영할 인적자원의
확보와 교육 등을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도입시설 중에 민간투자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에 민간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때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필요한 유치조건에 대
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투자된 민간자본의 투자이익은 울진군 밖으로 이동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민간투자자가 운영하는 경영체의 비용항목 중에서 울진군이 제공할 수 것은 인력과
자재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울진군의 대표적 관광자원과 각 지구의
도입시설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울진군의 관광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패키
지 상품의 개발에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8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101

제1장 2008 기본연구사업

항만물동량 예측시스템 구축 기반조성 연구
◉ 연구책임자 : 김학소
◉ 연구참여진 : 전찬영 / 김범중/ 김우호/ 최상희 / 심기섭/ 이성우/ 이종필
김운수/ 김강혁/ 조성우/ 최인영 / 정민지/ 이병철 / 김지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항만물동량은 과거와는 달리 특정 항만에 고정되지 않고 저렴한 비용과 서비스의 질이 높은 항만으로
집중화되고 있으며, 항만 또는 배후물류단지에서는 첨단시설이나 항만 마케팅을 통한 화물유치 경쟁
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물동량 예측주기가 5년 단위로 수행되고, 물동량 예측 기반
조성의 미비 등으로 인해 기초자료 수집의 한계와 관리의 부재 등 추가 물동량 예측시마다 즉각적인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항만물동량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항만물동량 예측과 항만개
발계획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물동량 예측시스템 구축의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1) 물동량 예측 통계 기반조성
우리나라 항만물동량 통계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첫째, 다수품목의 컨테이너 화물이 대표품목만이
기재되고 있으며 둘째, 입·출항 화물의 통계관리에서 화물품목 코드의 자의적인 기재 가능성이 존재
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고양식의 개선, RT부실신고 관리, Single Window의 Web 방식으로의 전
환,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해양수산통계의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항만물동량 예측을 위한 산업단지와 항만물동량 상관관계 분석
전국의 산업단지와 배후지역 항만물동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물동량 원단위를 도출하였고, 이
를 활용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항만물동량 변화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3) 트리거룰 적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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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계획수립과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업관리체계를 구축
하고자, 물동량 연동 항만개발 관련 연구 및 사례를 검토하였다.
4)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재정사업성과관리 제도는 Top-down 예산편성 방식의 도입으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책임성
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개의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성과목표
와 성과지표의 연계성 강화 및 합리적인 설정을 통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였다.
5) 북한항만 개발 추진방안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항만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해주항 개발을 통해 개성공단
및 해주경제특구의 산업시설 및 운송 인프라를 확보하여 물류비용을 감소시키고, 경제특구 개발 및 활
성화에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나진항 개발을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구축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북한항만개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결론
물동량 통계 작성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고양식의 개선, RT부실신고 관리, Single Window
의 Web 방식으로의 전환,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해양수산통계의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수요탄력적 항만개발 적용을 위한 충분한 교육 및 의견 수렴과 물동량 실사지수 개발을 통한 트리거룰
의 지속적 적용 및 보완이 필요하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투
명한 재정운영, 효율적인 사업 추진, 정책 및 제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항만 개발은 주기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한 일관성 및 지속적인 항만협력, 재원조달방안, 남북한 항만
위원회 등 개발계획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책제언
정부는 급변하는 대외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동량 및 관련 여건변화를 상시 모니터링·
분석하여 중단기 항만개발 정책에 반영하고, 항만수요 예측결과를 매년 항별 투자계획 및 개발계획에
활용하는 물동량 예측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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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상화물 운송협약 제정 대응방안
◉ 연구책임자 : 목진용
◉ 연구참여진 : 최재선/ 김민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엔(UN) 산하 기구인 국제 거래법 위원회는 화물운송과 관련된 기존의 제도를 하나로 통일하는 새로
운 국제협약안을 2008년 7월에 마련하였다. 이 협약은 유엔 총회에 넘겨져 12월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 협약은 육상 및 해상을 포함하여 복합 운송 등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인(해운회사)
과 화주(기업) 사이의 책임관계를 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운분야와 육상분야의 운송 관련 제도를 통
합·조정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단일화하고, 컨테이너 화물 운송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문전운송까지
협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 해상물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 협약 심의 작업에 대한 정부 훈령 작성과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크게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협약 제정 회의에 대한 대응과 분석을 다루고 있고,
제2부는 협약 주요 내용과 향후 대책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협약이 최종 채택될 때까지 정부
의 대응자세를 언급한 제1부에서는 관련업계와 교수·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협약 심의에 필
요한 정부 훈령을 작성하는데 주력하였다. 즉, 남은 일정 동안 우리나라는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한
도에 대해 기존의 협약 수준인 컨테이너 당 666.67 계산단위(SDR)를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 협약
에서 처음 도입되는 대량 화물 정기운송계약(Volume Contract)에 대해서는 업계 등에 미치는 영
향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계약 물량 단위를 정하는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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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선사들에게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항해과실의 면책 폐지 등에 대
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수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국 등 관련 국가와 공조체제 구축하여 대응하도
록 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협약 제정에 따라 선사와 화주 등이 입을 수 있는 부담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B/C)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2부에서는
200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정부와 선사
등의 대응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이 협약은 기존 협약과 달리 선사의 책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조항은 물론 항해과실 폐지와 대량 화물 정기 운송계약 등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을 담
고 있어 향후 선사의 국제 화물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국제화물 운송과 관련된 새로운 협약이 유엔에서 채택됨에 따라 향후 협약의 시행과 관련된 논의가 이
루어질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협약이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시행도 하지 전에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으나,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 군이 집단적으로 협약에 가
입할 경우 일반적인 예상보다 빠른 시간 내에 국제적인 발효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 같은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사와 화주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일단 협약 문안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홍보하는 한편, 비준 여부 등을 정밀하게 검
토해야 한다. 선사는 협약의 강제 적용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정책제언
먼저 정부에서는 오는 2009년 9월 로테르담에서 열리는 협약 서명식에 현지 대사를 참석하도록 조
치한다. 그런 다음 협약의 수용 가능성 등에 대해 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 대상으로 의견 수렴작업을
해야 한다. 협약을 수용하기로 하는 경우 가입 시기나 상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 작업도 필
요하다. 다만 신 협약은 1924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나온 거의 80년 동안 통용된 해상화물 운송질서
를 크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협약 수용 방안이 치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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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해사관리정책 개발(4차)
◉ 연구책임자 : 장학봉
◉ 연구참여진 : 목진용/ 박용욱/ 박수진/ 손규희
강은철/ 김복희/ 홍수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해사채취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IV)’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어, 이번 제4차 연도부터
는 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해사채취와 관련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목표는 해사채취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 중‘친환경적 해사관리 정책’
개
발을 위한 정책 부문의 연구로써, 해사채취를 포함한 일련의 해양활동의 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해양환경관리정책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특히 2007년 1
월에 제정된「해양환경관리법」
의 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주관 기관인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비롯하여 해양관련 환경영향조사업체 및 대학교 교
수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문헌조사, 현장 조사, 해외출장을 통한 외국
문헌 조사 등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
07. 1월에 제정된「해양환경관리법」
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동
시에 추진되고 있어서 이들 내용과 보조를 맞추어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4개의 세부 연구내용을 선정하였다. 첫 번째는「해양환경관리
법」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작성대행업 기반 강화 방
안 마련이었으며, 두 번째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에서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업자 선정방식의 검토를 통한 신뢰성 제고 방안 검토이었고, 세 번째는 해
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의 규제영향 분석이었으며, 그리고 네 번째는 해역이용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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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검토에 있어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실무자들의 일관성 유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역
이용영향평가서 검토 지침(안) 마련이었다.

결론
해역이용영향평가 작성대행업 기반강화를 위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기관 등록 및 관리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적정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였고, 작성대행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대행자 교육 시
행방안을 마련하였다. 환경영향평가(해역이용영향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서 작성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을 비교하였으며, 평가서 작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써 공탁제, 선정
제(지정제), 승인기관 작성, 평가대행자 선정방식, 감리제의 검토 등의 대안들을 검토하였다. 해역이
용영향평가등 규제영향분석은 관련 하위법령(안)과 규제심사(안)의 세부내용을 검토하였으며 평가요
소별 규제영향분석을 하였다. 끝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검토 지침(안)을 개발하였다.

정책제언
해사채취의 친환경적 관리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사채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에 대
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공급난의 해소를 위한 모래 수입의 타당성 조사, 해사채취의 환경비용 발생
을 통제하기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방안 연구, 해사채취와 관련된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지방청 실무자의 해역이용협의에 도움이 되는 협의 지침
(guidelines) 개발 등이 그 예들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 대안들을 통하여 이전까지 거의 불모지에
가까웠던 해사채취에 관련된 환경정책적 수단들과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해사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제시된 제도적 대안들이다. 앞으로
이러한 대안들이 제대로 정착되고 실행된다면 한정된 자원인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의 해사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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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실태조사·지적측량 및
관리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윤진숙
◉ 연구참여진 : 김종덕/ 최지연/ 백인기/ 박수진
신철오/ 정지호/ 정명국/ 장준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해안선 변화로 인하여 지적선 밖에 형성된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공유수면으로 분류되었으나 육지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도출된 바닷가에 대하여 토지전환이 필요한 바닷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에 등
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바닷가 관리체계를 구축하
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바닷가를 도출하기 위하여 인천, 경기, 충남 해안을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바닷가에 대해 이용현
황 실태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대상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하여‘전환’
대상 바닷가,‘관리’
대상 바닷가,‘보전’
대상 바닷가로 분류하였다. 또한 전년도에 실태조사·지적 측량하여 도출한 태안
군과 부안군 바닷가에 대하여 정량평가를 거쳐 분류된‘전환’
바닷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실사단을
구성·운영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등록 가능한 바닷가를 선정하였다.
한편, 미등록 바닷가에 대한 토지등록의 목적, 방안, 절차에 대하여 검토·파악하고, 이용실태나 주변
환경 및 여건, 신규 등록 후 관리방안 및 민원반영 여부 등을 종합검토 한 후, 바닷가의 관리상·법률
상 문제점과 정책적·법률적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이외에 미등록 바닷가에 대한 관리의 일환으로 바닷가 번호관리체계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도입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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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가 번호관리체계에 따라 바닷가 번호를 부여하며, 바닷가 관리를 위한 기본도 작성방안 및 기본도
시범제작을 실시하였다.

결론
인천·경기·충남지역의 바닷가에 대하여 관리유형을 분류한 결과, 인천은 총 224개, 경기도는 321
개, 충청남도는 599개로 총 1,144개, 면적 2,710,299㎡의 바닷가를 찾아내었고, 이들에 대한 정성·
정량 평가를 통해‘토지전환’
,‘관리’
,‘보전’대상 바닷가로 유형 분류하였으며, 이중에서‘전환’
대상
바닷가는 인천 117개, 경기도 191개, 충청남도 240개로 총 548개가 도출되었다. 또한, 전년도에 태안
군과 부안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지적측량을 통해 나타난 총 272개 바닷가를 평가하여‘토지전
환’대상 바닷가 68개를 도출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와 주변 토지이용 등의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토지등록이 가능한 바닷가 7개를 선정하였다.

정책제언
바닷가 실태조사·지적 측량을 통해 바닷가를 도출하는 것은 토지적 특성이 강한 미등록 토지를 찾아
내어 토지로 등록하고, 해양적 특성이 강한 바닷가에 대해서는 보전 차원에서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등
바닷가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바닷가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 향후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므로 도출된 바닷가를 국유지로 전환하고
나머지 바닷가를 보전하였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요구된다.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조사결과에서 도출된 불법 매립과 무단 점·사용 등 바닷가 불법사례 유형 구분과 문
제점 파악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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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및 주요 FTA 해운서비스
협상 대응전략 연구
◉ 연구책임자 : 최중희
◉ 연구참여진 : 최영석/ 김민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해운서비스 다자 및 양자협상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협상전략 수립을 포함한 체계적
인 대응마련이 필요하며, 주요 FTA의 발효로 예상되는 해운제도 및 관행의 변화에 대비한 국내에서
의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해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
요에 의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WTO/DDA 해운서비스 협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 모색, 둘째, 주요 국가 및 지역별 FTA 추진을 위한 협상전략 수립, 셋째, 해운산업 부문의 실질적
인 영향력 행사 및 협상 참여 추진, 넷째, 해양개발기본계획 등 국가계획 및 전략과의 연계성을 고려
등이다.

주요 연구내용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방법과 범위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
및 세계 FTA 추진 현황 동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WTO/DDA 해운서비스 협상 동향 및
우리나라의 WTO/DDA 해운서비스 협상전략을 소개하였다. 제4장, 5장에서는 EU, 호주와의 FTA
추진전략 및 대응전략을 서술하였다. 이를 위해 EU, 호주의 해운산업 및 규제 현황, EU, 호주의 FTA
추진 동향 및 경제적 효과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EU, 호주와의 FTA 추진전략을 필요성 및 기본 방향
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결론
첫째, DDA 협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와 WTO 사무국 및 주도세력 국가들의 적극적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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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의하여 극적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공존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Friends Group’
을
통해 해운서비스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DDA 협상에 있어서 비공식 협의기구이지만 WTO 사무국에
의해 인정받고 있는‘해운(MTS) Friends Group’
이 해운서비스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셋째,
DDA 해운서비스 협상 대상 분야는 복합운송까지 확대되고 있다. 넷째, 다양한 국가의 협상 참여 및
타결이 세계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세계 FTA 확산은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
망이다. 여섯째, 대부분의 FTA는‘DDA 플러스’수준의 협상 타결이 목표이다. 대부분의 FTA 및 지
역무역협정에 있어서는 결국 상대국의 경제 및 산업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양허수준이 결정되는 가운
데, 협상 초기에‘DDA 플러스’수준의 타결이 목표로 설정되고 있다. 일곱째, 향후 우리나라 FTA 추
진도 가속화 예상된다. 여덟째,‘한·EU FTA’협상은 연말까지 타결 전망된다. 아홉째, 한·호주
FTA 협상은 한·뉴질랜드 FTA와 동시 추진 예상된다.

정책제언
첫째, 실무전문가 중심의‘DDA 및 FTA 대책반(가칭)’
이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세부의제 검토를 위
한 정책 및 통상전문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FTA 상대국의 수준에 적합한 양허요청 및
협상타결이 도모되어야 한다. 넷째, 세계 해운시장 여건변화 및 해운제도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다
섯째, 국내시장 상황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공정거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업계는 시장 확
대 및 다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일곱째,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FTA에 대한 조속한 사
전연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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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해양(어촌) 관광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연구책임자 : 이종훈
◉ 연구참여진 : 윤상호/ 이승우/ 홍장원/ 이윤정/ 송은종/ 김기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거제시는 해양관광 측면에서 높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나 관광객의 욕구, 동기,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력성과 흡입력을 갖춘 관광상품 부족으로 늘어나는 해양관광수요에 대비한 체계적 개발계획
마련이 요구된다. 거제시가 보유한 풍부한 자연자원의 매력을 살리고 독창성을 연출하는 동시에 이와
연계한 다양한 휴가형 해양관광 테마를 개발하는 한편, 주요 항만시설 등 기존 시설물을 시민이 친숙
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나아가서는 포시즌(Four-Season)체류형 해양관
광 상품 개발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거제시해양 관광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분석을 위하여 지역여건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일반현황,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과 관련계획 및 법규를 검토하였다. 관광여건 분석 및 해양
관광실태 조사에서는 거제시의 자연관광자원과 인문관광자원 생태관광자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
며 해양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문객 활동특성과 방문실태, 문제점 및 거제시 해양관
광의 발전방향 등을 분석하였다. 해양(어촌)관광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에서는 거제시 해양(어촌)관광
추진방향, 마리나시설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해수욕장 관리방안 및 기본계획, 해양낚시공원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해양친수공간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업효과 분석에서는 파급효과 분석
과 사업추진 전략, 홍보방안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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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거제시의 해양 및 어촌관광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주요 추진사업으로 마리나의 건설, 새
로운 해수욕장의 정비 그리고 해양낚시공원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지역별로는 지역
주민과 거제시를 둘러보는 관광객에게 비교적 단순한 즐거움과 amenity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형
친수공간조성사업을 추진이 필요하다. 다양한 내륙 및 연안의 인문사회, 역사문화 관련 유무형 관광자
원도 향후 해양 및 어촌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높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적 파급효과로는 거제시 해양(어촌)관광 및 관련 산업 시장이 학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광측면
에서 거제시민의 역외 유출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오히려 외부 관광객에 대한 흡인력을 제고함으
로써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정책제언
거제시는 처한 제반 여건과 주어진 다양한 해양 및 어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이 쾌적하게 머
물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다양한 편의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증진 그리고 지역세수 확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고 궁극적으로는 거제시가
내 건“캐치프레이즈”
이자 발전목표인“Blue City Geoje"를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순조로운 추
진을 위해서는 공공재원 뿐 만 아니라 민간자본의 유입이 필수적인데, 사업성과 이에 따른 이윤 확보
가 목적인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행정적, 법적 추진상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시키고자 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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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연구
◉ 연구책임자 : 윤성순
◉ 연구참여진 : 백인기/정지호/정명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안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특수 환경지대로서 연안자원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하고
있으나 매립·간척, 육상 폐기물의 무분별한 투기, 연안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교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장군의 연안은 수산자원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대도시권 어촌지역으로서 연안개발의 압
력에 적절히 대응하고 양호한 경관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통해 조화로운 연안이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기장군 연안의 보전·이용·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관리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인 연안관리를 실현하며, 합리적인 연안구역 설정을 통해‘계획에 의한 관리’
를 실시함으로써
기장군 연안을 효율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연안의 자연환경이 우수한 기장군은 광역대도시권에 속하여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산발적인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 및 군사시설 등에 의한 경
관의 훼손이 나타나며, 해역수질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수도 보급률이 낮고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장군의 쾌적하고 건강한 연안환경을 확보하고, 지역민과 함께하
는 연안공간을 창출하며, 연안이용의 합리적 조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① 연안공간 및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② 연안이용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③ 인식제고와 참여
를 통한 연안관리 지역역량을 제고하고, ④ 효과적인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연안
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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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연안관리계획의 수립은 연안계

< 기장군 연안관리지역계획 총괄도 >

획구역을 지형, 도로, 용도구역, 해역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고, 기장군
연안을 기장읍의 남부권과 장안읍과 일
광면을 포함하는 북부권으로 구분하고 권
역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장군의
연안기능부여 상세기준에 따라 절대보전
연안 12.8%, 준보전연안 44.9%, 이용연
안 4.45, 개발조정연안 33.5%, 개발유도
연안 4.3%를 설정하고 관리구역별 설정
기준 및 권장·협의사항 그리고 부문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기장군 연안관리지역계획(안)은 해양경관
자원을 활용한 동부산 관광개발 추진을
원활히 하며, 연안오염원 관리체계를 구
축토록 하는 한편, 어촌정주환경 개선과
어업활동 지원시설 강화를 위한 지역기반
을 마련하고, 친환경적인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공간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장군 연안을 효율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되었다.

정책제언
연안관리지역계획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기반 확보가 선행되어
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연안통합관리 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안관리법에서 정한 명예연안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연안관리지역계획 평가체계를 구축하며,
기장군 연안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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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항만보안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형태
◉ 연구참여진 : 박용욱/ 김찬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11 미국테러 사건 이후 항만을 이용한 테러위협 및 보안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항만시설 보안확보를 위한 국제협력강화와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각종 보안강화제
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항만시설 보안강화 움직임은 우리항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항만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보안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항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향
후 10년간 추진해 나가야 할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국제표준에 적합한 국가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
고, 항만시설 보안강화에 소요되는 인력과 보안시설ㆍ장비 규모를 추정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회수가 가능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9개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항만시설 보안 관련 국내·외 환경변화
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항만보안 관련 이해관계자의 니즈변화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
나라 항만보안체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항만별 경비인력, 항만보안시설·장비
수요 분석 및 배치방안을 강구하였다. 제6장에서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수
립방안을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항만보안사건에 대한 대비·대응조치를 분석하고, 제8장에서는 항
만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분석하였다. 제9장에서는 주요국 국가항만보안체계 및 항만시설
보안료 제도를 고찰하고, 마지막 제10장에서는 우리나라 국가항만보안체계의 확립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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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분석결과 획득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항만시설 보안수준은 그동안 항만당국
과 보안관련 유관기관의 노력 및 체계적인 보안업무체제 정비를 통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둘
째, 그러나 항만보안장비 및 경비인력 확충 비용은 항만시설운영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여 민간 터미
널운영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터미널 운영업체는 이 비용을 항만이용자에게 전가할 수는
있으나, 항만이용자는 항만시설보안료 부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가 보안관련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우
리나라의 항만출입은 경비보안 인력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는 있으나, 현대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터미널 운영사별 경비체제로 인해 테러에 대한 공동대응이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항만보안관련 국제협력이 부족하며, 예산부족으로 인해 항만보안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도 취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2020년까지 항만경비보안인력은 1,664명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
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009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항만보안장비 및 시설 설치에는 2020년까지
805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책제언
연구결과 세 가지 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터미널운영자별로 수행되고 있는 항만경비보안체제를 터
미널 또는 항만단위로 확대하여 지휘명령체제의 일원화, 신속한 정보전달, 보안사건 발생시 신속히 대
응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항만시설경비 보안인력은 현재의 청원경찰 활용방식에서 특수경비업체 활
용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둘째, RFID 태그 등을 활용한 출입통제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며, 이와 관련한 첨단 보안장비 개발
을 정부가 주도하여 항만보안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항만보안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항만보안업무 추진 전담기구
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항만 및 물류보안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가칭)[물
류보안촉진·지원법]을 제정하고 우리나라 항만 및 물류 전체의 보안을 담당할 물류보안전문기구를 신
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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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해양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 연구책임자 : 이승우
◉ 연구참여진 : 이종훈 / 홍장원 / 이윤정 / 김효창
송은종 / 김기완 / 이승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무안군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도시민의 다양한 해양관광 수요
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무안군은 미이용 해양관광자원을 이용한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필요하다. 그리고
전라남도는‘전남해양종합개발계획’
에 따라 해양개발의 투자를 수행하고 있어 광역적 계획을 지원하
고 이와 상응하는 지역 해양관광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높다. 무안군의 어촌기
능의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바다자원과 어촌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생산자 기반 위주
에서 탈피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관광객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양관광계획을 수립
한다. 또한 해양관광계획이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활성화를 이끌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무안군의 읍·면 중에 해양관광자원 개발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운남면과 망운면의 해양관
광개발 계획에 관한 것이다. 운남면 동암리 영해지선은 신안군 압해도와 마주 하고 있는 연안으로서
자연초로 구성된 인근 바다를 활용한 해상낚시터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서 해상낚시터의
위치와 시설계획의 수립과 해상낚시터의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운남면 성내리 도원지선은
갯벌과 어울리는 완만한 경사의 구릉지를 활용하여 갯벌생태관광과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해
양복합레저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양복합공간의 테마를 토대로 개발계획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갯벌의 마을어장에서 신고어업을 하고 있는 망운면 목서마을을 대상으로 어촌체험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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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계발하고, 체험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에 대한 도입계획을 수립하였다.

결론
무안군 운남면의 해양복합레저 공간계획은 여가를 즐기기 위한 도시주민의 공간으로 역할과 동시에
농업과 어업의 1차 산업의 단순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2차 산업, 나아가 3차 산업을
결합한 소득창출 활동에 적극즉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운남면 동암리의
해상낚시공원 조성계획은 상대적으로 외부인 들에게 개방이 덜 된 동 지역에 관광객의 방문 욕구를 자
극할 수 있는 시설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신안군과 무안군 운남면을 연결하는 연륙교는 해
상낚시공원뿐만 아니라 해양복합레저공간의 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갯벌의 다양한 자원의 생
태관찰과 어업경력이 20년 이상인 목서 어촌주민의 전통어업 가이드 등은 목서 어촌체험마을의 특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정책제언
무안군 운남면과 망운면에 조성계획인 해양복합레저공간, 해상낚시공원, 목서 어촌체험마을 등의 효
율적 조성 및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조성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적극적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둘째, 친환경적 시
설을 위한 실시설계단계에서 디자인과 조경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해상낚시공
원의 배후부지에 지역주민이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해상낚시공원을 다기능화
하여야 한다. 넷째, 어촌체험관광은 관광객에게 지역의 인정을 맛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속
적인 관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해양복합레저공간, 해상낚시터, 어촌체험마을 등에 건립되
는 시설이 살아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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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산업화를 위한 수요분석
◉ 연구책임자 : 윤성순
◉ 연구참여진 : 윤진숙/ 장홍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지속적인 수요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해양자원으로서 해양
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4조에 의거하여 해양심층수의 보
전·관리 및 개발·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해양심층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아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본계
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해양심층수 자원의 체계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뿐
아니라 해양심층수의 산업화를 위한 수요분석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 이하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
서 동해에는 해양심층수의 자원량이 무한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해양심층수를 개발하여 먹는 해양심층수 시장을 필두로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인 제품 개발이 이루
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심층수를 개발하기 이전에 시장을 전망해야 할 필요성이 제
기됨에 따라 조건부 가치측정법에 의하여 해양심층수의 전체 시장규모를 추정하였고, 산업연관분석
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
하였고, 기본원칙으로서 해양심층수가 공공성이라는 점,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원칙이나 산업화
초기에는 과당경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전예방의 원칙,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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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층수 개발업자와 정부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계획의 목표로는“해양심층수
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안정적 이용 기반 확보와 합리적 보전·관리”
로 정하였으며, 이를 달
성하기 위한 4가지 추진전략, 4가지 부문별 추진계획 및 부문별 세부 추진사항과 더불어 예산을 수반
하는 3가지의 주요 추진사업을 제시하였다.

결론
해양심층수 제품의 시장규모는 해양심층수 시장이 성숙되는 예상 시점을 2018년으로 예상했을 때, 생
산유발효과 약 1조 9천억원,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으로 인한 직간접 취업유발효과 32,000명으로 추정
되며, 2012년까지는 생산유발효과 1조 738억원. 취업유발효과 17,558명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수립된 기본계획에는 해양심층수 자원의 계획적 이용과 관리를 통한 안정적 성장 추진 부문, 새로운
해양산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부문,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연구기반 확대 부문, 지속가능한 이
용을 위한 해양환경 및 자원관리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 세부 추진사항을 제시하였고, 예산을 수반하
는 주요사업 추진과제로는 산업화 지원사업, 산업기반 강화사업,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도출하였다.

정책제언
해양심층수 산업은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해양 분야의 신산업으로서 개발 및 이용에 앞서 제도 정비와
더불어 산업계의 동향 및 시장 전망이 중요하다. 먼저 정부는 산업화 초기에 과당경쟁을 지양하는 것
이 빠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제도정비를 추진하였고, 이것은 미리 준비된 사업자에게
규제로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종종 보아왔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이나 과당경쟁
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쳤던 악영향을 고려한다면 사전예방의 관점이 포함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
나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며, 정부는 매년 해양심층수 산업전망을 제시하여 해
양심층수 산업의 위험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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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추가 지정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김학소
◉ 연구참여진 : 길광수 / 심기섭 / 이성우 / 장정인
고병육 / 한은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항의 경우 기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관리기관의 부재 등의 요인으로 인하
여 지정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항의 지리적 여건·교역현황 등 주변 여건 및
인천항의 물류흐름과 연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추가지정에 대한 필요성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대상후보지를 접근성, 부지여건 및 사업추진 난이도 등의 평가항목으로 평가
한 결과, 인천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아암물류 2단지) 및 인천북항 준설토 투기장이 최적 요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북항 투기장의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이며, 제3준설토투기장의 경우 제1
단계는 2011년, 제2단계는 2015년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북항준설토투기장을 우선적
으로 지정하고, 운영효과를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외 제조·물류기업의 희망업체는 총 60개이며,
이들 기업들이 희망하는 면적은 1,312,746㎡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점적인 유치업종으로는 목재 및
종이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자동치 등), 운수 및 보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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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확대지정은 인천항의 새로운 화물창출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
며, 인천항이 고부가가치항만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제언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추가 지정을 위해서는 우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부지원정책의 마
련과 거시적인 발전계획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인천내항 재개발기본계획을 고
려한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지정방안의 수립, 국내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자유무역지역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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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투자 사업
기초 타당성 조사
◉ 연구책임자 : 김학소
◉ 연구참여진 : 이성우 / 김운수 / 장정인 / 김근섭
최영석 / 송주미 / 석진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신흥경제 시장의 성장, FTA 등 자유무역 확산 등으로 세계 물류시장 규모 확대 및 물류기업의 글로벌
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제조 등 물류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류기업의 글로벌화는
독과점 시장체제를 형성시켜 시장진입 장벽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구매력 및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
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물류경쟁력 향상 및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지
원하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해외 투자 사업
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계하여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전략 차원에서 신규 유망사업을 발굴하
고 현지 조사를 통해 기초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업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해외 투자 대상 사업 조사를 위한 운선순위 선정을 수행하였다. 우선 순위 선정은 해외 투자 가능
사업을 분류하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작성하여 가장 시급성이 높으며 유망한 사업을 선정하였다.
둘째, 선정된 지역의 현지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지 조사 이전에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셋째, 현지 조사를 기반으로 한 사업성 분석을 위한 물동량 추정,
운영 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물동량 추정은 현지 추정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자료 부족 시 자체적인 물
동량 추정을 수행하였으며, 운영 계획은 현지 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수립하였다. 넷째, 현지 조사 자
료 및 물동량 등을 기반으로 경제성 및 사업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투입 변수는 현지 자료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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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였다. 다섯째, 추가 진출 가능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였
다. 과업 추진 중에 발굴되는 유망 사업의 경우 향후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여섯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제시하였다. 현재 여건에서는 어려우나 장래 우리나라 물류경
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
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투자 가능 사업의 현자 조사 필요성 분석을 통해 총 15개 사업에 대한 현지 조사를 수행
하고 최종적으로 7개 유망 사업(루마니아 콘스탄자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 브라질 산토스항, 베트
남 다낭항, 멕시코 만사니요항, 중국 대련항, 인도 첸나이 ODCY 등)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그 중 수
익성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수익성이 우수한 사업(IRR 10% 이상)으로 루마니아 콘스탄자, 러시아 블
라디보스톡, 브라질 산토스, 멕시코 만사니요 등 4개 사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진출 가능
한 12개 사업을 발굴하여 국제물류투자협의체에서 사전에 준비 및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정책제언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를 조기에 안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전담 인력, 관련 전문가 보유, 정규 조직화 등 기업의 요구와 국가 전략에 부합되는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투자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및 제조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사업추진
을 다양화해야 한다. 넷째, ODA 등 유사 해외진출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다섯째, 권역별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여섯째, 전략적 투자 활성화 및 노하우 습득과정을 지원해야 한
다. 일곱째, 우리 정부에서 투자국 정부와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상의 제언 실현을 통
해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사업의 장래 국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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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해양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 연구책임자 : 이승우
◉ 연구참여진 : 이종훈 / 홍장원 / 이윤정 / 김효창
송은종 / 김기완 / 이승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말은 물론이고 주중에 화성시의 연안을 방문하는 사람은 다른 인근의
연안 시·군보다 높은 편이지만, 먹거리 공간과 즐길거리 공간포함한 어메니티가 높은 해안 친수공간
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화성시의 바다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생
명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해양관광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화성시 해양관
광의 미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연안 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자연생태 보호 및 문화상품 개
발을 위한 계획 수립할 뿐만 아니라 해양관광 마스터플랜 제시한다. 그리고 관광산업의 타당성 조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어촌관광개발사업을 평가 하여 바람직한 사업추진 방
향을 설정,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화성시의 지역현황, 지역환경, 수산업 환경, 관광환경, 그리고 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등으로 조사·분
석하였다. 화성시의 해양관광자원, 해양관광 상품, 해양관광 수요 등의 조사를 통하여 해양관광여건을
분석하였다. 지역여건과 해양관광 여건의 분석을 토대로 개발 컨셉트, 기본방향, 개발전략 등을 설정
하였다. 화성시의 연안을 개발·이용지구, 어촌체험지구, 도서지구 등으로 크게 분류하고 각 지구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개발이용지구에 속하는 궁평항지구의 개발컨셉은‘feel이 있는 친수공간’
, 전곡항의 개발컨셉은‘마
리나 파라다이스’
, 제부도의 개발 컨셉은‘밤에 피는 꽃’
으로 설정하여 컨셉에 적합한 개발계획은 수

126

4. 수탁연구과제 7-073

립하였다. 도서지구인 입파도, 도리도 등 생태환경이 뛰어난 섬은 보전지구로 지정하여 생태환경의 교
육과 관찰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규모 어항이 있는 어촌계의 활성화를 위한 어항과 관련
개발계획을 제시하여 어촌주민의 어업외 소득원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지구
별 개발계획과 함께 화성시 해양관광개발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화성시 해양관광 종합개발계획은 화성시의 연안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한 마스터
프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관광개발계획이 실행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
에 중앙정부의 관광계획과 관련된 시설은 예산의 확보 차원에서 그렇지 않은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상
세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시설이 권역별 컨셉을 달성하는데 씨앗 역할을 할 때 화성시 해양관
광 종합개발계획은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계획은 기본계획으로서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 단기적 관점에서 시행착오가 투자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투자와 관리·운영이 필
요하다.

정책제언
수도권에 위치하는 화성시의 연안은 제부도와 궁평항을 중심으로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편이다. 따라
서 이러한 관광객에게 만족을 높이고, 연안의 주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관광계획의 수립과 동
시에 다음과 같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사업의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권역별 이해관
계자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비전과 목표,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영향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시설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적자원의 계발이 필요하다. 셋째, 화성시 연안의 인문자원 지속적인 조
사·연구가 필요하며, 생존한 사람과 관련된 무형자산의 발굴·보전은 시급히 조사되어야 한다. 넷째,
권역별 개발 대상지까지 바로 접근하는 교통수단이 아닌 대중이 즐겁게 독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수단도 화성시의 인문자원을 활용한 디자인과 개발을 하여 관광객에게 쾌적한 공기를 선사하고, 이산
화탄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살리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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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수산물 이력제 사업
◉ 연구책임자 : 주문배
◉ 연구참여진 : 이진희 / 김 현 / 윤재웅 / 김현재
정애주 / 이헌동 / 마창모 / 정혜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수산식품을 포함한 식품 위생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회적 관심의 대두와 먹거리에 대한 안전·
안심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산식품에 대한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게 되
었다. 이에 수산물이력제 사업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마련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
05년부터
’
08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이 도입·추진되었다. 동 사업은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력추적관리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및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으로 동 제도의 조기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산물이력제의 대상품목 및
참여업체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책홍보를 통한 동 제도의 확산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우선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수산물이력제에 대해 유럽과 아시아, 미주 지역의 현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조직을 비롯하여 법률적 측면, 실제 적용 사례 등 해외 정책동향에 대해 구체적
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동 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 추진의 연속성 측면에서 시범사업 참여업체와 지원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가 이루어졌고, 기존 참여품목과 신규 참여품목의 가이드라인 작성과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관련법규
와 정보시스템에 대해 검토하였다.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행계획서 작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었다. 사업수행은 사업대상(품
목, 업체)과 범위의 선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 내용은 기존 및 신규업체에 대해 품목별로 이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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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력정보 관리에 필요한 신규정보 매체의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되었다. 한편 동
제도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안정적 확산을 위해 전문업체 선정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졌고, 이력정보
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와 운영이 수행되었다.
시범사업 참여업체와 신규참여 업체에 대해서 등록과 관련된 컨설팅이 실시되었으며, 지자체와 생산
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별 설명회도 추진되었다. 아울러 지자체와 수산물품질검사원의 업
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샵을 시행하였다.

결과
본 사업 수행결과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품목과 업체에 대한 현장실사와 검토를 통해 총 10개
품목(넙치, 김, 건미역, 염장미역, 굴비, 바지락, 전복, 다시마, 멸치, 굴)과 231개 업체(다수의 단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1단계만 계산)가 ’
08년도 이력제 사업에 참여하였다.
총 147개 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10개 지역에서 447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이 이루어
졌다. 그리고 2회의 전시회 참가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실시되었으며, 이력제 사업에 대해
소비자 조사, 전문가 조사, 참여업체 조사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책제언
동 제도의 시행에 따라 추진된 사업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적용
되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후관리 측면에서 소매점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사후관리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업 확산과 관련하여 업체의 참여유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 마
련과 참여희망업체 pool선정과 판로 연계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지속적 홍보를 바탕으
로 소비자 및 업체의 인지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사업의 안정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력정보시스템
과 법령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고, 사업 수행의 추진체계에 따른 조직간 유기적 운영체제 마련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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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선원정책 연구
◉ 연구책임자 : 황진회
◉ 연구참여진 : 김수엽 / 이호춘 / 한종길 / 정미녀 / 김선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선원 부족사태가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했다. 세계 선박은 10년 전에 비해 약 1만 척이 증가했고,
상선은 5천 척이 증가했다. 최근의 선박량 증가로 전세계적으로는 약 20만명, 화물선에만 10만명의
선원수요가 신규로 발생했다. 그러나 선원의 공급은 답보상태에 있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자국내 선원
양성 시스템이 무너졌고, 동남아 국가에서의 선원양성도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선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 선사가 관리하는 실질 지배선대가 계속 증가함과 아울러 우리
나라 상선대 보유량도 세계 8위에서 6위로 급부상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긴요한 선원인력 수급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운산업 현황과 선원의 중요성, 우리나라 선원 현황과 수급전망, 외국의 선원정
책과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선원정책 목표와 방향,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
을 위한 선원정책 주요과제, 선원정책과제의 선원직업경력개발 과정별 추진방안 등을 분석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선원정책 주요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원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선원공급을 확대하고 해외인력의 확보와 양성사업(한국 선원반 및 헤외선
원훈련센터 운영, 장학금 지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선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짧은 승
선 짧은 휴가’제도로 개선하고 소득세비과세 확대, 장기승선자 국민주택우선 배당권 부여, 국민연금

130

4. 수탁연구과제 07-075

노령연금 수급시기 조정, 선내 급식비 인상 및 기준 설정, 선사의 선원복지 및 후생확대 등이 요구된
다. 셋째, 선원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해양계대학 장학금 확대, 산학협동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해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추진, 선원교육의 해운산업 발전 기여도 평가제도 도입 등이 필요
하다.

결론
전세계적인 선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선사는 선원확보를 위한 획기적 대책과 투자 단행하
고 있다. 선진 해운기업들은 선원인력 확보를 위해 선원 공급국의 선원양성기관에 시설을 투자하고 장
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원양성과 확보를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외에서 신규 선원의 확보를 4D 업종으로
인식되는 선원 직업의 새로운 직업적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원경력개발 프로그램의 도입
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신규 선원의 확보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선사에서 우선 부담하고, 정부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해운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한다.

정책제언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선원 양성 규
모확대와 시스템 유연성 확보이다. 선원 교육 및 양성규모의 탄력적 운영, 해양계 대학 학생 모집시 해
외(동남아) 학생 선발, 선원 양성주체를 만간으로 확대하고 다양화 하는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해외선원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제안한다. 해외의 선원인력은 선사의 자율과 책임하에 확보할
수 있도록 가칭 해외선원인력양성사업단의 설치하고, 여기서 선원인력의 확보를 위해 투자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셋째, 선원직업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이다. 선원 직업의 새로운
비전 창출을 통해 선원직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선원직업 경력개발 프로그램 도입을 조속히 추진
해야 한다. 넷재, 선원정책의 실행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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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개발전략 및 활성화 방안
◉ 연구책임자 : 김형태
◉ 연구참여진 : 김찬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극동러시아, 중국 동북 3성 등이 포함된 환동해권 지역의 경제교류가 최근 들어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환동해권 국제물류의 수요증대에 속초항의 카페리 항로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
어 2008년 1월 극동러시아와 동해항간에 컨테이너 정기항로가 개설되었다. 따라서 현행 항로의 활성
화와 안정적인 물량 유치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항만당국, 지자체의 노력과 지원정책이 요구되
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동해항을 둘러싼 국제물류환경을 살펴보고, 동해항의 확
장 필요성과 확장방안을 강구하며, 컨테이너 물동량을 추정하고 컨테이너 항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항만관련 기관의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며,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대에 따른 배후부지 조성방안을 강구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8개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환동해권 각국의 경제여건 변화를 분
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전국항만개발정책 및 동해항 개발 관련 기존 계획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동해항 물동량(일반화물 및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물동량 수요예측에 따
른 단계별 항만시설 확충 및 개발전략을 수립하였다. 제6장에서는 컨테이너 항로 개발 방안을 분석하
였다. 제7장에서는 항만배후부지 개발여건 및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분석하였다. 제8장에서는 동해항
컨테이너 물량 유치전략을 제시하였다. 제9장에서는 동해항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분석·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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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분석결과 획득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해항 물량유치 규모는 이용자에 대한 메리트 부
여규모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이 없는 경우 2035년에 11,514TEU, FEU 당 10만원 지
원시에는 55,436TEU로 전망되었다. 둘째, 지원조치를 실시하지 않아도 선사 및 하역회사에게 손실
이 발생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항만을 운영할 수 있는 물량규모는 46,000TEU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물량 전망의 결과 동해항에는 2020년까지 신규부두 건설의 필요성은 미약하나, 항만배후부지
는 사전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제언
첫째, 컨테이너 물량 증대를 위해 지원대상은 선사를 주요대상으로 설정하되, 물량유치를 의무화하도
록 한다. 그리고 선사가 이를 선호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주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둘째, 화주에 대한 지원규모는 화물의 발생지에 따라 FEU당 50,000~150,000원로 구분한다.
셋째, 지원대상을 미리 지정하지 말고,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도 활용하도록 한다. 이럴 경우 지원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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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개발에 따른 배후교통망 분석
◉ 연구책임자 : 김운수
◉ 연구참여진 : 김범중 / 이성우 / 김화영 / 김근섭 / 석진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존 배후수송체계 분석은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2001)의 물동량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수정계획
(2006)의 물동량 변화로 인한 부두개발 규모와 항만 기능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향후 예상되는 교통량을 산출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배후도로망의 확충방안 제시와 더불어 내륙의
주요 화주에 대한 수송체계를 분석하여 평택당진항의 마케팅 측면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대중국과
의 복합운송체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택당진항의 항만배후물류 환경의 개선
으로 배후교통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고, 장기비전에 부합하는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개발하기 위
하여 평택·당진항의 합리적인 배후수송체계와 국제 물류네트워크를 검토한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평택·당진항의 운영환경 및 배후지역에 대해 환경변화를 조사하고, 급속한 물동량 증가에 대비
하기 위한 항만배후수송체계의 원활화를 위한 교통망 검토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과 평
택당진항의 동북아 해상네트워크 서비스의 검토·분석하였다.
평택·당진항의 전체 물동량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6.5%, 컨테이너화물은 2001년 이후 연평균
57.2%가 증가하였고, 컨테이너화물의 대부분은 항로가 중국항만에 집중되어 있어 물동량의
96%(2007)를 차지하고 있다. 내륙운송비용을 육상요율표와 업계 할인율을 적용한 결과, 경기 남부
권과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충남북권이 인천항보다 비교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부산항 이용시의 1/2수
준이지만 해상운송비용의 경우 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높게 나타나 내륙운송비의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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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비에서 거의 상쇄되어 해상네트워크의 개선이 시급함이 도출되었다.
또한 2020년 기준 평택·당진항 물동량 예측치를 비교한 결과 시설소요량이 54,176천톤 증가하며,
이를 교통량으로 환산하면, 2020년 기준 1일 총 유입교통량은 54,205대/일, 유출교통량은 54,205
대/일로 산정되었다. 교통량 분석결과 국토38호선 왕복6차선, 국도39호선 왕복 6차선이 필요하며, 국
도82호선 우회도로는 6차선, 평택IC 진입도로 또한 6차선으로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평택·당진항은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컨테이너화물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시현되었고, 점차 서해안
권 중심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배후수송체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항만기본계획상으이 물
동량 및 부두시설규모의 변화 등 환경변화로 인한 부두기능의 재정비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적절한 배
후수송체계의 분석이 실시하였고, 향후 평택·당진항 배후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테크벨리, 국제
화도시, 항만배후도시, 미군기지 이전 등 다양한 주변 개발계획시의 종합적인 교통체계를 반영하기 위
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제언
평택·당진항의 물동량과 변화된 환경에 부합되는 배후수송체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제
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물동량 증가로 인한 시설규모 변경, 항만 배후단지 개발 및 내
부가로망의 변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개선대책 재수립이 필요하다.“국도 38호선, 39호선의
조기확장 및 평택항 IC의 조기개설”
을 조기에 추진, 그리고 기존 항만도로의 평가는 일반도로와 마찬
가지로 동일선상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이 대형차량 위주의 항만도로는 도로폭, 주행속
도, 굴절도로 등에서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어 항만교통량 분석 시 항만도로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방
안 마련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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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형 물류체계구축 등 기본계획 용역중
마리나개발 수요추정 및 활성화 방안
◉ 연구책임자 : 홍장원
◉ 연구참여진 : 김성귀 / 이윤정 / 송은종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해양관광활동은 여가시간 증대, 경제적 여건 개선, 연안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 등으로 참
여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활동형태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해양관광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대부분의 연안 자치단체에서는 마리나시설의 조성을 위한 해양관광개발구상을 경쟁적으
로 발표하고 있다. 한편, 해양레저활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여건분석, 개발수요에 대한 검토가 미흡
하여 해안지역의 난개발과 시설의 중복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마리나 기본계
획의 수립을 위한 시설개발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적 수요를 추정하여 해양레저스포츠와 해
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해양관광활동에 대한 여건파악을 위하여 국내 해양관광 여건변화와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실태분석,
지역별 마리나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을 분석하고 해양관광의 수요를 전망하였다. 여건분석을 바탕으
로 하여 해양레저기구(요트, 모터보트)에 대한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마리나 개발에 필요한 권역별/거
점별/지역별 중장기적 수요를 추정하였다. 전국 마리나 기본계획수립의 후보지 선정을 위한 인문·사
회적 여건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평가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마리나 시설의 개발에 따른 현행 제반
법령을 분석하고 법적/제도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분석한 결과, 항만/어항/일반연안구역 등 조성공간
에 따라 적용법령이 각기 달라 제약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규법
령의 마련이 요구된다. 마리나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마리나의 개발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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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추진체계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따라 마리나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
진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마리나시설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관광활동에 대한 국민적 인
식의 제고와 더불어 해양레저활동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 해양공간으로의 접근성 강화방안 등의 마
련이 요구된다.

결론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해양레저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양레저
시설에 대한 수요추정은 기존의 연구방법, 전문가 자문, 기타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해양레저기구 추
세, 조정면허 취득자추세 등을 활용하였으며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보관형태별 마리
나 수요를 추정하였다. 마리나의 개발유형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 거점형, 레포츠형, 리조트형으로 구
분하여 개발방향을 마련하였으며 마리나의 추진체계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개발유형, 개발주체, 개발입
지에 따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마리나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의
구축과 더불어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교육과 훈련체계의 마련, 해양레저장비산업의 육성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제언
전국 마리나 기본계획은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개발구상을 마련하여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해양레
저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레저활동 여건은 선
진국에 비하여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마리나시설의 개발과 더불어 해양공간으로의 접근성 개선,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레저스포츠 교육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레저선박에 대한 취득세 인하, 해양레저
활동 신고 간소화,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의 규제합리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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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명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한
법제적 지원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박수진
◉ 연구참여진 : 윤진숙 / 최수정 / 정지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세계경제가 바이오경제로 이행되는 시점에 맞추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명자원분야 연
구기술 개발과 생명자원의 선점을 위한 치열한 확보경쟁이 진행되고 있는바, 해외생명자원을 개척하
는 것은 자원주권을 확보·확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바이오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
고,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양생명자원의 보전·확보·활용을 위한 연구능력
과 기술개발능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시급
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생명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국내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활용을 위한 법체계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관련 법률과 외국의 관련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그동안 해양생명자원 관련 연구를 수행해온 전문가
자문을 통해 법률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가칭)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해양생명자원법이
라 약칭함)의 입법형태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농림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해양생
명자원 관련 국내제도 현황 및 세부규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EU, 호주 등 해양생명자원
부문의 선진국의 관련제도를 분석하여 정책적·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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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물다양성협약(CBD), UN해양법협약, WTO, FAO 등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의 동향을 분
석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끝으로 국내외제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해양생명자
원법 제정안 초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양생명자원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
해양생명자원법의 개정방식, 제정방식별로 장·단점을 분석한 후, 최적의 입법형태를 제시하였음. 분
석결과, 해양생명자원의 효율적인 확보, 관리, 활용을 위해서는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의 개정형태 보다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해양생명
자원 관련 국내제도의 분석결과와 국제적인 동향이나 외국의 입법례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해양생명
자원법에는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연구개발 및 국내외 협력을 촉
진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즉, 해양생명자원의 관리체계 구축(책임기관 및
기탁등록기관의 지정·운영), 해양생명자원의 조사·수집 및 관리, 국내외 분양, 해양생명자원의 등
록·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지원, 전문인력의 육성, 해외 공동 연
구개발·협력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제언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서도 생명자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되고 있으며, 생물자원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확보, 원산지 표시 등을 둘러싼 자원부국과 기술선진국간
의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해양생명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외자원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및 확보·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
서 향후 해양생명자원법의 입법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시의적절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하위법령안 및 관련 세부규정안 마
련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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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신항만 타당성 재조사
◉ 연구책임자 : 전찬영
◉ 연구참여진 : 김우호 / 이종필 / 장정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보령신항 개발사업은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 일원에 총 사업비 319,864백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
터 2011년까지 중부지역 물류거점 항만확보 및 보령화력발전소 수입연료(유연탄) 처리기능을 확보하
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01년 무역항 기본계획에 2011년까지 일반잡화부두 9선석을 개발하
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2006년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다시 개발계획에서 제외되었다.
본 사업은 2001년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실시설계까지 마친 사업이나 2001년 제2차 항만
기본계획과 2006년 수정계획상의 물동량 예측치가 30% 이상 감소하여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본 과업에서 물동량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8장으로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제1장에서는 타당성 재조사 사업에 대하여, 제2장에서
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기위하여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보령신항만 개발관련 상위계획 및 관
련계획을 지역, 항만, 교통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리고 타당성 재조사를 위한 보령신항만 배
후권역을 설정하고 배후권역내 인문·사회, 산업단지 및 제조업체 현황, 항만시설 및 운영현황, 기존
항만 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조사의 주요쟁점을 물동량추정, 편익추정, 경제성분석, 사
업비 산정, 사업계획의 적절성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시설소요규
모, 평면배치 및 시설계획, 기술적 적절성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위한 사
업비를 추정하였으며 연차별 건설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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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대상사업의 물동량을 추정하였다. 물동량 추정은 보령신항의 기존 자료가 부
족하여 배후권역내 화주의 보령신항 이용의사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물동량 추정의 엄
격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방법론적으로 산업단지 물동량이 기존 화주와 중복되는지 검토하였으며 산
업단지 물동량은 계획시행의 확실성을 물동량 발생의 기본논리로 삼았다. 제6장에서는 본 조사의 편
익을 산정하였는데, 기존 항만개발에 따른 가능 편익중에서 수송비용절감효과와 토지조성효과를 편
익으로 추정하였다. 제7장에서는 비용과 편익을 토대로 경제성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배후산업
단지 발생물동량을 기준으로 시나리오별로 0.14~00.24가 도출되었다. 제8장에서는 보령신항만 개발
의 타당성을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등 6가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제9장에서
는 최종적으로 경제성분석과 정책적 분석요소를 종합하여 AHP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분석결과 사업시
행 0.317, 사업미시행 0.683으로 나타났다.

결론
종합적으로 본 사업의 경우 현 시점에서 개발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첫째, 현
재의 물동량 수준을 감안할 때 보령신항만의 지속적인 선석개발수요를 보장할 수 없으며 장래에도 획
기적인 물동량 증가를 확신할 수 없었다. 둘째, 신항만으로서 개발규모와 경제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신규개발소요로서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추가개발소요는 1~2선석이 되었으나 투자비에 비하여 경
제성이 낮았다. 셋째, 보령신항 개발은 현재 조사된 물동량의 종류, 화물의 집적화 가능성, 인근 항만
을 이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정책제언
종합적인 결론은 현시점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추후 재검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째, 충남지역 전체적으로 행정수도 개발
및 제조업체의 지방이전 등이 지속되면서 잠재적 물동량 증가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배후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입주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일정 시기가 지나고 지역전체가 성숙해지면 높
은 경제성장과 산업개발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비록 적은 물동량이지만 보령신항만을 이용하고자 하
는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수요 증가 추이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
의 항만개발의지가 높고 지속적이라는 점이다. 충청남도와 보령시는 보령신항만 개발을 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개발을 건의하여 왔고, 배후 산업단지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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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항만 개발 사업타당성 조사
◉ 연구책임자 : 이성우
◉ 연구참여진 : 김찬호 / 김화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북유럽 항만을 이용하는 중동부 유럽향발 물동량의 높은 물류비와 배송시간 지연으로 인한 문제
를 막기 위해 아시아-유럽 최단 노선인 북아드리아해 지역 이탈리아 트리에스테항, 크로아티아 리예
카항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많은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중동유럽 진출로 인해 국내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해상 물류거점 확보도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아드리아해 지역 항만
들의 현황, 장단점,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트리에스테항과 리예카항의 투자 타당
성 및 리스크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의 실효성 있는 진출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대상 항만들의 사업여건 분석을 위해 중동유럽 항만배후지역의 사회·경제 환경, 물류인프라 여건 등
을 우선 분석하였다. 분석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사업대상 항만들의 현황분석 및 이용가능 물동량을 추
정하였다. 이용 가능 물동량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독일 함브르크항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의 물류
비 경쟁 비교를 통해 1차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후 현지 조사를 통해 도출된 각 교통수단별 물류
비, 교통량 규모 그리고 해당 시설의 연계성과 정시성 관련 자료를 대상지역 3개 경쟁항만에 적용시켜
서 상호 경쟁관계를 분석하여 대상 항만들의 물동량을 추정하였다. 이 분석에서 슬로베니아 코퍼항이
가장 우위에 있는 항만으로 나타났으나 추가 확장이 곤란한 항만의 물리적 요인으로 인해 크로아티아
리예카항이 제일 경쟁력이 있고 투자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이탈리아 트리에스
테항은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물동량 유치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고 배후의 로지스틱 플랫폼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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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도 낮았다. 분석된 물동량 추정치를 근거로 대상 항만들의 시설규모를 비교하여 장래 필요한 항만
시설 규모를 도출하였다. 분석대상 항만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개별 국가별(이탈리아, 크로아티
아) 투자제도 및 절차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시설규모, 운영계획, 공사시점, 공사기간 등을
추정하여 실질적인 사업비를 추정하였다. 분석된 물동량, 사업비 등을 토대로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추정하였고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을 동시에 제안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 트리에스테항은 기존 컨테이너 부두처리 능력(60만TEU)이
잉여상태에 있고 물동량 상승률도 10% 미만으로 당분간 추가적인 컨테이너 부두 개발을 통한 수익창
출 가능성은 낮다. 기존 처리물동량과 한국-중동유럽지역간 무역구조 분석을 통한 LP의 수요에 근거
한 LP+다목적 부두개발(대안 1)과 Logistic Platform+컨테이너 부두개발(대안 2)을 분석하였으나
두 대안 모두 수익률이 5~6% 수준으로 사업성이 낮다. 크로아티아 리예카항은 이미 컨테이너 시설처
리 능력(연간 9만 TEU)을 넘은 상태로 조속한 시설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상부공 및 운영사업에 대
해서는 수익률이 13~14% 수준으로 최소 사업성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나치게
깊은 수심, 연약지반, 좁은 배후지 등으로 시설확충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부공이 포함
된 사업 대안에 대해서는 수익률 6~8% 수준의 낮은 사업성을 보인다.

정책제언
트리에스테항 컨테이너 부두 개발과 Logistic Platform 운영 사업은 성장 추이와 배후수송망 여건
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재검토 필요하다. 특히 대상지역의 노조문제와 배후 철도시설 연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투자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리예카항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하부
공을 제외한 상부공 건설 및 운영사업에 투자할 경우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크로아
티아 정부의 불확실한 정치불안과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한 사전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 동유럽
항만시설 투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 국가 정부 및 항만공사와의 긴밀한 접촉, 지
속적인 투자의지 표명, 우리나라 진출기업들의 인지도 확대 노력, 현지 진출 제조업체와의 협력 등이
동시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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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호산항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 연구책임자 : 김형근
◉ 연구참여진 : 김학소 / 심기섭 / 이종필
김운수 / 장정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천연가스(LNG)의 장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2013년까지 추가로 LNG 생산기지의 건설을
계획, 우선협상 대상지로 삼척시를 선정 발표(’
07.9.13)하였다. 이외에도 삼척시에서는 종합발전단지,
방재산업단지 등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취장 및 공업용수의 공동이용 등으로 사업효과
가 높고, 방파제 공사비용의 공동부담으로 인한 투자비 절감효과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삼척시 호산리 인근에 건설 예정인 LNG 생산기지, 종합발전단지, 방재산업단지 등의 건설
계획으로 인해 지역여건에 특화한 항만클러스터 구축으로 배후화물 및 해외에너지 물류의 원활한 처
리를 위한 항만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호산신항만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및 입지여건을 조사하고, 대규모 전략산업 입주 시 항만물동량
예측 등 항만개발에 대한 여건을 전망하였다. 그리고 항만물동량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시설소요 규모
검토 등 평면배치계획, 시설계획, 사업비 산정 및 비용추정 등의 항만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항
만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경제성 분석 및 지역경제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
항만 지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만계획지정 및 사업시행방안을 검토하였다.

결론
국내 천연가스(LNG) 수요는 제8차 수급계획(2006.12)에 의하면, 2006년 2,484만톤에서 201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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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만톤, 2015년 3,349만톤, 2020년에는 4,035만톤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종합발전단지를 위한 연간 유연탄 수요는 1단계 사업인 1,000MW×2기가 건설, 가동되는 것을 기준
으로 예측한 결과, 최소 533만톤, 최대 649만톤 수준으로 나타났다. 2단계까지의 연간 유연탄 수요는
최소 1,066만톤, 최대 1,298만톤 수준으로 예상되었다.
평면배치계획은 항내수역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파랑을 효과적으로 차폐하는 안으로서 경제성 면
에서 우수한 제2안을 제안하였다. 제2안의 항만시설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는 약 6,136억원(방파제
3,842억원, 제4 LNG생산기지 1,004억원, 종합발전단지 1,29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조사·설계비, 시설운영·유지비와 보상비 및 기타 예비타당성 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부대비
용 등을 모두 합한 총 사업비는 약 7,238억원으로 추정되었다.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비가 1을
상회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기 위한 주무부처로 국토해양부(구 해양수산부)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무역항
지정신청이 먼저 이루어지고, 또한 삼척 호산항 개발계획이 국토해양부의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야 할 것이다.

정책제언
장기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차원의 LNG 생산기지 조성에 따른 항만개발에 정부의 적극적 인식 및 지
원 필요하다. LNG 생산기지 및 종합발전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과 이에 필요한 항만건설은 동북아 물
류기지 건설, 對북한 및 러시아와의 교류를 위한 전초기지 확보 등을 필수적인 시설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항만의 기본시설인 방파제 건설에 필
요한 투자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거나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핵심 투자시설로 새
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장래 연료하역부두 200,000DWT급 1선석을 추가로 계획하였으나 장래 개
발여건 및 운영여건에 따라 계획을 철회/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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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두큼 항만 및 배후부지 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사업제안서 작성 용역
◉ 연구책임자 : 김형태
◉ 연구참여진 : 전형진 / 고병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만 정부는 두큼항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나, 항만경영능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 대우조선해양
(주)에 주도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해양조선(주)도 두큼항 개발·운영사업에 리스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타당성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한편 이 사업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항만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하나로 국내기업의 세계항만 진출 및 글로벌
화를 촉진하는 중요사업으로서 지원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두큼항 개발·운
영에 따른 타당성 분석을 수행함으로서 국내기업의 세계항만 진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항
만경영방안을 제시하여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뒷받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7개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오만 국내외 해운항만 현황을 분석하
였다. 여기에서는 오만의 주요경제현황, 중동·지중해 및 인도의 경제현황과 전망, 오만의 항만현황,
오만의 항만개발계획 및 평가, 오만의 해운산업 현황, 오만의 물류동향과 전망, GCC권·지중해·인도
양·동아프리카의 항만물류전망, 오만의 항만투자 관련 법·제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두큼항 물동량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오만정부의 전국항
만개발계획 및 두큼항 개발계획을 살펴보고, 두큼항 물동량 추정방법을 강구하며, 이에 근거하여 물동
량 추정을 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용선박규모 및 척수전망을 하였다. 이는 항만수입을 분석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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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항만배후부지의 수요를 추정하고 아울러 배후부지 운영에 따르는 운영수입을 분석하였
다. 제6장에서는 항만 및 항만배후부지의 개발에 따르는 기간별 투자규모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제7장에서는 두큼항 개발에 따르는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8장에서는 두큼항의 활성화를
위한 터미널 운영계획 및 화물유치전략을 분석하였다.

결론
두큼신도시 개발에 따른 항만물동량은 2010년 194만톤에서 2030년 484만톤 내외로 추정되었다. 주
종품목은 limestone으로서 2010년 50만톤에서 2030년 250만톤으로, 컨테이너는 2010년
8,400TEU에서 2030년 46,500TEU으로 각각 추정되었다. 아울러 두큼항 배후 자유무역지역이 개
장되어 항만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컨테이너 물량이 2010년 26,700TEU에서, 2030년 194,000TEU
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부두규모는 2011년까지 700m, 2015년에 300m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1선석
은 컨테이너 부두로, 1선석은 limestone 부두로, 나머지 1선석은 잡화 부두로 운영하며, 건설자재 처
리를 위해 1개 선석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될 경우 추가
1선석은 2011년에 개장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무분석 결과 두큼신도시 개발에 따른 자연물동량만으로는 재무타당성이 부족하나, 자유무역지역
이용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재무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지역 이용율이 2025년
18.2%, 항만운영기간이 30년인 경우에는 NPV는 (+)로 도출되었다.

정책제언
첫째, 두큼항 개발·운영의 타당성은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와 직결되므로 두큼항 개발사업은 자유무
역지역의 활성화 여부와 연계하여 개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두큼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항만이용자 유치업무와 항만운영업무를 항만관리업무와 분리하여 별도의 기구로 하여금 전담하게
하는 지주형 관리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대우해양조선(주)는 오만정부와 공동으로
항만관리주체를 설립하고, 기본 항만 인프라를 건설하며, 항만의 조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설된
부두의 운영주체는 국제공모를 통해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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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연안관리지역계획(안) 수립 연구용역
◉ 연구책임자 : 최지연
◉ 연구참여진 : 김종덕 / 윤성순 / 신철오
최희정 / 정지호 / 정명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태안군 연안은 수려한 자연경관, 관광·수산자원의 높은 연안 부가가치 생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연안공간이용 제약, 연안환경 악화, 연안재해 등이 연안관리의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다. 이에 태안군의 효율적 연안관리를 위해서는 경제, 사회, 자연적 여건을 고려하여‘연안관
리법’
과‘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람직한 연안의 이용방안과 보전방안
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계획수립의 목적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태안군
연안의 바람직한 미래상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어촌·어항정비, 관광개발, 해양환경 복원, 산업용지
확보 등 합리적인 연안이용조정을 통한 바람직한 연안이용모형을 정착시키는 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태안군의 연안구역별 문제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우선 북부연안권역은 최근 유류오염사고로 연
안·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본 구역의 정책방향은‘해양 생태계와 생물자원의 회복’
과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개발 추진’
으로 설정하였다. 중부연안권역은 만리포
해수욕장, 안흥항 등 수산활동이 집중해 있는 어항 등이 분포하고 있다. 본 구역의 정책방향은‘지속
적인 수산어업활동 지원체계 마련’
과‘어항, 해수욕장 주변지역의 체계적 해양관광개발 추진’
으로 설
정하였다. 남부연안권역은 많은 해수욕장이 분포해 있는데, 해안도로, 방조제, 기타 해안시설물로 해
안침식이 심각하게 진행 중이며, 한편 안면도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본 권역의
정책방향은‘지역브랜딩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개발 추진’
과‘모래해안, 해안선, 해송 등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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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관리체계 마련’
으로 설정하였다.

결론
태안군 연안관리지역계획(안)은 태안군 연안을 효율적으로 보전·이용과 개발을 하기 위한 통합적 관
리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태안군 연안을 절대보전연안, 준보
전연안, 이용연안, 개발조정연안, 개발유도연안으로 설정하고 관리방향을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연
안의 계획적 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제언
태안군의 연안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안경관·생태계부문에서는 훼
손된 연안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해양생물의 서식·산란지의 복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형
경관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모래유실과 해안선 후퇴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과 함께 태
안군 연안의 중요 생태·지형경관 목록을 작성해 유형별 관리·이용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안
오염원 적정관리 부문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통해 육상기인 오염물질을 저감시켜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안이용·개발부문에서는 어항구역, 양식장, 해양관광, 보호구역 등 각 연안구역별 특성에
따른 이용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안이용행위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율
연안관리 제도 기반 구축부문에서는‘태안군 연안관리 포럼(가칭)’구성하여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정보제공, 해양보전활동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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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산업을 위한 냉동냉장업의
발전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장홍석
◉ 연구참여진 : 주문배 / 김봉태 / 박상우
김수진 / 이헌동 / 정혜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냉동냉장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는 우리나라 냉동냉장업을 위협하는 한편, 대응 마련에 따
라 미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 냉동냉장업은 지
속적인 대형화와 양적 성장에 따라 업계에서는 시설과잉(레드오션)에 의한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냉동냉장업의 문제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린다면 국민 식생활에 이바지 하는 미래 지향적 성장
산업으로 육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동 연구는 냉동냉장업의 대내외 환경변화,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분석하여 냉동냉장업의 중
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동 연구는 이상과 같은 목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수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냉동냉장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서 SWOT 분석을 통해 한·중·일의 냉동냉장업의
대외적 국면을 분석하였고, 동시에 국내 관련 제도 및 동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냉동냉장업의 산업분석에서는 산업조직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냉동냉장업의 구조,
경영, 성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냉동냉장업의 시설소요 판단에서는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의 보관대상 물량을 예측하
고, 공간확률모형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냉장능력의 수요 예측을 실시하였다.
넷째, 냉동냉장업의 발전방향과 중장기 실천방향에서는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현 시점, 중장기에

150

4. 수탁연구과제 07-099

걸쳐 냉동냉장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감천항 냉동냉장단지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서는 이전까지의 전국적 내용을 우리나라 최
대 냉동냉장업 단지인 감천항을 대상으로 적용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
동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냉동냉장업은 대내외적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는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
고 있는 것이며, 기회를 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특히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냉동냉장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개별 냉동냉장창고의 양적 규모화
가 진전 중에 있었다.
셋째, 냉동냉장업의 매출은 늘고 있으나, 영업비용의 상대적 증가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어 비용 절
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2012년까지 5,000톤 이상의 냉동냉장업의 시설소요는 지역별로 차이가 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산은 최대 약 20%까지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며, 수도권은 반대로 최대 30%까지는 수요가
늘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섯째, 부산 감청항의 냉동냉장단지는 현재의 국내 수요에 대응한 보관사업에서 탈피하여, 관련산업
과의 연계를 통한 동북아 수산허브마켓을 지향해야 한다.

정책제언
우리나라 냉동냉장업의 미래 성장산업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시설 지원에서 시설 갱신 지원화, 냉동냉장업의 집적화 및 국제화, 통합 D/B 구축,
냉동냉장물류의 전자 상거래 도입(비용 절감), 노무구조의 개선 등이며, 동시에 정책 방향에 대한 세부
칠천 방안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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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컨테이너크레인(HECC: High
Efficiency Container Crane) 기술개발(2차)
◉ 연구책임자 : 최상희
◉ 연구참여진 : 김우선 / 하태영 / 이주호 / 원승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교역규모의 증가와 메가캐리어의 등장에 따라 2011년까지 1만TEU급 이상 선박이 175척 인도예
정에 있어 바야흐로 선박의 초대형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 항만장비의 세계적 기술
과 판매망 확보를 위한 하역장비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초대형선 등장
에 따른 중심항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세계 항만기술강국의 입지구축, 국내 하역장비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신개념의 고효율 컨테이너크레인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가 차
세대 성장 동력 제품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고생산성, 첨단성을 보유한 고효율 컨테이너크레인을
개발하여 국내 항만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세계적 항만기술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연구내용
2차년도의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고효율 컨테이너크레인(HECC)을 개
발할 경우 장비자체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S/W와 이를 항만에 적용하였을 경우 항만의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능평가용 시뮬레이터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HECC의 실질적 제작을 위한 상세설
계(Ⅱ), HECC 시제품제작(Ⅰ)로 구성된다.
HECC 성능평가용 시뮬레이터 개발에서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론적 성능평가 모형과 운영적 성능
평가 모형으로 나누어 설계와 개발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존의 컨테이너크레인에 없는 기능인 버퍼플
랫폼의 버퍼사이즈 분석, 탠덤 스프레더 운영방안, 버퍼플랫폼 운영방안 등의 HECC 운영방안을 연
구하였다.

152

4. 수탁연구과제 07-100

HECC 상세설계(Ⅱ)에서는 HECC의 전 부문에 대한 상세도면을 작성하고 설계 결과를 토대로 구조
해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2nd 트롤리 자동화를 위한 컨테이너 정밀 위치 검출 및 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HECC 3D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HECC 시제품제작(Ⅰ)에서는 HECC 제작을 위한 구매품의 리스트와 공급업자를 조사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HECC는 초대형선을 서비스할 경우 기존 컨테이너크레인보다 적은 크
레인 대수의 투입만으로도 동등한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초기 시설투자비의 절감이 가능하다. HECC
성능평가용 시뮬레이터는 컨테이너크레인의 기계적인 메커니즘과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 상황을 반
영하였으며, 컨테이너 터미널의 데이터와 운영 시나리오를 통해 모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최종 개발대안 및 기본설계에 충실한 상세설계 도면이 작성되었으며, 개발대안의 기능을 충분히 묘사
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동영상이 제작되었다. 또한, HECC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자재 리스트와 자
재별 공급업자를 파악하였다. 본 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 개념개발 연구를 토대로 수행되었으며 향후
3차년도 후속연구와 연계가 될 예정이다.

정책제언
본 연구개발의 결과는 이송장비 및 야드장비 기술개발과의 통합적인 적용이 가능하며, 차세대 컨테이
너크레인의 설계 및 제작, 첨단 하역장비의 개발 및 설치에 활용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판매,
설치 및 테스트를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신규건설 항만에 적용하거나 해외 항만에 수
출하기 위한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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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인공지능 하역시스템 기술개발(5차)
◉ 연구책임자 : 최상희
◉ 연구참여진 : 김우선 / 하태영 / 이주호 / 원승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컨테이너화물의 지속적인 증가와 선박의 초대형화로 인해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컨테
이너 하역량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항만에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효율의 컨테이너 처
리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대용량의 컨테이너를 일시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
존의 컨테이너 저장 및 운반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 처리시스템의 효율성을 기본보다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저장 및 운반시스템인 고단적 적
재기술(HSS: High Stack System)과 자가하역차량(ALV: Automated Lifting Vehicle)을 개
발하였으며, 시제품 제작과 성능평가를 통해 기술검증을 완료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총 5년간의 개발을 통해 고단적 적재시스템과 자가하역차량의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시
험평가를 수행하였다. 최종년도인 5차년도의 주요 연구내용은 시제품에 대한 시운전, 생산성, 경제성
의 3가지 분석으로 대별된다.
첫 번째 시운전 분석에서는 시제품에 대해 장비자체에 대한 기계적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기능적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측정 결과치를 산출하여 수정보완 작업을 수행하였
다. HSS의 경우 로더, 대차, 승강기&트래블러의 컨테이너 조작능력을, ALV의 경우 직선, 곡선, 자동
주행, 컨테이너 상하차 등의 시험평가를 통해 얻어진 결과치를 토대로 수정보완 작업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생산성 분석에서는 HSS 및 ALV 각각의 전용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가상의 컨테이너 터미

154

4. 수탁연구과제 07-101

널을 구성하고 터미널의 하역생산성을 산출해 보았다. 세 번째 경제성 분석에서도 가상의 컨테이너터
미널 설계규모를 토대로 시설구축비용, 장비구입비용, 장비운영비용 등을 감안한 비용 및 재무성 분석
을 수행하여 기존 RMGC 전용터미널과 비교분석해 보았다.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된 HSS 및 ALV는 기존 컨테이너 터미널의 하역생산성을 더욱 높이고 관련자동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는 점에 큰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HSS의 경우 컨테이너터미널 개
발시 부지시공 비용을 상당부분 절감(기존 대비 60% 면적소요)할 수 있으며, 하역생산성에 있어서도
기존 시스템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하역시간 20%이상 단축가능). 다만, 기존에 비해 HSS
시설물을 시공하는데 초기 투자비가 높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비용절감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LV의 경우에도 기존에 비해 하역생산성 측면에서 우수한 기술개발로 평
가되었으나, 차량의 가격이 높다는 점과 무인 자동운영의 기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
본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질적인 유효성 분석하고 이를 상품화하여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현장운영과 동일한 규모의 테스트 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 자체 예산과
기술로 개발된 첨단항만 기술의 신뢰성을 검증할 있는 전용테스트 베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유휴 또는 개발예정 항만중 일부를 이러한 기술의 테스트를 위한 전용항만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예산적 뒷받침이 가능한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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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양식어업분야
재난피해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홍현표
◉ 연구참여진 : 김봉태 / 이헌동 / 마창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의 정책방향이 소유자가 자력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이를 적극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양식어업분야도 재난
복구지원금의 최고한도액이 ’
09년까지 2억 원, ’
10년 이후부터는 5천만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그러
나 수산양식어업분야는 재해보험이 도입되고 있는 초기단계여서 과도기적 상황에서 위험관리에 공백
이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산양식어업분야의 특수성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제도 개선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수산양식어업분야는 농업분야에 비해 보험제도 도입이 미미하여 정부의 재난피해지원은 양식경영체
가 재난위험을 감수하면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보루로서
그 정책적 의미가 크다. 현행 재난피해지원제도의 효과를 최근에 정책평가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프로
그램 논리모형(program logic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데, 통계자료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모형에 반영하여 주요 평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피해 지원이 사후복구에 집중되어 있고 재난피해 예방 행정 비중이 낮다. 둘째, 수산양식어
업의 특성 상 피해조사와 원인규명이 쉽지 않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셋째, 제
도운용 상 어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기 쉬운 부분이 존재한다. 넷째, 경험적인 사례로 볼 때 재난
피해지원제도가 양식산업 구조재편을 저해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여섯째, 재난피해지원의 행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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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사용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이 수산양식어업분야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비
효율을 야기한다. 일곱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도입 초기단계인 상황에서 지원 상한액이 축소되면
경영체가 재난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이 크게 부족해진다. 특히 2002~2007년 동안 전남·경남의 10개
시·군의 자료에 기초할 때 확률적으로 같은 재난이 반복되면 17.7%의 어가가 축소된 지원제도의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도입되어 정착하기까지 재난피해지원제도와 병행하여 운용함으로써 양식경영
체가 재난위험 관리수단의 공백 상태를 감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험도입이 곤란한 품종이거나,
보험이 도입되는 품종이라 하더라도 보험이 활성화되는 시점까지는 재난피해지원제도를 주요 수단으
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피해지원제도가 산업의 여건과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한계 경영체의 자연적인 퇴출을 지연
하지 않도록 운용하고, 농업분야와 비교할 때 어업인이 형평에 어긋나는 혜택을 받지 않도록 제도 집
행 상의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

정책제언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류의 해상가두리 양식과 육상 양식이 재난피해지원 상한액 축소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험도입과 상한액 축소의 일정을 연계한 조정이 요청된다. 둘째, 일시에 다량의
생산시설 복구를 유도하는 사후정산 절차를 개선하고 재난피해를 계기로 퇴출을 유도하는 다른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재난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연구를 축적하고 피해조사 업무의
정확도를 높여 어업인의 수혜율을 높인다. 넷째, 어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자발적인 예방 활동을 장려한다. 다섯째, 재난피해가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사전 피
해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재난예보 강화, 재난위험지도 작성 등의 수단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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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만물류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 컨테이너터미널 운영기업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길광수
◉ 연구참여진 : 고현정 / 고병욱 / 김은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동북아 국제물류환경 변
화로 우리나라 항만의 믈동량 증가율은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항만이 고부가가치 물류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터미널의 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과 더
불어, 컨테이너터미널 사업여건 개선 등을 통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컨테이너터미널 운영기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아울러
주요 글로벌 컨테이너터미널 운영기업(GTO)의 성장전략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컨테이너터미널
및 운영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터미널 운영기업으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우선 국내 컨테이너터미널의 운영실태 및 관련 대내외 여건변화와 전망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글로벌
컨테이너터미널 운영기업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컨테이너터미널 및 운영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였
다. 이와 같은 경쟁력 분석에 기초하여 국내 컨테이너터미널 및 운영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
였다.
컨테이너터미널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서는 ① 안정적 물동량 창출 및 유치여건 조성, ② 컨테이너터
미널 운영구조 개편, ③ 출혈적 하역요율 경쟁방지 대책 마련, ④ 컨테이너터미널 고비용 구조 개선,
⑤ 항만인력구조 유연성 확보, ⑥ 터미널 서비스 고도화, ⑦ 항만 투자·개발·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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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체제 구축, ⑧ 국제물류 중심기지 역할 지원 강화, ⑨ 컨테이너터미널 친환경 체제 구축, ⑩ 컨테
이너터미널 보안체제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컨테이너터미널 운영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서는 ① 글로벌화 전략 수립, ② 기업규모의 대형화,
③ 사업 다각화, ④ 서비스 차별화, ⑤ 조직 및 인력관리체계 선진화, ⑥ 터미널 생산성 제고 등이 제시
되었다.

결론
우선 항만물류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 컨테이너터미
널 운영실적은 비교적 양호한, 대외 운영환경이 동태적·경쟁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한편, 2004년 항
만공사제 도입으로 국유민영체제를 확립한 우리나라에서 해외 GTO의 시장점유율은 약 40% 안팎으
로 매우 높은 편이며, 이들 GTO는 공격적으로 터미널 네트워크 투자 및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
서 우리나라 컨테이너터미널 및 운영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 GTO에 대한 벤치마킹
노력과 함께 위에서 제시한 터미널 10대 경쟁력 강화 과제, 운영기업 6대 경쟁력 강화 과제 등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제언
결론적으로 이상에서 제시된 16개 경쟁력 강화 과제를 우선순위 및 일정을 고려하여 정부, 기업별로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산·광양·인천항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하며,
개별 기업은 기업 특유의 전략경영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과당경쟁 등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한 비상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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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롄윈강 물류인프라 투자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 연구책임자 : 김학소
◉ 연구참여진 : 이성우 / 장정인 / 최영석
김근섭 / 김정현 / 석진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국 롄윈강 시정부는 북항 컨테이너 터미널 및 물류부지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투
자를 요청하였으며, 2007년 11월 5일, 롄윈강 시정부와 해양수산부, 롄윈강항 항구집단유한공사·경
제기술개발구와 사업자(LKGT)간 롄윈강항 북항구 항만 및 물류부지 개발·운영사업 참여를 위한 정
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투자 요청지역은 롄윈강 시정부가
TCR(Trans China Railway : 중국 횡단 철도)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인접한 칭따오항, 상하이
항 간의 간선항구 기능 및 한중간의 국제 물류서비스에서 중추적 기능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지역으
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사업여
건 분석, 항만개발계획 검토 및 재평가, 사업 기본계획 수립, 경제성 분석, 중국 중앙정부 및 장수성 비
준 절차 및 승인조건 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롄윈강 사업의 여건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 경제 및 법·제도에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중국
내 해운항만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해 장래 발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롄윈강항은 중국 정부
및 성정부에서 개발 의지가 높아 잠재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한 롄윈
강항 유치 가능 물동량을 예측하였다. 물동량 예측은 현재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화물의 기종점을 우
선 조사하였다. 이후 기종점별로 발생물동량을 예측하고 롄윈강항 경유 물동량을 예측하였다. 예측결
과 현재 처리 시설로서는 증가하는 물동량 처리가 어려워 북항에 신규 부두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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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었다. 부두 개발을 위한 시설계획을 수행하였다.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시설계획, 건설계획 및 운
영계획을 상세하게 수행하였다. 또한 향후 사업리스크 완화를 위해 화물유치계획을 수행하여 사업자
의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든 조사 및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투입변수는 중국 현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장시기에 따라 2개 대안으
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3년 개장 시 IRR 13.23%, 2015년 개장 시 IRR 14.51%로 평가
되어 사업성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중국 롄윈강 인프라 사업은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 추진 시 예상치 못
한 공사비 증가를 감안하였을 경우에도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해외사업 추진에 따
른 사업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에 주요 진출거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본 사업의 추진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반적인 환경여건, 비용 여건 등을
고려하고, 롄윈강항의 장래 성장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격
적인 실질 사업성 조사를 통한 정확한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여건 검토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최초 자
본금 비율 규정을 고려하면 약 34%수준에서 적정한 자본구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 34%,
타인자본 66%의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정책제언
중국 롄윈강 인프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합자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회사의 실질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등록자본금
을 최소화하고, 향후 필요시 증자하는 전략 추진 필요하다. 둘째, 롄윈강항의 물동량은 급격히 증가하
고는 있으나, 장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개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
다. 셋째, 본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여부는 국무원의 사업비준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준 획득을 위한 준비 및 절차를 JVC 설립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넷째, JVC 설립에 따른 사
업추진 시 본 컨소시엄의 운영권 확보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본 사업의 안정적인 시
작을 위해서는 초기 물동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롄윈강 지역에서 처리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많은 부분을 롄윈강 항구집단의 자회사(Kaida 등)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물동량 확보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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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암물류2단지 부지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
◉ 연구책임자 : 김범중
◉ 연구참여진 : 이성우 / 김운수 / 김근섭 / 한은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인천항의 수출입 화물량의 급증 및 한중간 교역량 증가에 따른 항만 배후부지 절대부족 현상 해
소 및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요구와 기업의 수요에 따라 조성되는 아암물류단지의 세부 토지이용계
획 수립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수요, 유치업종 및 사업성 분석 등 각종 기초자료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아암물류단지의 개발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기본 방향의 설정은 인천항의 특성과 최근의 대내
외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둘째, 네덜란드 로테르담 자유무역지역, 두바이 제벨알리 자유무
역지역의 사례를 검토하여 유치업종 및 업종별 배분에 적용하였다. 셋째, 아암물류단지에 유치 가능한
업종을 선정하기 위해 인천항의 수출입구조, 동북아 국제분업 구조 등을 수행하였다. 인천항의 수출입
구조는 SP-IDC의 인천항 항만물동량 실적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동북아 분업구조는 산업내 무역
과 산업간 무역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GL 지수 분석을 통해 판단하였다. 넷째, 해외사례, 인천항
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면적 배정과 원단위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섯째, 아암물류단지에의 기
업 투자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케팅 전략은 기존의 항만마케팅 전략 추
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은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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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아암물류단지에 유치 가능한 업종의 검토 결과 인천항 아암물류단지의 유치업종으로는 농수산물 유
통업체, 기계/전기제품업체, 운송장비업체(자동차), 광학/정밀기기/의료/악기 등 지식산업을 유치해야
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업종별 배분 결과에서는 동북아 시장을 목표로 하는 다국적 물류기업 및 국내
물류기업의 입주를 유도하여 아암물류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약 30%의 비중을 물류업종에 배정
하였다. 더불어 무역업 또한 물류업과 같이 물동량 창출 및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약 20%의 비중을 배
정하여 기업 유치활동을 추진하도록 제시하였다. 이러한 아암물류단지가 개발 및 활성화가 성공적으
로 추진되기 위한 현실적인 마케팅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
인천항 아암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천항만
공사 및 인천시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시하여 기업의 투자욕구를 자극
해야 한다. 또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통해 대상기업의 발굴 시 관련 정부부처와 협조하여 중앙정부 차
원에서의 지원 및 인센티브로 이끌어 내어야 한다. 둘째, 실제 해외투자의 결정 및 유치에는 최고 의사
결정자의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에 투자가능 기업의 발굴시에는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
능한 의사결정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셋째, 마케팅 도구의 시장세분화를 통해 세밀한 유치
가능 기업을 리스트하고, 기업의 형태별·업종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당해 국가 및 지역에 있는 국내외 유용한 인력을“현지 에이전트”
로 지정 및 운영하여 실시간으
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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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연구
◉ 연구책임자 : 윤성순
◉ 연구참여진 : 최지연 / 정지호 / 정명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산광역시 강서구 연안은 대도시권에 속한 연안으로 대규모 항만 및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있고 한편
에는 낙동강 하구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연안공간이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
다. 또한 신항만개발, 시가지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계획적인 관
리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강서구 연안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연안개발압력에 적절히 대응하고 자연환경보전과의 조
화를 통해 연안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계획적 관리수단으로 연안관리법 제8조에 근거한 연
안관리지역계획을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연안관리를 위한 공간 범위인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의 범위를 정하고 강서구의 사회적, 경제적, 자연적
특징에 대한 실태조사실시하였고, 여건변화에 대한 전망 등을 토대로 연안관리 기본목표를 ①집중
적·효과적 공간이용을 통한 생산적인 연안, ②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연안, ③연안이용의 합
리적 조정체계 마련으로 제시하였다.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부문별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2000.12)에서는 제18조 내지 제24조에 걸쳐 연안관리의 목표 달성을 위
해 연안의 특성에 따라 절대보전연안, 준보전연안, 이용연안, 개발조정연안 및 개발유도연안 등 5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연안구역별로 기 지정된 토지의 용도지역과 해역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연안구역별 권장 및 협의사항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강서구의 연안관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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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성할 수 있는 연안구
역의 설정과 권장 및 협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자연환경의 우선적인 보호
가 필요한 습지보호지역
및 문화재보호지역은 절대
보전연안으로 정하였고,
산책로 등 소극적인 이용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은
산지 및 도서지역은 준보
전연안으로, 연안의 친환
경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
역은 가덕수로지역은 이용

< 강서구 연안관리지역계획 총괄도(안) >

연안으로, 기시가화된 주
거·상업·공업지역은 개발조정연안으로, 공유수면매립 및 새로운 기능의 도입을 위한 관광지개발지
역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역은 개발유도연안으로 설정하였다.

결론
계획에 의한 관리(Planning Control)를 통한 연안관리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연안관리법과 연안관
리지역계획수립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강서구연안관리지역계획(안)과 연안구역총괄도(안), 종합도
(안), 육역경계설정도(안)를 작성하였다.

정책제언
강서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연안정비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지역연안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연
안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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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FTA 상품협정을 활용한
글로벌 물류협력 모델개발 연구용역
◉ 연구책임자 : 이성우
◉ 연구참여진 : 김찬호 / 김화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동북아 물류 Hub 추진전략에 따라 ASEAN이 신흥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ASEAN과
대한민국 정부간 FTA 상품무역협정 체결로 2007년 6월 1일부터 한국과 ASEAN 국가들과의 무역자
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ASEAN 회원국들과 우리나라 간에 물류분야를 포함, 경제교류가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아래 동북아 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체계가 미흡한 물류분야에서 ASEAN지역과의 협력체계 구축, 기존 협력과제 검토, 신규 협력과
제 발굴 등을 통해 우리나라와 ASEAN간의 통합물류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우선 아세안 역내 해운물류시장의 동향 조사 및 향후 물류시장의 전망을 분석하였다. 특히
아세안과 중·일간 교통·물류분야 협력체계에 대한 현황 및 동향 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한-ASEAN간 교통·물류협력 추진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제시하였다. 실질적인 ASEAN
회원국들의 물류협력 니즈 조사를 위해 아세안과의 해운물류협력 가능분야 및 협력사업을 검토·제
시하였다. 한-ASEAN간 효과적인 물류분야 협력을 위해서는 일본의 JITA와 같은 교통·물류분야
전문협력기관 설립을 통한 안정적인 협력사업 발굴과 실시를 제안하였다. 한-ASEAN 간 주요 물류
분야 협력사업으로 환경물류분야, 물류보안분야, ODA연계 항만개발 등의 신규 사업을 제안하였고 관
련분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한-ASEAN간 물류관련 교육프로그램 설립을 건의하였다. 이외 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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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역의 실효성 있는 내륙물류기지 개발을 위한 UNESCAP당국과 함께 사업 타당성 조사 프로세스
와 매뉴얼을 개발하여 아세안 국가들의 실질적인 내륙물류기지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마지막
으로 UNESCAP 주관으로 ASEAN 회원국에 대한 연구결과 홍보 및 협력사업 참여유도를 위한 물류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다수 회원국의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필리핀 등은 제시된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요구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한-ASEAN 간 물류협력체제의 구체적인 구축 모델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ASEAN간 해
운항만물류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상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전담기구 또는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제물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해운항만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한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국제물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MTWG, STOM, ATM
등 ASEAN의 국제회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하였다. 한편, 한-ASEAN간 신규협력 사업으로 환
경관련 물류협력사업, 물류분야 보안관련 협력사업, 글로벌 시장환경의 변화로 중국을 대신한 인도차
이나 반도의 산업화를 지원할 내륙물류 네트워크 개선 분야에 협력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정책제언
ASEAN과의 교통물류분야의 협력체계 구축은 단순한 국가간 관계 개선 차원이 아니라 물류외교 차
원에서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부창출, 국가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가 가능하다. 따
라서 한-ASEAN간 교통물류분야 협력체계 구축 및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음
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한-ASEAN간 교통물류분야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도
록 관련기능에 대한 전담부서와 기관을 지정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ASEAN간 교통물류분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ASEAN 사무국과 관련분야 공무원과 전문가
를 파견하여 협력사업에 대한 긴밀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 교통물류분야의 효과적인
협력사업을 위해 외국어, 전문지식 등이 동시에 구비된 국제물류협력 전문가 양성도 정부차원에서 이
루어져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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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항만물동량 예측 및
개발계획 검토 연구
◉ 연구책임자 : 김학소
◉ 연구참여진 : 김형근 / 김우호 / 심기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새로운 울산항의 성장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새로운 산업단지
의 조성, 민간투자자들의 활발한 투자수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개발 수요 등 울
산항 배후지역의 여건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운 항만개발계획의 수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울산항의 특성과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며, 최근 울산항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변화를 고
려하여 추가적인 항만물동량의 창출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울산항 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연구내용
이러한 연구 목적하에 울산항의 항만물동량을 재검토한 결과, 제2안의 경우 약 9,329천톤 정도의 추
가적인 항만물동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기존의 개발계획 이외에도 추가적인 항만시설의 개발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울산본항의 모래부두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모래를 처리할 수 있는 부두개발이 필요
하며, 다음으로 기타광석, 액체화물, 잡화 및 철재를 처리할 수 있는 부두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었다. 모래부두(2선석), 철재(1선석), 기타광석(1선석), 일반잡화(1선석), 액체화물(1선석) 등 총 6개 선
석 및 액체화물전용 Jetty(6기)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항의 배후부지가 없는 여건을 고려하여 대안2에서는 기존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동북아
액체화물 허브화를 위한 부지 또는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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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울산항 개발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울산항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정책적
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즉 동북아 액체화물의 중심지 기능 및 동남권의 거점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인 추진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정책제언
민간투자의향서 제출기업 및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물동량 창출가능의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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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관광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이승우
◉ 연구참여진 : 홍장원 / 이윤정 / 고민규 / 이승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6년 국제고래위원회의 상업적 포경 금지 이후에 고래자원의 이용의 일환으로 관경사업이 연안국
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연안은 고래의 회유경로이기 때문에 생태자원으로서 고래를 해양
생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 관경은 고래의 생태환경의 지속성이 전제될 때 가능하여 관경으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고래생태자원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고래 관광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관
경사업이 주요한 해양생태관광으로 자리잡고 있는 미국, 호주, 일본 등의 관경 관련의 법령을 조사·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관경에 필요한 법·제도를 제시하여 고래생태자원
을 보호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관경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 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고래생태관광은 바다의 고래생태자원과 육지의 고래 관련 인문자원의 결합을 통한 고래관광으로 추
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고래생태자원 현황을 포함한 고래관련 인문자원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고래생태관광을 추진할 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고래생태관광의 해외사
례와 고래생태관광 관련 법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외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고래생태관
광이 고래생태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외 연구결과를 조사하였다. 즉 고래생태자원과 해양생태
자원의 관계 및 영향, 고래생태자원과 수산자원의 관계 및 영향, 고래생태자원의 보호와 관리 사례 등
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래생태관광의 수단은 대부분 선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박관련법을
조사하였고, 동시에 관경사업과 관련한 법령의 근거를 조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 조전과 수산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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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법령을 조사하였다. 관경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령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의 고시를 제안
하였다. 동시에 관경사업이 고래생태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였다.

결론
새로운 해양관광상품으로서 고래생태관광을 도입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고래관광상품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경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허가가 아닌 신고로서 규정함으로써 관경사
업에의 진입이 용이할 것이다. 관경사업의 용이한 진입이 고래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
하여 고래생태관광의 가이드라인의 준수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고래생태환경의 보호와 이용이 동시에
가능할 것이다. 고래생태관광은 고래생태자원의 이용을 통한 국민들에게 바다 생태계에 대한 교육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고래와 관련한 역사문화자원, 문헌, 무형자원 등을 활용한 고래관광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래관광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 교육 등과 관련이
있는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부와 고래생태자원의 관리와 이용을 담당하는 농림수산
식품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고래관광의 활성화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제언
고래생태관광은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다양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청소년의 바다자원에 대한 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회유하는 고래를 대상으로 고래생태관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과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고래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래의 조우확률의 제고시
켜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안의 고래 회유로 및 회유시기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과학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바다에서 고래관광은 고래관광의 핵심이지만, 고래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부처의 협
조로 종합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고래관련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인 고래관
광을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고래관광과 관련한 인적자원의 육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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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전담기구 설립 필요성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 연구책임자 : 김학소
◉ 연구참여진 : 김범중 / 김형근 / 김우호 / 이성우 / 이종필
김운수 / 김근섭 / 최영석 / 김정현 / 송주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물류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물류기업의 시장점유율 및 지배력은 미미한 수준이
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국가 물류경쟁력 향상 및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정책
및 국가물류기본계획 등에 글로벌 항만물류네트워크 전담기구 육성추진 등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물류기업의 효과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
제물류전담기구의 필요성, 기능 및 조직구성, 설립형태, 재원조달 방안, 법제화 방안 등의 국제물류전
담기구의 설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국제물류전담기구의 필요성 및 관련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물류기업은 국제물류산업
의 급성장, 국내물류산업의 정체, 국내물류기업의 영세성 탈피 등의 대안으로 해외진출이 필요하다.
국제물류산업의 독과점체제 가속화 및 국내물류기업의 경험부족 등으로 독자적인 해외진출이 어려우
며, 일본, 독일, 싱가포르, 독일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물류산업의 해외진출은 정부의 체계적인 지
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국내물류기업의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해외사업의 모든 단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하
므로, 사업화지원, 진출지원, 사후관리, 전략 및 기반구축 등을 주요 기능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단계
적으로 조직규모를 확대하되 3본부 10팀, 약 90명 규모가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공사형 공기업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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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되어야하나 우선적으로‘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업비의 변동성이 적은 일반지원사업은 정부보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변동성이 비교적
큰 투자지원사업은 정부의 출자를 통한 재원조달 및 기금 설치 등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법제화 방안으로는
「물류정책기본법」
에‘국제물류지원센터’규정 신설과 및「(가칭)국제물류공사
법」
등의 특별법 제정 형태를 제시하고 각각의 조항(안) 및 기본 골격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
국제물류시장은 급성장 중이며, 싱가폴, 중국, 두바이, 일본, 독일 등 물류선진국들은 자국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
06년에 이러한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정책을 추진 중이나 이를 주도할 전담기
관의 부재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국제물류전담기구는 국내물류기업의 해외투자 전 단계에 걸쳐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단계적으로 인
력 등 조직규모를 확대하되 사업 성격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분리해야 한다. 또한 공사형 공기업이
바람직하며, 물류관련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정책은 상당히 늦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국제물류전담기구의 신속한
출범이 필요하나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물류네트워
크 구축정책의 목표와 비전 및 추진방안에 대한 재정립,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정책의 중요성 및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강화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작업
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물류관련 기구, ODA 및 EDCF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추진, 국내물류기업
의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효과적인 글로벌 물류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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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유류오염 피해조사 지원
◉ 연구책임자 : 조동오
◉ 연구참여진 : 목진용 / 최성애 / 최동렬 / 백광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7. 12. 7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 절차,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국가에서 지원이 필
요하였다. 이 연구는 피해자의 피해조사를 현장에서 전문가가 면담 및 설명회를 통해 직접 지원하고,
국제기금의 보상사례 분석을 통해 피해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방법 등을 간접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
었다.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지원과 연구분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현장지원은 허베이 스
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조사에 대한 기술 지원으로 수산업분야와 관광분야로 나누어 피해보상제
도, 피해보상절차, 피해입증을 위한 준비서류 등에 관하여 30여회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국제기금(IOPC Fund)의 보상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하였다.
연구분야는 특별법에 의한 대부심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유류오염 피해입증을 위한 소득추계방안,
유류오염 손해배상관련 국내 주요 판례 분석, 국제기금 보상관련 외국사례 분석 등이다. 그리고 향후
유류오염 손해보상과 관련한 백서집필에 대비하여 유류오염 피해조사 및 지원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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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조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공청회·설명회 개최 및 안내책자 발간, 대부심사
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및 피해입증을 위한 소득추계방안 제시, 유류오염 손해배상관련 국내 주요 판
례 해설집 발간 및 외국사례 수집 제시, 국제기금(IOPC Fund) 보상회의에 참석하여 오염실태 및 신속
한 보상 촉구에 관한 자문, 유류오염 피해조사 및 지원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하여 자료집 발간 등의
활동과 연구로 유류오염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지원하였다.

정책제언
이 연구는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제언을 할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설명자료
나 피해산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직접활용되기도 하고, 정부의 정책에 즉시반영되었다. 대부심사에 필
요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연구결과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국토해양
부 고시 제2008-741호)에 직접 반영되었고, 피해입증을 위한 소득추계방안(별책) 및 피해보상 질의응
답집 등 책자는 유류오염피해자의 피해조사 및 피해입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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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망어업 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분석
◉ 연구책임자 : 김대영
◉ 연구참여진 : 류정곤 / 조정희 / 이정삼 / 장홍석 / 김수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제주도에 대형선망어업 전진기지를 조성할 경우, 종합적인 사업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제주도에 대형선망어업의 양륙 및 선수품 공급 등의 전진기지를 조성하고 여기
에 유통·가공의 기능을 부가하는 종합유통센터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
지, 사업성이 있다면 얼마만큼 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제주도 개발 여건 현황, 대형선망 및 관련 산업 분석, 전진기지의 기본 구상 및 타당성 분석, 산지종합
유통센터로 추진할 경우 관리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이론적 및 실태분석을 병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전진기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기지 건립 이전에 사업성 유무를 평가하는 사
전 타당성 분석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전진기지 후보지 및 입지 선정, 조성 시설 및 규모 등은 기본
계획수립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우선, 대형선망어업 전진기지의 개발 여건을 검토하였다. 제주도 사회·경제 현황과 제주도 수산업 및
대내·외적 환경변화 등이 주된 내용이며 이들을 기존 문헌과 자료를 통해 고찰하였다. 둘째, 대형선
망어업 및 관련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고등어를 어획하는 대형선망어업의 어로체, 어장이용, 경영
실태 등을 살펴보았는데, 주로 기존 문헌과 대형선망수협 및 선주들과의 면담을 통해 검토하였다. 관
련산업은 고등어 유통·가공산업 실태가 주된 내용이며 기존 자료와 부산 및 제주도 유통업자의 면담
을 통해 파악하였다. 셋째, 대형선망어업 전진기지의 기본구상을 검토하였다. 이는 앞에서 고찰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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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수산업과 대형선망어업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WOT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전진기지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였고, 전진기지의 주요 기능을 도출하였다. 넷째, 대형선망어업 전
진기지 설립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앞에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
에 초점을 두었으며, 경제적 타당성 분석지표는 공공투자사업 혹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가장 널리 활
용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하였다. 한편,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전진기지(종합유통센터)
의 건설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계량화할 수 없지만 정책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를 평가하였다. 특히,
타당성 분석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라 실시하였
다. 다섯째, 대형선망어업 전진기지 관리운영 방안을 검토하였다. 주된 내용은 전진기지의 관리·운영
주체, 사업의 재원조달 및 투자, 그리고 전진기지를 설립하기 전의 선결과제를 고찰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제주도에 대형선망어업 전진기지를 조성하는 경우, 경제적 재무적 그리고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한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른 기법을 사용하였다. 제주도에 대형
선망어업 전진기지의 유치는 시나리오별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에 따라
제주도의 지역경제 발전과 대형선망어업의 고비용구조의 해소가 가능하여 상호 Win-win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전진기지의 건설은 기존 수협위판장을 분산해서 이용하는 것 보다는 새롭
게 하나의 장소에 건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주도 수협은 전진기지의 운영에
공동출자로 참여하는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정책제언
향후 제주도에 대형선망어업 전진기지를 조속하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되
어야 한다. 여기에는 부지확보(입지선정), 건축기본계획,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으로 선정되고 재정기획부의 평가(KDI 예비타당성 조
사)를 통해 국비투자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부처 간의 협의 및 평가를 받
는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후보지 선정이 포함된 사전예비타당성 분
석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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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 1-1단계 터미널 운영을 위한 물동량
확보 전략 및 항만배후단지 활용 방안
◉ 연구책임자 : 전찬영
◉ 연구참여진 : 김우호/ 이종필/ 김정현 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마산항 1-1단계 사업은 컨테이너 2,000TEU급 2선석 및 다목적 부두 3만 톤급 2선석, 관리부두 1선석
을 2011년 개장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며 종국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도록 계
획되어 있다. 그런데 마산항은 최근 컨테이너 화물이 감소하면서 당초 예상한 협약상 컨테이너 화물 유
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항만간 경쟁 격화 등 해운항만 환경의 변화로 터미널 운영 이전 단계에서 터
미널 운영과 관련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작성 및 전략의 도출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본 연구는 정부
에서 추진한 항만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마산항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을 도출하고 전략적 항만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향후에도 중소형항만에 대한 민간
투자사업이 매력적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정부의 정책성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8장으로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범위와 과업수행체
계를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마산항을 둘러싼 해운물류 환경변화 및 항만환경을 분석하고, 마산항
의 성장잠재력과 강약점(SWOT)을 분석하여 마산항 물동량 추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에 활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마산항의 대외환경 변화는 크게 대형화, 고도화 및 자동화, 운영다각화, 녹색 및 안전 항
만 등으로 그룹화 할 수 있으며, 항만이 지능형 종합 비즈니스 거점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제
3장에서는 마산항의 물동량 현황을 검토하였다. 마산항 컨테이너는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데 부산항 등의 개발에 따른 경쟁력 열위와 기존 항로의 변경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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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비컨테이너는 꾸준히 증가하고 기계류 및 철재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마산항 운영
시 비컨테이너 기계류 및 철재류 유치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었다. 제4장에서는 마산항 1-1단계 컨테
이너 물동량을 예측하였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마산항 영향권역을 설정하고 배후권역내 유치대상 물
동량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적공 비율 및 연근해 이용비율을 구분하고 여기에 마산항 이용의향률을 감
안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추정결과 2020년 기준 14만TEU내외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
는 비 컨테이너 물동량을 추정하였다. 비 컨테이너 물동량은 컨테이너 물동량과 유사한 접근방법을 도
입하여 추정되었다. 추정결과 철재류 및 기계류, 잡화류 등을 합하여 2020년 기준 286만톤 정도를 유
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마산항 1-1단계 항만배후단지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항만배후단지는 1-1단계 배후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배후단지 활용을 통하여 물동량을 유치할 수 있
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항만배후단지 활용사례, 배후단지 개발계획,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제7장에서는 터미널 운영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기본적인 부두운영전략, 물동량
확보를 위한 출자자 다원화 방안, 마산항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방안, 그리고 마산항 1-1단계 활성
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8장에서는 본 연구를 종합정리하고 정책적 건의사항을 제시
하였다.

결론
결론적으로 향후 마산항 1-1단계 사업은 컨테이너 화물 유치가능성이 감소하고 비컨테이너 유치가능
성이 높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변화가능성을 감안하여 다목적부두를 직접운영하고, 배후단지
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며, 비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구체화와 활동 등이 필
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정책제언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첫째, 다목
적 부두를 활용한 안정적 수익확보계획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안정적 물동량 확보를 위해 종합물
류기업 및 선사가 본 사업에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여야 한다. 셋째, 마산
항의 장기발전을 위한 성장잠재력 등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전략확동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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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항개발사업 자문 용역
◉ 연구책임자 : 길광수
◉ 연구참여진 : 김은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한진중공업은 2010년 5월 준공(비관리청항만공사) 예정인 인천북항 5만톤급 목재 및 잡화부두 2
선석에 대한 부두운영사업을 단독 추진사업방식에서 공동사업시행구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바, 사업
시행방식 변경 및 부두운영사 선정과 관련하여 본 자문용역을 실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한진중공업에서 기 작성한“사업 및 운영사 선정참여 신청서 작성지침”
에 관한
검토/보완 및 사후 관리, 공동사업시행 및 항만 공동운영협약을 위한 시안을 작성하여 (주)한진중공업
의 권익 극대화 방안을 검토·제시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주요 연구내용은 인천항 부두운영 여건 검토, 인천북항 개발사업의 사업특수성 검토, 비관리청항만공
사 관련 항만법 규정 검토, 사업 및 운영사 선정 참여 신청서 작성지침, 공동사업시행 및 공동운영 협
약서 작성, 북항개발사업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결론
첫째, (주)한진중공업의 사업시행구도를 살펴보면, 사업시행구도상 단독 시행 및 시공이라는 애로사항
이 나타났으며, 이의 해결방안으로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조기 이행 및 사업시행 변경허가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둘째, 투자비 회수 측면에서 회수 기간 장기화 우려, 적정투자비 회수 난항 예상된
바, 그 해결방안으로 적정 사업시행 출자지분률 및 운영법인 출자비율 조기 결정, 공동사업시행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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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출자지분률 협의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시설계획 측면에서는 조선기자재 전용 이동로 확보에
따른 5만톤급 목재부두 사용 제한 등이 나타났는데, 이는 운영법인이 전용 이동로와 부두시설을 통합
운영, 공동사업시행자와 시설계획 변경문제 조속히 협의 결정하는 것으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
다. 넷째, 선석 활용 및 물동량 확보 계획 측면에서 인천항의 목재 및 일반잡화 물동량 감소에 따른 선
석 과잉 우려, 사업대상 부두의 화물유치 애로발생이 예상되었고, 그 해경방안으로 해당화물(목재, 잡
화) 유치능력이 있는 하역사, 선사 등을 공동사업시행자 및 부두운영사로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제
시하였다.

정책제언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제도에는 현가(PV) 개념을 적용하지 않아 투자비 현가 전액을 회수
하기가 곤란하다. 즉 현행 항만법 개정 없이 비관리청항만공사에 따른 법·제도상의 문제점 개선이 불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주)한진중공업은 현행 항만법 체계 내에서 i) 운영법인 설립·운영을 통해 투
자비 회수, ii) 상계금액의 공동사업시행자간 내부 배분 및 운영이익금 배분문제는 공동운영법인 내 주
주협약을 통해 결정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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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M을 이용한 컨테이너선 선대
수급전망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수엽
◉ 연구참여진 : 이호춘 / 전찬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해상운송 분야의 환경은 글로벌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정기선
해상운송망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라 컨테이너 물동량이 꾸준
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컨테이너 선대가 필요한 실정이
다. 한편 수요를 능가하는 선대공급으로 공급과잉 상태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어 향
후 컨테이너선 시장은 예측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의 컨테이너선 선대 수요를 추정함으로써 국내 조
선산업의 컨테이너선에 대한 미래 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컨테이너 선대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모델인 ITPM(Integrated Transport Planning Model)에 대
해 조선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것은 부가적인 목표라 할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국제 컨테이너 해운·항만 환경의 변화를 고찰해 보았다. 국제 컨테이
너 무역구조의 변화, 정기선 시장관련 경쟁 규정의 변화, 선대 대형화에 따른 영향, 유가인상에 따른
연료비 인상 효과, 파나마 운하 확장에 따른 영향 등을 파악하였다. 그 다음으로 ITPM 모델을 이용하
여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을 전망하였으며, 이러한 물동량 전망치를 이용하여 항로별 컨테이너물동
량 수송 전망과 항만물동량 전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소요되는 컨테이너선대 전망작업을
주요 항로별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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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5년부터 2015년에 걸쳐 연평균 7.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지난 1987~2004년의 평균 성장율 9.5%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치이다. ESCAP 지역 국가들이 전 세
계 컨테이너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57%에서 2015년 68%로 증가할 것이며, 수입시
장의 경우 2005년 47%에서 2015년 56%로 증가할 것이다. ESCAP지역으로 국한하여 볼 때 동아시아
국가들이 ESCAP 전체 컨테이너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58%에서 2015년 69%로 증
가하고, 수입의 경우는 46%에서 55%로 증가할 것이다.
ITPM 모델에서 추정된 2015년 전 세계 항만물동량은 7억 9,500만 TEU로 연평균 7.9%씩 성장할 것
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홍콩, 타이완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2015년 ESCAP 지역 항만 물동량의
57%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전 세계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5년 85백만
TEU에서 2015년 184백만 TEU로 전망되어, 연평균 7.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환적물동량이
전체 항만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2.9%에서 2015년 23.1%로 미미하게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아시아-유럽 항로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포트 클랑, 탄중펠레파스 등이, 아시아-북미
항로에서는 홍콩, 카오슝, 상하이, 부산 등이 그리고 아시아 역내 항로에서는 싱가포르가 미래에도 중
요한 환적항만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정책제언
조선산업은 해운산업의 파생수요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선사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이에 따른 투자
성향이 미래 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미래 해운경기를 전망하고 예측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
다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다. 대형선의 본격적인 투입은 이미 발주된 선박이 시장에 투입되는 내년부
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추가적인 대형선의 발주 여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게 된다. 선사
의 경영전략, 경영진의 선호,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이 어울려 선대 수요는 영향을 받게 되지만 모델에서
제시한 분명한 결과중의 하나는 미래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 물동
량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10,000 TEU급 이상의 선박이 500척 정도 추가 되어야 한다. 국내 조선소의
경우 모델에서 제시한 대형선 수요에 대응하여 대형 컨테이너선 건조시장에서 지켜온 경쟁력의 우위
를 계속 지켜 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건전한 선종별 포트폴리오 구성에 주력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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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국가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연안해운 육성방안동
◉ 연구책임자 : 전형진
◉ 연구참여진 : 고현정 / 고병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3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 CO₂
배출량 감축의무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
리나라 CO₂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수송산업에 있어서도 CO₂
배출량 감축을 위한 환경규제가 시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수송산업의 CO₂
배출량을 수송수단별로 보면 도로운송이 78%를 차지
하여 도로운송화물을 친환경 운송수단이 연안해운으로 전환하는 Modal Shift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
하다.
정부에서도 수송산업의 CO₂
배출량 감축을 위해 Modal Shift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중에 있다. 본 연구는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이 환경적 또는 사회적으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운송수단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안해운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지원정책의 환경 및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첫째, 국제환경규제 강화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이며, 이러한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대
해 세계 각국이 연안해운을 중심으로 Modal Shift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둘째,
EU, 일본, 영국을 중심으로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연안해운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셋째, 우
리나라의 연안해운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Modal Shift
핵심수단인 연안해운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안해운 지원방안
을 화주, 선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들 지원정책의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외부비용 절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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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였다.

결론
국가물류체계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안해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촉진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화주에 대해 연안해운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연안해운 운임
의 일부를 보조하여 연안해운에 대한 선호도를 증대시키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선사에 대해서는 면세
유를 공급하여 연안해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후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화주가 운송업체가 협력하여 Modal Shift를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온실가스 추가배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안해운 지원정책은 수송부문 CO₂
배출량 감축, 환경 및
사회적비용 절감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안해운의 친환경성과 비용절감형 특성을 강화하여 화주의 친환경 운
송수단에 대한 선호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연안해운기업에 대해
서는 선박운항원가를 절감하여 비용경쟁력을 갗출 수 있도록 선박연료유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등
연안해운의 경쟁력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연안해운 지원정책은 단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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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 해양유입쓰레기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목진용
◉ 연구참여진 : 박수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낙동강 유입쓰레기는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등 4개 광역자치단체의 쓰레기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부산과 경남이 최종비용을 부담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문제
를 해결하고자 2007년 9월에 낙동강 유역 4개 광역자치단체들은 부산앞바다 유입쓰레기 처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는 낙동강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
레기 현황 파악 및 법률적·행정적 연구를 통해 낙동강 유역 해양 유입 쓰레기 책임관리제 시행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부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한국해양수
산개발원, 호서대학교, 한국해양구조단, (주)한국해양기술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주요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하천에 대한 해양유입 쓰레기 관리에 대한 관련 사례 파악 등 사전조사
- 낙동강 유역 해양유입 쓰레기 발생원 조사
- 낙동강 유역 해양유입 쓰레기 현황 파악
- 해양유입 쓰레기 예방·저감 및 관리를 위한 대책 수립
- 낙동강유역 해양유입 쓰레기 관리 분담 방안 수립
우리 원은 해양유입 쓰레기 예방·저감 및 관리를 위한 대책 수립분야를 담당하였다. 주요내용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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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유입쓰레기관리에 관한 법률을 조사와 낙동강 강·하천유입 해양쓰레기 유역관리협의체 구성방
안 제시이다. 연구내용은 낙동강 강·하천유입 해양쓰레기 유역관리협의체 구성방안 제시를 위해 국
내·외의 유역관리에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제도
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활용가능성도 검토하였다.

결론
낙동강 유역 관리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활용과 낙동강 수계관리
위원회 활용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활용하는 방안은 낙동강유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 규약을 작성하여 협의체를 만든 후 자치단체 간 비용분담협약 체결하여 행정협의회 안건
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 활용하는 방안은 낙동강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률의 적용범위 확대하여 쓰레기 관리도 대상업무로 포함하고, 자치단체 간 비용분담협약 체결을 한후
수계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활용방안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 활용방안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행정
협의회 대신에“낙동강 수계 및 하구 쓰레기 책임관리에 관한 협약서”체결하고, 동 협약서에“낙동강
쓰레기 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와 낙동강 쓰레기 관리사업 비용분담한 합의서를 부
속서로 첨부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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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 및
중장기 R&D 추진방안
◉ 연구책임자 : 김정봉
◉ 연구참여진 : 홍현표 / 이헌동 / 마창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산 기술 R&D 사업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의 성장 동력 창출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한 과제 도출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수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
업의 고부가가치 사업화와 수산 기술 개발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 소비자 중심의 정책 패러다
임 변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산 기술의 신규 수요를 수산 분야
R&D 사업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중장기 R&D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수산부문 R&D 성과분석 및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 연구 및 관
련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수산분야 R&D에 대한 해외 동향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통해 각 분야의 주요 연구과제 및 이에 대한 RFP(과제제안서)를 도출
하였다. 또한 수산부문의 R&D 성과분석은 수산 기술 실적이 DB화된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에 한정
하여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분야별 중장기 핵심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 수산부문 R&D 사업의 성
과분석 등을 토대로 수산부문 R&D 중장기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부문 R&D 사
업 분야를 크게 5개 분야로 구분하였고 각 분야별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각 분야별 세부 과제 수는
수산식품 신기술 개발 및 혁신분야 31개, 수산물 품질관리 및 안전기술 분야 39개, 수산자원 및 생태
계 관리 분야 26개, 친환경 양식분야 27개, 정보기술 및 관리 분야 20개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수
산업의 특허등록 및 취득건수를 토대로 주요 수산선진국과 기술 수준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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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아직도 수산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로짓모델을 이용
한 기술성과 분석에서는 몇몇 스타프로젝트가 수산기술 개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을 상
업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공동연구 참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 향후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기초과학기술의 육성이라는 관점보
다 산업화라는 경제적 관점을 우선한다면, 어업자원기술 및 수산가공유통 분야의 과제 발굴 및 선정,
지속적 투자가 더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수산부문의 기술개발은
생태계 기반의 친환경적 연근해 수산자원의 관리·회복과 전략어종 중심의 양식 R&D를 추진하고, 국
제 수산식품시장의 특성에 대응한 수산 식품의 전략 수출 상품화 R&D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수산식품의 안전·포장·디자인·브랜드의 고도화를 위한 패키지형 종합 R&D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제언
수산기술개발사업의 중장기 R&D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R&D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수산관련 R&D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산관련 연구개발 주체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과제 선정시 세계의 기술특허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기술수준에 따른
정책차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기획·평가·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수산 R&D 투자효율성을 제
고해야 한다. 넷째, 지역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지역별 수산클러스터의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에 연
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연구개발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대국민 연구 성과 보고회 등의 추
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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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투자 분석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학소
◉ 연구참여진 : 이성우/ 김운수/ 김근섭/ 송주미/ 이진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물류시장은 제조업의 세계적인 재배치, 다자간 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인하여 급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항만물류산업은 성장성 뿐 아니라 수익성도 높은
매력적인 투자사업이며,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기여할 수도 있으나, 국내 항만운영사 등 물류기
업들의 입지는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
으로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의 설립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 검토, 투자계획 설정 및 관리방안 검토 등을 통한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설립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연구내용
정부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정책을 통해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건설 및
운영단계에 들어선 사업은 없는 상황이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전문적으로 정보 분
석 및 제공을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며, 조사 및 정보구축 비용의 중복지출 방지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이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항만 및 물류를 위주로 하는 조직은 부재하므로 정부차원의 국제물류투자분
석센터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는 해외 항만투자 관련 법·제도 조사, 신규사업 검토 및 예비조사, 타당성 분
석,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투자대상 사업 모니터링 등을 주요 역할로 하되, 이를 위해 분기별 동향분석
보고서 작성, 필요시 물류현안 리포트 제공,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기초타당성 보고서 등을 무료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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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하기로 한다. 단, 물류기업의 정확한 사업결정을 위한 개별 사업타당성 보고서는 유료로 제공하여
재정자립도를 키울 필요가 있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기능의 공공적 성격 및 관련분야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KMI에 설치하도록
하며, 법제화는「물류정책기본법」61조를 활용한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는 겸임 연구원을 활용하되,
점차로 전임 연구원으로 충당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내물류 정보체계 연계 및 운
영, 세계 유수 분석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
우리나라가 효과적인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발굴, 진출방법, 리스
크 축소, 사업추진 방법 등의 정보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
08년 7월에 국제
물류투자분석센터를 KMI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적절한 조치라
고 판단된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는 국제물류정보 수집 및 관련 정보의 분석, 신규사업 검토 및 예비조사, 개별사
업 타당성분석조사,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투자대상사업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위한 진출 플랫폼으로 신속, 안전, 정확한 사업 추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정책제언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인력의 정규직 및 전담화
가 필요하다. 또한 회계사, 재무전문가, 국제변호사, 국제물류전문가, 지역전문가, 엔지니어 등의 고급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 조직의 독립성 등 제반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관기관들과의 기능 정립 및 연계시스템 구축,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투자대상사업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현지조사 기능강화 등이 필요하며 예산적·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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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씨그랜트 중장기 전략적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류정곤
◉ 연구참여진 : 박성쾌/ 김대영/ 이정삼/ 김수진/ 남종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지역 씨그랜트 사업 중 최초로 시작되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영남 씨그랜트 사업
의 발전은 향후 우리나라 전체 씨그랜트 사업의 활성화와 괘를 같이할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아직까지 영남 씨그랜트 사업이 연구개발 사업에 치우치면서 기존 연구사업과의 차별성 부재 논란이
일고, 특히 중장기적 추진계획의 부재로 인해 사업추진에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영남 씨그랜트 사업이 나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실
천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영남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발
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영남 씨그랜트 사업이 전략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전략사업 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등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 한국 씨그랜트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 및 운영상의 문제점 검토
- 미국 씨그랜트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영남 씨그랜트 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향 제시
- 영남권 권역별 현안수집, 분류 및 분석
- 전략사업분야 도출 및 장단기 기술예측을 통한 시급성 판단
- 연구, 대민, 교육사업간의 유기적 통합 운영방안 제시
- 중장기 전략사업계획 수립 및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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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 씨그랜트는 미국의 National Sea Grant Program을 벤치마킹하여, 지난 2000년 해양개발
기본법에 근거해‘한국해양발전프로그램’
이라는 명칭으로 도입하였다.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법적 근
거가 모호하고, 주무기관 이전에 따른 사업정체성의 혼란이 있으며, 사업 집행 및 평가의 불합리성 들
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로는 영남 씨그랜트 사업의 존속과 사업추진의 안
정적 운영시스템 확보,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통한 영남 씨그랜트 사업의 위상 제
고, 연안해양 이용자들의 인식변화를 통한 사전적 예방조치 강화 가능,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제언
영남 씨그랜트 대학사업단은 우선 중장기 전략적 계획수립하고 대민, 연구, 교육사업을 연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각 단위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피드백이 가능해질 것이며, 우리나라 씨그랜트 사업을 한층 발전시
키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남 씨그랜트가 본연의 설립취지를 살리면서 지
역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하고, 영남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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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위탁
- 한-EU FTA 체결에 따른 항만물동량 영향 분석 -

◉ 연구책임자 : 김형근
◉ 연구참여진 : 최인영
University of Rhode Island(신승균 교수, 국 웅 교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세계경제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침체로 이어지면서 국내경기도 난항을 겪고 있다. FTA의 경제적 효과는 무역자
유화에 따른 수출증대효과, FDI 유입 증가, 시장 확대, 경제력 제고 등으로 경기침체 극복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2위의 교역대상국인 EU와 FTA 협상 진행 중이며 他연구기관에서 국내
총생산, 소득, 수출입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항만물동량에 관한 연구는 부재이다. 이에 본 연구는 FTA
체결시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파생수요인 수출입 항만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EU
FTA 체결에 따른 항만물동량의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한-EU FTA 체결에 따른 항만물동량 전망을 하기 앞서 FTA에 관해 기술하였다. FTA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원인 및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EU의 FTA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FTA의 중요
성을 파악하였다. 한-EU의 FTA 추진경과 및 교역현황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의 교역전망을 검토하였
다. 그리고 FTA가 기체결된 국가들과의 항만물동량 변화를 분석하여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고, 한EU의 항만물동량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이론을 이용한 항만물동량 예측과 GDP
변동성을 감안한 FTA 체결시 항만물동량 예측, 즉 2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한-EU FTA 체결에 따른
항만물동량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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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에서 수행한 2가지 물동량 예측 방법론은 접근방법의 차별성에 의해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
하다. 네트워크 이론을 통한 물동량 예측은 한국과 對EU 및 對주요 교역국의 물동량을 활용하였으며,
교역간의 직·간접적 무역량을 모두 고려한 예측으로 現 무역구조의 복잡계를 반영하였다. 반면 GDP
변동성을 감안한 FTA 체결시 항만물동량 예측방법은 現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각 예측 방법에 따른 항만물동량 영향은 한-EU FTA 체결시와 미체결시 물동량 예측치 차이를 통하
여 분석하였다. 예측결과, 한-EU FTA 체결시 2015년의 항만물동량은 각각 788만톤과 317만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 한-EU FTA체결에 따른 항만물동량 영향 >
구분

네트워크이론에 의한 항만물동량 전망

(단위 : 천톤)

GDP 변동성 감안한 FTA 체결시
항만물동량 예측방법

2011

2015

2020

2011

2015

2020

비컨테이너

3,021

3,216

3,559

305

1,461

3,134

컨테이너(천TEU)

4,384(325)

4,666(338)

5,164(377)

209(11)

1,707(98)

4,313(258)

합계

7,405

7,881

8,723

515

3,168

7,447

주) 네트워크이론은 수출입물동량, GDP 변동성 감안한 FTA 체결시 항마물동량 예측방법은 총항만물동량

정책제언
한국과 EU의 교역은 컨테이너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컨테이너선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부산항과 광양항은 1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원활한 입항을 위해 적정한
수심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FTA 체결로 인해 FDI 유입 증가가 예상되므로 항만배후단지 투자활성
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EU는 정기선 해운동맹 폐지, 신화학물질관리제
도(REACH) 등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접적인 시장진입장벽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해야 하고, 우리나라 국적선사들은 서비스 개선 및 M&A를 통한 선대 통합 운영 등 효율성 증대를 통
한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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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위탁
- 환적물동량 동향 및 전망 ◉ 연구책임자 : 김형근
◉ 연구참여진 : 이병철/ 윤민영/ 신성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중국 항만의 급성장 및 집중개발로 항만간의 경쟁이 심화 되면서 국내항만의 환적화물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북중국 항만에 대한 직기항 서비스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중국 항만을 중심으로 동북
아 해상운송망이 재편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의 부상을 위해서는 항만의
환적체계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 물류 체계 현황,
한·중·일 항만 환적체계, 향후 환적물동량 전망, 환적화물 유치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세계 총 환적물동량은 2007년 1억 364만 TEU로 연평균 13.3%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항만의 컨테이너물동량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약 8.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적화
물도 이와 유사한 8.9%의 성장률이 전망되었다. 아시아지역의 세계무역 비중이 2007년 26.6%에서
2020년 30.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동북아 경제권의 환적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
고 있다.
중국 역환적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미주행 환적화물은 역환적되는 것보다 비용경쟁력이 20% 이상 월
등한 것으로 나타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시간도 부산항이 중국에서의 환적보다
미주행은 3~5일, 유럽행은 1일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에서 약
간의 비용차이보다는 시간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항만의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의 설문조사 결과 경쟁력 있는 환적요율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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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항만 인프라의 개선, 정부와 터미널의 적극적인 대외 홍보 및 국적 선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
형 선사 유치, 효율적인 운영체제수립 등으로 나타났다.
GDP전망을 통한 미국·일본·중국의 컨테이너물동량과 우리나라 수출입물동량을 이용한 예측방법
으로 우리나라 환적물동량을 전망한 결과 2011년 707만TEU, 2015년 931만TEU, 2020년 1,227만
TEU로 분석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환적물동량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생태계 경쟁관계모형으로 알려진
LV(Lotka-Volterra)모형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LV모형을 통한 항만경쟁관계 분석결과
우리나라 항만은 일본항만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나, 북중국항만과는 먹이사슬관계 혹은 경쟁관계
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우리나라에서 수출입되는 컨테이너물동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부산항의 환적물동량 증가세
가 감소되는 것은 부산항의 위축 및 국내 항만개발, 관련 물류산업 등 우리나라 경제 여러 부문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 내에 우리나라 환적물동량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
망과 부정적 전망이 고르게 나타남에 따라 환적화물 유치경쟁에서 우위의 경쟁력을 선점하는 것이 시
급한 과제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환적물동량은 항만 규모와 효율성, 이용료, 서비스, 위치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어
지나 본 연구에서 시도한 LV모형은 이러한 요인들의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어 지속적인 모형 연
구가 필요하다.

정책제언
향후 북중국 항만과 우리나라간 환적화물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중국 항만별 수요 변화에
따른 환적화물 유치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항만의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슈퍼중추 항만 계획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환적요율 책정 및 항만서
비스/인프라개선, 그리고 선사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포트 세일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
다. 우리나라 항만의 환적화물 유치 잠재력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분석
된 여러 요인들이 충족된다면 우리나라 항만이 동북아 환적 중심항의 위치를 차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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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위탁
- TOC 일반부두 하역능력 검토 연구 ◉ 연구책임자 : 김형근
◉ 연구참여진 : 이병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사용중인 일반잡화부두의 선석당 하역능력은 10여년전에 TOC가 시행된 초기의 결과를 반영하
여 수행한‘전국 항만 적정하역능력 산정’
(KMI, 1998. 7)의 결과로서 시기적으로 이를 수정해야할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감사원에서는 전국 항만의 선석당 하역능력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사업으로서 TOC 일반부두의 선석당 하역능력을 산정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하역능력 산정 조사 대상 7개 TOC 항만 중 47.1%(33선석/70선석)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TOC부두 전체 처리품목의 선형별 평균 모선당·시간당 하역능력에 1일 작업시간(16.5시간), 연
간 작업일수(310일), 선석점유율(60%), 실작업효율(79%) 등의 연간 하역능력 지표를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하였다.
< 기존 및 신규 하역능력 산정 지표 비교 >
구분

1일 작업시간

연간 작업일수

선석점유율

실작업효율

기존 지표

16

300

60

72

신규 지표

16.5

310

60

79

차이

0.5

10

0

7

톤급별 TOC부두의 선석당 하역능력은 모선·시간당 하역능력 관련 지표를 적용한 결과, 3천톤급은
35만톤, 5천톤급 40만톤, 1만톤급 54만톤, 2만톤급 64만톤, 3만톤급 74만톤, 5만톤급은 82만톤으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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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급별 TOC부두 선석당 신규하역능력 >
구분

3천톤급

5천톤급

1만톤급

2만톤급

3만톤급

5만톤급

모선·시간당 능력

142

164

221

264

303

337

1일 작업시간

16.5

16.5

16.5

16.5

16.5

16.5

연간 작업일수

310

310

310

310

310

310

선석점유율

0.60

0.60

0.60

0.60

0.60

0.60

실작업효율

0.79

0.79

0.79

0.79

0.79

0.79

연간하역능력

344,280

397,620

535,817

640,071

734,627

817,060

(천톤)

350

400

540

640

740

820

주) 연간하역능력은 천톤에서 절사,반올림하여 만톤단위로 산정하였음.

결론
TOC부두의 신규 적정하역능력은 모선·시간당 하역능력의 향상, 1일 작업시간의 증가(0.5시간), 연간
작업일수의 증가(10일), 실작업효율의 증가(7% 포인트)에 의하여 2009년의 산정기준으로 보면 톤급
별로 기존 하역능력에 비해 8.6~10.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으로는 6.5~8.4%
정도, 2015년은 1.4~3.2%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는 2~3.3% 정도
낮은 것으로 산정되었다. 기존 2020년의 톤급별 하역능력은 1996년을 기준으로 기준년도 매5년마다
5%의 생산성을 무한정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하역여건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
리가 있는 하역능력으로 판단된다.

정책제언
기존의 TOC부두 하역능력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부두의 선석당 하역능력과 향후 신규로 건설되는 부
두의 표준하역능력으로 이분화되어 있으며 매 5년마다 5% 생산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
으로는 과거처럼 기존과 신규시설에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이분화된 능력이나 5%의 생산성을 적용하
는 대신 한 가지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존의 2020년의 톤급별 하역능력은 1996년을 기준으로 기준년도 매5년마다 5%의 생산성을 무한정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하역여건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2020
년의 항만개발규모 산정에 적용할 하역능력은 향후 5~6년 정도 지난 2015년경에 다시 점검하여 재산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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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위탁
- 항만별 물동량 배분모델 ◉ 연구책임자 : 김형근
◉ 연구참여진 : 이병철/ 최인영/ 김지영/ 윤민영
장재곤/ 신성호/ 박수혁
◉ 외부참여진 : SAS코리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항만물동량 예측방법은 거시경제지표와 각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 전국 물동량을
예측한 후 항만별로 배분하는 단계로 예측되고 있다. 항만물동량의 예측은 각종 항만시설물과 항만배
후시설, 배후교통망의 규모와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항만의 산업별 특성과 지역별
특성 등이 매우 상이하여 배분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의 물동량에 영향을 미
치고 있는 다양한 외부요인을 파악하고, 물동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항만별 특성에 적합한 인과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물동량 배분모델에는 각 품목의 관련 산업특성을 조사하여 각 지역의 입지현황, 수송경로, 향후 개발
전망 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또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대규모 개발계획, 설비증설 등의 계획도 포
함하였다. 그리고 품목별 특성, 항만별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예측모형을 분석한 후, 그
중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회귀모형과 다양한 형태의 시계열 모형을 적용하였는데
적합한 모델이 없을 경우에는 이동평균 등의 개별 모형을 추정하였다.

결론
과거의 배분방법들은 주로 내륙과 항만간의 거리, 비용, 용량 요소들에 기반하여 화주의 선택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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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동량 배분모형 개발 프로세스 >
시스템화

물동량 예측 모델링
후보변수정의

시계열 모델링
인과관계 모델링

종속변수정의

시계열 Pattern 탐색

모델링기법 적용

후보설명변수정의

시계열 정상화

모형의 적합성 검정

Data Cleansing
결측치처리
이상치제거

모델링 기법 적용
모델 진단
인과관계모델과 유사한
통계분석 수행

예측결과분석

시스템 구현/운영
분석마트구성
시스템구현

다중공선성 제거
모델정확도모니터링
잔차분석
유의성 검정
예측결과분석

정확도하락원인규명
예측모델보완

분석하였으나 여러가지 요소들이 혼합되어 모형 구성이 어렵고 입력변수의 값이 조금만 달라져도 배
분결과가 크게 변동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항만물동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단지개발,
기업이전, 대규모 개발계획 등의 외부효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물동량 배분 모형을 제안하고자 항만의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외부요인을 파악
하고, 물동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항만별 특성에 적합한 계량모형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
과거 배분모형 자료와 모형활용의 어려움으로 직접적인 예측력 비교는 부족하였으나, 앞으로 다양한
외생변수를 발굴하여 모형 적합도를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항만별 배분의 정확도
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인과요소들의 발굴이 필요하며 향후 제시된 배분모형과 물동량 예측모형이
결합된 통합적인 항만배분모형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발전시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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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위탁
- 울릉도 관광거점항 개발사업 기본구상 ◉ 연구책임자 : 김형근
◉ 연구참여진 : 김지영/신성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울릉도는 우리나라 동해안 유일의 도서 지역으로 독도와 함께 지정학적 중요성과 상징성, 수려한 경관
자원을 보유하여 국제 관광섬으로의 충분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울릉항은 이러한 관광자원을
연결해 주는 유일한 관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울릉항은 2001년 감사결
과에 따라 1단계 개발로 축소되었고, 1단계 공사가 완료된 현시점에서 대형 여객선 취항 곤란 등 개발
의 한계성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릉도 해양관광 개발가능성 증대로 인한 울릉항의 지속 개발 필요성이 대두됨
에 따라 울릉도의 관광개발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울릉항 개발 한계성과 관광거점항 개발 필요성을 검
토하여 울릉도의 관광거점항 개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해양관광에 대한 정책동향 및 국내·외 도서지역의 관광활성화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울릉도 지
역 여건분석 및 지역개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울릉도의 국제 관광 섬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울릉도의 국제 관광 섬으로서의 가능성 증대로 외부와 울릉도의 관광자원을 연결해 주는 유일한 통로
인 울릉항의 역할과 관광거점항으로서의 잠재력이 증대하고 있음에 따라 울릉항의 관광거점항만 개
발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여건 전망을 분석하였다.
현재 울릉항 개발은 2001년 감사결과에 따라 1단계 개발로 축소되었으며, 현재 1단계 공사가 완료되
었다. 하지만 완료된 시점에서 대형 여객선 취항 곤란 등 개발의 한계성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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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추가 개발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울릉도 관광거점항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울릉도 관광거점항 개발효과를 제시하였다.

결론
현재 울릉항은 지속적인 접안능력 및 시설 부족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서 울릉(사동)항의 방파제 안정성 확보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수호를 위한 지리
적 중요성 인식 및 관광기능 역할 강조를 위한 충분한 시설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5,000톤급 선박 입출항이 가능한 항만으로서, 향후「크루즈 관광선」
유치에 대비한 항만, 태풍
내습 시 어선의 긴급대피가 가능한 항만, 해군 및 해경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보급항으로서의 항만기능
을 만족시키는 평면배치계획 및 시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역이용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확
대 1안 및 3안을 제시하였다.
전체 공급능력 증대에 의한 추가 수요 예측을 통해 선정된 두 계획안을 통해 사회적 할인율 5.5%를 반
영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분석 결과, 경제성에서는 다소 불리하나
항내수역이 가장 넓어 부두 운영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확대 1안을 최종 추천하였다.
<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
구분

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비고
적용 및 분석기간 :
2010~2045년(36년간)

확대 1안

0.52

(-)1,113억원

1.01

확대 3안

0.57

(-)900억원

1.70

정책제언
변화된 환경 요인을 반영한 시설규모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2단계 개발의 경제적 개
발 타당성은 다소 낮은 편이나 다양한 간접 편익이 발생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및 도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정성적 개발효과 측면 또한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양안보 및 해양자원의 확보 차
원에서 울릉도와 동해, 울릉도와 포항, 울릉도와 독도의 연계성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서 항만시설 개
발사업은 필요하며 투자의 가치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인식하여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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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위탁
- 우리나라 크루즈부두 개발수요 전망 ◉ 연구책임자 : 김형근
◉ 연구참여진 : 장재곤
University of Rhode Island(신승균 교수, 강경우 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세계 관광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크루즈 시장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크루
즈 선사 간 인수·합병, 선박 대형화 추세, 선사 간 경쟁 등의 요인이 크루즈 상품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대중 크루즈의 붐(boom)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홍콩, 싱가포르 및 일본과 같은 주변국에 비해 항만시설과 관련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고, 이와 관련된 관광상품과 마케팅 전략 역시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 높여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견과 인식부족 등으로 크게 크루즈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 크루즈 시장의 현황을 파악한 후, 우리나
라 국제 및 연안 크루즈의 관광수요를 전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기존 문헌을 통해 크루즈 관광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고 세계 크루즈 산업의 발전 동향을 파악
한 후, 세계 주요 운항권역(카리브해, 지중해, 발트해, 알래스카)의 지역적 특성과 관광객 수요의 특성
을 살펴보았다. 또한 세계 크루즈 시장의 수급 상황을 지역별·선사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고, 세계 크
루즈선 조선소의 수주·건조 계획 등을 살펴 보았다. 국제 크루즈 관광 수요예측을 위하여 다년간의 관
련 데이터를 이용, panel data를 구성하였으며 국가별 효과를 컨트롤하기 위하여 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s Model)을 이용하였다. 연안 크루즈 수요예측의 경우, 아시아지역에서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의 인구대비 연안크루즈 이용 비율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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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우리나라 국제 크루즈 시장 수요가 2011년 12만 2천명에서 연평균 7.7% 증가하여 2020년에 23만 7
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연안 크루즈는 2015년 2만 3천명, 2020년 3만 8천명으로 분석되었
으며, 총 크루즈 수요는 2015년 18만 8천명, 2020년 27만 5천명으로 예측되었다.
< 우리나라 크루즈 관광시장 규모 전망 >

(단위 : 천명)

연도

국제 크루즈
관광 수요

연안 크루즈
관광 수요

총 크루즈
관광 수요

2011

122

12

134

2012

132

15

146

2013

142

17

159

2014

153

20

173

2015

165

23

188

2016

17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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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91

29

220

2018

206

32

238

2019

221

35

256

2020

237

38

275

정책제언
본 연구는 국제 및 연안 크루즈 수요 전망을 위하여 진행되었다. 크루즈 관광수요는 부정기적인 특성
으로 인해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 받으며 우리나라에서
도 시장이 첨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크루즈 산업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중심산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두개발 뿐만 아니라
수변공간 조성, 교통시설 확보, 해양·레저산업 및 지역관광산업 육성 등을 통해 크루즈관광 환경 조
성과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마케팅활동과 아울
러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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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해양관광자원개발)용역
◉ 연구책임자 : 윤상호
◉ 연구참여진 : 이승우/이종훈/홍장원
이윤정/송은종/이승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우수한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외래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해변, 갯벌, 철새 등 다양한 생태자원과 일출/일몰, 해상국립공원, 도서 등
자연경관과 어장에서의 체험, 해양스포츠 등을 가능하게 하는 서해안 지역은 해양관광개발사업의 적
정한 후보지역들이다. 본 과업은 특히 어촌관광의 잠재력이 풍부한 태안 백사장항과 드리니항에 대한
인도교 설치 등의 공간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촌의 효율적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당해 지역의 일반현황과 기존의 관광환경을 분석하고 본 사업의 집행을 위한 개발구상과 개발기
본계획을 살펴보며 이에 따른 투자계획을 검토하여 보았다.
본 과제는 태안군 남면 드리니항과 안면읍 백사장항이 사업대상지로서 백사장항은 관광객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나 드리니항은 그러지 않은 지역으로서 서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어서 지역의 삶의 질이나
소득수준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2개 어항지역을 연계하여 관광객의 왕래를 수
월하게 하는 것이 두 지역을 상생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되어 인도교 및 특산물인 대하축제마당공간
조성, 해안가로마당공간 조성 등으로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 사업의 전제조건은 기존의 어항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차후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의 어항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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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사업의 핵심은 인도교의 설치이기 때문에 최단거리를 검토하여야만 공사비의
저렴 및 공사기간의 단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지 위치에 대하여서는 3가지의 대안으로 검토하
였고 인도교의 모양 및 형태를 위해서도 3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여 검토하였다. 본 사업의 투자비는 인
도교의 경우 51억원, 백사장항 대하축제마당 공간조성비는 26억원, 해안가로마당 공간조성비는 82억
원, 드리니항 대하축제마당 공간조성비는 11억원 등 총 9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결론
본 계획에서는 백사장항과 드리니항을 인도교로 연결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지역교류의 장으로 활성
화시키고 또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친수시설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두 지역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본 계획의 실행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
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도 부합되는 실행계획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인도교 건설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태안군 남면 남부권과 태안군 안면읍 북부권의 연계개
발이 필요하다.

정책제언
해양관광개발사업은 2006년에 시행하여서 주로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이 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충남지역에도 지원이 되고 있으나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말고 실제 관광자원이 풍부하거
나 국가에서 인프라 시설 등의 지원으로 관광객의 유입 및 소득증대 창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되
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촌 및 해양관광분야는 앞으로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공
간이기 때문에 어촌의 지역경제활성화, 어촌주민 소득증대 등을 위해서는 본 사업뿐만 아니라 어촌종
합개발사업, 어촌체험관광개발사업 등 관련 정부부처 사업과 연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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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연안정비계획조사 용역
◉ 연구책임자 : 윤상호
◉ 연구참여진 : 이승우/이종훈/홍장원
이윤정/송은종/이승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충청남도 당진군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수도권과 전남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
고 있다. 최근 주5일 근무제의 시행과 더불어 관광객이 연안자역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안지역
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는 무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안지역이 과거 매립위주의 연안정비사업의
추진으로 환경적, 생태적 가치를 잃어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충청남도 당진군에서
는 관할 연안지역중 환경적, 생태적 가치를 보유한 지역에 환경친화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명
소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연안장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연안정비사업은 연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그 내용을 보면 연안재해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
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연안보전사업, 해역의 정화, 폐선의 제거 등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해
역개선사업,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연안조성사업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으나 본 과제는 주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친수연안조성사업이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과
제의 대상지역은 당진군 안섬지구, 한진지구, 맷돌포지구, 삽교지구 등의 4개 지역이다. 이중 안섬지
구는 공유수면 매립, 조경 및 인도교량, 파일지지식 목재데크(친수공원)조성 등이며 총 사업비는 70억
원 정도, 한진지구는 파일지지식 목재산책로, 휴게정자 2개소 등 총 24억원 정도, 맷돌포지구는 파일
지지식 목재데크, 경관펜스설치, 조경식재 등으로 21억원 정도, 삽교지구는 파일지지식 목재데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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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목재데크, 경관펜스설치 등으로 1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어 총 당진군 관내 연안정비
사업비로 12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3개년에 나
누어서 분산투자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각각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결론
안섬지구는 지역여건상 대단위 매립공사가 수반되는 관계로 사업비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산정되었
으며, 한진지구는 최소한의 교행을 위한 보행폭(3m)을 확보하여 데크식 해안산책로를 계획하고자 하
였다. 맷돌포지구 및 삽교지구는 목재데크를 파일로 지지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공유수면 매립시 발생
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득시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
하고자 하였다. 본 당진항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4개지구(안섬, 한진, 맷돌포, 삽교)연안의 경관이 보전
되고 시민의 접근성이 확보되어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연안으로 거듭날 것
으로 판단된다.

정책제언
기존의 연안정비사업은 해안침식, 호안정비 등의 해안방재위주의 정비사업이었으나 앞으로의 연안정
비사업은 물론 기존의 해안방재사업도 수행하겠지만 친수공간 조성사업위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
는 관광객의 어촌 및 해양관광선호로 인하여 해안시설을 이용한 관광기능을 포함한 복합공간 조성의
수요가 증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촌 및 어항주변에 연안장비사업을 시행할려고 할 경우 반드시
연안장비사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관광개발사업, 해양관광자원개발사
업 등 관련 정부부처 사업과 연계하여서 수행하는 것이 연안정비사업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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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마을(용신마을) 기본계획 수립용역
◉ 연구책임자 : 홍장원
◉ 연구참여진 : 이종훈/이윤정/송은종/고민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더불어 노령화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어촌의 소득여건개선과 더
불어 도시와 어촌의 교류활성화를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의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태안군 용신마을이 어촌체험마을사업 대상지로 선
정됨에 따라 지역의 제반 여건을 분석하여 체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태안군 용신마을을 대상으로 한 어촌체험마을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어촌
체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방안, 개발기본구상, 투자방안, 관리운영방
안 등을 마련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태안군 용신마을의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수산업환경, 광역계획, 지역계획 등의 여건분석을 통하
여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분석을 통하
여 어업활동 여건, 어촌발전의 제약요인, 체험마을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의사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
대로 하여 어촌체험프로그램 운영방향을 설정하였다. 태안군 및 용신마을에 대한 관광여건분석을 통
하여 체험자원 이용방안, 방문객 목표시장, 체험시설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어촌체험마을사
업의 추진을 위한 개발기본구상 및 공간체계구상, 도입시설구상 등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용신마을의
체험마을사업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어촌체험마을사업의 합리적 운영방안 도출을 위하
여 자원관리, 시설관리, 방문객관리 등의 부문별 관리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체험마을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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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되는 어업인의 참여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업조직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충청남도 태안군 용신마을은 갯벌자원을 중심으로 한 어촌체험자원과 더불어 해안경관이 우수한 지
역이다. 이에 따라 용신마을의 어촌체험프로그램은 이러한 자원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어촌체험마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갯벌자원과 더불어 농촌체험자원, 생
활문화체험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용신마을
의 어촌체험마을 기본계획과 더불어 지역주민 참여방안을 함께 마련하였다. 또한 사업투자계획 및 관
리운영계획을 토대로 하여 체험마을사업의 발전방안 제시하였다.

정책제언
도시어촌의 교류활성화를 통한 어촌사회의 활력증진과 더불어 어업인의 소득다양화라는 어촌체험마
을조성사업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한 시설 투자와 더불
어 사업의 운영 및 관리계획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즉 어촌체험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을 이끌어 나아갈 지역리더의 육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관광 서비스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개선방안의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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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갯벌체험장 활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 연구책임자 : 박상우
◉ 연구참여진 : 마창모/최성애/채동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 간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위주의 지역균형과 분배의 방식대로 추진되어 어
업소득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으나 어촌지역 발전의 내생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도 사
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09년 12월)을 수립하면
서 어촌의 정형화된 하향식 개발을 지향하고 어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유형화·특성화 개발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향식 개발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홍성군 상황어촌의 특성과 부존
자원을 토대로 테마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지역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지역주민
의 고용창출과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함으로써 어촌발전의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첫째, 권역의 현황으로 일
반현황, 수산업·어촌계 현황, 관광
현황 및 수요추정,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특히,
설문조사는 서울, 경기, 충남지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
로 수요특성이 도출되었는데 대표적
인 내용으로 수도권 학생들의 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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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야외체험활동 연간 참여횟수가 6.7회, 당일형과 1박 2일 이상의 프로그램 이원화 필요성 등이 제기
되었다. 둘째, 권역의 발전전략으로 국내외 수산물·식품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폐교의 활용방
안과 수산물 미래 수요자간 교류의 공간으로써 테마를 설정하고 단계별 발전계획과 세부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업계획으로 공간 및 시설물계획, 소득구조 개선계획으로 공간구상, 토지이용구상, 시설물계
획, 동선계획, 전시계획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운영·관리계획으로 마을의 조직구성, 마을정보화, 프
로그램계획, 홍보·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자계획 및 타당성 검토로 투자규모 및 단
계별·재원별 조달계획,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홍성군 서부면의 폐교를 활용하여 도시지역의 학생들에게 수산물의 가치와 올바른 섭취, 수
산물 이야기 등을 교육적 메시지와 체험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수산물 수요자를
양성하는데 의미가 있다. 지역의 어촌계는 본 사업을 통해 소득구조 개선과 함께 마을 이미지 개선 등
브랜드 효과를 통해 다양한 편익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도시지역의 유치원생, 초·중생들은 교육활
동 프로그램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농어촌 공동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폐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폐교를 기반으로 지역주민
과 도시민의 교류 네트워크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제언
본 연구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해당지역의 부존자원을 토대로 테마와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성군내 농업·수산·식품유통·관
광분야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전담부서의 신설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부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운영프
로그램 개발과 교재·교구개발,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을 홍성군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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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수)바다목장 사업평가 및
경제성분석 시스템 개발
◉ 연구책임자 : 류정곤
◉ 연구참여진 : 조정희/김대영/이정삼
김수진/남종오/정혜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남(여수)바다목장은 3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사업예산의 원활한 투자 미흡, 목장해역 및 대상자원
의 광범위성, 어업인 및 이용자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따라서 2010년에 완
공 예정인 전남바다목장에 대해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정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남 여수 해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남바다목장 시범
사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현황 및 결과를 분야별로 정리·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
시하며, 또한 전남바다목장의 사업평가를 위한 경제성 분석모델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바다목장사업 추진현황, 바다목장 평가시스템 개발, 사업평가시스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보면, 첫째, 전남바다목장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마스터플랜과 투자실적 비교,
연구개발 현황과 추진결과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전남바다목장 평가시스템에 대해 어업효과 및 어업
외효과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해 최적 사업 평가시스템을 도출하였다. 셋째, 평가
항목별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사업 평가시스템을 수정·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남바다목장사
업의 개선방향과 평가시스템의 표준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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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구 결과 전남바다목장 시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종료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남바다목장 사업목표와 내용을 재검토하여 핵심 목표와 부가적 목표를 구분하고 이에 맞추어
세부사업별‘선택과 집중'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현재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을 감안한 추
진 기간의 연장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간 연계시스템 강화, 사업별 추진결과 분석을 통한 세부사업 내용 변경 혹은 추가사업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제언
전남바다목장사업에 대한 평가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전남바다목
장 내의 대상어종들에 대한 정확한 자원량,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등의 자료 축적이 시급하다. 이와 같
이 축적된 자료로부터 대상어종의 최적 자원량, 최대지속적어획량(MSY), 최대경제적어획량(MEY)을
분석하고, 이들 대상어종의 어획으로부터 이윤극대화를 창출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어업인 혹은 유어낚시업의 경영실태 조사가 매년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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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 연안해양환경부문 ◉ 연구책임자 : 육근형
◉ 연구참여진 : 김종덕/정지호/김복희/홍수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7년 IPCC의 4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61~2003년에 걸쳐 연간 1.8㎜ 상
승하였으며, 특히 1993~2003년에 걸쳐서는 연간 약 3.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해수면의
상승은 직접적으로 연안지역의 저지대에 침수위험을 높이고 연안지역에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
위를 확대한다. 호우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태풍과 같은 강한 열대저기압 활동이 증가하면서 연안지
역에 발생하는 피해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각종 정부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총리실에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을 설치하여
기후변화협상 대책과 저탄소사회 관련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책
이 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 전략의 차원에서 검토되었고, 최근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
된 직접적 대책에 치중하면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정책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다. 이 연구에
서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의 한 분야로서 연안과 해양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와 이에
대한 적응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과 해양의 변화는 크게 해수면 상승과 수산자원의 변화, 해수 pH 하강 등 해양
환경 변화, 수퍼태풍 등 재난성 기상현상에 의한 연안재해 등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1.0m 해수면
상승 시 한반도 전체적으로는 서울시 면적의 4.4배, 남한만을 보면 서울시의 1.6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침수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조위관측 결과 역시 서귀포항에서 이미 연간 0.6㎝ 수준의 상승률이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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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해류 흐름이 변하면서 해수의 온도에 민감한 수산자원의 어획량이 크게 변
화하고 있으며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난성 기상현상 역시 빈발하고 대형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 중 증가한 이산화탄소는 많은 부분 해양에서 흡수되는데 이러한 바다의 완충능력은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많아지면서 해수의 pH 저하로 나타난다. pH가 낮아지면 산호의 골격이나 패류의 껍질을 구
성하는 탄산칼슘이 더 쉽게 용해되기 때문에 향후 이산화탄소농도가 더 늘어나면 탄산칼슘 껍질을 활
용하는 생물에게는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영국, EU, 호주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들의 해양과 연안
의 적응정책을 살펴보았다. 기후변화 선진 대응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
해 정밀하고 체계화된 영향을 예측하고 취약성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적응비용과 피해비용
을 산정하여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적응정책을 편다는 점이다. 특히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적응적책으
로 제방을 높이거나 저지대 지역 침수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공간 이용과 토지이용계획 등 제도적이고
계획과 연계한 적응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연안과 해양 분야 적응정책과 해외의 정책사례 등을 종합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적응정책을 ⅰ) 기술개발 분야, ⅱ) 법·제도 정비 분야, ⅲ) 경제적 유인책 분야(비규제적 수단), ⅳ)
대중인식 증진의 4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기술개발 분야에는 적응기술과 모니터링 기술 및 시스템 구
축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연구과제의 성격이 큰 반면, 법·제도와 경
제적 유인책, 대중인식 증진의 분야는 정부의 정책적 측면(사업 분야)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는 분야이
다. 이 연구에서는 분야별로 적응대책과 시행주체를 세분하고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제시하였다.

정책제언
연안과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의 대응이 해양의 물리학적 또는 생물학적 변화와 같은 자연계 자체
의 순응적 적응인 반면, 인간이 거주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연안이나 도서에서는 인간에
의한 적응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사전에 대응하는 적응비용이 피해가 현실화된 피해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사전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구조물 건설·보강과 같
은 구조적 대책과 함께 침수에 대비한 연안과 도서지역의 공간계획의 병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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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역사박물관 및 기념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 연구책임자 : 이종훈
◉ 연구참여진 : 박광서/이윤정/송은종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거제수협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업 협동단체인 거제한산 가조어기조합의 발상지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가조도 입구부에 위치한 기 확보된 부지 상에 추진 중인 수협효시 기념공원을 지역
의 새로운 관광자원화하여 거제시를 찾는 방문객을 흡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사등
면 가조도에 국내 최초 수산업 협동단체 발상지인 사등면 가조도에 수협 태동의 역사적 배경과 수협
관련 史料 그리고 거제도 및 인근지역의 전통 어구/어법 등을 널리 홍보할 수협역사박물관과 기념공
원 등을 조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수협역사박물관 및 기념공원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여건 분석에서는 일반현황과 관광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관련계획 및 법규에 대해서 검토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점인 수업효시 기념공원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개발방
향을 설정하였다. 수협효시를 기념하는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어촌과 어업의 역사를 전시하며
기타 휴식 및 옥외활동, 바다경관을 감상하는 등 다목적 기능과 다채로운 활동을 유도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입가능시설을 검토 하였으며 토지이용개획, 기본계획, 시설물계획, 조경 및 환경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공간체계는 수협효시를 기념하는 공간의 이미지에 중점을 두고 기타 휴양, 편
익, 전시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이용,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 분할 및 배치를 고려 하였으며 투자계획
및 사업추진방안에 있어서 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과 관리운영계획 및 홍보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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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가조도 입구부에 위치하는 수협에서 기 확보한 부지 상에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수협효시 기
념공원을 조성하여 거제시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을 흡인하여 가조도가 우리나라 수산업단체의 발상
지라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이를 지역 자원과 연계시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높은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한 충분한 관광잠재력은 물론 다양한 내륙 및 연안의 인문사회, 역사문화 관련
유무형 관광자원도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해양 및 어촌관광 분야에 있어서 높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제언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법제도에 대한 협의, 승인,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특히 국
토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류, 산지관리법, 농지법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 같은 연관성이 깊은 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거제시와
수협에서는 가조도의 제반 여건과 해양·어촌지역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방문객과 지역주민이
쾌적하게 머물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거제시가 주창하는 캐치
프레이즈이자 발전목표인“Blue City Geoje"를 이루어 나가는데 일조를 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
가야 할 것이다.

2008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19

제1장 2008 기본연구사업

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및
관리운영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길광수
◉ 연구참여진 : 고현정/김은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부산항을 동북아 최고의 항만물류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여 중국 등의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환적화물을 유치하고 동북아 물류중심 및 유라시아 관문항으로써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내외 물류기업을 유치함은 물론 안정적인 물동량 창출 기반을 마련함
으로써 해당 항만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항 신항의 남측 2-2단계, 2-3단계 컨테이너부두와 배후물류단지로 지정된 웅
동지구 가운데 1단계 2,484천㎡를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또한
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신규화물 및 물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
도록 최적의 관리·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우선 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요청서, 예정지역 지정 요청서, 용당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요청서 및 자유무역지역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였다. 각 요청서는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비전과 발전전
략 및 확대지정, 예정지역지정, 변경지정의 필요성과 요건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기본
계획에 관한 내용도 수록되었다.
또한 부산항 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의 관리·운영 방안을 도출을 위해 세계주요항만의 배후물류단
지 및 자유무역지역 현황을 검토하였고, 명칭 선정 및 브랜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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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지침을 마련하였고, 통제시설 설치계획 및 인력 운영 방안, 공동시설 적정 유지관리비 분담금 징
수 방안 등을 제시했으며, 마지막으로 동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전략으로 이점 및 특화전략과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전략을 제시하였다.

결론
지속적인 부산항의 화물창출 측면에서 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은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하는 기업의
유치가 긴요한 시점이다. 특히 하드웨어적인 시설 특화전략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적인 고객만족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의 브랜딩화는“BD-LSE : Best Distripark for
Location, Service, Experts”
의 이미지를 강조해야 한다. 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 관리·운영은
부산항만공사의 직접관리와 부분 위탁관리를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이를 위해 부산
항만공사의 조직운영은 자유무역지역 관리와 지원부서로 크게 나누고 향후 해외사업투자를 고려하여
해외사업팀을 두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통제시설 관리는 첨단 무인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안을 확
보하고 동시에 비용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 활용이 요구된다. 부산항의 경쟁항만인 홍콩항, 상
해항, 고베항, 카오슝항 등은 지속적인 항만개발 및 물류단지를 확충하여 강력한 허브화 전략 추진하
고 있어, 동북아 물류거점화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어 i)동아시아 관문역할 강화, ii) 해륙복합
운송 기지화, iii) 차별화된 인센티브 마련, iv)총괄적인 기업유치 체계마련, v) 차별적 임대료 감면제도
마련, vi) 자유무역지역 확대, vii) 항만노사관계 안정화 등의 특화전략이 필요이다.

정책제언
정부는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
다. 특히 경쟁항만과 차별화할 수 있는 조세혜택, 부가세 감면, 설비 투자에 대한 융자보증, 항만비용
절감 등의 지원대책 마련 및 홍보가 요구된다.
현행「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조속히 전면 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제도 본연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국제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자유무역지역 운영의 제반 문제점을 반
영하여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항만공사(PA), 한국컨
테이너부두공단, 공항공사 등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법률 개정 전담(T/F)팀을 조속히 구성·운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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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종합관리체제 구축(Ⅵ)
◉ 연구책임자 : 목진용
◉ 연구참여진 : 박수진/고현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폐FRP 선박 처리를 위한 시설을 개발하고 있어서 폐FRP 선박 수거, 파쇄, 운반과 관련한 법제 및
FRP 처리시스템의 운용에 필요한 법제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수거운반 및 처리를 위한 정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폐 FRP를 처리를 위해 개발 중인 용융시스템에서 처리하기 전에 폐FRP 선
박의 전처리(수집-절단/파쇄-운반)가 필요한데, 전처리 과정은 육상처리와 해상바지를 위한 처리 등
이 제안되고 있어 대안별 경제적 분석을 통해 최적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폐
FRP 선박의 전처리(수집-절단/파쇄-운반) 대안별 경제성 분석 및 최적안 제시와 폐FRP 처리시스템
운용을 위한 관련 법제 정비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해상바지(Barge)선상에서 폐 FRP선박을 수집ㆍ분쇄하고, 육상으로 집하(集荷)하고, 육상운반시스템
으로 운송하여 폐FRP선박처리장으로 이송(移送)하고, 용융(鎔融)을 통해 보도석(步道石), 타일 등 재
활용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현행 법규를 검토하였다. 방치폐선의 처리는 공유수면관리법
에 근거한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실무적으로는 관리청이 선박처리업체에 의뢰
하고, 업체가 수거·운반·처리하고, 관리청이 처리비용을 선박소유자 등에게 구상하는 대집행방식
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중 일반감척은 연도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집
행지침에 의거 지자체별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FRP선박은 해체처리업체가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처하고 있으나 폐FRP선박의 유해성 논란이 있으므로 환경적으로 안전한 폐 FRP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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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처리시스템에서 처리될 필요가 있다.
폐FRP선박 처리 절차를 인양 → 절단 → 선박운반 → 하차 → 선박파쇄 기준으로 하여, 선박해체업체
를 이용하는 방안(대안 -1)과 폐FRP선박 해체를 위한 바지선에서 처리하는 방안(대안-2)을 선정하
여, 대안별 비용흐름을 구하고 현재가치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결론
폐FRP선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폐 FRP선박 처리시스템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방치폐선이나 감
척선박처리에서 폐FRP선박을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FRP선박 처리 절차를 인양 → 절단 → 선박운반 → 하차 → 선박파쇄 기준으로 하여, 선박해체업체
를 이용하는 방안(대안-1)과 폐FRP선박 해체를 위한 바지선에서 처리하는 방안(대안-2)를 분석한 결
과 대안-2가 기존의 선박해체업체 이용방안보다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박처리장 처리대상을‘방치 폐FRP선박’뿐만 아니라‘모든 폐FRP선
박’
으로 확대하고, 방치폐선이나 감척선박 처리과정에서 FRP선박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폐 FRP선
박 처리시스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지침’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바지선에서 FRP 선박의
전처리(수집/운반-현장(육상)절단/파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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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만 환경보전해역 환경관리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윤진숙
◉ 연구참여진 : 장원근/최지연/최희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함평만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법 16조에 의해 환경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함평만은 환경보전해역 지정 이전에 이미 수산자원보호구역
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양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곳이나 최근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등
육상기인 오염원의 유입과 함께 함평만 내의 양식시설로 인한 자가오염, 주변에 다수의 소규모 개발사
업 들이 계획·추진 중에 있어 함평만 해양환경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적은 함평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과학적 진단을 통해 함평만 해역의 생산성 향상 및 생물다
양성 등 연안·해양환경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 관리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함평만 환경보전해역의 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히여 먼저 해양환경 일반현황, 연안이용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육상기인 오염부하량 및 자가오염 부하
량를 조사하였고, 특히 함평만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생물자원 특
성 조사도 병행하였다. 이런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 진단에 의한 함평만 환경보전해역 종합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였는바, 함평만의 해양환경관리 목표는 오염원 적정관리를 통한 갯벌 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보호구역 통합관리를 통한 생태적·경제적 가치 증진에 두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ⅰ) 해
양환경 수용력을 고려한 해역통합관리체계 구축, ⅱ)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의 사전 예방적 관리,
ⅲ) 해양생태계를 고려한 생태계 기반 관리체제 구축, ⅳ) 환경변화와 관리여건을 고려한 능동적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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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실현, ⅴ)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자율관리 이행 이라는 6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구
체적인 시행사항은 수질·저짓환경부문, 생태계·생물자원 부문, 연안이용·공간관리 부문, 관리제
도·지역역량강화부문, 과학조사·모니터링 및 환경관리시행계획 부문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의 부문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시행사업을 정리하였다.

결론
함평만은 주로 육상기인 오염물질에 의해 해역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방조제, 해안도로 등의 건설로
갯벌환경의 훼손과 생태계 단절이 가속화되고 있고, 부유성 해양쓰레기와 폐항목 등의 방치로 해양환
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동안 함평만에는 다양한 보호구역이 지정되었으나 보호구역의 관리 자
체가 부재하였고, 아울러 미흡한 환경기초시설, 비체계적인 연안개발·이용, 해역상태를 파악하기 위
한 연구조사자료·정보체계의 부족 등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체계가 거의 구축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
서 함평만의 해양환경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함평만 환경보전해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지
속적인 예산투자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제언
함평만의 해양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지역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역주민의 자
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역의 개발·아용을 선호하는 것은 어
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나 생산성 증진을 위해서는 함평만 해양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과 집
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전과 개발·이용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지역 역량강화 프로
그램과 조정기구의 설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결국 지역의 환경개선은 지역의 몫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자율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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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Biz 모델 발굴
◉ 연구책임자 : 김학소
◉ 연구참여진 : 이성우/김운/김근섭
송주미/이진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7년 7월 부산항신항의 BIDC 운영개시, 동년 5월 광양항 국제석재가공물류센터의 운영개시를 시작
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운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동시지정에
따른 입주관련 절차의 혼란, 외국인 인력 도입의 한계, 세제 감면 혜택의 실효성 부족 등 제도적 미비
점이 노출되고 있고, 빠른 시장 환경의 변화로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실제 Biz 모델 활용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배후단지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행 가능
한 Biz 모델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의 사업 조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홍보활동, 제도개선, Biz 모델 활용 지원의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홍보활동으
로 아시아, 유럽, 미국의 주요 공항 등에 CNN을 통하여‘08년 북경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나라 항만배
후단지에 대한 광고를 방영하였다. 다음으로 입주기업 및 관련 기관 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점과 실태
를 파악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외국인인력 도입, 대체복무제도, 항운노무인력, 법인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 항만배후단지 관리체계, 대관세청 행정, 기타 부분으로 구분하고 현황 및 문제점, 제도
개선 및 도입방안, 관련부처 의견으로 정리하여 항만당국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물
류Biz 활성화 방안으로는 부산항신항 및 광양항의 입주기업 Biz 모델 유형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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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과 한미 FTA 체결을 활용한 물류Biz 모델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의 주요 Biz모델
중 하나인 대일본 물류Biz 모델로는, 일반관세율과 특혜관세율이 비슷한 제품군과 우리나라로의 원산
지 변경이 가능한 제품군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대미국(유럽) 물류Biz 활성화 방안으로는 GL지수
및 TSI 지수 분석법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군을 발굴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FTA 체결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큰 품목과 주요 화주기업을 제시하였다.

결론
과거 제조업 위주로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제도가 물류업 위주의 항만배후단지에 적용됨에 따라 여러
가지 운영 및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용역에서는 항만자유무역지역 관련 최초 글로벌
매스컴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자유무역지역을 홍보하였으며, 항만배후단지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
선사항을 제시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하였다. 또한 기존 물류Biz 모델의 한계, 원
산지 규정법, 국가별 관세법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실효성 있는 물류Biz 모델 발굴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항만자유무역지역 활용에 대한 매뉴얼 발간을 통해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 기
업들의 항만자유무역지역 입주절차와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의 조기 활성화 위해서는 1:1 맞춤형 마케팅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홍보 및 마
케팅의 지속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입주기업 선정방법, 실적평가 등에 대한 합
리적 기준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력수급 부
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물류Biz 모델 측면에서는 동향
분석 지원, 실효성 있는 물류Biz 모델 개발, 구축된 물류Biz 모델에 대한 계량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발생하지 않은 각종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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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오일허브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 연구책임자 : 김학소
◉ 연구참여진 : 성숙경/김우선/김운수/이주호
김찬호/김화영/이진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8년 현재 동북아 3국의 석유소비량은 세계석유소비의 1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한국이 석유소비량에서 세계 2위, 3위, 7위(’
0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 추이는 중국의 지속적인
석유수요로 인해 증가하여 ’
10년에는 세계석유소비의 19% 이상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장점을 살려 정유사, 석유화학업체, 트레이더 등 석
유시장의 다수 구성원들이 원유·제품유·액체화합물을 생산, 저장, 거래하는 동북아 석유물류 중심
지의 조속한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쟁적 우위요소인 입지, 운임, 정제비, 인프라의 장점은 적극 활용하고, 경쟁적 하
위요소인 상업저장 시설부족, 트레이더 및 금융연계 상품 미비 등은 신규 건설 및 확충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방안을 도출하고 법적·제도적 장치의 완화 또는 신설을 통해
투자자, 시장참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오일허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우선 세계 석유산업의 환경변화 및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해외의 오
일허브 추진사례를 문헌과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분석 하였다. 기존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
라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 타당성을 고찰하고 개선사항을 검토·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사, 분석을 통해
동북아지역과 우리나라에 유치 가능한 석유물동량 수요를 예측하고 필요한 저장시설 규모를 산정하
였다. 우리나라 오일허브 구축 방안은 산정한 석유물동량 수요와 저장시설 규모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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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석유물류 후보대상지도 설문조사 방법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오일허
브 구축 필요한 항만시설 소요와 공사비, 재원조달 방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측면 등 포괄적인 방향에서 활성화 방안과 우리나라 오일허브 구
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였다.

결론
세계의 오일허브인 유럽 ARA지역, 싱가포르, 미국 걸프지역의 성공요인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오일허브 구축시 필요한 정책방안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시 유치 가능한
물동량은 2015년 3억 850만배럴, 2020년 4억 3,177만 배럴이며, 물동량 저장에 필요한 시설소요는
2015년 1,873만배럴, 2020년 2,951만배럴로 산정되었다. 동북아 오일허브 후보대상지로는 울산지역
이 선정되었고,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되 Ⅰ단계는 2015년 Ⅱ단계는 2020년까지 건설하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단계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구축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오일허브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물류시스템 구축, 트레이더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제시
하였다. 오일허브 구축에 따른 경제성 분석(B/C)결과 1.42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6조 3,45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 7,111억원, 고용유발효과 51,470
명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첫째, 우리나라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조속한 추진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관련기관인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울산항만공사 등 관련 부처간 협의
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 대처가 요구된다. 둘째, 지속적인 동북아 오일허브 발전모델 수립이 필요하다.
즉 단순 석유제품 저장뿐만 아니라 오일허브의 주 이용대상자들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방안 및 유
치방안, 오일허브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방안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기관간·
계획간 갈등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시 항만·어업·이해관계자 등에 의한
민원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동계획은“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
므로 향후 많은 제반 계획들과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의
확고한 의지를 실행할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동북아 오일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물류시설의 확충, 법·
제도 정비, 전문인력풀 형성, 금융시장 활성화, 거래 및 청산 편의시설 확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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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
조정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심기섭
◉ 연구참여진 : 육근형/이주호/김하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창조적 실용주의를 표명한 신정부는「활기찬 시장경제」
,「글로벌 코리아」등을 국정 주요과제를 제시
하면서, 새만금지역을「동북아 경제중심지」
,「규제없는 세계경제자유지역」
으로 조성키로 함으로서 농
업용지 위주의 기존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급변하는 주변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
면서, 동북아지역에서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발전의 성장동력 역할을 할 수 있는 항만계획수립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항만물동량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항만물동량을 재추정하
였다. 추정결과, 제1안의 경우 2020년까지 총 9,562천톤, 2021년 이후 19,146천톤의 추기적인 물동
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2안의 경우, 34,704천톤의 물동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물동량을 토대로, 목재, 철재, 자동차, 일반잡화 및 컨테이너 화물의 소요규모를 산정한 결과,
2020년까지는 8선석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추세수요 및 FDI 용지의 수요를 고려할 경
우에는 14선석, 배후권역의 물동량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는 총 24선석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새만금 신항의 항만배후단지 수요는 추세 수요 및 FDI 용지를 고려할 경우 2030년까지 686만
톤 이용의 1.05㎢, 배후권 물동량까지 포함하는 경우 11,919만톤 이용의 1.89㎢가 소요될 것으로 추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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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새만금신항은 새만금내의 산업단지 및 FDI 용지에 대한 지원항만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내부 토지이용계획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제언
새만금 신항에 대한 입지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광단지
와의 상충관계가 되지 않는 곳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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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1단계 사업 추진전략 수립 연구
◉ 연구책임자 : 김학소
◉ 연구참여진 : 길광수/심기섭/이주호/원승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항만운영사 및 해운선사를 유치하기 위한 운영사 선정 로드맵의 수립 및 인천신
항 Ⅰ-1단계사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시행방안, 배후부지 활용계획을 검토하여 인천신항 Ⅰ단계 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전략 및 사업의 적기시행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항의 대내외적 여건변화 및 운영실태를 고려한 최적의 사업시행방안을 수립
함으로써 인천항의 지속적인 발전 추구 및 인천항을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이 이루어지는 환황해 거점
항만 및 국제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인천항은 수도권을 배후권역으로 하는 항만으로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대중국과
의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따라서 인천항 1-1단계“컨”
부두는
두개의 운영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사 선정기준은 기존의 국내항만(부산항, 광양항)의 사례
검토를 통하여 신규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운영사를 선정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 및 잡화부두의 적정임대료는 항로준설을 정부가 시행한다는 전제조
건하에서 IPA 전체시행후 임대, IPA 하부공 시행후 임대, IPA 전체시행후 직접운영 및 민간투자 등 4
개의 대안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232

4. 수탁연구과제 08-033

결론
인천신항 1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까지 인천신항 투자비가 집중되어 상당한 수준의 자금부
족이 예상되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문
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인천신항 1단계 사업의 적기준공 및 인천신항 및 인천배후단지의 조기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책제언
인천신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급시설의 조기건설, 간선도로망의 일부 변경, 관련 기관간, 관련
계획간 갈등문제 해결 및 인천항 부두기능의 재정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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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 연안관리지역계획(안) 변경계획
수립 연구용역
◉ 연구책임자 : 최지연
◉ 연구참여진 : 최희정/정지호/강은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진해시는 해군, 조선산업, 해양관광 등 해양공간에 기반한 지역경제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러나 진해
시는 중앙동과 태평동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웅동 일대는 신항만구역 등으로 지정·관리되
고 있어 실질적으로 진해 연안의 부가가치 창출과 진해시민의 친수성 증진을 위한 연안공간이용에 제
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변경계획(안)은 신항만개발계획, 국가산업단지 개발, 마리나조성개발계획
등 다양한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항만, 조선소 등 개발수요 등에 따른 행암만, 웅천동 일대 해역
등 고밀도 연안이용에 따라 해양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대응
방안이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변경계획(안)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연안개발을 실현하고, 정부의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제
시한 정책방향에 따라 진해시의 실정 및 특성에 맞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으로 계획의 구체성 확
보에 있고, 특히 진해항만구역과 진해시 음지도 일대 해역 등 연안개발수요를 적정하게 반영한 연안관
리지역계획의 변경으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본 변경계획(안)은 기존 진해시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 제시한 연안구역 설정기준을 수용하되, 진해시
여건변화로 인해 연안구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안구역 변경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여 적
절한 연안구역으로 변경하였다. 우선 관광개발, 조선소 확장, 항만개발 등 진해시 연안지역을 대상으
로 발생되는 개발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보전 성격이거나 이용 성격의 연안구역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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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성격의 연안구역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연안육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사업은 연안해
역을 오염시켜 해양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안해역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 성격의 연안해역을 보전 성격의 연안해역으로 변경하였고, 연안해역에서 직접적인 개발이나 이
용이 없으면서 인접 육역 및 해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받는 지역은 친환경적 연안
관리를 위해 보전 성격의 준보전연안으로 변경하였다.

결론
진해시 연안관리지역계획 변경계획(안)은 추가적으로 발생한 연안의 개발수요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진해시 연안의 통합적 관리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기존 이용연안 혹은 개발유도연안으로 설정되
었던 연안해역에 대해 준보전연안으로 설정해 해양환경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경제자유
구역, 신항만인근해역에 대해 개발유도연안에서 개발조정연안으로 변경해 개발수요를 적정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제언
진해시 연안에 설정된 준보전연안에 대해서는 생태계 복원이나 수산자원조성사업, 해역환경관리사업
의 추진, 연구 및 조사를 위한 모니터링사업, 어촌체험관광 등 중소규모의 관광개발사업, 오염원 저감
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개발조정연안에 대해서는 기수
립된 개발계획의 지속적 추진체계를 설정하여 해양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항
주변 연안정비사업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개발유도연안에 대해서는 개발목적 달성
을 위한 지원사업 및 거점개발을 추진하되, 개발에 따른 오염저감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동시에 설치
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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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2009～2013)
수립 연구
◉ 연구책임자 : 최성애
◉ 연구참여진 : 신영태/홍현표/김봉태
마창모/채동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농림수산식품부는‘기르는어업육성법’
에 의거 매 5년마다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차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2004～2008)이 만료됨에 따라 2009년부터 적용할 기본계
획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기르는어업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
다. 본 과업의 목적은‘양식어장 이용의 합리화’
,‘식품안전을 위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식
생산’
,‘양식산업의 고부가가치화’그리고‘기타 기르는어업육성법상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추진과제 및 투·융자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기르는 어업의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검토 및 분석하였다. 그 동안의 양식어업의 변천을 1970년
대부터 현재까지 주된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양식산업 정책 추진의 중요성으로 양식수산물의 비
중 확대, 국민의 중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기여, 수산물 수출에 기여, 양식어가 소득증대에 기여 등의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현 양식어업의 여건과 양식어가 실태로 일부 양식수산물의 수급불균형, 양식장 면적 증가추세, 위반시
설 상존, 양식어류 폐사량 늘고 생사료 사용비율 증가, 고급활어 양식수산물 수입 증가, 양식어업 경영
규모화 진행 등을 살펴보았다. 이들 내용을 바탕으로 그 동안의 성과와 반성을 통해 기르는어업의 정
책에 대한 진단을 하였다. 또한 DDA 협상 및 FTA체결 시 예상되는 영향을 살펴보고 2013년까지 양
식수산물의 중장기 수급에 대하여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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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검토 및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전문가 및 어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전과 목표, 정책
방향, 정책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지속가능한 생산,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수익성 향상으로 경
쟁력 있는 양식산업을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정책방향으로는 합리적 어장이용, 친환경 양
식생산과 안전관리 체계구축 그리고 첨단양식기술개발과 양식품목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삼았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5년간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향후 기르는어업 정책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5개 대분류, 10개 중분류, 29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
였다. 대분류에 의한 5개 과제는‘생산기반의 효율성 제고’
,‘친환경 양식어업 체제구축’
,‘양식기술
혁신’
,‘수급 및 경영안정’
,‘안전관리 및 소비촉진’등이다. 이들 대과제 및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된
제2차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의 총 투융자 금액은 대략 1조 3,167억 원으로 제1차보다 17%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향후 5년 간 기르는어업 발전을 위한 투융자 금액은 국비 62%, 지방비
15%, 융자 17% 그리고 자담 6%의 분담에 의해 조달될 것으로 사료된다.

정책제언
기르는어업 발전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과제 및 세부추진과제가 향후 5년간 차질없이 추진되
어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및 민간 협력의 노력이 요구된다. 제2차 기르는
어업의 특징은 돈버는 양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 및 사업 등을 새로이 포함했는데 특히 이들
사업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양식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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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방제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조동오/목진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95년에 발생한 씨 프린스호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새롭게 대형유류오염 방제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여 왔다. 그러나 10여년 간 다듬어 온 국가 유류오염방제체제는 2007년 12월 17일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유류오염사고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그
개선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씨 프린스 유류오염사고 이후 구축한 우리나라 유류오염방제체제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
고 대응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는지를 심층 분석하여 국가방제체제를 재난적 대형오염사
고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대형 유류오염사고를 통해 본 국가방제체제 분석를 통해 씨 프린스호 오염사고 이후의 구축
한 국가방제체제를 살펴보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통해 본 대형 유류오염사고 대응상의 문제점
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제는 크게 국가방제체제, 국가방제능력 산정방법, 선진방제체제 구축
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 도출로 나눌 수 있다. 국가방제체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교훈을 통
해 우리나라 국가방제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선진국의 방제제체에서 시사점을 살펴본 후 우
리나라 국가방제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방제능력 산정방법 개선에서는 각국의 방제능력의
정의 및 산정방법을 살펴보고, 국가방제능력 산정방법의 재검토와 지역별 방제능력 산정 및 확보방안
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선진방제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 개

238

4. 수탁연구과제 08-043

발에서는 해양오염방제 대비능력 향상을 위해 현황 및 문제점을 통해 방제자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방
제교육·훈련 강화, 방제자금 확보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양오염방제 실행능력 제고분
야는「해안오염평가팀(SCAT)」
신설, 방제종료 기준 설정, 언론대책 및 홍보전략에 대한 개략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제안하였다.

결론
이 연구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대응에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방제체제
를 선진화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현행 국가방제체제를 진단한 결과 선
진방제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제대책본부의 역할 및 해안방제기관의 책임 명확화
- 국가방제시스템의 개선, 국가방제능력(해상)의 설정, 지역별방제능력의 도입 및 해안방제능력 설정
- 방제자원동원(물류계획)의 수립, 방재장비자재 비축기지의 신축·운영
- 실습위주, 해안방제 중점 교육·훈련 실시 및 해안평가단 운영

정책제언
선진방제체제 구축을 위해 다음 분야의 국내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심층연구가 시급함을 제안하였다.
- 지역별방제능력 도입 및 방제자원동원(물류계획)의 수립
- 해안오염평가단 운영방안 및 방제종료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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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옵저버 확보를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최수정
◉ 연구참여진 : 엄선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2년 본격화 예정으로 협상 진행 중인 국제옵서버 실시와 관련한 국내체제의 제도화를 연구목적으
로 하고 있다. 현재의 국내 제도는‘국제옵서버제도’
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국제옵
서버제도는 2007년 8월에 제정된‘원양산업발전법’이전까지 법적 근거 없는 제도였다. 동 법의 도
입 이후에도 실질적인 이행규칙 미정으로 법적 근거 부족, 국립수산과학원장에 대한 포괄적 위임은 제
도보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국제옵서버 제도 연구를 통하여 현재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국제옵서버
제도의 제도화방안 검토 및 양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주요 국제수산기구의 국제옵서버 제도 수용동향 조사 및 주요 조업국 및 연안국의 국제옵서버 제도화
동향을 조사하고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국제옵서버의 운영 실태와 제도적 기반
의 적절성 검토한다. 또한 보다 우수한 국제옵서버 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직업적 기반 마련을 위한 인
센티브로써 병역면제 가능성 검토하고‘원양산업발전법’
에서의 국제옵서버제도의 이행가능성 및 개
정방향을 논의한다.

정책제언
IATTC나 CCMLR같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운영되던 국제옵서버 제도가 WCPFC, IOTC 등의 국제수
산기구까지 확대되면서 주요 조업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도 국제옵서버들은 우리 어선에 승선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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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 국제옵서버 자격제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첫째, 국제옵서버 배
치 의무화는 그간 국제옵서버 파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국내 옵서버 양성제도에서는 감당하기 어려
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립수산과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은 국립수산과학원이 해당 프로그램에 선발된
자와 단순 노무관계를 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가옵서버제도의 국제기구 승인
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공인자격의 도입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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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정보관련 사이트통합 구축 사업
◉ 연구책임자 : 김수엽
◉ 연구참여진 : 최종희/황진회/이호춘
박일란/고병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사업의 필요성은 ① 해운항만물류관련 연관성이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통합 필요성
대두, ② 해운항만물류관련 통합 물류정보 서비스의 질 개선 필요, ③ 이용자 편리성 제고 및 정보탐색
비용 절감, ④ 해운항만물류관련 신규 데이터 수요 조사 필요, ⑤ 정기선 분석 자료 및 정책의사결정지
원 서비스 업데이트 필요, ⑥ 국내·외 물류정보 DB 업데이트 필요, ⑦ 통합 사이트 기반의 컨텐츠 재
배치 등이다.
또한 본 사업의 목적은 해운항만물류정보와 관련하여 연관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항만물
류정보센터(SP-IDC)와 국제물류정보센터(KLIC)의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국제물류정보센터(KLIC)의
DB를 최적화하고 업데이트함으로써, 물류주체들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주요 연구내용
본 사업은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운항만물류정보관련 사이트 통합 작업과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D/B 최적화 및 콘텐츠 업데이트 사업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사이트통합과 관련된 업무는 ①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와 국제물류정보센터(KLIC)의 홈페
이지 통합, ② 홈페이지 정보구조(메뉴) 및 네비게이션(배치) 정비, ③ 홈페이지 메인화면 등 웹 디자인
개선, ④ 홈페이지 관리 기능 및 사용 편의성 강화, ⑤ 영문 홈페이지 구축 등이며 D/B 최적화 및 콘텐
츠 업데이트와 관련된 업무는 ① 정보의 중복, 누락, 상이, 노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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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DB 구축, ② 정기선 분석 자료 업데이트, ③ 정책의사결정지원 서비스 업데이
트, ④ 국내·외 물류정보 DB 업데이트, 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연계서비스 개발 등이다.

결론
본 사업의 결과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와 국제물류정보센터(KLIC)의 사이트 통합이 이루어
졌으며 통합과정에서 홈페이지 정보구조(메뉴) 및 네비게이션(배치) 정비, 홈페이지 메인화면 등 웹 디
자인 개선, 홈페이지 관리 기능 및 사용 편의성 강화, 영문 홈페이지 구축 등의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
되었다. 또한 통합된 사이트의 D/B 최적화 및 콘텐츠 업데이트 업무 역시 해운, 항만, 물류 분야의 기
초자료 업데이트, 정기선 분석 자료 업데이트, 정책의사결정지원 서비스 업데이트 등이 순차적으로 진
행되었다.
마지막으로 통합사이트의 운영방안에 대한 안이 제시되었는데, 국토해양부가 직접관리하는 것 보다
는 시스템 관리 업무와 D/B 업데이트 업무를 전문기관에서 위탁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정책제언
통합된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는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가장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
적인 데이터 축적과 원시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초기 운영단계부터 시스템 관리와 D/B업데이트에 전문기
관이 참여하여 양질의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의 주기적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서
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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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고용실태와 제도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 신영태
◉ 연구참여진 : 황기형/마창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20톤 이상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그 미만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
원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특히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 대한 고용실태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선원의 고용실태 및 관련 제도를 분석
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특히 2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근로조건 및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일반 현황으로 어선원수, 임금 및 근로 조건 등을 검토하였으며, 고용 실태, 관련
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 간의 선원법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하였고, 이를 토대로 어선원 정책의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원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시간
및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퇴직금제도, 최저임금제도, 선원복지고용센터 기능의 일부 변경, 건강진단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법 개정 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일본
과 같이 근해어업 일부 업종에 대해서 근로시간 규정을 두고, 국내어업 현실에 부합하는 어선원 유급
휴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선법에 의한 어선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선박안전관
리공단에서 총 톤수 측정 뿐 아니라 어선의 등록업무도 대행케 하는 방안을 어선관리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선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등에 의한 거주 공간 확대 제한
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국인 어선원 정책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외국인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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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20톤 이상 승선과 20톤 미만 승선을 구분하지 말고 선원법 적용으로 일원화 하여 선원관리업체
가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라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어선원 수급 및 교육정책과 어선원 복지정책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별도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 대한 직업알선 및
재교육 체제구축, 어선원 중장기 계획 수립, 어선원 관리, 전업대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선원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선원을 위해‘어선원지역복지센터’
를 건립하고
운영하되 한국선원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장학사업 대상에서 배제된 어선원의 유가
족을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산부문의 인력 유입 및 직업안정을 위해 고
용안정보험 및 실업급여 지급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제언
현행 선원법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선원의 복지 등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선원법상에 있는 어선원 수급정책, 어선원관리, 어선원 지역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과 장학사업 등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무장관을
복수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습지보전법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이 어선원 정책을 수립한다 하드라도 그 대상은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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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지정체계 개선과
후보지 평가연구
◉ 연구책임자 : 육근형
◉ 연구참여진 : 정명국/김복희/홍수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안습지, 즉 갯벌은 제1차 연안습지조사(’
99-’
04)를 통해 전국 주요 습지를 중심으로 기초조사와 정
밀조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를 기초로 보전가치가 높은 8개소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절차를 완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되었다. 특히 과거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지
역의 지지 수준이나 민원 발생 여부에 크게 좌우되면서 본래 목적인 갯벌의 보전가치에 근거한 습지보
호지역 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지정기준의 구체화를 비롯한 습지보호지역 지
정체계를 개선하고, 향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후보지를 함께 평가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와 습지에 관한 국제적 규범인 람사르 협약의 지정기
준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5개 분류군에 12개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5개 분류군에는 ⅰ) 지형,
지질 및 경관 특이성, ⅱ) 대형저서동물, ⅲ) 해안식생 및 식물상, ⅳ) 물새류, ⅴ) 기타 분류군으로 구
분되며 각 지정기준의 세부기준의 하나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 습지보호지역 지정 대상지역으로 한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안을 보호지역 지정 과정에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
하도록 하며, 지정고시 이후 보전계획을 곧바로 승인함으로써 현재 나타나는 지정 이후 보전계획 수립
까지 소요되는 공백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습지보호지역 지정 전 의견수
렴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적시함으로써 일관되고 가시적인 방법과 일정에 따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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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 또한 연안습지와 관련된 보전 정책을 비롯하여 습지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과학
적인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연안습지 자문위원회’
의 설치 필요성과 구성방식을 제안하였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후보지로는 우선 갯벌과 관련된 보고서 등에서 제안한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
나 경관우수지역의 후보목록을 작성하였다. 여기에 갯벌 관련 전문가들이 후보지를 추가하거나 제외
할 지역을 가감하고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위기에 처한 습지목록 등을 종합하여 습지보호지역 우선 대
상지를 선정하였다. 평가 결과 강화도 남단이나 가로림만, 신안 갯벌 등이 우수한 갯벌 기능을 갖추고
우선적인 보호지역 후보지로 나타났다.

결론
이 연구를 통해 과거 다양한 연구에서 제안한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을 종합하고「습지보전법」
의지
정기준에 충실한 세부기준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지지도와 민
원 여부 등 정치적인 원리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아닌 생태적다양성과 보전가치에 충실한 습지
보호지역 지정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호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지정 이후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지정 이후
관리가 연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책제언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구체적 기준에는 법적 보호종이 중요한 판단기준이나 현행 해양생물과 관련된
법적보호종은 갯벌생물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한 앞으로 수행하는 갯벌생태계 조사에
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과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법률적으로 현
행 조간대를 대상으로 하는 연안습지의 공간적 범위를 물새 등의 생활방식과 람사르 협약의 범위를 고
려하여 수심 6m 지역까지로 확대하고 조간대 상부의 육지 지역이라 하더라도 해양환경의 영향이 강
한 해안지역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해당 시군구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
나 고시에서 지정하는 관리청은 지방해양항만청으로 지정과 관리가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습지보호
지역 관리기관에 대한 법적 조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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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기선저인망어업 및 대형트롤어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신영태
◉ 연구참여진 : 황기형/최성애/채동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그 동안 계속되어 온 수산자원 감소, 수산물 수입증가 외에 최근 고유가 현상
등으로 자칫 대규모의 파산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
리나라 연근해어업의 대표적인 업종의 하나인 대형기선저인망어업과 대형트롤어업을 대상으로 유가
상승 등 동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 및 정부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업종별 경영분석 결과 외끌이어업을 제외하고는 쌍끌이어업과 트롤어업은 경영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류가격이 어업경영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연료유 가격이 10% 상승할 때마다 자
기자본 어업이익률이 쌍끌이어업은 2.0%, 외끌이어업은 4.3%, 대형트롤어업은 1.7%씩 떨어질 것으
로 추정되었다.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경영개선 방안 중 제도개선방안으로서 트롤어업의 128도 이동
조업과 외끌이어업의 조업구역 조정 및 외국인 어선원 고용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자원회복을 위하여
는 대형트롤어업 13척, 쌍끌이어업 36척, 외끌이어업 19척이의 어선을 감척하고 휴어제를 실시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절감방안으로서 어선리스제, 생력화 어구개발, 유류절감장치 설치 지
원, 대규모 유류저장시설 설치 지원, 어선수리용역 및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연근해어
선원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형기선저인망어선들이 어획한 생
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매우 중요한데, 삼치와 오징어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 조성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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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부산지역 경우 생산액을 기준으로 특화계수를 산정한 결과 고등어와
삼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적으로 중요한 어종으로서 전갱이, 오징어, 아귀 등이 선정되
었는데 삼치와 오징어를 쌍끌이어업과 트롤어업에서 어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의 경영개선 방안은 단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중장기적으
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 제도개선 방안 증 조업구역 조정과 관련한 대책과 어선리스제, 클러
스터 조성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며, 나머지 대책들은 단기간에 시행이 가능한 것들이다.
한편 이들 대책 중에는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업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각종 대책은 전자에 속하고, 제도개선 사항이나 클러스터 등 기반조성사업
들은 장기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정책제언
대형기선저인망어선들이 어획한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삼치와 오징어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 조성사업 경우 실제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타 업종도 마찬가지이
나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생산량 증가나 어업경비 절감을 통해 경영을 개선하는 데는 한
계가 있으므로 이보다는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경영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
다. 특히 대형기선저인망어업 경우 클러스터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품목이 있으므
로 어느 업종보다도 그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고, 업계에서도 이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
고 있어 성공가능성도 커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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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윤진숙
◉ 연구참여진 : 박수진/육근형/박상우
이재혁/정명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생태관광은 현재 세계관광시장의 7% 이상을 점하고 있고, 매년 10~20%씩 성장하는 분야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주5일 근무제 및 생태체험과 레저활동의 증가 등으로 바다와 연안에서 생태관광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태관광 또는 탐방활동이 생물자원이 풍부한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기존의 갯
벌체험활동과 같이 어패류 채취 등 훼손압력이 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갯벌 폐사 등의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여 자연을 관찰하면서 즐기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
양생태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바닷가 생태탐방로 구축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갯벌생태안내인 인증지침(안)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크게 바닷가 생태탐방로 구축 연구와 갯벌생태안내인 제도 활성화 연구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에서 바닷가 생태탐방로 구축 연구는 습지보호지역과 같은 보호지역을 비롯해 도서와 도서 내 등
산로, 희귀 식생 군락지, 해수욕장, 생태마을, 옛길, 심지어는 풍어제, 용왕제 등 인문자원까지 포함하
는 바닷가 생태탐방자원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일찍부터 탐방로나 도보길을 활용해 온 유럽의‘유럽
원거리도보여행길’
, 독일의‘걷는길’
, 영국의‘Footpath’
, 일본의‘장거리 자연보도’
, 미국의‘탐방로
시스템’
등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이들 바닷가 생태탐방자원을 활용하고, 외국 사례를 반영하여 충남 서천군 바닷가, 전남 여수
시 바닷가, 경북 울진 바닷가를 대상으로 생태탐방로 시범사업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시범지역 조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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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시하였고,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 실시와 본 사업으로 구성된 5단계 사업화 방향을 설
정하였다.
또한, 갯벌생태안내인 제도 활성화 연구는「습지보전법」
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 제도에 기반
하고 있다. 여기서, 갯벌생태안내인은 탐방객에 대한 교육과 이해를 돕고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지속적
인 발굴에 있어 주체이자 바닷가 생태탐방제도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개별 어촌계 중심으로
갯벌체험활동을 함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갯벌생태
안내인의 인증을 위한 인증교육과정을 구성하였으며 이의 인증과 위촉에 관한 지침(안)도 함께 제시하
였다.

결론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ⅰ)해양환경에 대한 보전 관리 강화, ⅱ)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
의 개발과 확산, ⅲ) 갯벌생태안내인 인증제와 보호구역 지정체계 개선 등의 추진이 필요하나 이 연구
에서는 해양생태탐방로의 구축과 갯벌생태 안내인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해양
생태탐방로의 구축은 육상과 차별화되며 해양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
여 선박을 통한 해상루트(바닷길)를 도입한 생태탐방로를 제시하였다. 또한 갯벌생태안내인 인증 지침
(안) 마련으로 갯벌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양생태관광의 인적
인프라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제언
바닷가 생태탐방로의 구축은 국민들의 바닷가 생물생태자원에 대한 체험 및 교육욕구를 채워주고, 이
것을 통해 자연 및 국토사랑의 의식 함양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바닷가 생태탐방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이나 자연해안을 훼손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지자체에 명확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갯벌생태안내인 인증제 도입을 통해 전문위
탁교육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나 전문위탁교육기관의 선정과 유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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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참점복 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용역
◉ 연구책임자 : 장홍석
◉ 연구참여진 : 주문배/김봉태/김 현/정혜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완도의 전복양식산업은 산업은 정부의 시군유통회사 정책 도입·구매자 주도 시장 문제 발생·전복
의 과잉생산 우려·소비지 유통의 변화·소비자 구매행동의 변화 등의 대내적인 환경 변화와 식품산
업의 국제화·전복 생산의 국제화(호주 등)·중국 수요의 증대 등의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의해 현 국
면을 타파하지 못할 경우에 심각한 레드오션 국면에 빠져 들 우려가 크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복 산업
내에서는 영세한 생산자 구조,‘덤’
의 발생, 국제화 대응 열악, 경쟁력 악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완도의 전복양식산업에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적 역량을 현 정부의 지원정책인 시군유통회사와 연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 연구의 목적은 전복 산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적 시장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 개척(공급 과잉 해결)을 위한 조직적 규모화 정책의 일환인 시군유통회사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
한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동 연구는 이상과 같은 목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수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전복의 수
급 현황 및 전망하였다. 전복 양식산업은 시장 수요 증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공급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산업 쇠퇴의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둘째, 이러한 구조적 문제 속에서 SWOT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내적인 기회로서 정부의 생산자의 조직 규모화 정책 일환인 1시군 1유통회사 설립의
가능성을 타진한다면, 침체 국면의 전복 산업의 탈출구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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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에 완도 전복주식회사 설립의 기본 구상을 구성하고 주식회사 형태에 전복 양식생산자, 산지
수집상, 지자체(완도)가 함께 지분을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이를 통해 완도 전복주식회사
설립의 타당성 분석을 한 결과, 우리나라 양식 전복량의 약 30%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
고, 사업 시작 초기연도에서 3년 간의 안정기를 갖게 될 경우에 690억 원 정도의 매출과 코스닥 상장
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론
동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전복 산업은 생산량 증대에도 불구하고 구매자 주도 시장
구조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자의 영세성에 근거한 것으로 대표적인 폐단으로서는 불필
요한‘덤’
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복 시장은 대부분이 국내 수요에 의존하고 있
어 해외 수출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장에 활전복이라는 단일 상품으로
대응하고 있어 수요 확대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직적 규모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산지
공급주체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주식회사의 이점을 살려 적극적인 수요 대응 능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완도군의 전복 생산자 1,243가구와 산지수집상 35개 중 4개 업체를 대상
으로 전복 완도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3개년간의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 초기연도 : 매출액 469억 원, 당기순이익 47.5억 원
- 2차 연도 : 584억 원, 58.8억 원
- 3차 연도 : 699억 원, 75.6억 원

정책제언
시군유통회사 설립을 통해 얻는 국가적 이익은 불필요한‘덤’
의 감소로 인해 일정 부분의 협력적 시장
이 구축될 것이며, 불필요한‘덤’감소액은 연간 136.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복 시장
의 유통 합리화가 추진될 수 있다. 또한 완도군과 시군유통회사의 참여자는 배당이익 및 주식액면 상
승가에 따른 이익이 추가적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되어 어업인의 소득 증가에 기여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전복양식업을 둘러싼 전후방산업(해조류 양식, 식당 등)의 동반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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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이승우
◉ 연구참여진 : 이종훈/홍장원/이윤정
정지호/이승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바다와 관련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은 지역적 특색이 있기 때문에 해양관광의 지역특화가 가능하다.
해양관광의 지역특화는 지역 브랜드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해양관광시장
의 세분화를 촉진시켜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연안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해양관광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해양관광의 통
합적 관리와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바다자원의 주관 부서인 국토해양부는 해양관광
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정책 방향, 실천관제 등을 포함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 해양관광 관련 부처의 정책과 법·제도를 조사·분석하고, 중앙부처의 해양관광의 역
할과 한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양관광에 대한 비전 및 향후 해양관광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
에 해양관광의 통합적 관리에 기초가 괴는 추진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해양관광의 전망, 중앙정부의 해양관광 정책, 해양관광 관련 법·제도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해
양관광 정책 여건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관광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나
라 해양관광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해양관광의 비전을‘연안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하는
신 성장동력’
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양관광목표를‘녹색성장을 위한 웰빙공간 창조’
로
설정하였다. 해양관광정책 방향으로 해양관광의 통합적 관리체제 구축,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해양관
광기반 조성, 소비자 지향적인 해양관광 공간의 독창적 개발, 해양관광으로 인한 공공갈등 방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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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해양관광의 단계별 주진전략으로서 1단계 해양관광 기반구축, 2단계 해양관광 시장의 활성화, 3단계
해양관광 복합산업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권역별 추진전략으로서 동해안을 해양자원·해중경관
권역으로, 남해안을 해양레저·도서권역으로, 서해안은 해양생태·문화권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핵심과제로서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 크루즈 활성화,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선정하였다.

결론
화성시 해양관광 종합개발계획은 화성시의 연안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한 마스터
프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관광개발계획이 실행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
에 중앙정부의 관광계획과 관련된 시설은 예산의 확보 차원에서 그렇지 않은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상
세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시설이 권역별 컨셉을 달성하는데 씨앗 역할을 할 때 화성시 해양관
광 종합개발계획은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계획은 기본계획으로서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 단기적 관점에서 시행착오가 투자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투자와 관리·운영이 필
요하다.

정책제언
해양관광의 활성화는 해양관광 공급시장과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해양
관광 수요의 기반 없이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해양관광 소비자의 기호와 해양관광 자
원과 컨텐츠 등을 연계한 해양관광 소비시장의 세분화에 대한 정책수단도 마련하여야 한다.
해양관광의 활성화는 해양관광 기반 구축, 해양관광 시장의 활성화를 거쳐 해양관광 복합산업화 과정
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연안의 자원을 활용한 녹색성장은 해양관광 복합산업화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연안자원을 활용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해양관광의 기능을 부가함으로써
산업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웰빙 산업인 해양관광의 특성을 각 산업의 생산계
획에 반영함으로써 각 산업이 녹색성장에 기여하거나 녹색성장의 주체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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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09~13)수립 연구
- 해운·항만분야 ◉ 연구책임자 : 최상희
◉ 연구참여진 : 김우선/이주호/하태영/원승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WTO 체제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여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도래할 국
제질서에 대비하기 위한 교통기술부문의 기술개발촉진 및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수립의 필요성 증대
되고 있으며, 미래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첨단교통기술 개발의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그 동안 해
운·항만분야는 교통시설확충 위주로 투자함으로써 첨단교통기술의 활용을 통한 교통체계의 효율화
가 미흡하였으나, 교통시스템 효율화 정책 시행(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종합적
인 계획추진(국가교통기술개발기본계획) 등 국가정책방향의 전환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교통
기술개발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고도성장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재고를 위해 지금
까지 양적 성장에 치중한 해운·항만분야의 교통기술을 상호연계성, 신뢰성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
로 성장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수행된 제1차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 기간중 목표달성, 집행실적 및 성
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였다. 제1차 계획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교통기술 연구개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해외 선진국의 교통기술 연구개발의 현황과 추진과정, 추진체계 등을
분석하였다. 국가교통기술 정책목표와 도로, 철도, 항공교통기술과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2
차 해운·항만분야의 국가교통기술개발의 비전을 수립하였다. 또한 물류비용 절감, 해상사고 감축, 환
경오염 절감 등의 세부적인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였다. 수립된 비전과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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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전략기술과 50개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각 과제별 소요예산, 투자우선순위 설정, 중장기 기술개
발지도를 작성하였다. 선정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과 추진 및
활용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기술개발의 투자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국가교통기
술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2차 국가교통기술개발 수행기간인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연구개발해야할 해운·항
만분야의 16개 중점 전략기술과 50개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각 과제별 개발 우선순위와 소요예
산을 추정하였음. 또한 2018년까지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을 작성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통기
술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음

정책제언
국가교통기술개발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 기관별 역할정립과 추진체계 구축해야하며,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도입과 정부의 국가교통정책 목표와 교통기술 연구개발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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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대비 수산부문 경쟁력
비교분석 및 협상방향
◉ 연구책임자 : 정명생
◉ 연구참여진 : 임경희/정명화/강형덕/이은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중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국과의 FTA 추진에 앞서 중국의 수산부문 실태 파악, 수산물의 경쟁력 분석 등 양국간
FTA 추진에 대비, 사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수산업의 생산, 가공, 소비 실태와
주요 수산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중국의 FTA 추진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의 FTA 추진 특징을 파악하
며, 나아가 국제경쟁력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중 FTA 대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수산부문 현황, FTA 사례분석, 수산물의 경쟁력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에 대비,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우선 중국의 수산업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으
로 어업구조와 수산물 생산, 소비, 가공, 교역 현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다. 중국의 주요 수산정책
과 중국이 그동안 체결한 FTA 협상의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산정책은 생
산, 가공, 교역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분석하였고, FTA 사례분석은 아세안, 칠레, 파키스탄, 뉴질
랜드 등 중국이 체결한 FTA 사례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수산물 국제경
쟁력 분석에서는 한·중 간 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하였는데, 주로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
지수, 수출단가지수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기초 협상 추진이 예상되는 한·
중 FTA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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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중국은 최대 수산물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생산은 지속적인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 수산물 가공도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교
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생산, 가공, 교역에 관련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수산업의 발전을 적극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FTA 협상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 수산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협상 대상국의 특성에 따라
수산물의 관세양허를 탄력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수산물의 경쟁력 분석에서는 대
다수의 품목에서 중국산 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중국 수산분야의 저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책제언
한·중 FTA 대비 수산부문 협상방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한·중
FTA 체결로 인해 한·중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커지고 관련 어종을 생산하는 연근해 및 양식
어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 추진 시 한·중 교역관계 및 국
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등 민감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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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체험형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 연구책임자 : 홍장원
◉ 연구참여진 : 이종훈/이윤정/이승우
송은종/고민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바다낚시는 해양레저스포츠 중에서 대중적 수요가 가장 많은 활동으로 연안으로의 접근성 개선에 따
라 참여인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한편, 울산광역시 연안은 바다낚시인구의 증가에 반하여 활동공간
은 제한적이며 수용여건이 열악하여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다
낚시활동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낚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의 조성이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울산시 동구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가족체험형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의 타당
성을 분석하고 지역의 바다낚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국내 바다낚시활동 실태분석 및 수요전망, 바다낚시공원 조성사례 분석, 법·제도 검토, 울산광역시
동구의 바다낚시활동 여건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울
산광역시 동구 연안의 바다낚시공원 조성후보지 6개소에 대한 여건평가를 바탕으로 방어진 북방파제
와 슬도 주변지역을 기본계획 수립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가족체험형 바다낚시공원의 개발
목표 및 개발방향의 설정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설정하고 방어진항 북방파제를 대상으로 한
도입시설계획을 수립하였다. 도입시설계획은 방어진 북방파제의 외부와 내부를 모두 활용하도록 계
획하였으며 어린이 및 여성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체혐형 낚시터를 함께 구상하였다. 또한 방어
진항 정비계획, 슬도공원 조성계획 등 기존 및 향후 추진 예정인 계획과의 연계방안도 함께 마련하였
다. 바다낚시공원 도입시설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투자계획과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고 투자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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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하여 사업성분석과 더불어 사업을 통한 지역 내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바다낚시
공원의 관리지침, 이용자안전수칙 등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본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전
략 및 관광프로그램 등 이용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가족체험형 바다낚시공원’
의 조성목표에 따라 낚시활동인구가 가장 많고 접근성, 자원성이 우수한
방어진항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시설계획은‘방어진항 정비계획’
,‘슬도공원 조성사업’
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관련 계획 간의 상호 연계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바다낚시공원 조성에 따른
경제적/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계량적 효과 이외에도 지역 내 새로운 휴식공간 창출, 지역
이미지 개선 등의 비계량적 효과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낚시공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
역 내 어촌계나 수산관련 단체가 바다낚시공원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낚
시대회, 해양체험교실 등의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방문객 층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정책제언
울산광역시 동구의 가족체험형 바다낚시공원은 다양한 낚시활동 기회의 제공과 더불어 지역 내 새로
운 여가활동 공간조성이라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구 연안은 과거부터 방파제나 갯바위를
중심으로 바다낚시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지역으로 낚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 만족
도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수요를 다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바다낚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 안전규칙, 환경오염방지 대책, 수산자
원의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낚시공원의 이용편리성과 더불어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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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여수세계박람회 전시연출
기본구상 용역
◉ 연구책임자 : 임진수
◉ 연구참여진 : 박상우/김웅서/강성길/주강현/고철환
김미진/한은실/김세준/정진국 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녹색성장을 지향한다는 비전하에 일반인
들에게 해양과 연안의 가치를 재인식시키고, 해양의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며, 해양이용의 새로운 패러
다임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
해서 박람회 개최의 비전과 목표달성은 물론이고, 역대 개최되었던 다른 박람회와 비교하여 차별화 될
수 있는 전시연출 분야의 기본방향과 기본구상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1부(주제구현 전략), 2부(주요 전시관 전시연출 구상)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부 주제구현
전략에서는 첫째,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구현 전략의 목표와 방향, 주제구현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둘째, 주제구현 계획에서는 주제구현을 위한 업무단위, 회장조성 계획, 전시연출 계획, 문
화·학술 행사 계획, 홍보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실행계획에서는 주제구현 계획을 분야
별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계획과 추진체계를 확립하였다.
2부 주요 전시관 전시연출 구상에서는 주제관, 한국관, 부제관(해양생물관, 기후환경관, 해양산업기술
관, 해양문명관, 해양도시관, 해양예술관)의 기본방향, 전시주제 설정, 콘텐츠 구성방향, 전시연출 구
상, 구현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주제관은‘바다, 생명의 원천’
의 개념을 통해 공간, 시간, 문화적
관통, 동·서양 모든 사상의 관통, 한국의 고유성과 연결할 수 있는 철학적 주제와 전시를 연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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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둘째, 한국관은 바다를 통한 한국의 미래개척과 관련된 내용을 주요 메시지로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제관은 각 부제별 특성에 맞는 메시지와 콘텐츠를 제시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구현을 위한 전략과 주제관, 한국관, 부제관의 핵심 전달메시
지와 콘텐츠 구성, 공간연출, 전시연출 등을 제시함으로써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의 각 부서별 사업추
진과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역대 해양관련 엑스포를 대상으로 사례조사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고, 과거와는 차별화된 여수세계박람회의 개념과 전달 메시지를 정리하였다.
또한, BIE 인정신청을 위한 주제관, 한국관, 부제관의 콘텐츠 플랜을 영어, 불어로 작성하여 기본계획
승인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정책제언
본 연구는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고 주제관, 한국관, 부제관의 콘텐츠 및 전시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였다. 또한, 향후 각 전시관별 현상공모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
를 제시하였다.

2008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63

제1장 2008 기본연구사업

해양오염손해배상 및 보상관련 국제협약의
국내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조동오
◉ 연구참여진 : 목진용/최영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해양오염사고 및 일반화물선의 연료유 오염
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로 인한 막대한 손
해를 입은 것은 계기로 국내 유류오염보상체계에 대한 현황 검토 및 개선방안 강구의 필요성이 대두되
었다. 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유류오염사고로 피해규모가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상협
약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대 약 1조원까지 보상하는 추가기금
(Supplementary Fund) 의정서 가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동 협약 가입타당성 및 가입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밖에 유류오염 피해보상 등 민사책임 관련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
해 민사책임 국제협약, 외국 사례 등 관련 자료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추가기금협약의 손해배상체계와 사례들을 통해 수립한 가정을 토대로 가입타당성을 분석
하였다.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사고는 발생확률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타당성 분석시
다양한 가정을 수정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효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최근 대형 유류오염사고를 겪은 프랑스, 스페인, 일본의 유류오염보상체계와 2003년 추가기
금협약 가입후의 입법조치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1975년에 1969년 민사책임협약 및 1971년 기금협약
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률인 유탁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였는데, 2004년에 2003년 추가기금에 가입
하고, 이 법 개정을 통해 협약을 수용하였다. 프랑스는 협약 수용시 협약 내용의 승인 및 국내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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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부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령에 협약원문을 첨부한다. 2004년 6월 4일에 2003년 추
가기금협약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국내 수용하였다. 스페인은 국왕이 국제협약을 승인하고, 공
포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증서에 서명하고, 이 증서와 협약문을 관보(B.O.E)에 게재함으로써 국내
법적 효력이 있다. 이 방식으로 2003 추가기금은 2005년 2월 2일부터 스페인 국내적인 효력이 있다.
한편, 프레스티지호 오염손해 보상을 위해 스페인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한 후 대위권을 행사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결론
추가기금 가입 타당성 분석결과 추가기금협약 가입으로 인한 효익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각 개별국가의 사고발생회수나 규모 등에 상관없이 유류수령량 비율에 의해 분담금이 결정되는데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TOPIA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유사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데 따
른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수용하고 있으며, 대형 유류오염사고 보상을
위해 이에 추가하여 특별법을 제정한 국가도 있다.

정책제언
2003년 추가기금협약에 가입에 대한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효익이 크므로 우리나라도 2003년 추
가기금협약 가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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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최성애
◉ 연구참여진 : 박상우/마창모/채동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촌지역에 있어 조건불리지역이란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이 불리하여 어업소득이 위
축되고 정주여건 등의 불리성으로 어촌 지역사회의 유지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규
정할 수 있음. 이러한 조건불리지역 개념을 도입하면 모든 어촌지역이 이에 해당될 개연성이 많아 정
책적으로 사업 대상자를 특정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어촌에 있어 조건불리지역 대상 선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등이 필요성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적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을 위한 어촌 조건불리성의 개념정립, 합리적 선정기준 마련 등에
두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국내외 사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국내사례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농업직불제
의 검토를 통하여 선정기준, 지원방안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참고가 되었다. 외국사례로는 주로 수
산부문 관련 사례를 검토하였는데 프랑스의 포세이돔 프로그램 및 일본의 이도어업재생교부금 제도
를 통해 수산부분에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제도의 타당성을 파악하였으며 주로 섬지역을 대상
으로 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수산부문 조건불리지역 개념 및 목적을 합리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수산업 및 어촌의 조건불
리성에 대하여 경제부문, 사회부문 그리고 생활환경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태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였
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경제적 조건불리성, 지리적 조건불리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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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조건불리성의 3개 지표로 구분하여 각 지표의 기준요소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건불리지
역을 선정하는 합리적 기준의 지표는 지리적 조건불리성을 나타내는‘육지와의 거리’및‘1일 대중교
통 운항횟수’
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기준의 지표에 적합한 지역은 도서어촌지역이 해
당되며, 도서어촌 중에서도 육지에서 8km이상 떨어진 도서어촌 및 8km이하라도 1일 대중교통 운항
횟수가 3회 미만을 조건불리지역 대상의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조건불리지역 대상 선정 기준에 의하면 8km 이상 도서어촌에 정주하는 어가는
21,153호 이며 어촌계는 322개로 집계되었고, 8km 미만의 거리에 있으면서 1일 선박운항횟수 3회 미
만 도서어촌에 정주하는 어가는 3,391호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지원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어업활동의 조건불리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업소득의 격차를 지
원하는 방안이므로 이에 의하면 도성어촌의 조건불리지역과 도서어촌을 제외한 비조건불리지역의 어
업소득차액은 171천원으로 산정되었다.

정책제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조건불리지역 대상어가 선정에 있어 면허, 허가 및 신고어업에 대한 포함여부가 결정되어
야 한다. 둘째, 대상어가의 정확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업활동의 조건불리성
으로 발생하는 어업소득 차액만을 제시하였는데 어업이외의 정주여건 불리성으로 인한 비용발생에
대한 지원포함여부를 판단히야 한다. 넷째, 어업소득자료 확보에 대한 방안(기존자료 할용 및 별도 조
사) 및 지원금액 보정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범사업으로 8km이상 떨어진 도서어촌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한 후 본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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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영재교육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최재선
◉ 연구참여진 : 김경신/김민수/이주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첫째, 해양 교육과 연계하여 잠재된 해양 분야 적성과 재능 발현 극대화, 둘째, 발현된 해양 분야 적성
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기회 및 여건 제공, 셋째, 해양 영재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넷
째, 해양 분야 전문인력 확보, 다섯째, 전반적 해양 교육으로의 동반상승 효과, 여섯째, 영재 영역을 다
양화하기 위한 국가 영재교육 활성화 방안과도 부합, 일곱째, 향후 해양 협력 및 경쟁 시대를 대비한
국제적 소양을 갖춘 영재 육성 등의 기본 필요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해양경쟁시대를 대비해 중장기 해
양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
우선 우리나라 해양교육 정책과 현황을 소개하고, 일본, 중국, 대만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 해양교육은 해양 정책적 측면에서 해양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규교육과정에서 해양
교육의 비중은 다소 낮고, 학교교육 이외의 해양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영재의 개념, 영재교육의 추진 배경과 경과, 영재교육 법·
제도 및 추진 체계, 예산 및 영재교육기관 현황을 소개하였다. 또한 해양 (과학)영재 교육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해양 영재교육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해
양 영재 교육 제도 도입 방안에서는 해양교육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방안, 법·제도 개선방안, 해양
(과학)영재 교육 모델 제시, 해양 (과학)영재 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해양 (과학)영재 교육 도입을 위한
로드맵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 올림피아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 올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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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 현황을 소개하고, 미국의 National Ocean Science Bowl(NOSB)의 사례를 통해 해양 올
림피아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결론
우선 해양 (과학)영재 교육 제도 도입 방안과 관련해서는 해양교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제고를 통해
해양 기초 교육 강화를 통한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
다. 해양 (과학)영재 교육 제도의 도입은 해양교육 활성화, 정책 결정, 설립 추진, 설립 및 보완 등 4단
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해양 영재교육 인프라를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 해양 올림
피아드 도입 방안과 관련해서는 해양 영재교육의 활성화, 영재 유인을 통한 해양 분야 전문 인력의 양
성, 해양 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교육과 연계된 대국민 해양의식 고취, 국제성을 띤 해양 분야의 교류
확대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

정책제언
해양 영재교육 제도 도입 방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해양 교육 활성화를 위
해 해양교육기금을 마련하고 해양 아카데미를 적극 활용한다. 둘째, 법 제도 개선을 위해 해양교육에
대한 가칭
‘해양교육 진흥법’
을 제정하고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확보 방안이 필
요하다. 셋째, 해양 영재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대상자 선발 기준 확보, 전문 교원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다양한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양 올림피아드 도입
방안을 위해서는 2012년 여수 엑스포와 연계해 시범계획으로 실시하고, 점차 이를 확대해 나가는 것
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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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008 일반연구사업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방안(Ⅳ)
◉ 연구책임자 : 김종덕
◉ 연구참여진 : 육근형/ 이구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황해는 유사 이래로 우리 민족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어장이자 동아시아 문명교류의
통로로서 우리 민족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해양공간이다. 또한 황해
는 아시아 최대의 반 폐쇄성 해역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과 생태적 독특성은 중요한 지구자산으로 가
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50여 년간 이 지역은 총성이 오가는 분쟁이 발생하
는 위험한 지역이 되었고 한반도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 연구사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05년부터 추진 중인‘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방
안’
의 제4차년도에 해당한다. 전체 5개 년도로 계획된 이 사업은 황해에서 남북한 공동번영을 실현하
기 우해서 평화구축(Peace), 남북 공동번영(Prosperity), 해양생태계 및 환경 보전(Preservation)
의 3P를 달성하고자 서해연안에‘해양평화공원(MPP, Marine Peace Park)’
을 지정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2008년도인 4차년도 사업에서는 우리 남북 관계와 유사한 관계인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 홍해 해양평
화공원과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의 보니파시오 국제해양공원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우
리의 해양평화공원 구상을 국내외로 홍보하기 위한 활동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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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방안

외국의 지정사례 연구와 함께 이 연구사업에서는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과 관련된 국제 자문단
과 국내 자문단을 운영하였다. 국제자문단은 전 세계적으로 접경지역 보호구역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세
계자연보존연맹(IUCN)을 비롯하여 유네스코(UNESCO)와 세계야생동물기금협회(WWF)의 관계자,
동아시아해역의 관련 프로그램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황해광역해양생태계 프로그
램(YSLME)의 전문가, 미국 워싱턴대학의 관련 학자로 구성했다. 국제자문단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접경지역 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관리기법, 이행과정에서 얻은 시사점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국내자문
단은 남북문제 전문가와 해양환경 분야 전문가, 지역 이해관계자로 구성하였으며, 자문회의를 통해 이
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해양평화공원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결론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사업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등 다양한 내외적 요
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경우 대안사업으로서 사업추
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남북
교류를 강화하고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도 유지·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제언
단계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이행가능한 분야부터 시범사업
의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남북한 간은
물론 멀리 중국까지도 회유하는 점박이물범과 같은 보전
상징성이 높은 대상을 보전하기 위한 비정치적인 협력을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서해연안에 평화가
< 백령도의 물범 >

정착하기 위해서는 접경지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통해 남북이 함께 숨 쉬고 조화롭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할 것이다.

2008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73

제2장 2008 일반연구사업

세계 물류 환경변화와 대응방안(Ⅴ)
◉ 연구책임자 : 김범중
◉ 연구참여진 : 최중희/ 한광석/ 황진회/ 김은수/ 박문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과 국제경쟁 심화에 따라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세계 물류환경의 변
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세계주요 경제
권역별 물류환경 및 주요 이슈 연구를 통해 도출한 이슈와 쟁점을 심층 분석하고 예상되는 세계 물류
환경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5차년도 연구의목적은 1~4차년도의
각 지역별 연구를 통해 축적된 자료와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근의 자료를 최대한 수집
분석하여 세계 물류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우선 세계 주요 지역별(12개 지역) 물류산업 특성과 물류 주요이슈 및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물류 100대 트렌드를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물
류산업 진출 유망 분야를 지역별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현황 및 평가
를 통하여,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물류 분야별 중점추진사항과 세부추진사항을 제시하였
다. 연구결과 최근의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단기전망은 2009년 (-) 성장이 예상되고 2010년
부터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는 연평균 4～5%의 견실한 성
장이 지속되고, 세계 교역량도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물류산업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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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물류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또한 세계 물류의 흐름은 물류기술의 발달, 물류규범의 변화, 친환경물류의 강조, 물류수요 및 공급의
변화에 따라 물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류의 세계화 추세에 뒤지지 않도록 국가적
인 지원하에 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결론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비전을“글로벌 물류강국, 물류부국 실현”
으로 제시하고 물류분야별로는 세계일
류 해운물류산업,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세계 항공물류 선도국가, 지속가능한 미래형 복합운송체계구
축 및 국가에너지 안정공급과 에너지물류 성장동력화를 제시하였다. 실천사항으로는 세계 물류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현실, 물류비전 등을 고려하여 22개 중점추진정책과 66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
였다.
해운부문은 해운산업역량의 강화, 카페리·크루즈, 선박매매 등 해운의 고부가가치영역을 성장동력
화하고, 대형 해운기업을 종합물류기업화하여 해외진출 등을 통한 시장기회를 창출하여야 한다. 항만
부문은 배후단지 개발, 다국적 기업 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항만 육성, 지능형 운영시스템 등 고
효율 항만운영시스템의 구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항만 개발 및 운영에 진출하여 물류부가가치
를 창출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내륙물류부문은 자원개발과 연계한 물류인프라개발 진출, 자원물류
외교의 적극 전개를 통한 국제물류사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제언
2010년 약 10조 달러에 이르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국제물류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10%
를 점유할 수 있도록 물류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가져야한다. 국가 물류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미래“물류강국, 물류부국”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국제물류전담조직, 즉 범정
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가칭“국제물류전략본부”
를 설치하여 세계각지로 물류산업 활동 범위를 넓
혀야 한다. 둘째, 항만·공항클러스터와 배후도시 개발을 통합한 물류시티를 조성하여 물류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물류보안기술, 저탄소 고효율 환경친화적 물류기술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인 R&D 추진하고, 글로벌 물류표준화를 선점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국
내 물류인프라 확충과 남북한 물류협력 증진을 통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운송체계 확립과,
TKR, TSR, TMR, TAR, 아시안 하이웨이와 연결하여 대륙횡단 물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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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FTA 추진대비 수산부문 대응전략
- 러시아편 ◉ 연구책임자 : 정명생
◉ 연구참여진 : 임경희/ 정명화/ 강형덕/ 이은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5년 이후 아세안, 캐나다, 멕시코, 인도, 미국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적인 수산강대국의 하나인 러시아와의 FTA추진은 우리나라 수산업에 커다
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FTA추진에 대비, 러시아의 수산업 실태 및
경쟁력 등을 파악하고 FTA 추진시 예상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러
시아와의 FTA 추진에 앞서, 러시아의 수산업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양국간 수산물 국제
경쟁력 비교 분석 등을 통해 FTA협상에 대비해 관련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수산부문의 실태 파악, 수산물의 교역 경로 분석, 국제경쟁력 분석 및 대응전략
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러시아의 수산업 구조에서는 수산물 생산, 소비, 가공, 교역, 유통 등의 수산
업 현황과 주요 수산정책 및 어업협력 사례를 살펴보았다. 수산물의 교역 경로 분석에서는 주요 국가
별·어종별 교역 현황을 이용해 교역 경로와 집중도를 파악하였다.
국제경쟁력 분석은 한국과 러시아 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수출단
가지수 등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한-러시아간 관세철폐 시 수출입 증대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한-러시아 FTA와 관련된 대응전략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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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체 어획량의 약 38%를 수출하는 러시아는 세계 대륙붕의 20%를 보유하고 있어 생산 잠재력이 풍부
하다. 최근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러시아의 수산물 수입도 급증하여 무역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있다. 한편, 한국과 러시아간 수산물 교역은 수입규모가 수출규모에 40배에 달할 정도로 일방적인 교
역형태를 띄고 있다. FTA가 체결될 경우 수산부문에서는 수출증대보다 수입증대 규모가 더 커 국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양국간 FTA 체결 시 현재 수출되고 있는 가
공원료들과 함께 러시아 가공수산물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 품목의 수출이 증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정책제언
한-러 FTA 추진대비 수산부문 대응전략과 관련해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러시아의 소비 현황 파악을 통해 단기적 및 중장기적 수출 가능 품목 도출이 가능하다. 또한 러시아와
어업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러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에 대한 체계적 방안 마련
이 필요하다. 동시에 민감품목의 관세 유예전략 마련과 더불어 러시아 가공수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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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신 정부
남북수산협력 추진 계획
◉ 연구책임자 : 홍성걸
◉ 연구참여진 : 남성욱/ 박성준/ 최수정/ 엄선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반도 분단 이후 수십년간 남과 북이 경계를 맞대고 있는 한반도 수역은 끊임 없는 긴장을 야기했고,
접경 해역에서 양측 사이에 수없는 물리적 충돌을 빚는 갈등의 현장이 되어왔다. 남북간의 수산 분야
협력은 그러한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 또는 실현시키는 데 유익하고 유망한 수
단을 제공해준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대전제 위에 수산 부문 남북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 과제와 추진 방안을 개발해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수역을‘갈등의 바다’
로부터‘평화
와 상생의 바다’
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특히 남북 수산 협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6자 회담과 남북 관계의 진전 양상
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6자 회담과 관련하여서는 2003년 이후 진행되어온 6자 회담 각 당사국의
입장과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한편, 그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고자 했다. 남북 관계의 진전 양상과 관련
해서는, 특히 지난 2007년 10월 이뤄진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의 성과와 그에 따른 후속 실무 회담의
내용 확인에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남북 수산 협력의 기본 원칙으로서 수산 협력의 비전을 5개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는
한편, 남북 수산 협력의 세목을 단기(’
09-’
12) 및 중장기(’
12-’
30) 등, 2단계로 나누어 각각 그 목표와
내용, 추진 방법을 제시했다. 수산 협력을 위한 5대 비전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각 항목을 관통하고 있
는 기본 정신으로서 상호 이익과 공동 이해의 실현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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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추진 계획을 제시함에 있어 가장 중시되었던 기준은, 즉각 실행할 수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시행
할 수 있는 것들로서, 그 구체 내용으로는 △북한 동해 어장에 대한 남한 어선의 입어, △서해 제3국
어선에 의한 불법어로 방지 공동 노력 등 지난 2007년 12월 개성에서 열린 남북수산분과회담에서 남
북간에 합의된 사항들을 포함되어 있다. 장기 추진 계획으로서는, 단기 계획의 연장 및 확대 부문 외
에, 수산업 기지로서 대규모 수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 장기적인 접근과 투자가 필요한 부분을 추
가했다.

결론
남북 수산 부문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단기 추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본 연구가 특별히 주안점
을 둔 부분은, 수산 분야 협력이 남북한 상호간 직접적인 경제 이익만 아니라 남북 평화 체제의 확립과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게 하려는 것이었다. 남측 어선의 북한 동해 수역 입어가 실현
되면,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남북한 상호간 무력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장기 추진
계획의 하나로 제시된 대규모 수산업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의 경우는, 남측의 선진 기술·자본을 북
측의 노동력·자원과 결합하여 북측의 수산업을 진흥시킴으로서 북한의 경제 성장과 안정을 촉진시
켜 과도한 경제력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북측의 체제(안보) 불안 심리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제언
수산 분야 장단기 추진 계획의 성공을 위해 정책 실행을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본 연구는 5개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는 북측의 수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단발성 및
일회성을 지양하고 지속성과 계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안된 계획은 일단 북한이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특구를 중심 거점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넷째, 선진국의 공적자금공여(ODA) 등 재원 조달 루트를 다양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마지
막으로, 수산 부문 협력 계획을 국민적 공감대라는 토대 위에서 추진해‘남남 갈등’
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수산 협력을 성공으로 이끌 요소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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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물범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남북공동협력
◉ 연구책임자 : 홍성걸
◉ 연구참여진 : 김장근/ 박성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개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멸종위기종’또는‘멸종 위협종’
으로 지정되어 보호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잔점박이 물범은 우리나라 백령도와 북한 서해안 및 중국 보하이만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기각류
해양 포유 동물의 깃대종으로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그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어업 어구에 의한 혼획
등 인간의 간섭, 서식지 교란 및 상실 등은 대표적이다. 본 연구는 남북 공동 노력 하에 잔점박이물범
의 생존에 대한 위협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해안 백령도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잔점박이물범의 정확한 서식 및 회유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 과학적 연구 및 조사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를 통해 서해의 잔점박이물범의 회유로를 파악하는 한편, 잔점박이물범의 보호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
라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잔점박이물범 서식 실태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백령도의 경우 어선의 어업 활동, 잔점박이
물범의 양육지에 대한 상륙 및 해조류 채취, 어구, 관광 유람선으로부터 나오는 소음, 해군에 의한 군
사 훈련 등 다양한 위협 요인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더 심각한 위협은 한반도 수역과 연결된 중국 보하이만에 존재함을 확인했다. 주요 내용으로
는 겨울철 번식기 부빙의 잔점박이물범 새끼들에 대한 불법 포획 (의혹), 보하이만 연안 지역 개발과
연안 해저 자원 개발에서 기인하는 서식지 오염, 또는 그 결과로 인한 먹이 자원의 감소 등을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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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잔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국제 노력을 위해서는 청천강 어귀, 조도, 우리측 백령도
와 마주보고 있는 해주 지역 등을 포함해 잔점박이물범이 서식하고 북한 내 다수의 서식지에 대한 실
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는 특별히 강조했다.

결론
잔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한 남북 협력은 고래와 더불어 동북아 지역에 분포 또는 서식하는 해양 포유류
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북한 내 잔점박이물범의 서
식 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조사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서, 커다란 공백을 남겨왔다고 할 수 있다. 잔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한 남북 협력 사업의 추진은 이러한 공백을 메워 국제 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 및 생물종 다양성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남북 협력의 활성화의 주춧돌이 될 것
이다.

정책 제언
잔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한 남북 협력 방안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사항들을 강조했다. 첫째, 잔점박이
물범의 서식지 실태와 풍도 조사를 위해 주민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이는 북한으로도 확대되어야 한
다. 둘째, 북한 잔점박이물범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위성 추적장치와 인식표를 부착하
는 등의 선진적인 과학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회유 경로 조사 및 계통군 조사 등 과학적 연구
및 조사와 더불어, 북한 어민들을 포함한 주문들에게 잔점박이물범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
보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이와 아울러 잔점박이물범을 이용한 생태관광을 개발하는 등 보호
효과를 경제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남북한 모두 해양 생태계 보
존 및 관리 능력을 일정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이 이뤄져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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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산업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홍성걸
◉ 연구참여진 : 박성준/ 마 광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대 초반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중국의 장쩌민 국가주석의 상호 방문을 통해 공식적인 제
휴 관계를 복원한 이래 북중 관계는 특히 경제면에서 극적인 진전을 보여 왔다. 이는 한편으로는 북한
의 취약한 경제로 인한 북한 체제 붕괴를 막아 한반도 안정에 일정하게 기여해왔지만,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라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흐름이 북한 수산 부문
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분석 전망하여 남북 관계와
해양수산 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유의미한 참고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주요 연구 내용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양국 관계 전체의 변화상을 검토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과거 양국 관계를 설명할 때 1950년대 한국전쟁 이래 통설이 되어왔던
‘순치 관계’또는‘혈맹 관계’
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설명하는 한편, 특히 1990년대 중반 이래
심화되어온 경제 부문에서의 협력 관계를 분석하여 양국간 경제 협력이‘북한의 중국 상품에 대한 시
장화’
‘중국 제조업 부문의 원료 공급기지화’등을 초래하고 있음을 규명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대규모 선단 형태의 중국 어선들의 동해 조업 등 수산업 부문에서의 최근 북중 협
력 내용과 심화 과정을 추적하여 주요 특징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와 같은 협력이 북한은
물론 수산 자원 보존 등 한반도 해양 관리 영역 전반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과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
하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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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와 같은 양국 수산 협력의 근저에 깔린 양국의 핵심적 관심사와 협력의 심화를 가져오는 기
본 요인에 대하여 논하였다. 중국측의 입장에서 수산 협력을 추진하는 주요한 요인들은, 중국 정부가
자국 어족 자원 및 어장 관리를 위해 설정한 휴어 기간 및 이 기간의 조업 중지, 이에 따른 산둥성·랴
오닝성 등의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어장 마련 노력 등으로 파악됐다. 북한측 입장에서 중
국측 어선의 동해 입어를 허용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어선·어구의 노후화, 연료 부족 등 자체 조업 능
력의 심각한 저하가 지적되었다.

결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해양수산 발전 계획을 담은‘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산둥성을
비롯한 각 성 차원의 자체 발전 계획 등 각종 지표로 미뤄볼 때 북중간 수산업 협력은 앞으로 더욱 심
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북한 수산업의 대중국 의존이 더욱 더 심화되리라는 전망
을 가능케 하는 것이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자원 남용 등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북측 관할권 하에 있는 수역을 넘어 우리측 수역에도 더욱 더 크게 확산되리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한반도 수역에서 중국 영향력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남북 관리 능력을 떨어트릴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책 제언
이같은 잠정 결론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사항들을 제시했다. 첫째, 지난 2007년 12월 남
북농수산분과회담을 통해 도출된 남북 합의 사항 중‘남측 어민의 북한 동해 수역 입어’
를 조속히 실
현하기 위한 우리 정부는 대북 설득 작업과 협상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측에 과학
기반 평가를 위한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한편, 중국 어선단의 과잉 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중국 어업 당국과 공식·비공식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셋째, 이와 동시
에, 우리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FP) 등 유관 국제 기구, 그리고 주변 국가
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수산업을 지원하고 북한의 해양 자원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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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해수역 남측어선의 입어를
위한 실무 협상 추진방안
◉ 연구책임자 : 홍성걸
◉ 연구참여진 : 최수정/ 엄선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남측 어선의 북한 동해 수역 입어에 관한 사항은 지난 2007년 10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
라 같은 해 12월 개성에서 열린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회담의 주요 결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후 남북 협력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로 제1차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적인 실무
협상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협상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후속 회담과 협상에서 북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세부 항목들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우리측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후속
회담과 협상의 준비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주요 연구 내용
2007년 제1차 실무 회담을 통한 합의는, 이 합의 사항 실행에 결정적인 열쇠를 쥔 남북 총리급 회담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이 17대 국회의 종료로 인해 이뤄지지 못하는 바람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데
중대한 하자를 안게 됐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합의 효력의 상실시의 대책을 집중 검토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협상 재개시 협상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북한 해양 관리 정책이 될 것
이라고 판단하고, 영해 정책과, 군사경계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의 내용 파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예상되는 북측 논리와 구체적인 협상시 북측의 대응 방식을 추론해내기 위해 북한
이 과거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 이루어놓은 수산 협력과 협상 전례를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북중 수
산 협력 경험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는, 북한이 중국 어선의 동해 입어 대가로 어업 기술 이전 등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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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고자하는 욕구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일 수산업 협력에 대한 검토
를 통해서는, 어업 협정 등에 개한 역사적 고찰과 더불어 2006년 10월의 핵시험 이후 양국간 수산 협
력 상황이 크게 악화됐음을 논했다.
마지막으로 조업 구역, 가장 이상적인 어종과 조업 방식, 입어료 지불 형태 등 합의 내용 이행시 반드
시 고려해야 할 기술적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각각의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
다.

결론
북한 동해수역 남측 어선 입어 사업은 양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업이면서 동시에 본격적으로 진
행된 것이 아니어서 이목이 집중되는 부담을 피하면서 합의 사항에 관한 협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
에서, 현재 풀리지 않고 있는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열어줄 잠재력이 있다. 아울러 사업 대상 수역이
북중간 수산업 협력의 결과, 구체적으로는 중국 어선의 조업 결과 어업 자원의 급속한 고갈 등이 현실
화되는 동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긴급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측으로서는 우리측의 어민 보호 차원
과 자원 보존 차원이라는 현실적 이해를 가지고 우리측 어선의 북측 동해 입어 성공시키기 위해 지속
적인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

정책 제언
이 사업의 실행을 위해 당장 시급한 것은, 정부 차원의 승인과 국회 비준을 결여한 것 등의 이유로‘북
측 동해 입어’
와 관련된 기왕의 합의에 대한 재확인 또는 새로운 협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 사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제안하고 있는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남측은 북측에 수용 가능한 조업 구역의 확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업 가능 구역과 관
련하여 필요할 경우, 중국측에 좀 더 관대하게 양보한 북중 어업 협정을 언급하며 적절히 활용할 필요
가 있다. 셋째, 바람직한 입어료 지불 형태는, 북한에 어업 및 양식업 인프라 및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넷째, 남측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장치, 남북간 충돌 가능성을 회피할 방안을 정밀하
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긴급 대응팀 또는 남북 공조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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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접경수역 공동어로 협력에
대비한 어선어업 실태 조사
◉ 연구책임자 : 홍성걸
◉ 연구참여진 : 엄선희/ 최수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서해 접경 지역에서의 공동어로 수역 설정 사업은, 2000년 6월 제1차 남북 정상 회담과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 회담의 합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특히 후자의 경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에 대
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사업이다. 그럼에도 제2차 회담 이후 남북 관계
가 냉각됨에 따라 논의의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 사업에 대한 남북간 접근법의 차이점
을 좀 더 분명히 하고, 협상 성공의 핵심 관건 중의 하나인 남측 접경 지역 어업인의 경영 실태를 체계
적으로 파악하여 추후 협상 재개시의 대안과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추후의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비함
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서해 접경지역 최대의 현안이 되어온 북한 한계선
(NLL) 논란을 재검토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제3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공동 대처, 남북 어로
사업 이행력의 담보 방안, 효과적인 조업 형태 등 공동 어로가 실시될 경우 예상될 수 있는 보다 세부
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각각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공동 어로의 올바른 해
법을 찾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의 서해 접경지역 어선어업 실태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우선 우리측 어선어업에 대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서해 접경 지역의 대표적인 생산물은 꽃게로서 특히 서해 5도를 포함한 옹진군의 꽃게 생산은 전국 생
산량의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어업인들이 현재 상황을‘경쟁적’
으로 느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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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 협력과 관련된 설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9.4%가‘북측 수역 입어’
를
지목했으며, 서해 공동 어로가 실현될 경우 참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4.%가‘무조건 참여’
로답
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동 어로 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우리측 어민은 또한 중국 어선의 조
업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서해 접경수역 공동어로는 서해에서의 남북 대치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제적인 지
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 필요성이 높다. 비단 평화와 안보 차원의 이
익을 떠나서도 서해 공동어로는 중국 어선의 조업으로 인한 남북 어민에 대한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
는 장치로서, 남북 양측의 현실적인 이해와 요구에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
어 가장 큰 걸림돌이 북방한계선인 것이 사실이나, 본 연구는 이 문제 또한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장애
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넓게 보아서는 오히려 저극적인 협력 추진이 북한 해상 안보
의 재고를 위한 신뢰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정책 제언
좀 더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본 연구의 정책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방한계선 문
제는 어업 (공동 어로) 문제와 분리시켜 논의되어야 하며, 논의될 수 있다. 둘째, 중국 어선의 서해 불
법 조업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북측에 설득해야 한다. 셋째, 공동 어로 합의시 조업 형태와 관련해
서는, 원칙적으로‘등척 또는 등량’
이 되어야 하나, 북측 경제 상황을 고려해 척수 불균형을 입어료로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북한 어선 세력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섯
째, 남북이 공동어로 사업에 합의할 경우의 이행력 담보 방안에 대비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공동어로
협상으로 인한 남측 어민간의‘남남 갈등’발생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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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제물류 연구협력사업
◉ 연구책임자 : 김학소
◉ 연구참여진 : 김범중/ 심기섭/ 김운수/ 고현정
김찬호/ 최영석/ 김근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 협력사업은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 3국의 동북아 항만국장회의와 관련하여 동북
아 물류협력을 위한 3국간 정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 수행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협력 사업
이다. 또한 2006년 9월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에서 의제로 채택한“동북아의 막힘없는 물류체계
“ 구축을
위해 한중일 3국의 물류표준화와 통합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사업은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및 항만국장회의를 통하여 3국간 국제물류 분야 협력 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중일 3국의 국책연구
기관간 공동연구과제 추진, 연구포럼 운영 등의 연구협력체제 구축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2008년도에는 9월 서울에서 한중일 3국 정부 정책연구기관의 공동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 12월에는 중국 대련에서 3국 항만협회 주최의 동북아항만심포지움에 참
가하였다. 또한 3국 항만국장회의 지원과 공동연구 협의를 위하여 6월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과장
급회의와 12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 9차 동북아항만국장회의에 참가하여 의제개발과, 회의지원을
하였다. 이와 함께 3국 정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인“ 동북아 항만간 긴밀한 협력관계증진”이라는 주
제의 2차년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는 3가지 소 주제로 나누어진다. 첫째, 동북아 국제해상 일
관 운송망 향상, 둘째, 물류장벽제거 및 항만제휴강화를 통한 물류시스템 향상, 셋째, 항만물류와 산업
의 공동발전 향상이다.“동북아 국제해상 일관 운송망 향상”주제에서는 국제정기선의 수요분석, 정기
선사의 운항실적 분석, 일관운송수요 전망 등이 이루어졌다.“물류장벽제거 및 항만제휴강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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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스템 향상”주제에서는 통합물류시장형성의 전제조건과 항만제휴방안, 일관해상운송항로 개설
방안 등이 연구되었고,“항만물류와 산업의 공동발전 향상”주제는 항만물류와 산업의 공동발전, 항만
물류와 지역경제공동발전 및 연안지역의 산업발전 등이 연구되었다. 3국의 공동연구는 영문으로 정리
되어 보고서로 발행되었다.

결론
한중일 3국간에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통합물류시스템, 정치적 목표의 상이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
재하여 운송트럭 등이 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유니트로드시스템의 완전한 통합운송서비
스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항만간 물류장애를 제거하고 포트얼라이언스체제를 구축
하여 물동량 유치를 위한 시설확장의 과당경쟁을 지향하고 막힘없는 물류네트워크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국간 막힘없는 국제물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경통과, 페리,
컨테이너트럭의 자유로운 연계운송활동 등에 대하여 서로간에 장벽을 허물고 협력관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한중일 3국의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선사를 비롯한 글로벌 물류기업으로부
터 동북아시아의 물류시장을 잠식당하는 위기를 돌파하고 아시아브랜드의 물류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책제언
한중일 3국은 역내 막힘없는 물류네트워크 실현과, 포트얼라이언스의 추진, 각국 항만배후단지에의
진출 등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개방적인 자세, 물류 표준화,
정보시스템과 통관행정의 표준화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3국간의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중일 3국간 물류장관회의와 항만국장회의를 통하여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심도깊게 논의하고 동북아 물류협력연구를 통하여 집중적인 연구와 공동정책의 수립 및 추진
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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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아니아 태평양제도의 물류데이터
관리체제 구축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수엽
◉ 연구참여진 : 이호춘/ 정현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세아니아 태평양지역에는 많은 ESCAP 회원국들이 산재하여 있으나 이들 국가들을 위한 ESCAP
차원의 정책연구나 지원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들 섬나라들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
경제가 해운과 항공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항
만운영체제가 국가별로 다르고 각국을 연계하는 해상운송 서비스 발달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들 국가
들은 효율적인 물류체제의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오세아니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본 연구는 이들 지역에 대한 해운·항만·물류관련 기초데이터
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 지역 물류체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오세아니아 태평양지역의 지
역개발 및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오세아니아 태평양지역의 해운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별·항만별 컨테이너 물동량, 항만 요율,
운임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오세아니아 태평양지역의 해운과 항만
부문의 구조를 분석하고 물류관련 데이터의 관리방식 및 협력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결론
오세아니아 태평양지역의 전체 컨테이너물동량은 100만 TEU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치를 보일 뿐
만 아니라 전체 물동량의 절반 이상을 파푸아뉴기니와 괌이 차지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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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해운서비스의 경우 역시 인근의 호주와 뉴질랜드를 경유하는 항로가
주를 이루고, 이 외에 동남아, 유럽, 미주를 경유하는 항로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이들 국가들의 물류체제는 매우 빈약한 상태이며, 물류시스템 역시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SPC(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주도하에 물류데이터의
DB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운·항만·물류관련 기초데이터의 수집과 관
리는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전망이다.

정책제언
오세아니아 태평양지역은 지금까지 적은 경제규모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덜 받아 온 지
역이나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강화됨에 따라 선진국들의 지원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
이다. 우리나라와는 수산분야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해운 및 항
만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오세아니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
서 제시된 동 지역의 물류데이터 관리방안은 향후의 연구와 협력사업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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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연구센터 운영사업

연구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중국은 그 동안의 지속적인 경제 및 교역성장에 힘입어 세계 최대의 물류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중국의 이러한 성장추세를 활용하여 동북아물류중심지 지위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의 해운
항만물류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물류시장과 우리 물류산업을 유기적으로 결합
시킬 수 있는 대중국 물류정책을 개발하고, 중국물류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제도적인 제한, 통계의 미비로 국내에서의 체계적인 연구가 곤란
하여 현지에서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 물류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 함께 형성하고 있는 중국물류시장은 급변할 뿐만 아니라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 연구결과를 보충함으로써 정책개발과 기업의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기능은 정부의 기본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익에 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
게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정부정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온 KMI 연구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KMI는 연구진을 중국물류시장에 상
주시키는 현지연구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와 중국 교통부간 합의를 통
해 2005년 상해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

주요 연구사업 내용
상해연구센터는 2005년 이후 매년 한·중 물류분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 3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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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7개, 2008년에 3개 물류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중국 북부 및 남부지역 항만들에 대
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국 물류관련 공무원, 기업인, 연구원(교수 포함)등과의 네트워크도 구
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 기관 및 기업들에게 매년‘물류포럼’및‘워크샵’
을 통해 연구내용
을 직접 설명하여 시의 적절하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본원의 장강물류 연구
사업에도 참여하여 중국물류 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구축한 바 있다. 2009년 이후에는 다양한
프로젝트 및 기타 연구·지원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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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영토 연구센터 운영사업

연구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에는 외무성의 독도홍보자료, 중
등교과서 지침서에 독도영유권 명기를 추진하는 등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은 2007년「해양기본법」제정과‘종합해양정책본부’설립에 이어, 2008년 3월 해양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양자원개발 본격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2008년 3월『국가해양개발기본계획』
시행을 통
해 해양자원의 개발 통한 해양관할권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해양영토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 한
편 우리나라 역시 녹색성장을 통한 신국부 창출 노력이 가속화 되면서 해양의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해양자원 이용·개발과 해양관할권 확보가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학제 간 협력을 통해 독도연구의 질을 높이고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자료수집·분석 및
D/B 구축, 해외 연구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 확산하며,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
개발·선도하고, 인접국과의 해양관할권 경쟁에서 우위확보를 위한 대내·외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 연구사업 내용
2008년에는‘해방 후~1952년 독도문제 관련 한국 및 미국 사료 조사 해제’등 11개의 기본연구를 수
행했으며,‘해양 영재교육 방안’등 국토해양부의 2개 과제를 수행했다. 일본, 중국 및 주요 해양국가
의 자료를 수집·분석해 DB화 하였으며, 계간지인‘독도 연구저널’
, 주간정보지인‘독도·해양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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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을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외무성의 독도 홍보자료에 대한 반박자료인「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입니다」
를 발간·배포
했다. 연구자문위원 위촉을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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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Ⅱ)
- 남북한 연결 교통물류 수요전망 및 시설확충 방안 ◉ 연구책임자 : 정봉민
◉ 연구참여진 : 최종희/ 황진회/ 고병욱/ 박문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동북아지역의 물류주도권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통합물류체계의 기반구축과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
의 프로세스를 1단계(남북한물류시설에대한기초조사 및 물류통합 방향 설정), 2단계(남북한물류수요
및소요시설의규모추정) 및 3단계(물류시설의통합적운영)로 구분하여 남북한 정부차원의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연구는 남북한 물류체계통합의 제2차 연도 연구로서 남북한 운송수요 예측 및 관
련 교통·물류시설 소요의 도출과 투자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남북한 교통·물류 수요를 보면 여객 운송수요는 2012년 73만 4,000명, 2020년 14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북한관련 전체 물동량(남북한 반출입, 통과 및 북한 수출입화물)은 2012년 3,324만
톤, 2020년 7,375만 톤에 각각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른 남북 교통·물류시설 소요는 다음
과 같이 산출되었다.
○ 항만시설 소요
- 해주항 : 곡물, 비료시멘트, 광석, 일반부두 등 2012년 6선석, 2020년 16선석 소요
- 남포항 : 컨테이너부두 1선석 을 포함하여 2012년 5선석, 2020년 11선석 소요
- 나진항 : 2012년 컨테이너부두 3선석과 일반부두 1선석, 2020년 컨테이너부두 8선석과
일반부두 1선석을 합하여 모두 9선석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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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철도시설 소요
- 도로는 경의선과 동해선에 대하여 2020년까지 각각 3개 및 1개 차로 소요
- 철도는 동해선에 대하여 2020년까지 15회/일의 추가 운송횟수 소요
○ 공항시설 소요
- 순안공항 : 계류장, 배수구조물 등 토목시설과 부대시설(유틸리티) 확충
- 삼지연공항 : 활주로 덧씌우기, 계류장, 배수구조물, 주차장 등 토목시설과 여객터미널
(건축시설), 무선시설, 등화 등 항행안전시설, 유틸리티 시설 등 확충
- 통천공항(신설) : 활주로(1,500×30m) 1개를 포함한 토목·건축시설과 항행안전시설,
부대시설(유틸리티) 건설

결론
남북한 통합 교통·물류망 구축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운송은 서해의 경우 중국 주요 항만과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대일무역은 초기 단계에 부산항 경유 항로를 이용한다. 동해의 경우는 부산항을
통한 연계운송망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일본 주요 항만들과의 직항로를 개설한다. 둘째, 도로·철
도운송의 경우 인도적 지원 및 기존 사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개성-평양, 금강산-원산, 안변-금강산
노선 등을 정비한다. 그리고 북한의 개방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남포-평양, 개성-평양-신의주, 철
원-원산, 철원-세포 및 세포-고원 노선 등을 정비한다. 항공운송은 남한 5개 공항(김포, 김해, 광주,
양양, 제주)과 북한 3개 공항(순안, 통천, 삼지연)을 단계적으로 연결한다. 한편, 북한 교통·물류시설
총 투자 소요액은 2010~2021년 중 모두 10조 1,647억 원으로 예상되었다.

정책제언
북한의 물류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는 불확실한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특구의 개발계획과 물류시설 개발계획을 연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된다. 수요의
부족으로 경제성의 확보가 곤란한 정기노선의 경우 장래 발전 가능성,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적자
보전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지역의 물류시설은 남북한뿐
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들의 수출입화물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인접
국들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한 협조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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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향 분석 및 전망
1) KMI 해양수산 현안 분석(수시)
구분

주요 내용
• 일본의 해양 주도권 강화 전략과 시사점
• 호주-동티모르 분쟁해역 에너지자원 공동개발모델과 시사점
• 벌크선 시황변화와 선사의 대응방향
• 연안·환경 전문대학원 설립방향
• 국제 화물운송 질서 크게 바뀐다
- 유엔, 올 11월 총회에서 새로운 협약 채택• 일본 해양기본계획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독도는 과연 일본 영토였는가?
- 일본 외무성 독도 홍보자료에 대한 비판 • 컨테이너선 시장 수급여건 변화와 선사의 선박투자 전략

KMI 해양수산
현안분석

• 중국 저쟝성의 해면어로어업 동향과 시사점
• 선박연료유 가격상승이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 새정부 수산정책에 대한 어업인·관련기관 의식조사 및 시사점
• 유가 급등과 일본의 어업부문 종합대책
• 저임금에 의존하는 중국 물류업 진출은 끝났다!
- 중국의 노동관계법 변화가 물류 및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동중국해 한·중·일 자원개발 경쟁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섬 영유권 분쟁의 전말
- ICJ의‘페드라 브랑카’사건 판결 분석• 2008 북측 동해수역 입어를 위한 실무협상 대응 방안
• 포스트교토체제와 수산분야 대응방향
• 중국-뉴질랜드 FTA 체결과 수산분야 시사점
• 남북수산협력 사업의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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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MI 브리핑(주간)
구분

주요 내용
• 건화물선 운임, 2009년도 하락 가능성 제기
• 계속되는 철광석 가격상승이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
• 지속되는 고유가와 유조선 해운시장
• 지구 온난화에 따른 북극해에서의 분쟁 및 갈등
• IMO, 선박대기오염방지를위한MARPOL 부속서Ⅵ 수정(안) 승인
• 전세계 선박량 급증으로 선원수급 비상
• 근해 정기선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 시급
• 이중선체 VLCC 신조발주 및 용선 확대 추세와 시사점
• BDI 지수의 연일 최고치 경신 배경과 전망
• 유라시아 제3의 물류축으로 등장하는 현대판‘실크로드’
• 화물연대 운송거부사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해야
• 중국 조선산업 급성장세 가속화

해운·물류 부문

• 중국 정부, 훈춘과 북한 나선지역 일체화 추진
• 중국 항만업계, 외국선사의 연안운송 허용을 촉구
• 중국, 수출입 화물정보 24시간 사전신고제 도입
• 상하이 양산항 개발전략 수정되나
• 일본 NYK, 상하이항 양산 터미널 3단계 프로젝트 참여
• 일본 물류기업, 중국 물류네트워크 구축에 박차
• 일본 정부의 운수부문 지구온난화 대책과 시사점
• 일본 조선산업, 친환경 VLCC 및 VLOC 수주 본격화
• 일본의 세계 최대 국적선박 보유국 부상 배경
• LA/LB항의 친환경 항만물류 종합계획
• 운하 및 하상운송 활성화에 적극적인 EU
• 고유가시대에 더욱 필요한 친환경 항만 정책
• 여수엑스포와 연계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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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구분

• 중국, 북극해 자원시장 진출 본격화
•‘초고유가 시대’
도래와 국제물류체계의 변화
• 단일선체 유조선의 개조와 해운시황의 고공행진
• 항만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더 이상 남의 일 아니다!
해운·물류 부문

• 북경 올림픽 이후의 국제물류수요 감소에 대비해야
• 중국, 해운동맹 현행 체제 유지 전망
• 2030년, 북극항로 이용가능성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
• 지금이 EU 해운산업 독금법 적용 최종 점검의 기회
• BDI 지수, 하락세의 끝은?
•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남북한 해양협력 과제
• 중국의 항만 간 협력 본격화 추세
• 일본 정부의 유가 폭등 대책, 자금 지원 중심으로 구상
• 중-미, 수산물 안전성 진실 공방
• 프랑스, 어민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 마련
• 러시아, 수산자원의 가치 제고를 위해 법률 개정
• 러시아, 경제성장에 따른 수산물 소비도 늘어
• 일본, 중국산 냉동 고등어서 살충제 검출

수산 부문

• 일본 농림수산성,‘수출 비즈니스모델 전략’
구상에 착수
• EU, 효율적인 수산정보를 위한 새로운 규정 채택
• 일본 사카이미나토 선어중매조합, 당일 직배송사업으로 차별화 모색
• FAO, 기후변화 대응 위한 수산업 CO2 배출량 주목
• 중국, 수출용 우세수산물 양식·가공지역 활성화
• 스페인, IUU어업 방지를 위한
‘보편적인 사법 능력’
요구
• 일본, 고유의 에코라벨제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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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구분

• 칠레, 수산클러스터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노력
• 중국 선전시, 원양어업을 중점 산업으로 육성
• 미국, 알라바마 메기 양식업자 사료비 증가로 양식 중단
• 일본,‘어린이 농어촌 교류 프로젝트’
시작
• 국제식품가격 상승, 국내식량 수급에도 영향 미칠 수 있어
• 중국,‘2007년도 어업생태환경공보’
발표
• 호주, 비용절감을 통한 고유가 난관 타개
• 일본, 수산물 가격 상승 우려 확대
• 유가상승, 수산물 공급 감소로 이어질 듯
• 중국, 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약 모색
• FAO, IUU 어업 방지를 위한 기금 마련 요청
수산 부문

• 식품자급률 향상 관련, 일본 아오모리현의 전향적인 실험
• FAO,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심각한 영향 줄 것으로 우려
• 중국, 수산물 가격 지속적 상승
• 러시아, 일부해역 수산물 수출 제한
• 일본 지자체,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 이어져
• 두바이, 중동지역의 수산물 교역 허브로 등장할 가능성 높아
• 중국의 다랑어 원양어업 규모 확대
• 러시아, 어획 쿼터 기간 연장
• 한중 수산물위생관리약정서 서명, 차별화된 제재 적용
• 일본 이와테 및 토야마현, 농림수산업 진흥관련 펀드 설립
• 중국, 세계양식연맹과 수산협력협약 체결
• EC, 영국 수산 운영 계획 승인
• 태국, 일본과 EPA를 통한 수출 증대

304

1. 동향 분석 및 전망

3) 지구촌 해양수산(주간)
●

해운·항만
구분

지구촌 해양수산
해운·항만
(18집)

지구촌 해양수산
해운·항만
(19집)

●

주요 내용
•지구촌 이슈
- 세계 상위 20대 컨 선사의 선박확충 실적 및 전망 외 22편
•주요 뉴스와 분석
- 효과적인 시황예측이 불가능한 VLCC 유조선 해운시장 외 65편
•간추린 지구촌 소식
- 세계해운 및 국제물류 외 161편
•지구촌 이슈
- 에너지 및 자원의 해상운송과 장기운송계약 리스크 외 25편
•주요 뉴스와 분석
- 1~5월 중국항만, 컨 처리량 안정 성장 외 69편
•간추린 지구촌 소식
- 차이나 코스코, 벌크사업 강화 추진 외 108편

수산·환경
구분

주요 내용

지구촌 해양수산
수산·환경
(18집)

•지구촌 이슈
- WTO/DDA NAMA 의장안에 근거한 시뮬레이션 결과 및 시사점
외 22편
•주요 뉴스와 분석
- 중국, 2007년 어업생산금액 약 5,000억 위안 달성 외 53편
•간추린 지구촌 소식
- 중국 하이난성, 새로운 수출품목 개발에 박차 외 170편

지구촌 해양수산
수산·환경
(19집)

•지구촌 이슈
- EU의 수산부분 유가 지원대책 외 25편
•주요뉴스와 분석
- 일본 전어련, 유가 급등 추가대책 요구 특별결의 외 51편
•간추린 지구촌 소식
-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출장소, 전국 일제휴어 및 독자 휴어 결정
외 13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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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운·선박시장 동향(주간)
주요 내용

구분
1. 건화물선시장

•연말연시 휴무에 따른 침체 지속 외 48편

2. 유조선시장

•VLCC 운임, 2주 연속 하락하면서 다소 진정 외 48편

3. 정기선시장

•2008년은 시장에서의 혼선이 예상 외 48편

4. 선박시장

•2008년 첫 주, 건화물선 22척 발주 외 48편

5) 해운시황 전망(분기별)
주요 내용

구분

•시황전망 요약 및 시사점
2008 2분기 해운시황 전망

•정기선 시황변화 특징과 운임 전망
•건화물선 시황변화 특징과 운임 전망
•유조선 시황변화 특징과 운임 전망
•시황전망 요약 및 시사점

2008 3분기 해운시황 전망

•정기선 시황변화 특징과 운임 전망
•건화물선 시황변화 특징과 운임 전망
•유조선 시황변화 특징과 운임 전망시황전망 요약 및 시사점
•정기선 시황변화 특징과 운임 전망

2008 4분기 해운시황 전망

•건화물선 시황변화 특징과 운임 전망
•유조선 시황변화 특징과 운임 전망

6) KMI 세계해운전망
주요 내용

구분
•국내외 경제전망
2009 KMI 세계해운전망과
대응방안

•정기선 해운 전망
•건화물선 해운 전망
•유조선 해운 전망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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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양수산통계
수산·해양환경 통계

주요 내용
어항현황
어선세력
어업인구
어가경영체 및 어가경영
어업생산량
기르는 어업

수산통계

수산물 수출입
수산물 유통
수산업체 금융현황
어촌계
물가지수 및 가격
어선 해양사고
해외통계
해양환경

해양환경통계

해상치안
환경보전

해운통계요람

주요 내용
선박 및 선원
화물·여객

국내통계

항만
조선
해난
주요 경제지표
세계 선박량
세계 해상물동량

해외통계

운임 및 원자재 가격
세계 조선
세계 해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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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MI 월간 통계
주요 내용

구분
주요경제지표

•경제성장률, 교역량증가율, 금리, 환율, 유가
•MRI 운임지수
•발틱 건화물 운임지수 : BDI, BCI, BPI, BHMI 등

해운경기통계

•발틱 Dirty Tanker 운임, 발틱 Clean Tanker 운임
•주요 항로별 건화물 부정기선 운임
•선박공급량

선복량통계
해상물동량통계
선가통계

•세계 선복량, 선형별 유조선 선복량,선형별 건화물선 선복량,
세계 해체 선복량
•곡물 물동량, 철광석·석탄 물동량
•신조선가, 중고선가, 중고선가 추이, 해체 선가 추이
•어업별생산량, 어업별 생산액 어종별 생산량,
•수산물 수출입

수산통계

- 주요 국가별 수입실적
- 주요 어종별 수입실적
-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 주요 어종별 수출 실적

기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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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간행물 발간
1) 2008년 해양수산동향(주간)
제목

호수

집필자

제1253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최근 입장

최재선

제1254호

일본의 대륙붕 연장 최근 동향

김경신·이주하

제1255호

세계·에너지 화약고·카스피해 동향

제1256호

김경신

‘석도’
는‘독도’
다 - 일본의‘석도=독도’
설 부인에 대한 반박

유미림

제1257호

제1257호 대만 선원정책의 최근 동향

김수엽

제1258호

북극에 관한 유럽연합(EU)의 입장

김경신

제1259호

식품이력추적제 국제표준규격(ISO22005:2007)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주문배

제1260호

제1260호 세계의 슈퍼요트산업 동향

백인기

제1261호

제1261호 일본 초등학교의 해양교육 강화 방안과 시사점

제1262호

세계 최대 소상품시장 이우(Yiwu, 義烏)의 물류체계 변화

김운수

제1263호

일본, 친환경 물류정책 가속화

전형진

제1264호

유엔, 소말리아 해적 소탕 결의안 채택

최재선

제1265호

지속가능 경쟁력 있는 근해어업의 실현

류정곤

제1266호

바다 낚시공원 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승우

제1267호

일본 시마네 현(縣),‘독도 문제’
를 예산확보 지렛대로 활용

김경신

제1268호

중국 선원 육성정책의 최근 동향

박문진

제1269호

유럽의 SEAFOODplus 통합프로그램 추진현황과 그 시사점

마창모

제1270호

국가교통DB 의 해상분야 DB 구축현황

김경신·이주하

이호춘

제1271호

조피볼락의 최근 생산 동향과 시사점

옥영수

제1272호

세계 주요국의 석유제품 수출입 동향과 중국
한국의 석유제품 수출입 기종점 분석

고병욱

제1273호

LA/LB항의 친환경 항만물류정책 동향과 시사점
(SPBP-CAAP 중심으로)

김은수

제1274호

제18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 결과 및 시사점

김민수

제1275호

중·일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의 의미와 시사점

김경신

제1276호

수산물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대응한 일본 산지의 도전(上)

장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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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 해양수산 (월간)
호수
1월호
(통권 제280호)

주요내용
시론 •2008년 유가 전망과 해운산업 대응과제 / 정봉민
논단 •우리나라 물류보안기준 설정 방안 / 목진용
•북한 동해수역 입어협상의 선결요건과 추진방향 / 홍성걸·최수정·엄선희
시론 •농림수산식품부의 출범과 한국 수산업 / 옥영수

2월호
(통권 제281호)

논단 •나진·선봉지역의 항만투자 여건 / 정봉민
•호주-동티모르 해양에너지자원 공동개발협정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
/ 김경신
시론 •새 정부와 수산정책 방향 / 최성애

3월호
(통권 제282호)

논단 •항만시설 경비보안체제의 효율화 방안 / 김형태
•한·미 어업관리제도의 규제순응에 관한 비교 분석
/ 이정삼·류정곤·김대영
시론 •물동량 연동 항만개발제도(트리거룰)의 도입과 과제 / 김우호
논단 •우리나라 케미컬 항만 발전방안 강구를 위한 실증연구 - IPA,

4월호
(통권 제283호)

Conjoint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 / 김형태·고병욱·정태원
•WTO/DDA 협상타결에 따른 수산물 관세영향 분석 및 시사점
/ 조정희·김수진
시론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선진화 과제 / 길광수

5월호
(통권 제284호)

•어촌지역 리더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승우
논단 •전기식 RTG(Rubber Tyred Gantry)의 적용성 분석 연구 / 김우선
동향 •인공어초사업의 추진 동향 및 효율화 방안 / 김대영 ·이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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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주요내용
시론 •항만시장의 진입장벽과 신항만 활성화 방안 / 정봉민

6월호
(통권 제285호)

논단 •SP 조사 설계를 통한 항만 물동량의 민감도 분석 / 전찬영
•북극의 상업적 이용 전망과 정책 시사점 / 김경신
•지역축제를 통한 연안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홍장원·이윤정
동향 •조피볼락의 최근 생산 동향과 시사점 / 옥영수·이창수
시론 •화물연대 협상타결 이후의 제도적 개선과제 / 김학소

7월호
(통권 제286호)

논단 •남북해운의 발전 방향 / 정봉민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추진현황 및 시사점 / 김수진·조정희
•일본의 수산식품부문 세제지원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 주문배
동향 •미국의 양식산업발전 10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신영태
시론 •변화와 진화, 그리고 한국 수산업 / 옥영수

8월호
(통권 제287호)

논단 •중국 진출 기업의 U-Turn 요인 및 촉진 방안에 관한 소고
/ 고병욱·길광수
•어업인의 직업만족도 분석 - 순위형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 / 마창모
•2008년산 굴 수급동향과 굴 양식업의 당면과제 / 박광서·김효진
시론 •항만과 지역경제 / 정봉민

9월호
(통권 제288호)

논단 •일본의 도서관리 정책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김경신·이주하
•2009년산 김 생산 전망과 시사점 / 옥영수·안재현
동향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에 관한 연구동향 /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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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주요내용
시론 •한반도 주변 환경과 북한 항만 개발방향 / 김범중

10월호
(통권 제289호)

논단 •연안 갈등관리 관련 법제 검토와 시사점 / 정지호
•연안 공공갈등 관리의 이론적 검토와 시사점 / 최지연
•마산만을 둘러싼 갈등 구조 분석 - 제도분석틀을 활용하여 - / 최희정
시론 •해적의 바다, 공포의 바다 / 최재선

11월호
(통권 제290호)

논단 •전복 생산을 둘러싼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 옥영수·성진우·이남수
•로테르담 항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여건 및 물류정책적 시사점 / 고병욱
동향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일본의 새로운 어업정책 방향 / 김대영
시론 •글로벌 물류시장 국가적 진출 전략의 시급성 / 김학소
논단 •중·러 수출입화물의 한반도 통과운송 수요에 대비한 항만투자 국제협력

12월호
(통권 제291호)

방안 / 정봉민
•우리나라 해양 크루즈 산업 육성방안 연구 / 황진회
동향 •메가플로트의 산업화기술 동향과 2012여수세계박람회에의 활용
/ 장학봉
•북한 수산개발을 위한 해외 재원조달 전략 / 엄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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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간행물 발간

3) 2008년 해양정책연구 (반년간)
호수

제목 / 집필자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가 수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 / 박성쾌·김민주
•중국의 해양경계선과 그 획정방법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김용환
•생물다양성협약상 해양생물자원 관련 주요의제 분석을 통한 국내정책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박수진
•컨조인트분석을 이용한 어촌관광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 동해안 어촌체험마
을을 중심으로 - / 손재영

제23권 제1호
(여름호)

•해양환경보전과 사전배려원칙: OSPAR협약 및 런던협약의정서를 중심으로
/ 박종원
•일본의‘석도=독도’
설 부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유미림
•AHP 방법에 의한 항만경쟁력 주역할자의 확인에 관한 연구 - 부산항을 사례
로 - / 김길수
•자유어업에서의 가격변화 효과 측정: 이론적 접근과 시뮬레이션 분석
/ 최종두·조정희
•해운기업의 물류원가회계시스템 구축과 물류성과에 관한 연구 / 김형근
•도시내부입지형 어촌·어항의 정비방향에 관한 고찰 -중부산지역 어업인과
시민의·인식격차를 중심으로- / 오용식·김재봉·서금홍
•우리나라 수산업의 산업연관표 작성 및 분석 연구 / 신승식·박주삼
•Nerlove 부분조정모형을 이용한 일본의 넙치수요 분석 /
남종오·백은영·한병세

제23권 2호
(겨울호)

•수산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결정요인 분석 -수특사업을 중심으로/ 이헌동·김정봉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에 대한 프로그램논리모형의 설계 및 분석 / 이동현
•순서화 로짓모형을 이용한 전복의 소비자 선호, 구매횟수, 소비의향 분석
/ 김봉태·이남수
•바닷가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연구 / 김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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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관련 회의
1) 전문가 세미나
주제

일자/장소
2008. 7. 31
(중앙대)
2008. 12. 1
(KMI)
2008. 11. 3
(KMI)
2008. 6 .27
(KMI)
2008. 11. 3
한국선주협회
2008. 5. 14
(KMI)
2008. 4. 16
(KMI)
2008. 10. 27
(KMI)

석유시장관련 파생상품시장의 발달 과정과 전망

물류 Biz 모델 개발 과정 및 사례

동북아 석유물류허브를 위한 정책적 제언

해외 Project Financing 주안점과 사례

일본 톤세 제도의 도입배경 및 내용

해상물동량과 신조선 수요의 관계

화물차 시장의 현황과 개선방향

중국의 물류보안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

주제발표자
김학소 선임연구위원
(KMI)
김윤 개발팀장
(㈜한진 물류사업부문)
손석호 이사
(Maesefidle Asia-Pacific)
송인원 차장
(한국산업은행)
USAMI KAUNORI 과장
(일본 선주협회)
허남대 기자
(Fairplay 한국특파원)
임종길 박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루이홍 교수
(중국북경교통대학교)
김성익 이사

2008. 6. 4
(KMI)

현대자동차의 글로벌화

(자동차공업협회)

전자산업의 글로벌화

주대영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2008. 5. 28
(KMI)
2008. 5. 2
(KMI)
2008. 4. 2
(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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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의 물류조직현황과 과제
북한 물류시설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금용시스템 구축방안

김진갑 팀장
(한진해운)
배종렬 선임연구위원
(한국수출입은행)

국내 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단지의 발전방향 및

김세종 상무

추진과제

(대한통운)

3. 연구 관련 회의

주제

일자/장소
2008. 3. 2
(KMI)

주제발표자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현황과 향후 전망

임을출 교수
(경남대학교)

2008. 10. 7

대한광업진흥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고봉만 과장

(KMI)

업무 흐름 및 운영자금에 대한 현황과 운영방식

(대한광업진흥공사)

2008. 8. 4
(KMI)

김태엽 팀장

해외건설협회의 설립 취지 및 운영방식

(해외건설협회)

수산업의 원활한 진입퇴출 촉진방안 :

유승준 팀장

2008. 9. 2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제도를 중심으로

(산은캐피탈)

(KMI)

우리나라 양식사료의 수급전망과 대책 :

조용훈 박사

2008. 10. 23
(KMI)

국내 공급능력과 해외 조당방안을 중심으로

(수산경제연구원)

일본의 수산물 수출정책과 러시아의

정명생 부연구위원

수산정책 동향

(KMI)

농업부문의 신활력사업 및 클러스터
2008. 10. 28
(KMI)

김경환 본부장

관련 사업내용

(지역농업네트워크)

지역 수산자원을 이용한 생산·가공·

김영일 연구위원

유통사업 발전전략
2008. 6. 12
(KMI)
2008. 5. 28
(KMI)
2008. 5. 15
(KMI)
2008. 8. 4
(KMI)
2008. 5. 28
(KMI)

(전남대학교)

세계 기후변화 협약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이민호 과장
(환경부)

해운항만 물류 IT 솔루션

최장림 대표이사

(Enterprise Risk Management)

(㈜싸이버로지텍)
장영오 부장

중국 터미널운영사와 선사와 협력방안

(현대상선)
조정희 부연구위원

WTO/DDA 각료회의 결과 및 향후 전망

(KMI)

선택적인 혼획감소 정책 및 혼획감소 수단의
경제적 효율성

위용석 교수
(미국 아칸소 주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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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장소
2008. 6. 1
(KMI)

주제
일본의 어업공동관리에 관한 연구

주제발표자
우치다히로 교수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
박성쾌 교수
(부경대)

2008. 10. 16
(KMI)

한·중·일 수산업 과제

이광남 박사
(한국수산회)
김현용 박사
(수산경제연구원)

2008. 9. 23
(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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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과 유럽의 통합 : 문제점과 과제

Prof. Dr. Alfons Lemper
(University of Bremen)

3. 연구 관련 회의

2) 정책간담회/협의회
(1) 국토해양부와 KMI간 해운물류 연구혁신 정책간담회
일자/장소

대상 기관

참가자

주제
•해운물류연구본부 2008년도 업무계획

2008. 4. 4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원내 : 6명
원외 : 14명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
•해운물류분야 현안과 정책과제

(2) 2008년 2분기 해운시황 발표회 및 간담회
일자/장소
2008. 4. 8
(한국선주협회)

대상 기관
외항선사,
관련 협회,
국토해양부 등

참가자
원내 : 4명
원외 : 39명

주제
•해운시황전망 발표

(정기선/건화물선/유조선)

(3) 부산항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관련 제1차 워크숍
일자/장소

대상 기관

2008. 5. 13~14
(아르피나

부산항만공사

유스호스텔)

참가자
원내 : 2명
원외 : 23명

주제
•부산항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관련

제1차 워크숍

(4) 정기 해운항로 관련 정책간담회
일자/장소

대상 기관

참가자

주제
•정기선 해운동맹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2008. 6 .24
(KMI)

국토해양부

원내 : 5명
원외 : 25명

규제동향
•정기선 해운동맹의 법적지위
•한일항로 근해수송협의외 적취율 상한제

도입에 대한 하주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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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MI 해운시황전망 발전을 위한 간담회
일자/장소
2008. 7. 25
(청목(광화문))

대상 기관
해운업계

참가자
원내 : 4명
원외 : 약12명

주제
•KMI 해운시황전망 발전방안 토론

(6) 부산항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관련 제 3차 워크숍
일자/장소
2008. 7 .31
(해양대)

대상 기관
부산항만공사

참가자
원내 : 1명
원외 : 20명

주제
•부산항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관련

제3차 워크숍

(7) 저인망 어업경영 개선에 관한 업계 간담회
일자/장소

대상 기관

2008. 8. 21

대형선망수협,

(대형기선저

대형기선저인망

인망수협)

수협, 서남구기선

참가자

주제

원내 : 3명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부산시수협,

원외 : 10명

연구”연구결과 초안

저인망수협

(8) 어선원법 제정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업계 간담회
일자/장소

대상 기관

참가자

주제

부산시수협,
2008. 8. 21

대형선망수협,

(대형기선저

대형기선저인망

인망수협)

수협, 서남구기선
저인망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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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 3명
원외 : 10명

•“어선원법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연구결과 초안

3. 연구 관련 회의

(9) 최근 금융위기 관련 해운업계 간담회
일자/장소

대상 기관

참가자

2008. 10. 17

국토해양부 및

원내 : 6명

(한국선주협회)

해운업계

원외 : 14명

주제
•금융시장의 위기가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

(10) 부산항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워크숍
일자/장소
2008. 10. 29
(부산항만공사)
2008. 11. 26
(부산항만공사)

대상 기관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참가자
원내 : 1명
원외 : 9명
원내 : 1명
원외 : 19명

주제
•부산항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관련 10월

워크숍
•부산항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관련 11월

워크숍

(11) 해운도시, 부산의 발전방향 심포지엄
일자/장소

대상 기관

참가자

주제
•해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부산의

2008. 10. 2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원내 : 3명
원외 : 300명

역할
•해사전문인력양성 메카로의 발전방안
•선박금융 활성화 위한 부산지역의 금융

중심화 전략

(12) 해양관광 실태와 정책방향 심포지엄
일자/장소

대상 기관

참가자

주제
•관광정책 기본방향

2008. 11. 27

관련 정부부처

원내 : 5명

(국토연구원)

및 지자체 등

원외 : 40명

•마리나 개발 및 요트 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크루즈산업의 발전전략
•해양관광 정책여건 분석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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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조기정착지원 비즈니스모델 개발 설명회
일자/장소

대상 기관

참가자

배후단지 입주업체

원내: 2명

주제

2008. 12. 4~5
(부산지방해야
항만청)
(한국컨테이너

및 입주예정업체, 원외: 부산40명,
지역항만공사 등

광양20명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지원 설명회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지원 설명회

부두공단)

(14)“소말리아 해역 파병, 무엇이 문제인가”관련 정책 토론회
일자/장소
2008. 12. 18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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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관
국회

참가자

주제

원내: 15명

•소말리아 해적문제와 국제사회 대응

원외: 100명

•소말리아 해역 파병에 따른 쟁점 및 대책

3. 연구 관련 회의

3) 토론회/세미나
(1) 2008년 KMI 정책동향연구실 제1차 콜로키움
일자/장소

2008. 1. 23
(KMI)

주제

주제발표자

연근해 화물선의 운하에서의 활용가능성

김재환 팀장
(한국해운조합)

우리나라에서 바지선의 운항실태

김홍기 차장
(㈜한진)

와 운하에서의 적격선박 국내 바지선 건조 기술동향

김규선 부사장
(㈜티엔지중공업)

(2) 글로벌 항만시장 투자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관련 제2차 세미나
일자/장소

2008. 4. 1
(KMI)

주제

주제발표자

GTO의 해외진출 현황

고현정 책임연구원
(KMI)

허치슨의 한국진출 사례

조성환 상무
(허치슨)

DP World의 한국진출 사례

박규열 상무
(DP World)

감천 MCC 한국진출 사례

송강태 이사
(감천 MCC)

(3) 글로벌 항만시장 투자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관련 세미나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2008. 4. 2
(KMI)

국내 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단지의 발전방향 및 추진과제

김세종 상무
(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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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8 수산어촌 심포지엄
주제

주제발표자

대내외 환경의 변화와 우리 수산업의 비전

박성쾌 교수
(부경대)

수산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홍현표 연구위원
(KMI)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실태와 수산식품정책의 과제

이동필 선임연구위원
(KREI)

새 정부에서 어업인의 역할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임정수 사무총장
(한수연)

성공적인 수산비즈니스 사례

김종학 사장
(참바다영어조합법인)

성공적인 어촌비즈니스 사례

신상철 계장
(선감어촌체험마을)

일자/장소

2008. 4. 4
(수협중앙회)

(5) 해운물류 발전을 위한 통합 워크숍
일자/장소

2008. 6. 5
(한국선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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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발표자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선진화 방향

길광수 연구위원
(KMI)

외국의 선원양성정책과 시사점

김수엽 부연구위원
(KMI)

일본의 톤세제 도입과 시사점

김형태 연구위원
(KMI)

3. 연구 관련 회의

(6) 고유가시대 해양수산 분야 대책 워크숍
주제

주제발표자

최근 고유가 동향 및 전망

이달석 선임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고유가 시대 항만분야 대책

김우선 책임연구원
(KMI)

고유가 시대 해운분야 대책

김형태 연구위원
(KMI)

고유가 시대 수산분야 대책

황기형 연구위원
(KMI)

일자/장소

2008. 6. 11
(KMI)

(7) 해양영토 확장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관한 세미나
주제

주제발표자

글로벌 해양분쟁 현황과 우리나라 대응

박찬호 교수
(부산대학교)

페드라 브랑카 도서영유권 판결과 시사점

김용환 책임연구원
(KMI)

대륙붕 경계 확장과 우리나라 대응

박용안 교수
(서울대학교)

대륙붕 한계 위원회 신청 사례 분석
(호주를 중심으로)

정갑용 교수
(영산대학교)

일자/장소

2008. 6. 23
(인터컨티넨탈
호텔)

(8) 해외 수산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일자/장소

2008. 6. 26
(KMI)

주제

주제발표자

해외수산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배경과 사업목적

조강현 과장
(농림수산식품부)

해외수산투자 활성화 계획(안)

임태훈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해외수산투자펀드 조성방안

홍현표 연구위원
(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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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안에서의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관련 외부전문가 세미나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2008. 6. 27
(KMI)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영향 -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Thomas Wagner교수
(Newcastle Univ.)

(10) 해운물류 및 항만분야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공동 워크숍
일자/장소
2008. 7. 1
(KMI)

주제

주제발표자

세계물류환경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방향 및 목표

김범중 연구위원
(KMI)

해외항만개발 협력지원사업 추진타당성 및
협력사업 추진계획

김우호 부연구위원
(KMI)

(11) 글로벌 물류네트워크관련 해외물류투자사업 설명회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2008. 7. 7
(KMI)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가능사업

김학소 선임연구위원
(KMI)

(12) 지능형 항만물류시스템 기술개발 5차 2과제 워크숍
일자/장소

주제
고효율 인공지능 하역시스템 기술개발

2008. 7. 17~18
(대전 홍인호텔)

고효율 컨테이너크레인 기술개발
고단적 적재시스템 기술개발
자가하역차량의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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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자
최상희 부연구위원
(KMI)
신용정 사장
(멀티컨)
국무상 상무
(㈜이지인더스)
정한욱 사장
(하나티앤이)

3. 연구 관련 회의

(13) 특별관리해역 운영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일자/장소

2008. 7. 21
(대한상공
회의소)

주제

주제발표자

특별관리해역 유역관리 현황 및 정책방향

이창희 교수
(명지대)

해외 오염우심해역 관리 사례와 시사점

강대석 교수
(부경대)

특별관리해역 환경모니터링과 해양환경
기준을 통한 해역관리 방안

김성수 연구관
(NFREI)

오염우심해역 퇴적물 관리의 현황과 필요성

김석현 책임연구원
(KORDI)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추진 형황 및 정책방향

장원근 책임연구원
(KMI)

(14) 수산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 및 기술여건 세미나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2008. 7. 25
(KMI)

수산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 및 기술여건

양기웅 마케팅과장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

(15) 수산부문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내부세미나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해외수산진출을 위한 원양산업 진출센터의 역할

송기선 센터장
(원양산업진출센터)

해외수산투자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김봉태 책임연구원
(KMI)

200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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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산분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일자/장소

2008. 9. 18
(KMI)

주제

주제발표자

수산주문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관련
향후 추진 일정 및 방향

조강현 원양산업과 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전략

홍현표 박사
(KMI)

수산분야 해외진출 사업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방안

배병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17)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 연구(2차년도)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2008. 9. 23
(KMI)

독일 통일과 유럽의 통합 : 문제점과 과제

Prof. Dr. Alfons
Lemper
(University of Br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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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관련 회의

(18) 금융위기에 따른 수산부문의 영향과 대책 세미나
일자/장소

2008. 10. 22
(KMI)

주제

주제발표자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수산부문의 대책

홍현표 연구위원
(KMI)

환율변동이 수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정명생 부연구위원
(KMI)

자금경색의 영향과 수산금융 대책

강명석 이사
(수협중앙회신용)

김 수출입업계 영향 및 대책

김덕술 대표
(삼해상사)

어선어업 영향 및 대책

김임권 조합장
(선망조합)

수산금융 정책의 방향

남달성 주간
(수산경제)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영향

박덕배 연구위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산부문 영향과 정책방향

박성쾌 교수
(부경대학교)

금융위기와 수산정책의 방향

임광수 국장
(수산정책국)

수출입 가공업계 영향 및 대책

이상남 전무
(수출입조합)

어업경영의 애로 및 개선 방향

임정수 총장
(한수연)

양식산업의 영향 및 대책

한용옥 상무
(일출수산)

원양업계 영향 및 대책

홍석남 사장
(인성실업부)

사료 업계 및 해외진출사업의 영향

홍순택 소장
(JF해양수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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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글로벌 항만시장 투자의 실효성 제고방안 세미나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2008. 10. 28
(KMI)

글로벌 항만시장 투자의 실효성 제고 방안연구

김형태 연구위원
(KMI)

(20) 2008년 제2회 영토·영해 함상 학술 세미나
일자/장소

주제
한중어업협정의 평가와 전망

2008.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10. 29~31
(제주 샤인빌)

동북아 해양경계획정과 해양경찰의 역할
흑해“뱃섬”해양분쟁 사건의 쟁점 및 시사점

주제발표자
최종화
(부경대)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김석균
(해양경찰청)
김용환 책임연구원
(KMI)

(21) 기후 변화에 따른 북극해 변화와 대응 방안 세미나
일자/장소

2008. 11. 5
(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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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발표자

북극해 자원 현황과 지정학적 여건 변화

김경신 책임연구원
(KMI)

북극해 자연 환경과 향후 전망

강성호 부장
(극지연구소)

북극해 항행선박 및 해양플랜트 기술 동향

엄항섭 기술컨설팀장
(DNV)

3. 연구 관련 회의

(22) 최근 경제 여건 변화와 농수산 부문의 대응 방안 심포지엄
주제

일자/장소

주제발표자

최근 경제여건 변화가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2008. 11. 24
(농협중앙회)

권오복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

이종기 연구정책국장

R&D 전략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농촌진흥청)
홍현표 연구위원

수산부문 upgrade 전략

(KMI)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농협의 대응방향

전찬익 정책연구실장
(농협경제연구소)

(23) 제3회 해양정책연구 혁신 포럼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2008. 12. 5~6
(한국방송광고
공사 연수원)

글로벌 해양전략 추진방향

최지연 책임연구원
(KMI)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해양전략

한국해양연구원

(24) 동북아 국제물류 연구협력 사업 워크숍
일자/장소

2008. 12. 16
(KMI)

주제

주제발표자

항만물류와 산업공동발전

곽규석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물류시장 통합 및 항만제휴

배종욱 교수
(전남대학교)

동북아 Unit-Load 서비스 시장분석

정태원 연구위원
(인천발전연구원)
구경모 교수
(동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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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09년 업무계획 확정 및 KMI 지수 발표를 위한 워크숍
일자/장소

2008. 12. 23
(토즈)

주제

주제발표자

건화물선 거래 메커니즘(FFA포함)에 대한 강연

이현선 과장
(SK해운)

2009년 해운연구팀 업무계획 토론

임종관 연구위원
(KMI)

정기선/유조선/건화물선 - KMI 지수 발표를 위한 토론

전형진/최중희/한광석
(KMI)

(26)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출판 기념 심포지엄
일자/장소
2008. 12. 26
(롯데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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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발표자

일본의 해양영토정책과 향후 전개방향

와다 하루키
(도쿄대학 명예교수)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전제조건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

3. 연구 관련 회의

4) 국제회의
(1) 제3차 국제전문가 자문단회의(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접경지역 보존과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이니셔티브 -

Mr. Hyun Kim

조정 및 용도구역 프레임워크

(IUCN)
Dr. Jeungsook Park

NOWPAP 활동

2008. 7. 2~7. 3
(서울프라자
호텔)

NOWPAP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 -

Dr. Salvatore Arico

유네스코의 경험과 역할, 기여

(UNESCO)

황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YSLME의 북한참여 유도 방안

Mr. Yihang Jiang
(YSLME)

인도네시아-필리핀 접경 해양평화공원

Dr. Jose Ingles

이니셔티브를 통한 교훈

(WWF)
Prof. David Fluharty

북아메리카 지역의 해양보호구역과 수산업 사이의 갈등

(University of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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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
일자/장소

주제
중국 수산업의 경쟁력 실태와 비전
일본 수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차별화 전력

2008. 9. 19
(AT센터)

한중일 수산업의 부문별 비교 우위 실태와 발전방향
한중일 수산물 소비시장의 현황과 전망
중국 내 수산물 클러스터 구축 및 협력방안
한중일 공동 수산자원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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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자
바오 교수
(대련수산대)
나까하라 연구원
(긴키대학)
홍현표 연구위원
(KMI)
로 교수
(동경해양대)
고건 교수
(상해해양대)
심호진 회장
(어촌어항협회)

3. 연구 관련 회의

(3) 한·중·일 해양물류 국제세미나
일자/장소

주제

주제발표자

Analysis of liner shipping companies
operation results(정기선선사운항실적분석)
Analysis of Precondition before Formation of
Integrated Logistics Market and
Proposal for Port Alliance
(통합물류시장형성 전제조건과 항만제휴 방안)
Study of agglomeration effect in near
ports industry(항만인접산업의 집적효과)

Ms. Gao Huijun
Mr. Luo YI
(중국교통부
수운연구원)

Case study of port logistics and regional
economy harmonized development
(항만물류와 지역경제공동발전)
Demand forecast of Unit-Load Transportation in
Northeast Asia(일관운송수요전망)
2008. 9. 26
(KMI)

Proposal for new unit-load shipping route
between Korea/Japan and China/Japan
(일관해상운송항로 방안)
Case studies of recent industrial development of
coastal areas of Japan
(연안지역의 산업발전)

Mr. Akira Moriki
Mr. Yutaka
Fukushima
(일본국제임해
개발연구원)

Analysis of demand for international shipping
lines(국제정기선 수요분석)

김운수 책임연구원
(KMI)

Analysis of pre-conditions before formation of
integrated logistics market and
proposal for port alliance
(통합물류시장형성 전제조건과 항만제휴 방안)

심기섭 부연구위원
(KMI)

Promotion of Harmonized Development of Port
Logistics and Industry
(항만물류와 산업 공동발전)

김근섭 연구원
(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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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북아 물류 효율화를 위한 한·중 국제 물류 세미나
일자/장소

2008. 10. 9~11
(중국 대련해사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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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발표자

동북아지역 물류협력 현황과 전망

박혜숙 교수
(대련해사대)

한·북·중 대외무역수송현황 밑 종합운송체계 수요 분석

양중전 교수
(대련해사대)

중·한 트럭복합일관수송 현황 밑 전망

이향문 교수
(대련해사대)

동북3성 수출입화물의 나진항 활용방안

정봉민 선임연구위원
(KMI)

북한의 항만 개발현황 및 전망

김범중 연구위원
(KMI)

3. 연구 관련 회의

(5) 남북한 물류통합과 발전을 위한 국제워크숍
일자/장소

2008.
11. 26~29
(중국 연길, 훈춘
연변국제호텔)

주제

주제발표자

북한의 경제난 타개와 대외전략

김강일 원장/교수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원)

중국과 조선의 번경무역 현황과 전망

임금숙 교수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중·한·북 3국 무역관계 및 발전추이

권철남 부교수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중·조 경협 과학기술협력 및 조선의 변화 전망

이종림 부원장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북한 투자실태와 과제

전규상 회장
(연변천우그룹)

북한 진출 사례와 향후 과제

정한기 사장
(㈜Merry)

북한 수산개발 사업의 해외 재원 조달방안

엄선희 책임연구원
(KMI)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김영윤 회장
(남북물류포럼)

남북 해운협력의 실태와 정책과제

황진회 부연구위원
(KMI)

중국 동북부 수출입화물의 동해 출해를 위한 극동항만
개발방향 및 전략 구상

심형보 사장
(항만기술단)

동북아 철도 발전 전망과 협력과제

나희승 대륙철도연구실장
(철도기술연구원)

극동지역의 물류 협력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정봉민 선임연구위원
(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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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 연수 프로그램
1) ACS 항만관리과정(Port Management for ACS Countries)
연수실시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수 기간 : 2008. 8. 26~9. 11 (17일간)
● 장소 : KOICA 연수센터
● 연수참가국 및 인원 : 9개국 11명
●
●

일자/장소

2008.
8. 26 ~ 9. 11
(KOICA
연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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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발표자

해운항만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임진수 선임연구위원
(KMI)

한국의 해양정책

조동오 선임연구위원
(KMI)

물류보안정책

김형태 연구위원
(KMI)

한국의 물류중심지화 전략

정봉민 선임연구위원
(KMI)

한국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개발 전략

김학소 선임연구위원
(KMI)

Country Report

정봉민 선임연구위원
(KMI)

한국의 항만민영화

김형태 연구위원
(KMI)

항만배후 물류단지 개발 및 기업유치 전략

이성우 부연구위원
(KMI)

초대형선이 해운항만에 미치는 영향

양창호 교수
(인천대)

컨테이너터미널의 생산성 향상

방희석 교수
(중앙대)

로지스틱스와 공급체인관리의 역할

고현정 책임연구원
(KMI)

종합 토의 및 과정평가

정봉민 선임연구위원
(KMI)

4. 국제 연수 프로그램

2) 2008 한-싱 항만관리과정(Port Management and Operating)
연수실시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연수 기간 : 2008. 10. 19~11. 1 (14일간)
● 장소 : KOICA 연수센터
● 연수참가국 및 인원 : 7개국 12명
●
●

일자/장소

2008. 10. 19
~ 11. 1
(KOICA
연수센터)

주제

주제발표자

해운항만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임진수 선임연구위원
(KMI)

항만배후 물류단지 개발 및 기업유치 전략

이성우 연구위원
(KMI)

한국의 물류중심지화 전략

정봉민 선임연구위원
(KMI)

초대형선이 해운항만에 미치는 영향

양창호 교수
(인천대학교)

한국의 항만민영화

김형태 연구위원
(KMI)

물류보안정책

김형태 연구위원
(KMI)

한국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개발 전략

김학소 선임연구위원
(KMI)

Country Report 자문

이정욱 이사장
(해양산업연구원)

한국의 해양정책

조동오 선임연구위원
(KMI)

로지스틱스와 공급체인관리의 역할

고현정 책임연구원
(KMI)

컨테이너터미널의 생산성 향상

방희석 교수
(중앙대학교)

종합 토의 및 과정평가

정봉민 선임연구위원
(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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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1세기 해양정책포럼
1) 2008년 1차(제96회)
特講主題

日字/場所
2008. 11. 12
(인터컨티넨탈호텔)

招請演士
장승우 위원장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해양수산의 발전

(2012 여수EXPO
조직위원회)

2) 2008년 2차(제97회)
特講主題

日字/場所
2008. 12. 10

21세기 해양경영 전략

(신라호텔)

招請演士
이재균 차관
(국토해양부)

3) 2009년 1차(제98회)
特講主題

日字/場所
2009. 1. 21
(신라호텔)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의 정책방향

338 Korea Maritime Institute Annual Report 2008

招請演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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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내·외 논문발표
1.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2. 국내학술지 게재논문

1.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1.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구분

논문제목

연구자

1

Review of the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partnership between
US and Korea

조동오 외

2

The Incentive Program for
Fishermen to Collect Marine
Debris in Korea

학술지
Marine
Policy

게재시기

비고

2008. 1
SCI

3

4

A game-theoretic analysis of
competition among container
port hubs : the case of Busan
and Shanghai
The dynamic design of a
reverse logistics network from
the perspective of third-party
logistics service providers

Marine
조동오

pollution

2008. 11

bulletin
Maritime
박용안 외

Policy and

2008. 2

JEL

2008

SCIE

Management
Internatinal
고현정 외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International

5

Managing product returns in
customer-centric e-tail
environments

Journal of

고현정 외

Services
Technology

2008
기타

and

국제

Management

6

韓國·馬山港における環境改善の取
り組み

학술지

남정호,장원근
최희정,이지선

港灣

2008. 2

김나영,김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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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학술지 게재논문
구분

논문제목

연구자

학술지

게재시기

1

글로벌 아웃소싱이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찬호

중소기업연구

2007. 12

2

해양산업법제개편과 인력수요

목진용

국제해양문제연구

2008. 1

3

조피볼락의 최근 생산동향과 시사점

아쿠아인포

2008. 1

4

한미 어업관리제도의 규제순응에 관한
비교분석

류정곤

SEA&

2008. 3

5

동북아지역 항만간 경재에서 부산항의
포지셔닝 분석

김근섭 외

한국항해항만학회

2008. 4

6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한 고찰

목진용

한국해법학회지

2008. 4

7

선박연료유 오염손해배상협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목진용

한국해법학회

2008. 4

8

지속적 어업생산 달성을 위한 어업자원관리
전개 방향에 관한 소고

김대영

수산연구

2008. 5

9

바다목장 시범사업의 선정평가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강종호

수산연구

2008. 5

10

야드크레인의 유류비 절감방안 연구

김우선 외

한국항해항만학회

2008. 5

11

2가지 수평배치안에 대한 터미널 효율성
비교연구

하태영 외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08. 5

12

국내 컨테이너 항만기술 로드맵 수립

13

옥영수,
이남수

최상희
하태영
원승환

한국항해항만학회

2008. 6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요인 분석 논문 게재

김근섭 외

해운물류학회

2008. 6

14

모형을 이용한 부산 북항 및 신항의 물동량
유치 경쟁력 분석

전찬영

해운물류연구

2008. 6

15

협조적 게임이론을 이용한 국가 간 수산자원관
조정희 외
리에 관한 연구

Ocean and Polar
Research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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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논문제목

연구자

학술지

게재시기

16

한국과 중국의 연안관리제도 추진현황과
시사점

최지연
신철오
김종덕

아시아연구

2008. 6

17

일본의‘석도=독도’
설 부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유미림

해양정책연구

2008. 6

18

자유어업에서의 가격변화 효과 측정:이론적 접
조정희 외
근과 시뮬레이션 분석

해양정책연구

2008. 6

19

해운기업의 물류원가회계시스템 구축과 물류
성과에 관한 연구

김형근

해양정책연구

2008. 6

20

국의 해양경계선과 그 획정방법에 관한 국제법
적 검토

김용환

해양정책연구

2008. 6

21

생물다양성협약상 해양생물자원 관련 주요의
제 분석을 통한 국내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박수진

해양정책연구

2008. 6

22

유류비 절감을 위한 기술대안 연구

김우선

23

통영바다목장사업의 성과와 미래

류정곤

바다

2008. 7

24

한·미 어업관리제도의 규제순응에 관한
비교연구

이정삼
류정곤
남종오
김대영

수산경영론집

2008. 9

25

물동량 구조분석을 통한 광양한 항만배후단지
유치 업종 선정연구

이성우

국토연구

2008. 9

26

프랑스·스페인·한국의 대형유류오염손해배
상제도에 관한 비교연구-에리카호·프레스티
지호·허베이스피리트호를 중심으로

조동오
목진용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08. 9

27

게임이론 접근법에 의한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의 비용배분에 관한 연구

성숙경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08. 9

28

국제분업화와 연계한 부산항 유치기업 대상선
정방안

이성우

동아시아물류동향

2008. 9

Container
Information

200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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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논문제목

연구자

학술지

게재시기

29

컨테이너크레인 개발자를 위한 대안 선정 절차

원승환
최상희

한국항해항만학회

2008. 10

30

Risk Analysis of Supersized container
ship based on trend of cargo growth

김운수
이성우 외

한국해운물류학회

2008. 10

31

태안 유류유출 피해보상과 향후과제

목진용

국토

2008. 11

32

우리나라 근해 정기선사의 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길광수
고병욱
김은수

해운물류연구

2008. 12

33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김대영

수산경영론집

2008. 12

34

컨테이너터미널에서 다기능 이송차량의 2단계
배차방안

김우선외

한국항해항만학회

2008. 12

35

한국의 외항 해운산업 현황과 발전방향

정봉민

STRATEGY21

2008. 12

36

컨테이너터미널의 ALV시스템을 위한 시뮬레
이션 모형

37

협조적 게임이론을 응용한 부두건설비용 배분

성숙경

해운물류연구

2008. 12

38

생물다양성협약상 ABS제도의 최근동향 및 정
책방향에 관한 고찰

박수진

국제법무

2008. 12

39

중국의 해양환경법제 분석과 전개방향에 관한
고찰

박수진 외

Ocean and Polar
Research

2008. 12

40

컨테이너터미널의 하역시스템 분석을 통한 에
너지비용 절감 모델 수립

김우선 외

한국항해항만학회

2008. 12

41

김산업의 최근 동향과 발전 방향

안재현

42

DPSIR 구조를 활용한 태안군 연안관리 여건
분석과 통합관리방향

최지연
정지호
정명국
최희정

344

최상희 외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08. 12

해양비즈니스학회지 2008. 12

대한지리학회

2008. 12

2. 국내학술지 게재논문

구분

논문제목

연구자

학술지

게재시기

43

저온유통시스템 도입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
호분석

이헌동
주문배

한국수산경영학회

2008. 12

44

Nerlove 부분조정모형을 이용한 일본의 넙치
수요 분석

남종오
백은영 외

해양정책연구

2008. 12

45

수산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결정요인 분석
-수특사업을 중심으로-

이헌동
김정봉

해양정책연구

2008. 12

46

순서화 로짓모형을 이용한 전복의 소비자
선호, 구매횟수, 소비의향 분석

김봉태
이남수

해양정책연구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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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사업 추진방향

1. 2009년도 사업 추진방향
2009년도 연구사업목표
▣ 글로벌 물류전략 제시를 통한 해운항만 물류정책의 선진화
▣ 해양과 육상의 조화로운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시장중심적 수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기반 경제성장 전략 수립
▣ 해양종주국 실현을 위한 글로벌 해양정책 수립

2009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 글로벌 물류전략 제시를 통한 해운항만 물류정책의 선진화
○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해운산업 확대방안 마련
○ 글로벌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항만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물류단지 개발
◇ 해양과 육상의 조화로운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대책 수립을 위한 육상-연안-해양의 통합관리정책 개발
○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물류정책방안 마련
◇ 시장중심적 수산업 선진화방안 마련
○ 수산업의 시장친화적 기업화방안 마련
○ 어촌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어촌사회 삶의 질 향상 전략 수립
◇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기반 경제성장전략 수립
○ 미래 국가경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해양개발전략 수립
○ 해양기반 신산업분야로의 진출을 통한 해양산업의 미래비전 제시
◇ 해양종주국 실현을 위한 글로벌 해양정책 수립
○ 해양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통합적 해양국토관리방안 마련
○ 세계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글로벌 해양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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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MI 경영목표 및 해양비전 2009
SEA VISION 2009

경제란 극복과 KMI 세계화

2대 핵심산업
2009년 수산전망대회

2009년 해운·항만·물류 동향과 전망

3대 역점 추진사업
국제 컨퍼런스 개최

해양아카데미 개설

영문 해양수산저널 발간

4대 창의혁신 과제
연구 Skill
향상

연구보고서
품질 제고

연구평가제도
개선

신 예산제도
도입

5대 경영목표 실행계획

350

1

2

3

4

5

고용안정 및
차별축소

깨끗한
연구원상 구현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연구의
실용화

5대 중점
연구과제의 추진

3. 2009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

3. 2009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

기관고유사업
1) 기본연구사업
< 연구과제 수행현황 - ’
09년 5월 현재 >

구분

해양정책분야

해양물류분야

수산정책분야 해양국토분야

합 계

기본연구과제

4

5

6

4

19

수시연구과제

-

2

3

3

8

합 계

4

7

9

7

27

□ 해양정책부문
○ 국제 해양문제 주도권 확대방안 연구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안지역 레질리언스 강화방안 연구
○ 국가 해양환경 관리정책의 진단 및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 해양환경관리법 주요 개정내용의 평가와 입법과제

□ 해양물류부문
○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정책의 평가(중점연구과제)
○ 항만분야 기후변화 협약 대응방안
○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과 대응방안 연구
○ 해운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 연구
○ 부산·광양항 연계발전을 위한 수송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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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정책부문
○ 우리나라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연구(중점연구과제)
○ 어촌사회 구조변화와 발전 전략
○ 교토의정서 이행에 따른 어업부문 영향 평가 및 대응전략
○ 해조류양식의 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방향
○ 생물경제 모형을 이용한 수산물 균형 공급함수 추정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화 방안

□ 해양국토부문
○ 해양기반의 신국부 창출방안 연구(중점연구과제)
○ 해양팽창시대의 배타적 경제수역 관리 전략 연구
○ 시장지향적 해양레저보트산업 육성전략 연구
○ 남북 해양 접경지대 공동발전 방안 연구

□ 수시연구과제(’
09년 5월 현재, 8개 과제)
○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방안 연구
○ 항만물류 보안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 불황기의 해운기업 및 정부의 대응방안 연구
○ 김, 넙치, 전복 수출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 천일염의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어선 선진화 정책방향 연구
○ 어촌의 잠재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명품 관광어촌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 구현 방안 : 해양복합 플랜트 개발 타당성 및 추진전략 연구

352

3. 2009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

2) 연구관련사업
□ 해양수산 동향분석
○ 체계적이고 신속한 국내외 해양수산정보의 수집·분석 및 정보제공 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해양수산 주체들로 하여금 관련정보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의 정책수립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 국내외 해양정책·해양물류·수산정책·해양국토 등 주요 해양수산 부문별 동향자료 수집 및 분석
- 국내외 해양수산 주요현안의 정책진단, 파급효과 분석, 대처방안 등 모색

□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 해양수산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및 인식 제고, 산·학·연·정 정책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제회의,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국내외 세미나 및 워크숍, 21세기 해양정책포럼,
국토해양부-KMI 정책협의회, 연구자문위원회 등을 수시 개최

□ 국내외 교류·협력네트워크 구축
○ 연구활동의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교, 국제기구 등과의 인적
교류 및 연구협력기반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국내외 교류·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 수행
(총 40개 기관)
- UN ESCAP 등 해외 15개 기관,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25개 기관

□ 국제공동연구
○ 국제기구, 해외대학 등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국제적 시각에서의 해양수산관련 국가정책
수립 지원 및 개별 연구자의 국제적 연구역량 강화

○ 한·미 해양정책 공동연구사업
-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URI)과 해양수산정책분야 공동연구 수행(2과제 내외)
- 연구과제 확정 및 상호교류협력 지속·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Steering Committee 및
국제워크숍 개최(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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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사업
1) 국가 해양수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수과제 수행
□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 연구(3차년도, ’
07~’
09 계속과제)
○ 남북한 물류환경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남북 통합물류체계의 기반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
□ 전략적 FTA 추진 대비, 수산부문 대응전략(2차년도, ’
08~ ’
10 계속과제)
○ 터키 및 메르코수르의 수산업 실태 및 정책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및 정책
추진방향 제시
□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활용방안(5차년도, ’
05~ ’
09 계속과제)
○ 서해연안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호 및 남북한 연안해양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도출

2)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운영
□ 독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해양영토 패권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 해양 강대국의 해양영토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
□ 독도 및 해양영토분야의 학술연구사업, 국내외 자료수집 및 분석사업,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
홍보 및 인력양성사업 등 수행

3) 상해연구센터 운영
□ 중국 해운물류시장의 거시적 변화와 까다로운 특성을 현지 시각에서 연구함으로써 정부와 우리
물류기업들의 중국 물류시장 진출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국 상해 현지에 연구센터
설치·운영
□ 중국 경제 및 물류동향 자료수집·분석, 중국 물류관련 연구과제, 상해물류포럼 및 물류워크숍
개최, 중국 진출 우리나라 물류기업에 대한 자문 등의 사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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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한 수산협력 시범사업
□ 북한 수산업에 대한 기본인프라 구축 지원과 남북 모두에게 실익이 있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남북수
산협력 시범사업 도출
□ 남북 수산업 현황 및 실태분석, 남북 수산협력 시범사업 타당성 분석 및 사업 추진방향 제시 등을
위한 연구 수행(예산 7.5억)

5) UN ESCAP 국제공동연구사업
□ 국제기구(UN ESCAP)와의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ESCAP 역내외 국가들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UN ESCAP과 공동으로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예산 2억)

6) 동북아 국제물류 연구협력사업
□ 한중일 3국이 통합물류시장을 형성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항만물동량의 안정적 창출을 통해 상생
할 수 있는 국가간 협력방안 도출

7) 동아시아·태평양 해양정책 공동연구사업
□ 국제사회 신규 해양이슈의 효과적 대응과 국내 해양정책 발전을 위해 국제 기구 및 해양정책 선진
국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나라의 동아시아ㆍ태평양 해양정책 허브화 추진

8)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 항만물동량 변화의 원인분석,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시기적절한 국가 항만개발
정책 수립의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9) 신규 국정과제
□ 글로벌 해양전략 수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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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류 리더기업 육성방안
□ 세계 신흥물류시장 선점과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 수산식품의 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

수탁용역사업

□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정부수탁과제 및 해양수산 유관
단체,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수주 받은 민간수탁과제 총 113건 수행 중
(전년도 이월과제 68개, 신규 계약과제 45개)
< 2008년도 수탁용역사업 정부부처별 계약 현황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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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타 중앙부처

(단위 : 천원)

지자체

기타

2008년도
연구과제수

34

17

8

19

29

2008년도
연구사업비

4,889,699

1,774,309

1,226,700

2,028,980

2,952,049

3. 2009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

기타 사업
1) 수산업관측사업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양식수산물 대상으로 인공위성 등을 활용
하여 장·단기 관측정보 제공 및 양식수산물의 유통협약사업 수행

2) 국제물류투자분석사업
□ 국제물류 관련산업의 국가 성장동력화, 국제물류정보 DB 구축 등 글로벌 물류경쟁시대에 국가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
○ 국제물류 동향 등 관련정보의 수집 및 분석
○ 국제물류 투자대상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 및 조사
○ 국제물류 투자분석사업의 DB 구축 및 관리

3) KOICA 연수사업
□ 국제협력단(KOICA) 요청에 의거 개발도상국의 해운항만분야 중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과정
실시(4월 예정)
※ 2008년도 교육실적
- ACS 항만관리과정(’
08.8월 / 15개국 15명 대상)
- 한-싱가포르 항만관리과정(’
08.10월 / 7개국 11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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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MI 일반현황

일반현황
1) 연 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설립
1997. 4. 18

해운산업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정책분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경제분야,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정책분야 통합

1997. 4. 18

조 정 제 초대 원장 취임

1997. 8. 19

홍 승 용 제2대 원장 취임

1999. 1. 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의거,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 변경

1999. 6. 10

이 정 욱 제3대 원장 취임

2002. 6. 9

이 정 욱 제4대 원장 취임

2005. 9. 23

이 정 환 제5대 원장 취임

2005. 12. 20

해외사무소(중국 현지 상해물류연구센터) 개소

2006. 5. 10
2008. 8. 29

『해양수산기술관리센터』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으로 이관
강 종 희 제6대 원장 취임

2) 설립목적
□ 설립근거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733호, 1999. 1. 29 제정)
□ 설립목적
◇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제부문의 과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사·연구
◇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관련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보급
◇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 국가의 정책수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2008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361

제6장 부록

3) 주요 기능
□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 국내외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산업의 동향과 정보의 수집, 분석 및 보급
□ 해양수산 관련업계·학계·연구기관·정부와의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
□ 개발원 설립목적에 부응한 수탁연구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공동연구

4) 조직 및 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원

감사

장

감사실

연구자문위원회

선임연구부장

기
획
조
정
실

362

해

해

수

해

양

양

산

양

정

물

정

국

책

류

책

토

연

연

연

연

구

구

구

구

부

부

부

부

행

정

실

수
산
업
관
측
센
터

1. KMI 일반현황

□인원

2009. 5월 정규직 기준

구분

계

원 장

연구직

관리직

직제 정원

130

1

104

25

현 원
(박사학위)

110
(44)

1
(1)

92
(42)

17
(1)

※ 수탁용역사업 수행인력 등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70명 별도 운영

5) 예 산

(단위:백만원)

수

입

구 분

지
2009 예산

구 분

1. 정부출연금

11,748

2. 자체수입

15,803

- 수탁용역수입

60

- 기타수입

233

- 수산발전기금
- 전기이월금
계

2009 예산

1. 인 건 비

9,033

2. 연구사업비
- 기관고유사업
- 일반사업비
- 수탁용역사업
- 수산업관측사업
- 청년인턴십운영

12,543

- 이자수입

출

16,482
2,751
4,241
7,284
2,043
164

2,040

3. 경 상 비

1,746

927

4. 시 설 비

290

계

27,551

27,551

6) 시 설
□건물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KBS미디어센터빌딩(13~16층, 21층)
•임차면적 / 임차기간 : 8,135.39㎡ / 2008. 1. 25~ 2013. 1. 24(5년간)
□ 도서자료

소장도서

정기간행물

비도서

24,136권

277종

402종

(국내 14,476권, 해외 9,660권)

(국내 86종, 해외 191종)

(국내 210종, 해외 19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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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제 목록

1) 2009년도 기관 자체 과제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책임자

비고

국제 해양문제 주도권 확대방안 연구

김성귀

5대 중점추진과제

해양정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안지역 레질리언스 강화 방안

남정호

(4개과제)

국가해양환경관리정책의 진단 및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윤진숙

해양환경관리법 주요 개정내용의 평가와 입법과제

목진용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정책의 평가

김형태

항만분야 기후변화 협약 대응방안

김범중

5대 중점추진과제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과 대응방안 연구 길광수
해운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방안 연구
부산·광양항 연계발전을 위한 수송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해양물류

- 화물전용열차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10개과제) 국제물류 리더기업 육성방안

임종관

전찬영
김수엽 국정과제(이월과제)

세계 신흥물류시장 선점과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전찬영 국정과제(이월과제)

한·중 물류협력 연구

김범중 경인사연협동연구

불황기의 해운산업의 불황극복 및 위기반복
예방책 연구(수시과제)

임종관

항만물류 보안산업의 발전방안 연구(수시과제)

김수엽

수산정책

우리나라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연구

신영태

(11개과제)

어촌사회 구조변화와 발전 전략

최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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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중점추진과제

2. 수행과제 목록

구분

주요 내용

책임자

비고

해조류양식의 바이오산업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방향

류정곤

생물경제모형을 이용한 수산물 균형공급함수 추정

조정희

교토의정서 이행에 따른 어업부문 영향 평가 및 대응전략

정명생

한국 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모형의 개발

홍현표

수산정책

전략적 FTA 추진대비, 수산부문 대응전략 연구(2차년도)

정명생

(11개과제)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

주문배 국정과제(이월과제)

녹색성장을 위한 어선정책 방향 연구(수시과제)

최성애

천일염의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화를 위한

주문배

정책방향 연구(수시과제)
김, 넙치, 전복 수출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수시과제)

옥영수

해양기반의 신국부 창출전략

임진수 5대 중점 추진과제

해양팽창시대의 배타적 경제수역 관리 전략 연구

최재선

시장지향적 해양레저보트산업 육성전략연구

이승우

남북 해양 접경지대 공동발전 방안

황진회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과 활용방안 연구 (3차년도)

황진회 경인사연 협동연구

해양국토
(9개과제)

2012 여수 EXPO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방안 제시(수시과제) 황기형 5대 중점 추진과제
글로벌 해양전략 수립 연구

최재선 국정과제(이월과제)

어촌의 잠재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명품 관광어촌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수시과제)

이승우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주제구현 방안 : 해양복합플랜트 개발
타당성 및 추진전략 연구(수시과제)

황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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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탁과제 현황
연구과제명
태안군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부산항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바다목장 효과측정 및 모니터링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 수립 연구
연안침식방지 기술개발 연구(4차년도)
- 연안의 가치평가 및 경제성 분석
완도,군외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안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
PEMSEA 해양환경보전
역량강화사업(4차년도)
기후 변화에 따른 북극해 변화와 대응방안
동아시아 통합물류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유엔 해상 화물운송법 협약 연구
U-기반 해운물류 보안체계 수립
고유가시대 수산업 어촌의 환경변화와
정책방향 연구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안) 수립 연구
고창군 습지보호지역관리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제주수산식품가공산업발전계획수립 및
타당성 분석 연구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제2차 기초조사 연구
선망어업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을 위한
사전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평택 해양레저단지 어항구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근해어업 휴어제 실행방안 수립 연구
APEC 해상전문가그룹(MEG) 및
선진해운 그룹(CSG) 회의 대응방안 연구
경북지역 해양정책 관리역량 강화방안 연구
한중일어업협정의평가와향후정책방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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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최지연
길광수
김대영
최지연

2007. 10. 22 ~ 2009. 6. 11
2008. 4. 16 ~ 2009. 5. 30
2008. 3. 20 ~ 2010. 3. 19
2008. 6. 11 ~ 2009. 6. 6

태안군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연구원
국토해양부

신철오

2008. 7. 16 ~ 2009. 6. 11

국토해양부

윤상호

2008. 8. 5 ~ 2009. 6. 4

완도군

윤진숙

2008. 8. 18 ~ 2009. 8. 13

국토해양부

김종덕

2008. 8. 14 ~ 2009. 6. 10

국토해양부

황진회

2008. 8. 26 ~ 2009. 6. 30

(재)양현

김수엽

2008. 8. 29 ~ 2009. 5. 26

국토해양부

목진용
김수엽

2008. 9. 24 ~ 2009. 5. 23
2008. 10. 1 ~ 2009. 9. 30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양연구원

김정봉

2008. 10. 13 ~ 2009. 5. 29

농림수산식품부

목진용

2008. 10. 16 ~ 2009. 8. 12

국토해양부

이승우

2008. 11. 24 ~ 2009. 5. 22

고창군

주문배

2008. 11. 27 ~ 2009. 6. 24

제주특별자치도

김형태

2008. 11. 26 ~ 2009. 6. 24

국토해양부대형

류정곤

2008. 11. 27 ~ 2009. 9. 22

제주특별자치도

홍장원

2008. 11. 14 ~ 2009. 6. 30

평택시

최성애

2008. 12. 9 ~ 2009.10. 8

농림수산식품부

김우호

2008. 12. 11 ~ 2009. 5. 22

국토해양부

이원갑
류정곤

2008. 12. 31 ~ 2009. 6. 28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08. 12. 29 ~ 2009. 12. 28 농림수산식품

2. 수행과제 목록

구분
부투르크멘바쉬항 현대화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초자료조사
우리나라 항만 및 배후물류단지의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고효율 컨테이너 크레인 기술개발(3차)
하이브리드안벽 설계기술개발 중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 사례 연구
수산물공동작업장현대화사업기본계획수립
신규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방안 연구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에 관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동해안 젓갈 콤플렉스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어촌체험마을기본계획수립용역
근해운송 컨테이너선박의 전용부두
확보 방안 연구
해사채취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6차)
연근해어업 경영실태 및 어업인 인식도 조사
어장관리해역지정 가이드라인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
한·EUFTA대응유럽수산시장진출
전략수립연구용역
2009년도 수산물이력제 위탁사업
경인항 부두사용료 산정 및 부두운영사
선정 방안 수립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운영
국가필수국제선박의 합리적 국적선원
승선기준 및 종합발전방안 연구
해조류 품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특별관리해역 환경관리 기반강화 연구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범바다목장사업의 이용관리방안 구축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전찬영

2008. 12. 26 ~ 2009. 6. 24

국토해양부

김수엽

2008. 12. 26 ~ 2009. 12. 21

국토해양부

최상희

2008. 10. 12 ~ 2009. 10. 11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전찬영

2008. 10. 12 ~ 2009. 10. 11 ㈜건일엔지니어링

전찬영
강종호
길광수

2009. 1. 11 ~ 2009. 5. 31
2009. 1. 21 ~ 2009. 7. 20
2009. 1. 21 ~ 2009. 11. 17

박용안

2009. 1. 30 ~ 2009. 7. 30 한국항만물류협회

윤상호

2009. 2. 12 ~ 2009. 7. 11

속초시

이승우

2009. 2. 9 ~ 2009. 8. 7

태안군

전형진

2009. 2. 1 ~ 2009. 7. 31

한국선주협회

장학봉
류정곤
최성애
이승우

2009. 3. 5 ~ 2009. 12. 30
2009. 3. 11 ~ 2010. 1. 8
2009. 3. 11 ~ 2010. 1. 8
2009. 3. 16 ~ 2009. 9. 11

국토해양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울산광역시북구청

홍현표

2009. 3. 16 ~ 2010. 1. 15

농림수산식품부

주문배

2009. 3. 16 ~ 2009. 12. 31

농림수산식품부

길광수

2009. 3. 24 ~ 2009. 9. 4

한국수자원공사

김성귀
김수엽

2009. 3. 25 ~ 2009. 9. 21
2009. 3. 25 ~ 2010. 3. 20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황진회

2009. 3. 26 ~ 2009. 8. 23

국토해양부

박수진
장원근
윤상호
류정곤

2009. 3. 27 ~ 2009. 12. 22
2009. 3. 31 ~ 2010. 3. 26
2009. 3. 31 ~ 2009. 11. 30
2009. 4. 2 ~ 2009. 12. 28

남해수산연구소
국토해양부
해남군
국립수산과학원

한국개발연구원
영덕군
인천항만공사

2008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367

제6장 부록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국가연안기본조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윤진숙

2009. 4. 6 ~ 2009. 11. 1

국토해양부

평택항 종합개발계획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연구

김범중

2009. 4. 7 ~ 2010. 2. 6

평택시

한국 경제 60년사
(국토·환경분과내 해양 부문)

김학소

2009. 1. 1 ~ 2009.12. 31

국토연구원

투르크메니스탄 수리조선 부두 경제성
및 재무 분석

전찬영

2009. 3. 1 ~ 2009. 5. 30

㈜혜인이엔씨

해양·수산 구제개혁 사례연구

류정곤

2009. 3. 1 ~ 2009. 10. 31

한국법제연구원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센터
제주설립 타당성 연구

조정희

2009. 4. 7 ~ 2009.11. 6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경제실태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최성애

2009. 4. 8 ~ 2009.10.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극동러시아 자루비노항 물동량 분석 및
진출 수요조사 연구

이성우

2009. 4. 9 ~ 2009. 7. 8

국토해양부

FTA를 활용한 해외수산업
지출 확대 방안 연구

정명생

2009. 4. 13 ~ 2009. 9. 12

농림수산식품부

전복 세계일류화 상품화를 위한
장단기 추진전략 수립 연구

주문배

2009. 4. 16 ~ 2009. 10. 15

완도군

해양기반 미래 녹색성장 구현
국제심포지엄 개최

임진수

2009. 4. 21 ~ 2009. 5. 21

2012여수세계박
람회조직위원회

2009년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위탁(추과과업)

김형근

2009. 4. 21 ~ 2010. 4. 16

국토해양부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등 용역

최성애

2009. 4. 17 ~ 2009. 11. 16

농림수산식품부

도로운송 화물의 해송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전형진

2009. 4. 2 ~ 2009. 8. 25

국토해양부

통영시 용남·광도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종훈

2009. 4. 23 ~ 2009.10. 22

통영시

부산항 크루즈 활성화 방안

이종훈

2009. 5. 4 ~ 2009. 11. 30

부산광역시

효율적인 해양사고 손해배상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목진용

2009. 5. 6 ~ 2009. 12. 20

국토해양부

해외어항개발을 중심으로 한 해외수산투자
활성화 방안

홍현표

2009. 5. 9 ~ 2010. 1. 3

2009년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

김수엽

2009. 4. 30 ~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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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3. MOU 체결현황

MOU 체결현황
●

총 42개 기관 : 해외 16개 기관, 국내 26개 기관(2009년 4월 현재)
구분

기관명

주요 협정내용

체결일

•Joint Marine Policy Center 운영
•해양수산분야 공동연구
•연구인력 개발 교육 운영
해외

미국 로드아일랜드대

•기술정보의 교환

’
97. 9. 5

•상호 이익 증대 연구 발전 프로그램
•Joint Steering Committee 운영
•예산, center fund의 운용
해외

네덜란드 STC

•해운물류, 항만분야 공동연구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
98. 4. 22

•아·태지역 관련 협동연구
해외

UN ESCAP

•Steering Committe의 정례화
•연구인력 교환프로그램 운영

’
98. 12. 11

•워크숍, 세미나, 포럼의 조직과 개최
해외

해외

인도네시아 Pt.Artakon •관세분야 공동연구
Dinamika Bersama •관련정보의 상호 공유
이탈리아 제노바대

•물류, 교통분야 공동연구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
02. 4. 26

’
06. 3. 7

•동아시아 지역 환경관리분야 공동연구
해외

PEMSEA

•세미나, 워크숍 공동개최

’
06. 5. 9

•해상 관리 경험의 공유
•해운물류, 항만분야 공동연구

해외

중국 교통과학연구원

•세미나, 워크숍 공동개최
•공동연구, 세미나 지원과 참석

’
06. 7. 27

•상호조사발전을 위한 인력자원 정보 교환
해외

중국 수운과학연구소
(WTI)

•해운, 항만, 물류분야 상호협력 강화
•자료 및 학술정보의 공유

’
0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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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명

주요 협정내용

체결일

•프로젝트, 워크숍, 세미나 자문
•세미나, 연수과정 참여
•인적 자원 정보 교환
해외

중국 대련해사대

•해운, 항만, 물류분야 연구 및 자문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물류관련 교육

해외

중국 상해수산대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
06. 7. 29

’
06. 11. 15

•학술정보, 기술정보의 상호공유
해외

중국 대련수산대

•인력의 상호교류 및 교육훈련

’
06. 11. 16

•학술정보, 기술정보의 상호공유
•연구시설 및 자료 상호 이용
해외

일본해상안전기술
연구원(NMRI)

•정보자료 및 시설 공유
•일본-한국-중국의 물류 협력 지원과 공동연구

’
07. 1. 31

•상호 이익증대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포럼 개최
•상호간 프로젝트, 연구 자문

해외

해외

중국 베이징교통대학

•인력의 상호교류 및 교육훈련
•학술정보, 기술정보의 상호공유

Barcelona Official
Chamber of
•상호 공동 연구 및 공동 학술행사 개최
Commerce, Industry
& Navigation
•인력의 상호교류 및 자료 교환
(스페인)

’
07. 4. 5

’
07. 6. 6

•상호 공동 연구
•연구인력 상호교류
해외

미국 워싱턴대

•학술행사 개최 시 상호교류·협력
•기술정보의 상호공유
•학자 간 상호교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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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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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외

기관명

주요 협정내용

해외일본해상안전기술 •기존 MOU 체결 3개 기관 합동 체결
•해운, 항만, 물류분야 상호협력 강화
연구원(NMRI)
중국 수운과학연구소
(WTI)

•상호 이익증대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포럼 개최

체결일

’
08. 4. 28

•상호간 프로젝트, 연구 자문
•학술정보, 기술정보의 상호공유

해외

YSLME
(GEF/UNDP)

•연구활동 계획 상호 교환

’
09. 3. 31

•학술행사 개최 시 상호교류·협력

구분

기관명

국내

한국무역협회

국내

국내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분야 공동연구
•연구시설 및 자료 상호 이용

’
04. 2. 27

국내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관련 공동연구
•정보자료 및 시설 공유
•항만운영에 관한 인력 양성
•국제업무에 관한 지원 협력

’
04. 9. 7

국내

평택대학교

•인적·물적 자원교류
•연구위탁, 교육 연수
•교육과 행정에 관한 정부 교류

’
04. 12. 22

국내

부경대학교

•수산, 해양분야 공동연구 및 조사
•교수 및 연구원의 학술적 교류
•상호 초청 강연 및 자문

’
06. 4. 13

국내

인천항만공사

•연구과제의 공동개발 및 연구
•학술정보, 경영정보 등의 상호교환

’
06. 5. 26

국내

주요 협정내용
•국제해사물류 전문인력 양성교육 공동수행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수산연구관련기관협의회’운영
해양수산인력개발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양수산분야 공동연구과제 발굴·수행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수산 현안문제 공동대처 활성화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체결일
’
03. 9. 1

’
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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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명

국내

케이엘넷

국내

국사편찬위원회

주요 협정내용

체결일

•물류정보화 사업에의 공동협력
•물류관련 자료 및 정보의 교류·교환

’
06. 7. 21

•독도관련 공동연구 및 조사
•교수 및 연구원의 학술교류
•상호 초청 강연 및 자문

’
06. 9. 18

’
06. 11. 14

’
07. 1. 25

국내

중앙대학교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 교류
•학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호 교환
•연구과제의 공동개발, 연구 및 지도
•보유 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활용

국내

(사)해양산업발전
협의회

•상호 공동 연구 및 공동 학술행사 개
•인력의 상호교류 및 자료 교환
•정보자료 및 시설 공유
•독도 관련 역사·학술 자료 발굴·조사를

국내

경상북도

위한 공동 노력
•해양정책개발 및 계획 수립과 관련한 정책

’
07. 2. 5

연구 지원
•독도관련 정보제공 등 기타 해양관련
분야에 관한 교류 활성화
국내

해양경찰청

•소속직원 및 연구원의 교류, 상호초청 강연

’
07. 4. 12

및 자문
•각종 출판물의 교류
•교수 및 연구원의 학술적 교류
•공동 연구 및 조사
국내

한국해양대학교

•학술 출판물의 교류

’
07. 6. 22

•상호 초청 강연 및 자문
•양 기관 보유시설의 상호 이용

국내

372

한국지구관측센터
(국가정보원)

•인공위성영상 판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공위성 영상자료 이용
•원격탐사자료 활용

’
07. 10. 11

3. MOU 체결현황

구분

국내

기관명

주요 협정내용

국내국립공원관리공단
•
‘서해유류유출 환경대책포럼’공동운영
국토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에 대한 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안 공동제안, 분야별 연구, 상호 협조 및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정보자료 제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체결일

’
08. 2. 15

•해양분야 국가아젠다 발굴 및 공동 대응
국내

한국해양연구원

•공동 연구사업 발굴 및 수행

’
08. 12. 5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해양협력사업 추진 등
•관련 분야 공동 연구 및 조사
국내

한국원양산업협회

•관련 자료와 정보의 제공
•각종 출판물, 간행물의 교류

’
09. 4. 7

•상호 초청강연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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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of

2008
2008.3.21

2008.4.4

제2회 어류양식업 평가대회

2008 수산어촌 심포지엄

2008.5.23
2008년 춘계 등반대회

374

4. KMI of 2008

2008.7.2
제3차 국제전문가 자문단회의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2008.8.18

2008.8.29

베트남 자원환경부 교류협력회의

제6대 강종희 원장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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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26~9.11
2008 KOICA 위탁연수

2008.9.22

2008.10.24~2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방문

2008년 추계 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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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MI of 2008

2008.11.5
북극해 세미나

2008.11.26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출판기념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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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28
남북한 물류통합과 발전을
위한 국제 워크숍

2008.12.3
2009 KMI 세계해운 전망
및 대응방안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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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MI of 2008

2008.12.5~6
제3회해양정책연구혁신포럼

2008.12.18

2008.12.23

소말리아 파병 관련 토론회

제3회 항만수요예측센터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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