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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우리나라의 해양․수산․해운분야의 종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해양의 요성과 련

종사자  어민에 한 기 정보 제시와 함께 연구 인 라 구축과 련하여 국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며, 이

를 하여 해양․수산  해운의 각 분야에 분산된 연구정보와 기타 련 정보들을 수집․분석한 뒤 DB화

하여, 체계 인 정보 유통체제를 구축하고 해양정보 취합을 한 원격자료 통합 리시스템을 운 함으로써 

국내외 학, 연구기   기업체를 연계하고 활발한 정보의 공유화 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해양, 수산의 

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ABSTRACT

Our country has  been surrounded an advantageous around condition by sea on three sides. But the development into the sea, 

for a lack of systematic database on the marine total information network for a foundation information and reseach infra 

construction. This marine total information network will be not contribute to an advance of domestic marine industry through 

information`s common ownership but also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trength.

키워드

Marine Information, Internet, Communication, Sea,

* 남 학교 자통신공학과 

 수일자 : 

I. 서 론

2006년도 11월 25일경 낮 1시30분 마라도 북서쪽 

3km 해상에서 3.8trmq 낚시어선 해 호(길이 8.7m․ 

선장 김홍빈․ 44)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서귀포시 

오남근 지역경제 국장(57), 황 인 서귀포시 정읍장

(54), 임 호 정읍 주민자치 원장(56)이 숨졌고,  

서귀포시장과 선장 김씨가 실종 다. 윤세명 시장비서

(40)와 서귀포시 직원 강창우(48)씨는 가까스로 구조

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해운분야의 Database화

는 해양․수산자원의 리라는 에서 방 한 자료

의 수집과 분석이 뒤따르는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더

구나 유기 이고 역동 인 해양․수산에 한 많은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여 일목요연하게 표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

를 용이하게 근하여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받

으려면 정보가 인터넷의 화상과 문자의 복합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재 이런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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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처리 시스템으로서 통합 리시스템이 합하

며, 이러한 자료들은 원격지에서 렴한 비용으로 이

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가올 2000년 를 앞서가려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취득할 수 

있느냐하는 것에 달려 있을 것이며, 이 정보의 흐름이 

필요한 곳곳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체될 수 있을 

때 그 부가가치는 엄청나다. 

모든 정보의 Database화는 신속, 정확을 생명으로 

하며, 이에 따른 자원의 개발  보존은 자원이 부족

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목 이 될 것

이다. 그리고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해양을  상으로 

하여 자원의 정보화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때 반드시 

필요하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

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해운 분야

의 통합정보 검색시스템의 개발과 해양에 있어서의 

지리정보를 이용한 자료검색시스템, 첨단 통계처리 분

석시스템의 도입에 의한 해양환경, 어장 보시스템 

등의 개발 등을 통하여 효과 으로 서비스를 수행할 

것이다. 한 국내의 해양정보는 물론 국외의 해양정

보를 포함하여, 해양․수산에 종사하고 있는 련 기

, 단체  개인들에게까지 많은 정보, 신속한 정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21세기 해양․수산 분야

의 발 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  해운 

분야․자연재해에 의한 2005년 3월 동지방․ 부지

방 폭설로 인하여 27시간 고속도로 란으로 국민생

활과 산업발 에 큰 피해를 주고 책이 없는 국가 

존립의 사태를 래하 으므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

역사회 발 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Ⅱ. 해양종합정보통신망의 구성

재의 국가경쟁력은 무엇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Know-how시 는 지나가고, 필요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하는 Know-where시 에 어들고 

있다. 이런 시 에서 정보의 공유는 상품의 생산에 있

어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유통을 체계화시킬 뿐 아니

라 직  소비자에게 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으로써 재생산을 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용과 자원의 낭비를 일 수 있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한, 수산업종사자들이 정확하고 포 인 

정보를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울러 해양에 련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공개될 수 

있으므로 연  산업분야의 역에서도 보다 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수산업의 고

도화 혹은 첨단화로 가는 방향일 것이다.

해양과 수산의 모든 정보를 검색할 기 인 화상

정보 검색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2.1. 추진체계

계획수립  자료 수집 ➡ 각 분야별 분석  비교 

➡ 인터넷 등을 이용한 DB구축 ➡ 정보화의 효율성 

 타당성 검증 ➡ 시스템 설계  구  ➡ 결론 도

출  방안 수립 ➡ 해양종합정보통신망 구축

2.2. 추진 략

본 연구에서는 그림1-1과 같이 해양수산정보 이용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본 시스템에 근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해양종합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림 1-1. 시스템 구조도
fig 1-1 system dizgram

2.3. 자료구축

(1) 우선 DB를 구축하기 하여 최근까지 발간된 

신뢰가능한 발간물을 상으로 문가 별로 국

내 서식 수산자원과 그 검색에 필요한 해양 환

경자료를 조사․수집한다. 

(2) Database화를 하여 자료의 시․공간  구  

여부를 분석하고 단  통일  Format 후 

File(digital)화 한다.

(3) 해황이 주어지면 real time으로 즉시 검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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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어종의 분포가 검색 될 수 있도록 하

기 하여 어종별 생태와 해황을 분석 검토한 

후 련성을 찾아 체계화하여야 한다.

2.4. 화상 검색 구  

(1) 해양환경  수산자원에 한 화상검색시스템 

개발은 3차원 GIS Database mapping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지 Web Browser를 사용하는 이

용자에게 쉽고 다양한 형태의 복합정보를 제공

토록 한다.

(2) 시스템 개발 환경

   가) Sever : Ultra Sparc Ⅱ(o.s : Solaris 2.5.1) 

   나) Client : IBM 호환 PC, Window 95

   다) 이용도구 : Orcle DBMS, Netscape, Ora-

perl, Perl 5, C, HTML, JAVA 등

(3) 원활한 시스템 구축을 하여 연구원간 네트워

크를 통한 개발환경을 구축하고 web sever를 

통해 입력된 자료를 확인  보완할 수 있는 

web site를 운 한다.

Ⅲ. 해양․수산․해운분야의 정보화

3.1 해양의 정보화

해양․수산에 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기상

청 등에서 공 하고 있으며 화학․환경해양에 한 정

보는 국내외의 연구소, 학, 민간업체 등에서 활발하게 

생산하고 있으나 특정해역을 심으로 한 산발 인 연

구이거나 분산되어 있어서 연안 통합 리를 한 자료

리  정보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질해양학 련 정보는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

자원연구소,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등의 국

가 연구기 과 각 학의 련 학과를 심으로 많은 

연구가 행하여지고 있으나, 정보의 통합  종합 리

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 항만시설이나 해양 구조물 

등의 통합정보는 국내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용가치가 넓은 삼면의 바다가 

있으므로 해운․항만분야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

운․항만산업의 연구와 련산업의 동향 등의 정보제

공이 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해난사고에 따

른 형 해양오염사고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는바, 해양오염 방지  방제 기술, 해난재해 

보 등 해난재해시의 의사결정시스템의 구축도 실

한 실정이다. 

수산양식  어업분야는 학술지와 문잡지를 통하

여 양식  어업기술이나 최근 동향에 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낮고 통합된 정보 리시스

템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국내에서 특정 분야별로 정보가 각각 생산

되어 유통되고 있으나 연계가 필요한 정보의 통합시

스템은 구축되지 않음으로써 정보의 공유가 어렵게 

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 심의 해양․수산 정보 통

합을 한 자료 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부서  

국가의 정책결정, 지자체 민간업체, 연구소  학 

등 산․학․연․ 이 요한 정보를 시의 하게 

활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

록 해야만 한다.

3.2. 공동자료정보

수산과 해운을 하여 범 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표 1-1는 공동

활용 자료이다.

업무분야는 해양안  정보시스템 연계체계 구축, 

역 성 항법보정 시스템 구축, 조 리정보 시스템 

구축, 해양경찰 업무 산화, 수  업무의 정보화, 해

양 의 정보화이다.

※ 해양환경과학정보의 효율 인 리체제 구

① 해양환경오염 감시  해양오염원정보 체제 구

② 해양오염방제  해양폐기물 정보의 유기 인 

연계, 활용

③ 갯벌 등 특수한 해역의 정보화로 효율 인 리 

도모

④ 해상재해 측  비산먼지측정 자동경보시스템 

구축

⑤ 연안정보의 통합, 연계로 과학 인 연안 리 도모

⑥ 지속개발 가능한 공유수면 리  연안정비 추진

⑦ 해상 자원의 정보화로 해양 의 활성화 도모



그림 1-5 해양수산 정보망 시스템 구성
fig. 1-5 Marine fishery inform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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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자료명 주요내용 입수기 제공기

해양안

정보시스템연계체

계구축

해상교통정보

항행선박정보

수색구조경보

선박식별경보

선박등록정보

선박검사정보

어선조업정보

선박검사일자, 장소

선박소유자, 등록일

해양사고내용

조류, 조석, 기상정보

항만별 선박입출항

해상교통 제(VTS)

해양수산부(안

련업무수행기 )

해양경찰청

산학기

해양수산부,

앙해양안 심 원,

행정자치부

역 성항법보정

시스템 구축

역DGPS보정 

정보생성 알고리즘

여러 기 국 

DGPS보정정보 알고리즘

DGPS 련학회  

연구분야
해양수산부

Ⅳ. 시스템 구축  운 방안

4.1. 시스템 구성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2와 같다.

표 1-1 공동활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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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보의 문화

본 연구에서는 세부분야의 문화된 자료를 실시

간으로 신속하게 구축함으로서 그 문성을 확보하

고자 한다. 그리고 단순한 자료검색이 아니라, 구축

된 다양하고 문화된 자료를 통합 분석  검색하

는 해양․수산․해운 환경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

여 이용자가 원하는 결과와 정책이나, 연구방향 설정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연구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특성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

할 해양․수산․해운분야의 문정보는 아래와 같으

며, 그 범 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문연구정보의 범
fig 1-3. Study information anextent

4.3. IP(Information Provider)자료실

국내외 해양․수산  해운 련 문분야에 한 

정보를 확보하기 하여 해양․수산․해운 련의 

분야별 문가를 상으로 개인 IP를 운 하고 있다. 

IP 자료실에서는 약에 해 제공된 최근 연구동향

에 한 정보를 원격 동 시스템 도구를 활용하여 

서버로 취합함으로써 해양․수산․해운에 련된 양

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 다음 그림 

1-4와 같이 정보제공 내용을 볼 수 있거나 련 자

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그림 1-4. IP자료실 Web Service 화면
fig 1-4. IP data Web Service

Ⅴ. 해양․수산․해운 종합 정보시스템

해양분야의 정보는 각 분야별로 독립 으로 산재

되어 있으나, 필요한 정보를 종합 으로 연계해서 공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업 종사자는 

물론 연구자, 정책 입안자, 해양환경사고 수습자 등

이 정보를 수집, 종합, 이용하는데 있어 여러 분야의 

연구행정기 을 경유함으로서 시간 , 경제  손실을 

감수해왔다. 심지어 이 게 얻어진 정보의 내용이 어

떤 경우에는 실성이 뒤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여건에서 수산업 종사자들

의 수익 증 를 한 창의력은 기 할 수 없을 것이

다. 이러한 시간 , 공간 , 경제 인 문제 들을 해

결할 수 있는 도구가 아직 국내에 존재하지 않음에 

착안하여 본 연구 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제 들

을 해결하기 한 가능성을 조사하 다.

그림 1-5는 해양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네트

워크를 제시하 다. 

1. 체계 인 재해 책 시스템 구축

2. 폭설, 폭우로 인한 간선도로 주차․주행 리

3. 폭설, 폭우로 인한 차량 검  주차 리

4. 폭설, 폭우로 여행  음식물 비상 비

5. 비닐하우스, 양식장 손 책 마련

6. 폭우, 폭설로 인한 입출항 선박 리, 안  항행

의 정보시스템

7. 기상특보시 재난방지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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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해양종합정보망 네트워크 구축
fig 1-5. Marine Total Information Network

Ⅵ. 결 론

2006년도 11월 25일경 낮 1시30분 마라도 북서쪽 

3km 해상에서 3.8trmq 낚시어선 해 호(길이 8.7m․ 

선장 김홍빈․44)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서귀포시 

오남근 지역경제 국장(57), 황 인 서귀포시 정읍

장(54), 임 호 정읍 주민자치 원장(56)이 숨졌고,  

서귀포시장과 선장 김씨가 실종 다. 윤세명 시장비

서(40)와 서귀포시 직원 강창우(48)씨는 가까스로 구

조 다.이와 같은 해상재해를 방하기 하여 우리

는 해양정보통신 분야의 발 을 해서는 육상에서

의 발 된 정보통신기술을 해양 분야에 목하고, 해

상과 육상  우주공간을 통합하는 로벌 통신기술

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그러므로 선박의 운

항, 도서, 해양 리, 어업, 수산물유통, 해 ․해역의 

리 등 이들로부터 도출되는 문제 과 결과를 공유

함으로써 해양정보통신분야의 학문과 기술을 발 시

키고 궁극 으로 국가 정보통신 발 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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