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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본격 인 해양지리정보시스템(MGIS)의 구축에 앞서 잠재  실수요자들의 업무 로세스

와 수요를 조사함으로써 추후 구축될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한 방안을 사 에 모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 역시(항만농수산국), 국립수산

과학원(과거 수산진흥원),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등 잠재 인 해양GIS 수요자들의 실제업무와 수요분

석결과를 심으로 시스템 구축 후 활용도를 제고하기 한 해양GIS구축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살펴

본 후, 부산 역시를 심으로 해양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분석, 정리하 다.1)

주요어: 해양지리정보체계, 활용, 유통, 사용자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methodology to increase the practical use of 

future Marine GIS based on the user's point of view of the analysis of maritime & fishery government 

agencies's roles. GIS related job duty of two Busan District offices of MOMAF(Ministry of Maritime 

and Fisheries), NFRDI(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and marine & fisheries local government offices of Busan 

Metropolitan city were analyzed for the establishment of MGIS, future extended service tar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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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 increased practical utilization. Several suggestions in the area of production mechanism and 

technical policy for marine geographic information among the government agencies are developed to 

settle down successfully MGIS in Busan. Furthermore, 10 fields of Marine Geographic issues are 

rearranged for intending the desirable system and service.

KEYWORDS : Marine GIS, Practical Use, Distribution, User

서  론

GIS와 련해 선진외국들은 략 으로 국

가차원의 각종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사

회간 자본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창출 뿐

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으로 

삼고 있다. 우리국가에서는 1995년 이후, 국가 

GIS (NGI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1단계 사업을 기반으로 정보화 사업

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1단계 NGIS 사

업의 경우 해양부문의 내용은 거의 반 되지 

못하 고, 3면이 해양인 국토에 차지하는 물리

 역만큼이나 그 요성과 가치는 인지되

지 못하 다. 이에 문제를 발견한 정부는 우리

나라의 국토환경에서 해양․수산에 한 각종 

정보에 한 효율 인 활용은 국토를 효율

으로 이용하는데 필수 인 사항으로 인지하게 

되고, 이를 해 NGIS 2단계(2001～2005) 사

업의 일환으로 해양 GIS(MGIS : marin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란 이름 하에 

원천, 활용  유통기술 개발을 하게 되고 이 

기술 개발에 의해 해양․수산업무의 행정능률

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해양공간정보에 한 

서비스를 극 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로 삼고자 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02).

해양GIS가 가시화되기 이 , 해양 분야에서 

수치해도  자해도, 연안정보도 등 공간정

보를 구축한바 있으며,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몇몇 련기 에서는 이미 GIS를 활용한 시스

템을 구축․운 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구축

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GIS S/W가 서로 달

라 GIS 응용 로그램의 호환이 되지 않는 문

제가 있어 왔고, 기 의 개별 필요에 의해 개

발/구축된 GIS DB들은 원활한 공간정보유통

이 어려워 제한된 이용에 불과한 사례가 부

분이었다. 일반 으로 GIS 구축 시 데이터 구

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체의 약 75%～

80%정도로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고 

볼 때, 많은 비용을 들여 구축한 정보를 체계

으로 유지․ 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해양GIS는 이런 문제를 

사 에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시켜 해양수

산 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통 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유  유통할 수 있는 체계를 갖

추어, DB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시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 다. 

이상의 내용과 련된 본 연구의 요 배경

은 해양GIS 1단계 사업 시 수립되었던  해양

GIS 기본 계획 (해양수산부, 2002)의 기 자료

로 반 된 부산지역 정부 기  이용자의 수요 

 이용분석을 근거로, 해양GIS의 활용 증진 

측면에서 부산 지역 해양 련 정부기 의 GIS 

련 역할을 재분석하고 발 방안을 도출하고

다. 이와 함께, 재의 참여정부 이후, 지역

의 균형 발 을 해 수년 이내에 부산 지역

으로 이 이 상되는 공공 정부기  , 국립

해양조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

발원 등의 업무내용을 연계발  시키기 한 

방안도 추가로 제안하 다. 이는 장차 해양수

도 부산을 지향하는 지역의 이미지 정체성 확

보에 있어 매우 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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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요 목 은 부산지역 해양․수산

에 련된 기 의 업무 로세스와 수요를 

악하여 GIS에 활용될 수 있는 분야에 한 내

용을 분석해, 미래의 해양GIS 활용에 큰 향

을 미칠 내용을 심으로 수요자  에서 

GIS 상 업무를 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한 시스템 구축  사용자들의 활용증 에 따

른 미래지향  서비스를 제안하는데 있다. 이

를 해 부산 역시에 소재하는 5개 련기  

즉 부산시청(항만  수산 련과), 국립수산과

학원(과거 수산진흥원),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해양수산연수원, 어업지도선 리사무소의 업무 

 수요조사 분석을 으로 해양GIS를 성공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

기 해 조사되었던 기 자료  기 조사된 

내용(동아 학교, 2001; 한국해양연구원, 2002; 

해양수산부, 2003)과 최근 황(부산 역시, 

2005)을 보완 정리하 다. 조사방법으로는 

상기 의 행정부서별 업무, 공간정보, 응용시

스템에 한 수요조사를 진행하 는데, 구체

으로 정리해 보면 계기 의 정보담당자, 업

무 련자 등과 면담을 통해 업무를 악하

으며, 업무분석 자료로는 「해양수산부직제시

행규칙(2001. 8. 8. 개정)」, 「해양수산부 정보

화 략계획(2001. 5.)」, 「해양지리정보체계 

구축을 한 1차․2차 수요조사 자료」, 「각 

기  직제  사무분장표」등이며, 직  면담

조사와 「해양지리정보체계 구축을 한 1

차․2차 수요조사 자료」에 언 된 바와 같이, 

우편 설문 조사를 병행하 다. 수요 조사 시 

업무유형에 따라 업무 련성과 조직 연 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 련기 의 업무를 악했

으며, 업무분석과정은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 어, 해양지리정보체계(MGIS) 련업무와, 

기 구축되거나 구축 인 해양수산기 시스템 

 향후 해양지리정보체계(MGIS)의 응용시스

템으로 활용․가능하다고 도출된 시스템으로 

나 어서 진행하 다(해양수산부, 2002). 

이 게 악된 해양수산 련  산하기 의 

업무  해양GIS의 도입이 가능한 업무를 우

선 으로 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업무유형을 

도출하 고, 해양GIS의 활용방향을 부산지역

에 치하게 될 기 을 심으로 제시하 다. 

이는 향후 해양GIS의 활용을 제고하기 해 

지역내부에서의 공감  형성이 되어야 지속

인 발 으로 이어 질 수 있다고 단하기 때

문이다. 

2. 연구내용  연구결과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GIS 련 업무내

용  발 방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시해 지방해양수산

청은 해양GIS와 련된 실무업무에 련된 내

용은 많이 있으나, 실무자들의 GIS에 한 활

용  이해도가 반 으로 일부를 제외하고

는 낮은 편이다. 재 활발히 운 되고 있는 

주요 시스템으로 1987년부터 KAIST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하여 1991년 9월 1일 부산항에 

최 로 구축된 PORT-MIS의 경우,  운 을 

개시한 이후 EDI(electronic data interface) 사

용에 의해 물류비용의 감에 기여하고 있으

며, 장차 PORT-MIS에 GIS 기술의 활용과 연

계를 고려하고 있다. 그 구체  내용을 보면, 

PORT-MIS와 연계해 향후 TOC, 항만부지, 

시설물 등의 항만시설 사용 황  이력 리, 

시설 리, 물류의 작업 스 쥴  실시간 화물 

재고 황 악  리 등에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무 부서에서  GIS 활용도가 높을 것으

로 단하고 있는 내용은,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해양수산청 리 책임이 있는 국유재산

(건물  토지 등)의 황  사용허가 등 

종합  리 분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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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GIS 련업무 GIS 세부업무

선원
선박과

․해상교통안 계획 수립시행
․항로표지 확충  개발계획

․여객선
  항로 리

항무과

․부산항 운 계획
․항만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리, 유지․보수
업무 
․항만교통 제 운 업무 
․PORT-MIS 선박 입․출항 리

․항행정보,기상정보
   각종사고정보 등 수집․

․EEZ 자원 리
․항만운

해양
환경과

․특별 리해역  환경오염 리해역의 리
․해양폐기물의 수거  처리에 한 사항 
․해역이용 의에 한 사항
․지정항만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지정항만 안 공유수면의 ․사용허가 등
  리에 한 사항, 용료의  부과․징수 
․연안역 리

․해역이용 정보지원 시스템
 ( 설토의 해양배설 후 수
질,
 어류변화, 설토 오염도분
석)

수산
리과

․수산자원조성 지도 
․양식어장 찰  평가 
․TAC(총허용어획량) 련업무추진

․수산자원 련 정보 리

 출처: 동아 학교, 2001

Table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GIS 련 부서와 업무내용

인 사업으로 발 시키기 해서는 부산

역시, 지 공사와의 연계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 부산 역시의 국유지 , 

해양수산부가 소유/ 리하고 있는 토지가 

가장 많은 실  측면에서 볼 때, 시범시스

템(가칭 연안 지역 국유재산 리 시스템)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주  하에 해양수산부 

 부산 역시가 공조해 개발할 것을 제안

한다.  

이와 함께, 특정 항만의 물류  시설 리

에 모바일 기법(이기철, 2005)을 도입해 물

류시설 리작업 시 필요한 신속한 의사결

정 지원시스템 개발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이는 부산항만공사의 주  하에 

진행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단된다. 이 

사업을 수행 시 재 2006년 6월 경 본격

인 시작을 비 인 부산 테크노 크 사업 

 「센스에 의한 원격지 시설물 안 리 

검사 시스템」개발과 연계해 개발한다면 탄

력을 받을 수 있다. 한, 그간 문가들이 

지 해 온 해상 ITS 실시를 통한 과학 인 

해상교통  안 리, 부산항 연안의 해양

환경 모니터링  연안 리 등에 있어 해양

GIS 활용을 극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국립수산과학원 GIS 련 업무내용   

발 방안

국립수산과학원은 1921년 수산시험장으로 

창설된 이후 상공부의 앙수산시험장(1949. 

4), 해무청의 앙수산시험장(1955.3), 농림

부의 앙수산시험장(1961.3), 국립수산진흥

원(1963.12)의 조직개편을 거쳐 재 국립수

산과학원으로 개칭된 이후 1996년 8월 이후,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수산 련 기본 인 

자료 생산  연구기 으로 해양수산과 

련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재 보유하

고 있는 자료 황을 업무 담당별로 종합해

보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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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실) 업   무   명 기  자 료 내 역

해양연구

환경 리

자원연구

◦연안정지 해양 측조사
◦연근해 정선해양 측조사
◦동해남부 냉수조사
◦해수유동조사

◦연안어장 환경오염조사
◦수사보 지역 수질조사

◦연근해 어류어업자원조사
  연근해 기선 인망어업
  연근해 안강망어업
  일본 인망어업

◦연근해 부어류어업자원조사
  연근해 형선망어업
  한․일 형선망어업

◦연근해어업 어황조사

∙‘23～’99 해양 측 조사자료
∙‘61～2005 해양 측 조사자료
∙‘84～’86 냉수 조사자료
∙‘81～’78, ‘89～’90 해수조사자료

∙‘71～’94 환경오염 조사자료
∙‘83～’95 수질 조사자료

∙‘81～2005어획 조사자료
∙‘90～’93 어획 조사자료
∙‘80～’92 어획 조사자료

∙‘83～2005어획 조사자료
∙‘68～’95 어획 조사자료
∙‘83～2005 어획 조사자료

 해외자원 ◦원양 어류어업 자원조사 
  북태평양 트롤어업
  북해도 트롤어업
  뉴질랜드 트롤어업
  동 서양 트롤어업
  남서 서양 트롤어업
  남동 서양 트롤어업
  북서 서양 트롤어업
  서 서양 트롤어업
  서부인도양 트롤어업
  인도네시아 트롤어업

 
∙‘76～’81, ‘84～2000 어획조사자료
∙‘84～’99 어획 조사자료
∙‘85～2000 어획 조사자료
∙'84～'87, '89～2000 어획조사자료
∙‘90～2005 어획 조사자료
∙‘91～2005 어획 조사자료
∙‘90～2005 어획 조사자료
∙‘90～’93 어획 조사자료
∙‘91～2005 어획 조사자료
∙‘93～2005 어획 조사자료

 해외자원 ◦원양 부어류어업 자원조사 
  원양 다랭이 연승어업
  원양 다랭이 선망어업
  원양 꽁치 수망어업

◦원양 오징어류어업자원조사
  포클랜드 채낚기어업
  뉴질랜드 채낚기어업
  북태평양 채낚기어업
  우루과이 채낚기어업
  페루 채낚기어업
  호주 채낚기어업
  에콰도르 채낚기어업
  북태평양 유자망어업

∙‘75～’80, ‘81～2000 어획조사자료
∙‘80～2005 어획 조사자료
∙‘94～2005 어획 조사자료

∙'86～2005 어획조사자료
∙‘90～2005 생물 측정자료
∙‘89～’97 어획 조사자료
∙‘83～’96 생물 측정자료
∙‘93～2005 어획 조사자료
∙‘93～’99 생물 측정자료
∙‘91 어획 조사자료
∙‘90～2005 어획 조사자료
∙‘93～’95 생물 측정자료
∙‘95～’96 어획 조사자료
∙‘95～’96 생물 측정자료
∙‘97 어획 조사자료
∙‘83, ’85～’92 어획 조사자료
∙‘87～’92 생물 측정자료

Table 2. 수산시장 업무통계 업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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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의 구축 실태  해양GIS와 

련된 요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1921년부

터 시작된 해양 측조사, 1962년부터 정규 

해양 측  조사로부터 시작된 근해 해양

측망 운  이후 2000년 이후 총 60개 연

안, 6개 근해를 296지 을 상으로 총 47개 

항목으로 진행된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운

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1972년부터 

재까지 2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간격으로 

국 연안 약 70여개 정 에 한 조와 

련된 환경특성(수온, 염분, 양염류, 클로

로필), 조생물 종조성에 한 정기조사 결

과와 최근 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남

해 연안(부산-완도)의 15-20개 정 에 해 

1997년 7-9월 간 유해 조 출 량  환경

특성 자료의 구축과 유해 조 발생 시 신

속한 조 보 발령을 해 1998년 2월 수

산과학원 본부  통 , 목포 분소에 설치된 

조화상 정보통신망 조화상정보시스템을 

들 수 있다. 한 1990년부터는 NOAA 

성의 AVHRR 자료를 실시간 분석하여 반경 

1000Km 해역의 수온 변동 특성을 악할 

수 있는 원격화상 처리  분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이후, 1997년부터는 SeaWiFS 

성자료를 수신/분석해 식물 랑크톤과 같

은 실시간 해양 수색(ocean color)을 측할 

수 있으며, 최근 GMS-5 성으로부터 서부 

태평양 주변의 실시간 수신/분석하고 있고, 

2001년부터 Ocean color 성인 MODIS  

IRS-P4 성 수신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한국 근해 표면 수온정보의 경우 어업인  

해양수산 련기 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

으며, 이러한 제반 자료는 해양환경의 요

한 자료로서 해양GIS의 원시자료로 활용 가

능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해양GIS

와 련된 실무업무에 수산과학원의 련된 

업무내용은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실무자들

의 GIS에 한 활용도 증진을 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 구체 인 

내용을 시해 보면 해양GIS의 활용과 련

된 요한 내용  하나로 이미 많은 일반

인이 이용하고 있는 한국근해 해양 정보의 

요 핵심 정보  하나인 한국근해 역 

수온정보의 경우 냉수 등 이상해황발생의 

시공간 변화기간 동안은 수시로, 그 외의 기

간에는 1주에 1회 정도의 분량으로 실시간 

단 로 수집, 분석되고, 한국해양자료센터

(KODC)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의 인터넷

(http://www.nfrdi.re.kr), 공공 정보망인 하

이텔  유선팩스를 통해 매일 제공되고 난 

이후, 기  원시자료는 재정리되어 한국근해 

해양정보란 책자로 매년 발행되고 있다. 그 

구체  과정을 보면 원시자료인 인공 성자

료의 해독은 원격탐사용 문 소 트웨어와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비해, 일반인

들이 보는 최종 결과물은 수작업에 의해 

축척의 공간정보를 생산 리하는 실이다. 

이러한 원인에는 수산과학원 내 원격탐사와 

련된 인력상의 문제 외에도 여러 다른 요

인이 있겠지만, 해양GIS 사업의 원시 속성 

자료의 생산  유지 리와 련해서는 단

순작업을 자동화시켜 작업효율 증진이 매우 

필요한 분야이다. 

해양GIS와 련해 수산과학원 내 자체

으로 개발이 필요한 분야로는 재 보유하

고 있는 소 트웨어의 기능을 재 검, 보강

해 수온 측 성(NOAA, MTSAT)  해수

색 측 성(MODIS, SeaWiFS) 자료들을 

이용자의 목 에 맞도록 실시간 통합 리로 

환해 질  향상이 가능한데, 온도외의 필

수 해양요소(염분, 탁도, 양염, 기 생산량 

등)를 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에 의해 성해양원격탐사의 공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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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재의 규모  공간해역 연구에서 

미소 공간   지구  공간을 상으로 

확장하여 해양 성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 

극 화하는 방향으로 근이 가능하고, 연근

해 어업자원의 실시간 동태 악  사후 

동태 측이 가능한 EEZ 어업자원 측 시

스템 개발, 해외어장의 자원 동태 악  

어획실  리를 한 원양어장 자원 측 

시스템,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어업자원 분석 

 환경변화에 따른 어업자원 환경용량 

악을 통한 해양어업환경 리 연구시스템, 양

식장 지 분석 시스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들의 개발은 시험 연구를 통해 발

시킬 필요성이 있다. 

한 기개발된 조화상정보시스템이라 할

지라도 재의 조정보를 분석해 방송매체 

등으로 어민 는  계자에게 제공하고 있

는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

가 있을 뿐 아니라, 기능을 보완(표 화된 

해양기본도에 과거, 재, 미래의 특성을 정

리)하여 재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과

거에 발생한 유해 조의 이력 리에 한 

정보뿐만 아니라 황토살포 등의 이력 리, 

양식장 등 손실과 련된 기 처 정보 

등을 종합해 이용자에게 편리한 형태로 제

공되어야 하고, 실제로 발생하는 조에 

한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 조생물의 종류 

 도, 해양환경의 상황 등)를 담아 조

발생에 따른 책 수립, 기상 변화 등에 따

른 조의 시공간 변화 탐지  기상 보, 

조 사후 리 등의 기능으로 개발이 필요

하다. 

기 개발된 시스템들과의 연계가 필요한 유

사한 분야로 해양수산부에서 2000년부터 시

작해온 수산자원 리 시스템(양식 리시스

템)과 확장이 가능한 분야로 양식장 지분

석, 양식장 자원  환경 리 등이 있으며, 

인공어  지 분석  정 리를 염두에 

둔 인공어  리시스템 개발 등이 있다. 이

와 함께 2000년부터 이미 시작된 해양환경

포탈서비스의 해양환경종합정보에 필요한 

자료 제공  기 개발 인 원시자료 생산

리  지원 기능이 확 될 필요성이 있으

며, 이 경우 이미 구축되었거나 추후 국립수

산과학원에서 제공될 것으로 상되는 해양

환경속성정보의 표 화가 국가  차원에서 

매우 실하다고 단된다.

3) 어업지도선 리사무소 해양GIS 련 

업무내용  발 방안

어업지도선 리사무소는 해양GIS와 련

된 실무업무에 련된 내용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실무자들의 GIS에 한 활용  

이해도가 반 으로 낮은 편이다. 종이해도

와 해구도를 이용해 어업지도 단속 업무 등

에 활용하고 있으며, 개발이 필요한 시스템

으로는 연근해 어업지도선 종합 리 체계 

구축을 해 연근해 어선 실시간 모니터링

(조업어선, 치, 어획량, 어획어종), 불법어

업 집조업해역 리 어선동태 모니터링 

시스템이며, 개발 인 불법어업 리 시스템

의 실시간 모니터링 능력의 보완  해양수

산부와 련부처가 동시에 어선동태를 악

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상시정보

를 리할 필요가 높으며, 이는 해양GIS 2

단계 사업 시 국제물류의 심인 부산항을 

심으로 시범 으로 개발 한 후, 국으로 

확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성공

으로 개발된다면 불법어업 집조업해역 

리에 따른 국내  국제  어업분쟁의 

비  응과 함께 연근해 어선 실시간 모

니터링(조업어선, 치, 어획량, 어획어종)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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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연구

∙EEZ어업자원조사(과학어탐에 의한 존자원량

   분포 생태조사)

∙한․일 공동 어업자원 리 조사 연구

∙부어/ 어류, 고래류 자원의 분포, 이동생태  

  어획 실태 조사 분석

∙연근해 자원 생태 조사 연구

∙어황 측

∙EEZ 자율어업 치별, 어종별 분포조사 

∙시험조사선에 의한 주요 어종별 분포 도  

자원 생태 조사

해외

자원

∙자원상태 평가  생물 생태학  조사 연구

∙원양어류 군집 생태조사

∙원양어장 자원조사  개발 가능성 조사

∙어획통계 자료집  어장도 발간, 제공

∙원양 출어선에 한 어장정보 제공

∙원양 오징어채낚기어업 어획통계 자료수집 분석

∙어장시설에 한 시험연구

∙원양어업 어장도 작성

∙주요 어획종  출 종 조사

∙어장환경에 따른 분포특성 연구

∙기존 원양어장  신어장 개척

∙원양어업 통계자료 정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 자료 입력

수산

공학
∙어장시설에 한 연구 ∙인공어  개발 연구

양식

리
∙양식어장 리 ∙양식 어업권 리

환경

리

∙해양환경업무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운  

∙연안어장 환경평가

∙어장환경수용력 산정

∙어장환경 개선기술 연구

∙해양생태 구조해석에 한 연구 

∙연안어장 정 양식 도 연구

∙해양환경 조사업무

∙해양환경 조사자료의 해양동태 악

∙연안역 환경용량산정

∙해양환경 측정망

∙연안해역 리를 한 HGIS운용

∙한국측정망 해양환경자료 연안역통합시스템 

구축 정

유해

생물

∙ 조 보 

∙ 조공학 

∙ 조발생 동태와 시․공간 분포의 조사  

조발생분포도 제작

∙ 조의 장단기 보  변동사항에 한 연구

∙ 조화상정보통신망 구축  운

∙ 조원격탐사 기술개발

∙ 조원격수선모니터링시스템 개발  구축

해양

연구

∙한국 근해 해황변동  측 연구 

∙한국해양자료센터  해양과학자료 리기 운

∙해역별 정선해양 측 책임

∙동 국해 해황과 생태계 연구 

∙원격탐사에 의한 해황 보 기술개발

∙한국 근해 해황변동  측 조사․연구(생물) 

기 생산의 시공간  변동

∙첨단 성 활용한 한국근해 해양환경 모니터링 

 자료 생산

∙해양정보 리시스템 개발 연구

∙해양조사 자료 리

∙한국연근해 해양정보생산 리

∙해양과학정보망운 (해양과학 metadata구축)

Table 3. 국립수산과학원 해양GIS 련 부서와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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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과

∙어업지도선의 운항 리

∙EEZ, TAC 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수행

∙불법어업의 지도단속

∙어업지도선의 해양오염 방지 

∙어선검거 치(조업 치)

∙어선동태 악  지도선 운용

통신과
∙어업지도선  시험조사선의 통신운용

∙어업지도상황실  무선국 운

∙어업지도선  어업지도

  상황실 운

Table 4. 어업지도선 리사무소 해양GIS 련 부서와 업무내용

부 서 GIS 련업무 GIS 세부업무

해운

교육부

항해학과

∙항해이론․ 자통신이론  기술교육 실시

∙항해학․ 자통신학과 련한 국제 약 등 

해사 련 정보  교육자료의 수집․분석과 

교재편찬

∙항해학․ 자통신학 련 분야의 각종 연구

∙항해자동화시스템 교육

∙항만개발 연구

∙수역시설 연구

∙교통안  연구

∙환경 리, 구난교육

∙OSMS 교육

훈련과

∙해상안 교육의 종합계획 수립  실시

∙해상안 과 련한 국제 약 등 해사 련 정보  

교육자료의 수집․분석과 교재편찬

∙해상안 교육

수산

교육부
어업학과

∙어업이론  기술교육실시

∙어업학과 련한 국제 약등 해사 련 정보  

교육자료의 수집․분석과 교재 편찬

∙연근해 선원교육

  (조업구역, 해도사용법, 

어장역, 어획량)

Table 5. 해양수산연수원 해양GIS 련 부서와 업무내용

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GIS 련 업

무내용  발 방안

해양수산연수원은 1965년  7월 원양어업기술

훈련소로 창설되어, 1998년 1월 한국어업기술

훈련소와 한국해기연수원이 통합되어 한국해

양수산연수원으로 발족한 이후, 주로 국내외 

선원을 상으로 해양수산 련자의 교육, 훈

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 으로 해양GIS와 련

된 실무업무에 한 이해가 매우 높다. 그 이

유는 항해와 련된 교육  훈련내용  항해

자동화 시스템 등의 이론 교육과 함께 OSMS 

(oil spill management simulator)이 1997년 11

월 SHIP ANALYTICS INTERNATIONAL에

서 도입된 이후 실제 인 교육에 활용되고 있

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구체 으로 보면 

OSMS는 실제 인 유류오염 사건 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비하여 교육,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지휘 제 센터는 제 스테이션, 지원 

스테이션, 작업 스테이션, 계획 스테이션, 재정 

스테이션, 통신 스테이션, 정부 견  스테이

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생 스테이션은 

선박 큐비클, 항공기 큐비클, 항해시스템, 비주

얼 시스템 등이며 이외에 디 리핑실, 방제 /

연구원/ 장지휘 스테이션과  인스트럭터 스

테이션 등이 있다. 

지리정보시스템과 련된 DB로는 설비자

원, 유해물질, 유류특성, 민감도  사회경제

 데이터 등이 있으며 시뮬 이션이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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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정책과

∙지방항만의 지정  리운  총

∙항만기본계획  공유수면 기본계획 수립을 한 기술검토

∙공유수면의 공작물설치  용 허가 의 (바다에 한함)

∙ 설토 해역 배출 지정  의

∙연안 리  정비사업에 한 사항

∙연안통합 리

∙항만시설 리

∙항만개발 계획 조사

수산

행정과

∙수산행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연근해 어업 허가, 신고

∙수산방재 종합계획 수립 조정

∙불법어업 지도단속  행정지시 반어선 처분에 한 사항

∙한․일, 한․  등 주변국과의 어업 정에 한 사항

∙수산방재 세부계획수립

∙조업구역 표시  단속

수산

진흥과

∙수산진흥 종합계획 수립․조정

∙수산  개발에 한 사항

∙해면  내수면어업면허 등에 한 사항

∙공유수면 용․사용 의 (수산에 한 사항)

∙해양오염에 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해양환경오염 방․지도  환경(생태계 등) 이용․개발 추진

∙해양환경  생태계조사․복원업무

∙바다환경(항만, 어장, 어항, 연안수역) 정화사업 추진

∙해양오염에 한 피해조사  책추진

∙인공어 시설 지조사

∙인공어  사후 리

∙유류오염 수산피해 보상

∙해양 폐기물 수거 처리

∙양식어장 개발

Table 6. 부산 역시 해양 GIS 련 부서, 업무내용  시스템

지만 오염물의 유동확산방향 측, 환경민감

지역의 우선순  설정, 오염사고 시 정보수

집  분석, 해양오염방제 기 리  지

휘, 환경손해 사정, 방제선박과 방제 비행선

에 의한 장 방제훈련, 방제작업시나리오 

구성, 방제작업의 CBT 훈련 등을 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시뮬 이터는 해양GIS와 

련된 많은 실무자들에게 효과 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되며, 해양

GIS의 활용과 련해 항해안 과 련된 시

스템으로 ECDIS 교육 시뮬 이터, AIS 교

육 시뮬 이터, VDR 교육 시뮬 이터 등을 

통합한 항해자동화 교육 시스템 개발이 필

요하고 해상기상 분석  비, 해상안  사

후처리에 비한 해상안  교육 시스템 개

발, 어민들 상의 어업 교육 시뮬 이터 개

발 등이 해양GIS와 련해 활용 필요성이 

높다. 재 이러한 측면을 종합 으로 고려

한 유사한 시스템은 없으며, 선원을 상으

로 한 시뮬 이터를(조업구역, 해도사용법, 

어장역, 어획량) 근거로 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해양GIS 2단계 사업으로 개발할 필

요가 높다.

5) 부산 역시 해양GIS 련 업무내용  

발 방안

부산 역시 해양, 수산 련 부서의 업무종사

자는 해양GIS와 련된 실무업무 내용은 일부 

알고 있지만, 실무자들의 해양GIS에 한 활

용  이해도는 반 으로 낮은 편이다. 부산

역시의 GIS 시스템으로는 부산 역시 UIS 

사업으로 1997년 2월 도시정보 리기본계획에 

의해 1998년 6월 1999년 7월까지 부산시 서구

를 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1999

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기본도(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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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수치지형도) 신규  수정보완 제작,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의 지하시설물 조사ㆍ

탐사, 도시계획, 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

를 활용하기 한 응용소 트웨어를 연차 으

로 개발하려는 구상이 정립되고 있다(부산

역시, 2005). 그러나 해양, 수산 련업무 시 

필요한 원시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  구

축, 리하는 경우는 드물며, 해양수산부가 제

작한 연안정보도, 지방해양수산청을 시한 타

기 에서 구축, 리하고 있는 원시자료를 그

로 이용하는 것이 부분이다.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종이로 된 해도

와 육도를 별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양한 내용을 용도별로 시해 보면 인공어

  어항 시설의 기본 조사  사후 리, 

어선 표지  리, 어선 피지도  출항통제, 

기상악화 등에 의한 수산물 피해 방지도, 어

장 지조사  어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어업

권 정비지도  정비계획 수립, 수산자원 보호

를 한 보호수면의 지정  리, 공유수면 

용  공작물의 사용허가, 해양오염 원인 조

사 분석  종합계획 수립, 조발생  피해

방지도,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계획 인

가, 설토 해상투기장 지정, 항만기본계획  

공유수면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해양수산부는 연안정

보 리시스템을 개발해 극  이용을 권유하

고,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지만 행 업무의 기

존 진행방식에 익숙한 재의 상태로 연안정

보시스템을 시한 GIS 자료를 극 으로 사

용하는 이용자가 일부에 불과해 그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 

해양지리정보체계의 성공  정착을 

한 계기 의 발  략

이미 진행된 많은 국가의 디지털 사업들은 

공 자 주로 진행된 사례가 부분이며, 그 

결과 많은 사업이 도 혹은 지되었으며, 이

러한 사례의 이유를 면 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1995년에 시작된 국가 GIS기본계획수립 

이 인 1990년  반부터 구, 주, 울산, 창

원, 성남, 청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GIS를 

이용한 정보화를 추진했는데, 주로 수치지형도 

산화, 도로망도 구축, 상하수도시설물 산화

사업 등을 수행하 으며, GIS구축과 유지 리

를 하여 자체규정을 마련하기도 하 다. 그러

나 이러한 사업의 실효성과 평가에 해서는 

구체 인 논의가 없다가, NGIS 1단계 사업을 

수행하고 난 이후, 국토연구원에서는 ‘GIS를 이

용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추진 략 수립 연

구’(2000)를 통해 그간 진행된 국내 지방자치단

체 GIS정보화의 효과성을 GIS구축과정과 운

과정의 효과성을 심으로 분석하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추후 국가 는 지

방자치단체 심의 해양GIS 사업을 성공 으

로 진행하기 해서는 모든 사업을 수행하기 

이  이러한 분석을 수요자 측면에서 사 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지방자치단체 

심의 GIS 정보화의 효과성에 한 의문을 

살펴보면, 실질 으로 향을 미치는 인 ․조

직 리 ․정책  요인에 한 분석이 미흡

하 다고 지 하고 있으며, 부분의 사업이 

정 한 분석 없이 일반 으로 GIS정보화를 

한 문 인력 부족, 추진조직체계 미구축, 지

방자치단체 정책결정자의 정보화마인드 부족

이 GIS의 성공 인 구축  활용에 장애요인

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 해 왔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GIS 

사업을 재도 계속 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재 해양GIS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

는 부산지역의 해양 련 유 부서들도 이러

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으며, 완벽한 GIS정보

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시 에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실패한 요인들을 면 히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사 에 검토해 문제 을 악, 

해결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한 수요조사가 

필히 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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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성공 이고 지속 인 GIS 정보화를 

해서는 막 한 규모의 재원과 시간이 소요되

므로 해양 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지역의 모든 

해양GIS 정보화사업은 재 기장군에 치하

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뿐만 아니라, 추후 공

공기  이 이 상되는 한국해양연구원, 국립

해양조사원의 업무와 연계된 DB 구축  활

용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스템의 경

제  비용-효과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계량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

으므로, 구체 인 편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

 효과(정보의 정확성 증가, 분석에 필요한 

방 한 자료의 사용 능력제고, 의사결정 지원 

등)를 단할 수 있는 수요를 사 에 악할 

필요가 있다. 한, 재원조달을 해서 주어진 

국가 산에 으로 의존하는 경직된 사고

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가공된 2차 정보의 

매나 산학연의 연계를 통한 재원 확보  기

타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실제 으로 성

공하거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국내외 사례에 

해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해 첫째, 

해양지리정보 생산 리  측면에서 통합 

리 방안을 제안한다.

1. 해양지리정보 생산 분야의 통합 리 방안

해양지리정보 생산 분야는 해양조사  자료 

리, 측량  해도제작, 해양환경정보생산 등

으로 련기 은 크게 도형정보를 생산하는 

국립해양조사원과 해양공간  속성정보를 생

산하는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연구원과 함

께 기상청이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생산되

고 있는 항해용 해도는 동해안 75종, 서해안 

58종, 남해안 58종, 기타 15종으로 총 206종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  자해도는 원양 항해

도 21종, 항해도 17종, 연안도 63종, 항만 정박

도 39종, 항박도 65종 등 총 205종이 생산 유

통되고 있다. 한 특수해도로 어업용 해도 24

종, 해 지형도 20종, 치기입용 해도 10종, 

정치어장 일반도 5종, 해  각종 경계표시

도 4종, 기타 4종 등 총 67종이 있다 (동아

학교, 2001). 국가해양기본도는 해양 부존자원 

 에 지개발 등 해양개발을 한 기  자료

의 제공과 해상교통의 안  항로 확보, 해양환

경보존  해양 정책 수립 시 필수정보를 제

공하게 될 해 지형도, 력이상도, 지자기

자력도, 천부지층분포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진행된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

본계획(1995～2000년)의 목표는 GIS구축 기반

조성에 을 두었고,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

계구축 기본계획(1991～2005년)은 활용  유

통 분야를 강조하고 있으며, 여기는 해양이나 

산림 분야 등으로 그 상이 확 되었다. 해양

지리정보체계의 경우,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에는 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종이해도를 산화하기 한 측량원도 

작업을 지속 으로 진행해 왔으며, 동시에 

자해도제작을 한 시스템 구축도 완료된 상

태이다. 따라서 해양지리정보에서는 수치해도 

 자해도를 구축하기 하여 이미 구축되

고 있는 측량원도의 갱신  활용범  등의 

확 와 정확한 정보 생산에 해양지리정보체계

의 방향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국립

수산과학원에서는 수산동식물정보, 해어황정

보, 양식정보, 해양조사정보, 조정보 등 해양

수산  환경과 련된 정보가 생산되고 있으

며, 특히 국립수산과학원 내의 한국해양자료센

터(KODC, korea oceanographic data center)

는 해양과학 조사자료 리기 으로 지정되

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재까지 꾸 히 해양지리

정보가 생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

보가 어느 정도 생산되며, 어느 기 에서 리

하고 있는지에 한 메타정보가 없으므로 일

반 으로 정보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생산된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의 정확성, 갱신빈도  

신뢰성의 문제 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도형

정보 생산기 과 속성정보 생산기 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 해양지리정보의 통합 인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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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흡하므로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동시에 

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우선 으로 확

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양지리정보의 

질에 한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해양지리정보생산

을 뒷받침해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반

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으로 해양지리정보를 생산하는 시스템

은 해도제작용과 해양환경정보를 생산하고 

리하는 시스템으로 나 어져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앞서 생산정보의 합리  선택

과 신뢰성 있는 정보생산  활용을 염두에 

둔 해양지리정보생산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해양기본지리정보에 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해양기본지리정보가 우선 구

축된 후에는 다양한 공간데이터의 체계 인 

유지 리 활용을 해 데이터목록과 세부내용

이 포함된 메타데이터의 설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 생산된 정보가 부정확하다면 

재생산 정보․분석  타 시스템에서 도출된 

결과에 해서 신뢰성을 상실하게 됨으로 시

스템의 구축과 유지라는 측면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신의 정보생산이 요하고, 

이를 한 정 자료 갱신 시기, 이를 뒷받침

하기 하기 한 제도  장치  산 확보 계

획도 필요하다 하겠다.

한 지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해서 

국가기   세계 측지기 좌표계 환 등

의 연구를 통한 기술 확보  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해양기본지리정보는 각 기

에서 필요한 목 에 따라 생산되고 정보화의 

정도도 다양하기 때문에 각종 통계자료들에 

한 정비수 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지리정보의 본산이 될 

부산지역에서, 각 기 의 기능에 따라 생산되

는 정보를 총 하여 리할 수 있는 기구를 

발족시킬 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

께, 해양기본지리정보가 주로 문정보생성기

에서 획득된다고 볼 때, 문정보생성기 에

서는 정보생산뿐 아니라 정보유통까지 담당하

려 할 것인데, 정보유통센터는 보다 효과 으

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구축과 

더불어 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

게 얻을 수 있는 유통망 구축에 한 략 제

시가 필요하다. 이를 해 재 2단계 NGIS 

구축사업에서 제시한 바와 유사한 방법으로,  

미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 인 해양공간정보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기 해서는 우선 으로 

해양공간정보 유통에 한 기반조성에 을 

두어야 하고, 즉, 각 기 에 산재된 해양공간

정보를 유통시키기 해서는 일정한 표 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해양공간정보유통

망을 통해 수요자가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해양지리정보 정책 분야의 변화모색

해양GIS 기본계획 수립시의 조사 결과에 의

하면 해양지리정보체계를 한 해양수산부의 

역할은 ‘산하기 , 연구기   민간기업과 역

할 분담을 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체 응답의 

51.2%를 차지하 다(동아 학교, 2001). 따라

서 해양지리정보체계는 해양수산부를 심으

로 하여 해양수산 련기 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하는 것

이 필요하며, 민간 기업까지도 그 역할분담에 

동반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해양수산 련기 의 

역할분담을 통해서만 해양공간 력 체제를 

구축하고 해양네트워크창출을 기 해 볼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해양지리정보체계를 하여 주

도 으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  1순 는 ‘법

제도 정비’분야로서 체 응답자의 31.4%를 

차지하 으며, 2순 는 ‘계획수립  기반조성

분야’로서 29.7%, 3순 는 ‘표 화분야‘로 

14.4%를 나타내었다(동아 학교, 2001). 해양

수산부의 역할은 해양지리정보체제를 한 기

반사항인 ‘법제도 정비’  ‘계획수립․기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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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역 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므로, 이 역할을 수행하기 한 연구  사업

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그 외의 ‘표 화분

야’, ‘교육홍보분야’, ‘기술개발분야’, ‘정보유통

사업분야’ 등은 산하기 과 민간분야에서 담당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된다.

해양지리정보체계 구축에 있어서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술 분야는 ‘데이터베이스통합 

리기술개발’이 체의 46.7%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 으며, 다음은 ‘공간분석기술’, ‘데

이터추출  획득기술’이 각각 19.8%씩 차지

하 다 (동아 학교, 2001). 지리정보체계를 그

로 해석하면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겠지만, 일반

으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공간정보처리와 

련된 종합 인 기술 분야’로서 정의할 수 있

으며, 지리정보체계의 기능을 지원해 주는 요

소기술은 측량  측지․원격탐사․지도제

작․자료처리․소 트웨어공학 등이 있다. 그

러나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에서 지

리정보체계 기술이 지리정보체계  분야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 트

웨어개발 측면이 무 강조된 면이 많아 다소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해양지리정보체

계에서는 소 트웨어 개발에 을 두기보다

는 지리정보체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략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지리정보체계의 발

달과 활용을 해서는 가장 기 인 핵심기

술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 미래 

해양GIS 기술 수요를 악하기 해, 세계 여

러 해양국가와 비교해 해양GIS 국내 기술의 

주소와 련된 인 , 기술  자원을 데이터

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이미 국

내에서 제작해 온 자해도의 제작  응용기

술 연구 등이 선진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의 

수 에 있는지 객 으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한 해양GIS 이용자의 기술수요를 인

터넷을 통해 계속 으로 악할 필요가 있으

며,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해외에서도 경쟁력

이 있는 해양GIS 기술 개발의 우선순 를 설

정하는데 기여하게 되고, 그 결과는 국내 해양

GIS 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정보 생성 주요기

인 국립해양조사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은  

체제 속에서 해양GIS 공간정보 DB를 구성하

는 주제도와 속성정보의 주 생산자이며, 리

자이고, 동시에 사용자이므로 이들 정보의 생

산, 유지  보수를 연계하여 책임지는 시스템

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들 기 은 3단계 

NGIS와 연계하여 국가표 으로 제안될 수 있

는 비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한 수요조

사는 새로운 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

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함께 공조화된 

해양수산 력체제 하에 해외진출도 고려해야 

하는데, 활용가능 사례로, 해양 측의 역사가 

해상의 조사선 측에서 우주의 성 측으로 

환되어 가는 과도기 인 상황에서 국립수산

과학원의  정선해양 측을 성자료의 검보

정 시스템을 최신화 시켜, 일본, 국, 러시아

의 심해역에 치한 우리의 해양 지리  이

과 더불어 동북아시아 국가에 있어 성 검

보정  해양의 주도  심국가로로서의 자

리매김을 해 황해 등의 여러 나라의 이목을 

받고 있는 해양을 상으로 첨단 해양모니터

링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국제 으로 공

인될 수 있는 국가 운  시스템으로 이용자의 

구체  목 에 맞는 해양자료의 생산이 필요

하다고 보겠다.

이와 함께, 해양GIS정보화 사업에 한 해양

수산부와 산하기 의 역할분담이 명확화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한 수요조사

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 정보화 추진 부서는 

개별 GIS정보화 사업보다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 에 을 두고, 해양정보 생성기

의 DB 구축과 운용을 극 으로 검토하고 

수요를 지속 으로 악해 지원할 필요가 있

으며, 재 해양수산부내 해양GIS와 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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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  뿐만 아니라 3단계 NGIS 추진조직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조도출을 하여 

의기구를 구성하는 등 주도 인 역할을 해

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성공 인 해양GIS 구축에 실제 으

로 기여할 수 있는 지속 인 방안 모색과 함

께 그 효과에 해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해 산, 학, 과의 연

계를 통한 방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

하면 다음과 같은 장  들이 상호 발생해 시

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데, 해양GIS를 구

축하고자 하는 학과 연계를 맺어 연구와 직

업훈련 등으로 문노동력과 기술들을 렴한 

비용으로 제공받는다면 재원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학은 이러한 일을 수행하며 해양

GIS 교육  홍보기 으로 역할을 감당해 해

양GIS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해양GIS 구축에 실제 으로 이러한 작업을 

원하는 학  계 문가들에 한 수요조

사를 할 필요가 있다.  

3. 해양지리정보 정책 분야의 변화모색

미국의 수산자원 리는 매그 슨-스티벤스 

법(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과 자원 리계획(Fishery Management Plans: 

FMPs)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법은 고갈되어 

가고 있는 어종 자원의 재조성, 수산자원 주요 

서식처의 보호, 수산페기물의 최소화  해상

투기의 규제강화에 역 을 두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다만, 이를 구체 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우리는 매우 부족하다. 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연안 외곽의 태평양 연안

서 어류에 한 FMPs는 트롤, 연승, 통발어

업에 한 면허제한 로그램을 수행하고 있

는데, 통제수단으로  체 어선수, 어구의 종

류와 수량, 어선 길이 등의 구체  내용으로 

어확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구체

 사례연구가 부족하다. 한, 양식업에 특정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으므로, 비토착어종, 

화학물, 살충제 잔류물, 질병을 유발 할 수 있

는 물질을 상으로 생태  향에 해 사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친화  양식시

설과 운  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데, 환경

친화  양식운  로그램은 양식 폐기물을 

유익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로그램도 포함하

고 있다. 환경친화  양식시설의 조건에는 유

기질 고형체를 양식물 사육 보조물이나 토양

을 비옥화 는 개선하는데 활용하는 기술 등

을 담아야 하며, 재활용시스템에 한 조항은 

침 , 기계  여과 생물학  여과 통풍, 슬러

지, PH 조 , 가열, 냉각, 살균소독, 이온 변화 

등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양식업을 

새로 시작 할 경우 양식장의 시설에 해 반

드시 SCS(Soil Conservation Service)의 허가

를 받아야 하며, 지속 인 조사를 통해 양식장 

환경규제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도 이와 유사한 조치가 필요한데, 양식장의 

정 치와 규모 산정, 양식장 운  기 , 배출

제한과 환경모니터링 등이며, 이를 해 지방

자치단체의 허가, 면허 감독 의 정성, 생태

 향 등을 과학 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언 한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해양수산 리

에 한 이슈가 나올 수 있지만, 해양GIS 2단

계 사업과 연계해 부산지역을 심으로 해양

GIS 활용증진을 한 노력을 략  측면에서 

추구해야 할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자료의 통합화

- 범국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공간정보 표 화와 연 하여 해양수산 환

경정정보의 표 화 추진

-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해양수산 

환경자료는 실시간 자료로 제작

- 육지를 상으로 개되는 모든 NGIS 자

료와의 통합 추진

2) GIS를 이용한 연안  해양 생태계 리

- 지역별 연안 생태의 환경 평가  복원, 유

지 기 자료의 DB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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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생태권역별 습지 목록 제작( : 을

숙도 하단 해양 지역 내 진우도, 신자도, 

장자도, 백합등, 무명도 등)

- 육상과 연계한 연안 오염원인 악  

책 마련( : 낙동강 하구언을 통해 방류되

어 인근 연안으로 확산된 육상기반 해양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를 한 실시간 모니

터링  모바일 리 서비스) 

- 생물의 종서식지  지역별 어족, 산란 분

포 등 환경민감지표 DB화

- 환경민감도지도(Environmental Sensitivity 

Map) 작성 ( : 신항 건설에 따른 유해생

물 발생 이력 리)

- 기타 해양환경  생태․문화자원 정보에 

한 각종 주제도 제작 ( : 인공  자연

해안선을 구분해 자연해안 주변지역의 자

생식물, 공룡 발자국 흔  등의 주제도)

3) GIS를 이용한 방제 단정보지도 구축 

 활용

- 각종 해양사고에 따른 기름 유출사고에 의

한 피해 내력 리

- 해안의 자원과 방제에 련된 정보 DB 

구축

- 해안선의 종류에 따른 표착류 제거작업의 

난이도 분석 결과 DB 구축을 통한 의사결

정지원시스템

- 사고발생시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해수욕

장, 양식장, 생물자원 등에 미치는 범  

악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4) 성 상  기타 IT 기술의 연계를 통

한 연안  해양의 환경 생태 변화탐지 

 활용방안 연구

-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토사유출, 매립, 

도 침식, 매몰 등에 의한 해안선(해운 , 

안리)  해 지형(을숙도 주변) 변화 모

니터링

- 오염원이 해황에 의해 3차원으로 확산되는 

형태 시각화

- 양식장의 자가 오염  해  퇴 물 정화

에 따른 환경 향 DB 구축

- 환경친화 이며 지속 인 어장 생산력 제

고를 한 인공어 , 양식장의 최 화 연구

(  : 양식장 지분석, 배치  환경용량

을 고려한 최  규모 산정)

- 해양환경의 상태를 종합 으로 악할 수 

있는 주제도  장기간 동안의 변화탐지가 

가능한 DB 구축 (  : 해수면  해수 층 

온도, 부 화, 조 발생 분포  피해도, 

해수유동 변화도, 해 퇴 물 등)

5) 해양 재해 응 정보시스템 개발

- 기상변화에 따른 태풍, 해일 등 해양 사고

험 보  모바일에 근거한 신속한 

피 체제 

- 해일, 태풍 등에 따른 험지역  상황을 

단계별로 구분․정의하여 험 정도에 따

른 경고 신호 체계 개발  그 결과를 실

수요자에게 안 한 서비스 제공 ( : 격

한 미세기후 변화로 인해 특정지역에 조난 

등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선박의 안  

운항경로 정보제공)

6) 해양수산 GIS 교육 로그램 

- 해양수산정책 결정시 해양환경자료의 문

지식 DB

- 연안 리 정책업무 계자, 지역주민에게 

해양GIS 기술 교육  문지식 제공 서

비스

- 산․학․연 동의 GIS 교육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 , 실무 인 원격 교육체계구축 

 국민 홍보강화

7) 해양  도서 정보 안내시스템 구축

- 연안육역 지역, 무인  유인도서의 주요 

낚시터 치  이용정보

- 자연 으로 요한 도서별 자연자원( : 오

륙도의 식생), 생태 코스  생태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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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 으로 요한 지역( : 을숙도 습지보

호지역)의 생태지도 제작  인터넷 약

을 통한 체험생태  체계 구축  이에 

따른 국민 서비스 향상

- 해양 포츠 DB( : 수  요트경기장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할 내 진해시 

남동 수상요트경기장 연계) 구축을 통한 

련 산업 활성화  국민 서비스 향상

8) 양식장 리 업무지원시스템 개발

- 친환경 인 양식장 설치, 운 , 리를 

한 과학 인 의사결정 지원 정보

- 양식장 설치 희망자가 쓰기 편리한 제반 

연안환경 련정보 황  운 실태 DB

- 지역 내 양식장 문 련 업체의 기술보

유력  보유 장비 자료의 DB 구축

- 국내 양식장에서 생산/유통된 수산물에 

한 민서비스 지원 강화 ( : 국 등에서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어 

부산으로 유입되는 각종 수산물 검사체제 

확립  DB 구축)

9) 해양수산 통합 리 정책결정 의사지원

시스템 개발 연구

- 연안의 개발, 이용, 보존과 련된 이해당

사자간의 환경 분쟁 조정을 한 GIS 모델 

개발  용

- 연안 리법에 의해 개되는 연안의 개발, 이

용, 보존을 둘러싼 단 해양사업의 타당성  

사후 평가, 유지 리 모니터링 DB 구축

- 모바일 인터넷에 기반을 둔 연안지역 오염

리 정보시스템 구축 

10) 기타 해양수산 련 리시스템 구축

- 정부기  뿐 아니라 해양 계자(학계, 민

간 스쿠버 애호가 등) 해양 조사 활동에 

의한 해양특성, 자원 분포  수산자원량 

DB 구축

-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한 민간인들의 바다

사랑 활동 DB 구축( : 특정지역 탐사를 

실시한 민간단체의 모바일 생태지도) 

결  론

본 연구의 요 목 은 수요자  에서 

부산지역 해양․수산 련기 들의 업무 분석

과 부산시가 지향하는 해양수도로서의 이미지 

창출을 해, 미래의 해양 GIS 활용에 향을 

미칠 내용을 미리 악하여 그 활용방안을 증

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표 아래 첫째, 재 

부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유 기

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어

업지도선 리사무소, 해양수산연수원과 부산

역시 해양수산 련 부서인 항만정책과, 수산행

정과, 수산진흥과 등의 GIS 상 업무를 악

하고, 이를 지원하기 한 시스템 구축  사

용자들의 활용증 에 따른 미래지향  서비스

를 정리하 다. 둘째, 해양지리정보체계의 활

용증진과 성공  정착을 한 계기 의 발

 방안으로 해양지리정보 생산 분야의 통합

리, 해양지리정보 정책 분야의 변화, 그리고 

해양지리정보 활용에 한 사례 제시 등을 통

해 문제  제시와 함께 안들을 미래지향  

정책이행을 한 략  측면에서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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