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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새로운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 국가정책인‘저탄소 녹색
성장’은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
하는 한편,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
하고 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나가는경제와환경의조화로운성장방식을의미

해양은 자원의 보고이자 기후변화의 조절자로서 인류 번 에 기여할 수 있는
무한한성장잠재력을보유

이러한 해양의 높은 가치와 블루오션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해양
과학기술을 통한 해양에너지 및 자원을 발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해양
환경을 보전하며, 해양산업을 확산시킴으로써 국가 녹색성장을 선도

해양과학기술이란 전지구적 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무한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해양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생산 및 가공에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증진시키고, 국가의성장을견인하는선도적연구활동을의미

해양과학기술의정의

녹색성장선도기술로서의해양과학기술

한류와 난류의 흐름은 기후를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이며, 해수에 의해 태양열의
80%가 흡수되는 등 거대한 열에너지 저장고 기능 수행

해양생태계의 연간 총가치(22조5,970억달러)는 육상생태계(10조6,710억달러)의
2배로 추정

구리, 망간, 니켈 등 전략금속의 해양매장량이 육지매장량의 5~10배 이상으로 추정

조석, 파랑, 해수의 온도차 등 막대한 양의 위치·운동·열에너지 생산

2004년 7월「해양과학기술(MT) 개발계획」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심의·의결됨에 따라
MT가 6T(IT, ST, BT, NT, CT, ET)기술과 더불어 국가성장동력분야로 인정

해양과학기술비전및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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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신해양 가치 창출로
선진일류 국가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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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Growth

해양산업
진흥

-해양산업 GDP
비중 7.6% 기여
(’07년 5.6%)

* 해양신산업분야
GDP 비중 2% 
달성

-국가CO2 감축량
10% 해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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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변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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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용생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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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달성

-국민삶의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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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유출사고
지원20% 향상

* 침식해안복원
(정비) 20% 달성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

해양경제 토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비 전

이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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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일류국가 : 이명박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577) 비전, OK21 선진해양강국 승계
GDP 세계 13위→10위권, 해양경쟁력 세계 15위→7위권



중점추진전략 해양과학기술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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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분야 전문인력 양성

해양산업의
국가GDP 비중

해양과학 특허 증대 해양광물이용
광물자원 자급율

선진국대비
해양과학기술수준

해양이용 CO2 처리 해양생물
정보화 및 연계

해양에너지국내보급율

예산 778 1,004 1,273 1,688 1,653 1,851 3,042 3,548
’06 ’07 ’08 ’09 ’10 ’11 ’12 ’13

16,000명

해양 R&D 발전을 위한 기초 기반 강화

원천기술확보 및 창조적 R&D 역량 강화
- 해양인프라 구축, 기초연구 확대, 국제협력연구 및 국제교류 활성화 등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점해양과학기술 개발

Post-차세대 미래유망 전략기술 개발
- 해양생명자원 이용기술, 해양에너지 활용기술, 해저광물 개발기술 등

창의·선도적 해양산업육성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
- U기반 국제해운물류기술,해상교통기술, 최첨단 항만기술 등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기술 개발
- 기후변화 예측 대응, 해양오염관리, 해양생태계관리, 해양안전관리기술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촉진 및 해양과학기술 역량강화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Bottom-up 방식의 신기술 지원 확대
지역의 해양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특성화사업 발굴·육성

매년 33% 이상의 예산 증가로 2013년 3,500억원 규모의 연구비 지원

│단위 :억원│

’06 ’07 ’08 ’09 ’10 ’11 ’12 ’13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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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선단에 고정관측망 구축 및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 강화 효과
■ 이어도(’03), 가거초(’09)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가거초 종합해양과학기지>

심해저 5,000m에 부존하는 망간단괴 채광, 제련기술 확보로 심해저 자원개발
기술선도국으로 부상
■ 심해저 망간단괴 단독광구 확보 및 제반기술 개발

<7.5만 ㎢ 대한민국 망간단괴 단독광구 확보> <근해역 채광장비 통합성능 시험>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AUV(Autonomous Underwater
Vehicle)를 이용한 심해 자원 탐사 기반 구축 및 세계 4번째 6,000m급
심해무인잠수정 시스템 개발
■ 차세대 심해저 무인잠수정 개발 ((주)한화와 기술이전 협정)
- 국방기술 등 관련 분야로 기술파급

<천해용 AUV 이심이 100> <심해용 ROV 해미래>

해양공간 이용기술, 심해저 자원개발, 해양조사, 관측 및 방위산업 분야에
활용가능한 기술개발
■ 수중무선통신시스템 개발 ((주)LIG넥스원과 기술이전 협정)

극지 및 대양역 전천후 해양연구 수행
■ 6,950톤급 쇄빙연구선 건조

세계최초 정지궤도 해양위성 개발 성공으로 해양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국가위상 제고
■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GOCI) 및 해양위성센터 구축

<해양관측위성> <해양위성센터>

기존 선진국 기술수준을 능가하는 리튬흡착율, 반 구적 사용가능한
리튬흡착제 및 추출기술개발 성공
■ 고선택형 리튬 흡착제 및 추출기술 개발 (POSCO로 기술이전)

<이차전지 성능평가> <고성능 흡착제 개발> <해상플랜트 구동>

규모 111m(L)×19m(W)×9.9m(D)
총 톤수 6,950톤
속력 항해 약 12.0노트, 최대 약 16.0 노트
쇄빙속도 3노트 (1m 다년생 평탄빙)
항속거리 약 20,000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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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78GWh(240천TOE)의 무공해 전기 생산, 연간 약 1,760억원
(176만배럴)의 수입 대체효과와 약 67만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기대되는 조류발전 개발
■ 울돌목 시험조류 발전소 준공

- 울돌목(50MW), 장죽수도(150MW), 맹골수도(250MW)의 조류에너지 개발

기타성과

<울돌목 시험조류 발전소>

’11년도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총 예산은 1,851억 원으로 ’10년도 대비 11.7% 증가

2011년도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사업기간 ’10년 예산 ’11년예산 사업내용

총 계 165,794 185,102

해양에너지 및 자원이용
기술개발 2010~계속 37,510 49,160

ㆍ심해 및 해의 해양광물자원 탐사 및 채굴기술 개발
ㆍ해양청정 수자원 확보 및 다목적 이용기술개발
ㆍ조력, 파력, 조류력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부존하는 해양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 기술
개발

해양생명공학 기술개발 2004~계속 25,000 26,191 

ㆍ해양 및 극한생명자원으로 부터 유용유전자 및 고부가
천연물을 확보, 이를 활용한 질병치료신약, 고가 기능성
식품 및 산업용 신소재 개발

ㆍ해양생명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사용화 기술개발

해양환경 기술개발 2010~계속 22,464 20,932 
ㆍ해양환경 및 오염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능동적 대응
체계 구축으로 해양환경개선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등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2010~계속 29,000 22,529 

ㆍ전방위, 전천후 해양연구 수행 이 가능한「KR PL 10급」
의 6,950톤급쇄빙연구선건조

ㆍ본격적인 남극연구 활성화를 위한 대륙기지 등 첨단
극지연구 인프라 구축

ㆍ미래 해양자원 탐사, 해양 에너지 개발, 해양 생물/유전자
연구 등에 활용될 첨단 해양장비 개발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 2010~계속 23,700 27,550 ㆍ체계적 해양 토관리·이용기반 확보 및 해양기초과학

증진을위한해양과학조사확대및해양예보시스템구축

대형해양과학조사선
건조 2010~계속 2,000 8,000 ㆍ전지구적 기후변화 규명 등을 위한 첨단 대형 해양과학

연구선 건조

해양연구기획 2003~계속 800 800 ㆍ미래유망 해양과학기술 발굴 및 신규사업 타당성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연구

지역R&D역량강화 2001~계속 4,500 4,500 ㆍ지역 해양전문인력 양성 및 해양과학 연구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 클러스터 육성 지원

국제공동연구 2008~계속 1,620 1,750 ㆍ해양자원 및 기술력을 갖춘 주요 국가와의 해양과학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지원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
시설기술개발 2010~계속 6,200 9,650 

ㆍ해양에서의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 및 제반 기술 개발

ㆍ항로표지 장비, 구조물, 항법시스템 등의 국산화 기술개발
및 국제표준화 개발

미래해양산업
기술개발 2010~계속 5,500 5,740 ㆍ해양관련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통한 신수요

창출

첨단항만건설 기술개발 1998~계속 4,500 5,600 ㆍ항만시설 생산성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 신공법·신기술의
첨단항만 건설기술 및 시스템, 장비 개발

첨단물류 기술개발 2008~계속 3,000 2,700 ㆍ유비쿼터스 기술 기반 신속한 물류흐름 제공
ㆍ해운물류 정보망 핵심 기술 개발

연 도 내 용
수용성 칼슘흡수 촉진제
해조류이용 기능성 화장품
매생이 추출물 이용 건강기능식품
생리기능성 펩타이드
해양생물유래 수퍼박테리아용 항생제 원천물질개발

2009 해양 천연항암물질 개발
해조류 기능성 소재 분리기술 개발
초고온세균 유래 해양바이오수소 개발
해양·극한생물을 이용한 바이오촉매 개발
해양·극한생물 자원뱅크/정보뱅크 구축
해양생물자원 뱅크 구축
해양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공정기술 개발
동맥경화 치료 원천물질 개발

2008 비만치료 원천물질 개발
당뇨치료 원천물질개발
지구력강화 원천물질 개발
흑진주 조개 양식기술 개발
홍합유래 생물접착제의 유전학적 대량생산 및 실용화

2007 해양생물유래 초고온성 작용 DNA 효소개발
해양생물의 종 판별 DNA칩 개발
두뇌에서의 기억조절기작 분석기술 개발



해양광물자원
개발 및 상용화

해양에너지 기술
개발 및 상용화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신 해양가치 창출, 녹색성장 선도 해양과학기술

신 해양가치 창출, 녹색성장 선도 해양과학기술

조류/조력발전

파력발전
해수중 리튬추출

해수온도차 발전/냉난방

해양심층수 개발
해사중 광물추출

심해광물탐사

심해광물양광

심해광물집광

해양에너지 및 자원이용 기술개발

Marine Technology 2011~2015

연안 및 공해상에 잔존하는 해양자원의 확보 및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및 녹색성장 기반 마련

해양자원 확보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80% 달성
광물 자급율 65% 및 신재생에너지 중 해양에너지 비율 4.7% 달성

조류·조력 해양에너지 개발을 통한 연간 3,777GW(890천TOE)의 무공해 전기
생산시 약 6,530억원(653만배럴)의 수입대체효과와 약 240만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남서태평양 열수광상 연간 30만톤 생산시 연간 1억달러 수입대체 효과
외국수입에의존하는망간, 니켈, 코발트등광물자원자급율0.04% → 10% 확대

추진전략▶

주요내용▶

기대효과▶

예산 투자계획▶

조감도▶

사업목적▶

▶ 사업목표

해양광물자원
부존량조사
해양광물자원
채굴권확보
해양광물자원
채광및상용화
기술개발
해사중광물자원
추출기술개발

파력에너지 기술개발
조력에너지 기술개발
조류에너지 기술개발
해수온도차에너지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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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해양심층수
자원이용기술개발
해수중 리튬추출
기술개발
해양심층수
지역냉난방 시스템
기술개발

해양수자원 이용
기술개발 확보

해양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인력 양성

계속 ┃ 국정과제 ┃ 신성장동력 ┃ 녹색기술 ┃ R&D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9,500 12,000 11,200 11,500 11,000 13,000 
해양광물자원탐사및이용기술개발 20,010 28,010 34,400 34,100 36,000 36,000 
해양수자원 이용 기술개발 8,000 8,000 14,500 14,900 18,000 16,000 
해양에너지전문인력양성 0 1,150 1,550 1,500 0 0 
합 계 37,510 49,160 61,650 62,000 65,000 65,000 

해양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11년부터 R&D로 편입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신 해양가치 창출, 녹색성장 선도 해양과학기술

신 해양가치 창출, 녹색성장 선도 해양과학기술

해수온도차 발전/냉난방

해양생명공학 기술개발

해양생물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천연물신약, 해양바이오에너지, 산업신소재 기술개발
및 산업화로 신성장동력 창출

해양생명공학 기술 및 산업 5대 국가 진입
해양생명공학 특허기술경쟁력 7위 달성 및 세계 해양바이오시장 5% (1조원 규모) 점유

MBT 7,000억원 투자시, 생산유발효과 1조 4216억원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5,453억원

미래산업의 창출 및 수입대체, 수출 증대 효과 기대 (취업유발인원 약 12,800명)

해양바이오 기반 기술확보로 세계 해양바이오 산업시장 점유 및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

주요내용▶

기대효과▶

예산 투자계획▶

사업목적▶

▶ 사업목표

해양생명공학
원천기술확보

해양생물
신소재 가공기술개발

해양생물공정
기술개발

국내외 해양생물
자원 확보
해양분자유전체
연구

해양천연물신약
연구
해양바이오에너지
연구
해양산업신소재 개발

해양생물 대량 배양
기술개발
해양생물전환 및
분리공정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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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해독고효율DNA polymerase개발기능성화장품개발

홍합유래생체접착소재

해양, 극한생물자원뱅크구축

칼슘흡수촉진제

동맥경화치료 원천물질

Marine Technology 2011~2015

인프라
구축

기탁등록기관
지원사업
정책지원센터
지원사업

해외흑진주조개양식

미세유체역학디바이스개발

바이오에너지공정기술

계속 ┃ 국정과제 ┃ 신성장동력 ┃ 녹색기술 ┃ R&D ┃

│단위 :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해양극한생물분자유전체 기술개발 5,250 5,748 7,000 8,000 0 0 
해양천연물신약기술개발 6,300 6,700 7,500 8,000 0 0 
해양바이오프로세스기술개발 2,500 2,250 2,500 2,500 0 0 
해외해양생물자원확보 기술개발 3,130 3,230 6,500 10,000 11,000 11,000 
해양바이오 에너지 기술개발 4,180 4,180 6,000 9,000 10,000 10,000 
해양산업 신소재 기술개발 2,290 2,300 5,000 8,500 9,000 9,000 
해양생물기탁 등록보존기관 지원 1,047 1,280 2,500 3,000 5,000 5,000 
해양바이오 정책지원센터 303 503 896 1,000 1,000 1,000 
지역해양바이오특성화지원 0 0 3,000 5,000 6,000 5,000 
해양오믹스분석기술 0 0 0 0 8,500 8,500 
해양의학소재 개발 기술 0 0 0 0 7,500 7,500 
해양기능성소재 개발 기술 0 0 0 0 4,000 4,000 
합 계 25,000 26,191 40,896 55,000 62,000 61,000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신 해양가치 창출, 녹색성장 선도 해양과학기술

신 해양가치 창출, 녹색성장 선도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 기술개발

기후변화·자연재해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리를 위한 기술 확보

선진국 대비 해양환경 기술수준 20% 제고 (현기술 수준 60%)
해양오염물질 유입차단 및 해양오염 80~90% 방제
국가 온실가스 배출양의 33% 처리

연간 1,000만톤의 CO2 해양지중 처리
연간 1조원 이상의 환경비용 절감과 국내산업 및 경제활동 피해 예방
기후변화 협약 관련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
※기후변화협약채택('92년) 및교토의정서발표('05년) 등전지구적환경규제강화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로 인한 오염지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향과 피해
분석 및 조기 복구·복원

추진전략▶

기대효과▶

예산 투자계획▶

조감도▶

사업목적▶

▶ 사업목표

해양환경
보전·복원

해양생태계관리 해양위해성 평가

유류오염 대응
기술
해양폐기물
처리기술
지역해 해양환경
관측 및 예측

하구생태계
복원기술
장기생태계
모니터링
연안습지
생태계복원
해양생태안전성
평가기술

해양생태계 교란
생물 및 물질관리
관리기술
유전자변형생물체
대응기술

해양기후변화

CO2해양지중저장
해조류이용 온실
가스저감
장기기후변동
예측기술

14 15

주요내용▶
하구/연안 환경감시

갯벌 보전 및 복원

기후변화 관측 및 예측

연안침식 대응

유류오염사고대응

해양생태계 관리

CO2해양지중저장

해양폐기물 처리

│단위 :백만원│

Marine Technology 2011~2015

계속 ┃ 국정과제 ┃ 녹색기술 ┃ 신성장동력 |  R&D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해양오염제어/관리기술개발 5,900 3,700 5,000 5,100 6,100 5,300 
해양생태계 복원/보전기술개발 500 2,700 7,000 8,700 9,000 9,700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2,900 2,700 4,300 4,200 4,200 4,500 
해양환경 감시/예측기술개발 2,900 3,400 4,200 7,900 7,900 7,900 
기후변화대응해양기술개발 10,264 8,432 14,500 23,100 23,800 24,600 
합 계 22,464 20,932 35,000 49,000 51,000 52,000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신 해양가치 창출, 녹색성장 선도 해양과학기술

신 해양가치 창출, 녹색성장 선도 해양과학기술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 구축

해양이용 확대 및 해양연구 첨단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해양 기기·장비
개발기술 확보

선진국 수준의 해양과학기술 기반역량 강화
극지 연구시설 확보 및 선진국 대비 해양이용 장비개발 기술수준 25% 제고

극한지에서의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향후 남극 자원 개발에 대비 관련 자료 및 기술
축적을 통한 기득권 확보와 국익 제고
해양자원개발과 해양안전 및 해양방위 등 각 분야의 해양탐사 수요 급증에 대비 해양
탐사장비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화의 기반 마련

해양산업 창출 기반강화와 새로운 해양공간 이용기술 확보를 통한 해양공간자원 이용의
다변화

추진전략▶

기대효과▶

예산 투자계획▶

조감도▶

사업목적▶

▶ 사업목표

16 17

주요내용▶

극지인프라 구축 해양장비기술개발

남극 제2기지
구축 및 이용
남극해 해양생물
자원 활용기반 구축

심해무인잠수정개발
수중무선통신시스템
개발
나노광 기술이용
해양센서개발
다관절이동
해저로봇개발
선박용 유증기 회수
설비개발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쇄빙연구선 건조

종합해양과학조사선
건조

적도 태평양 연구
인프라 구축

열대 인프라 구축

부유식 수중구조물

레저선박

갯벌차량

해저도시

수중무선통신

무인잠수정

다관절 해저로봇

대형해양과학조사선

남극 제2기지

쇄빙연구선

│단위 :백만원│

Marine Technology 2011~2015

계속 ┃ 국정과제 ┃ 녹색기술 ┃ 신성장동력 |  R&D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590톤급 쇄빙연구선 건조('10년 종료) 5,000 0 0 0 0 0 
극지인프라 구축 15,000 12,029 42,300 47,969 20,000 24,000
열대 대평양 연구 인프라구축 0 1,000 3,000 3,000 3,000 0 
해양장비 기술개발 9,000 9,500 14,700 10,031 29,000 26,337
합 계 29,000 22,529 60,000 61,000 52,000 50,337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신 해양가치 창출, 녹색성장 선도 해양과학기술

신 해양가치 창출, 녹색성장 선도 해양과학기술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

계속 ┃녹색기술┃ R&D┃

체계적 해양 토관리·이용기반 확보 및 해양기초연구 증진을 위한 해양과학
조사 확대 및 해양예보기술 개발

해양과학조사 연구 역 확대 및 선진국 수준의 해양예보능력 강화
선진국 대비 해양관측·조사 기술수준 80% 달성 (현 수준 69%) 

종합관측기지 구축 및 활용시스템 개발로 우리나라 해양 토 주권강화 및 주변
해역의 실시간 기상관측
관할해역 및 주변해역의 해양관련 과학적 근거자료 확보로 향후 한·중·일과의
해양 토 분쟁 등에 능동적 대비 가능
전지구적 해양과학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와는 다른 자연현상을 규명하고 공해상의
부존자원 확보에 적극적 참여로 국가 해양 토 확대 및 위상제고

추진전략▶

기대효과▶

예산 투자계획▶

조감도▶

사업목적▶

▶ 사업목표

18 19

주요내용▶

해양관측인프라 구축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해양관측시스템 개발

운용해양시스템 구축

해양위성센터 구축

해양위성 활용 연구

해양과학조사 연구

해양지질 및 해저 퇴적물
조사 연구
해양 물리·화학적 특성 연구
국제공동 해양시추 사업참여
해양 토관리 체계 구축

해양관측위성

부유식관측망 해양경계획정

소나탐사

탄성파탐사

종합해양과학기지

해저시추탐사

해양지질조사해저감시센서

해양위성센터

│단위 :백만원│

Marine Technology 2011~2015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해양관측 인프라 구축 14,300 17,600 33,100 31,400 36,050 35,500
해양과학조사 연구 9,400 9,950 11,900 16,600 16,950 17,500 
합 계 23,700 27,550 45,000 48,000 53,000 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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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총사업비▶

2010~2014 / 1,148억원

대형해양과학조사선 건조

대양에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지구적 해양과학연구를 수행할 첨단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4~5천톤급) 건조

사업목적▶

▶ 주요내용

▶ 기대효과 & 필요성

대양에서 활용할 전장 100m, 5천톤급 규모의 해양과학조사선 1척 건조
▶ 규모 : 전장 100m, 5천톤급
▶ 항해거리 및 운항지속시간 : 20,000해리 / 60일
▶ 승선인원 : 75명(연구원 53명, 승무원 22명)
▶ 주기관 : 4행정 및 해상용 디젤엔진 2set
▶ 추진기 : 디젤 - 전기모터 2기 2축 추진방식 등

※예비타당성조사(2009년) 에서사업의타당성및추진계획이검증

최근 세계적으로 해양연구가 심해 및 대양연구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건조로 일본·중국 등 주변국과의 해양경쟁 및 국가위기관리에 능동적 대처
연구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무인잠수정 등 탑재장비의 공간부족, 정 위치측정시스템 부재 등의 기존
조사선 운 의 한계와 대양접근의 취약성 극복

3000톤급 이상 조사선 보유현황 비교자료

우리나라 해양조사선 현황자료

국가 미국 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 중국 한국
조사선 11 8 6 4 8 2 10 0

한국해양연구원 온누리호(1,422톤), 이어도호(546톤), 장목호(41톤) 
국립수산과학원 탐구1호(2,556톤), 탐구2호(90톤), 탐구3호(369톤) 등 15척
국립해양조사원 해양2000(2,533톤), 바다로1호(695톤), 바다로2호(240톤) 등 7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탐해2호(2,085톤)
기상청 기상2000호(150톤)

예산투자계획▶

계속 ┃ 국정과제 ┃신성장동력┃ R&D┃

해양연구기획
계속 ┃ 국정과제 ┃ R&D ┃

연구현장 수요 중심의 미래유망 해양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R&D 투자 효율성 제고

사업목적▶

▶ 기대효과 & 필요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장기적인 방향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
기획연구를 통한 효과적인 연구사업 발굴과 기 연구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 증대 가능
신규사업 착수 전 동 사업에 대한 개념정립 및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수행시 기대효과 등 사전
검토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장기적인 방향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

예산투자계획▶

주요내용▶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방향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기획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경제적 타당성조사 및 추진전략 등 사전 연구기획

※중앙행정기관의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에대한기술적·경제적타당성
등에대한사전조사또는기획연구를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100억원이상신규사업은기획연구보고서제출, 500억이상사업은예비타당성
조사를의무화(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전문가에 의한
사전 연구기획

기획연구

정부지원예산
요구 및 편성

예산확보

신규아이템
발굴

기술수요조사

신규과제
공고 및 추진

신규사업화

│단위 :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획연구(지정공모) 800 800 1,500 1,000 1,000 1,000 
합 계 800 800 1,500 1,000 1,000 1,0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건조사업 2,000 8,000 20,000 33,000 13,000 10,772 
합 계 2,000 8,000 20,000 33,000 13,000 10,772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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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7개 권역별 해양연구협력체계 구축 및 1,000명의 신규해양전문가 육성

지역R&D역량강화

지역별 해양과학기술 협력거점 구축 및 지역 산·학·연 전문가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사업목적▶

▶ 주요내용

▶ 기대효과 & 필요성

대학의 연구기능을 활용한 지역의 해양관련 현안문제 해결 및 우수 해양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Sea Grant 대학을 지정하여 지원
지자체 대상의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이 실제 필요로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화·실용화
가능 과제를 발굴 지원

※7개권역: 경기, 충청, 호남, 경북, 남, 제주, 신규1개권역

지역 연구역량을 활용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에 보급하여 장기적으로 해양
과학 및 해양산업 발전 도모
지역 내 산·학·연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

예산투자계획▶

지역현안연구

대민활동

매칭펀드

연구결과공유

기반조성

방향설정, 
실적평가

Sea Grant대학

KIMST

국토해양부

교육(인력양성)

지방자치단체

지역해양산업

지역주민, 학생 교사

│단위 :백만원│

계속 ┃ 국정과제 ┃ R&D ┃

국제공동연구
계속 ┃ 국정과제 ┃녹색기술┃ R&D┃

해외 해양과학기술의 효율적 활용과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통한 해양 R&D 생산성·경쟁력
제고 및 국제사회에서 국가위상 강화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PICES(북태평양해양기구) 등 국제기구 및 한중 해양과학기술
공동위원회 등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추진
지역별·국가별 해양과학 국제 공동연구 및 해외 거점연구 추진

예산투자계획▶

▶

▶ 주요내용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및 IMO(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의 규정 또는 합의사항 이행
적극적인 국제기구 참여로 독도 유권, 동해 명칭 문제 등 해양이슈 발생 시 아국의 입지 확보
자원부국의보호체계가강화되기전에해양자원선점을위한국제협력거점(Contact Point) 구축
한국주도의다자간과학기술협력을통한양자간협력의보완및세계과학기술발전에기여

기대효과 & 필요성▶

국제MT 발전과
범지구적 문제해결

해외MT 자원의
효율적 활용

상호동반자적
MT 협력추진

MT 협력
전략적 추진

다자간 MT
협력사업 참여확대

지역해
중심 다양한
클러스터
조성

한중일
기술협력
프로그램
신설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그램
추진

개도국과의
장기적
협력기반
구축

개도국
전문교육
프로그램
확대

국제 규범
관련 전문가
집단 양성

거대과학
MT 국제공동
연구사업
참여확대

MT 
선진화를

위한 보완적
협력추진

│단위 :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3,500 4,500 8,000 9,000 9,000 10,000 
지역MT특성화사업 1,000 0 0 0 0 0 
합 계 4,500 4,500 8,000 9,000 9,000 10,0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제기구 및 기관간 협력사업 840 1,500 1,750 2,000 2,000 1,200 
국제협력연구 780 250 1,250 1,400 1,400 1,400 
합 계 1,620 1,750 3,000 3,400 3,400 2,600 

사업목적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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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4 25

▶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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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국정과제 ┃녹색기술┃ KOSBIR ┃

다양화, 대형화 되고 있는 각종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운항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안전관리 기술 및 친환경적 선박운항 기술개발

선박 및 시설 안전, 운항안전 등의 기술개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운송을 위한 해상교통기반시설기술개발
국제 선박관련 해양환경규제 대응 기술개발
IMO관련 국제표준기술 개발

예산투자계획▶

사업목적▶

▶ 주요내용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 기술개발

특히, 최근 IMO를 중심으로 한 해양안전 및
환경 규제기준의 강화는 해운관련 산업의
경쟁력에 큰 향 우려
국가 차원의 해상안전망을 구축하고 국제
해운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강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국제기준 및 기술의 확보가 필수

기대효과 & 필요성▶

해양안전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은 투자대비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특성으로, 민간에서직접기술개발하는것은기피하고있는공공성
높은기술임

│단위 :백만원│

계속 ┃ 녹색기술 ┃ 신성장동력 |  R&D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해양안전기술개발 2,700 3,100 4,000 4,500 5,000 5,000 
녹색선박 기술개발 0 2,000 2,000 2,500 2,700 3,000 
지능형 해양구난 0 500 1,000 1,000 1,000 1,000 
해상교통시설 기반기술개발 3,000 3,300 4,000 4,000 4,300 4,500 
선박환경규제 대응 기술개발 500 750 1,000 1,000 1,000 1,500 
합 계 6,200 9,650 12,000 13,000 14,000 15,000 

사업목적

사업목표

해양의 미래수요 예측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 한 기술개발을 통한
해양산업 육성기반 마련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강화를 통한 해양 과학기술 경쟁력 20% 제고

주요내용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화 가능한 단기·소규모 해양기술개발 과제지원

해양중소벤처기업의 유망기술 발굴·지원 (국토해양 R&D 중 대표적 KOSBIR 사업)

기대효과 & 필요성

해양 실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해양산업의 저변 확대
시장의 수요가 많고 시급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구축

예산투자계획

※정기적인해양R&D 기술수요조사를통해매년200여건의기술수요서조사접수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외에도R&D 정책인프라사업의창업·사업화지원프로그램을통해해양중소
벤처기업의R&D 실용화기술예산지원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 연간300억원
이상의R&D예산을운용하는정부부처에서의중소기업의기술혁신지원제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미래해양기술개발 3,500 3,740 4,000 4,000 3,000 4,500 
해양중소₩벤처지원사업 2,000 2,000 3,000 3,500 3,500 4,000 
합 계 5,500 5,740 7,000 7,500 6,500 8,500 

해양 R&D실용화 지원 프로그램 비교

사업명 미래해양기술개발 R&D 정책인프라
프로그램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 해양중소벤처지원 창업ㆍ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기술수요조사에서 도출된
시장의 수요가 많고, 시급성이
높은 단기·실용과 과제

기술집약형중소ㆍ벤처기업
및창업예정자의사업화가
가능한연구개발과제

자체 개발 또는 이전받은
기술 중 추가기술개발을 통해
제품개발이 가능한 기술

지원규모 3년 10억원 이내 2년간 4억원 내외 2년간 2억원 내외

지원조건
참여기업있는경우우대
(대기업50%이상, 중소기업
25%이상연구개발비부담)

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금액의 10%이상은 현금)
자체 부담

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부담금액의 10%이상은
현금) 자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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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항만건설 기술개발
계속 ┃ 녹색기술 ┃ R&D

항만 시설의 안전성, 친환경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계 선도형 항만 건설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반 마련
- 항만건설 예산절감과 항만시설의 안정성, 친환경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 각종 재해로부터 항만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
- 신개념 항만·물류기술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전 물류산업의 원가절감과 생산성향상, 로벌 공급망 확보 등 독점적 지위 확보

지구환경변화(지구 온난화)에 따른 항만구조물의 안정성 제고
항만하역장비의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효과와 항만의 운 경비를 절감시켜 부두 운 의 효율성 향상

기대효과 & 필요성▶

예산투자계획▶

사업목적▶

▶ 주요내용
인간중심의 친환경적 항만건설과 고효율 저비용 친환경적인 하역 시스템 개발
해양기인성 자연재해에 대응한 항만·연안시설의 피해저감 기술개발

※세계컨터이너물동량은1998년이후연간6.7%씩증가하여2011년에는4억3천만TEU로예상

│단위 :백만원│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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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첨단항만 기술개발 1,500 1,500 5,300 7,650 7,000 6,000 
기후변화대응 항만재해저감기술개발 1,500 2,300 1,200 0 1,000 2,000 
고효율 항만하역시스템개발 1,500 1,800 500 0 0 0 
합 계 4,500 5,600 7,000 7,650 8,000 8,000 

해양과학기술비전및목표

신 해양가치 창출, 녹색성장 선도 해양과학기술

해양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 해양부국 건설

미래 해양강국G5 진입 달성

해양 R&D투자 확대 및 효율화

해양과학기술
국제경쟁력

강화

해양과학기술을
통한 삶의질

제고

혁신주도형
해양부가가치

창출

해양 R&D
기초기반 강화

산업경
쟁력강
화를 위

한
기술성과 사업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점 해양과학기술

개발

비 전

목 표

추진전략
3대

추진전략

해양연구기획

신 해양가치 창출, 녹색성장 선도 해양과학기술

신 해양가치 창출, 녹색성장 선도 해양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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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물류 기술개발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해운물류 정보망 및 정보체계를 통합하고, 국내 및
국제 해운물류 정보를 표준화시킴으로써 국가 물류비 절감 및 국제 물류허브 구축

※사전타당성조사(2006년) 에서사업의타당성및추진계획이검증

계속 ┃ 국정과제 ┃ 녹색기술 ┃ 신성장동력 |  R&D ┃

│단위 :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첨단물류기술개발사업 3,000 2,700 3,200 5,200 5,400 5,400 
합 계 3,000 2,700 3,200 5,200 5,400 5,400 

사업목적▶

사업기간▶

2008 ~ 계속

해양 RF기반 선박용 Ad-hoc 네트워크 개발
해운물류 Active IP-RFID 기술 개발
U-기반 해운물류 안전·보안 시스템 개발

▶ 주요내용

유비쿼터스 활용기술을 통한 국가 해운물류 통합
정보망을 구축함으로서 연간 2조원의 물류비용 절감
국내 및 국제 해운 물류정보를 통합·연계함으로써
동북아 물류허브 국가로의 역할을 담당
우리나라의 IT 산업기술 패러다임이 e-Korea에서 u-Korea로
전환되면서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의
역할 수행에 기여

기대효과 &필요성▶

예산투자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