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와
미래
사이

한
국
해
양
과
학
기
술
진
흥
원

10
주
년

기
념 

백
서

KIMST(Korea Institute of Marine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는
해양수산 R&D전문기관으로서 바다의 가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해양수산 과학기술의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왔습니다.

KIMST가 개원한 지 10년.

지난 10년의 땀과 영광을 자양분 삼아 

더 넓은 바다의 꿈을 꾸며

더 깊은 바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K.I.M.S.T 10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다와 미래 사이에 KIMST가 있습니다.

KIMST는 해양수산 R&D전문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며, 바다와 미래 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지난 10년을 차곡차곡 걸어왔습니다. 

이제, KIMST가 꽉 찬 1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10년, 100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해양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바다의 미래를 

블루오션으로 더 푸르게 변화시키는 일, 

KIMST가 제일 잘하는 일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바다와 미래 사이



INTRO   목차

발간사

임광수 원장·008
축사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010

Vladimir Ryabinin
Executive Secretary of IOC-UNESCO·012

KIMST is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016
연혁

사진으로 돌아보는 KIMST 10년의 기억·018
성과 현황

지난 10년 동안 KIMST가 이룬 성과·022

KEY014

INSIGHT026
대담

10주년 기념 대담·028
회고담

권문상 초대원장·034

MEMORIES036
Episode 

탄생 _ KIMST의 설립배경·038
열정 _ 창립기념 세미나와 첫 국제심포지엄 개최·041
도약 _ KIMST의 설립근거법 33조 2 신설·044
시련 _ 수산R&D 이관·046
자부심 _ R&D전문기관 통합 위기의 극복·048
혁신 _ 전자협약시스템·050
도전 _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053
신뢰 _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056
문화 _ 따뜻한 조직문화·058
상생 _ 함께 하는 노사관계·060

부록

연도별 조직도 변천·096
역대 임원진·098
역대 KIMST 사람들·098
직원 외부 포상 현황·099

SUCCESS062
주요 업무 성과

딱 맞는, 꼭 필요한, 해양수산 유망기술 기획의 10년·064
사업의 가치를 키우는 보이지 않는 손, 

공명정대함으로 전문성을 움켜쥐다·068

R&D 성과확산으로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동력이 되다·074
우수 R&D 성과

KIMST 10년을 빛낸 우수 R&D 과제·080

TOMORROW084
사회공헌

책임과 배려의 실천으로 사랑받는 KIMST 바다愛 물들다·086
네트워크

국내외 산·학·연·관을 아우르는 촘촘한 네트워크·088
미래 성장 과제 및 비전

임직원들이 말하는 KIMST 미래 10년·091

CONTENTS

KOREA

INSTITUTE

OF

&

TECHNOLOGY PROMOTION

MARINE

SCIENCE

KIMST The 10th Anniversary 007006



LIM KWANGSOO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임광수 대한민국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의 역사를 
함께 합니다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유일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가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선도해온 KIMST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의 발자취와 흔적을 돌아볼 수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

진흥원 10주년 기념 백서’를 발간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2006년 문을 연 이후 KIMST는 해양과학기술을 육성하고 해양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KIMST는 설립 초기부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양의 개발과 이용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

하고, 국민행복과 번영을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수기술의 사업화와 국제협력 확대에 집중하여 

글로벌 해양시장을 선점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자 더욱 노력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 모두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더욱 더 힘찬 미래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해양강국 KOREA’를 선도하는 R&D 전문기관으로서 KIMST는 

앞으로도 계속 정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10년의 길을 걸어오는 데 수많은 도움을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새롭게 걸어갈 10년 역시 더욱 뜨겁게, 열정적으로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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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INTRO   축사

KIM YOUNGSUK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어느덧 개원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의미를 담은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금년은, 해양수산부도 설립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지난 10년간 

진흥원이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고락을 함께 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것은 

매우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전통 해양수산업을  

도전적으로 변모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여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해양수산업의 육성에는 그간 진흥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연구개발과제의 산물들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 R&D의 새로운 가치영역을 발굴하고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첨단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과 해양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앞으로도 그 동안 축척해 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고 해양수산업 발전의 핵심 

자원기관으로서 또 다른 10년의 역사를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개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하며 모든 임직원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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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축사

Republic of Korea in the blue economy. It makes possible to achieve 
future economic growth in an ecologically friendly and sustainable way. 

Thanks to the leadership and support of KIMST, it is possible to en-
hance the knowledge of emerging ocean issues of importance. We 
need to know more about the resilience of the ocean and communi-
ties to climate change, how to achieve sustainability of healthy ocean 
ecosystems and ecosystem services. We need to strengthen maritime 
spatial planning, develop legal and scientific basis for conservation of 
marine biodiversity. But all these issues and related activities are inter-
connected and must therefore be integrated into the resourceful and 
coordinated agenda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his large scope of 
activities enables and drives forwar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 would wish thank you KIMST for this important leadership role.

Last year, I was very pleased to sign the new Memorandum of Under-
standing between IOC and KIMST. This MoU marked a new milestone in 
our partnership. It will help to improve knowledge about the ocean and 
to deliver so needed science-based information to decision-makers 
at various levels including the intergovernmental level. In the ocean  
affairs such decisions are often taken at the interface of ocean  
research and policy.

In particular, I would also like to thank KIMST for the secondment of 
an expert (Mr Seong-hwan Pae). Mr Pae makes a very important con-
tribution to the first production of Global Ocean Science Report. He is 
a highly professional, respected and active member of the IOC Secre-
tariat team.
On the occasion of 10th anniversary of KIMST, on behalf of Intergov-
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 express our deepest  appre-
ciation for your dedicated contribution to ocean science, technology 
and fisheries, including direct valuable support to the activities of IOC.  
I wish you all prosperity and very successful continuation of your lead-
ership for many decades lying ahead.

KAMSA HAMNIDA !

10 May 2016. Vladimir Ryabinin

Dear Mr Kwang-Soo Lim,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KIMST),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of KIMST,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ANNYEONG-HA-SHIM-NIKKA!

On behalf of the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of 
UNESCO, I am honoured to congratulate the Korea Institute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KIMST), on its 10th Anniversary.

CHUK HA HAMNIDA !

It is my great personal pleasure to share this celebratory moment with 
you on this special day for you.

KIMST is the only funding agency for management of Research & De-
velopment in Ocean Science and Fisheri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is key facilitating role between the community of researchers and 
the Government offers to the Republic the crucial service of coordina-
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various ocean technologies and 
domains of application, such as fisheries. Why it is important? Be-
cause ocean provides essential life support to the whole world civil so-
ciety and because coordination and stimulation of ocean research and 
related technological development unveils the huge potential of the 

On the occas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KIMST
Message by Mr. Vladimir Ryabinin
Executive Secretary of IOC-UNESCO

KIMST The 10th Anniversary 013012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소개

연혁

성과 현황

세계는 지금 바다를 삶의 기반으로  

바꾸기 위한 경쟁이 한창입니다.

KIMST는 해양과학기술 R&D전문기관으로서 

세계 속의 해양강국 KOREA를 실현하기 위해 

거침없는 항해를 계속할 것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KIMST)

지난 10년간 해양수산 R&D전문기관으로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온 KIMST. 2013년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신설, 

법정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바른 길을 걸으며 해양수산 R&D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KEY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소개

설립목적

 KIMST(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는 해양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근거

 KIMST(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했으나 해양과학 

기술 R&D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담당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의2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조직 구성 (3본부 6실 2팀 2센터)

전문위원 (비상근) 감사(비상근)

경영전략본부

경영기획실

운영지원실

정보화정산팀

사업관리본부

기반연구관리실

산업연구관리실

수산연구관리센터

정책기획본부

정책개발실

미래전략실

창조연구팀

산업화센터

이사회

원장

검사역

해양과학기술 개발계획 & 연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정책수립 지원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획 & 평가 및 관리 

해양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지원 

해양과학기술의 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예측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 지원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결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결과의 기술평가 및 실증연구 

해양과학기술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등

KIMST가 모든 임직원들의 강한 의지를 모아 

새로운 비전을 담은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정책수립 지원 동향분석, 예측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기획·평가 및 관리 인력의 양성과 활용국제사업 지원 기술평가 및 실증연구

KIMST MAIN BUSINESS

KIMST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창조적 기획 및 기술 개발 선도 

•융·복합형 기술 기획 강화 

•미래선도적 R&D 정책 지원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R&D 평가관리 고도화

•성과지향형 R&D 평가관리 강화 

•고객중심 R&D 평가관리체계 선진화 

•R&D 평가 관리 기반 구축

연구성과 실질적 확산 

•R&D 성과관리 및 확산 기반 구축 

•시장지향형 R&D 사업화 촉진 

•R&D 사업화 연계서비스 확대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혁신 역량강화

•효율적·안정적 경영 인프라 확충 

•창의적·열정적 조직문화 조성 

•고객중심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

핵심가치

CREATIVITY 창의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기술의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

CHALLENGE 도전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자세

CLEARNESS 투명

비전 실천과 공정한

직무 수행을 통해 투명한 

관리와 경영 실천

‘해양강국 KOREA’를 선도하는 

R&D 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

MISSION VISION

KIMST The 10th Anniversary 017016 017016



KEY   연혁

사진으로 
돌아보는 
KIMST 10년의 
기억

2005년 11월 16일 법인 등기를 마치고 

이듬해 5월 개원을 했으니 올해로 꽉 찬 10년이 되었습니다. 

기관 통합의 위기 속에서도 KIMST의 이름을 지키며 

당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수산 R&D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KIMST가 걸어온 길을 따라 지난 10년 기억을 되짚어 걷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이 보일 것입니다. 

2005
2005.11.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법인설립 허가

2006
2006. 03. 
제1대 권문상 원장 취임

2006. 05.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2006. 05. 개원식

2006. 11. 창립기념세미나

2007
2007. 05.  
바다의날 기념 성과전시회

2007. 06.  
개원 1주년 기념세미나

2007. 10.  
지역특성화전략 심포지엄

2008
2008. 02.  
MT 중장기 계획 수립

2008. 06.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관 지정

2008. 11.  
국토해양 R&D 국제심포지엄

2008. 12.  
해양기업협회 창립총회

2009
2009. 07.  
제2대 이장훈 원장 취임

2009. 10.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2009. 12.  
제1회 해양산업 비즈니스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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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연혁

2013
2013. 06. 
법정공공기관 전환

2013. 08.  
제4대 임광수 원장 취임

2014
2014. 01. 
경영개선위원회

2014. 08.
제1회 대국민아이디어공모전

2014. 10.  
2015 해양수산과학기술대전

2014.  09.
미래창조경영대상 수상

2014.  12. 
ISO9001 인증 획득

2015
2015. 01. 
준정부기관 지정

2015. 08.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2015. 12.  
NTIS 데이터 품질평가 1위

2010
2010. 03.  
수산연구개발사업 이관

2010. 04.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

2010. 05.  
제3대 신평식 원장 취임

2010. 06. 
 2010 국토해양기술대전

2011
2011. 05.  
임직원 바자회 및  

나눔장터 실시 

2011. 07.  
2011 국토해양테크노페어

2011. 12.  
2020 MT로드맵 수립

2012
2012. 06.  
2012 국토해양기술대전

2012. 12.  
KIMST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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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성과 현황

1. 해양수산 R&D 연도별 추진과제 수 현황 (단위: 개)

10년간 KIMST가 지원한 R&D 성과의 파급효과

2. 해양수산 R&D 연도별 예산 투자 현황 (단위: 억원)

3. KIMST 관리 해양수산 R&D 사업비와 분야별 비율 (단위: 백만원)

1. R&D 부문과 해양수산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협동

공동

주관(총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75

131

44

153

178

191

204

232

134

229

197

9

204

227

28

216

233

64

223

254

77

212

239

155

257

279

214

331

395
366

435
459

513
554

606

750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0년간의 해양수산 R&D 예산추이

항목별 전체 비중 (%)

44.7

11.9

43.4

항목별 총 합계 (개)

2,048

547

1,989

4,584

859
1,159

1,504
1,570

1,882
2,055

2,297
2,768

3,078
3,28220,454

 해양수산 R&D 예산투자액 총 합계

지난 10년 동안 
KIMST가 이룬 성과

KIMST는 해양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융·복합하여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룬 크고 작은 성과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간의 성과
해양수산부 R&D 연도별 현황

KIMST 관리 해양수산 R&D 사업비

KIMST R&D 성과 KIMST 기관운영 성과

18,812
 KIMST관리 R&D 사업비 총 합계

292,091

79,889
102,166

133,350

168,899
165,794

185,102

203,726

263,419
286,76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연도

당해년도 기준 생산유발효과

2015년 불변가격 기준 생산유발효과

R&D부문 해양수산 부문

합계
자기

부문효과
타 

부문효과
합계

자기
부문효과

타 
부문효과

합계 R&D부문
해양수산 

부문
합계

2006 18,057 1,771 19,829 64,690 46,151 110,840 130,669 24,723 138,201 162,924

2007 23,591 2,314 25,906 87,605 62,499 150,104 176,009 31,503 182,535 214,037

2008 31,004 3,041 34,046 113,418 80,914 194,332 228,378 39,553 225,768 265,321

2009 33,976 3,333 37,309 115,453 82,366 197,819 235,128 42,180 223,643 265,823

2010 43,584 4,275 47,859 137,333 97,975 235,308 283,167 52,554 258,392 310,946

2011 46,647 4,576 51,223 150,557 107,410 257,966 309,189 54,084 272,378 326,462

2012 47,809 4,690 52,499 173,964 124,108 298,072 350,571 54,243 307,972 362,215

2013 56,654 5,557 62,211 211,580 150,944 362,524 424,736 63,448 369,730 433,178

2014 62,464 6,127 68,591 237,880 169,708 407,588 476,180 69,076 410,466 479,542

2015 70,568 6,922 77,491 246,342 175,744 422,087 499,577 77,491 422,087 499,577

합계 434,356 42,608 476,964 1,538,821 1,097,819 2,636,640 3,113,604 508,854 2,811,171 3,3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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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성과 현황

KIMST 기관운영 성과

1. 연도별 KIMST  관리운영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3. KIMST 수상내역

2. 연도별 직원 증감 추이 (정규직 기준 / 단위: 명)

60

‘13

67

‘14

69

‘15

46

‘12

47

‘11

43

‘10

41

‘09

39

‘08

35

‘07

23

‘06

20명

2. R&D 부문과 해양수산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3. R&D 부문과 해양수산 부문의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10억원)

연도

당해년도 기준 부가가치 유발효과

2015년 불변가격 기준 생산유발효과

R&D부문 해양수산 부문

합계
자기

부문효과
타 

부문효과
합계

자기
부문효과

타 
부문효과

합계 R&D부문
해양수산 

부문
합계

2006 1,327 602 1,929 18,481 14,706 33,186 35,116 2,406 41,378 43,784

2007 1,734 787 2,521 25,027 19,915 44,942 47,462 3,065 54,652 57,717

2008 2,279 1,034 3,313 32,401 25,783 58,184 61,497 3,849 67,596 71,445

2009 2,497 1,133 3,630 32,983 26,245 59,228 62,858 4,104 66,960 71,064

2010 3,203 1,454 4,657 39,233 31,219 70,452 75,109 5,114 77,364 82,477

2011 3,428 1,556 4,984 43,011 34,225 77,236 82,221 5,263 81,551 86,814

2012 3,514 1,594 5,108 49,698 39,546 89,244 94,353 5,278 92,208 97,486

2013 4,164 1,889 6,053 60,444 48,097 108,542 114,595 6,174 110,699 116,873

2014 4,591 2,083 6,674 67,958 54,076 122,034 128,708 6,721 122,896 129,617

2015 5,187 2,353 7,540 70,375 56,000 126,375 133,915 7,540 126,375 133,915

합계 31,924 14,486 46,410 439,611 349,812 789,423 835,834 49,514 841,679 891,192

연도

당해년도 기준 취업유발효과

R&D부문 해양수산 부문

합계
자기

부문효과
타 부문효과 합계

자기
부문효과

타 부문효과 합계

2006 22 12 34 279 259 538 572

2007 29 16 45 377 351 728 773

2008 38 21 59 489 454 943 1,001

2009 42 22 64 497 462 960 1,024

2010 54 29 83 592 550 1,142 1,224

2011 58 31 88 649 603 1,251 1,340

2012 59 32 91 749 697 1,446 1,537

2013 70 37 107 911 847 1,759 1,866

2014 77 41 118 1,025 953 1,977 2,096

2015 87 47 134 1,061 986 2,048 2,181

합계 536 287 823 6,629 6,162 12,791 13,614

2013 NTIS 데이터 품질평가 우수상 수상

2013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National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성과보고회에서 데이터 품질평가 우수상 수상

2014 미래창조경영대상 수상

해양수산분야 과학기술 선도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2014 미래창조경영대상’ 수상 

2014 아름다운 가게 ‘올해의 장돌뱅이’ 상 수상

아름다운 가게가 주최하는  

‘아름다운 가게 사업보고회’에서 아름다운 가게 

이사장상 ‘올해의 장돌뱅이 상’ 수상

2014 NTIS 데이터 품질평가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2013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품질 측정항목 총점 98.5점 획득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

2014  
해양수산 R&D사업관리 ISO 9001 인증 획득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관리 부문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

2014 해양수산부 기타공공기관 최상위 A등급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2014년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상기관 중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 획득. 

2015 NTIS 데이터 품질평가 최우수상 수상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데이터 품질평가’

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미래창조과학부

에서 수여하는 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 

14,079

3,196

4,940

6,464

8,130 8,182
8,608

9,326
9,602

11,577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84,104
 관리운영비 총 합계

총 부가가치 유발효과 
(단위 : 백만원) 

891, 192

총 생산 유발효과 
(단위 : 백만원) 

3,320,026

총 취업 유발효과 
(단위 : 명/10억원) 

13,614 3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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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회고담

발자국도 남지 않는 길에서

새 시대를 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대한민국 해양과학 기술의

새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과

가능성으로 기록될 KISMT 10년을 되돌아봅니다. 



INSIGHT   대담

(*답변은 가나다순, 이하 직함 및 소속 생략)

임광수  안녕하십니까. KIMST의 성장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한자리에 앉았 

습니다. 바쁘신데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는데 우선,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김춘선 인천항만공사 사장직을 퇴임한 후 현재 인하대학교 물류대학원에서 해운 

산업경제론, 항만의 운영과 실제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2003년 해양정책국장

을 역임 이후 KIMST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계기로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선 모두들 안녕하세요? KIMST 개원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해양 

기업협회는 올해 2월에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KIMST가 주관한 ‘2016 해양수산  

산업진흥 포럼’ 행사 개최를 수행했습니다. ‘해양수산 산업정책과 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이라는 기업에 절실한 주제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KIMST와  

임광수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진숙 저도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수행한 이후 현재 (사)한국연안협회 협회장 

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연안은 생활의 공간, 삶의 공간으로서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지만 그동안 우리는 연안공간을 개발 대상으로만 여겨온 관계로 다양한 

이해관계와 환경 문제 등으로 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최근 연안지역에서는 

기후 변화와 같은 자연환경 변화와 개발에 따른 인위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어 연안 거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안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연안 

관리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연안관리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한국연안협회는 이런 점에서 탄생된 조직으로 작년부터 연안관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안에 살고 있고, 연안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연안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광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KIMST와도 깊은 인연이 있으시지요. 

개인적으로 기억나시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김춘선 2003년 제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으로 일하던 시절, 해양과학기술 

(MT: Marine Technology)개발 기본계획을 입안하여 MT에 대한 기초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후 KIMST 창립의 토대가 되었지요. 당시 MT라는 용어를 확산

시켜 IT, BT, ET, CT, NT, ST 등의 용어들과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윤진숙 2000년 초반, KIMST에서 ‘관할해역 해양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을 

주제로 연구개발 사업 공고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 팀을 모아서 제대로 해보기  

위해 준비도 나름 체계적으로 해서 제안을 했는데, 아쉽게도 선정되지는 못했어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던 저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 사업이 

선정되었더라면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았겠지요?  

해양과학기술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립시킨 KIMST,
21세기 기술경쟁을 이끌 기관차가 되길

창립 10주년을 맞아 KIMST의 개원과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준 관련 인사들을 초청하여 해양과학기술 10년사를 

정리하는 동시에 향후 10년을 대비할 수 있는 

조언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임광수 원장을 비롯해  

인하대학교 김춘선 교수, (사)한국해양기업협회의 김홍선 회장, 

(사)한국연안협회 윤진숙 회장이 참석하여 KIMST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임광수 KIMST 원장

윤진숙 (사)한국연안협회 회장

김춘선 인하대학교 교수

김홍선 (사)한국해양기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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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협회 설립과 초기 운영을 주도한 것입니다. 현재 약 200여 기업들로 구성된 협회가  

해양산업 발전에 일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윤진숙 김춘선 교수님의 말씀처럼, R&D 예산이 2006년 KIMST 개원 이후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겠지요. 이러한 외형적 성장보다도 더 의미 

있는 일은 해양과학기술이 다른 분야 과학기술의 부문이 아닌 독자성과 자기 정체성

을 확립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는 해양과

학 기술에 종사했던 연구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하지만 KIMST라는 해양과학기술  

전문 관리기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임광수 김춘선 교수님께서 인천항만공사의 사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인천항만

공사가 ‘가장 윤리적인 공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KIMST 역시 투명한 관리와 

경영을 실천하는 것을 핵심가치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KIMST가 더욱 더 

공정하고 투명한 R&D전문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김춘선 한 기관의 성공은 조직문화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소통과 화합은 조직을 

유연하게 하고 의사결정에 모든 직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으므로 원의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통으로 공감을 얻고 신뢰를 

획득하여 조직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조직문화가 정착된다면, 기관의 성공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법·부패·부당한 일은 단호히 차단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엄격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인천항만공사 사장 시절, 이 분야에서는 단 한번의 잘못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 내·외의 평가 역량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인재를 충원하는 동시에 직원 교육에 투자하여 인재육성에 힘써야 합니다.  

인천항만공사 사장 시절 직원 교육 예산을 50%까지 증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육

에 투자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광수 그동안 KIMST는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등 해양수산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KIMST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한국해양기업협회 김홍선 회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김홍선 그동안 KIMST의 노력으로 R&D, 기술이전, 사업화지원 등을 통해 해양

수산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KIMST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노사 합동으로 KIMST 미션을 ‘해양수산과학 

기술육성을 통한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로 새롭게 선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중에서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R&D부문의 예산을 따로 배정하여 확대하고,  

산업 현장의 과학기술수요 파악 노력 강화, R&D사업 기획/선정/평가/지도 과정에 

산업체 참여 확대, 성과의 산업화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광수 최근 들어 대한민국 미래 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해양과학기술과 해양 

산업이 우선적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산업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춘선  우선, 미·일·중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 해양자원개발 등에 국가 R&D투자를 확대하는 등 해양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해양 

플랜트 등 해양 신산업이 2020년까지 연 평균 2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을 이끌어 나갈 신산업에 대해 더욱 전략적인 육성정책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선 이미 육상에서의 식량, 에너지, 물 자원은 지속되는 인구증가와 환경 

오염으로 고갈되어가고 있는 반면, 해양에서의 개발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세계 각국은 바다로 눈을 돌려 해양영토와 해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산업은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산업이라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성장 전망이 밝은 미래 유망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할 산업이기에 해양과학기술 관련 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진숙 우리나라는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해양국가입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다는 지리적 조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해양자원과 공간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지식을 축적하는 연구(Research)와 이를 경제활동에 연계하기  

위한 개발(Development)에 투자를 많이 했고 이제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역 이용은 연안의 좁은 공간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EEZ를 포함한 나머지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새로운 산업영역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해양지식의 발견과 산업에 활용하는 기술개발이 이루지면 국가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광수 KIMST가 2006년 해양과학기술 육성과 해양산업 발전의 임무를 띠고  

출범한 지 올해로 개원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애정 어린 관심으로 

KIMST의 성장을 지켜보신 분들로서 KIMST의 성과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가지씩만 꼽아 주십시오.

김춘선 해양수산 R&D 예산이 최근에 6천억 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KIMST가 

예산의 지속적 확대를 견인해왔지요. 이런 지원이 있었기에 해양과학기지, 쇄빙선, 

장보고기지 등과 같은 대형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수중무선 

통신시스템, 해수 리튬추출기술, 선박평형수 정화기술 등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선 해양산업계의 입장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성과는, 흩어져 있던 

해양수산 중소기업들이 상생의 기회를 모색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국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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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듯이, 해양수산과학기술에서도 원천지식의 확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에서  

얻어진 기초, 응용의 성과는 직접 개발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임광수 세 분 모두의 애정 어린 조언 감사합니다. 끝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KIMST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덕담을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김춘선 KIMST는 해양강국으로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기관차 역할을 해주어야 

하고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늦었던 우리나라가 정보화의  

선도자가 되었듯이 21세기 해양에서의 과학기술 경쟁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이를 이끌어 줄 기관차가 바로  KIMST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선 최근 다양한 융·복합기술의 발전은 우리 해양ㆍ수산기업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조경제 실현을 국정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해양수산 R&D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KIMST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바다의 중요성과 그 활용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정책을 마련하였고, 자국에서의 해양수산 산업분야의 R&D 위상을 매우 중요 

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KIMST도 우리나라에서의 해양수산 분야 관련 R&D 정책  

제시 및 R&D 사업 추진을 잘 수행하여 주시고, 해양수산 분야 산업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역할을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윤진숙 KIMST가 발족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른  

부처보다는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수산과학이라는 중차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직원 개개인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露積成海(노적성해 : 이슬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처럼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임광수 윤진숙 전 장관님께서는 우리 원의 중장기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힘을  

쏟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

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KIMST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윤진숙 KIMST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정책을 집행하는 전문관리 

기관이지만, 해양수산 연구개발의 국제적인 동향파악과 국내외 환경변화를 능동적 

으로 파악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정책이나 세부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명목상의 전문관리기관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갈 방향이라면 글쎄요, 해양수산 분야의 R&D는 다른 부처와는 다르게  

해양이라는 공간에 대한 부문과 산업에 대한 부문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다른 부처 R&D와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양공간에 

대한 연구(Research)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 해양조사 산업을 

구축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 노하우를 산업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을 위한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경우는 특허출원과 등록을 거쳐서 상품화로 

이어지는 마케팅 전략까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가 조직 정비 등으로 연계 

되었으면 합니다. 

임광수 국내 해양수산분야 유일한 R&D전문기관으로서 KIMST가 세계시장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춘선 첫째는 주변 경쟁국들과의 해양 분야 선점경쟁에 대처하려면 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변 경쟁국의 5~2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둘째는 해양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기업화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특히 민간의 R&D참여 시스템 구축에 진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과제간 중복과 투자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관련 부처간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 

하며, 출연연구기관보다는 대학과 민간에의 출연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외적인 소통에도 힘쓰고 사업 조정에 대한  

재량권을 확보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선 해양수산과학기술 및 관련 산업의 세계적 동향을 파악·분석·배포하는 데 

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KIMST의 인적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네트워킹 및 국제 활동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산·학·연·관들이 어떻게 국제 활동을 전개하고 그 활동성과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윤진숙 해양수산과학기술은 기초, 응용, 개발로 연구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데, 해양수산과학기술의 특성상 기초와 응용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아직 해양을 제대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에 대한 지식이 축적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해양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합니다. 즉, 기술에서 원천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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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을 
태동기 삼아 

10년, 100년의 
발전기를 
활짝 열어가기를

 2000년대 초반은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하던 때로 기억됩니다. 당시 문민 

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확보에 노력하고 있었 

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하는 등 과학기술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조치는 물론 이에 따른 과학기술 예산의 증액도 매년 1조 원씩 이루어지던 때였 

습니다.

그러나 해양과학기술 분야는 전반적인 과학기술 예산 증가 추세에서 도외시되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과학기술력 증진을 통한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존의 해양 

개발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발전 종합계획으로 확대·발전시켰으며, 2004년에는 해양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국무회의 가결을 통해 국가계획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

하여 해양과학기술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과학기술 

예산의 양적 증가는 물론 효율적인 연구비 예산의 관리를 도모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KIMST)이 다른 연구관리 전문기관들과 달리 

평가원 또는 기획평가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진흥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데에는, 당시 해양수산부의 오거돈 장관이 단순한 관리기관이 아닌 해양과학기술

의 진흥을 선도하는 중추기관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본인은 2006년 3월 6일자로 초대원장으로서 임명되었으나, 이미 법인화 및  

이사회(이사장은 최항순 서울대 교수) 구성은 완료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원장  

임명과 동시에 본격적인 설립 작업에 착수하여 인사, 급여, 회계 규정 제정 등 제도 

정비 업무를 추진하였고, 5월 초 개원을 목표로 직원 채용 및 사무실 임대 등의 제반 

업무를 소수의 인원으로 단기간 내에 강도 높게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창설 요원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관리센터 직원 일부를 

이관 받아 업무 수행이 가능하였으며, 초기 정원은 원장 포함 23인이었

습니다. 그리고 전체 관리 연구사업비는 약 800억 원이었고, 운영비는 

별도의 예산없이 사업비의 4% 범위 내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조직은 기획, 연구관리, 성과확산 및 행정지원의 4개 부를 기반으

로 운영하였으며, 사무실은 과학기술부의 혁신본부(장관급)와 한국과학

기술기획평가원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위하여 양재동 소재의 삼호물산 

빌딩에 위치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11일의 개원식에는 당시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해양

수산계의 많은 존경받는 분들이 참석하였고, KIMST 직원들의 해양과학

기술 발전에의 결의를 다지는 멋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임기 3년 동안 KIMST 직원들과 더불어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했던 기억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한편, 초창기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묵묵히 버텨 준 KIMST 직원들에게 더없는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성진 장관님, 최항순 이사장님과 이사진 여러분들, 설립 당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외부 간섭을 차단하고 전적인 신뢰를 보내 준 당시  

신평식 해양정책국장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협조로 초대 원장 

임기 3년 4개월간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당시만 해도 체계적이지 못했던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체계를 8개 프로그램으로 재분류하고, 연구관리·평가 체계를 수립 

하였고, 해양수산 국가연구사업비를 거의 3배 가까운 2,100억 원까지 

증액하였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없지 않아, 해양수산부의 해체와 더불어 기관의 통폐합 

위기가 있었지만 KIMST 직원들의 굳은 의지와 해양수산인들의 적극적 

도움으로 이를 극복해 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0년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KIMST는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었고 

기관 설립의 취지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간 노력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지난 10년의 태동기를 발판 삼아 향후 10년, 100년의 발전기를 활짝  

열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새로운 해양과학기술시대를 개척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기관의 전문성, 개인의 창의성, 연구성과의 

실용성 및 국제적 우월성을 함양하고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대한 

민국 최고의, 더 나아가 전세계 최고의 해양과학기술 기획·평가기관 

으로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INSIGHT   회고담

2016년 5월

KIMST 개원 10주년에

KWON MUNSANG
초대원장 권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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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 열정

도약 / 시련

자부심 / 혁신

도전 / 신뢰

문화 / 상생 

KIMST가 해양수산 R&D 전문기관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한 데는 기관 설립 초창기부터

고군분투하던 구성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KIMST의 구성원들이 발로 뛰며 이룩한 성장의 기록.

구성원들이 직접 말하는 지난 10년에 관한 기억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MEMORIES   탄생

그동안 없었던
해양수산연구관리
전문기관이 등장했다

 KIMST는 2005년 7월 해양수산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8월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법인설립추진 위원단을 구성하고, 10월 설립총회를 열어  

이사회를 구성했으며, 11월 16일에는 법인등기를 마치면서 법적인 설립 절차를  

완료했다. 2006년 2월 공모를 통해 초대원장으로 권문상 원장이 선임되었고,  

4월에 경력직 채용 공고를 내고 조직을 구성한 후, 4월 18일 양재동에 사무실을  

정하고 5월 11일 개원식을 했다. 이 담담한 두 개의 문장만 놓고 보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물 흘러가듯 처리된 듯하다. 사실, 운영 계획이 수립된 지 1년도  

안 되어 기관 하나가 뚝딱뚝딱 만들어진 것이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다. 

운영계획 수립 한 달 만에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두 달 후에 설립총회를 열고  

이사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법인등기를 마쳤다. 초대원장이 취임하고 한 달

만에 사무실을 구하고 한 달 후에 개원식을 했다. 이렇게 보면, KIMST의 개원 과정은  

‘일사천리’라는 표현보다 ‘숨넘어갈 정도로’ 정신없이 진행되었다고 해야 솔직한 표현

일 것이다.

1년 남짓의 숨넘어가는 일정 속에서 겪었던 우여곡절은 창립 멤버들의 기억  

속에만 있는 이야기이다. 

해양수산부 산하에 R&D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1997년 IMF를 겪으면서 R&D의 중요성을 인식한 각 부처에서는 R&D 

조직을 분리시켜 전문기관 설립을 서둘렀다. 현재 정부 부처 산하의 연구기관들이  

대부분 1999년 즈음에 독립을 한 기관들이다. 2005년 당시까지 전문기관 설립을  

미루고 있던 곳이 두 곳이었는데 그 중 한 곳이 해양수산부였다. 결국 해양수산부도 

전문기관 설립의 막차를 탔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안에 R&D 업무

를 수행하는 해양수산기술관리센터를 두고 있었다. 이 조직을 R&D전문기관으로 독립

시켜 해양수산 관련 R&D사업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8월에 

설립추진단이 구성되었다. 당시 설립추진단은 단 5명이었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신평식 국장(후일 3대 원장 역임), 지희진 과장(현 청와대 해양수산 비서관), 이수호  

사무관(현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이경재 실장(현 KIMST 실장) 등 5명이었다. 

이들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듬해 1월 1일 기관을 개원하라는 미션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6개월만에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무리였다. 중간에 

수없이 발생하는 변수들이 설립 추진단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기관 설립 방법에는 3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첫째는 법률에 의한 방식이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했으나 국회 의결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했다. 6개월만에 기관 설립을 해야 하는 상황 

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특별법에 의한 방식이 있었으나 이 역시  

시간이 필요했다. 결국 추진단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즉, 

민법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일단 민법으로 설립한 

후 1년 안에 관련법을 만들어 법정기구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2005년 11월 드디어 법인 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때 KIMST의 설립

자본금이 얼마였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150만 원이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기관 설립이 추진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설마 싶겠지만 등기부에도 설립 

자본금 150만 원으로 뚜렷하게 표기되어 있으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상황이 이러

했으니 설립추진단도 출장비, 진행비 지원은 꿈도 꾸지 못했다. 추진 과정에서 발생 

하는 소소한 비용들은 대부분 사비를 털어 진행했지만 요즘말로 ‘실비정산’이나 ‘영수증  

처리’는 아예 포기해야 했다. KIMST 설립은 설립추진단의 헌신에 크게 빚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등기를 마치긴 했지만 아직 원장 선임도 못했고 조직 구성을 하기에는 인원도  

턱없이 부족했다. 2006년 3월 초대원장이 선임되었을 때만 해도 조직은 추진단  

인원 5명과 기존 KMI에서 흡수한 연구인력을 포함해 기껏해야 10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다. 이 정도 인원으로는 기관을 설립할 수가 없었다. 4월에 급하게 경력직  

채용 공고를 내고 15명의 경력직 직원을 뽑아 총 23명의 조직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조직까지 구성되었지만 아직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원이 

근무할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로서는 사무실 임대료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 추진단은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골라 사무실을 구하느라 여기 

저기 뛰어다녔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결국 KMI 해양수산기술관리센터 한 구석에  

공간을 만들어야 했다. 그마저도 23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만한 공간은 아니었다.  

초창기 KIMST 조직이 따로 따로 떨어져 있어야 했던 이유이다. 

여기까지는 KIMST 직원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조직 중 

일부는 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직원들은 당장 근무할 공간을 찾다가 결국 창고를 개조했다. 알고 

보면 우리 기관은 창고에서 피어난 혁신의 사과, 애플과 동일한 탄생 비화를 공유 

Episode 01. 탄생 _ KIMST의 설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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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ST는 알려진 대로 23명의 직원으로 첫출발을 했다. 업무의 범위는 지금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7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해야 할 일을 23명이  

감당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당백하던 시절의 ‘무용담’은 지금도 KIMST 직원들  

사이에 전설처럼 회자되곤 한다.

지금은 세미나나 워크숍를 개최할 때는 행사 진행을 전문으로 하는 외부 용역

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전직원이 며칠 전부터 밤을 새며  

‘행사요원’으로 변신하던 시절이 있었다. 낮에는 정상 업무를 수행하고 밤에는 행사

를 준비해야 했다. 

KIMST가 개원한 후 첫 공식행사를 준비할 당시의 일이다. 행사는 2006년 11월 

15일, KIMST 창립기념 세미나였다. 개원 후 6개월 만의 첫 공식행사였다. ‘해양 

수산 R&D 활성화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당시 이은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해양 분야의 관련 저명인사 200여 명이 참석하는 대형 행사로 기획되었다. 새롭게  

출발한 KIMST가 해양수산 R&D 전문기관으로서 공식적으로 첫선을 보이는 자리인 

동시에 향후 KIMST의 역할과 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기에 세미나의  

성공에 사활을 걸어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직원들이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외부에 행사 진행 용역을 맡기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KIMST의 구성 인원 중 누구도 

행사 진행을 직접 수행해 본 경험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말 그대로 ‘맨주먹 불끈 쥐고’ 

용감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세미나에 참석할 인사들을 일일이 섭외하는 문제부터 행사 스케줄을 짜고 VIP들

의 의전을 수행하는 일은 물론, 세미나 자료집을 제작하고 참석자들의 명부와 이름표

까지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사실, 일손만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개원 초기이다 보니 사무기기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특히 컬러프린터  

1대로 세미나 자료집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프린터 앞에는 늘 프린트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
남아있는 것은
열정과 확신뿐이었다

Episode 02. 열정 _ 창립기념 세미나와 첫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경재 실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개발지원 사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다 설립추진단이 구성되면서 2005년 8월 해양수산부로 자리를 

옮겨 기관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법인설립과 이사진 구성이 그가 맡은 임무였다. 

그는 해양수산 R&D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2001년부터 줄기차게 해양수산부 산하에도 

R&D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오던 터였다. 하지만 막상 설립 

추진단의 임무를 맡게 되자 막막했다.

“해양수산부 산하에 R&D전문기관을 신설하기로 최종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대감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관 설립 경험이 

전무했던 상황이라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어요.” 

‘흰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드라마의 오글거리던 대사의 원조는 이경재  

실장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맨주먹과 두발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자신이 있었다’고 말한다. 

설립추진단이 되자 최근 5년 사이에 설립된 전문기관을 무작정 찾아 디니며 벤치마킹을 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밤낮없이 뛰어다닌 덕분에 기관설립 절차와 방법, 주의사항 등 기관 

설립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대가없이 지원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 

수산 산·학·연 전문가로 발기인을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정관을 확정지을 수 있었 

으며 초대이사장과 감사를 선임하는 등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 준비된 서류를 제출한 지 보름만인 2005년 11월 16일  

드디어 ‘법인등기증’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 원이 설립되기까지 일일이 이름을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 

습니다. 우리 원이 설립된 이후 2008년에 산업부 산하의 R&D전문기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설립될 당시 설립추진단들이 우리 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다른 기관 관계자들의  

대가 없는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일부나마 갚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MINI 
INTERVIEW

맨주먹과 두발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법인등기증’ 쟁취기 
>> 경영기획실 이경재 실장

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도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어쨌거나 ‘당분간’이라는 단서가 달리기는 했지만 첫 출발을 남의 회사 창고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일단 일할  

공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근무하다 2014년 7월, 

드디어 TRUST빌딩에 함께 모여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알고보면, 우리가 한 곳에  

모여 근무하기 시작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셈이다.

현재 KIMST의 구성원은 정규직 기준으로 총 69명이다. TRUST빌딩의  

4개 층을 전용하고 있을 만큼 외형적인 규모도 크게 확대되었다. 지금의 모습만  

본다면 우리 기관의 설립 자본금이 150만 원이었다거나 ‘창고 창립설’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내실이 그만큼 탄탄해졌다는 자신감 덕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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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직원들로 북적거렸다. 직급의 상하관계도 잠시 잊어야 했다. 당시 초대원장 

이었던 권문상 원장도 프린트를 하거나 세미나 참석자들의 이름표를 만들며 일손을 

거들었고 직원들과 함께 부스스한 모습으로 새벽에 퇴근하곤 했다. 직원들 사이에는 

각자 맡은 역할이 끝난다고 먼저 퇴근하는 법도 없었다. 일손이 부족한 팀을 찾아 

다니며 ‘내 손을 써라’고 할 정도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졌다. 그래도 처음 준비하는 

행사라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조마조마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2006년 11월 15일, 대망의 창립기념 세미나가 막을 

올렸다. 직원들은 바로 전날까지도 행사 준비로 밤을 샌 탓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세미나는 기대 이상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2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행사장을 꽉 채웠을 뿐만 아니라, 해양과학 기술정책의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기획과 평가 실시, 창의적인 R&D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지면서 KIMST의 존재 가치가 더욱 확고해질 수 있었다. 세미나를  

성황리에 끝낸 후 직원들의 충혈된 눈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직원들이 갈등  

없이 하나로 뭉쳐 이룬 성과였기에 서로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기도 했다.  

첫 행사 이후에도 KIMST의 행사 무용담은 당분간 더 지속되었다. 2008년 개최

되었던 ‘갯벌복원 국제심포지엄’도 빼놓을 수 없다.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 갯벌 복원에 성공한 나라들의 갯벌 전문가들을 초청한 

심포지엄을 기획했다. 해외에서 실제 갯벌복원을 주도했거나 참여했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갯벌복원의 전세계적 추진현황을 알아보고 추진 과정 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 국내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보자는 취지였다. 말 그대로 국제 행사였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은 단 2.5개월.

당시 심포지엄 준비를 위해 서울대학교, KMI 등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했으나  

모두 난색을 표했다. 국제심포지엄을 2.5개월만에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이었다. 해외의 전문가들을 초빙하려면 스케줄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들의 스케줄은 

보통 1년 단위로 짜여지기 때문에 국제심포지엄을 기획해서 개최하는 데는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했다. 하긴 국내 행사도 최소한 3~4개월 정도는 필요한데  

국제심포지엄 준비에 2.5개월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정이었다. 

당시 KIMST에서는 ‘갯벌 복원’ 기획연구를 진행하는 데 기획연구 내에 ‘갯벌  

복원 국제심포지엄’ 개최가 포함되어 있었다. 기획연구 기간이 4월부터 9월까지 

였으니 주어진 기간 내에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밖에 없었고 일정 때문에 외국의 갯벌 

전문가를 초빙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국내 갯벌 전문가들만이라도 모아놓고  

무조건 심포지엄을 개최해야 했다. 하지만 이 행사를 국내 행사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KIMST의 기획연구 자체를 축소하는 것과 같았으니 상황과 타협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KIMST가 개원한 지 2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예산은 부족했다. 국제 

심포지엄 행사에 책정된 예산은 4천만 원이 전부였다. 아무리 상황이 다급해도 외부 

용역의 도움에 기대겠다는 욕심은 부릴 수 없었다. 그러니 또 한번 불굴의 도전정신

으로 ‘무조건 GO!’를 외칠 수밖에 없었다. 

2.5개월, 정확하게는 80일을 남겨놓고 드디어 행사 준비가 카운트다운되었다. 

당시 행사 준비에 투입된 인원은 고작 5명. 2008년 7월 8일 해당분야 자문위원단이 

참가한 1차 사전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100여 명의 국내외  

갯벌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첫날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둘째날은 갯벌 탐방 일정 

으로 대강의 얼개를 짜긴 했지만 자문위원단들의 얼굴에도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드디어 2008년 9월 8일, 행사가 개막되었다. 심포지엄 현장은 담당했던 직원들 

조차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북유럽 3개국(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협동 바덴해  

복원사업 관리기구인 CWSS (The Common Wadden Sea Secretariat, 1987년 

설립)에 참여하여 네덜란드의 해안습지 복원사업 주도했던 헹크 드 브리스를 비롯해,  

미국 NOAA 복원센터(NOAA Restoration Center) 소속의 레슬리 크레이그 등  

세계 각국의 저명한 갯벌 전문가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한 것이다. 참석 인원도 당초 

100명이 참석하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우려했던 것과 달리 무려 400여 명의 관련 

인사들이 행사장을 꽉 채웠다. 

갯벌복원 국제심포지엄의 결과를 종합하여 같은 해 10월 ‘갯벌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성공했으며 2009년부터는 갯벌복원 종합계획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

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2.5개월만의 국제심포지엄 개최라는 무용담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행사로 기록된다. 

이제는 대부분의 행사는 행사 전문 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있으며 직원들은 연구

기획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초창기의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KIMST의 직원들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있다. ‘하면 된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KIMST에는 상당히 많은 도전들이 있었지만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두려움 없이 극복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초창기 직원들이 직접 준비했던 행사들

날짜 행사명

2005. 05. 11. KIMST 개원식

2006. 11. 15. 창립기념세미나 개최(세종문화회관)

2007. 06. 28.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세종호텔)

2007. 10. 25.
 지역특성화 전략심포지엄 

(경상대학교)

2008. 07. 08. 갯벌복원 국제심포지엄(서울대학교)

2008. 11. 06.
국토해양 R&D 국제심포지엄 

(서울과학기술회관)

•갯벌복원 국제심포지엄 행사 개요

○ 주제 :  갯벌복원 최신 동향 

(Recent Progress on Coastal Wetland Restoration) 

*미 NOAA 복원센터 Leslie Craig 등 5명의 전문가 주제 발표 

○ 주최·주관 : 국토해양부·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KIMST)

○ 참석예상인원 : 200여명(관련 전문가 및 기관, 지자체, 업계 등)

○ 행사 기간 : 2008. 09. 08(월) ~ 09. 09(화) 총 2일간

사례지역 발표내용 (발표자)

네덜란드 바덴해 간적지에서 갯벌로 (행크 드 브리스)

미국 남동부 미국 남동부 갯벌복원 (레슬리 크레이그)

일본 아리하케해
이사하야만 간척사업과 아리하케해 복원  

(아키오 마나기)

일본 동경만 동경만의 바지락 복원 (준 카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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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ES   도약

 한편으로, KIMST는 스스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나갔다. 민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출발했지만 법정기관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기관의 내실을  

다지면서 기타공공기관을 거쳐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확고히 하였다. 

KIMST는 개원 당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법정기관으로 설립되지 못했다. 대신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설립 근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KIMST의 법적 

기반이 불안하다는 말이다. 

즉,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에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만 KIMST는 「과학기술기본법」에서 R&D 

전문기관에 요구하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법적근거 미비에 따라 기관운영비 등을 출연금이 아닌 R&D연구비 일부를 위탁 

수수료 방식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도 우리 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신입사원들이 혼란을 겪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설립 이듬해인 2007년, R&D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한차례 신입사원을 채용한 후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하던 날이었다. 그런데 이날 강사가 ‘KIMST는 불법 

기관이다.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그가 불법기관이라고 

했던 것은 KIMST의 설립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였다.  

이를 위해 신입사원들도 더욱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이었으나 부푼 꿈을 안고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던 모양

이다. 실제로 특강을 받았던 신입사원 중 일부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이 해프닝은 KIMST에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기관에 설립근거가 없다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당면한 과제들을 쳐내느라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해프닝을  

계기로 KIMST는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기관의  

설립근거를 만들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 물론 법을 만드는 일은 ‘국회’가 하는 일이다. 

하지만 법의 필요성을 국회에 인식시키는 일은 KIMST의 몫이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2012년 대표 발의해 2013년 6월 19일 공식 발효

하는 데 성공했다. 같은 해 12월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 신설되었으며 

33조 2에 KIMST의 설립 근거가 명시되었다. 즉,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등의 기획·관리·평가 지원과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산업화 등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정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명시함으로써 법정기관으로서 또 한번 도약할 수 있었다. 이는 KIMST 10년의 역사 

중 가장 빛나는 역사로 기록될 일이다. 

설립 근거를 갖춘 KIMST
빛나는 10년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을 찾다

Episode 03. 도약 _ KIMST의 설립근거법 33조 2 신설

▶ 관련 법령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 2의 신설

제33조의2(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①  제17조 제2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제33조 제1항에 따른 연구 

개발사업등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

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및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정책수립 지원

2.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관리 및 평가

3. 해양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지원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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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ES   시련

 KIMST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그 사이 한 번의 개명이 있었고 

두 번 주무부처가 바뀌었으며 세 번의 변신이 있었다. 롤러코스터 같은 짜릿한 인생

역전의 연속이었던 셈이다. 

KIMST는 2005년 11월 16일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법인 

등기를 했다. ‘해양’과 ‘수산’이라는 이름이 나란히 붙은 것은 당시 해양수산부 해양

개발과의 해양기술(MT) R&D 기능과 해양수산부 산하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R&D조직이었던 수산특정기술센터의 수산R&D 기능을 묶어서 탄생한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09년 10월 8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법인명이 변경 

되었다. 이름에서 ‘수산’이 빠진 것이다. 이는 2008년 2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 

정부 부처가 18부에서 15부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해체되면서 생긴  

변화였다. 해양수산부가 해체되면서 해양 분야는 국토해양부로 이관되었고 수산  

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것이다. 상위 부처가 해체되었으니 ‘해양’과 ‘수산’ 

두 분야의 R&D를 담당하던 KIMST가 온전하게 버티는 것은 불가능했다. KIMST

는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으로 남게 되면서 KIMST의 이름에서도 ‘수산’이라는 이름은 

지워야 했다. 

그러나 이름만 바뀐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10년 3월 2일에는  

수산R&D사업을 모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R&D 기관인 ‘농림수산기술기획 

평가원’으로 이관시켜야 했다. 주무 부처가 바뀌었으니 이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긴  

했지만 3년 넘게 밤낮없이 개척한 ‘수산’ 분야의 R&D 사업들이 모두 이관되면서 우리 

기관으로서는 사업규모의 축소라는 역풍까지 맞게 된 것이다. 개원한 지 3년, 이제 막  

성장의 궤도에 진입하려던 시기에 맞은 소용돌이 속에서 몸뚱이가 두 동강 나는 듯한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사업규모 축소보다 더 큰 손실은 따로 있었다. 바로 ‘인재’  

손실이었다. 업무가 이관되니 업무를 관리하던 인력도 함께 이동해야 했던 것이다. 

개원 초기부터 기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동고동락하던 ‘전우’ 같은 동료들이었다.  

물론, 직원의 입장에서는 소속기관이 바뀐다고 주어진 주요 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  

무슨 상관인가 싶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의지와 무관하게 소속이  

변경되는 것도 유쾌한 일은 아닐 텐데 사표를 ‘또’ 써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라고 한 이유는 KIMST 직원들 중에는 이미 KMI나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에서 사표를 쓰고 온 직원들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이다. 

2013년 정권이 바뀌면서 KIMST는 또 한번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살점’처럼 뚝 떨어져나갔던 ‘수산’ 분야의 

R&D사업도 다시 KIMST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또 한번 인력의 대이동이  

불가피했지만 친정으로 돌아왔다는 측면에서 즐거운 변화였다. KIMST에서 사표를 

쓰고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으로 갔던 사람들은 다시 사표를 쓴 후 KIMST로 돌아

올 수 있었다. KIMST의 직원들 중에 꽤 많은 인원이 세 번이나 사표를 써야 했던  

이유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도 KIMST를 완전히 흔들지는 못했다. 

오히려 KIMST가 더 단단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하고 ‘수산’ 

R&D가 다시 KIMST로 이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해양수산’ R&D는 KIMST의 것 

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해양수산 R&D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 같았던
10년의 오르내림

Episode 04. 시련 _ 수산R&D 이관

최재욱 센터장은 1996년, 해양수산개발원(KMI)에 입사해서 10년간 근무 후 2006년 

KIMST가 개원하면서 창립멤버로 합류했다. 하지만 그의 근속 연수는 10년에 한참 못 미치는 

사연 있는 남자이다. 

“2006년 5월 10일 KMI에 사표를 쓰고 5월 11일부로 KIMST에 입사를 한 거지요. 2010년  

3월, 수산R&D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R&D 기관으로 이관되면서 관련 인력들도 함께 이동 

했어요. 그때 또 한번 사표를 써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해양수산부가 부활되고 KIMST에서 ‘수산’ 분야의 R&D를 재이관  

받으면서 다시 KIMST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는 KMI 시절이던 2004년, ‘수산’ R&D 업무를  

처음 맡은 이래 ‘수산’이라는 두 글자를 따라 다니느라 자그마치 3번이나 사표를 써야했지만  

이젠 ‘수산’ R&D 분야에서는 ‘귀신’ 소리를 듣는 수준이 되었다. ‘수산’을 따라 여러 번 소속

기관을 갈아타야 하는 운명을 겪긴 했지만 ‘전문성’을 키우는 데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현재는 KIMST의 수산연구관리센터 센터장으로 근무 중이다. 

“소속기관이 바뀌었다고 의기소침해 하는 대신 ‘자기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노력 

했습니다. 덕분에 여러 기관들의 문화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조직과 함께 일하면서  

업무 유연성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그는 소속을 한 번씩 바꿀 때마다 ‘석사’, ‘박사’가 되었다. KMI에서 KIMST에서  

넘어오면서 2008년 석사 학위를 받았고 농기평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부지런히 주경야독하며  

박사과정을 밟아 2013년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기관을 옮길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고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덕분에 KIMST는 ‘KIMST에서 뼈를 

묻고 싶다’고 말하는 ‘수산 박사’를 큰 인재로 얻을 수 있었다. 

MINI 
INTERVIEW

‘수산’ 따라 3번이나 사표를 써야했던 수산 박사
이젠 KIMST에 뼈를 묻고 싶어요 
>> 수산연구관리센터 최재욱 센터장

•수산R&D 이관의 역사

일시 장소

1996. 08. 08 해양수산부 발족 

2005. 11. 16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등기

2006. 05. 11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개원

2008. 02. 29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로 분리

2009. 10. 08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으로  

법인명이 변경

2010. 03. 02

수산R&D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R&D 기관인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으로 이관

2013. 03. 23 해양수산부 부활

2013. 12. 24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수산R&D사업이 KIMST로 재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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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ES   자부심

 KIMST의 지난 10년 속에는 ‘잃어버린 3년’이 포함되어 있다. KIMST의 존립  

자체를 위협했던 사건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원 2년 차 되던  

해인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로 수산R&D가 이관되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난관이었다. 전문기관 통폐합 정책의 불똥이 KIMST에도 떨어진 것이다.  

당시 국토해양부 산하에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2개가 있었다. 국토해양부가  

설립되기 전, 해양수산부 산하에서 해양수산 R&D를 수행하던 KIMST와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던 KICTEP(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 두 곳이었다. 두 기관은 국토 

해양부라는 동일 부처 산하에 있기는 하지만 속성이 상이한 연구관리 전문기관 

이었다.

2008년 8월 26일 새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민영화에 

중점을 둔 6차 계획으로 공공기관의 통합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다행히 KIMST

는 선진화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에  

대비해야 하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달랐다. 곧바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대비하여 전문기관을 통합한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KIMST와 KICTEP의 실무자로 

구성된 ‘전문기관 통합 TF’를 구성한 것이다.  

TF는 2008년 한 해 동안 총 6차례에 걸친 실무자 회의를 통해 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좀처럼 통합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통합을 바라보는  

양 기관의 시각이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우선 기관의 규모 면에서 KIMST의  

두 배에 달하는 KICTEP은 KIMST를 흡수 통합함으로써 기관의 규모를 더 확대 

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단기일 내에 통합을 주장했다. 하지만 KIMST의 입장은  

달랐다. 만약, 해양수산부가 부활했을 때 해양수산 R&D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없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양 R&D는 건설교통R&D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성 및 규모가 적고 기초 공공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전문기관이  

통합될 경우 해양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전담조직이 약화되어 해양 R&D 및 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또한 해양 R&D 전문기관이 없어진다는 것은  

해양 R&D 기술 진흥을 위한 구심점이 사라지는 일이었다. 

완전 통합을 하자, 이름만 통합하자, 통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었다. 그 와중에 정부에서는 다시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다행히 이때에도 국토해양부 산하의 전문기관은 공공기관  

선진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두 전문기관의 통합계획  

발표는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통합논의가 중단되자 한숨 돌리는가 했으나, 불행히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불씨는 엉뚱한 곳에서 지펴졌다. 2008년 11월 감사원이 국토해양부 정기감사 후, 

이듬해 2009년 3월 보고서 발표 당시 ‘KIMST와 KICTEP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이원화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통합 논의의 불씨가 재점화된 것이다.

다시 ‘전문기관 통합 TF’가 구성되었다. 이번에는 양 기관의 실무자들끼리 서로의  

이해관계만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건설,  

교통, 해양 R&D 관련 부서를 모두 TF에 포함시키면서 대한민국 해양수산 R&D의 근

본적인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로 확대되었다. 당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방만한 운영개선을 위한 통합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민영화 추진이 핵심 사안 

이었다. 우리 원은 양 기관의 통합이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학과 관련 산업계에서도 우리 원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오히려 해양수산 R&D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차례에 걸친 TF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자 결국 외부 컨설팅을 통해 통합에 

따른 편익을 분석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국능률협회를 통한 컨설팅은 무려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으며 그 결과는 2010년 

7월 30일이 되어서야 발표되었다. 결과는 예상한 대로였다. 

“두 기관의 공통업무 부서는 행정업무 부서에 불과하므로 통합으로 인한 예산  

절감은 미미하며 KIMST는 해양수산 분야의 석박사가 59%를 차지하는 전문 

조직인데 기관 통합시 전문성이 하향평준화 될 우려가 있으며, 조직 규모가 커져 자칫 

‘공룡기관화’ 될 위험이 있어 오히려 기관운영 선진화에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향후 해양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해양과학기술 R&D 진흥을 위하여 통합 

보다는 운영 및 업무 효율화를 통한 독자적 존치가 필요하다는 엉뚱한 결론에 이른 것

이다. 이후 양 기관의 통합 논의는 흐지부지 종료되었다.  

2008년 8월 26일을 기점으로 2010년 7월 30일에야 마무리가 되었으니  

이 뻔한 결론을 얻기 위해 무려 3년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개원한 지 2년, 겨우  

자리를 잡고 한창 기관의 성장을 위해 고군분투해도 모자랄 시점이었다. 그 아까운 

시간을 통합과 분리의 논의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했으니 ‘잃어버린 3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 3년간 암흑 같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  

우리 원이 들였던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했다. KIMST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KIMST의 존립은 대한민국 해양수산 R&D

의 미래와도 직결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양보할 수 없는 현안이었다. 

실제로 그로부터 3년 후, 2013년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KIMST가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KIMST는 3년간 암흑 같은 터널 속을  

허우적거려야 했지만 그를 통해 얻은 것은 좌충우돌 속의 상처가 아니라 해양수산 

R&D전문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이었던 것이다. 

잃어버린 3년의 진실
암흑의 긴 터널을 지나
자부심과 마주하다

Episode 05. 자부심 _ R&D전문기관 통합 위기의 극복

KIMST와 KICTEP 통합 논란 극복 일지

2008. 08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 KIMST  통폐합 대상 제외 

※ 2008년 당시 KIMST : 비법정기관, KICTEP : 준정부기관

2008. 11
국토해양부 정기감사를 위한 사전감사 

2008. 12
국토해양부 정기감사 실시 

2009. 01
KIMST 기타공공기관 지정 

2009. 02
공공기관(전문관리기관) 통폐합 발표, KIMST 제외 결정 

2009. 03 

정기감사 보고시 KIMST와 KICTEP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이원화 운영의 문제점’ 지적

2009. 07 

국토해양 연구관리 전문기관 조직재설계 방안 컨설팅 실시 

(한국능률협회)

2010. 07 

컨설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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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ES   혁신

 우리나라에 최초의 전자협약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2006년 3월이다. 과학기술부 

산하의 R&D전문기관인 과학재단이 제일 먼저 도입했다. 그 뒤에 바로 시스템 구축에  

나선 곳이 있었으니 이곳이 바로 ‘KIMST’이다. 앞서 독립했던 수많은 R&D전문기관들  

대신, 2006년 5월에 개원한 KIMST가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전자협약시스템을 구축

한 것은 갓난아이가 F1 슈퍼카를 만든 것에 비유될 만한 사실이다. 

사정은 이렇다. 2006년 3월, 당시 과학기술부가 R&D전문기관인 과학재단 

에서 ‘연구개발 전자협약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협약은 

실제로 서류가 오고가는 절차를 거치고 마지막에 인주를 듬뿍 뭍힌 도장까지 찍어야  

비로소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인식되던 시절이라 ‘전자협약’이라는 개념조차 낯선  

상황이었다. 과학재단은 우리나라에서 R&D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손

꼽히고 있었다. 

그런데 이 발표가 있자 곧이어 4월, 해양수산부에서도 ‘우리의 R&D전문기관인 

KIMST도 전자협약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표해 버렸다. 당시 KIMST는 2005년 

11월 법인설립 허가를 받긴 했지만 아직 개원도 하지 않았고 정식 직원도 없는 상태

였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KIMST에 4월 중 도입계획을 통보하고 5월에 사업공고, 

8월 홍보, 9월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전자협약을 적용하겠다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2006년 당시만 해도 해양수산부는 설립된 지 10년밖에 안된  

혈기왕성한 부처였다. 비록 타 부처에 비해  R&D전문기관 설립은 늦었지만 가장  

빠르게 R&D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던 부처였던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과학기술부의 과학재단은 자타가 공인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당시에도  

20여 명의 전산직원이 수백억대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었기에 전자협약시스템을  

갓난아이가 F1 레이싱
슈퍼카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Episode 06. 혁신 _ 전자협약시스템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시스템 개발 기간이 1년이었다.  

그러나 개원식도 하기 전인 KIMST는 아직 홈페이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변변한  

연구관리시스템도 없는 상황이었다. 수산특정기술센터에서 사용하던 정보시스템을  

이관하는 업무만으로도 벅찬 상태였다. 게다가 해양수산부에서 산정한 개발비는  

1억 원에 불과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자협약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한 끝에 9월 

11일 드디어 서비스를 오픈하는 데 성공했다. 그해 11월 처음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2007년부터 1월부터 전면 시행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쫓기듯 우여곡절 끝에 전자협약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KIMST는 우리 

나라 R&D전문기관 중 두 번째로 전자협약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이 되었다. 당시  

국가 R&D 관련한 쟁쟁한 부처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중 과학재단을 제외하곤 어느  

기관도 전자협약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2007년  

12월에 이르러서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전자협약제도 도입을 2008년에 시행 

하겠다고 한 것이 전부였다. 당시 협약과 관련한 규정에 따르면 “전자협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반드시 전자협약을 해야한다”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관도 쉽사리 전자협약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전자협약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자협약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한 R&D전문기관이 꽤 있다. 게다가 전자협약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관도 적지 않다. 여전히 전자협약과 관련한 규정은 “전자 

협약을 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강제성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시스템 사용자는 불편함을 느끼게 마련이고 이에 따른 

저항도 불가피하다. 해양수산부의 사례와 같은 강력한 추진동력이 없는 한 앞으로도 

전자협약시스템이라는 변화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  2006년에 구축되었던 전자협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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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의한 KIMST
바다를 위한 해양과학기술

Episode 07. 도전 _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

 국민이 기대하는 해양과학기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KIMST가 대국민 설문 

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민은 영토주권이 굳건한 바다, 부를 창출하는  

바다, 안전한 바다를 꿈꾸고 있었다. KIMST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실현할 수 있는  

70가지 해양과학기술을 선정했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대한민국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한 것이다.  

대한민국 해양수산과학 분야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 수립된 셈이다.  

이 계획은 대외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인 해양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해양수산 R&D 역할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할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다. 현재 세계 각국은 해양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의 통합 해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에너지·자원 부족 심화, 기후변화에 

기인한 자연재해 증가, 해양영토 경쟁 심화 등으로 해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해양수산 R&D 예산은 2006년부터  

연평균 19.1% 증가하여 2013년 5,184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는 정부  

총 R&D 예산의 3%에 불과한 규모라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수준 

이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경쟁국이 3~2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규모면

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게다가 그간의 해양 R&D가 정부 주도의 공공기술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민간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현실이었다. 인프라성 대형  

사업과 계속과제 위주로 투자됨에 따라 창의적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

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KIMST에서는 2011년 수립한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을 발전적 

으로 개선하여, 자원배분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투자 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은 해양 분야와 수산 분야를 통합했다는  

점에서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MTRM)과 차이가 있다. 2013년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라 해양·수산분야를 통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 R&D  

KIMST는 2007년 전자협약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이래 종이 서류에 도장  

찍으면서 이뤄지는 협약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2016년 현재까지 모든 과제는  

전자협약시스템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10년 가까이 전자협약시스템을 운영 

하면서 이제는 연구자들도 KIMST와 협약할 때는 전자협약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이다. 그 후 시스템을 점점 고도화시키면서 이제 전자협약, 그룹웨어,  

전자결재 등 5개의 시스템이 하나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연동되어 움직이고 있다. 

그 시작이 전자협약시스템 구축이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전자협약이 자리 잡으면서 연구자들에게도 편리한 제도로 환영받고 있다. 협약 

기간이 단축된 만큼 연구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이에  

사인해야 하는 협약 당시만 해도 필요한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주고받느라 연구기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었다. 

KIMST의 전자시스템은 외부기관에서 찾아와 노하우를 배워갈 정도로 앞서 걷고 

있다. 부족한 예산과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양수산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KIMST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해양수산 R&D에 종사하는 연구기관과 연구

자들의 협조 덕분에 개원 6개월 만에 전자협약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협약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최재호 팀장은 개원 전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특정기술센터에서 사용 중이던 정보 

시스템을 KIMST로 이관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KIMST의 창립멤버로 합류했다. 해양수산부가  

2006년 4월,전자협약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인 2006년 5월 1일 정식 출근을  

했다. 당시 전산팀에는 그를 포함해 2명의 직원이 전부였다. 첫 출근하기가 무섭게 해양수산부

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재촉했다. 

“이전 직장에서 전자화폐 관련 업무를 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에 관한 경험은  

있었지만 문제는 KIMST가 막 탄생한 시점이어서 변변한 내부 시스템이 전무했다는 것이었 

습니다.” 

그는 당시 과학재단 시스템을 개발했던 소프트웨어 회사를 찾아가 KIMST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전자협약시스템을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향후 내부 시스템이 변경되어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는 한편,  먼저 전자협약시스템을 구축한 과학재단을 방문하여 벤치

마킹을 함으로써 시스템 구축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갔다. 7월 4일 입찰을 통해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만인 9월 11일 서비스를 오픈하고야 말았다. 

“나중에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과학재단이 전자협약을 도입한 것을 제외하면 R&D 

전문기관 중에 KIMST가 최초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독립한 R&D 전문기관들이 이미 전자협약시스템을 모두 구축했다고 여겨 이에 뒤처 

지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매달렸던 것이다. 하지만 덕분에 다른 기관들보다 빨리 시스템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웃는다.  

MINI 
INTERVIEW

우리가 막차 탄 거 아니었어요?
>> 정보화전산팀 최재호 팀장

•연도별 정보화 예산

구분 운영사업 강화사업 합계

2006 - 162,093 162,093

2007 71,070 268,122 339,192

2008 49,531 60,155 109,686

2009 79,200 246,850 326,050

2010 84,840 493,200 578,040

2011 187,860 267,125 454,985

2012 317,456 263,625 581,081

2013 338,402 282,679 621,081

2014 343,034 728,850 1,071,884

2015 437,924 1,105,300 1,543,224

2016 508,108 991,050 1,499,158

연평균 219,766 442,641 662,407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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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 70개의 중점기술이다.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에 따라 

70개 중점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까지 해양수산 R&D 분야에 6조 9,000

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총 70개 중점기술 중, 타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조기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20개 기술(Quick-Win 기술)을 선정했다.  

이 20개 기술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 등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기술들이 향후 대한민국 해양과학기술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핵심

기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에 수립한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이다.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이  

원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 무작위로 추출된 1,600여 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웹 설문을 실시하고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 80여 명에게 전화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기대하는 해양과학기술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해양과학기술 사이에 존재하는 시각 차이도 점검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기술 실수요자들의 의견도 꼼꼼하게 조사했다.  

워낙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다 보니 방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한 해양수산 R&D 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의견만 수렴하고 국내의 동향만 파악해서는 될 일이 아니었다. 국가의  

해양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어야 했다. 비영어권 국가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웹사이트를 찾아다니며 해당 국가에서 운영하는 해양수산 관련  

사이트를 분석해 해외의 해양수산 R&D 동향까지 분석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기술 아이디어 중에는 ‘바다의 소리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같은 이색적인 아이디어도 나왔다. 전문가들의 기술적 관점에서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혁신적인 기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해양수산 R&D 기초

연구에서 밝혀진 해양의 특이성을 인문 및 타 분야의 시각으로 조망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산업분야 창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70개의 중점기술 중 3분의 2가 이런 

융합 기술 영역에 속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창조형 해양수산과학기술’ 

이라는 비전 아래 2020년까지 첫째 세계 선도 기술 20개 확보(2013년 7개), 둘째 

신규 일자리 7만 8,000여 개 창출, 셋째 해양수산 R&D 민간참여율 40%(2013년 

18%) 확대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이는 향후 2020년까지 해양수산 R&D의  

정책방향 및 예산지침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중장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생산 유발 12조 6,7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5조 1,900억 원, 고용유발 7만 8,033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 추진경과

일시 내용

2013. 08.
해양수산 R&D 발전전략 수립

▶ 해양수산 R&D 정책방향, 역량강화 및 성과활용 촉진방안 등의 전략 마련

2013. 09.
일반 국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실시

▶ 해양수산분야 미래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수요 조사

2013. 10.~12.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위원회 운영

▶  비전 및 목표 설정, 총괄·조정 등을 위한 총괄위원회와  

각 분야별 세부 주요기술 도출 및 기술로드맵 작성을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

2014. 02. 14.
중장기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연구자,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및 공감대 형성

2014. 03. 26.
해양수산미래기술위원회 심의 완료

▶ 중장기 계획(안)의 전략, 기술로드맵 등이 구체적이고 적정한 것으로 의결

2014. 04. 23.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완료

▶ 과학기술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통한 중장기 계획 확정

•20대 Quick-Win 기술

▶ 해양수산 R&D 12가지 미래상

① 해양 예측·예보 시스템 구축 기술

② 국가해양영토 광역감시망 구축·활용

③ 극한환경 융·복합 플랜트·장비 기술

④ 해저자원 탐사 및 개발 기술

⑤ 수중로봇 개발 및 시스템 기술

⑥ 마리나 등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

⑦ 초대형 해양 구조물 구축·활용

⑧ U기반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기술

⑨ 해양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⑩ 수산물 안전 및 유통 선진화 기술

⑪ 친환경 고부가 양식기술

⑫ 해양플랜트 기자재 기술

⑬ 선박평형수 관리기술

⑭ 유류·HNS 해양유출사고 대응 기술

⑮ 적조·해파리 등 유해 해양생물 관리

⑯ CO
2
 해양지중저장 기술

⑰ 연안재해 관리기술

⑱ e-Navigation 기술

⑲ 유·무인 도서관리 및 활용기술

⑳ 해양 헬스케어 기반구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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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ES   신뢰

 “박사님, 냉장고 왜 사셨어요?”

지금은 웃으며 하는 이야기지만 그때는 웃으며 할 수 없었던, 이것은 KIMST의  

연구비 정산에 관한 이야기다. KIMST에서는 연구 기획과제가 수립되면 예산을 지원

받아 이를 수행할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한다. 연구비는 국민의 세금이니 연구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대로 정산하여 부당 집행된 연구비에 대해서는 환수 받아 국고에  

반납하는 것은 KIMST의 의무이다. 하지만 개원 초기에는 정산을 전담하는 팀이  

없어서 과제제안요구서를 검토하고 과제를 선정, 관리하는 업무를 하던 직원들이  

‘정산’ 업무까지 맡아야 했기 때문에 정산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연구개발계획서와 무관한 사용 내역이 발견되면 당시 연구를 수행했던 해당기관의  

담당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역을 확인해야 했던 것이다. 

연구에 골몰하기에도 바쁜 연구자들에게 ‘정산’에 관해 묻는 일은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래도 정산 기간이 되면 관련 학계의 내노라하는 학자들과의 대화가  

‘박사님, 냉장고 왜 사셨어요?’ 같은 민망한 대화를 피할 수 없었다. 당시에는 연구비  

집행 매뉴얼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들도 의도치 않게 부당 집행이  

발생하곤 했다. 

실제로 정산 결과, 연구비 부적정 집행 금액이 500만 원이나 발생한 적이 있었다.  

당시 담당 연구자도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당황했지만 규정을 어길 수는 없었다.  

결국 연구자는 아끼던 애마 ‘마티즈’를 처분해 환수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부정적  

집행 금액에 대해 그만큼 엄격했다. 

대부분의 연구비 부당 집행은 연구자의 악의적인 의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였다. 연구비 사용에 대한 

규정은 까다로웠고 사후 정산 과정에서 연구자들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연구비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다. 그 후 

KIMST는 피해자를 줄이고 연구비 부당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올바른 연구비 집행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덕분에 연구비  

부당 집행 문제는 점점 더 줄어들 수 있었다. 

“섭섭합니다”

“떡 정도는 받아도 되잖아요. 섭섭합니다. 차라리 버리지 왜 돌려보냅니까.”

어느 날 한 연구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서운함을 넘어  

불쾌함이 가득했다. 고생하는 KIMST 직원들 생각해서 떡을 보냈는데 되돌아온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그 과정에서 떡이 상했으니 돌려받는 연구자로서는 유쾌할 리 

없었다. 

KIMST는 열악한 조건에서 개원을 했지만 ‘없는 살림’ 티 내지 않고 제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의 눈에도 고생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리 없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종종 이렇게 먹을 것을  

보내곤 했으나 KIMST는 규정상 이런 정성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 매번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MST는 청렴과 투명 운영의 원칙을  

지켜야 했기에 사소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았다. 연구자들의 마음까지 섭섭하게  

하면서도 원칙을 지킨 덕분에 KIMST는 청렴기관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표의 자녀의 지도교수’라니,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사업기관 선정, 평가, 예산집행, 사후관리 등 KIMST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 영역

에서 청렴과 투명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항목이었다. 따라서 KISMT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개선에 앞장서 왔다. KIMST는 지금도 끊임없이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청렴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2016년 

3월에는 전자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공정성을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자평가 시스템의 도입 배경은  

상당히 극적이었다. 2013년 5월, 신규과제의 선정 평가 업무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선정 평가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 담당자들의 부담이 큰 업무 중 

하나이다.  

당시 규정과 지침에 따라 업무 담당자는 6개의 신청 기관 중 2개의 기관을 선정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탈락한 기관에서 보내온 내용증명 문서였다. 

평가위원 중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내용인즉, 

평가위원 중 한 명은 경쟁회사의 대표, 다른 한 명은 타 신청기관 대표의 자녀의 지도

교수라는 것이다. ‘대표의 자녀의 지도교수’라니 당시의 시스템으로서는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파악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결과적으

로는 분명 평가위원이 ‘이해관계자’는 분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시 KIMST에는 평가위원 자동 추출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 후 해양수산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에 따라 KIMST는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이 착수되었다. 2013년에는 전문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각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추출하는 시스템과 전자평가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기 시작해, 드디어 2016년 3월 ‘평가위원 선정 및 전자평가  

시스템 구축’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 

하였으며 전자평가를 통해 행정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공정성과 효율성까지  

동시에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떡 정도는 받아도 되잖아요?
섭섭합니다.”

Episode 08. 신뢰 _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

▶  연구비카드 관리시스템

▶  전자평가 시스템

일시 내용

2014. 09 청렴옴부즈맨 제도 마련(‘14.9)

2014. 11 
전문가 풀(Pool) 관리 효율화 및 평가위원 자동추출  

시스템 구축

2014. 11 감사 규정 전면 개정

2014. 11 일상감사 요령 전면 개정

2014. 12 
부패행위 정상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관, 인사, 징계, 행동강령 등) 개정

2015. 03 공익신고센터 개설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2015. 05 청렴서약 기관장 및 전직원 실시 및 청렴서약식 실시

2015. 08
운영지원실 주도의 점검체계에서 검사역실 주도로 

변경 추진

•투명경영을 위한 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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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ES   문화

 KIMST는 공식적으로는 23명으로 시작한 회사이다. 관광버스 한 대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인원이었다. 이후 해마다 인원이 늘어나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나 69명에 이르게 되었다. 인원 증감 추이를 보면 개원 이듬해인 2007년에  

13명으로 확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대개는 매년 4명씩, 2명씩 표나지 않게 늘어 

났다. 그러다 보니 새 얼굴이 들어와도 금세 기존 조직에 동화되어 ‘새 식구’라는  

말이 무색해지곤 했다. 여기에는 새 직원을 이질감 없이 식구처럼 맞아주는 독특한 

조직문화가 한몫했다. 

창립멤버가 20여 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초창기의 이야기들 

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도 KIMST의 재미있는 현상 중 하나이다. 이는 창립 

멤버들이 대부분 건재하면서 KIMST의 걸어 다니는 스토리텔러가 되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창립멤버이든 새 식구이든 함께 모이면 가장 잘 통하는 이야기가 바로 ‘직원 체육

대회의 추억’이라고 입을 모은다. 

KIMST는 개원 후 해마다 정기적으로 직원 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 직원 체육대회가 늘 ‘레전드급’ 후일담을 남겼다. 직원들 사이에 가장 많이 회자 

되는 이야기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양재시민의 숲에서 피구대회를  

했는데 한 직원이 강속구로 날아온 공에 맞아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정작 공을 맞은 여자 직원은 배를 움켜쥐고 눈물을 찔끔거리면서도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다. ‘공에 맞으면 진짜 죽는 게임이구나’를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란다. 이듬해에는 발야구 대회를 했는데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점수를 

뺏기지 않겠다고 누군가 육중한 몸을 날린 것이다. 점수를 내어주진 않았지만 상대편 

선수는 다리가 부러졌다. 다리가 부러진 직원은 깁스를 한 채 출퇴근을 하며 체육대회  

무용담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렇게 체육대회마다 다치는 직원이 발생하자 직원들  

사이에는 ‘올해 체육대회의 희생양은 과연 누구일까’가 늘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 이듬해에도 어김없이 사고가 있었다. 누군가가 던진 공이 코로 날아와 기어이 피를  

보고야 만 것이다. 그런데 코피를 흘리는 사람도 코피를 닦아주는 사람도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다. 다리 부러지고 코피 흘린 이야기가 KIMST 

직원들 사이엔 박장대소할 이야기로 대접받는 이유는 또 있다. 해마다 사고 유발자가 

동일인물이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2014년에는 국가적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2015년에는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체육대회가 더 이상 개최되지 못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는 체육대회가 사라진 이유가 ‘결국 피를 봤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전해

지고 있다. 그후론 산행을 하거나 ‘안전하고 즐거운’ 보물찾기 대회 같은 행사로 대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를 회고하는 직원들은 “늘 부족한 인원으로 일당백을 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 무엇을 해도 몸을 사리지 않는 습관이 체육대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말한다. 어떤 상황에서건 여자라고 봐주는 법도 없었지만 여자라고 뒷짐 지고  

물러서는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이런 근성이 지금의 KIMST를 일군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KIMST의 조직문화는 경조사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경조사 

참석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특히 초창기에는 ‘전 직원 참여’가 암묵적 원칙으로  

통했다. 가족이나 부부 동반으로 경조사를 챙기는 경우도 흔했기 때문에 결혼식이 

되었건 장례식이 되었건 늘 경조사 현장은 KIMST 직원들로 북적거렸다. 야유회도  

‘가족동반’이 일상적이었다. 직원은 20여 명밖에 안되었지만 실제로 참여 인원은  

늘 100명이 훌쩍 넘어 중견기업 규모의 인원이 움직이곤 했다. 직원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것은 힘들어졌다. 하지만 그 당시의 정서가 전통처럼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 느끼는 유대감이 여느 기관들보다 강하게  

자리잡았다. 

이런 유대감은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KIMST의 연구원들은  

서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담당 연구원들의 업무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무가 과제별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니 같은 부서 내의 앞자리 옆자리 동료들과도 업무에 대해 공유할 요소가 많지  

않다. 자칫 하면 업무 이기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도 있다.  

하지만 KIMST의 기업문화는 ‘공유’와 ‘소통’을 빼면 껍데기라고 말할 정도로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초창기부터 퇴근할 즈음, ‘어느 부서에서 야근한다 

더라’라는 소식을 들으면 우르르 몰려가 ‘같이 야근하자’며 일손을 돕던 시절의  

정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체육대회 연혁

일시 장소 비고

2006. 11. 17. 양재시민의 숲

2007. 04. 27.~28. 천안 수협연수원 워크숍 연계

2008. 04. 30. 천안 수협연수원 워크숍 연계

2008. 10. 31.
~11. 01.

울진군 구소곡 휴양림

2009. 04. 30. 안성 우리은행연수원

2010. 06. 09. 양재시민의 숲

2011. 10. 14.~15. 충주 기업은행연수원

2012. 11. 08. 창덕궁 및 북악산 서울성곽

2013. 04. 26.
본부별

체육대회

양재시민의숲 정책기획본부

남산공원 사업관리본부

스포타임 경영지원본부

2014. 11. 15. 중소기업인력개발원 산행

•KIMST 동호회 현황 (2016. 4.1 기준)

함께 걸어온 시간 만큼
10년의 추억을 공유하다

Episode 09. 문화 _ 따뜻한 조직문화

동호회명 : 테니스회 

인원 : 20명

활동내용 : 테니스 강습 및 대회

동호회명 : 樂山樂水 

인원 : 20명

활동내용 : 등산

동호회명 : 싱글스

인원 : 13명

활동내용 : 골프 연습 및 대회

동호회명 : 컬쳐클럽 

인원 : 18명

활동내용 : 공연, 전시회 관람

동호회명 : KSDT

인원 : 12명

활동내용 : 스쿠버다이빙 이론 및 실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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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ES   상생

 KIMST는 노사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기관에 직면한 대내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노사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이 어려운 말을 

우리는 ‘한마음’이라고 부른다. 10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R&D 전문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숨은 힘이기도 하다.

KIMST 한마음의 역사는 개원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원 초창기에는 해양

수산 R&D 전문기관으로서 당면한 과제들을 감당하느라 노사 간에 공식적인 소통의  

채널을 마련할 여유가 부족했다. 노사 구별 없이 저마다 기관을 제 궤도에 올리는 

데 몰두하던 시기였다. 물론, 그 와중에도 비정기적인 워크숍, 기관장 간담회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소극적이나마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후 직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노사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공식적인 채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6월 21일 사용자위원 

3명, 근로자위원 3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로써 기존의  

우호적인 노사관계를 강화하되 보다 합법적이고 적법한 노사관계 구축의 토대가 마련 

되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경영 현안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사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고충처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으며 노사협의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마음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는 직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기 위한 노력

이었다. 

이러한 노사 간의 상호협력 결과, 첫 성과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공공기관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선제적 노력의 결과이기도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노사 

9명으로 구성된 전담 TF를 구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관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노사 간의 갈등 요소를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직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었다. 또한 전 직원이 동참하여 방만 

경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경영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2015년의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임대 공용 차량을 반납하고 주차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14년 대비 기관 운영비를 17%나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임금피크제 등  

예민한 현안들에도 불구하고 조직문화 만족도는 2014년 74.9점에서 2015년에는 

82.3점으로 10% 이상 높아졌다. 이 역시 한마음으로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활성화시켜 노사갈등 예방 시스템을 강화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화합의 효과는 기관 내부에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도 이어졌다. 사회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기관의 특성과 재능을 살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한 조직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그 조직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KIMST는 끊임없이 ‘한마음’의 미덕을 실현해왔다. 그동안 KIMST가 실시했던  

한마음 간담회, 한마음 봉사활동, 한마음 워크숍 등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마음’을 강조한 노사문화가 있었다. 물론, 노사 간에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공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나 단체협약 없이도 노사 

관련 정부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음’을 지향하는 노사문화가 한몫 했음은 물론이다. 

서로 한마음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기에 전문기관 통폐합 같은 외부적  

위기에 직면해서는 똘똘 뭉쳐 정면 돌파하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으며 임금피크제 

같은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갈등 없이 조기에 정착시키는 선례를 남길 수 있었다.  

이제, 한마음으로 KIMST 10년의 영광을 누리며 새로운 10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때이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아가다

Episode 10. 상생 _ 함께 하는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구성 추진경과

기간 2012

설립~2012. 05.
*기타공공기관 지정 (2009. 01.)

-  노사 간 공식 소통채널 부재, 노사 간 공동 이익 달성을 위한 협의체 부재 등

으로 근로자 참여 한계 (비정기적인 워크숍, 기관장 간담회 등 소극적 운영)

2012. 05.~06.
- 직원 간 노사협의회 설치 공감대 형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검토

- 타기관 노사 운영 현황 검토 및 노무사 자문 등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

2012. 06. 15.
-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인사담당 실장, 인사담당자)

- 사용자위원 위촉

2012. 06. 15.~18. - 근로자위원 선거 공고 /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

2012. 06. 19. - 근로자위원 투표 실시

2012. 06. 20.
- 선거 결과에 따른 근로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구성 완료 (사용자위원 3명, 근로자위원 3명 등 적법한 구성)

2012. 06. 21. -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정기 및 임시 노사협의회 개최 실적 (2012~2015)

총 17회

정기 12회

임시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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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성과

우수 R&D 성과

지난 10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들은 대한민국이 해양영토의 주권을 강화하고 

해양경제의 영토를 넓혀 나가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강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해양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딱 맞는, 꼭 필요한,
해양수산 유망기술 기획의 10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R&D 사업 기획 

 KIMST는 2006년 개원 이래 지속적으로 해양과학 

기술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전과 신기술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해 현장 중심의 기술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해 왔다. 아이디어 공모전이 해양과학

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성격도  

가지고 있다면, 기술수요조사는 연구·산업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기술수요를 제기할 수 있는 KIMST의 공식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의 결과는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전 수상작품집>, <해양과학기술 기술수요 

조사 자료집>을 발간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 정보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부터는 본격적인 기술수요조사가 시작 

되었으며, 해양과학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까지  

개최하여 기술 제안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처럼 기술제안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로부터 기술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었다.  

2010년에는 기술수요조사 참여를 더욱 확대시키고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상용화 기술 발굴을 위해 산업계  

홍보를 강화하고 양식을 간소화하였으며 2011년 

부터는 현장 오프라인 수요조사를 도입함으로써 상향식 

(bottom-up) 기술수요조사를 강화해 기술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우수한 R&D 발굴에  

힘썼다. 2012년부터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수

요조사 제안·검토의 다변화를 모색했다. 우선, 기업체  

R&D 전담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해양플랜트  

분야의 신기술 풀(Pool)을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논문·기술동향 조사를  

체계화했으며 ‘기획연구 매뉴얼’을 발간하여 기획연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획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노력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양과학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을 정례화하는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신기술 수요조사·분석을 실시 

하기 시작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발굴된 우수 기술 아이템이 사장

되지 않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2014년부터는 ‘사전  

기획연구’를 신설하였다. 사전 기획연구를 통해 정부

R&D 지원이 필요한 아이템을 미리 선별함으로써 기획

의 정책부합도를 더욱 높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전 기획연구 개념과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술분야별 전문위원을 배정함으로써 기획연구의 완성

도는 물론,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런 성과들을 토대로 우수기술 발굴 기반이 확대

되고 기술기획체계가 고도화됨으로써 2015년부터는 

융·복합형 기술기획을 강화해 나갈 수 있었다. 현장 

중심의 아이템 발굴이 활발해지면서 대국민 아이디어도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기술수요 접수 건수도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이를 통해 신규 아이템 풀을  

구축하고 신규 기획연구 대상 과제도 19건이나 발굴

할 수 있었다. 특히 기술수요조사 대상을 해양수산업  

종사자로 구체화하여 현장 수요 반영형 기술수요조사

를 추진했으며 기술수요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멘토제를 도입해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에 대해  

사전기획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도 

지속적으로 보완했다. 

2014년 제1회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작인  

‘선박기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선상 내 활용 기술 개발’ 

아이디어와 2015년 제2회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

작인 ‘전복 양식의 생산성 향상과 그에 따른 기술 개발’

은 전문가 멘토링 단계를 거친 후 기획연구로 연계되어 

기술개발의 타당성을 검증받음으로써 연구개발이 추진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전복 양식의 생산

성 향상과 그에 따른 기술개발’은 문어의 움직임과 패턴

(소리 등)을 분석해 전복의 천적인 게를 없애는 기술을 

통해 전복 생산을 늘린다는 아이디어이다. 문어를 이용

해 전복 생산을 늘린다는 것이 상당히 엉뚱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이 방법이 발표된 이후 관련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을 정도로 화제가 되었다. 

공모전이 R&D 기획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해양

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2016년부터는 기존 공모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국민들의 번뜩이는 기술 아이디어를 현

실로 만들어내겠다는 기존의 취지를 한층 더 강화했다.  

학생과 일반인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박2일 

간의 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며, 캠프 기간 동안 전략/기술  

전문가 멘토단을 운영함으로써 기술 아이템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에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내용과 아이

디어 역시 전문가 검토, 민간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쳐,  

향후 10년간 해양수산부 수산 분야 연구개발 투자의 지

침이 될 ‘수산 R&D 중장기 로드맵(2016~2025)’의 

우선 추진 전략과제로 최종 선정되었다. 

대형 국책 해양수산 R&D 사업 

예비타당성 심의 통과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되 국고 출연금 300억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R&D 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기술개발 투자가 가능하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시급성, 국고

지원 요건, 지역 균형 발전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차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이를 다시 KDI 

(한국개발연구원),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엄격한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까다로운 제도이다. 통상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

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AHP 

(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를 내리는데 

AHP가 0.5 이상이 돼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

받을 수 있다. 대규모의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이니만큼 선정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

해당 R&D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선정은 불가능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2007년부터 R&D 및 정보화 사업으로 확

대되면서 KIMST에서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대형 해양

수산 R&D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이중 

총 6건의 대형사업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예비 

타당성 심의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원

KIMST는 2006년 개원 이래, 해양수산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기술 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해 왔다. 국내외 해양수산 분야의 R&D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술 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방향성을 설정하기도 하지만,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기획의 창의성을 강화하고,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R&D를 발굴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 기술수요조사 실시 현황

연도 오프라인 수요조사 기간 (온라인 상시 추진) 접수 건수

2008 2008. 09. 01. ~ 10. 20. 168

2009 2009. 10. 01. ~ 11. 20. 162

2010 2010. 12. 01. ~ 2011. 01. 10. 173

2011 2011. 10. 10. ~ 2011. 12. 23. 88

2012
2012. 01. 01. ~ 2012. 11. 30,

2012. 10. 24. ~ 2012. 11. 23.
110

2013 2013. 01. 15. ~ 2013. 01. 30. 22

2014 2014. 05. 23. ~ 2014. 06. 30. 198

2015 2015. 01. 30. ~ 2015. 03. 02. 209
2014년 2015년

• 연도별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현황

산

학

연

기타

140
22

54

50

14

191

22

73

6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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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국가 지원금은 총 8,764억 원에 달한다. 이 사업

들은 성공적으로 사업수행을 완료하였거나 사업 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해양과학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해운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38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

사업’이 1,118억 원의 국비와 190억 원의 민간자본의 

투자를 받은 것까지 총 6건의 대형 R&D 사업이 예비 

타당성 심의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특히 2009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았

던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 사업’의 경우 962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아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이로써 파고 

5m 이상의 악천후에서도 관측위치를 유지하고 탐사가 

가능하며, 중간 보급 없이 60일 정도를 탐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대양연구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6년부터는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2014. 

11)한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 

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본 사업이 2020년까지 성공

적으로 마무리 되면 모든 대형선박은 e-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체계 개편을 통한 사업운영 효율화

 KIMST는 연구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년 주기로 사업체계를 검토

하고 보완함으로써 세부 기술별로 체계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화 과제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사업 및  

과제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다. 

우선, 2008년에는 과제중심의 예산편성에 따른 

해양 R&D의 자율적 운영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지식 

맵을 활용한 기술분류 중심의 사업체계로 개편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되었던 2009년에

는 해양 분야 유사목적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기존의 

22개 사업에서 9개 사업으로 사업 수를 대폭 조정했다. 

이로써 다분야 소액의 세부사업으로 되던 R&D 사업 

체계가 단위사업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해양수산  R&D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국토해양부 통합 3년차  

되던 해인 2011년에도 한차례 더 대규모의 사업체계  

개편이 있었다. 건설교통 부문에 11개 사업과 해양 부문 

의 13개 사업을 합쳐 총 24개 사업을 19개 사업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처럼 해양수산 R&D 사업체계는 국가 및 부처의 

R&D 정책방향, 해양수산 분야의 환경변화, 사업의 예산 

규모 등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지난 10년간을 돌아보면,  

2006년 당시 기술군 중심으로 세분화된 19개 사업체계

에서 시작하여 예산이 4배 이상 성장함에 따라 2015년  

기준 20개 사업으로 개편되었다. 

사업체계 개편은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뿐

만 아니라 신규 사업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체계 개편을 통해 사업과제들을 묶어서 하나의 새

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사업(2009)’은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 노하우를 발휘하여 사업 영역을 성공적으로  

확대한 사례이다. 해양에너지 개발과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해마다 관련 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 

하고 있지만 실상 해양에너지 분야의 체계적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KIMST는  

관련 산업 및 연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KIMST의 업무 영역은 더욱 확장되었다. 

사업체계의 개편은 KIMST가 R&D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일환이다. 기존

의 나열식 R&D 사업관리의 유지로는 KIMST의 존재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각성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금껏 추진해온 KIMST 사업체계의 혁신적인 개편은 

보다 선진화된 R&D 관리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더불어, 전문적인 R&D 관리 및 국가 R&D 사업의 목

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이런 부단한 노력을 통해 향후에는  

신사업 발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체계 개편으로 

까지 나아갈 계획이다.        

연도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해수부)
국고 지방비 민자

결과

B/C AHP

2007 해운물류 체계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 사업 2008-2017(10년) 383 383 - - 1.55 0.791 

2009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사업 (이사부) 2010-2013(4년) 962 962 - - 0.95 0.614

2010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사업 2011-2018(7년) 0.781 0.573

2012 미래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 2013-2018(6년) 850 513 179.7 157.3 0.829 0.690

2012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 2013-2020(8년) 5,788 5,788 - - 0.96 0.676

2014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사업 2016-2020(5년) 1,308 1,118 - 190 1.03 0.728

•예비타당성 심의 통과 해양 R&D사업 현황 

2006-2007년 2008-2009년 2010-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해양광물자원 해양광물자원탐사 및 이용
해양에너지 및 

자원이용

미래해양자원 이용 미래해양자원 이용 미래해양자원 이용 미래해양자원
해양심층수다목적 이용 해양수자원 이용

해양에너지 실용화 해양에너지 실용화 해양청정에너지 해양청정에너지 해양청정에너지 해양청정에너지

마린바이오 21 해양생명공학 해양생명공학 해양생명공학

해양수산생명공학 해양수산생명공학

해양수산생명공학해조류 바이오매스 

통합 활용 기반

해조류 바이오매스 

통합 활용 기반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

황해환경종합조사
해양환경 보전

해양환경 해양환경 해양수산환경
해양수산환경 해양수산환경

새만금해역해양환경영향조사

해양생태계내분비계

장애물질 연구
해양환경 복원

해양CO2저감 및 처리 기후변화 대응

해양폐기물수거처리 실용화 해양환경 개선 해양CCS 해양CCS

해양환경안전 해양안전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
국가위성성항법시스템 구축

해상교통 기반시설
첨단항로표지

- -
대형해양과학

조사선 건조

대형해양과학

조사선 건조

대형해양과학

조사선 건조

대형해양과학

조사선 건조

대형해양과학

조사선 건조

종합해양과학조사선건조 종합해양과학조사선 건조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 구축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 구축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 구축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 구축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 구축해양공간자원 및 장비 개발 해양장비

극지해양조사연구
극지연구 인프라 구축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해양과학조사 남극제2기지건설사업 남극제2기지건설사업 남극제2기지건설사업 -

해양관측 및 조사
해양관측 인프라 구축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

차세대해양관측위성개발 차세대 해양관측위성개발 차세대 해양관측위성개발 차세대 해양관측위성개발

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연구
해양 R&D역량강화

해양과학국제연구 해양과학국제연구 해양과학국제연구

연구기획평가 연구기획 평가 해양연구기획 해양수산연구기획 해양수산연구기획 해양수산연구기획

-
미래해양기술 개발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 미래해양산업기술 미래해양산업기술 미래해양산업기술 미래해양산업기술
해양중소벤처기술 지원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지역R&D 역량강화 지역R&D역량강화 해양기술지역특성화 해양기술지역특성화 해양기술지역특성화 해양기술지역특성화

수산실용화 수산실용화 수산실용화 수산실용화

수산연구센터지원 수산연구센터지원
수산실용화

수산실용화 수산실용화

- - 수산물유통가공

Golden Seed 프로젝트 Golden Seed 프로젝트 Golden Seed 프로젝트

첨단항만건설 첨단항만건설 첨단항만건설
첨단항만물류 첨단항만물류 첨단항만물류 첨단항만물류

- 물류시스템 개선 첨단물류

• 사업체계 변천 현황

SUCCESS   주요 업무 성과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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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가치를 키우는
보이지 않는 손
공명정대함으로 전문성을 움켜쥐다

사업관리 선진화를 위한 고집,  

국제표준으로 규격화하기까지

 KIMST는 지난 10여년간 해양수산 R&D 사업의 

전 주기적 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2006년 개원과 동시에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혁신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연구관리시스템의  

선진화와 과학화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

하였다. 2008년에는 국가R&D사업의 선정·평가·

관리의 체계를 개선하여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성과의 달성도 평가를 강화해  

나갔다. 또한 R&D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정·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대형 R&D 사업의  

경우 경제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경제성 

평가를 확대 실시했으며 연구재단과 협력하여 과학기술  

전문가 12,500명의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  

2009년부터는 평가위원 참여자의 평가이력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선정· 

평가·관리 체계를 일부 보완해 나갔다. 또한 전문위원 

들의 전문 분야를 연구기획, 환경기술, 산업기술,  

자원개발기술, 수산기술 등 5개 기술분야에서 13개  

기술군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전문위원 제도를 정비했다.  

이는 2010년 해양 R&D 사업체계 개편을 앞두고 시행

한 제도정비였다. 

2010년부터는 연구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 

함으로써 연구관리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시켜  

나갔다. 특히 신규과제를 평가할 때는 특허정보원,  

기술보증기금 등 외부기관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

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확보했다. 전문위원의 전문 

분야도 확대하고 사업별로 전담 전문위원을 배치하여 

연구관리의 전문성을 고도화시겼다. 또한 위탁정산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었다.    

평가를 매뉴얼화 하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여러 가지 변수를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성과를 내지 못하는 연구도 중간평가 시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부실한 과제가 성과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 

방식이 시급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에는  

정밀평가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했다. 60점이 넘더라도 

75점 미만의 과제인 경우에는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평가하여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개사업 42개  

과제를 대상으로 정밀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문제가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제중단(3건), 조기종료 

(1건)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8건에 대해서는 통합 또는 연구내용을 조정했다. 

반면, 경쟁력과 건전성을 평가받은 사업과제들에 대해

서는 집중적인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연구가 원활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갔다. 연구자

들의 과제수행에 필요한 컨설팅을 사전 조사함으로써 

컨설팅형 진도관리,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진도관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온정주의적 평가를 타파

하고 성과중심의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우수과제도 증가 

했다. 90점 이상 되는 우수과제의 수가 2010년에는  

2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11건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2012년에는 전문가 풀(Pool)을 재정비함으로써 

평가위원의 질적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기존의 전

문가 풀을 대상으로 ‘전문가 풀 구축 및 운영 개선’ 연구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총 2,829명으로 정예화된 전문가 

풀로 재정비한 것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R&D 평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2012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성과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양호’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2014년부터는 평가관리 체계를 더욱 표준화시키고 

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우선, 관리의 표준화를 도입해 제안 

요구서(RFP) 도출부터 진도관리, 최종평가 등 연구개발 

사업 관리 프로세스를 국제 표준으로 규격화시켰다.  

이를 위해 사업관리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

한 결과 ‘연구개발사업 관리 서비스 부문 ISO 9001’을  

획득(2014.12)했다. 기존의 전문가 풀을 재정비하여 

전문가 풀을 6000명으로 확대하고 평가위원 자동추출

을 위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한 정보화 시스템을 고도화시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했다. 해양수산 R&D 관련 각종  

정보 종합 시스템을 구축해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2013년부터 2년 연속 

NTIS 데이터 품질평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2015년 들어서는 R&D 평가관리를 더욱 고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현장점검을 통해 

성과지향형 R&D 평가관리를 강화했다. 해양수산 생명 

공학기술개발사업 등 35개 과제를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10개 과제에 대해 성과지표를 개선할 수  

있었다. 2015년 R&D 관리의 가장 큰 성과는 고객  

중심의 R&D 평가관리 체계를 선진화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신속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함

으로써 평가 통보부터 연구비 지급까지 전 주기가 통상 

84일에서 76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

에서 간담회 개최를 통해 연구자 및 관리 실무자를 대

상으로 연구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또한 

NTIS와의 정보연계 수준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2015

년 상반기 NTIS데이터 품질평가에서 만점을 획득함으

로써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KIMST는 해양수산 R&D 과제를 수행할 기관과 연구자를 선정하고 

진행과정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과제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전자정산 시스템의 구현 등을 통해 연구개발비 집행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왔다. 이제는 선정·관리·평가 업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술이 상용화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해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미래 발전에 기여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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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이슈토론회’ 개최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미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경험자들의 

의견도 들어봄으로써 판단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연구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 시스템 강화

 KIMST가 지향하는 사업관리는 연구자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사업관리이자, 효율성을 강화한 사업 

관리이다. 이를 위해 도입한 것이 품질경영시스템이다.  

즉, 해양수산 R&D 사업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연구개발과제 제안

요구서(RFP) 도출부터 진도 관리, 최종 평가에 이르는 

사업관리 업무의 모든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국제표준  

기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대외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업무를 표준화시킴으로써 연구비 지원 일정을 

지속적으로 앞당겨 연구자들의 만족도를 상당히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그 결과, KIMST는 2014년 12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관리 부문에서 ISO 9001품질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증을  

계기로 사업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대외적 

으로도 인정받은 것이다.  

ISO 9001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품질경영 

시스템에 관해 제정한 국제표준규격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체계가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지속적 

으로 유지·관리 및 개선되고 있음을 인증해 주는 국제

인증제도로서 공신력이 높다. 

또한 KIMST는 해양수산 R&D 전반에 관해 부처와  

전문기관, 연구자 간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간담회를 통해 산·학·연 별 R&D수행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공개토의를 거쳐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연구수행 주체인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춰 소통하는 해양수산 R&D 연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담회는 해양수산 R&D 전반에 대하여 부처,  

전문기관, 연구자간 소통의 장이 되었으며 연구자 친화

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성과지향적인 평가체계를 강

화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매개체 역할을 했

다.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이처럼 KIMST는 사업관리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해 

왔다. 특히 평가관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지금도 추진되고 있다. 향후에는 ‘수요자 

(연구자) 중심’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큰 숙제이다. 

이를 위해 사업별 맞춤형 설명회, 사업공고 표준양식 및 

설명서 제공, 평가위원 메타평가, 추적평가 개선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연구자 중심의 R&D 과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R&D 과제 성공 여부는 해당 사업을 가장 잘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제대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좌우

된다. KIMST에서는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평가위원회 운영매뉴얼을 제작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해양수산 R&D 관리 및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평가단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전문평가단 제도는 해양수산 R&D의 전주

기적 관리와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공모를 통해 9개 기술 분야, 각 분야별로 10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를 총 104명을 선정해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9개 기술 분야는  

△자원 △환경 △생명공학 △수산기술 △관측·예보  

△해양공학·항만물류 △해양안전 △해양연구인프라 

△융복합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평가단은 전문

성과 폭넓은 평가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술 분야 관련 

R&D과제 선정평가에서부터 중간, 최종, 추적평가까지  

전주기적 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해양수산 R&D를 

통한 신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술정책  

및 기술기획 자문,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해양수산  

R&D 생태계의 발전과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2016년부터는 평가의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방식을 자동 추출 시스템으로 바꾸 

었다. 자동 추출 시스템이 갖는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문평가단 내에서 2인 내외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함께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는 KIMST 임직원들 각자의 

노력도 한몫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슈토론회이다. 

KIMST에서는 2014년부터 매달 1회씩 이슈토론회를 

개최하여 직원들간의 의견과 전문성을 공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

에서의 업무는 규정의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혼자 판단하기 힘들다. 이처럼 업무상의  

어려움이나 궁금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이 동료들

연도 주요 사업관리 프로세스 개선  내역 연도 주요 사업관리 프로세스 개선  내역

2006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혁신방안 수립

2013

이의신청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재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문위원제도 개선방안 수립

2007 평가위원회 운영매뉴얼 제작

2008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단위 성과지표 설정

2010 해양 R&D 관리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2011

해양수산R&D 기술분야별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해양 R&D과제 중간 및 최종평가서 서식 개선

해양 R&D 연구과제 평가 실효성 확보 세부실행계획 수립

2014
해양수산R&D 중간평가 효율화방안 수립

사업관리분야 품질경영시스템 시행_ISO9001인증

2012
해양 R&D 관리평가시스템 개선계획 수립

연구관리 매뉴얼 제작
2015

연구수행실태점검 매뉴얼 제작

진도관리 매뉴얼 제작

• 연도별 사업관리 프로세스 개선  내역(2006~2015 기준)

연도 간담회 내용 개최 장소 참석 인원

2014. 10. 2014년도 해양수산R&D 연구자 간담회 여수 엑스포해양공원 170여 명

2015. 07. 2015년도 해양수산R&D 영남권 연구고객 간담회 부산 BEXCO 제1전시장  80여 명

2015. 08. 2015년도 해양수산R&D 찾아가는 연구고객 간담회 서울 코엑스  86명

  2015. 11. 2015년 해양수산R&D 연구자 간담회 대전 호텔인터시티  186명

• 연구자 소통을 위한 간담회 개최 내역(2014~20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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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간담회의 경우,  

기획의 간소화 및 예산확보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  

향후에는 예산을 배정받은 상태에서 기획연구 및 본 

과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해양수산 R&D사업체계  

개편’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기회연구의 성격과 규모

를 감안하여 예산 및 연구기간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규정, 절차, 제출서류의 간소화가 이루어 

졌으며,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여 전문평가단의 전문성

을 강화하고 중간 평가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해마다 신규지원 대상과제 연구기관의 연구 

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R&D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설명회에 앞서 실시한  

해양수산 R&D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인 해양수산 R&D 정책 중점  

추진방향, 주요사업별 신규과제 추정일정 및 주요 

내용, 그리고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함으

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목적에 적합한 연구수행 등 전주기적인 R&D 사업(협약 

⇨ 관리 ⇨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자정산 시스템 개편 등 관리 서비스를 

다각화해 연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8월에는 현장 컨설팅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1 대 1 상담 서비스인  

‘지해인(知海人)’ 서비스를 실시해 연구자들의 고충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R&D사업 추적평가를 통해  

성과 활용의 극대화 도모

 KIMST는 연구과제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도  

해당 과제가 후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측면에서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추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성과를 발굴하고 연구성과를  

제대로 활용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07년 48개 종료과제를, 2008년에는 38개 종료 

과제에 대해 연구성과 활용평가를 실시해 종료과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이 지속되면서  

2011년에는 종료과제 48개에 대한 추적평가를 수행한 

결과 ‘매우 우수’ 과제 3개, ‘우수’ 과제 5개를 선정했다.  

나노기술 융합 해양선박 및 구조물용 고기능성 도료 

개발, CLP기술을 이용한 양식새우의 감염성 질병

Multiplex 진단법 개발 및 제품화, 워크플로우 엔진  

기반의 PLUS 개발 사업 등이 ‘매우 우수’ 과제로 선정 

되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매우 우수’ 과제는 3년간 2점, 우수과제는 

3년간 1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이처럼 KIMST는 종료과제의 연구성과와 그 활용

실태에 대한 DB화 및 추적평가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 활용을 극대화하고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도모하고 있다.  

연구비 정산,  

전자시스템 구축으로 더 투명하게 

 KIMST는 연구비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미 2006년 5월부터 연구비 

카드제를 실시하여 연구비관리 전산화를 시작했으며  

2008년부터는 연구비를 전문회계법인의 1차 검토를  

거치는 위탁정산을 실시함으로써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2011년에는 사업관리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평가단 및 심의회를 운영하여 63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집행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이중 22%에 해당하는  

14건을 적발하여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연구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더욱 강

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는 ‘실시간 연구비 종합관리  

시스템(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이하 RCMS)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연구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네트워크 속도를 개선하는 고객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편하면서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었다. 2013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정산을 일부 도입

하여 연구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다. 정산의 부담이 줄어 

들면서 연구자들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전자정산 시스템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2014년 한해 동안 정산업무 프로세스 개선(4월), 전자

정산 시스템 구축(8월), 정산면제제도 도입(12월) 등의 

작업을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함으로써 연구비 정산 절차가 더욱 간소화 

되었다. 2016년 3월 320명의 연구관리 담당자가  

함께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정산 관련한 이의신청과 부당 집행액 감소를  

위한 연구자와 연구비 간담회 및 현장실태 점검을 확

대 추진해 나갔다. 연구비 정산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자 스스로 

부당집행 내역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난 10년간 연구비 집행과정

에서 불명예스러운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연구자나 연구 

기관이 있더라도 KIMST의 실수나 부정 때문에 재평가

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이는 규정과 매뉴얼을  

철저하게 지키며 공명정대한 품질경영을 고집해온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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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성과확산으로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동력이 되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에  

21개 과제 선정

 KIMST는 연구자들이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우수 기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에 총 21개 과제가 선정되어 연구개발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우수성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표창 또는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함으로

써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우수기술 포상제도

해양수산과학기술대상

 KIMST는 2015년부터 해양수산과학기술대상을 

신설했다.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 발전 등에 기여한  

산·학·연 종사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신설한  

상이다. 즉,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실용화  

촉진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 및 관련  

연구기관들을 선정하여 이를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해양수산과학기술대상  

제정으로 해양수산 분야 연구자들의 자부심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해양수산과학기술인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연구와 산업화 성과를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바다의  

날 등 다른 계기를 빌려 부분적으로 시상이 이루어져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부족한 측면

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2015년부터 해양수산과학기술 

대상을 제정하고 매년 공정한 심사를 거쳐 해양수산 분

야 연구개발에 탁월한 성과를 올린 연구자들에게 정례

적으로 시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5년 해양수산과학 

기술대상 대상은 서진바이오텍의 김학주 연구자가  

차지했다. 해양수산생물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성 소재 

개발 등을 통해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회사에 원료  

KIMST 성과의 핵심은 곧, 연구자들의 기술 연구를 성공시키고 우수한 기술이 상용화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창업 연결시스템 구축을 국가 연구개발시스템 혁신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수산 R&D 발전전략’을 통해 

산업화 지원과 성과활용 촉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KIMST는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창조경제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 R&D 성과 확산을 위한 산업화 촉진에 집중하고 있다. 

우수한 해양수산 연구개발 성과물이 기업에 이전되고 제품화·사업화로 이어져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KIMST의 해양수산 R&D 과제들이 

우수성과로 선정되고 있으며, 기술이전으로 산업화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선정 내역(2007~2015)

선정 성과명 연구자 소속

2007 해양 극한미생물에서 얻은 유전자 증폭용 DNA 중합효소 개발 이정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08

홍합유래 스마트 생체접착소재 실용화 기술개발 차형준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흑진주 생산기술 개발 박흥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양방향 수중통신 단말기 개발 임용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침몰선박 잔존유 회수시스템 개발 최혁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09

고온성 해양미생물유래 DNA 수식효소 개발 권석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차 자동화게이트 시스템 기술개발 김명호 (주)지팬스

해수(海水)로부터 리튬 추출기술 개발 정강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0

해저를 정밀 탐사하는 자율 무인잠수정 개발 이판묵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세계최초 정지궤도 해양탑재체 개발 윤형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식의약 소재물질 개발 김세권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해양 초고온 고세균이용 바이오수소 생산 강성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분자기계인 론 단백질 작동 기작 규명 차선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쇄빙연구선 아라온 건조 남상헌 극지연구소

2012
홍합접착단백질 기반 고강도 다기능성 복합나노섬유 개발 차형준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동해 시계열 관측 및 생태환경진단 김경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멸종위기 해수관상생물의 양식기술개발 정민민 국립수산과학원

대규모 CO2 지중저장소 국내최초 확인 허철 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해상감시 레이더를 이용한 다중 선박 위치 탐지 및 실시간 추적기술 이병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5
실시간해양예측시스템(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기술이전 박광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초고온 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개발 강성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대상 신설>

우수기술
KIM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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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칭을 성공하는 등 사업화 실적이 우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상은 학술연구와 산업진흥 등 두 분야로 나누어 

포상되며 시상은 짝수 해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해양

수산과학기술대전과 연계하고 있고, 기술대전이 없는  

해에는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수여하고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대상 제정은 그동안 묵묵히 연구와  

산업화에 매진해온 해양수산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에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로 꼽히고 있다. 

기술이 실제 사업 아이템으로 변신하기까지

1. 맞춤형 기술상담회

 KIMST는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맞춤형 기술상담회’를 적극 확대 추진하고 이전에 필요

한 행정적 후속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기술 수요

자의 시각에 부합하는 기술이전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14년 6월부터 기술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맞춤형 기술상담회’를 통해 기술 개발자와 수요자를  

연결하고, 활발한 상호 정보 공유와 함께 기술이전  

방향 및 범위, 추진체계 등의 논의를 적극 지원해왔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는 ‘맞춤형 기술 

상담회’를 통해 ‘수중 기초사석고르기 장비 운영 관련  

기술’을 기술이전하는 등 해양수산 R&D 개발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확대 성과를 거두고 있다. 

KIMST의 R&D 사업 지원을 받아 개발한 ‘수중 기초 

사석고르기 장비 운영 및 수중환경 분석 기법’은 수중  

건설작업용 원격조종 무인 로봇에 관한 기계·로봇 

공학·환경·IT 기술이 집약된 대표적인 융·복합 기술이

다. 전체 기술을 구성하는 요소 기술들이 복잡하고 각

각의 요소기술 개발기관과 소유기관이 분산돼 있어 수

요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기술이다. 

2.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설명회 및 기술금융

 KIMST는 적극적인 사업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산 연관분야 벤처 등록기업과 특허 등록

자 등에게 저리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 수산기

술의 사업화 및 수산업의 고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KIMST는 2015년부터 해양수산  

연관 우수기술에 대해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

는데 최대 5억 원까지 3%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는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력 부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벤처기업과 특허 등록자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

여 우수 수산기술을 사업화하고 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산 연관분야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정부융자 

사업에 대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2015년에는 2개 기업이  

‘우수기술 확인서’를 획득하여 지원을 받았다. 사업화  

자금은 수산 연관 분야 연구개발 결과물을 시제품 

으로 생산하거나, 연구·시험 등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영세한 수산 연관 분야 중소기업  

등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2016년에는 대도시 

대신, 수산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 R&D 기술사업화 지원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5년에는  

‘해양수산 R&D 연구성과의 신뢰성 검증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신뢰성 확보를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의 기반을 강화하고, 해양수산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신뢰성 검증 관련 컨설팅 및 시장창출  

지원 프로그램 수요를 발굴할 수 있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융복합 제품시장 검증 지원 사업’을 추진

하기 시작했는데 신규과제 5개를 선정하여 총 2년 이내 

연간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기술, 기술실시계약 총 210건 체결

 이러한 노력 속에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관연구기관과 기술 수요자인 기업간에 기술을 

이전하는 ‘기술실시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6건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총 210건의 기술 

이전이 체결되었다. 

국민과 공감하며 함께 즐기는  

해양수산 R&D 

1.해양수산과학기술대전

 해양수산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은 우리 미래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줄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KIMST에서는 해양수산 분야의 R&D 우수성과를  

전시하고 홍보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격년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대전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해양수산

부가 재출범한 이후 해양 분야와 수산 분야를 통합하여  

신기술과 연구개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선보이는  

첫 행사였다. 첫 행사에서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발전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와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건립  

유공자(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에 대한 표창 전수

식도 함께 있었다. 

2.기술사업화 페스티벌

 또한 해양수산과학기술대전의 부대행사로서 ‘기술

사업화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해양수산 R&D 기술이전 

대상 특허상품을 전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

고 있다. 우수한 해양수산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해보고,  

이것이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을 통해 

기업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술들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기술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2014년의 ‘해양수산 기술 

사업화 Festival’에는 우수특허가 총 228건이 출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상이전과 소액양도가 가능한 

특허들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기업들의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페스티벌 기간 중 연구자와 기술수요자 

매칭의 성과도 있었다.  ‘DNA 중합효소 및 활성개선제’  

기술이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페스티벌에서  

전시된 해당 기술에 대해 ㈜셀세이프에서 직접 관심을 

나타내었는데 KIMST가 1년간 연구자와 기술수요자의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체결건수(건) 6 4 1 7 7 29 63 32 26 35 210 

• 기술실시계약 건 수

‘08

1

‘13

32

‘15

35

‘14

26

‘11

29

‘12

63

‘09

7

‘10

7

‘07

4

‘06

6

210건

<기술실시계약>

5억 융자지원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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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매칭을 지원했다. 

이전된 기술은 미량의 DNA를 대량으로 증폭시키는

데 필수적인 효소(DNA 중합효소)와 이 효소를 증폭시킬 

때의 반응속도를 높여주는 효소첨가제(활성개선제)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해양수산부와 KIMST가 지원한 

해양생명공학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개발된 

원천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전받은 ㈜셀세이프(대표이사  

한재진)에서는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질병의 빠른 진단

을 위한 키트 개발에 적용했다. 

2015년에 개최된 행사에서도 무상기술나눔 102건 

을 포함해 새로운 특허기술 약 500여 건이 소개 

되었으며 관련 기업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항만 

수중공사용 무인다목적 기계화 시공장비 조종대, 소형  

레저선박 조종시뮬레이터(Boat Master), 심해저 파일

럿 집광로봇 미내로, 다단시스템 관상어 및 수조 등 사업

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제품들이 많은 기업들의 눈길을 

잡아끌었다.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은 R&D의 성과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익창출 가능성의 청사진을 제시하

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무엇보다 해양수산 분야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산·학·연·관이 모여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향후에는 해양수산  

분야 R&D성과의 사업화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속지원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행사들은 해양수산 분야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해당 분야 과학기술개발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국민적 공감을 얻는 자리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창조 

경제의 중추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 R&D 우수성과의  

대국민 홍보 및 성과확산의 장이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해양산업의 진흥과  

해양 R&D 발전의 선순환 연결고리

1. 해양수산 비즈니스 포럼과 해양수산 산업진흥 포럼

 KIMST는 매년 해양 기업인과 정책전문가, 연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해양산업의 육성과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해양산업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

하고 있다. 해양산업 비즈니스 포럼은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고 급변하는  

해양환경 정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공동협

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행사이다. 우리나라 해양산업을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항만 수중공사용 무인다목적 

기계화 시공장비 조종대

소형레저선박 

조종시뮬레이터

심해저 파일럿 

집광로봇 미내로

다단시스템 

관상어 및 수조

이끌어 나가는 해양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해양산업계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비즈니스 포럼을 확대 개편해 학·

연·관을 한자리에 유도하기 위해 ‘2016 해양수산 산업 

진흥 포럼’으로 이름을 바꾸어 개최하고 있다. 해양수산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시점에서 앞으로는  

산업과 과학기술을 융합한 종합 포럼행사를 추진하여 

과학기술과 산업이 함께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할 것이다.

2.해양전문가 리더십 아카데미

 KIMST는 2010년부터 해양산업을 선도할 전문가

를 육성하기 위해 ‘해양전문가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

하고 있다. 해양 관련 대내외 정책 동향 및 시사점, 해양 

과학기술의 로드맵 및 향후 발전방향, 해양산업의 성공

적인 해외진출 등의 내용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국의 현직 CEO 및 관련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5년까지 200명이 본 아카데미

를 거쳐갔다. 이를 통해 해양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나라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보급 및 실용화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연도 행사명 주요 내용

2009 제1회 해양산업 비즈니스 포럼 -

2010 제2회 해양산업 비즈니스 포럼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한국해양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2011 제3회 해양산업 비즈니스 포럼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국 해양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2012 제4회 해양산업 비즈니스 포럼 FTA체결 확산이 한국 해양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2013 제5회 해양산업 비즈니스 포럼 해양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산·학·연·관의 역할

2014 제6회 해양산업 비즈니스 포럼 기술사업화 활성화와 해양수산산업의 육성방안

2016 2016 해양수산 산업진흥 포럼 해양수산 산업정책과 기업의 자금조달 방안

• 비즈니스 포럼 개최 현황

<해양전문가 리더십 아카데미>

200명  

해양산업 전문가 육성

SUCCESS   주요 업무 성과KIMST The 10th Anniversary 079078



SUCCESS   우수 R&D 성과

KIMST 10년을 빛낸 
우수 R&D 과제

KIMST는 개원 이래 수많은 연구과제에 대해 선정·평가·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수산 과학기술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연구과제들을 수없이 배출했다. 이중에는 기술특허,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거두거나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다. 연구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이룬 성과들이다. 

KIMST 10년의 노력을 더욱 빛나게 해준 연구과제 성과 10가지를 소개한다. 

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과제명 다관절 파공봉쇄장치 개발
과제개요 

충돌, 좌초 등으로 인해 파공, 균열이 발생해 선체가 파손되었을 때  안전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파공을 봉쇄하여 기름 유출 등을 최소화 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기술과  

장비를 개발했다. 

선체 파공 시 선외에서는 저압 파공봉쇄장비를, 선내에서는 고압 파공봉쇄장치를 사용

하여 응급조치 후, 2차적인 조치로 구멍을 용접하여 반영구적으로 봉쇄하는 기술이다.

주요성과

①  연구 결과는 한국선급에 적합증서로 성능인증을 받았고, 본 기술은 협력사인 도도 

산업과 매그스위치 코리아에 기술이전하는 데 성공했다. 

②  연구 원리를 응용하여 침몰 선박의 유실물 방지망을 개발하였으며, 해군 함정의 선체 

파공을 봉쇄ㆍ방수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기관 한국해양연구원

과제명
수중 광역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개발

기획 연구 보고서

과제개요 

수중 환경에서 해양개발 작업을 하려면 원격으로 명령을 전송하고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는 수중 무선통신 기술이 필요하다.

수중 무선통신 기술은 각종 수중항법 장치, 해저 지형 탐사를 위한 탐사장비 등에  

원천기술이 되므로 산업화 및 국가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해 국산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주요성과

①  물속에서 음파를 이용해 다자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수중무선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했다.  

②  수중에서 매우 느린 음파의 전달지연을 고려하여 시간지연에 강인한 고유 프로토콜을  

개발하였고, 실 해역 시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받았다.

③  수중 무선통신 네트워크 핵심기술은 LIG넥스원(주)에 기술이전(90억원)되었다.

연구기관 ㈜서진바이오텍

과제명
나노-효소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수산물의

한방소재화 및 실용화 기술개발

과제개요 

국내 연안에서 양식되고 있는 패류 및 기타수산동물의 전체생산량은 패류가 326,455톤,  

기타수산동물이 16,743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패류의 껍질은 폐기물로 방치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폐기물 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각종 패각류에 대한 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새로운 기능성 물질, 의약품, 응용제품 개발 

하는 데 성공했다.

주요성과

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6종류의 패각으로부터 항염증 활성이 우수한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 확인했다. 

②  굴 패각에서 추출한 항염증물질로부터 기능성 식품·화장품 소재개발에 성공해 이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공정시스템을 확립했다. 

③  폐기물이었던 굴 패각의 처리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회사에  

공급하는 등 바이오 산업 진흥에 기여했다.

연구기관 중앙대학교

과제명 전복장의 최적제조공정 및 유통전략 확립

과제개요 

전복류는 각종 생리활성 물질, 풍부한 비타민 및 무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크기에  

따른 가격 차이가 심하고 저장성이 짧아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가공기술 필요하다. 

저장 혹은 가공의 과정에서 전복장의 품질변화를 추적하여 보다 안전적이고 최적화된 

품질 유지 기술을 개발했다.

주요성과

①  과학적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전복장 가공기술을 적용하여 제조공정의 

최적화하였으며 수산물류 제품의 저장성을 향상시켰다.  

②  전복에 염장, 발효 및 숙성이라는 전통장류 가공방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고부가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어민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 

③  가공조건을 과학적으로 최적화시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품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한단계 더 발전시켜 한식 세계화에 기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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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강릉원주대학교

과제명
해조 정유의 수산가공품 고품질화 첨가제로서의

응용 및 기능성소재제품화

과제개요 

기존 해조 중의 기능성성분 추출법은 맹독성 유기용매를 써야하고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무공해, 고효율적인 생리활성물질 추출법을 개발이 필요

했다. 향균·항산화식품첨가제는 아직 사용에 제약이 있거나 사용시 제품에 잘 섞이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부작용이 거의 없는 항정신성약의 개발도 가능하여 국민건강에 크게  

이바지 가능하여 보건의료비 지출도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게 된다.

주요성과

①  해조 정유는 항고혈압성, 항혈전성, 항동맥경화증 능력 등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먹어서 피부를 좋게 하고 혈액을 좋게 하는 ‘먹는 화장품’의 key첨가소재로서  

활용할 수 있다.  

②  천연 식품 첨가제 소재로서 수산가공업체 기술력을 향상기키고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해조 정유의 향균·항산화능에 의해 유통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식품 

산업에 기여하고 있다.

연구기관 건국대학교 

과제명
패류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지질, 

Lyprinol 및 펩타이드의 산업화

과제개요 

패류에는 수산가공식품 중에서 단백질 및 지방과 같은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생물공학적 기법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식품소재로 개발이 가능하다. 

패류에는 펩타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펩타이드는 단백질에 비해 크기가 작아  

화학합성법으로 제조할 수 있고, 다양한 변형체를 쉽게 만들 수 있어 신기능성 물질  

창출에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진단시약, 항암제, 골다공증치료제, 향장원료, 기능성 식품,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가능하다.

주요성과

①  홍합, 바지락, 굴 유래 지질 추출물 중 3 패류 모두 메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뛰어난 

활성을 나타내었다. 항산화 소재를 분리·정제하여 소재개발을 완료했다..  

②  홍합, 바지락, 굴 유래 지질 추출물 중 3 패류 모두 헥산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항암  

억제 활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2종의 항암 소재를 분리·정제하여 소재 개발을  

완료했다.

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과제명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
과제개요 

연안재해, 유류오염, 해난사고, 해양오염 등 해양에서의 긴급한 국가적 현안문제  

해결하고, 해양관련 국가기관, 산업체, 일반 국민의 각종 해양활동에 필요한 해양  

현황과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하는 운용해양예보시스템(KOOS : Korea Opera-

tional Oceanographic System)개발·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성과

①  정밀격자 해양기상 정보생산, 해양 예보모델 자료입력 운영체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파랑, 조석, 조류, 등의 다양한 해양 현상에 대한 현재 상태정보와 예측정보를 

과학적 생산할 수 있다.    

②  해양에서의 재해·재난 및 유류오염, 해난사고 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연구기관 영남대학교

과제명
해면 및 극피동물로부터

만성질환 치료제 산업화 기술개발

과제개요 

해면과 극피동물에는 다양한 생리기능성 물질이 풍부하게 존재하여 기능성 식품소재 및 

의약용 소재로 이용이 가능하다. 

극피동물류 조직에서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Sialic acid-glycosaminoglycan 

함유 황산화 다당류 추출기술 개발로 암 전이억제, 혈관질환 예방의 치료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성과

①  아무르 불가사리 추출물에서 항염증, 항 알러지 활성, 동맥경화 억제 활성 및 비만

억제활성을 최초로 발견했다.   

② 아무르 불가사리 추출물에 최초로 새로운 saponin 화합물 3종을 발견했다.

③  아무르 불가사리는 국내 연안에 대량 서식하고 있으나 그 용도가 불분명해 폐자원 

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었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사업화로 연계하게 된다면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과제명
해양 초고온 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개발

과제개요 

심해열수구에서 분리된 ‘Thermococcus onnurineus NA1’은 80~100도의 고온

에서 자라는 초고온성 고세균으로서 현존하는 미생물 중 최다인 8개의 수소화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일산화탄소, 개미산, 다양한 유기물 등 재생자원을 이용해 수소생산이 

가능하다.

주요성과

①  심해열수구에서 유래한 초고온성 미생물의 바이오수소 생산 기작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②  NA1 미생물을 이용한 산업 부생가스를 원료물질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수소생산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수소 생산성을 파일럿  

플랜트에서 실증했다.

연구기관 삼인정보시스템(주)

과제명
해양구조물 3D Visual Inspection 
시스템 개발

과제개요 

현재 해양플랜트 건조는 단위블록을 제작한 후 이를 대형 크레인으로 탑재하여 플랜트 

전체를 완성하는 블록건조 공법을 이용하고 있다. 

블록 재료의 특성상 제조과정에서 용접변형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해 조선소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양구조물 Visual Inspection분야에 3차원 캐드기술과  

레이저측정기술을 도입하여 해양구조물 블록의 변형도를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주요성과

①  해양구조물 Visual Inspection 분야에 3차원 캐드기술과 레이저 측정기술을 도입

하여, 해양구조물 블록의 변형도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② 해양구조물 및 육상플랜트 건설 시 Visual Inspection 분야에 활용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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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네트워크

임직원들이 말하는 KIMST 미래 10년

KIMST의 성장과 발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내외 기관들과 견고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상호 협력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성과를 나누는 활동에도 게을리하지 않으며 

함께 해서 더 밝고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책임과 배려의 실천으로 
사랑받는 KIMST
바다愛 물들다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다 

 KIMST 사회공헌활동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매년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지역사회 밀착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0년부터는 매년 연말마다 전임직원이 참가해 차상위빈곤층 가구에  

연탄배달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매년 직원들이 참여하는  

직원바자회와 나눔장터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헌혈캠페인, 수해지역 복구 봉사활동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깨끗한 바다를 실현하다 

 KIMST는 바다 살리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2015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환경 보전 행사인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와 연계해 해양쓰레기를 

줍고, 쓰레기의 종류·무게·성상별 조사카드를 작성해 동아시아 바다공동체(Our 

Sea of East Asia Network, OSEAN)에 관련 자료를 보고했다. 이 자료는 국가 

해양쓰레기 관련 정책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KIMST는 향후에도 

기관의 특성을 살린 재능기부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어촌의 행복을 지키다

 KIMST는 2014년부터 경기도 화성의 고온리 어촌계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도시와  

어촌간의 유대강화 및 상생을 위해 매년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2014년에는 굴 채취 등 일손돕기 활동 외에도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바지락 생산량 감소 대처 방안, 국내외 양식장 관리기술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는 등 우리 원의 재능기부 활동도 병행했다. 2015년에는 화성 소재의 

우정초등학교 도서관에 해양수산 관련 도서를 기증함으로써 아이들이 책을 통해 해양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복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작은 나눔들이 

모여서 행복한 어촌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 . 12   봉사의 날  

(차상위 빈곤층 가구에 연탄배달)

2011 . 05   봉사의 날 (직원 바자회  및  뚝섬  

아름다운 나눔장터 개최)

2011 . 08  수해지역(포천시) 복구 봉사

2011 . 12   봉사의 날  

(차상위 빈곤층 가구에 연탄배달)

2012 . 04 식목일 나무심기

2012 . 09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방문

2012 . 12  연탄나르기 봉사

2013 . 06  직원 바자회 및 나눔장터 실시

2013 . 09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2014 . 01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2014 . 06  직원 바자회 및 뚝섬 나눔장터 실시

2014 . 09  추석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2014 . 11  1원1촌 자매결연 체결

2014. 12.   아름다운 가게 이사장상 수상

2014. 12.  지역사회 밀착봉사

2015. 02.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2015. 05. 1원1촌 어촌계 봉사활동

2015. 06.  KISTEP 공동 헌혈캠페인 참여

2015. 06. 직원 바자회 실시

2015. 08. 뚝섬 나눔장터 실시

2015. 09.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2015. 11. Cross 미팅 (본부별 사회공헌활동)

2015. 12. 한마음 봉사활동

2016. 02.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2016. 04.  1원 1촌 어촌계 봉사활동

주요 사회공헌 활동 내역

TOMORROW   사회공헌

KIMST는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해양과학기술을 추구한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기관에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개원 초기부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의 문화를 정착시켰으며

사회공헌헌장 선포식을 통해 책임과 배려를 실천하는 기관이 될 것을 

다짐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IMST 사회공헌헌장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공공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고 나눔의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진심을 담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민들과 소통하고 나눔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구현하여 사랑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와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이 꿈과 희망을 성취하도록 

적극 후원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해양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국가적 재난 발생시 긴급복구와 피해 이웃들을 위한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KIMST 사회공헌 비전 

해양수산기술나눔, 국민행복 실현

책임과 배려의 실천으로 사랑받는 공공기관 구현

 KIMST 목표 

‘우리바다 살리기’, ‘함께 더불어 살기’, ‘행복어촌 만들기’

 KIMST 3대 중점분야 

바다愛 물들다

 KIMST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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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산·학·연·관을 아우르는
촘촘한 네트워크

KIMST는 국내외 유관기관들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공동 연구를 발굴하고 매칭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대외협력기관들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정보 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갔다. 

이렇게 조성된 촘촘한 네트워크는 해양과학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해양 경제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 탄탄한 기반이 되었다. 

날짜 체결 기관 날짜 체결 기관

2006. 08. 03. KISTEP 2015. 09. 18. 국립수산과학원

2009. 02. 14. (사)한국해양학회

2015. 06. 06.~ 

2015. 06 . 15.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  

PICES: 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WESTPAC: Western Pacific

2009. 06. 11. (사)한국조류학회

2011. 04. 13. (사)한국해양기업협회

2014. 03. 13. 한국해양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5. 10. 08. (사)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2014. 12. 03.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5. 11. 25. 한국지식재산전략원

2014. 12. 29. 기술보증기금 2016. 02. 16. 한국발명진흥회

2015. 04. 24. 해양환경관리공단 2016. 03. 11.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015. 08. 25.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16. 03. 23. 수협은행

•국내외 업무협약 현황

2016년 들어서도 업무협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우선,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해양수산 R&D의 특허 기술거래를 통한 기술사업화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발명진흥회는 2015년부터 해양수산 분야 특허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 해양 

수산 중소기업 기술나눔’ 및 ‘수산 국유특허 기술나눔’을 공동 추진한 바 있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양수산 분야 R&D 관련 특허분석·동향조사, 해양 

수산 R&D 특허 기술거래 활성화, 해양수산 R&D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및 중소 

·중견기업 기술사업화 공동 지원,  인력 및 기술·산업정보 교류 등을 약속했다.

수협은행과도 해양수산 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해양수산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수협은행과의 업무협

약은 해양수산 분야 중소기업들이 적시에 금융지원을 받아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해외 기관들과의 MOU를 통해 해양과학 분야의 국제적 협력 기반을 구축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특히 2015년에는 4건의 해외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 

함으로써 국제 협력기반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우선,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UNESCO-IOC)와 MOU를 체결함 

으로써 해양학, 기후, 기상, 해양관측, 해양생태계, 해양관리, 인력양성 등의 연구

개발 분야에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국 최고의 해양연구기관인 플리머스 해양연구소(Plymouth Marine 

Laboratory·PML), 영국 국립해양학센터(National Oceanography Cen-

tr·NOC), 프랑스 한인 과학기술협회(ASCoF)와도 차례로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프랑스한인과학자협의회와의 MOU 체결  

이후 재 유럽한인과학자 대회에 참석하여 KIMST의 활동을 알릴 수 있었으며  

재 유럽한인과학자 전문가 풀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과 유럽, 그리고 국제연합이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위해  

손을 잡게 되었으며 해양 분야의 국제적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

가 마련된 것이다. 

KIMST는 향후에도 보다 다양한 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을 강화해 해양수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KIMST는 R&D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4년에는 한국해양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고 기술정보를 교류하

고 관련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기로 했으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도 업무 

협약을 맺고 농수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융복합사업을 발굴하고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보교류를 강화해 나갔다. 기술보증기금과도 해양수산 우수기술 기업을 육성하고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5년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함께 해양환경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

고 관련 교육 및 사업을 강화하는 데 긴밀한 협조를 약속하며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

갔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도 해양수산 산업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해양수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 및 신제품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해양수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유관 

사업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해양수산 정보 교환, 연구과제 공동 

발굴 및 개발 지원 등 협력 강화, 연구개발(R&D) 실용화 및 기술 사업화 등 산업 진흥  

협력, 해양수산 분야 현안문제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각 지역에 소재한 해양수산 중소기업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함께 발

굴하여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는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 중소기업 발굴 및 기업지원 공동 기획·추진, 역별 해양 

수산 산업 및 기업현황 조사·분석, 기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인력 및 기술·산업정보  

교류 등에 공동 협력의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 기반 해양수산 R&D와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데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TOMORROW   네트워크

•KIMST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해외 기관

▷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

▷  플리머스 해양연구소

▷  영국 국립해양학센터

▷  프랑스 한인 과학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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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이 말하는 
KIMST 미래 10년

R&D정책교류협력과 대외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

 KIMST는 국내 산·학·연·관 간 유기적 협력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해양과학기술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R&D정책교류협력 세미나, 혁신정책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해양연구 

기관장 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

국해양학회, 한국연안협회, 해양문화재단 등의 해양 관련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연구관리전문기관 혁신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연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이를 통해 산·학·연·관 간 협력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2013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KIMST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법정기관으로 전환하는 데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다.

이처럼 KIMST는 대외기관들과의 교류를 통해 해양 R&D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R&D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날짜 주요내용 비 고

2007 . 02 . 22 연구관리 혁신협의회 출범식 -

2007 . 06 . 22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제1회 공동세미나 개최 / 수요지향적R&D 관리 방향 등 외부 전문가 발표

기관별 우수 혁신 사례 발표 
공동세미나 (제1회)

2007 . 11 . 30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제1회 공동심포지엄 개최 

국가 R&D사업의 성과중심평가체계 정착 및 성과관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 
공동심포지엄 (제1회)

2008 . 10 . 28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 등 공동심포지엄 (제2회)

2009 . 11 . 26 국가연구개발사업(program) 성과평가 선진화 전략 공동심포지엄 (제3회)

2010 . 05 . 27 연구관리전문기관별 연구관리 전문역량 강화 방안 공동세미나 (제2회)

2010 . 12 . 0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프로그램디렉터(PD) 제도,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관리전문가(PM) 제도 운영현활 및 향후 발전방향 등  
공동세미나 (제3회)

2011 . 08 . 30 ~ 08 . 31
실시간 연구비 모니터링시스템 도입안내 / R&D 시스템 혁신에 따른 평가관리 제도개선 / 

국토해양 R&D 성과제고를 위한 「2011년 평가제도 개선」 연구관리혁신 협의회 발전방향 등
공동세미나 (제4회)

2012 . 08 . 31 ~ 09 . 01 효율적인 평가자 이력관리 및 평가환경의 개선 등 공동세미나 (제5회)

2013 . 07 . 04 ~ 07 . 05 문제과제 처리기준 공동세미나 (제6회)

2014 . 07 . 0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 R&D의 미래,

연구기획평가관리비 현실화방안, 정부 R&D 관리제도 개선 등
공동세미나

2015 . 07 . 02 4만불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 R&D 혁신방안 심층토론회 공동세미나

•연구관리혁신협의회 활동 내역(2007~2015 기준)

단체명 가입년도 기관 성격

연구관리혁신협의회 2007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고객지향 

연구관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 간 협력 추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2013 국내 해양산업의 화합과 동반발전을 위한 친선 증대

(사)대한민국해양연맹 2015 해양 발전을 위한 연구·홍보 등 사업추진 및 회원기관 간 협력·친선 증대

(사)바다녹화운동본부 2015 바다 녹화를 목적으로 바다녹화 사업추진 및 국민 대상 홍보추진

(사)한국연안협회 2016 국내 연안의 체계적 보존 및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연구수행 및 회원기관 간 정보교류

•KIMST의 대외협력기관

TOMORROW   임직원들이 말하는 KIMST 미래 10년

처음의 열정으로 같이하는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KIMST로 
만들어 갑시다.

경영기획실 _ 이경재

KIMST의 발전과 
KIMST인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
니다. 

경영기획실 _ 최일진

더욱 발전하는 KIMST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KIMST인도 
발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경영기획실 _ 안상호

해양수산 R&D의 동반자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빛날 KIMST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경영기획실 _ 김은송

지난 10년의 소중한 경험과 
추억이 미래 해양수산 R&D와 
진흥원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운영지원실 _ 정연욱

맞이한 열 돌의 의미를 새겨보고 
맞이할 스무 돌을 준비합시다.

경영전략본부 _ 이수원

개원 10주년 이제 우리는 
시작입니다. 미래의 10년 그리고 
100년을 위해 정진합시다.

경영기획실 _ 권오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는 KIMST와 KIMST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영기획실 _ 임현호

10년 후 최고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한국 해양수산 R&D의 
“고유명사”가 되는 자랑스런 
KIMST를 꿈꿔봅니다.

운영지원실 _ 배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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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T 파이팅~!

산업연구관리실 _ 이상호 

이제 다시 시작이다~ 
영원한 KIMST를 위하여

산업연구관리실 _ 음학진

해양수산 R&D기획, 관리, 
성과창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의 도약!

산업연구관리실 _ 이정욱

해양수산과학기술은 KIMST가 
함께 했기에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진실이 전 세계로 
알려지기를... 운영지원실 _ 김지영

늘 밝은 모습으로 함께하는 
KIMST! 화이팅!

정보화정산팀 _ 허균

해양수산 R&D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사업관리본부 _ 김학봉

해양수산의 미래 우리 KIMST에 
맡기고 걱정 붙들어 매시지 
말입니다.

기반연구관리실 _ 김정애

Korea의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에 IMpact를 미칠 수 있는
STudy 관리전문기관

기반연구관리실 _ 백미선

지나온 10년의 추억들만큼 앞으로의  
10년이 더 행복하기를~ 

정보화정산팀 _ 최재호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정보화정산팀 _ 이하늘

KIMST인이 해양수산 R&D와 
KIMST를 위한 하나된 마음으로 
협력하여 R&D 전문기관의 
표본이 되길. 기반연구관리실 _ 정성훈

직원 한명, 한명 소중하고 행복한 
KIMST가 되길 바랍니다.

기반연구관리실 _ 박승호

KIMST인이 가는 길에는 
항상 아름다운 꽃과 향기만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기반연구관리실 _ 최선미

과거의 10년을 기반으로 
미래의 10년을 준비합시다.

산업연구관리실 _ 김정희

긍정적이고, 건강한
조직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정보화정산팀 _ 김설아

KIMST Forever ♡ 화이팅!!

정보화정산팀 _ 김영지

알파고 등 어느 무엇에도 
밀리지 않도록 

기반연구관리실 _ 이대력

부끄럽지 않은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기반연구관리실 _ 이윤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그 어려운걸 자주해냅니다 
KIMST가!”

기반연구관리실 _ 이지현

향후 10년, 100년이 더욱 기대되는 
KIMST!

산업연구관리실 _ 김해현

세계 초일류 해양 융복합 연구 중심
기관으로 도약!

산업연구관리실 _ 박규희

해양수산강국 대한민국의 밑거름 
KIMST를 믿습니다.

수산연구관리센터 _ 한성원 

신뢰받는 해양수산 
R&D 전문기관 KIMST로.

수산연구관리센터 _ 정준형

경평에, 기관 10주년 행사에 
경영기획실 여러분 정말 장하지 
말입니다!

정책개발실 _ 박병직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온 지난 10년!
향후 우리원의 또 다른 10년이 
기대됩니다.

정책개발실 _ 안봉근

‘해양강국 KOREA’를 선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산업연구관리실 _ 박용현

해양수산 R&D는 우리의 운명이다.

수산연구관리센터 _ 최재욱

해양수산 R&D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

수산연구관리센터 _ 최애선

지난 10년간 우리원의 성장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매일 
매일 한걸음씩 발전해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본부 _ 서경석

다함께 행복한 KIMST를 
만듭시다.

정책개발실 _ 김희주 

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직장, 우수한 기관 KIMST를 
만들어 봅시다.

미래전략실 _ 최정민

10년의 준비, 100년의 도약으로!

산업연구관리실 _ 박세문

해양수산강국 코리아를 
KIMST가 이끌길.

수산연구관리센터 _ 안상중

해양수산 R&D의 혁신을 
선도하는 KIMST

수산연구관리센터 _ 전왕기

모두가 행복한 KIMST, 
모두가 행복해하는 KIMST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책개발실 _ 김요섭

지난 10년간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더 즐거운 
KIMST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래전략실 _ 강현우 

TOMORROW   임직원들이 말하는 KIMST 미래 10년

달려온 10년, 달려갈 100년···
힘겹고 즐거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발전만이 함께하길 
빌어봅니다. 운영지원실 _ 하금호

행복하고 즐거운 KIMST,
국민들과 해양수산인들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KIMST!

운영지원실 _ 이성미

우수한 R&D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발전하는 KIMST를 기대해봅니다.

운영지원실 _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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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마웠고,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미래전략실 _ 염동호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나은 10년, 100년을 향해 
파이팅!

산업화센터 _ 주원용 

KIMST 10주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KIMST를 
기대합니다!

산업화센터 _ 김지현 

올바른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미래전략실 _ 박명준

KIMST의 10년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합니다!

산업화센터 _ 안민호

화려하진 않아도 필요한 일, 
당연한 일을 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업화센터 _ 박선영

KIMST개원과 함께 한 10년,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하는 
KIMST를 기대합니다!

창조연구팀 _ 홍성조

우리 기관, 우리 직원 모두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산업화센터 _ 박진완

지난 10년과 함께 
앞으로의 10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산업화센터 _ 이길용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축하해요 10주년!!!

산업화센터 _ 박윤이

보다 더 세련된 모습의 
KIMST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연구팀 _ 손진

부록

연도별 조직도 변천

역대 임원진

역대 KIMST 사람들

직원 외부 포상 현황

KIMST여..
영원하라.

미래전략실 _ 김태희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100년 이상가는 KIMST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래전략실 _ 심윤호

잘해보자! KIMST.

미래전략실 _ 나미애

KIMST The 10th Anniversary094



부록 연도별 조직도 변천, 역대 임원진, 

역대 KIMST 사람들 명단, 직원 외부 포상 현황

1. 연도별 조직도 변천

기획조정본부

기획조정실

미래전략실

사업관리본부

사업 1실

사업 2실

사업 3실

산업진흥본부

산업육성실

경영정보실

해양바이오

정책지원센터

감사(비상근)

검사역실

 2011 이사회

원장

연구관리부

환경기술팀

산업기술팀

자원개발기술팀

성과관리부

성과평가팀

성과확산팀

감사(비상근)

검사역실

 2006 이사회

원장

해양바이오

정책지원센터

기획조정본부

기획조정실

미래전략실

사업관리본부

사업 1실

사업 2실

사업 3실

산업진흥본부

산업육성실

경영정보실

감사(비상근)

검사역실

 2012 이사회

원장

정책기획본부

정책개발실

미래전략실

산업화센터

감사(비상근)

검사역실

 2014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실

운영지원실

정보화TFT

사업관리본부

기반연구관리실

산업연구관리실

수산연구관리센터

이사회

원장

 2008

정책기획본부

정책개발실

미래전략실

감사(비상근)

검사역실

 2013

경영지원본부

산업육성실

운영지원실

정보화TFT

사업관리본부

기반연구관리실

산업연구관리실

이사회

원장

 2007

이사회

원장

정책기획본부

정책개발실

미래전략실

창조연구팀

산업화센터

감사(비상근)

검사역실

 2015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실

운영지원실

정보화정산팀

사업관리본부

기반연구관리실

산업연구관리실

수산연구관리센터

이사회

원장

경영전략본부

경영기획실

운영지원실

정보화정산팀

전문위원(비상근)

감사(비상근)

검사역

 2016

정책기획본부

정책개발실

미래전략실

창조연구팀

산업화센터

사업관리본부

기반연구관리실

산업연구관리실

수산연구관리센터

연구기획부

전략기획팀

예산기획팀

정보분석팀

연구기획부

혁신연구개발팀

예산기획팀

연구기획부

전략기획팀

예산기획팀

정보분석팀

연구기획부

기획예산팀

연구전략팀

 2009  2010

성과관리부

성과확산팀

기업지원팀

성과관리부

성과평가팀

성과확산팀

성과관리부

성과확산팀

기업지원팀

성과관리부

성과확산팀

기업지원팀

연구관리부

연구관리총괄팀

환경기술팀

산업기술팀

자원개발기술팀

연구관리부

환경기술팀

산업기술팀

자원개발기술팀

연구관리부

연구관리총괄팀

환경기술팀

산업기술팀

자원개발기술팀

연구관리부

총괄연구팀

기반연구팀

산업연구팀

이사회

원장

이사회

원장

이사회

원장

이사회

원장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감사(비상근)

검사역

감사(비상근)

검사역

감사(비상근)

검사역

감사(비상근)

감사실/감사팀

경영지원부

경영관리팀

재무회계팀

연구기획부

혁신전략기획팀

정보관리팀

경영지원부

경영관리팀

재무회계팀

경영지원부

경영관리팀

재무회계팀

경영지원부

경영관리팀

재무회계팀

경영지원부

연구지원팀

연구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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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체 소속 및 지위 직급 성명 수상일

2015 연말 장관표창

해양수산부

정책기획본부 산업화센터 선임연구원 윤익로 2015 . 12.

2015 공직기강 확립표창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실 선임연구원 이경재 2015 . 12.

2015 바다의 날 국무총리 표창 검사역실 책임연구원 황준구 2015 . 05.

2014 연말 장관표창 정책기획본부 미래전략실 연구원 염동호 2014 . 12.

2014 연말 장관표창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기반실 연구원 이정욱 2014 . 12.

2014 바다의 날 장관표창 경영지원본부 정보화정산팀 선임연구원 김해현 2014 . 12.

2014 바다의 날 장관표창 정책기획본부 정책개발실 선임연구원 이성미 2014 . 12.

2013 연말 장관표창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관리본부 기반연구관리 실장 선임연구원 박병직 2013 . 12.

2013 연말 장관표창 해양수산부 사업관리본부 기반연구관리실 책임연구원 배성환 2013 . 12.

과학기술 정부3.0 장관표창 미래창조과학부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실 책임연구원 최재호 2013 . 12.

2013 바다의 날 산업포장

해양수산부

사업관리본부 수석연구원 김학봉

2013 . 05.
2013 바다의 날 장관표창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실 행정원 김미정

사업관리본부 기반연구관리실 선임연구원 이대력

2012 여수엑스포 장관표창 국토해양부

기획조정본부 기획조정실 선임연구원 정연욱

2013 . 01.
산업진흥본부 경영정보실 연구원 김설아

2012 국토해양 

R&D분야  장관표창
국토해양부

사업관리본부 사업3실 선임연구원 강현우

2012 . 12
산업진흥본부 산업육성실 선임연구원 김태희

해양바이오정책 지원센터 연구원 김희주

2012 감사수범사례 장관표창 산업진흥본부 경영정보실 선임행정원 배상훈

KIOST 설립유공 장관표창 국토해양부 기획조정본부 기획조정실 책임연구원 손진 2012 . 07

2012 바다의 날 대통령 표창

국토해양부

기획조정본부 수석연구원 조용갑

2012 . 05
2012 바다의 날 장관표창

사업관리본부 사업2실

선임연구원

송경화

산업진흥본부 경영정보실 하금호

2011 연말 장관표창 국토해양부

산업진흥본부 산업육성실 선임연구원 정성훈

2011 . 12기획조정본부 미래전략실 선임연구원 신영범

사업관리본부 사업1실 선임연구원 박병직

2011바다의날 장관표창 국토해양부 기획조정본부 미래전략실 선임연구원 백상규 2011 . 05.

2010 연말 장관표창 국토해양부 사업관리본부 사업3실 선임연구원 이승식 2010 . 12.

2009 연말 장관표창 국토해양부

경영지원본부 연구지원팀장 책임연구원 최재호

2009 . 12.성과관리부 기업지원팀 선임연구원 박진완

연구관리부 총괄연구팀 선임연구원 김정희

2009 바다의 날 장관표창 국토해양부 연구기획부 전략기획팀 선임연구원 최정민 2009 . 05.

제8회 세계습지의날 장관표창 해양수산부 연구관리부 자원개발기술팀장 책임연구원 서경석 2009 . 02.

2008 연말 장관표창 해양수산부

연구기획부  전략기획팀장

책임연구원

황준구

2008 . 12.
연구관리부 연구관리총괄팀장 최상선

2006 연말 장관표창 해양수산부 연구기획부 전략기획팀 선임연구원 이경재 2006 . 12.

4. 직원 외부 포상 현황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6

2. 역대 임원진

구 분 상임 비상임

당연직
권문상  이장훈

신평식  임광수

최항순  김영석  김성수  전기정  손태락  

연영진  김양수  김준석  엄기두  최준욱

선임직

김성수  김세권  김영규  박규석  이장욱  이정환  염기대  최병호  최중기  양중모  최장현 

김영석  강종희  이준승  주성호  이용우  손태락  연영진  최항순  김영미  박종인  이재완

이효구  최진혁  강연실  김동수  류용섭  류혁근  박영아  박원재  문형남

감사 이용준  정유섭  박수만  서동희

3. 역대 KIMST 사람들

강세현

강소희

강현우

구본민

권오준

김기식

김대성

김미정

김설아

김수빈

김영지

김요섭

김용욱

김은규

김은송

김정

김정애

김정희

김종명

김지영

김지현

김태희

김학봉

김해현

김형수

김희주

나미애

모영환

박규희

박명준

박병직

박선영

박세문

박승호

박용현

박윤이

박정현

박진완

배상훈

배성환

백미선

백상규

서경석

서예린

서우현

손진

송경화

신영범

심윤호

안민호

안봉근

안상중

안상호

안영주

염동호

유종수

유현승

윤영민

윤익로

음학진

이경재

이길용

이대력

이상호

이성미

이수원

이승식

이윤지

이재헌

이정욱

이정협

이지현

이충헌

이평원

이하늘

이형민

이희상

임병주

임수희

임의주

임현호

전미나

전왕기

정경진

정성훈

정연욱

정준형

정진관

정필만

정회철

조용갑

주병준

주원용

최상선

최선미

최애선

최일진

최재욱

최재호

최정민

하금호

한기원

한성원

한종우

허균

홍성조

황준구

ㄱ

ㅅ

ㅊ

ㅎ

ㅇ

ㅈ

ㅂ

ㄴ·ㅁ

•역대원장        권문상  이장훈  신평식  임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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