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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립해양조사원장 or 해도과장 OOO입니다.

2015년, 해양정보의 공유와 해양산업의 성장을 위해 시작한 
해양정보 산업화 사업이 어느덧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채널이 다양해지고,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서, 수많은 정보 속에 신뢰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동안 해양산업에서의 정보는 데이터의 생산에서 가공까지 
품질과 정확성의 수준은 높아졌음에도, 공유와 활용의 측면에
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해양정보 산업화는 해양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유통 체
계 일원화 및 창구마련, 해양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정보 
활용 지원 및 산업육성의 4가지 큰 틀을 세웠습니다.

해양분야 종사자들과 기업들이 해양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
록 도와주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어 해양산
업 전반의 성장을 꿈꿔왔습니다.

지난 5년은 그 토대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발간사 
Director General’s
Fore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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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 산업화 백서에, 지난 5년간 산업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디딘 
첫걸음부터, 오늘까지 한 계단씩 쌓아 올린 성과들을 비롯하여 앞으로
의 해양의 미래와 우리의 모습도 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5년을 위한 방향과 속도를 고민하고 다시 한번 나아가
야 합니다. 탄탄히 쌓아 올린 기반 위에, 적극적인 산업육성과 지원을 
통해, 해양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활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해양정보 산업화 백서는 우리의 성과를 자축하는 의미가 아닌, 다음을 
위한 거울이자, 대한민국의 해양산업 성장의 그림 속, 한 조각의 기록
으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를 되짚어보고 미래를 그려보며 산업화 백서 제작을 
위해 힘써준 우리 직원들과 수행사를 비롯하여 해양업계 종사자 분들
의 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국립해양조사원장  or 해도과장

OOO











 





PART I



해도간행중심의

해양정보 생산에서

다양한 정보시스템 기반의

활용을 위해

해양정보산업화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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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와 해양정보 산업화란?

해양정보

“해양정보”는 고정되어있는 육상과 달리 ‘바다’의 시간에 따른 끊임없이 변동
하고 있는(파도, 조류 등) 시공간적 융합정보(공간, 비 공간)를 의미하며 해양
조사 및 탐사를 통해서 획득한 원시자료와 이를 토대로 생산한 기초자료, 가
공자료를 기본적으로 지칭한다. 또한, 기초 및 가공자료를 산업 부문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든 데이터셋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조사 및 탐사, 관측을 통해서 수집·가공한 모든 자료를 해
양정보로 정의한 것이며, 광의의 범위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생산한 모든 유
형의 자료로 확대하여 정의할 수 있다. 해양정보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는 ‘창조경제의 핵심자원’으로 시공간적인 특성을 잘 활용하여 다
른 산업·기술·콘텐츠와 융·복합하면 새로운 창출이 가능하다. 

해양정보 산업화

해양정보산업은 해양정보를 생산하거나 이와 관련한 온·오프라인 제품, 서비스
들을 개발·제조·공급·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해양정보 산업화”는 분산 운영 중인 해양정보를 통합하여 해양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시장을 육성하며, 해양정보의 정책
적/산업적 활용도 제고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해양정보의 생산, 관리, 
유통, 산업화의 네 단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주기적 혹은 실시간 해양정보를 
표준화하고 제공기반을 마련하여 오픈 플랫폼을 통해 민간산업 영역으로 정보
를 유통함으로써 해양정보 관련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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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기반조성

사업의 배경과 목적

해양수산부는 산하 기관별로 수천억을 투입하여 해양환경, 수산, 항만, 안전 
등 다양한 해양정보를 생산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료들이 기
관별로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고 활용적인 면에서도 제한되어 관리됨에 따라 
기관별로 분산된 해양정보를 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65년간 해도
간행 중심으로 해양정보를 생산했었던 국립해양조사원은 앞으로 정보생산에 
그치지 않고 해양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제품을 개발하는 해양정보 
기업을 발굴해 일자리 창출과 종합 해양정보 산업을 육성하여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파악이 우선시되어야 했다. 전사적으로 메타데이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필
요성과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수요 요구를 우
선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할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사용자가 손쉽게 해양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림1-1> DATA산업의 성장과 해양정보의 산업화

순차적으로 통합되는 정보들은 개별적으로 업무 추진, 정책 결정,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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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과 외부서비스가 가능한 정보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해양정보는 국가안보와 해양안전의 문제로 그동안 공간정보(국토부). 
기상정보(기상청) 등의 시장에 비해 민간활용이 제한적이었으며 서비스에 
한계가 있었다. 민간기업들에 의해 정보의 활용, 융합, 생산과정을 통해 
솔루션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재가공되어 상품화되고, 서비스가 이루어져 수익을 
창출하는 해양정보 산업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다양한 시범사업의 수행과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개별 목적에 맞는 수행과제를 도출하여 해양정보산업화를 
진행하였다. 해양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개방海/공유海를 기반
으로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부내 해양공간 정보를 통합하게 되었다. 이에 
해양정보 서비스·활용·유통 플랫폼은 해양공간정보의 이용 편의성과 활용성 
증대, 정책적/산업적 활용도 제고 목표로 자료생산, 관리, 공유, 활용체계를 구
축하는 플랫폼으로 개발되어 해양정보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림1-2> 사업의 목적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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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현황분석

해양정보 산업 환경분석

현황분석 및 미래모형 수립에 필요한 환경변화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해양정
보 및 해양산업화와 관련된 정책, 경제, 사회, 기술 등 전반적인 환경을 종합
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양정보 생산, 활용, 산업 수요시장, 
정보화 기반 서비스, 기술 동향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문헌 조사(인터넷, 신문, 
논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4가지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그림1-3> 환경분석 Framework

- 정책환경

해양정보 생산환경의 변화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정보 생산은 해도간행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국제
수로회의, 한미·한일 수로회의 국제적 협업 환경을 계기로 조사와 관측환경은 
고정밀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며, 전자해도를 비롯한 정보시스템 기반의 해양정
보 활용은 해도 제작과정에 머무르지 않고 분석, 평가 활용의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 단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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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정보 생산성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정책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전자정부 세계 1위, 인터넷 경제환경 확대 등에 대한 괄목한 성과
를 달성하였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정부는 국가 주도의 단방향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수요자에 대한 산업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수요자 중
심의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림1-5> 정보화 정책 수립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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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공공 예산환경

해양수산부는 최근 생활 밀착, 일자리 창출, 기업연계 동반성장 기반마련과 같
은 해양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립해양조사원은 
조사 및 수로측량의 비중을 과거보다 낮추고 운영시스템 등 해양정보 활용환
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환경을 조상하고 있다. 

<그림1-6> 1996년 해양수산부 설립 이래 최대 예산 규모

해양공간정보 통합활용체계 전담기구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었으며, 연계의 일환으로 해양공
간정보 통합 활용체계를 추진 중이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특정 전담조직 지
정 이전까지 정보통합관리 기관으로 추진이 예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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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해양공간계획 관련 사업 추진현황

공공데이터 개방수준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OECD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방데이터의 
질적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 ODB 기준으로는 세계 5위 수준에 있다. 사회경계
적인 영향력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림1-8> 공공데이터 개방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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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데이터 개방현황

국가 데이터의 개방은 제공대상의 결정, 심의의결을 통해서 게시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현재까지 국가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193종의 데이터를 개방하
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1-9> 국내 공공데이터 개방현황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정보 개방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는 데이터개방을 해왔으나 알 권리 충족에 목표를 둔 
개방환경에서 이제는 경제성의 촉매제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개방환경을 구성
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인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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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0>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정보 개방 1

701종(공간정보 551종+비 공간정보 150종)의 데이터 공유 자원목록을 확보
하고 있었고 제도적 정보 공급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칙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32조(시행령 23조) 해양수산정보 수집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규
칙’('17년 7월 입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림1-11>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정보 개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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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및 자원의 이용행위는 과거에는 수산이나 관광 분야에 한정되어있으
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해사 채취나 에너지 개발로 그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해양공간 통합관리정책을 통해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위한 해양공
간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림1-12>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정보 개방 3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 수립을 통해 인프라 구성, 성공
사례 발굴, 중장기 추진 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빅데이터 환경을 구성하고 있
으며, 이와 연계한 산업화도 추진하고 있었다.

<그림1-13>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정보 개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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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환경

해양정보 활용 업무영역의 잠재성

국립해양조사원의 생산정보는 현재 수로 도서지 제작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해양수산 관련 산업에의 활용은 더욱 적극적인 
해양정보 제공환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 발전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림1-14>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정보 산업 활용영역 확장 잠재력과 

상위 중장기 해양수산 R&D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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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 판매체계

'08년 기점으로 종이 해도 대비 전자해도의 활용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 여객선, 화물선에 의무장착이 법제화됨으로써 선박안
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전자해도 유통은 해양조사협회를 통해서 판
매처로 유통되고 있으며, 기간에 따른 라이선스 개념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업
데이트 주기에 따른 모니터링 구성은 수동적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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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5> 해양정보 판매체계 전자해도

수로 도서지 복제승인 현황

수로 도서 지는 복제승인 과정을 통해서 유사제작물을 온·오프라인으로 생산 
활용할 수 있다. '15년에는 GPS 플로터 분야에서의 복제승인 과정을 신청한 
것을 비롯해 연구 분야와 웹사이트 분야의 활용이 증가하였다. 해양정보 산업
화의 불씨가 당겨진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림1-16> 수로 도서제 복제·유사제작물 발행 승인 현황

- 사회환경

해양정보 양성활용 방법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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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연 소득 3만 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나, 여전히 전산 정보 활용 
수준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환경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해양
정보는 개방형 서비스체계 기반에서 해양정보를 제공하거나 적극적인 수수료 
취득과 불법 사용 시 소송을 진행하여 공공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준법 시민 
업체에 대한 권익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정보생태계 확보를 위한 불
법 사용환경을 정비하고 다채널 양성적 정보제공 플랫폼의 필요성 대두되었
다.

<그림1-17> 해양정보 양성활용 방법의 부재

해양정보의 음성적 활용

전자해도의 경우 산업체에서 공산품 제작에 앞서서 주요한 콘텐츠로써 해도를 
구매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동시에 연 단위 자료의 유지관리를 통해서 선박의 
항로정보 등에 대한 최신정보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항해가 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 일부 업체에서는 정상적 수치 자료의 유통경
로를 통하지 않고 제품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사례가 있으며 그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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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8> 해양정보의 음성적 활용

정보 공개 규제 현황

정보 공개 규제는 좌표의 유무와 해상도, 국가보안 시설 등과 연계되어 규정
되어 있으며,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특
수사항을 고려하더라도 국외의 포털사이트 등 사례를 보면 불특정 다수에 대
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수준으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었다.

<그림1-19> 정보 공개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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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스포츠 등 융합 사업 증대

글로벌 환경에서는 나이키, 레고 등 전통영역 산업체가 끊임없이 융합사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효과를 나타내어 사업체의 
매출 신장과 이익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해양
레저 산업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공공재 성격의 해
양정보 제공환경이 필요한 시기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림1-20> 융합사업 사례와 국내 레저/스포츠 융합 시장 환경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현황

정부 3.0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범정부적 지원 
조직을 구성,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업환경을 조성하여 15만 개의 일자
리를 창출하고자 24조 원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공공데이
터 개방정책을 통해서 아이디어 기반의 가치창출형 사업환경을 지원하여 지식
기반 산업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OECD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개방데이터의 질적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 ODB
기준으로는 세계 5위 수준에 이었다. 사회경제적인 영향력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국가 데이터의 개방은 제공대상의 결정, 심의의결
을 통해서 게시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2014 ~2016년까지 국가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193종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었으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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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1> 핵심 키워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현황

융·복합 공공산업 서비스 패러다임

최근의 공공서비스는 다채널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대국민을 고객
으로 인식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공공서비스 지향점의 변화는 
그 자체를 해당 영역의 소비자 중심의 산업화로 유도한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는 플랫폼 중심, 개방형 서비스 생태계, 공유와 경쟁의 패러다
임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림1-22> 행정 및 민원제도 선진화를 위한 공공서비스 구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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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환경

정보기술 동향 분석

정보기술 환경은 컴퓨팅 관점에서 사용자가 Any Where, Any Time, Any 
Device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정보화 환경으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졌다. 대
용량 자료의 관리와 처리에 대한 부담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보화 환경이 구성되었다. 

<그림1-23> 정보기술환경의 변화

정보기술 분석대상 파악– 메가트렌드 분석

<그림1-24> 정보기술 주요 메가트렌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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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요소별 현황 – 빅데이터(Big Data)

<그림1-25> 빅데이터 기술 분석

기술요소별 현황-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그림1-26>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분석

기술요소별 현황– 사물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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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7> 사물인터넷 컴퓨팅 기술 분석

기술요소별 현황–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그림1-28>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분석

기술요소별 현황– 기술 수준 파악 및 시사점

기술요소별 직·간접적 영향이 있는 국가전략기술명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와 주
요 국가 간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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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9> 기술 수준 파악

기술요소별 현황– 해양수산부 e-Navigation 기술현황 분석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e-Navigation의 기술현황을 분석하여 기대효과를 
제시합니다.

<그림1-30> e-Navigation 기술현황 분석

- 수요환경분석

데이터 경제와 육성전략

데이터경제(Data Economy)란 데이터에 접근, 활용하는 협업 과정에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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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인프라 제공, 연구조사 등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 이루
어진 생태계(Ecosystem)를 의미한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 경제는 영국,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데이터 경제의 중심은 공공데이터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로써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정보 관리체계를 가지고 해양수산 데이터 책임자 
지정 등 컨트럴 타워를 마련하고 해양정보의 공개범위를 정하는 등 개인정보
의 유통과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와 수준을 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가
지게 되었다.

<그림1-31> 데이터 경제와 육성전략

스마트제조환경의 변화

해양정보의 수요환경은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AI / 빅데이터-Big Data / 
사물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 IoT) 변화환경과 맞물리면서 소규모의 
스마트 공장 및 소프트웨어 개발수요가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용 정보생
산도 일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정보의 활용 분야로 예를 들
면 민간과 스마트 공장은 선박용 부대장비, 주문자 생산방식 장비를 갖출 수 
있고, 민간과 소프트웨어개발은 레저용 소프트웨어, 공공 소프트웨어를 생산할 
수 있으며 공공과 연구개발 분야는 원시 정보확보에 힘을 기울일 수 있다. 전
통적인 제조방식은 단계별로 순차적 제품생산을 프로세스를 기본으로 채택하
고 있으나, 향후 제조방식은 디지털 코어를 중심으로 초연결 상태에서의 대규
모 맞춤형 생산환경으로 구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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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2> 스마트 제조환경의 변화

해양정보 산업시장 조사

해양정보 산업시장 조사는 연속조사 기업과 복제승인 대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총 148개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산업 활동 부분은 여전히 공공중심, 
소기업 중심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1-33> 해양정보 산업 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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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 현황

해양정보 공개 관련 법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발
전 기본법상의 해양수산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해양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해양조
사 및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Ÿ 해양의 관리와 보전, 개발과 이용,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

기반 및 환경조성의 하나로 정보화 촉진을 위한 국가 해양수산정보센터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Ÿ 해양수산부는 '17년 9월 29일 해양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을 시행함

으로써 해양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기반 환경을 마련하였고, 품질·표준화·제공에 대한 제

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Ÿ 해양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생산정보는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보를 위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

며, 국가보안에 따른 예외사항이 존재한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Ÿ 해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기본원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그 근본을 함께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Ÿ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해양정보의 생산은 물론 

민간분야와의 협업에 대한 조직, 시스템의 기반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Ÿ ****별첨 2017_해양정보산업화 기반마련_최종보고서\해양정보산업화 기반마련_해양정

보 활용활성화 보고서 03_2장 32-37p 상세한 법제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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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모형정립(To-Be)

환경 및 현황분석을 통한 미래모습

해양정보 산업화 유도를 위해서 양방향(공공과 민간) 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및 해양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과 더불
어 해양정보 제공에 부합하는 라이선스 체계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정보관리 
환경 마련해야 했다. 또한, 해양정보 제공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현재 음
성적으로 활용되는 영역을 양성화하여 활용의 다양성과 해양정보의 신뢰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양정보 산업 기술 기반과 생태계 조성과 촉진이 필요하며, 
해양정보 활용촉진을 위한 해양정보 프로모션 정책 등 해양정보 활용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했다. 해양정보 제공의 구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이용
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표준을 준용하여 배포되어야 했으며, 해양정
보 제공을 위한 기반 환경을 마련해야 했다. 또한, 해양정보 산업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를 신설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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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4> 환경 및 현황분석 종합

미래의 해양수산정보 산업은 기업 중심의 정보 제공환경을 마련하고 법과 제
도를 준수하는 상태에서 정보 공개를 극대화하며, 단순한 정보 활용환경 구성, 
품질과 최신성을 담보하는 자료관리 환경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 첫째,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해양정보 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기틀을 마련

◯ 둘째, 해양정보 산업화를 추진할 조직을 구성. 조직 설립은 인큐베이팅, 기반마련, 주체확립 

3단계로 진행

◯ 셋째, 우리 생산정보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정비하여 정보의 제공에 따른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

◯ 넷째, 현황분석 결과 현재 해양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산업 활용성을 확대

◯ 다섯째, 현재 공공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행물 시장도 민간으로 이양하여 산업 다양성

을 확보하여 활성화

◯ 마지막으로 해양정보 제공의 수단으로 해양정보 산업 오픈 플랫폼을 구성하여 수요자가 편

리하게 해양정보를 획득하고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
◯ 해양수산정보 활용 기업 중심 서비스 제공

◯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상태에서의 정보 공개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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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 관리 환경 구성

◯ 해양수산정보 최신성을 담보로 하는 서비스 환경 구성

- 비전 및 핵심 키워드 도출

해양정보 개방환경을 토대로 해양정보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미래상 달성
을 위한 전략연구를 '16년에 진행했다. 주요한 중점 추진 대상은 법과 제도 
해양정보 활용 추진 주체, 정보화 환경, 협력체계 구성입니다.

<그림1-35> 비전 및 핵심 키워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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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과제 및 단계별 추진 로드맵

이행과제도출

- 19개의 산업화 이행과제 도출

이행과제 세부이행과제 추진과제 설명

해양

정보

산업

생태계

조성

해양정보산업

지원 정책 수립

해양정보산업 초기 시장 육성을 위해서 컨설팅,

개발비 등 해양정보서비스업 등록 업체에 지원　

해양정보 활용

추적 정책 수립

해양안전사고 방지와 해양정보 양성적 활용을

위해서 해양정보 활용 이력 추적 제도 정착　

해양정보 활용 과금 및

상벌 체계 정립

현재, 해도 판매에 대한 종합적인 적정 판매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양벌규정 마련 유도

해양정보산업화

육성 조직 구성

해양조사협회 내 “해양정보산업센터”를 구성하여

해양정보산업화 육성 토대 마련

민관 협의체 구성
해양정보산업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포럼 형식

협의체를 운영하고 신제품 아이디어 판매 촉진

해양정보산업화

시제품 개발

해양정보산업화 시제품 개발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시제품 개발과 컨설팅, 시장 확보 진행

시범 데이터 공급체계 및 

지원체계 구성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데이터셋 제작 및 공급,

활용 한계 파악 정보 보완, 지원체계 구성

해양정보간행물 시장조사
해양정보간행물의 시장조사를 시행하여

현재 간행물 시장 규모 파악

해양정보간행물

서비스 이관

민간 업체로 해양정보간행물 서비스 이관하여

해양정보산업화의 한 분야로 육성 유도

해양정보

오픈 플랫폼 구축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정보를 업체(법인, 개인),

대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단확보

해양정보 다목적 수심, 격자 플랫폼과의 채널 단일화를 통한



48

- 이행과제 우선순위 평가

우선순위 평가방법

평가체제는 중요도(시급성1), 영향 및 효과2)) 및 실행 용이성3)의 평가에 다
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행과제별 선-후행 관계분석을 통해 단계를 구분하
고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1) 해양정보산업화를 위해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추진해야 하는 시급성
2) 해양정보산업화를 통해서 민관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정도
3) 조직적, 비용 환경 고려 시 과제가 실행될 가능성 정도

해양

정보

활용

플랫폼

구축

오픈플랫폼 구축

(채널 단일화)
단일 경로 서비스 제공환경 구성

해양정보 연계
해양수산부 해양정보 연계 환경을 파악하여

해양정보산업화 모델 확산

산업별 

해양정보데이터베이스 

패키지 구성

메타데이터 구조와 연계하여 해양정보산업 유형별 

데이터베이스 패키지 구성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 제공

제공 해양정보의 온/오프라인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 환경을 구성, 오프라인 대비한 자료 환경 

구성

해양

정보

산업

지원체계

구축

해양정보 제공 품질 보증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이력 관리체계 구성

해양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방안

S-57, S-10X 등의 국제표준 적용과

해양정보산업 데이터 모델 IHO 제안 프로세스

구성

해양정보

공개범위 확대

해양정보 활성화를 위한 해양정보의 공개범위를

재검토하여 공개범위 확대

법제도

정비

해양정보산업

추진 조직 구성

해양정보산업 추진 조직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진행

해양정보 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해양정보산업 진흥법(안) 상정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정보산업 진흥법(안) 발의

<표1-1> 19가지 세부 이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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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6> 이행과제 우선순위 평가체계

우선순위 평가결과

이행과제 세부이행과제
중요도 실행

용이성

전체 평균

점수

우선

순위시급성 파급효과

1.

해양정보

산업 

생태계 

조성

1-1. 

해양정보산업

지원 정책 수립

7 7 5 6.2 10

1-2. 

해양정보 활용

추적 정책 수립

7 7 6 6.6 3

1-3. 

해양정보 활용 과금 및 

상벌 체계 정립

7 7 7 7.0 1

1-4. 

해양정보산업화 

육성 조직 구성

6 7 5 5.9 12

1-5. 

민관 협의체 구성
6 5 6 5.7 16

1-6. 

해양정보산업화

시제품 개발

7 7 6 6.6 4

1-7. 

시범 데이터

공급체계 및

지원체계 구성

7 7 6 6.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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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해양정보간행물 

시장조사

7 5 7 6.4 8

1-9. 

해양정보간행물

서비스 이관

6 5 5 5.3 19

2.

해양정보

오픈플랫폼 

구축

2-1. 

해양정보 오픈

플랫폼 구축

5 7 5 5.6 17

2-2. 

해양정보

오픈플랫폼 구축

(채널 단일화)

7 6 7 6.7 2

2-3. 

해양정보 연계
6 7 5 5.9 13

2-4. 

산업별 

해양정보데이터베이스 

패키지 구성

5 7 6 6.0 11

2-5.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 제공

5 5 6 5.4 18

3.

해양정보

산업 

지원체계 

구축

3-1. 

해양정보제공

품질 보증

6 7 5 5.9 14

3-2. 

해양정보데이터 

베이스 표준화 방안

6 7 6 6.3 9

3-3. 

해양정보공개

범위 확대

6 7 5 5.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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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과제 우선순위 분석

4.

법제도 

정비

4-1. 

해양정보산업

추진 조직 구성

7 7 6 6.6 6

4-2. 

해양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7 7 6 6.6 7

<표1-2> 9가지 세부 이행과제



52

<그림1-37> 우선순위 분석

- 이행과제 선·후행 관계 정립

이행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선 선행조건 과제가 우선 진행되어야 했고, 과제에 
따라 우선순위가 재조정되어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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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8> 선·후행 관계 평가

선후 관계 설명

L1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해서 해양정보산업 진흥법을 법적 근거로

마련하여 해양정보산업화의 제도적 기반마련 선행이 필요함

L2

해양정보산업 진흥법을 토대로 해양정보산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해양정보산업화 육성 조직을 구성하여 해양정보산업화를

진행할 필요성 있음

L3

해양정보산업화의 수단으로 오픈플랫폼을 구성하고 오픈플랫폼 구성을 위해서 

산업별 해양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데이터베이스 패키지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의 전제로 품질 보증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있음. 이와 동시에 

해양정보를 활용한 간행물 발행을 민간에 이관시켜 민간 자율시장을 구성하도록 할 

필요성 있음

L4

초기 해양정보 오픈플랫폼 구성한 후 관련 해양정보로 정보 연계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산업별 콘텐츠를 확대 제공할 필요성 있음.

또한,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를 해서 제공하는 해양정보의 내용을

설명하고 더욱 손쉽게 정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구성이 필요함

R1

해양정보산업 진흥법 통과와 별개로 해양정보 활용 내역에 대한 추적 가능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해양정보 양성활용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해양정보 시제품과 시제품 유지관리 갱신을

시범 데이터 공급체계 및 지원체계를 구성할 필요성 있음

R2
해양정보 활용 과금 및 상벌 체계를 정립하고, 현재 해양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해양정보산업화의 범위 확대를 유도할 필요성 있음 

<표1-3> 이행과제의 선-후 관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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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이행 로드맵 구성

추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6년 2017-18년 2019-20년

추진목표
해양정보 산업화 기반 

환경 구성
해양정보 산업화 추진 해양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 및 

조직

해양정보 활용 추적 정책 

수립

해양정보과금 및 

상벌체계 마련

해양정보 산업 지원 정책 

수립

해양정보 산업화 추진 

조직 구성

해양정보 산업 

민관협의체 구성

해양조사협회(해양정보센

터개소

해양정보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재)해양정보산업 진흥원 

발족

정보

시스템 

구축영역

해양정보산업화 시제품 

개발

시범데이터 공급 및 

지원체계 구성

해양정보 

오픈플랫폼(채널단일화)

해양정보 오픈 플랫폼 

구축

산업별 데이터베이스 

패키지 구성

해양정보제공 품질보증 

방안

해양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방안

해양수산정보연계

해양정보데이터 카달로그 

서비스 제공

법제도 

영역

산업화 근거(시행령 포함)

해양정보활용 협약

해양정보공개범위확대

해양정보 산업화 

기본계획 수립

해양정보산업화 제도 

개선 및 선진화

<그림1-39> 단계별 이행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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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정성적 기대효과

대상 기대효과 상세내용

중앙

정부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국가 차원에서 해양정보산업 분야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함

일자리 창출
해양정보산업을 육성시킴으로써 해양정보 관련

기업체의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음

대국민

서비스 제고

대국민, 대기업에 해양정보를 공개하여

신제품 활용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가공과 최신화에 

필요한 간접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어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투명한 해양정보확보 가능

유관

기관

해양정보

다양성 확보

해양정보 오픈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해양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

기업체

해양정보 신제품 

개발 비용 절감

기업체에서 해양정보 관련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해양정보수급/가공 절차 간소화를 통한 원가 절감

해양정보일원화/

최신화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정보의 최신성을

온라인 환경에서 유지할 수 있는 환경 구성

신제품 시장 개척

용이성

해양정보의 공개로 신제품 기획에 따른 시제품 제작이 

용이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서 시장 개척이 용이함

창업 환경 마련
해양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에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화 환경 마련 

국립

해양

조사원

정보 활용 

투명성 확보

해양정보추적체계구성을 통해서 해양정보 흐름 파악과

음성적 활용 방지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

정보제공에 

따른 금액 확보

해양정보 양성화에 따른 해양정보 과금확보를 통하여 

해양정보산업 육성 본격화의 기반마련

신규시장 개척
해양정보개방을 통하여 신규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동북아 해양정보산업 선두주자 자리매김 

정보 서비스 

채널 단일화

현재 개별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 채널 단일화를 

통해서 내부 생산, 외부서비스 채널 단일화

정보

연계

체계

정보제공

다양성 확보
해양정보콘텐츠 다양성 확보 및 통합 검색 활용

법제도 

정비

해양정보산업 

육성 근거 마련

국토해양부 종속적 법률, 제도 환경을 정비하여 

해양정보산업화의 주도적 역할과 시장형성 기여하는 근거 마련

<표1-4> 정성적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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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기대효과

(단위 : 백만 원)

구분 '15 '16 '17 '18 '19 '20 비고

순수 

해양정보

기업 육성

57 63 69 76 83 92 해양

정보

서비스업 

기업

순증 

85개 

기업

해양정보

확대기업
- 10 20 30 40 50 

총 

기업체 수
57 73 89 106 123 142 

순수 

해양정보

기업 고용

3,730 4,103 4,513 4,965 5,461 6,007 

고용

유발

순증

2,527명

확대

기업 고용
 - 50 100 150 200 250 

총 

고용인원
3,730 4,153 4,613 5,115 5,661 6,257 

순수 

해양정보

기업 매출

524,732 577,205 634,926 698,418 768,260 845,086 

매출액 

순증 

357,854

확대 매출 - 7,500 15,000 22,500 30,000 37,500 

총매출액 524,732 584,705 649,926 720,918 798,260 882,586 

<표1-5> 정량적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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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0> 기대효과



PART II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해양정보

제공환경을 조성을 위해

해양정보의 수집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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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정의

메타데이터 의미와 관리체계

메타데이터란 사전적 의미로는 데이터 요소들에 대한 설명으로 데이터를 분
류, 수집하고 속성에 대한 표현을 돕는 데이터의 데이터로 정보자원에 대한 
통합과 분류를 지원할 수 있다. 조직 내외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
터’로, 조직의 물리적 데이터, 비즈니스 지식, 기술 지식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Ÿ 업무적 메타데이터: 해양수산 관련 IT 시스템과 업무 사용자 간 의미론적 연계정보(예 : 

업무요구, 생산규칙, 해양정보 정의, 생산 정책, 성과지표 등) 

Ÿ 기술 메타데이터: IT 시스템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예 : 데이터

표준, 데이터 사전, 데이터 모델, 데이터 변화 및 인터페이스 정보, 데이터 권한 정보 등)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그림2-1>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메타데이터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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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주요 표준화 현황과 활용

메타데이터의 종류

목적 종류 설명

관리

EPC
Electronic Product Code. 전자상품 코드

Auto-ID 센터가 개발

MARC
Machine Readable Catalog. 서지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도서관시스템 간의 레코드 교환에 필요한 명세 

기술/

교환

Dublic core
인터넷 자원 검색에 적합, 여러 부야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핵심데이터 요소를 규정하기 위한 요소 정의

RDF
메타데이터의 기술과 교환을 위한 구조. 웹 상의 메타데이터를 

지원하는 XML 기반 자원 정의 표준

INDECS
디지털 전자상거래 기반 사용되는 표준으로 의미 중심의 

표현방식, XML기반 자원 정의 표준

DOI
Digital Object Indentifier, 인터넷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주소를 찾아가도록 부여된 식별자

URL 실제의 네트워크 경로, 네트워크 상의 리소스 접근에 사용

CWM Common Warehouse Model. 분산된 이기종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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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관리 주요요소 및 데이터 연계통합 적용 시 고려사항

메타데이터의 주요관리요소는 표준화, 영향도, 변경 이력, 데이터 흐름 정보, 
작업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가 있다.

Metadata, Repository, Tool 간의 Metadata 교환 지원

표준화

ISO 11179
Metadata Repository,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표준화와 등록에 대한 내용 설명

MPEG21
멀티미디어 응용영역에서 다양한 사용자가 사용하는 유형과 유통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멀티미디어 프레임 워크

<표2-1> 메타데이터의 종류

구분 내용 고려사항

표준화 관리

Ÿ 코드 표준화 관리 :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코드 분석, 

표준화 방안 수립, 표준화 코드를 생성 적재하고 

관리시스템 개발 이후에는 시스템을 통해 통합코드 관리

Ÿ 모델링 표준화 : 모델링을 위한 용어와 테이블 및 칼럼 

물리명 표준 수립, 사용 중인 용어를 적재하고 

관리시스템 개발 이후 시스템 통한 표준화 관리
Ÿ 각 기관간 

연계통합 

데이터 모델 

변경 시 상호 

미치는 

연관관계를 

분 적용 필요

Ÿ 메타데이터 

기준 수립 시 

기관간 협업 

체계 및 기준 

데이터 변경 

이력에 대한 

오너쉽 

기관의 알림 

체계 필요

영향도 

분석

Ÿ 업무 요건 변화로 DB 모델의 변경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영향분석 정보를 사전/후에 분석하여 영향으로 인한 

오류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체계적인 변경 이루어지도록 

지원

Ÿ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간의 메타정보 분석에 따른 

영향도 분석

변경이력관리
Ÿ 표준화 관리에 의해 용어나 모델 변경(신규, 수정, 

삭제)등의 이력이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관리

데이터흐름 

정보관리

Ÿ 메타정보로 운영DB 소스에서 타겟 DB에 이르는 테이블 

간의 흐름을 추적하는 정보 제공

작업관리

Ÿ 데이터 흐름에 대한 매핑 정보관리 및 데이터 이행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합적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관련 정보를 제공

데이터 

품질관리

Ÿ 검증 대상 테이블에 대한 유형별 검증을 실시하며 

검증결과에 대한 주기적 품질평가 보고서 산출

<표2-2> 메타데이터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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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관리활용에 따른 데이터 연계·통합 측면효과

<그림2-3> 데이터 연계·통합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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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구축현황

메타데이터 조사 수행

해양수산정보는 해양수산부 각 부서 및 산하기관별로 생산․구축․운영되고 있
다. 이런 해양수산정보를 해양수산업무의 종합적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체계화/집적화를 통해 현재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상호 불일치 해결 
및 체계적 관리 수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기관에
서 생산/관리되는 해양수산정보에 대한 조사를 통한 메타데이터 표준화(안) 
수립 및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기관별
로 다른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핵심메타 선정 및 조사와 수집자료 검
토를 통한 상세한 보완메타항목 도출을 수행하였다.
구분 시스템 명 담당기관 담당부서

1 HS보상지원시스템 해양수산부 보상협력팀

2 RFID항만출입보안시스템(부산) 해양수산부 확인요함

3 개방해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4 공유해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5 관할해역 해양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한국해양과학기술 

진흥원

6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수질팀

7 국립해양측위정보원 홈페이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측위정보과

8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한국어촌어항협회
귀어귀촌종합센

터

9 글로벌화물추적시스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10 낚시누리 한국어촌어항협회 바다마케팅팀

11 다목적 수심자료 관리체계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12 마리나종합포털사이트 한국마리나협회 사무국

13 마린통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14 무인도서 정보관리시스템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15 바다누리(격자형) 해양정보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16 바다생태 정보나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17 부산항 Port-MIS 부산항만공사 정보보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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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선박안전정보시스템 선박안전기술공단 전략기획실

19 수산물검사정보시스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검역검사과

20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21 수산물이력제정보시스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22 수산연구정보시스템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23 수산정보포털시스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24 수입위험물컨테이너점검통합관리시스템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25 수출입물류지원시스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26 실시간해양관측정보시스템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27 실시간해양기상정보시스템(동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28 실시간해양기상정보시스템(목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

사무소

29 실시간해양기상정보시스템(여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30 실시간해양기상정보시스템(울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31 실시간해양기상정보시스템(포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32 어선안전관리종합정보시스템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33 어선조업정보시스템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34 어업관리단 종합정보시스템 동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35 어촌어항관리시스템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36 연안관리정보시스템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37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시스템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 

연구실

38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원

39 원양어선 전자조업감시(보고)시스템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

40 자산관리시스템 여수광양항만공사 글로벌마케팅팀

41 조류신호표지시스템(인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42 종합해양정보시스템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43 지능형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44 지도단속정보시스템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45 천일염이력제 정보시스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46 통합수산자원정보시스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자원정보실

47 폐기물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48 표준입력시스템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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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수집 및 분석

해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수집 및 구축의 범위는 대상 시스템 
37개, 대상 메타데이터는 451종이다. 최종 구축된 자료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78개, 
메타데이터는 701종으로 집계되었다. 구축된 701종의 메타데이터를 과업지시서 

49 한,중 불법 중국어선 대응센터 서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

50 한국극지데이터센터 극지연구소 지식정보실

51 항로표지관리운영시스템(군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52 항로표지관리운영시스템(여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53 항로표지관리운영시스템(평택)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54 항로표지전산관리시스템(여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55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56 항만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57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58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관리시스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59 해양관광레저정보시스템 한국어촌어항협회 정보화전략팀

60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명정보부

61 해양수산 EA시스템(내부망)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실

62 해양수산R&D지식정보시스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

원
정보화정산팀

63 해양수산통계시스템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

64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정화팀

65 해양안전심판원업무관리시스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66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67 해양위성센터 위성자료 배포 시스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68 해양자료관리시스템 국립해양박물관 유물관리팀

69 해양환경자료 정도관리시스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70 해역이용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71 해운종합정보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72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73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표2-3> 표준메타데이터 세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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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매칭하고 추가 수집된 자료의 종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면 총 
493종의 메타데이터가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계획된 메타데이터와 실제 조사된 
메타데이터의 명칭 및 범위가 상이하여, 일부 자료들은 더 자세히 작성되기도 하고 
또는 더 큰 범위로 작성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료의 종수 산출 기준에 
따라 수치가 변동될 수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실제로 수집된 메타데이터 각각을 
기준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구축된 메타데이터 701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아래의 
과업지시서 대비 메타데이터 수집현황을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 메타데이터는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위해 메타데이터 현
황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해양수산부 전체 부서 및 87개의 산하기관을 대상으
로 ‘해양수산메타데이터 구축계획 설명문서’와 ‘메타현황 조사양식’으로 조사했
다.(ISO19115, KSXISO19115, FGDC)

- 메타데이터 구성

<그림2-4> 메타데이터 구성과 수집과정

- 메타데이터 수집 및 분석

메타데이터는 ISO19115를 참조로 1, 2차 표준메타데이터를 구성하여 수집하였으
며 세부 구성으로는 자료정보, 세부정보, 추가정보, 코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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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표준메타데이터 수집 절차

표준 메타데이터 세부 구성

1. 자료정보
1-1. 자료개요 정보

1-2. 자료기타 정보

2. 세부정보

2-1. 전체공간범위 세부정보

2-2. 원 자료 세부정보

2-3. 자료관리책임자 세부정보

2-4. 자료서비스 시스템 세부정보

2-5. 자동연계제공 세부정보

2-6. 품질관리수행 세부정보

3. 추가정보

3-1. 항목 정보

3-2. 관련사업 정보

3-3. 장비 정보

3-4. 위치 정보

4. 코드정보

4-1. 주제분류 코드

4-2. 자료공간특성 코드

4-3. 자료가공유통상태 코드

4-4. 자료포맷 코드

4-5. 자료관리 기관코드

4-6. 자동연계제공방식 코드

4-7. 자료서비스권한 코드

4-8. 자료 배포권한 코드

4-9. 준용 메타표준 코드

4-10. 메타언어 코드

4-11. 표준시간 코드

4-12. 좌표체계 코드

4-13. 자료생산 진행상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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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데이터 분석

메타데이터 수집결과를 대분류 기준의 배포 권한 기준을 보면 74% 이상을 배
포할 수 있다. 나머지 16%(111건)의 배포금지 사유를 살펴보면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미시행 부분, 국제적 협상에 대한 대외비 자료로의 인식, 개인정
보의 포함, 단속정보의 노출 등이 주요한 사유로 나타났다. 자료의 배포 권한
과 별개로 해양수산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서비스 권한 관점에
서 살펴보면 서비스 금지자료로는 22건이 조사되었으며, 서비스 금지 사유는 
품질관리 미시행, 정책정보, 수산자원 보호 등이다.

<그림2-6> 분야별 공개 권한 및 서비스 권한 정보 현황

4-14. 기하유형 코드

4-16. 타원체 코드 

4-17. 투영 코드

4-18. 자료수집 수행시간 간격 코드

4-19. 데이터베이스 종류 코드

4-20. EPSG 코드

<표2-4> 표준메타데이터 세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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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분야별 공개 권한 및 서비스 권한 정보 현황 그래프

정보의 배포와 서비스 공개 사이에 상충하는 즉, 배포금지이나 서비스가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67건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조사기준에 대한 인
식의 차이, 업무상에서의 혼용처리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그림2-8> 해양수산정보 배포 권한과 외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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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배포와 서비스 공개 사이에 상충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내부공개, 부분
공개, 외부 공개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이에 보안/수요자/품질관리 
기준적용으로 재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메타데이터와 공간정보 현황

메타데이터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간형 자료의 포함 여부를 살펴보면 해양산업 
부분과 해사안전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간형 자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이며 차순위로 해사안전, 항만건설이 차지하였다.

<그림2-9> 메타데이터 공간자료의 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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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형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대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양산업, 해
사안전에 치중되고 있으며 주요 대상자료는 아래와 같다. 해양산업 중심의 공
간형 정보 개방에 초점을 두고 개방해야 한다.

<그림2-10> 산업별 공간자료의 공개대상 자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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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표준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해양분야의 표준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표준체계는 육상 분야에 한정되어 해양분야는 해양관측 등 특정 
영역에서의 표준화 관리가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로 인해 해양수산정보의 
종합적 분석 지원이 어려웠으며,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고, 중복 
투자에 따른 비용 낭비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양수산정보의 정책적/산업적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화 관리를 
통한 해양수산정보의 공동활용 체계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수립과정은 국내외 메타데이터 표준검토를 통해 메타데이터 
표준 항목을 도출하고, 해양수산정보 보유기관에서 관리하는 메타정보의 
수집/분석을 고려하여 메타데이터 표준화(안)를 수립하였다.

<그림2-11> 해양수산정보 메타데이터 표준화(안) 수립의 목적 및 필요성

해양수산정보 메타데이터 표준화(안)를 수립하기 위해 사례 및 표준검토 등을 
통한 이론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해양수산부 운용시스템의 데이터 정보 
분석을 병행하여 표준 초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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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2> 해양수산정보 메타데이터 표준화(안) 구축절차 개요

- 메타데이터 표준화(안) 구축 관련 근거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 제3조(기본원칙)

Ÿ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

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Ÿ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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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해양정보 수집,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 제9~14조(기반조성)

Ÿ 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운영, 정보 수집·가공 및 제공기반 구축, 중복·유사 서비스 제

공방지, 해양수산정보의 보호 등

◯ 제15~17조(등록, 제공)

Ÿ 제공정보 범위, 정보목록관리, 정보제공 등

◯ 제 18조~20조(정보관리)

Ÿ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유지, 품질관리, 표준화 추진 등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 제 12조(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Ÿ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수집하여 보유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해당 데이터 간

의 연관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데이터 관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소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Ÿ 행정자치부 장관은 각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관계도를 통합·연계한 시스템

(이하 “중앙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각 공

공기관의 주요 정책 수립·추진에 필요한 데이터의 연관 관계를 시각화 방법(이하 “데이

터맵”이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해양수산부)

◯ 제 32조(해양개발 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Ÿ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개발 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 23조(해양개발 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Ÿ 해양개발 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체제 개선

Ÿ 해양개발 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 획정

Ÿ 해양개발 등에 관한 정보의 범국가적 수집·관리·제공 및 이용방안 마련

Ÿ 그 밖에 해양개발 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내외 메타데이터 표준검토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해양자료의 체계적 관리 수행 및 표준화를 위
해 국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양자료 표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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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그림2-13> 국내외 해양수산정보 표준메타데이터 사전 조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메타데이터 표준에 대한 조사는 메타데이터 표준에 대한 
조사(ISO 19115)와 자료 공동활용 목적의 시스템 구축 사례(SeaDataNet, 
IODE, JOISS, NODC 등)에서 활용된 메타데이터 표준 정의를 참조하였다.
공간정보 메타데이터의 국제표준이 되는 ISO 19115 표준은 공통적인 
메타항목에 대하여 정의되어 있으나 분야별 자료에 대한 특성메타 관리를 
위한 세부메타는 별도로 추가구성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해양관측자료들을 생산기관별로 관리하고 각 기관별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ISO 19115 표준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NODC, SeaDataNet 
에서도 외부 자료를 연계하는 경우 메타데이터 항목이 ISO 19115 표준과의 
상호운용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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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정보의 공동활용 표준화 과정에서 Ocean Data Standard를 통해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국제표준은 기본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각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해양수산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메타데이터 항목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 업무 분야별 세분화/전문적인 메타데이터 표준수립

2017년 과제에서는 해양환경, 수산, 항만, 물류 등 전 분야에 걸쳐 78개의 정
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다양한 업무 분야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조사됨에 따라 해양관측, 수로 
조사, 항만 등 개별 업무별로 자료에 대한 특성, 관측/조사에 활용된 장비, 인
력, 해양/기상 상태, 관측소 정보 등 보다 세분되고 전문화된 메타데이터의 항
목을 정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품질향상과 신뢰성 
담보라는 메타데이터 관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업무 
분야별로 전문가에 의한 메타데이터 표준에 대한 수립과 대상 시스템에 대한 
메타데이터 조사와 관리가 추진되어야 한다.

기본 메타표준 수립

해양수산정보 기초조사를 위한 기본메타데이터 조사 수행을 위한 메타표준을 
수립하였다. 메타표준 수립을 위해 국제적인 표준의 주요(핵심)메타항목을 조
사하여 비교/검토하여 기본 메타표준을 수립하였다. 참조된 메타표준정보은 
ISO19115, KSXISO19115, FGDC, IODE_MEDI이며, 2016 산업화 사업의 주
요항목도 참조하였다. 각 메타데이터 주요항목의 비교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ISO19115 KSXISO19115 FGDC IODE_MEDI 2016 산업화

1

파일식별

(MD_Metadata.

fileIdentifier)

메타데이터 파일 

식별자
식별정보 

2

언어

(MD_Metadata.

language)

메타데이터 언어

3

문자집합

(MD_Metadata.

characterSet)

메타데이터 

문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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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부모식별(MD_Metadat

a.

parentIdentifier)

연혁
부모레코드

(Parent Record)

5

연락처

(CI_Responsible

Party)

메타데이터 

연락정보
연락처정보

6

일자

(MD_Metadata.dateStam

p)

메타데이터생성 

일자

메타데이터

생성일

(Metadata 

Creation Date)

7

표준명

(MD_Metadata.

metadataStandard

Name)

메타데이터 

표준명

8

표준버전

(MD_Metadata.

metadataStandard

Version)

메타데이터 

표준 버전명

9
데이터셋명

(CI_Citation.title)
데이터셋 제목 제목(Title)

10
참조일

(CI_Citation.date)

데이터셋 

참조 일자

시간/

기간정보

11
데이터설명(MD_DataIdenti

fication.abstract)

데이터셋 

요약설명

요약

(Summary)

12

담당기관

(CI_Responsible

Party)

데이터셋 

책임담당자

데이터관리

기관 

(Holding 

Organization)

13

공간표현형태

(MD_DataIdentification.s

patialRepresentationType

)

공간표현유형

14

해상도

(MD_Resolution.

equivalentScale)

데이터셋 

공간 해상도

데이터 해상도

(Data 

Resolution)

15

데이터셋언어

(MD_DataIdentification.la

nguage)

데이터셋 언어

데이터셋의 언어

(Dataset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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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해양수산정보 기본메타항목은 크게 담당자 정보(작성자, 자료생산담당
자), 자료정보(자료 개요, 기본정보), 서비스/연계정보(자료서비스, 제공연계정
보)로 구성되며, 총 43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분야별 상세메
타정보 도출을 위해 각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메타 자료의 제출을 별도로 
요청하도록 구성하였다.

16

문자 집합

(MD_DataIdentification.c

haracterSet)

데이터셋

문자셋

17

주제분류

(MD_DataIdentification.t

opicCategory)

데이터셋 

주제분류

일반 주제어

(General 

Keywords)

18

데이터셋 지리적 위치

(EX_Geographic

Description)

데이터셋

지리 위치

(4개의 좌표 또는 

지리 식별자)

경계영역

(Bounding 

Rectangle)

공간적 범위

(위도, 경도)

19

데이터셋

시간적 범위정보

(EX_Extent.

temporalElement)

데이터셋의 

부가적인 

범위정보 시간 및 

수직 선택

시간 커버리지

(Temporal 

Coverage)

시간적 범위

(시작일, 종료일)

20

데이터셋

수직적 범위 정보

(EX_VerticalExtent)

데이터셋의 

부가적인 

범위정보 시간 및 

수직 선택

수심/고위

(Depth/

Altitude)

수직적 범위

(최소값, 최대값)

21
참조체계

(RS_Identifier)
참조체계

공간 참조

정보
지리정보 좌표계

22
공급포맷

(MD_Format)
배포포맷 배포정보

유통정보

(Distribution)
배포정보

23

온라인자원

(CI_Online

Resource)

온라인자원
관련 URL

(Related URL)
온라인자원

<표2-5> 메타데이터 주요항목 비교

구분 상위요소 하위요소

담당자 정보  작성자 정보
담당자/직위명

기관/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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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기타 연락방법

자료생산

담당자 정보

담당자/직위명

기관/부서명 

근무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기타 연락방법

자료정보

자료 개요

자료명

자료 분야

자료 요약

자료 관리의 목적 및 활용 가능 분야

자료 항목

자료 날짜 범위

자료의 공간특성 여부

자료 위치 범위

전체자료 용량

자료 관련 기타정보

자료 기본정보

전체위치(정점, 항적, 구역) 정보

위치 좌표 정밀도

좌표체계

자료처리 수행정보

품질관리 수행정보

원본 자료 reference

서비스·연계 

정보

자료서비스 정보

자료 관리 시스템명

자료서비스 시스템명

자료연계 시스템

베이스맵

자료 관리 및 서비스의 법적 근거

자료서비스 권한

자료배포 권한

서비스 분야

주요 서비스 대상

주요 서비스 활용목적

자료 인용문구(Data citation) 형식

 자료 제공·연계 정보

자료 제공·연계방법 

자료 갱신주기

자료 포맷

자료 제공·연계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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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표준화(안)은 각 요소에 대한 10가지 항목정보를 기술하고 있으며, 
각 항목은 요소명, 요소 참조번호, 정의, 목적, 컨테이너 여부, 필수 여부, 반복 
여부, 선택값, 하위요소, 작성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정보 메타데이
터 표준화(안)은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표준 배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통해 버전을 업데이트하며 관리하고 있다.

품질관리

각 기관의 시스템으로 다수의 자료를 수령하여 DB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자료
들을 각 기관에서 운영되며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자료이다. 각 기관에서 데이
터 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데이터는 품
질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다양한 기관의 DB와 연계 및 활용이 빈번해
지면서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과업에서는 각 기관에서 수령한 자료들에 대해 품질진단을 수행하였다. 품질
진단 방법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팀에서 제작한 품질
관리 매뉴얼을 기반으로 수행하였다.

- 공공데이터 품질 평가지표

여부도 메인

[진단내용] ㅇㅇ여부, ㅇㅇ유무 등 분류 도메인 컬럼의 저장된 값이 유효값(2개의 값)의 범위

를 벗어나는 값의 오류를 측정

[진단기준] 대상 DB 전체 테이블의 분류 도메인 컬럼에서 기본값 또는 유횻값을 제외한 데

이터를 1차 추출 후 담당자와 확인 후 오류 데이터 확정

         ※ 칼럼 명(영문)이‘YN’또는 칼럼 명(한글명)이‘여부’,‘유무’ 등으로 끝나는 경우 

저장되는 값은 {‘Y’,‘N’}, {‘0’,‘1’} 등 2개 값만 가져야 함

[계산식] 오류율(%) =(진단대상 컬럼의 전체 오류 데이터 건수 / 진단대상 칼럼의 전체 데

이터 건수) × 100

보유 메타 자료

제출 요청
 분야별 상세메타정보 자유 형식

<표2-6> 해양수산정보 기본 메타 항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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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도메인

[진단내용] 숫자로 저장된‘수량 도메인’칼럼의 값이 유효한 범위를 벗어나는 오류를 측정

[진단기준] ‘건수’,‘횟수’ 등과 같이 숫자로 저장되는 데이터 값의 단위가 혼재되어 있거나, 

유횻값의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를 1차 추출 후 담당자와 확인 후 오류 데이터 확정

             ※ 수량과 관련된 칼럼은 일반적으로 음수(-) 값이 나올 수 없는 특성 존재

[계산식] 오류율(%) =(진단대상 칼럼의 전체 오류 데이터 건수 / 진단대상 칼럼의 전체 데

이터 건수) × 100

금액 도메인

진단내용] 숫자로 저장된‘금액 도메인’칼럼의 값이 유효한 범위를 벗어나는 오류를 측정

[진단기준] 금액의 단위가 혼재되어 있거나, 유횻값의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를 1차 추출 

후 담당자와 확인 후 오류 데이터 확정

          ※ 금액과 관련된 칼럼은 일반적으로 음수(-) 값이 나올 수 없는 특성 존재

[계산식] 오류율(%) =(진단대상 칼럼의 전체 오류 데이터 건수 / 진단대상 칼럼의 전체 데

이터 건수) × 100

율 도메인

[진단내용] 숫자로 저장된‘율 도메인’칼럼의 값이 유효한 범위를 벗어나는 오류를 측정

[진단기준] ‘진척률’,‘수익률’,‘증가율’,‘이자율’ 등과 같이 숫자로 저장되는 데이터 값의 단위

가 혼재되어 있거나, 유횻값의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를 1차 추출 후 담당자와 확인 후 오

류 데이터 확정

[계산식] 오류율(%) =(진단대상 칼럼의 전체 오류 데이터 건수 / 진단대상 칼럼의 전체 데

이터 건수) × 100

날짜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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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내용] 날짜 데이터를 저장하는 칼럼 중에서 데이터 타입을 ‘문자’나‘숫자’ 타입으로 정의

하여 사용하는 칼럼의 데이터 값이 유효한 범위를 벗어나는 오류를 측정

[진단기준] 데이터 타입이 DBMS가 지원하는 날짜 타입이 아닌 ‘문자’나‘숫자’ 타입의 칼럼 

중에서 유효날짜 값이 아니거나 날짜 유형이 혼재(“YYYYMMDD”,“MMDD”모두 사용 등)되

어 있는 데이터를 1차 추출 후 담당자와 확인 후 오류 데이터 확정

         (예시) 유효날짜 값 오류 : 2월의 일자(DD) 값이 30일로 저장된 경우나 4, 6, 

9, 11월의 일자(DD) 값이 31일로 저장된 경우

         (예시) 날짜 값에 문자가 들어 있는 경우 : 11월 20일, 11/20 등

[계산식] 오류율(%) =(진단대상 칼럼의 전체 오류 데이터 건수 / 진단대상 칼럼의 전체 데

이터 건수) × 100

코드 도메인

[진단내용] 같은 의미의 데이터가 표준으로 정의한 코드값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지 못한 

코드 칼럼의 데이터 오류를 측정

[진단기준] 코드 테이블(공통코드, 개별코드)을 참조하는 칼럼이 코드 테이블에 정의하지 않

은 코드 값을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1차 추출 후 담당자 확인 후 오류 데이터 확정

[계산식] 오류율(%) =(진단대상 칼럼의 전체 오류 데이터 건수 / 진단대상 칼럼의 전체 데

이터 건수) × 100

시간순서 일관성

[진단내용] 날짜 도메인 칼럼 중에서 날짜의 선후 관계가 명확히 정의된 칼럼의 데이터 오류 

측정

[진단기준] 날짜 도메인 칼럼 중에서 날짜의 선후 관계를 위배한 데이터 추출

         (예시) 시작일시와 종료일시 : 시작일시가 종료일시보다 작은 데이터

[계산식] 오류율(%) =(진단대상 칼럼의 전체 오류 데이터 건수 / 진단대상 칼럼의 전체 데

이터 건수) × 100

필수 값 완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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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내용] 업무 조건에 따라 필수 입력이 되어야 하나 입력값이 Null인 데이터를 측정

[진단기준] 업무 기준 또는 입력화면 등에서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는 칼럼이나 데이터가 

Null로 입력된 데이터 추출

         (예시) 회원 등록 시 회원명은 반드시 입력받아야 하는 필수항목이나, 값이 Null

인 데이터

[계산식] 오류율(%) =(진단대상 칼럼의 전체 오류 데이터 건수 / 진단대상 칼럼의 전체 데

이터 건수) × 100

- 해양과학데이터 품질 평가지표

형태변환 확인

날짜/시간 테스트

전 지구적, 지역적 범위 테스트

구분 내용

개요 수집자료를 표준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변환이 수행되었는지 점검

테스트 내용 유효숫자와 시간대(GMT 또는 local), 자료 단위 등 확인 과정을 수행. 

적용대상 표준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자료

비고 필수(Required)

구분 내용

개요 자료의 수집 날짜, 시간의 현실성

테스트 내용
연도 : 2000 – 올해(2014), 월 : 1 – 12,

날짜 : 1 – 31(or 30, 29, 28), 시간 : 0 – 23, 분 : 0 – 59

적용대상 날짜와 시간이 있는 자료

비고 필수(Required)

구분 내용

개요 관측자료의 전 지구적, 지역적 범위에 대한 점검

테스트 내용
자료 항목별로 해당 해역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값인지를 

테스트자료 항목별로 상하값(VMAX)과 하한값(VMIN)을 측정값(OV)와 비교

적용대상 상한, 하한값이 정의된 자료

비고 권장(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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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범위 테스트 참고자료

테스트 기준은 지역별 특징을 고려하여 작업자가 결정

예) 수온 : VMIN = -2, VMAX = 40

참고) GTSPP(2010)의 전 지구 범위, IOC(1989)의 전 지구, 

해역별 상하한값 등

구분 내용

개요 관측자료의 전 지구적, 지역적 범위에 대한 점검

테스트 내용
자료 항목별로 해당 해역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값인지를 테스트

자료 항목별로 상하값(VMAX)과 하한값(VMIN)을 측정값(OV)과 비교

적용대상 상한, 하한값이 정의된 자료

비고

권장(Recommended)

테스트 기준은 지역별 특징을 고려하여 작업자가 결정

예) 수온 : VMIN = -2, VMAX = 40

참고) GTSPP(2010)의 전 지구 범위, IOC(1989)의 전 지구, 해역별 

상하한값 등

Parameter Min Max Unit

Air Pressure 850 1060 hectoPascals

Air Pressure Tendency -30 30 hPa/hour

Air Temperature(Dry) -80 40 degreesC

Alkalinity 800 4000 micromoles/lt

Ammonia 0 50 micromoles/lt

Carbonate alkalinity 800 2300 micromoles/lt

Chlorophyll-a 0 30 milligrams/m3

Chlorophyll-b 0 30 milligrams/m3

Chlorophyll-c 0 30 milligrams/m3

Cloud Amount 0 9 oktas(WMO code 2700)

Cloud Code 0 9 code table

Current Direction 0 360 degrees

Current Speed 0 3 m/sec

Depth 0 10000 m

Dissolved Oxygen 0 650 millimoles/m3

Fluorescence -0.5 10 volts

Fluorescence 0 100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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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rescence 0 30 milligrams/m3

Fluoride 0 0.12 mg/lt

Light transmission 0 100 percent

Nitrate 0 50 micromoles/lt

Nitrite 0 4 micromoles/lt

Particulate carbon 0 1000 mg/lt

pH 6.5 9 none

Phaeophytin 0 25 milligrams/m3

Phosphate 0 4 micromoles/lt

Salinity 0 41 psu

Silicate 0 300 micromoles/lt

Sound velocity 1425 1575 m/sec

Sounding 0 10,000 M

Total nitrogen 0 50 millimoles/m3

Total phosphorous 0 20 micromoles/lt

Water Temperature -2 40 degreesC

Wave Height 0 30 m

Wave Period 0 25 Sec

Weather Code 0 99 code table

Wind Direction 0 360 degrees

Wind Speed 0 60 m/sec

<표2-7> 범위 테스트 참고 자료

Parameter Limits

Identification information

Latitude From 0.00 to 90.00

Longitude 000.00 - 180.00

Year 1872-2000

Month 01-12

Day 01-31

Time(beginning and end of station/series etc.) 00.00 - 24.00

Depth to sea bottom, tens of meters 00000 -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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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 hydrometeorological and wavemeter  

observations

Water transparency, m 00-70

Water colour, scale 01-21

Wind direction, degs 000-360

Wind speed, m/s 00-80

Wave type, code 0-8

Wave shape, code 0-3

Description of sea state, numbers 0-9

Sea state, numbers 0-9

Wave direction, degs 000-360

Wave height, m 00-40

Wave length, m 00-500

Wave period, s 00-30

Visibility, km 0.1 -90.0

Air temperature, °C - 50.0 + 50.0

Absolute humidity, mb 0.001 - 123.0

Relative humidity, > 001 -100

Air pressure, mb 700.0 - 1100.0

Present weather(WW), code 00-99

Total cloud amount, tenths 0-10

Cloud genera, code 0-10

Sunshine characteristic, code 1-3

Ice type, code 00-37

Ice shape, code 51-78

Past ice amount. Tenths 0-10

Floating ice amount, tenths 0-10

Direction to ice edge, degs 000-360

Distance to ice edge, km 00-50

<표2-8> 해양물리 요소들의 상하한값(IOC,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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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분류체계

공동활용 자료 관리기반 수립

- '17년도 분류체계

여러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해양수산정보를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본 틀로서의 분류체계를 정의하여 공동활용 정보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활용
하고자 하였다. 정의된 분류체계는 해양수산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수집–통합․
가공-서비스 과정에서 정보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해양수산
정보 분류체계 표준 마련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소속/산하기관)의 분장업무를 
분석하고 해양수산정보 및 업무를 설명한 법령(규정 등)을 조사하여 해양수산
정보업무영역을 설정하였다. 그런 후 해양수산정보 메타데이터 조사 결과 수집
된 자료 특성 분류를 업무영역과 연계하여 해양수산정보 분류체계(안)을 도출
하였다. 분류체계(안)은 해양수산부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안을 
결정하였다.

해양수산정보 분류코드 체계

해양수산정보 분류코드 부여 규칙을 제시하고, 해양수산부 업무 담당자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분류코드 최종 안을 정의하였다. 분류코드 기준은 해양수산부 조직
을 참고하여 1)해양정책, 2)수산정책, 3)해운물류, 4)해사안전, 5) 항만, 6)공공행정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분류코드의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그림2-14> 해양수산정보 분류코드 기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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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5> 해양수산정보 분류코드 부여 규칙

해양수산정보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해양

산업
MP01 해양정책 MP0101

해양과학교육 MP010101

해양문화 MP010102

해양인력 MP010103

해양신산업 MP010104

해양문화시설 MP0101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정책
MP01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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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개발 MP0102

해양과학기술 MP010201

해양자원 MP010202

극지연구 MP010203

해양장비 MP010204

해양플랜트 MP010205

해양에너지 MP010206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개발
MP010299

해양레저 MP0103

해양관광 MP010301

해안관광시설 MP010302

해양레저스포츠 MP010303

해수욕장 MP010304

마리나 MP0103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레저
MP010399

연안계획 MP0104

공유수면 MP010401

연안관리 MP010402

연안정비 MP0104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연안계획
MP010499

해양영토 MP0105

독도관리 MP010501

무인도서 MP010502

관할해역 MP010503

해양과학조사 MP010504

해양조사 MP0105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영토
MP010599

기타 해양산업 MP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산업
MP019999

<표2-9> 해양수산정보 분류체계 - 해양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해양 MP02 해양환경정책 MP0201 기후변화 MP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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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해양환경측정 MP020102

해양오염 MP020103

환경관리해역 MP020104

대기오염 MP0201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정책
MP020199

해양보전 MP0202

해양쓰레기 MP010201

해역이용협의 MP010202

해역이용영향평가 MP010203

해양배출폐기물 MP010204

해양오염퇴적물 MP0102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개발
MP020299

해양생태 MP0203

해양생태계 MP010301

해양보호구역 MP010302

해양생물 MP010303

해양공간계획 MP010304

연안습지 MP010305

갯벌 MP020306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생태
MP020399

해양수산

생명자원
MP0204

생명자원 MP020401

생명공학 MP020402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연안계획
MP020499

기타 해양환경 MP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환경
MP029999

<표2-10> 해양수산정보 분류체계 - 해양환경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국제

원양
MP03

국제협력 MP0301

국제협력 MP030101

국제기구 MP030102

남북협력 MP030103

국제개발 MP0301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제협력
MP030199

원양산업 MP0302
원양어업 MP030201

원양산업 MP0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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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어장개발 MP030203

어업협정 MP0302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양산업
MP030299

통상무역협력 MP0303

무역협정 MP030301

수산물수입 MP030302

수산물교역 MP030303

수산물관세 MP0303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통상무역협력
MP030399

기타 국제원양 MP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제원양
MP039999

<표2-11> 해양수산정보 분류체계 - 국제원양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해양

수산
FP01

수산정책 FP0101

수산산업 FP010101

수산금융 FP010102

수산기술 FP0101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산정책
FP010199

유통정책 FP0102

수산물 유통 FP010201

수산물 수급 FP010202

수산물원산지 FP010203

수산물이력제 FP010204

소금산업 FP010205

소금이력관리제 FP010206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통정책
FP010299

수출가공진흥 FP0103

수산식품산업 FP010301

수산물가공산업 FP010302

수산물(수산식품) 수출 FP0103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출가공진흥
FP010399

소득복지 FP0104
어업인복지 FP010401

수산직접지불제 FP0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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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FP010403

보험/공제 FP010404

어업인교육 FP0104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득복지
FP010499

기타 해양수산 FP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산정책
FP019999

<표2-12> 해양수산정보 분류체계 - 해양수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어업

자원
FP02

어업정책 FP0201

수산물생산 FP020101

연근해어업 FP020102

원양어업 FP020103

수산시험/연구 FP020104

어획물운반 FP0201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어업정책
FP020199

어선정책 FP0202

어선등록/수급 FP020201

어선안전 FP020202

수산/어업통신 FP0202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어선정책
FP020299

수산자원정책 FP0203

수산자원조성 FP020301

자율관리어업 FP020302

수산자원관리 FP020303

낚시/유어관리 FP020304

수산자원보호 FP0203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산자원정책
FP020399

지도교섭 FP0204

불법어업지도/단속 FP020401

어업질서확립 FP020402

어업협정 FP0204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도교섭
FP020499

기타 어업자원 FP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FP02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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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

<표2-13> 해양수산정보 분류체계 - 어업자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어촌

양식
FP03

어촌양식정책 FP0301

양식장 FP030101

양식어장 FP030102

수산물위생 FP030103

수산물안전 FP030104

수산물품질 FP030105

수산물검역방역 FP030106

달리 분류되지 않는 

어촌양식정책
FP030199

양식산업 FP0302

양식어업 FP030201

어장환경관리 FP030202

어장관리 FP030203

내수면어업 FP0302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양식산업
FP030299

어촌어항 FP0303

어촌개발 FP030301

어항개발 FP030302

어항안전 FP030303

어촌산업 FP030304

어촌관광 FP0303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어촌어항
FP030399

기타 어촌양식 FP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어촌양식
FP039999

<표2-14> 해양수산정보 분류체계 - 어촌양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해운

물류
SL01 해운정책 SL0101

해운물류산업 SL010101

선박금융 SL010102

국제선박 SL010103

크루즈산업 SL010104



95

해운협력 SL0101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운정책
SL010199

연안해운 SL0102

해상교통인프라 SL010201

도서관광 SL010202

보조항로 SL010203

여객터미널 SL0102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연안해운
SL010299

선원정책 SL0103

선원수급 SL010301

선원교육 SL010302

선원노정 SL010303

선박관리산업 SL0103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선원정책
SL010399

선박운항 SL0104

화물수송 SL010401

여객수송 SL010402

화물항로 SL010403

여객항로 SL0104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선박운항
SL010499

기타 해운물류 SL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운물류
SL019999

<표2-15> 해양수산정보 분류체계 - 해운물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항만

운영
SL02

항만

물류기획
SL0201

컨테이너항만 SL020101

컨테이너터미널 SL020102

항만하역장비 SL020103

국제물류 SL020104

항만배후단지 SL020105

물류기업 SL020106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만물류기획
SL020199

항만물류 SL0202 항만운영 SL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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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SL020202

선박입출항 SL020203

화물입출항 SL020204

항만운송사업 SL020205

항만보안 SL020206

위험물 SL020207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만운영
SL020299

기타 항만운영 SL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만운영
SL029999

<표2-16> 해양수산정보 분류체계 - 항만운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해사

안전
MS01

해사안전정책 MS0101

해사안전 MS010101

해양안전 MS010102

유류오염 MS010103

해상교통안전 MS0101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사안전정책
MS010199

해사안전관리 MS0102

해상재해/해양사고 MS010201

선박보안 MS010202

해양재난안전 MS010203

해적예방활동 MS010204

선박위치정보 MS010205

선박항해안전 MS010206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사안전관리
MS010299

항로표지 MS0103

항로표지시설 MS010301

항행안전시설 MS010302

위성항법 MS010303

항로표지선 MS010304

등대문화유산 MS0103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로표지
MS01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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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산업기술 MS0104

해사위험물 MS010401

선박검사 MS010402

위험물컨테이너 MS010403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e-

Navigation)
MS0104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사산업기술
MS010499

기타 해사안전 MS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사안전
MS019999

<표2-17> 해양수산정보 분류체계 - 해사안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항만

건설
HB01

항만정책 HB0101

항만물동량 HB010101

항만배후단지 HB010102

항만투자 HB0101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만정책
HB010199

항만개발 HB0102

무역항개발 HB010201

항만친수시설 HB010202

신항만건설 HB010203

연안항개발 HB010204

마리나항만개발 HB0102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만개발
HB010299

항만기술 HB0103

친환경항만 HB010301

신재생에너지 HB010302

항만시설장비 HB010303

항만지하시설물 HB0103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만기술
HB010399

항만안전 HB0104

항만재해 HB010401

항만시설안전 HB010402

항만시설방재 HB0104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만안전
HB01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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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항만건설 HB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만건설
HB019999

<표2-18> 해양수산정보 분류체계 - 항만건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공통

행정
PA01

공통행정 PA0101

통계 PA010101

법률 PA010102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공통행정
PA010199

기타

공통행정
PA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공통 PA019999

<표2-19> 해양수산정보 분류체계 - 공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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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 통합 및 연계

통합 DB구축

- 개요

통합 DB 자료 구축에 따른 수집된 데이터관리를 위해 내, 외부망으로 분리되
어있는 DB 자료들을 연계 및 동기화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통합 DB 관리 
모듈을 구축하였다. 통합 DB 플랫폼상 데이터 조회, 등록, 수정, 삭제 등의 사
용자 위주의 업무 편의성을 제공하며 사용자 접근 권한 구분으로 해당 기능에 
대한 접근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레이어 그룹관리, 레이어 표출 레벨 
및 형태 관리 및 등록 자료에 대한 현황 통계를 목록과 그래프로 표출할 수 
있는 별도의 부가 기능을 추가 구현하였다.

- 32개 시스템 111종 신규자료 통합 DB 구축

신규 통합 대상자료 수집, 추출, 변환 및 품질처리 후 DB 적재 처리

<그림2-16> 통합DB 구축 방안 및 수집, 추출, 변환, 품질처리 적재

- 관리시스템

국립해양조사원 통합저장 DB의 자동적재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
을 수행하고 데이터 동기화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웹 기반통합 DB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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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을 구축
1. 프로세스 모니터링

Ÿ 데이터 수집, 적재현황 조회

Ÿ 공간, 다차원 DB생성, 변황현황조회

Ÿ 품질처리 현황 조회

2. 내 외부망 동기화 기능 개발

Ÿ 내, 외부망 양방향 동기화 수행

Ÿ 최신데이터 연계

Ÿ 이력 조회 및 수행 보고서 출력

3. 통합 관리 기능

Ÿ 관리자 권한 관리 기능

Ÿ 통합 데이터 조회, 등록 수정

Ÿ 레이어 관리 기능

4. 통계조회 및 시각화

Ÿ 표준 분류체계별 사용, 등록 현황 목록 조회

Ÿ 레이어 통계조회

Ÿ 통계 데이터 시각화

2018 신규 데이터 통합 DB 구축

통합플랫폼 DB의 확대 구출의 일환으로 신규로 12기관, 24개 시스템, 112종
의 자료를 수집 통합 구축했다. 기초자료의 수집, 조사, 정제 부분은 해양수산
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수집, 정제된 자료를 수령
하여 DB 적재, 품질처리, 변환을 수행했다.

- 개요

신규 통합 대상자료는 먼저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구축(해양수산부) 사업에서 
수집을 하여, 이에 대한 자료분류, 메타데이터 조사 및 작성 그리고 DB 
적재를 위한 자료 정제 후 자료를 DB 적재, 품질처리, 공간정보 변환, 좌표계 
변환, 서비스(공유海/개방海)용 자료 변환하였다. 품질처리는 해양수산부 
공동활용체계 구축 사업에서 제작된 품질처리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품질처리를 수행하였으며, 공간정보 변환은 위도, 경도 등의 정보가 DBMS의 
단순 칼럼으로 지정된 자료에 대해 공간정보 전용 칼럼인 GEOMETRY 
칼럼으로 변환 및 WGS84, UTMK 좌표계 변환 작업을 수행하였다. 서비스용 
변환 처리는 수집된 자료 중 공간정보에 한해 공유海와 개방海서 서비스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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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가공 처리했다.
연계

- 연계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를 통해 수집되는 신규자료에 대한 DB 적재, 품질
처리, 공간정보 구축, 서비스 자료 변환 등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그림2-17> 연계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

- 해양정보 통합플랫폼 고도화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정보 통합 DB 플랫폼과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플랫
폼 간 연계를 통해 
데이터 갱신 및 현행화를 수행하고 자료 송수신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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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8> 착수보고회-2019 해양정보산업화 기반구축 slide 13

- 원활한 데이터 연계체계 구축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방식 특장점을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그림2-19> 착수보고회-2019 해양정보산업화 기반구축 slide 14]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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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 데이터셋

해양정보 데이터셋이란?

“해양정보 데이터셋”이란 특정 분야의 업무, 산업 목적으로 구성한 정보의 집
합을 통칭하며 이러한 데이터셋을 구성할 때 포함하는 자료는 수로 조사의 성
과, 수로 도서지, 해양수산공간정보, 해양수산 행정정보, 빅데이터 정보를 포
함한다.

산업화데이터셋은 데이터의 경량화, 표준화 등을 통해 저렴한 데이터 처리 비용
으로 안정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해양정보에 신산업 트렌드분석를 통
한 새로운 분야의 데이터셋 구축과 제공으로 민간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 제품 제작 방향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정보산업화 데이터셋의 분야별 서비스 구축은 데이터의 수집, 생산에서 시
작되므로 데이터의 확보가 일차적인 관건이며, 일부 데이터셋의 경우 수요는 확
인되었으나 기초 데이터가 충분치 못하거나 신규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어
려운 실정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POI 데이터에 포함되는 관련 이미지를 수집하는 경우, 데이터셋의 
특성상 재가공 후 민간에서 재배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상용 이미지를 사용하
게 되면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관련된 이미지의 자체 
생산이 필요하다.
산업용데이터셋의 핵심은 축적된 양보다는 데이터의 질에 있으며, 특히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사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일 때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올해 구축한 산업화 데이터셋 중 민간산업 분야에서 즉시 활용된 경우와 현재 관
련 서비스 개발 진행하거나 활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사례 경우, 사용되지 않
는 경우를 파악하여 향후 좀 더 산업계에서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의견을 기울이고 이를 반영한 데이터셋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셋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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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 유통시스템(KOMC)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셋은 국립해양조사원에
서 생산하는 해양정보와 신규 통합한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한다. 데이터셋 제작 범위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양공간정보와 국립해양조사원 제공 최신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 데이터셋 제작 방안

관측항목별 관측자료 생성은 통합해양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 추출 
및 파일 저장, 관측 장비와 지점별 관측자료 생성, 최초 관측일로부터 2017년
까지는 연 단위로 데이터셋을 생성, 2017년은 월 단위로 데이터셋을 생성, 
CSV, JSON, XML 파일 포맷 제공의 절차로 수행하였다.

① 기상청 : 부이, 등표

기상청에서 국립해양조사원에 연계 서비스되고 있는 자료로 관측 장비에서 나
오는 관측정보를 지점과 기간별로 데이터셋으로 구축
-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추출한 SHP 파일로 데이터셋을 구성
- 시계열이 추가된 정보는 연 단위로 데이터셋을 생성

② 개방海, 공유海

-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해양공간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항목별로 SHP 파
일로 데이터 셋을 구축

③ 조업 밀집 구역

- 해양수산부 해사안정정책과에서 연안해역 해상교통 현황도의 조업 밀집 구
역 속성정보를 추출한 공간정보(SHP)를 수령받아 SHP 파일로 데이터셋으로 
구축

④ 관할해역 해양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 관할해역 해양정보 공동활용 시스템(JOISS)에서 서비스하는 연구 자료별
로 지점정보와 관측정보를 각각 CSV, JSON, XML 데이터셋을 생성하여 압축
파일로 제공

⑤ 해양환경측정망, 해양수질 자동측정망, 해수욕장 수질

-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MEIS)에서 제공한 연안, 항만, 환경관리해역, 
하 구역, 정기운항 선박, 해수욕장 등 지점정보와 관측정보를 각각 CSV, 
JSON, XML 데이터셋을 생성하여 압축파일로 제공

⑥ 특별관리해역, 환경보전해역

-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MEIS)에서 지점정보(SHP)를 수령받아 S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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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로 데이터셋을 구축
⑦ ROMS 모델 수집자료, 해수순환모델

- 바다누리(격자형) 해양정보 체계에서 구축된 OPENAPI URL 정보를 데이
터셋 으로 구축
- URL : 
http://www.khoa.go.kr/oceangrid/khoa/takepart/openapi/openApiKey.do

⑧ 갯벌 지역, 습지보호 구역, 해양생태도

- 해양생태통합정보시스템(바다 생태 정보 나라)에서 공간정보(SHP)를 수령
받아 SHP 파일로 데이터셋으로 구축

⑨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핵심공간조사

- 해양생태통합정보시스템(바다 생태 정보 나라)에서 제공한 생태조사 항목
별, 연도별로 나누어 지점정보와 관측정보를 각각 CSV, JSON, XML 데이터
셋을 생성하여 압축파일로 제공

⑩ 보호 대상 해양생물 분포도

- 해양생태통합정보시스템(바다 생태 정보 나라)에서 생물 분류별 공간정보
(SHP)를 수령받아 SHP 파일로 데이터셋으로 구축

⑪  실시간 어장, 정선 해양관측, 적조속보, 해파리 속보, 생물 종 정보

- 수산연구정보시스템에서 구축된 OPEN API URL 정보를 데이터셋으로 구
축
- URL : http://www.nifs.go.kr/page?id=open_api_list

⑫ 어장환경 모니터링

- 수산연구정보시스템에서 체계에서 제공한 지점정보와 관측정보를 각각 
CSV, JSON, XML 데이터셋을 생성하여 압축파일로 제공

⑬ 국립공원, 군립공원, 도립공원, 산업단지, 농공단지

- 연안 관리정보시스템에서 공간정보(SHP)를 수령받아 SHP 파일로 데이터
셋으로 구축

⑭ 해운항만통계정보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선박 입출항 통계 
월간, 년간 및 톤급별 입항 통계 월간, 년간, 선종별통계 월간 등으로 지점정
보와 관측정보를 각각 CSV, JSON, XML 데이터셋을 생성하여 압축파일로 제
공

- 자동추출을 통한 데이터셋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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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추출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의 기반데이터를 정의된 방법으로 자동으로 
데이터셋을 추출하여 KOMC 서버로 전송되도록 구축하며, 전체자료에서 자동
화 가능한 자료를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그림2-20> 자동추출 프로그램 개발

①자동추출 데이터셋 갱신 

국립해양조사원의 OCEAN DB에 저장되어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에 대해 자동
추출 데이터셋 갱신을 수행하며, 자동추출 데이터셋 갱신 목록은 아래 표와 
같다.

카탈로그 데이터셋 목록

수온 조위관측소, 해양관측부이, 종합해양과학기지

염분 조위관측소, 종합해양과학기지

조위 조위관측소, 해양관측소, 종합해양과학기지

해수유동(조류) 해수유동관측소 관측 조류

해수유동(해류)
해양관측부이, 조위관측소, 해양관측소, 해양과학기지,

단기관측, 연안정지 관측

파고 해양관측소, 해양관측부이, 종합해양과학기지

기온 조위관측소, 해양관측소, 해양관측부이, 종합해양과학기지

기압 조위관측소, 해양관측소, 해양관측부이, 종합해양과학기지

풍속/풍향 조위관측소, 해양관측소, 해양관측부이, 종합해양과학기지

<표2-20> 자동화 갱신 대상 데이터셋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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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동 추출 데이터셋 갱신 절차

◯  스케줄러를 이용한 자동추출 프로그램 실행

Ÿ 데이터셋 갱신주기별 스케줄러에 의한 자동추출 데이터셋 생성 프로그램 실행.

Ÿ Java Application 프로그램으로 Batch Job에 의해서 실행

Ÿ 실행 주기를 데이터셋 갱신 주기(년도별)로 설정

◯ Ocean DB접속 후 데이터 추출

Ÿ 데이터셋 목록별로 데이터 추출

◯ 생성된 데이터셋은 서비스를 위한 표준 폴더로 전송

카탈로그 경로 파일명

수온
RAW/WATER_TEMP/TW/[년도]/[지점명]_해양관측부이_수온_[년월].csv

RAW/WATER_TEMP/DT/[년도]/[지점명]_조위관측소_수온_[년월].csv

염분
RAW/SALINITY/TW/[년도]/[지점명]_해양관측부이_염분_[년월].csv

RAW/SALINITY/DT/[년도]/[지점명]_조위관측소_염분_[년월].csv

조위 RAW/TIDE_LEVEL/IE/[년도]/[지점명]_조위관측소_조위_[년월].csv

파고

RAW/SIGNIFI_WAVE_HEIGHT/DT/[년도]/[지점명]_해양관측부이_파고_

[년월].csv

RAW/SIGNIFI_WAVE_HEIGHT/TW/[년도]/[지점명]_해양관측부이_파고_

[년월].csv

기온

RAW/AIR_TEMP/DT/[년도]/[지점명]_조위관측소_기온_[년월].csv

RAW/AIR_TEMP/RT/[년도]/[지점명]_해양관측소_기온_[년월].csv

RAW/AIR_TEMP/TW/[년도]/[지점명]_해양관측부이_기온_[년월].csv

기압

RAW/AIR_PRESS/DT/[년도]/[지점명]_조위관측소_기압_[년월].csv

RAW/AIR_PRESS/RT/[년도]/[지점명]_해양관측소_기압_[년월].csv

RAW/AIR_PRESS/TW/[년도]/[지점명]_해양관측부이_기압_[년월].csv

풍속/풍향

RAW/WIND/DT/[년도]/[지점명]_조위관측소_풍향/풍속_[년월].csv

RAW/WIND/RT/[년도]/[지점명]_해양관측소_풍향/풍속_[년월].csv

RAW/WIND/TW/[년도]/[지점명]_해양관측부이_풍향/풍속_[년월].csv

해수유동

RAW/CURRENT/DT/[년도]/[지점명]_조위관측소_풍향/풍속_[년월].csv

RAWCURRENT/RT/[년도]/[지점명]_해양관측소_풍향/풍속_[년월].csv

RAW/CURRENT/TW/[년도]/[지점명]_해양관측부이_풍향/풍속_[년월].csv

<표2-21> 자동화 갱신 대상 데이터셋 표준 폴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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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 구성 현황

- '16년도 데이터셋 구성 현황

해양정보 및 산업용 시범 데이터셋 93종을 메타정보 포함하여 제작하였으며, 
자료흐름(원시수집, 가공, 산업표준), 용도(교육, 항만, 레저, 연구, 낚시, 안
전), 유형(관측, 재분석)등으로 분류했다.

<그림2-21> 2016년 데이터셋 분류

서비스 대상 데이터셋 카테고리 분류

국가해양정보 오픈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셋은 사용자의 활용용도
나 목적별로 분류하여 해당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분류하였다. 데이터셋의 
카테고리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료흐름에 따른 분류

원시수집자료 정점, 수온, 염분, 조위, 해수유동, 파고, 기온, 기압, 풍속/풍향

가공자료 등대표, 해도, 항행통보, 해안선, 지명, 위험물, 조위, 해수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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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갈라짐, 생활예보지수, 조화상수, 주제도

산업표준자료

3차원 DEM 영상자료, 조류 예측정보, 연안 DEM 자료, 해양 촬영영상, 

해양교육 컨텐츠, 해양공간정보 이미지, 해양레저관광정보, 바다지도 API, 

관측자료 API, 예측자료 API

자료용도에 따른 분류

교육

정점, 수온, 염분, 조위, 조위(가공), 해수유동, 파랑, 기온, 기압, 

풍향/풍속, 바다갈라짐, 조화상수, 등대표, 해도, 해안선, 지명, 위험물, 

주제도

항만

정점, 수온, 염분, 조위, 조위(가공), 조화상수, 해안선, 위험물, 주제도, 

해수유동, 파랑, 기온, 기압, 풍향/풍속, 생활예보지수, 바다갈라짐, 

등대표, 해도, 항행통보, 해안선, 지명, 위험물, 주제도

연구
수온, 염분, 조위, 조위(가공), 해수유동, 파랑, 기온, 기압, 풍향/풍속, 

바다갈라짐, 조화상수, 해도, 해안선, 지명, 위험물, 주제도

낚시
수온, 염분, 조위, 조위(가공), 해수유동, 파랑, 기온, 기압, 풍향/풍속, 

해도, 해안선, 지명, 위험물, 주제도, 생활예보지수

안전
수온, 염분, 조위, 조위(가공), 해수유동, 파랑, 기온, 기압, 풍향/풍속, 

바다갈라짐, 생활예보지수, 해도, 해안선, 지명, 위험물, 주제도

자료유형에 따른 분류

관측 정점, 수온, 염분, 조위, 해수유동, 파랑, 기온, 기압, 풍향/풍속

재분석
조위(가공), 해수유동(가공), 조화상수, 바다갈라짐, 생활예보지수, 주제도, 

등대표, 해도, 항행통보, 해안선, 지명, 위험물

자료특성에 따른 분류

물리
정점, 수온, 염분, 조위, 해수유동, 파랑, 기온, 기압, 풍향/풍속, 

바다갈라짐, 생활예보지수, 조화상수

지질 등대표, 해도, 항행통보, 해안선, 위험물, 주제도

<표2-1> 서비스 대상 데이터셋 카테고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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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해양수산정보

통합 활용을

위한 기반마련

국가해양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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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정보활용센터의 소개 및 구성

국가해양정보활용센터의 소개

국가해양정보 활용센터는 통합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유통 플랫폼으로 구성
되었다.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한 해양정보를 통합서비스하여 새로
운 지식정보자원을 생산하고, 국가정책을 지원할 뿐 아니라 민간의 새로운 서
비스 제품, 비즈니스 개발을 지원한다.

<그림3-1> 국가해양정보 활용센터

국가해양정보활용센터의 구성

해양정보의 서비스 활용․유통 플랫폼은 대국민 웹서비스 ‘개방海’, 내부망 웹서
비스 ‘공유海’, 유통 서비스 ‘KOMC’를 통하며, 해양수산부 701종의 메타데이
터와 204종의 해양정보가 서비스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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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해양정보 서비스·활용 플랫폼 구성

<그림3-3> 국가해양정보활용센터

- 공동활용 플랫폼

공동활용 플랫폼은 海아름 베이스맵, 통합플랫폼, 공유海(내부 서비스), 개방
海(외부서비스), KOMC(유통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에 특화된 지도
(베이스맵)를 2015년부터 제작하여 서비스 중이다. 또한, 통합 DB 플랫폼에
서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시스템의 해양
정보를 수집 및 연계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내부(공유海), 외부(개방海), 
KOMC(유통플랫폼)를 통해 해양정보의 특성에 맞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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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플랫폼

해양정보 통합플랫폼은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공 및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
방하는 활용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해양수산 정보시스템에 대한 메타데이터 
표준 조사 및 구축, 해양수산정보의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양수산정보 공
동활용 자료의 표준화를 수행하였다.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별 업무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해양수산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사용자는 정보의 현황을 인지하기가 어렵고 종합적인 활용이 
미흡하여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였다. 또
한, 해양수산정보의 활용 수요 및 제공 요청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사용자
가 정보 소재 파악을 위해 개별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등의 
수고가 발생하고 각각의 정보는 단편적으로 제공되어 개별 사용자가 필요한 
융합/가공된 형태의 정보로 전환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기관별로 사용되고 있는 해양수산정보에 대해 표준화 관리를 통한 메타데이터 
및 통합 DB의 구축이 필요하였다.

<그림3-4> 국가해양정보활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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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 해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범위

2017년 수행한 해양정보 통합플랫폼의 구축 성과는 메타데이터의 경우 해양
수산부 산하기관 78개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701건의 자료, 
3,213건의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메타데이터의 자료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료 수집을 통한 통합 DB는 478건(약 68.1%)의 자료를 
수집 저장하였다.

메타데이터 조사자료 자료(명) 수 기준

정보시스템 수 자료(명) 수 항목 수 통합 DB 건수 데이터셋 서비스건 수

78개 701건 3,213건
478건

(68.1%)
269건(38.3%)

<표3-1> 메타데이터 조사자료 및 DB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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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 통합활용 기반의 해양공간 베이스맵

해양공간정보표출의 필요성

2015년까지 해양공간을 표현하는 베이스맵이 부재하였고, 종이 해도, 
전자해도, GPS 플로터에 개별적인 해양정보로 표시되어왔다. 이에 해양공간 
베이스맵은 기존의 육상 중심인 지도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해양정보 및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산업화의 
기반마련 및 활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해양공간 베이스맵을 확대 제작하고,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브랜드화 및 
홍보물 제작을 수행하였다.

해상/육상자료를 최신자료로 갱신이 필요했으며, 다양한 정보와 연계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산업화 기반마련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해양공간 베이스맵 
고도화가 필요하였고, 海아름(해양공간베이스맵)은 전자해도, 해양지명 등의 
해양정보와 국토지리정보원의 바로e맵인 육상정보를 통합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海아름을 통해 기존의 지도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해양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3-6> 기존 해양공간베이스맵 5종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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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베이스맵 서비스의 브랜드화 ‘海아름’

- 해양공간 베이스맵 브랜드화

해양공간 베이스맵 브랜드화는 해양공간 베이스맵 및 해양정보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리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양공간 베이스맵에 대한 명칭을 정하고, 이
를 홍보하기 위한 BI(Brand Identity)와 브로슈어 및 홍보물 제작을 수행하였
다.

해양공간 베이스맵 명칭 선정 및 BI 제작

◯ 해양공간 베이스맵 명칭 선정

해양공간 베이스맵 명칭은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공
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친근한 명칭을 선정하여야 한다. 명칭 후보는 컨소시
엄 내부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2017년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공간 베이스맵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은 컨소시엄사 직원 및 관련 업무 수
행자 39명이 총 97개의 후보작을 응모하였다. 심사 방법은 사업단 자체평가, 
해양수산 빅데이터 산업화 민·관 협력 간담회 참석자 대상 현장평가, 발주처 
평가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비고

응모기간 2017.6.26.(월)∼6.30(금) 5일간

응모대상 컨소시엄사 직원 및 관련 업무 수행자

응모내용
해양공간 베이스맵 및 해양정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용하기 위한 브랜드 네이밍 선정

응모방법 브랜드명, 의미, 키워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표3-2> 해양공간 베이스맵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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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해양공간 베이스맵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심사 방법

해양공간 베이스맵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1차 평가는 7월 3일부터 7월 5일까
지 진행하였으며, 컨소시엄사 관계자 등의 사업단 자체평가를 통하여 97개 중 
바다e海, 한눈海, 우리知海 등 18개의 후보작을 선정하였다. 2차 평가는 7월 
7일에 개최한 해양수산 빅데이터 산업화 민·관 협력 간담회의 참석자를 대상
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18개의 후보작 중 한눈海, bada모
아, 海담지도 등 8개를 선정하였다. 3차 평가는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현장평가를 실시 하였으며, 8개 중 海아름, 한눈海 2개의 
후보작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海아름으로 결정하였다.

<그림3-7> 해양공간 베이스맵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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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간담회 현장평가 국립해양조사원 현장평가

<그림3-9> 해양공간 베이스맵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현장평가 결과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결과 최종 선정된 海아름(海아름)은 바다(海)와 알음
(지식이나 지혜가 있다의 순우리말)을 합쳐서 바다에 대한 지식, 지혜가 담긴 
지도라는 의미이다. 또한, 드넓은 바다만큼 많은 바다의 정보라는 의미를 가진
다.

◯ 해양공간 베이스맵 BI 제작

해양공간 베이스맵 BI 제작은 해양공간 베이스맵의 명칭으로 선정된 海아름
(해아름)에 대한 이미지를 시각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BI(Brand 
Identity)는 제품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디자인해 대외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를 
꾀하는 브랜드 이미지 통일화 작업으로, 다(多)브랜드 추세에 발맞춘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BI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일관
되게 형성하고,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를 재고할 수 있다. BI 제작 절차는 다음
과 같다.

<그림3-10> BI 제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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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아름 BI는 마커에 해양을 떠올리게 하는 파도를 넣어 해양지도를 표현하여 
해양공간정보 베이스맵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리고 기본 디
자인뿐만 아니라 응용 디자인도 함께 제작하여 브랜드이미지의 다양성 및 활
용성을 고려하였다. 제작한 海아름 BI는 다음과 같다.

海아름 기본형 海아름 응용형

<그림3-11> 海아름 BI

◯ 해양공간 베이스맵 브로슈어 제작

해양공간 베이스맵 브로슈어는 海아름 뿐만 아니라 통합서비스 유통 플랫폼과 
산업화 내용도 추가하여 총괄적인 개념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정하
고 컨셉을 정리하였다. 브로슈어 제작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3-12> 브로슈어 제작 절차

브로슈어의 내용은 국가해양정보 활용센터라는 주제 아래 해양정보 통합플랫
폼, 해양정보 서비스플랫폼, 해양정보 유통 플랫폼 3개 파트로 구분하여 구성
하였다. 
해양정보 통합플랫폼 파트는 해양수산정보 메타데이터 구축, 산업화, 해양공간
계획 등에 필수적인 해양정보 통합 구축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해양정보 
서비스 플랫폼 파트는 공유海, 개방海, 海아름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해
양정보 유통 플랫폼 파트는 해양정보 데이터셋 유통 및 마켓플레이스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해양공간 베이스맵 홍보물 제작



123

해양공간 베이스맵 홍보물은 海아름에 대한 민·관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활용 확대를 위하여 제작하였다. 홍보물 제작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3-13> 홍보물 제작 절차

홍보물은 사용자의 눈에 쉽게 띄고 배포한 회사 및 기관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누어 준다는 개념을 벗어나 홍보물을 받았을 때의 고객의 
심정을 고려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홍보물을 선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Ÿ 정성이 깃든 홍보물 : 가격이 비싸지 않지만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성이 있는 홍보물

Ÿ 의미 있는 홍보물 : 유명인이 관련된 홍보물 또는 국제 대회나 기관 등에서 인증받은 것

을 기념하는 홍보물

Ÿ 실용적인 홍보물 : 기능성 제품 또는 실용적인 홍보물 선정

◯ 대상에 따른 홍보물 : 각종 기업 및 기관, 외국인 방문객 등 대상에 따른 홍보물 선정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 해양공간 베이스맵 홍보물은 사무실 및 일상생
활에서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마우스패드, 명함케이스, 텀블러 3종을 제작하였
다.

마우스패드 명함케이스 텀블러

<그림3-14> 해양공간 베이스맵 홍보물

海아름(해양공간베이스맵)은 해양공간정보의 정확한 표출을 위한 해양 중심의 
베이스맵으로써 해상과 육상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전자해도의 해양
정보와 바로e맵의 육상정보를 통합한 스마트한 지도로써 현재 해양수산부, 해
양조사원,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민이 활
용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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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아름 유지관리 및 활용 서비스 확대

- 개요

海아름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정보와 육상정보의 최신데이터를 신규 
수집하여 기구축된 海아름을 갱신하였다. 또한 활용성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 
기존의 대표 海아름만 제작하던 신규좌표계의 海아름을 모든 海아름에 추가 
적용하여 신규제작하고 사용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이해도를 
사용한 海아름을 신규 제작하였다. 이에 따라 UTM-K(EPSG:5179)의 海아름 
11식과 WGS84(EPSG:3857)의 海아름 11식을 제작하여 총 22식의 海아름을 
제작하였다.

<그림3-15> 海아름(해양공간 베이스맵) 갱신

- 海아름의 최신데이터 갱신

최신의 해양정보(전자해도, 해양지명, 종이해도 등)와 육상정보(바로e맵, 정사영상 
등)를 사용하여 기구축된 11식의 海아름에 대해 최신데이터로 갱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갱신된 海아름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No. 海아름 명칭 비고

1 기본수준면(DL)

2 전자해도 신규레이어 추가

3 해안선 동아시아 지역까지 제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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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6> 신규 주제별 해양공간베이스맵 5종

제작된 海아름(해양공간베이스맵)은 해양공간정보 포털 서비스 ‘공유海’, 대민
용 서비스 ‘개방海’,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海아름 맞춤형 베이스맵 서비스 구
성 형태는 아래와 같다.

4 영상맵 신규레이어 추가 및 심볼 개선

5 일반 사용자

6 평균해수면(MSL)

7 약최고고조면(AHHW)

8 주기맵

9 배경맵

10 영문주기

11 기본수준면(DL)_WGS84

<표3-3> 海아름의 최신데이터 갱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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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7> 海아름 해양공간베이스맵 제공 형태

공유海 배경지도 선택 시 배경지도 선택 창이 활성화되며, 약최고고조면, 평균
해수면, 약최저저조면, 해안선, 전자해도, 일반인, 영상맵 등 7종의 海아름(해
양공간베이스맵)을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3-18> 공유海 배경지도 선택 창



127

공공기관 내부망 서비스, 공유海

공유海란?

공유海는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에서 분산 운영 중인 다양한 해양공간정보를 
수집·해양정보의 통합·공유·활용 기반 체계를 조성하여 정책결정에 필요한 상
세한 해양공간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동활용 플랫폼이다. 

<그림3-19> 공유海 플랫폼 목표

해양공간정보 이용의 편의성과 활용성 증대를 위해 해양수산부 내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공간정보(MSP, 해양수산, 정책지원, 재난안전, 방
재활동 지원, 해양예측/관측정보)를 수집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내부용 해
양공간정보 포털 서비스 공유海는 서비스화면은 아래와 같으며, 통합되는 해
양수산정보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정보 표준분류 체계에 따라 해양정보
를 분류하였으며, 해양공간, 실시간, 재난안전, 통계, 역사, 분석 , 검색카테고
리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 중이다.
공유海를 통하여 통합된 해양수산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수
산표준 분류체계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였으며, 분류체계 기존 대분류 11종, 
중분류 38종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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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0> 공유海 플랫폼 메인 화면

주요서비스 소개

연도별 추진현황

공유海 플랫폼은 '15년 시범구축을 통해 해양공간베이스맵 제작 및 해양안전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해양정보의 통합·공유·활용 증대를 위한 정보화 추진
과정 다음과 같다.

'15년 시범구축

해양공간베이스맵을 제작하고, GIS기반의 지도를 제어하는 기능 및 분석기능
과 검색기능(사고분석/밀도분석), 사고분포, 안전, 위험시설물 통계분석을 개
발하였다. 해수욕장 격자형 위험성 DB도 함께 구축하였다. 해양조사원이 보유
하고 있는 해양정보를 통합하고 공유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16년 기능개선

해양사고 밀도분석 및 안전시설 적지분석 기능과 사용자 맞춤형 통계분석 기
능을 서비스하였다. 해양재난정보 및 안전지수 레이어가 표출되었으며, 실시간 
해양관측자료 및 해저지형 연상자료가 연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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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확대구축

'15년부터 '16년까지 일년동안 국립해양조사원이 보유한 해양정보를 통합하고 
공유했다면, '17년도부터는 그 범위를 넓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보를 통합하
고 공유하기 시작했다. 해양공간정보 서비스가 추가제공되었으며, 해양공간정
책(MSP) 시범모델이 적용되었다. 해양사고 발생 및 어업면허의 자가진단 기
능이 구현되었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그룹핑이 제공되었다. 그리고 메
타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해도와 영문서비스가 진행되었다.

<그림3-21> 공유海 정보화 추진경과 과정

서비스 활용

'17년 해양정보 제공

해양수산표준분류체계에 따라 해양산업, 해양환경, 국제원양, 수산, 어업자원, 
어촌양식, 해운, 항만물류, 해사안전, 항만건설, 인문사회로 구분하여 해양공간
정보를 분류하고, 공유海를 통해 204종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세부 종수 
기존 2017년 385종을 서비스함에 따라 '16년 152종 기준 233종을 추가 서비
스 중에 있다.

대분류 중분류 카테고리별 서비스 레이어

해양산업

(203종)

해양정책(3종) 가공선로, 해저수송관, 해저케이블

해양개발(9종)
광업권, 바다골재 자원조사(기초조사), 산업단지(4종), 

자원개발구역, 취수해역, 골재채취

해양레저(33종)
갯바위낚시 포인트, 경관도로, 관공서, 

레저기구 탑승장, 매표소, 박물관, 샤워장, 서원, 



130

선상 낚시 포인트, 세족 시설, 수목원, 숙박업소, 

스포츠, 안내표지판, 야간불꽃놀이 존, 

어린이물놀이 시설, 어촌체험 마을, 온천, 음수대, 

전망대, 종합안내소, 주차장, 촬영지, 축제, 

캠핑장(야영장), 탈의실, 테마공원, 튜브대여소, 

해수욕장 정보, 해안 산책로, 행정봉사실, 화장실, 

흡연구역

연안계획(12종)

2차 연안정비, 공유수면매립(3종), 

공유수면 점용사용(2종), 연안관리지역계획(4종), 

연안침식관리구역, 연안침식 모니터링

해양영토(146종)

갯벌 지역(2종), 국가해양기본도(4종), 

동해 시계열 관측 및 생태환경 연구(EAST-1) 20종, 

동해 연안 지질위험요소 연구(12종), 무인도서, 서해 

연안 지질위험요소 연구(10종), 수질 

자동측정망-센서, 수질 자동측정망-하구역, 습지보호 

지역, 실시간 어장, 연안 이상현상(이상고파, 이안류) 

발생원인 규명 및 대응체계 구축 3종, 연안정지관측, 

영해기점무인도서, 영해한계선, 예측 조위, 운용 

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 3종, 위성기반 한반도 

주변 해역 해양 탄소 추정 모델 

개발 6종, 인공안선, 일본주장영해선, 자연안선, 

정기운항 선박 해양수질 자동측정망(32종), 

정선해양관측, 정지궤도 해양위성 활용연구(5종), 

조석예보, 조위관측소 통계(월, 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11종), 직선 

영해기선, 특정 금지 수역, 한일중간수역, 한중 

과도수역, 한중잠정조치수역, 

해양과학기지 통계_월, 해양과학조사자료, 

해양관측부이 통계(월, 년), 해양관측소 통계(월, 년), 

해양생태도, 해양환경측정망 관측자료(4종)

해양환경

(51종)

환경정책(3종) 자연공원(3종)

해양보전(8종)

보호수역, 산업폐기물 투기구역, 오염물질 

총량규제해역,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보전해역, 

해역이용 협의, 환경보전해역, 해수욕장 수질

해양생태(40종)

갯벌 생태조사(6종), 근해생태조사(5종), 보호대상 

해양생물 분포도 무척추동물, 보호대상 해양생물 

분포도 어류, 보호대상해양생물 분포도 파충류, 

보호대상해양생물 분포도 포유류, 보호대상 해양생물 

분포도 해조류/해초류, 수중생태조사(3종), 

연안생태조사(5종), 연안습지기초조사(2014) 3종, 

월동구역, 해양보호구역 조사관찰(2014), 해양생태계 

기본조사(2014) 5종, 해양생태계보호 구역, 

핵심공간 경성기질(2015), 핵심공간조사(2015) 4종

수산 생명 자원 -

국제원양

국제협력 -

원양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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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진흥 -

수산

수산정책 -

유통정책 -

수출가공진흥 -

소득복지 -

어업자원

(17종)

어업정책(11종)

공동영업구역, 어로한계선, 어업자원보호수역, 

조업금지구역, 조업 밀집 구역(4종), 해구, 소해구, 

어획 채취량

어선 정책 -

수산자원정책(3종) 바다숲, 시범바다목장, 연안바다목장

지도교섭(3종)
조업자제선, 중국측 기선저인망금지선, 

포획채취금지구역

어촌양식

(12종)

어촌양식정책 -

양식산업(9종) 양식장, 어장정보(2종), 어장환경 모니터링(6종)

어촌어항(3종) 민물낚시터, 바다낚시터, 바다목장

해운

해운정책 -

연안해운 -

선원 정책 -

항만물류

(8종)

항만물류기획 -

항만운영(8종)
국가어항, 무역항, 연안항, 항만구역, 

해운항만통계정보(4종)

해사안전

(73종)

해사안전정책(15종)

강제도선구역, 교통안전 특정해역, 

도선사 승하선구역, 선박 안전교통관제 구역, 

수난구호관할구역, 준설지역, 

지방해양안전심판원관할구역, 통항분리경계선, 

통항분리구역, 해상훈련 및 사격(5종), 

해양경비관할구역

해사안전관리(49종)

119 구급함, CCTV, 간이치안출장소, 간출물골, 

경찰서, 내습빈도(3종), 대피소, 레저안전선, 무신호, 

병원, 보건소, 선박사고, 소방서, 수상 인명구조대, 

수영안전선, 시간 강우량(3종), 신호소, 

안전요원망루, 약국, 연도별최대태풍해일고(3종), 

와류, 위험구역, 유의파고(3종), 인명구조장비함, 

인명사고, 재난경보시스템, 전체사고 반경 1km, 

조난사고 반경 1km, 최대풍속(3종), 충돌사고 반경 

1km, 침몰사고 반경 1km, 해면 기압(3종), 

해상교통관제센터, 해수면 상승률(3종), 

해양경비안전서

항로표지(9종)
깊은수심항로부, 도선 항로, 등대, 부등, 양길항로부, 

여객항로, 일반항로, 주간입표, 항로표지설치해역

해사 산업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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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유海를 통해 추가 서비스하고 있는 항목은 해양산업(세부142종), 
해양환경(세부50종), 어업자원(세부9종), 어촌양식(세부6종), 항만물류(세부4
종), 해산안전(세부22종) 등 총 233종의 세부 레이어를 추가 서비스하고 있
다.

항만건설

(21종)

항만정책(17종)

건도크, 라디오 국, 레이다 국, 레이콘, 말뚝, 

묘박지, 무선호출지점, 부도크, 부동교량, 

사이로/탱크, 선석, 운하, 정박지(해), 

중장비(크레인), 철탑, 터널, 투기장

항만개발(2종) 신항만예정지역, 항만 배후단지

항만기술 안전 -

항만투자 협력 -

항만 지역발전(2종) 마리나 정보, 요트항로

인문사회 통계 -

<표3-4> 공유海 해양공간정보 전체 서비스 목록(세부 385종)

대분류 중분류 카테고리별 서비스 레이어

해양산업

(142종)

해양정책 -

해양개발(6종) 광업권, 바다골재 자원조사(기초조사), 산업단지(4종)

해양레저 -

연안계획(11종)

2차 연안정비, 공유수면매립(3종), 공유수면 

점용사용(2종), 연안관리지역계획(4종), 

연안침식모니터링

해양영토(125종)

갯벌 지역(2종), 국가해양기본도(4종), 동해 시계열 

관측 및 생태환경 연구(EAST-1) 20종, 동해 연안 

지질위험요소 연구(12종), 서해 연안 지질위험요소 

연구(10종), 수질 자동측정망-센서, 수질 

자동측정망-하구역, 습지보호 지역, 실시간 어장, 

연안 이상현상(이상고파, 이안류) 발생원인 규명 및 

대응체계 구축 3종, 연안 정지관측, 예측조위,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 3종, 위성기반 

한반도 주변 해역 해양 탄소 추정 모델 개발 6종, 

정기운항 선박 해양수질 자동측정망(32종), 정선 

해양관측, 정지궤도 해양위성 활용연구(5종), 

조석예보, 조위관측소 통계(월, 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11종), 

해양과학기지 통계_월, 해양관측부이 통계(월, 년), 

해양관측소 통계(월, 년), 해양생태도, 

해양환경측정망 관측자료(4종)

해양환경

(50종)

환경정책(3종) 자연공원(3종)

해양보전(8종)
보호수역, 산업폐기물 투기구역, 오염물질 

총량규제해역,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보전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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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 협의, 환경보전해역, 해수욕장 수질

해양생태(39종)

갯벌 생태조사(6종), 근해생태조사(5종), 

보호대상해양생물 분포도 무척추동물, 

보호대상해양생물 분포도 어류, 보호대상해양생물 

분포도 파충류, 보호대상해양생물 분포도 포유류, 

보호대상해양생물 분포도 해조류/해초류, 

수중생태조사(3종), 연안생태조사(5종), 

연안습지기초조사(2014) 3종, 해양보호구역 

조사관찰(2014), 해양생태계 기본조사(2014) 5종, 

해양생태계보호 구역, 핵심공간 경성기질(2015), 

핵심공간조사(2015) 4종

수산 생명 자원 -

국제원양

국제협력 -

원양산업 -

무역진흥 -

수산

수산정책 -

유통정책 -

수출가공진흥 -

소득복지 -

어업자원

(9종)

어업정책(6종) 조업 밀집 구역(4종), 소해구, 어획 채취량

어선 정책 -

수산자원정책(3종) 바다숲, 시범 바다목장, 연안 바다목장

지도교섭 -

어촌양식

(6종)

어촌양식정책 -

양식산업(6종) 어장환경 모니터링(6종)

어촌 어항 -

해운

해운정책 -

연안해운 -

선원 정책 -

항만물류

(4종)

항만물류기획 -

항만운영(4종) 해운항만통계정보(4종)

해사안전

(22종)

해사안전정책 -

해사안전관리(22종)

내습빈도(3종), 대피소, 시간 강우량(3종), 

연도별최대태풍해일고(3종), 유의파고(3종), 

최대풍속(3종), 해면기압(3종), 해수면 상승률(3종)

항로표지 -

해사 산업기술 -

항만건설 항만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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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개발 -

항만기술 안전 -

항만투자 협력 -

항만 지역발전 -

인문사회 통계 -

<표3-5> 공유海 해양공간정보 추가 서비스 목록(세부 233종 추가 서비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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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해양공간 서비스, 개방海

개방海란?

해양공간정보 개방 확대와 대국민 활용성 증대를 목표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대국민 해양정보 개방海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으
며, 개방海는 기본적인 수심, 해안선 등의 바닷가 지형정보와 요트, 낚시, 해
수욕장 등의 해양레저관광정보, 항만, 어항, 해상구역 등 해상시설정보를 제공
하여 국민들의 해양레저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연안개발, 해상공사 등 
각종 해양수산 경제·정책 활동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양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그림3-22> 개방海 플랫폼 메인 화면

개방海 플랫폼은 전체서비스, 대민용, 공공기관, 연구원 등의 서비스 카테고리 
그룹을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대민용의 경우 사용자의 분류별 
접근이 용이하도록 레저정보, 관광정보, 요트정보, 낚시정보, 스쿠버, 어업정
보, 항만정보, 안전정보, 실시간정보, 통계정보, 정보검색 등 12개의 주제 메뉴
로 구성되어 정보를 제공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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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3> 개방海 플랫폼 사용자 그룹별 정보제공

개방海는 해양공간정보의 통합·공유·개방·활용 기반 체계를 조성하여 해양수산 
가치 재생산(창출)의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하고 있다.

<그림3-24> 개방海 플랫폼 목표

개방海를 스마트폰, 스마트탭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반응형 웹으로 개발하여 
스마트폰 등에서 열었을 경우 해당 창에 알맞게 서비스 될 수 있도록 개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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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5> 개방海 반응형 웹 지원

주요서비스 소개

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해양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개방海는 레저정보, 
관광정보, 요트정보, 낚시정보, 스쿠버, 어업정보, 항만정보, 안전정보, 실시간
정보, 통계정보, 정보검색 등 12개의 주제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안전
부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되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도 해양공간정보를 관리 
중에 있다. 또한 유튜브 개인방송 해루질언니 및 해루질학교에서 개방海를 활
용하여 정보를 제공중이다.

海아름(해양공간베이스맵) 서비스: 기존 약최저저조면(dl) 및 새롭게 제작된 
해안선, 일반사용자용, 영상 베이스맵을 제공
해양레저관광정보 서비스: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로써 요트, 낚시, 레저, 해양
관광 등 다양한 해양레저공간정보를 제공
실시간 관측·예측정보 서비스: 실시간 해양관측정보 조위, 기온, 수온, 염분, 
유향/유속, 기압, 풍향/풍속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유향/유속의 경우 황
동중국해 해수순환모델을 서비스
해양공간 가상체험 서비스: 외부 시스템 연계를 통해 독도, 제주도, 동해안, 
남해안 수중 로드뷰 탐험해, 해수욕장 주변 드론 영상 파노라마뷰, 연안·항로 
바다정보 바다로드뷰 등 해양공간 가상체험 서비스를 제공
어업면허 자가진단 서비스: 해양공간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민원신청(어업면
허)에 대해 신청 예정 해역의 행위제한 내용 및 중복여부를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서비스
해양레저 맞춤형 추천 서비스: 사용자별 선호정보를 입력받아 레저정보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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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며 일정기간 축척된 사용자의 선호정보와 추천정보를 재처리 및 분석하여 
정보를 재추천하여 테마별 정보 제공
해양수산통계 시각화 및 시계열 서비스: 해양수산통계 자료 중 공간정보를 포
함하고 있거나 혹은 공간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데이터는 지리정보(GIS) 기
반 지도상 통계 정보가 서비스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여 서비스 중 
시계열 정보 서비스가 가능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기간 동안 
변화되는 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통계 시계열 표출 화면을 별
도로 구성하여, 연도별 프로그래스바 진행에 따라 지도화면, 항목별 차트, 표
수치값이 동적으로 변경되도록 서비스
고해도 서비스: 해양교육문화에 활용하고자 고해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
여 지역별로 서비스, 개방海의 카테고리 고해도 클릭시 동해안, 서해안, 남해
안으로 구분하여 고해도 서비스를 제공
영문페이지 서비스: 개방海 영문 페이지 및 소개페이지를 제작하여 서비스
어업지원 활동 맞춤형 서비스: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출항, 입항 등 단계별 다
양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상정보, 어획량 정보, 항행경보 등의 
맞춤형 정보 제공
공유수면 점용 사용 확인 기능: 연안정보, 해역이용 협의 정보, 행위제한 정보 
등을 공간 검색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 및 매립 정보를 확인

또한 개방海는 외부 시스템 연계를 통해 독도, 제주도, 동해안, 남해안 수중 
로드뷰 탐험해, 해수욕장 주변 드론 영상 파노라마뷰, 연안·항로 바다정보 바
다로드뷰 등 해양공간 가상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3-26> 개방海 해양공간 가상체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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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추진현황

개방海의 해양정보 개방 확대 및 대국민 활용도 증대를 위한 정보화 추진과정
은 아래와 같다.

'15년 시범구축

해양공간베이스맵을 제작하고, GIS기반의 지도를 제어하는 기능 및 분석기능
과 검색기능(사고분석/밀도분석), 사고분포, 안전, 위험시설물 통계분석을 개
발하였다. 해수욕장 격자형 위험성 DB도 함께 구축하였다. 해양조사원이 보유
하고 있는 해양정보를 통합하고 공유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서비스 활용

- 데이터제공 서비스

개방海의 경우 원천자료 중 외부공개 및 배포 가능한 자료만을 취합하여 해양
공간정보를 분류하고, 서비스 카테고리 그룹은 전체, 대민용, 공공기관, 연구
원로 구분하였다.

대분류 중분류 카테고리별 서비스 레이어

해양산업

(199종)

해양정책(3종) 가공선로, 해저수송관, 해저케이블

해양개발(8종)
바다골재 자원조사(기초조사), 자원개발구역, 

산업단지(4종), 취수해역, 광구

해양레저(39종)

갯바위낚시 포인트, 경관도로, 관공서, 레저기구 

탑승장, 매표소, 박물관, 샤워장, 서원, 선상 낚시 

포인트, 세족 시설, 수목원, 숙박업소, 스포츠, 

안내표지판, 야간불꽃놀이 존, 어린이물놀이 시설, 

어촌체험 마을, 온천, 음수대, 전망대, 종합안내소, 

주차장, 촬영지, 축제, 캠핑장(야영장), 탈의실, 

테마공원, 튜브대여소, 해수욕장 정보, 해안 산책로, 

행정봉사실, 화장실, 흡연구역, 추천항로(전체항로), 

추천항로(연결항로), 추천항로(접속항로), 소형선항만 

안내정보, 여객선, 맛집

연안계획(1종) 연안침식관리구역

해양영토(148종)

갯벌 지역(2종), 기상청 등표, 부이, 동해 시계열 

관측 및 생태환경 연구(EAST-1) 18종, 동해 연안 

지질위험요소 연구(12종), 무인도서, 서해 연안 

지질위험요소 연구(10종), 수질 자동측정망-센서, 

수질 자동측정망-하구역, 습지보호 지역, 실시간 

어장, 연안 이상현상(이상고파, 이안류)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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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 및 대응체계 구축 3종, 연안 정지관측, 

영해기점 무인도서, 영해한계선, 예측 조위, 운용 

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 3종, 위성기반 한반도 

주변 해역 해양 탄소 추정 모델 개발 6종, 

인공안선, 자연안선, 정기운항선박 

해양수질자동측정망(32종), 정선 해양관측, 정지궤도 

해양위성 활용연구(5종), 조석예보,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11종), 직선 영해기선, 특정 금지 

수역, 한일중간수역, 한중 과도수역, 

한중잠정조치수역, 해양과학조사자료, 해양생태도, 

해양환경측정망 관측자료(4종), 종이 해도-총도, 

종이 해도-항양도, 종이 해도-항만도, 종이 

해도-해안도, 종이 해도-항박도, 

1레벨(전자해도-총도), 2레벨(전자해도-일반도), 

3레벨(전자해도-연안도), 4레벨(전자해도-접근도), 

5레벨(전자해도-항만도), 6레벨(전자해도-정박도), 

해양지명, 도서지명

해양환경

(49종)

환경정책(3종) 자연공원(3종)

해양보전(7종)

산업폐기물 투기구역, 오염물질 총량규제해역,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보전해역, 환경보전해역, 

해수욕장 수질,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해양생태(39종)

갯벌 생태조사(6종), 근해생태조사(5종), 

보호대상해양생물 분포도 무척추동물, 

보호대상해양생물 분포도 어류, 보호대상해양생물 

분포도 파충류, 보호대상해양생물 분포도 포유류, 

보호대상해양생물 분포도 해조류/해초류, 

수중생태조사(3종), 연안생태조사(5종), 

연안습지기초조사(2014) 3종, 해양보호구역 

조사관찰(2014), 해양생태계 기본조사(2014) 5종, 

해양생태계보호 구역, 핵심공간 경성기질(2015) 

1종, 

핵심공간조사(2015) 4종

수산 생명 자원 -

국제원양

국제협력 -

원양산업 -

무역진흥 -

수산

수산정책 -

유통정책 -

수출가공진흥 -

소득복지 -

어업자원

(9종)

어업정책(8종)
어업자원보호수역, 조업금지구역, 조업 밀집 

구역(4종), 해구, 어업자원수역

어선 정책 -

수산자원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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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로 보는 연도별 대민이 즐겨찾는 정보

지도교섭(1종) 포획채취금지구역

어촌양식

(11종)

어촌양식정책 -

양식산업(8종) 양식장, 어장정보, 어장환경 모니터링(6종)

어촌 어항(3종) 민물낚시터, 바다낚시터, 바다목장

해운

해운정책 -

연안해운 -

선원 정책 -

항만물류

(7종)

항만물류기획 -

항만운영(7종) 국가어항, 무역항, 항만구역, 해운항만통계정보(4종)

해사안전

(38종)

해사안전정책(12종)

강제도선 구역, 교통안전 특정해역, 도선사 

승하선구역, 선박 안전교통관제 구역, 

수난구호관할구역, 지방해양안전심판원관할구역, 

해상훈련 및 사격 5종

해사안전관리(20종)

119 구급함, CCTV, 간이치안출장소, 간출물골, 

경찰서, 레저안전선, 병원, 보건소, 선박사고, 

소방서, 수상 인명구조대, 수영안전선, 신호소, 

안전요원망루, 약국, 인명구조장비함, 인명사고, 

재난경보시스템, 해상교통관제센터, 해양경비안전서

항로표지(6종)
도선 항로, 등대, 여객항로, 일반항로, 주간입표, 

항로표지설치해역

해사 산업기술 -

항만건설

(7종)

항만정책(3종) 정박지(해), 철탑, 터널

항만개발(2종) 신항만예정지역, 항만 배후단지

항만기술 안전 -

항만투자 협력 -

항만 지역발전(2종) 마리나 정보, 요트항로

인문사회 통계 -

<표3-6> 개방海 해양공간정보 전체 서비스 목록(320종 서비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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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7> 개방海 메뉴 즐겨찾기

본 화면은 개방海 서비스플랫폼 2019년 8월 한 달간의 접속통계 현황으로써 
대민이 가장 많이 조회, 검색, 확인한 해양정보는 자치단체의 어장정보임을 알 
수 있다. 어장정보의 경우 선박의 안전 운항 및 관리의 목적으로 해양내비게
이션 및 해양 관련 APP 개발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양공간정보로써 정보
의 최신성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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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정보 오픈 플랫폼, KOMC

KOMC란?

국가해양정보마켓센터(KOMC)는 산업화를 주 목적으로 하는 해양수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창구이다. KOMC는 국민과 기업,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해양수산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다. 해양수산정보의 목
록, 파일데이터셋, 오픈 API, 산업지원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
며, 사용자 맞춤형 검색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해양수산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국가해양정보마켓센터(KOMC)에서는 해양수산부 본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모든 해양수산정보를 제공하는 유통 플랫폼입니다. 국가해양정보
마켓센터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생산되고 가공되는 모든 자료들과 시범 
산업용 표준자료로 데이터셋을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유관
기관에서 생산하는 자료나 판매자들이 제작하는 해양정보를 확대할 계획을 가
지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생산 데이터셋은 수온, 염분, 조위, 파고 등의 해
양관측정보와 조위 예측정보, 전자해도, 등대표, 주제도 등 가공정보를 제공하
며, 3차원 DEM 영상자료, 조류 예측정보 등의 산업용 표준자료를 제공합니
다.

<그림3-28> KOMC 플랫폼 소개

사용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대상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성과 활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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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도록 구현되었다. 또한, 해양수산부 민관공동활용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입점기업은 제공한 데이터셋을 통해 제작한 제품을 자율적으로 등록, 판매하
여 수익을 창출하고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구축하
여 다양한 해양정보산업 정보를 제공하며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다
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주요서비스 소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생산하는 개방 가능한 해양정보 자료를 공공데이터로 대
국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일반사용자, 정부부처 사용자, 연구
기관 사용자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사용자, 
정부부처 사용자, 연구기관 사용자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해양정보 
메타데이터 조회 및 데이터셋 제공, 사용자의 참여 확대와 해양정보산업 지원 
및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KOMC서비스

해양정보 목록

해양정보를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어디서 생산되고,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해양정보의 기본정보 및 상세정보를 메타데이터로 

제공합니다.

데이터셋

해양정보 목록에서 담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양한 파일 포맷과 Open API 

형태로 서비스하며,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산업지원데이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용사례

KOMC에서 제공하는 해양정보를 활용한 국내외 사례 및 비즈니스 산업화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해양정보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요한 해양정보 서비스업에 

대한 소개와 해양정보정책 안내 및 사업화 지원, 컨설팅 등의 다양한 혜택을 

소개합니다.

오픈마켓(준비 중)

KOMC에서 제공된 데이터셋을 통해, 제작한 민간 제품 및 데이터를 

자율적으로 등록·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림3-29> KOMC 주요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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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추진현황

- 개요

'17년도 KOMC 구축

공공기관과 민간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해양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통플랫폼이 필요하게 되어 국가해양정보 오픈 플랫폼(KOMC)를 구
축하게 되었다. 포털에서는 국민과 기업, 공공기관이 쉽고 편리하게 해양데이
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데이터셋, 오픈 API,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을 제
공하고 있으며, 누구라도 쉽고 편리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해양정보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다.

'18년도 KOMC 개편

KOMC의 개편방향은 해양정보를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의 편
의성 향상에 목적을 두었다.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12주에 걸쳐 진행된 
국민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이너, 해양 및 IT 전문가, 일반인, 공무원 등 여러 
분야 종사자들로 이루어진 민관협의체로, “해양공간정보의 개방과 맞춤형 서
비스 구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8년도 KOMC 개편에 적극 
반영하였다. 주요의견은 아래와 같았고 의견에 따라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고
도화시키고 UI 구성을 개편시켰다.

1) 해양분야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이나 범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낮아, 
기관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
운 상황이었다. KOMC는 이렇게 흩어져있는 해양정보의 일원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며, 제공하는 정보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정
보를 인식하기 쉽게 하기 위한 UI 구성을 진행했다. 또한, 관련 기관의 링크
를 제공함으로써, 각 기관 홈페이지로의 유입을 늘려, 기관에 대한 인지도 향
상도 같이 고려하였다.
2) 많은 수의 해양정보와 어려운 용어들로 인해, 사용자들의 이해도가 낮은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포그래픽 디자인 기법을 통하여, 분야별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항목들이 실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1) 해양관련 기관이 다양하여,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느 기관에서 제공하는지 인지하기 

어려움

2) 해양정보가 너무 많고, 즉각적인 이해가 어려움

3) 해양정보의 활용 분야 및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부족함

4) 적극적인 홍보 부족으로 전반적인 사업 인지도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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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으로 표현하여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고 메인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어려운 해양 용어들을 확인할 수 있게 용어사전 
콘텐츠를 제공하고, 정보검색 시에도 툴팁 형태로 바로 해당 용어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사용자 그룹을 전문가, 공무원, 일반인으로 나누어, 전문가는 연구 자료 및 시
스템 목록을 우선적으로 표출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공무원은 기
관별 기준으로, 일반인은 해양정보 표준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제공항목을 아이
콘으로 표시하여, 단계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끔,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UI를 구성하였다.
3) 육상의 정보보다 해양의 정보가 아직까지 다양하게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
음에 따라, 2017년도에 이어 민간산업과 제휴를 통해, 선제적으로 제작한 산
업용 데이터셋을 KOMC에서 콘텐츠로 제공하였다. 메인화면에서 표출 비중을 
높여 관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활용사례를 선보이면서, 해양정보를 통해 새로
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해양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 및 해양교육 지
원 콘텐츠도 같이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4) KOMC 뿐만 아니라, 해양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은 상황으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해마다 해양정보 디자인 및 
앱 공모전을 개최, 홍보와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았고, 2018년부터는 
KOMC 사이트에서 공모전을 직접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KOMC로의 유입 및 홍보의 효과도 거두었다.

'19년도 KOMC 고도화

◯ 개요

KOMC에서 해양정보 목록 및 데이터셋 제공 기능을 데이터셋 중심으로 서비
스가 되도록 개선하여 제공하고 해양정보목록은 부가정보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서비스하며, 산업화 지원전략 연구과제와 서비스 확대 로드
맵 및 전략수립 과제에서 도출된 데이터셋 파일 및 메타정보에 대한 갱신 사
항을 반영하여 유통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갱신 및 신규로 제작되는 민간 
산업지원 데이터셋, 해양정보 데이터셋, 메타데이터를 DB에 추가 적재하여 유
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개발 배경 및 필요성

사용자에게 보다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 중심으로 유통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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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MC 시스템 구성도

해양정보 유통서비스는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데이터셋을 검색하고 다운로
드를 수행하는 사용자 서비스 부문(Front Side)과 관리자가 데이터셋, 접속자 
통계, 해양정보목록 선호 통계, 데이터셋 선호 통계 등을 수행하는 관리자 부
문(Admin Side)으로 구성된다.
해양정보 유통서비스 운영 환경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정보화팀 운영 서버를 
활용하며, WEB/WAS(Web Application Server) 서버 환경은 외부망(DMZ 영
역)에서 서비스되며, Windows Server 2012 R2 OS상에서 WebToB와 
JDK(Java Development Kit) 1.6 기반의 JEUS 7에서 구동하게 된다. 데이터
베이스 서버는 Oracle 11g DBMS(DataBase Management Server)에서 관련 
정보들이 관리되며, 데이터 셋 원본 파일들은 스토리지 서버에서 관리된다.

<그림3-30> 시스템 구성도 

◯ 개발 내용 및 범위

대분류 중분류

데이터셋 중심의 검색 기능 개선

Ÿ 사용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셋 검색 중심으로 

검색 기능 개선

Ÿ 해양정보목록은 부가정보로 확인

산업화 사례 컨텐츠 제공
Ÿ 해양정보 활성화를 위해 증강현실, 입체엽서, 아이 

글라이더 3종의 사례 업데이트 

해양정보 공모전 온라인 서비스

Ÿ 해양정보 활용을 위한 공모전 오픈

Ÿ 공모내용을 안내

Ÿ 공모 접수 및 응모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

Ÿ 공모전 수상작 게시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제반지원 Ÿ 온라인 마케팅 수행을 위한 KOMC에서 이벤트 배너를 



148

KOMC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데이터셋 중심으로의 검색

사용자 편의를 위해 데이터셋 제공 기능을 데이터셋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및  
카드형식 또는 리스트형식 결과 조회 기능 개선, 해양정보목록의 부가정보 확
인과  주제분류를 직관적으로 확인하여 검색 가능하도록 서비스한다.

<그림3-31> 데이터셋 중심의 검색

◯ 산업화 사례 컨텐츠 제공

해양정보 활성화를 위해 3종의 시범사업 즉, 증강현실, 입체엽서, 아이 글라이
더를 웹컨텐츠 서비스로 제공한다. 

게재할 수 있도록 개발

메타 및 데이터셋 적재
Ÿ 신규 및 갱신 메타 및 데이터셋 적재하여 유통서비스 

구현

<표3-7> 개발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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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2> 산업화 사례

◯ 해양정보 공모전 온라인 서비스

해양정보 활용을 위한 공모전 개최 시 KOMC에서 공모내용을 안내하고, 공모 
접수 및 응모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수상작 확정 시 웹 컨텐츠로 제작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3-33> 공모전 온라인 서비스

◯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제반지원

온라인 마케팅 수행을 위한 KOMC에서 이벤트 배너를 게재 및 관리할 수 있
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3-34> 이벤트 배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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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구조

'17년도 해양데이터포털 메뉴구조

<그림3-35> '17년도 KOMC 메뉴구조도

'18년도 KOMC 메뉴구조

<그림3-36> '18년도 KOMC 메뉴구조도

- 홈페이지 디자인

'17년도 KOMC 홈페이지 오픈

원시자료 〉가공자료 〉산업용데이터셋 〉활용사례의 흐름에 따라 메인 비주
얼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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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7> '17년도 KOMC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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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8> '17년도 KOMC 단계별 검색

<그림3-39> '17년도 KOMC 키워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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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0> '17년도 KOMC 검색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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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KOMC 홈페이지 개편

표준분류체계에 맞춰 그래픽을 구성하였다. 메인 비주얼의 그래픽 스타일 및 톤앤
매너를 차분하고 세련되게 맞추어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흐름을 통일시켰고 검색서
비스는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일반인을 위한 ‘유형별 검색’, 공무원을 위한 ‘기
관별 검색’, 연구자를 위한 ‘연구자료 검색’과 같이 검색유형을 다양화시켜 사용자
가 더 빠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3-41> '18년도 KOMC 메인화면 개편

- 데이터제공

'16년도 데이터셋 96종 제공

구분 카탈로그 데이터셋 목록

원시 정점 기본 수준점

일반인을 위한 ‘유형별 검색’ 공무원을 위한 ‘기관별 검색’ 연구자를 위한 ‘연구자료 검색’

<그림3-42> 맞춤형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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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

수온 연안정지관측자료, 조위관측소, 해양관측부이, 종합해양과학기지, 위성자료

염분 조위관측소, 해양관측부이, 해양과학기지

조위 조위관측소, 해양관측소, 해양과학기지, 비실시간 장단기 조위

해수유동
해수유동관측소 관측조류, 해양관측부이 실측조류, 조류예보표 예측최강 

조류, 수치조류도 조화상수, 비실시간 장단기 조류, 정선관측해류

파고 조위관측소, 해양관측소, 해양관측부이, 해양과학기지

기온 조위관측소, 해양관측소, 해양관측부이, 해양과학기지

기압 조위관측소, 해양관측소, 해양관측부이, 해양과학기지

풍향/풍속 조위관측소, 해양관측소, 해양관측부이, 해양과학기지 

가공 

자료

등대표 DGPS, 비콘, 등대표

해도 전자해도

항행통보 항행통보, 항행경보

해안선 약최저고조면 해안선

지명 해양지명

위험물 어초, 노출암, 간출암, 침선, 항계, 항로, 정박지

조위(가공)
관측소 예측조위, 관측소 실측&예측조위, 관측소 예측극치조위, 관측소 

통계조위, 특정지역 예측조위

해수유동

수치조류도, 해수유동관측소 조화분해 결과, 해수유동관측소 통계분석 

결과, 해수유동 예측자료, 동해해류도, 북태평양 해류도, 아라비아해 

해류도, 인도양 해류도, 아덴만 해류도

바다갈라짐 바다갈라짐

생활예보지수 생활예보지수

조화상수 관측소, 특정지역, HF-RADAR, 수치조류도

주제도

어장정보도, 해수욕장 정보도, 해양레저 관광정보도, 요트낚시 정보도, 

무역항만 정보집, 소형선박용 항만안내도, 국가해양기본도, 해저지형도, 

지자기 전략도, 중력이상도, 천부지층분포도, 해안침수예상도, 

연안재해취약지도

산업 산업용 데이터셋 3차원 DEM 영상자료, 조류 예측정보, 연안 DEM 자료, 해양 촬영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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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자료

해양교육 컨텐츠, 해양공간정보 이미지, 해양레저관광정보, 바다지도 API, 

관측자료 API, 예측자료 API

<그림3-43> '16년도 서비스 제공 데이터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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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데이터셋 96종 제공

459건의 해양정보 목록과 572건의 데이터셋을 제공하며, 산업지원데이터셋은 
16건을 제공하고 있다. 해양정보들은 23종의 파일포맷으로 서비스하였다.

<그림3-44> 숫자로 보는 데이터

서비스 활용



PART IV



국가신산업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육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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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산업육성을 위한 연구

민간산업육성 필요성 및 개요

2019년 해양조사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정보의 활용 증진과 민간산업 시장 육
성, 산업화에 필수적인 핵심데이터 개방확대, 해양정보 활용 제품 상용화 지원 
신규 비즈니스 사례 지속 발굴 등 해양수산부 정책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민·
관 활용이 증대되고 있는 베이스맵(海아름)의 지속적 갱신 및 갱신주기 단축
이 필요한 실정이다. API 형태의 해양정보 제공이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형태
로 사용되는 선박용 장비 같은 경우 탑재가 불가능하여 해양정보의 데이터셋 
형태 지속적 제공이 필요하였고, 유통 플랫폼에서 직관적으로 해양정보의 사용
이 가능한 저작도구의 부재로 활용의 효율성·활용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데이터 개방확대 및 선도적 역할의 민간 비즈니스 발굴, 데이터의 신뢰성
과 최신성을 위한 갱신주기 단축 방안 및 품질관리체계, 민간기업의 의견을 수
렴한 현실적 지원 방향 추진,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해양정보 서비스 제작 
환경 효율화가 필요하며, 해양정보 활용 편의성 확대와 민간 비즈니스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다.

<그림4-1> 민간기업 해양정보 상용화 서비스 개발지원 및 발굴

해양정보 산업화를 위해 민간기업들과 협력하여 6개 산업 분야에 대한 데이터
셋을 제작하고 해양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품을 개발하는 산업화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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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굴 지원한다. 수천억을 민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
고 민간시장에서 요구하는 해양정보 산업화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제공 실제 
산업화 시범사업을 수행하며 홍보를 위해 공모전, 전시회 참여, 쿡북제작 등의 
과업을 수행하였다.
민간 의견수렴이나 데이터 제공, 홍보 지원뿐 아니라, 제품 구매와 같은 경제
적 지원까지 수행함으로써 기존 해양정보기업들은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
를 개발하는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되고, 비 해양정보 기업들은 신규시장에 안
착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이제껏 없던 해양정보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
출하고, 대국민/민간산업에 해양정보의 인식 제고를 통해 해양정보의 수요와 
공급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림4-2> 해양정보 민간 산업화 기반마련 흐름

해양정보컨설팅

- 해양정보 산업화 특수분류

해양정보 산업화 특수분류 타당성 조사는 세부분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첫째는 해양정보 산업화 특수분류 추진 방안이다. 해양정보 산업화 특수분류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해서 공간정보산업, 이러닝산업, 해양수산업 등의 특수
분류 추진 사례와 기상기후 산업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동시에 특수분류 분
야와 통계 분야의 자문의견을 청취하여 특수분류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에 활용하였다. 해양정보 산업을 특수분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특수분류 등록하는 방안과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존재
한다. 해양정보 산업을 독립적으로 특수분류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복사항의 
유사통계 존재 여부를 살펴보도록 되어있는바, 이에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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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해양정보 산업을 특수분류 등록하
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해양정보 산업특수 분류는 해양수산
업 특수분류에 편입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또한, 특수분류 여부와 관계없이 
해양정보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경우, 이 부분도 해양수산업 실
태조사와 중복의 여지가 있으므로, 실태조사 전 국립해양조사원과 해양수산
부 관련실과를 대상으로선 협의를 추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
어야 한다.

<그림4-3> 해양정보산업 특수분류 등록 방안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향후 특수분류 편입에 대한 방안을 선정하고 특
수분류 추진여부를 확정한 후, 해양정보 산업 통계자료 생성을 위해서 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업무 추진과 추
진성과를 상호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해양정보 산업 특수분류 타당성 검토 추진과정에서 해양정보 산업에 대한 
시장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시장조사를 위해서 특수분류 모집단 중 226개 기
업을 시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시장의 매출성장률
은 연평균 3.2%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당기순이익은 12.4%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종사자 규모는 9,703명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장당 
평균 53명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단, 종사자 규모는 신용평가 정보상에 종
사자가 기재되어 있는 184개의 사례만을 집계하였다. 시장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하지만, 해양정보 산업은 그 기준이 되는 해양
정보 서비스(안)업등록이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수행하여 
시장조사 및 기술육성의 기업생태계를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에 해양정
보 서비스업이 운영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시장조사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집중 지원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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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해양정보산업 시장조사 결과 ('13~'17)

시장조사와는 별개로 특수분류 모집단을 대상으로 해양정보 산업 이해에 대
한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범조사대상은 1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하
였으며, 설문을 통한 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한 시범조사결과를 살펴
보면 115개 모집단 중소기업이 49.6%를 차지하고 있어 해양정보 기업이 소
규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로는 시장정보와 정부 지원사업 정보, 
기술 동향정보 순으로 나타났다.

시범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해양정보 기업은 현재 경쟁 강도가 다소 높
고, 안정적 성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고 있으며, 신제품(서비
스) 개발에 대한 여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해양정보
의 적극적인 공개와 지원책을 포함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나타
났으며, 해양정보 산업분야에 대한 인력 및 R&D의 적극적인 육성을 기업들
은 원하고 있다.

<그림4-5> 시범조사 결과종합

사례수 시장정보
정부

지원사업

기술

동향정보

전문

인력정보

제품/서비

스 정보
교육정보

해외시장정

보
기타

115 43.4% 32.3% 30.4% 25.2% 20.0% 15.7% 15.7% 6.1%

<표4-2> 특수분류 모집단 대상 해양정보산업에 대한 시범조사 결과

사례수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공공/교육기관

115 1.7% 3.5% 13.0% 49.6% 32.2%

<표4-1> 특수분류 모집단 대상 해양정보산업에 대한 시범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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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정보산업 실태조사

해양정보 산업 실태조사는 해양정보 수요기업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다. 주
요 조사항목으로는 해양정보 활용을 위한 기초 환경이 구비되어 있는지, 신제
품을 기획하고 있는 주요 활용하기 위한 해양정보는 무엇이 있는지를 주로 조
사하였다. 기업별로 활용하고 있는 해양정보와 그 활용빈도, 해양정보의 취득 
방법들을 조사하여 전반적인 해양정보 수요환경을 점검하고 음성적이거나 공
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 및 활용하고 있다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활성화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4-6> 해양정보산업 추진환경 의견종합

해양정보의 연구개발 활동

현재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는 기업의 비중은 42.6%로 나타났다. 수로조사
업 83.3%, 해도제작업 100.0%, 연구개발업 88.9% 및 내비게이션제조업, 항
행용 기기제조업, 항해용 응용 SW 개발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은 연
구개발 활동이 활발한 편이었다. 반면 어업관련 서비스업, 항구관련 서비스업, 
수상 운송서비스업 등은 연구개발 활동 수행 비율이 낮았다. 정보화에 대한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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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 연구개발활동의 유무



166

해양정보 활용빈도

해양정보 활용빈도는 월 1회 이상 빈번하게 사용하는 비율이 24.74%로 나타
났으며, 전혀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28.91%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해양정보 
활용빈도가 높은 업종은 수로조사업, 관련 협단체, 내비게이션 제조업으로 나
타났으며, 어업관련 서비스업이나, 항공관련 서비스업은 해양정보 활용빈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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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해양정보 활용빈도

해양정보 활용량

해양정보 활용량은 누적 기준으로 1테라 이상 사용하는 것은 수로 조사업과 
해도 제작업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해양정보의 조사와 해도 제작에 따른 정보 
활용량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내비게이션 부분과 항행용 기기제조업 부분, 
항행용 응용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로 해양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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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 해양정보 활용량

- 해양정보 큐레이션

해양정보 큐레이션은 정보생산량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정보전달 방식이 일방
향에서 다채널 쌍방향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정보생산량의 
급격한 증가는 정보 검색과 정제의 필요성은 물론 정보 서비스를 위한 필요성
을 배가 시키고 있다. 디지털 큐레이션은 현재의 정보 검색, 서비스 환경을 인
간의 입장에서 전문성과 통찰력을 동원하여 정보를 분석, 조직화, 필터링하여 
수요 요구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에 그 필요성이 있다. 
(701종 > 큐레이션 대상: 364종 > 중복정보제거 : 172종 ) 및 소비적 잠재
성

해양정보 재분류

해양정보 재분류는 기존의 해양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701종의 항목 중 해양
정보 산업육성에 필요하거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없는 정보로 
재분류 하는 것이다. 701종 중 자료의 서비스 및 배포 권한, 정보갱신의 규칙
성을 고려하여 해양정보를 선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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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0> 해양정보 재분류 개요

큐레이션 대상 정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양정보 701종의 메타데이터 항목에서 기업체를 위해서 
외부공개가 가능한 정보 394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94종 중 현재 데이터 
품질관리 미이행, 개인정보 포함 등으로 29종이 추가로 공개가 불가하여 최종 
해양정보 산업을 위해서는 364종의 해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림4-11> 큐레이션 대상정보와 산업구분

해양정보와 소비 잠재성

해양정보별 소비 잠재성을 살펴 보면 해양정보 172종 중 41%는 간헐적 소비
가 예상되는 정보로 나타났다. 간헐적 소비는 안전관리, 항만운영 같은 영역에
서 활용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며, 지속적 소비 대상 정보는 37.2%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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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정책이나, 해양정책 분야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물놀
이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증가 예상되는 정보는 18% 수준으로 나타
났다.

<그림4-12> 해양정보와 소비 잠재성

간헐적 정보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는 주요 통계정보와 안전
관리 정보, 해양영토 분야의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한 사용 예상 사례
로는 항만 개발계획, 자원개발계획, 폐기물 수거계획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그림4-13> 해양정보와 소비 잠재성

일시 정보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는 주요 해양레저 분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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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한 사용 예상 사례로는 안전, 레저, 관광목적의 앱 
및 웹 서비스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항행 시 참조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4-14> 해양정보와 소비 잠재성

지속적인 정보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는 주요 안전정책이나, 
해양영토와 같은 행정 정책분야에 한정되고 있다. 주요한 사용 예상사례로는 
안전, 레저, 관광목적의 앱 및 웹 서비스, 사업계획 및 검토 서비스, 항행 시 
참조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4-15> 해양정보와 소비 잠재성

해양정보와 해양정보 특수분류(안) 산업 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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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6> 해양정보와 해양정보 특수분류(안) 산업 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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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개 분야의 민간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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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 바다 속 해저지형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첨단 해상 내비게이션

<그림4-17> 첨단 해상 내비게이션

 

<그림4-18> GPS 플로터

GPS 플로터란 전자해도 위에 GPS의 실시간 위치확인기능을 접목한 위치확인 
항해장치로 위성을 통해 선박의 속도와 위치 등의 필요한 정보가 화면상에 수
치로 표시된다. 소형 어선들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어망을 설치해 
놓고, 나중에 어장을 찾아가는 등 여러 면에 아주 편리하게 활용되어 현재는 
거의 모든 어선 및 소형 관공선들이 이를 장착하여 활용하고 있다.

[ P.P.U(GPS Plotter Processing Unit, SGP-330) ]
GPS플로터의 표시부와 프로세스부를 분리하여 표시부는 다양한 크기의 LCD
모니터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신개념 해상 네비게이션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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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9> P.P.U(GPS Plotter Processing Unit, SGP-330)

[ 4.3인치~15인치 GPS Plotter ]
GPS위성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전자해도상에 표시하는 기기이다.

<그림4-20> 4.3인치~15인치 GPS Plotter

해양내비게이션 분야의 올해 시범사업은 '16년 사업에 이은 고도화를 중점으
로 하였다. 기존 3차원 영상 DEM 데이터셋과 조류데이터를 이용해 해양 내
비게이션을 개발하고 있는 삼영이엔씨와 새로운 데이테셋의 적용과 기존 자료
의 갱신을 수행하였다.

업무 협력 업체

삼영이엔씨는 소형 선박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위성항법장치(GPS) 플로터와 
같은 항해·통신·어로 장비를 전 세계 80여개 국가에 수출하며 관련 시장을 선
도해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형 e-내비게이션 프로젝트’의 관련 장비(항해용 
장비 및 어플리케이션)의 선도업체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 국내 1위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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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현재 서비스를 구현할 새로운 GPS플로터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기존 
장비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개발 진행을 협의하였다. 

<그림4-21> 삼영이엔씨 소개자료

데이터셋 제작 방안 협의
우선 '16년 적용하였던, 3차원 DEM영상 데이터셋의 해상도를 90m에서 5m으
로 대폭 끌어올려 좀 더 정밀한 지형이 표현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기존 해
저지형은 일반지역의 경우 91m 까지 밖에 민간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자해
도를 기반으로 구축한 해저지형 데이터는 1m까지 제작하여 제공이 가능하도
록 규제가 바뀌면서 서비스 품질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전국연안의 데이터를 담기위해서는 데이터의 경량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삼영
이엔씨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각 데이터의 구축 방법과 포맷 등을 
설정하였다.
전자해도의 수심 해상도와 GPS플로터의 사양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3차
원 영상 DEM 데이터셋의 DEM의 해상도는 5m로 결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정 데이터셋을 제작하고 삼영이엔씨에 전달하여 GPS 플로터 상에 적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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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이번사업에서 구축하는 내비게이션 분야의 3가지 데이터셋 또한 삼영
이엔씨의 의견을 수렴하여 데이터셋을 구축 또는 변환하였다.

신규 데이터셋 적용

올해 제작한 내비게이션 분야 3가지의 데이터셋은 삼영이엔씨와의 협의를 통
해 데이터 구축 방안을 정해나간 후 최종 데이터를 제공하여, 내비게이션 적
용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어장정보도는 연안 지역의 안전한 항해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셋으
로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적용을 준비에 있다.

3차원 영상 DEM 데이터셋 고도화 적용

<그림4-22> GPS플로터 지형자료 고도화

데이터 포맷 범위 비고

1 DEM ASCII(XYZ) 해상도 : 5m
전자해도 레벨5 

도곽단위

2 조류예측정보
BINARY(DAT) 조류데이터 간격 : 2km 국내 연안

ASCII 동아시아 지역 주요 지점 동아시아 지역

3
어장정보도/ 

어종분포도
SHP 전국연안 면형 데이터

4 갯골 분포도 SHP 전국연안 선‧면형 데이터

<표4-3> 각 데이터별 포맷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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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안 수치조류도의 경우 '16년 구축한 데이터와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
에, 별도의 개발 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하였다

이외에 어종분포도와 갯골 분포도, 동아시아 조류 정보는 추가적으로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안전한 항해에 도움이 되는 장
비 개발을 위해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다.

포털서비스

- 68년 만에 개방되는 해양공간정보 ‘개방海’

어장정보도 PC 개발화면 어장정보도 GPS플로터 적용화면

<그림4-23> 어장정보도 개발 화면

2018 수치 조류도 국내연안 적용

<그림4-24> 조류예측정보 갱신 적용 화면



181

<그림4-25> 개방海 서비스

인터넷으로 뭐든 검색할 수 있는 시대! 해양수산부도 정보화시대에 맞춰 해양
정보공간을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바다지도 
‘개방海’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했던 해양공간정보
는 선박항해 및 특정연구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왔으며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들도 종이해도나 고가의 소프트웨어(S/W)를 구입해야 볼 수 있어 불편
함이 있었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공간정보의 이용 편의성과 활용성 증대를 목표로 
지난 68년간 수집한 정보 중 140가지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 내부에서 공동 
활용하는 「공유海)」서비스를 개발했고, 이어 국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70
가지 정보를 다시 엄선하여 온라인 바다지도 ‘개방海’를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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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6> 개방海 서비스 소개자료

개방海는 기본적인 수심, 해안선 등의 바닷가 지형정보에 요트, 낚시, 어초, 
해수욕장 등의 해양레저관광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항만, 어항, 해상구역 등 
해상시설 정보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해양레저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연안개발, 해상공사 등 각종 해양수산 경제·정책 활동에도 
유용성이 높다.
지난 2015년 국제수로기구(IHO)도 해양공간정보를 항만운영, 연안관리, 해양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투자대비 10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공간정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가면서 국민들뿐 아니
라 공무원들의 정책적 활용과 민간 산업계의 다양한 비지니스 개발도 적극적
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다.
최근 국립해양조사원은 최근 해양공간정보 개방과 함께 네이버 등 민간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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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해저로드뷰, 3차원 선박 내비게이션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제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개방海 서비스로도 향후 바다지도를 활용한 낚시, 
요트 어플 개발과 같은 민간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가속화될 것
으로 예상 하고있다.
해양공간정보는 그동안 항해안전 등의 이유로 개방에 소극적인 면이 있어 육
상공간정보나 기상정보 등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정부 3.0과 국
가 중점개방 데이터 정책에 따라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방해 나가면서 국민 여
러분들께 우리 해양정보를 공유하고 민간 산업시장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개
발해 나갈 것이다.

<그림4-27> 개방海 사이트

최근 포털들의 지도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도 서비스가 모바일 
플랫폼으로 발달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도 서비스와 연계해 다양한 비즈니스 마케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으며, 실제 그 효과는 글로벌 포털인 구글에서 입증한 바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초반 단순한 과거 간단한 화면에 길 안내 서비스 위주에서 점점 그 기
능을 확장해 오고 있다. 실제 도로 모습(로드뷰)을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건물 
내부의 실내 지도까지 제공하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육상 쪽의 지도 서비스는 그 제공하는 양과 품질이 계속 증가하고 있
지만, 해양 쪽에서는 아직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제안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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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시범사업 발굴에서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지도서비스 업체에, 국
립해양조사원이 그동안 제작하여 축척해온 방대한 데이터 중 웹서비스에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선별하여 웹 지도 서비스 업체의 대표적인 기업인 네
이버 지도에 제안을 수행하였다.

<그림4-28> 네이버 지도 서비스

네이버 지도는 2015년 국립해양조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바다로드뷰, 이
어도 탐사기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제안을 수행한 데이터의 종류는 총 7가지로, 산업화 데이터셋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구축하거나, 완료될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별로 구
성하였다. 제안을 수행할 데이터의 목록과 간략한 내용 그리고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작성하여, 네이버 본사를 방문하여 시범사업 제안을 수행하였다.
- 네이버 지도 협의 : 2017.7.19. 오후 2시 네이버 그린 팩토리 5층
- 협의자 : 네이버 지도 각 부서 팀장 6명

순번 제안 데이터 간략 소개 소개자료

1
독도 해저영상 

및 정사영상

독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3차원 영상 및 

정사영상으로 제작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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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다갈라짐 

드론 영상

바다갈라짐 발생 

11개소에 대한 

드론 영상

(동영상, 이미지) 및 

예보 서비스

3 생활예보지수

해수욕, 갯벌체험, 

바다갈라짐 체험, 

스킨스쿠버, 바다낚시, 

뱃멀미 생활해양 

예보지수를 제공

4 바다로드뷰

주요항만의 연안 및 

항로를 대상으로 

해양공간정보와 실제 

파노라마 영상을 

융합하여 직관적으로 

제공

5 해양레저정보

해양레저, 스포츠, 

관광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6 요트낚시 정보

해양레저활동의 증가에 

따라 각종 관련 정보를 

수록한 요트낚시 정보

7

해양공간

베이스맵

(海아름)

해상/육상 최신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와 

연계를 고려한 해양정보 

통합 활용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해양공간 

베이스맵

<표4-4> 포털서비스사에 제안한 해양정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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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도 각 파트 담당자에게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작하고 제공하는 데이
터에 대해서 소개하고 활용을 의뢰하였다. 제안을 수행한 데이터 중 독도 정
사영상과 해저VR영상은 네이버 지도 측에서 2017년도에 바로 적용하고 싶다
는 의사를 즉각적으로 밝혀, 데이터를 제공해서 네이버 지도 서비스 적용을 
위한 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그림4-29> 네이버 지도 본사 제안 수행

추후 진행 방향

그리고 앞서 협의한 독도 정사영상 외에 나머지 데이터나 서비스의 경우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17년도 당시 네이버 
지도 자체 서비스 개발로 일정이 부족하기 검토가 늦어지고는 있으나, 사내에
서 주요한 사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의견을 담당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에 해양정보 산업화 기반사업 사업 완료 후에도 네이버 지도와의 업무협의
를 진행해서, 추후 시범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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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0> 네이버 지도 독도 관련 서비스

 

가상체험

- 새로운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

<그림4-31> 스크린 바다골프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와 국립해양조사원이 지난 '15년 4월 30일에 서울 
코엑스에서 스크린골프 전문기업인 ㈜골프존과 케이블TV 낚시 전문채널인 ㈜
한국낚시채널(FTV)과 각각 해양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과 관련 민간산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한 협약식이 체결되었다.
그동안 해양정보는 주로 정부가 책자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접할 기회가 적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 협약을 
통해 양질의 해양정보를 기업과 방송매체에 제공하고 민간기업은 제공받은 정
보를 활용하여 ‘스크린 바다골프’, ‘해양예보방송’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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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2> 울릉도 바다 골프코스

위에 보이는 사진은 골프존에서 해수부의 연안 GIS-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초
로 개발한 가상 바다골프 코스 중 울릉도 바다 골프코스이다. 울릉도의 유명
한 관음도와 삼선암, 동해바다와 멀리 보이는 독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느끼며 
골프를 즐길 수 있다.

<그림4-33> 독도 코스 지형 전경

울릉도에 이어 독도와 태종대에서 바다 골프코스를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하였
다. 독도는 바다 위에 떠 있는 9개의 섬과 같은 Sea-Surround Island 코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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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으로 독도의 역사와 상징성을 고려한 한반도 FW와 태극 문양 벙커로 제
작하였고, 동도와 서도 및 주요 해저 지명을 모두 둘러볼 수 있게 코스를 레
이아웃 하였다.

<그림4-34> 독도 코스 지형 전경

태종대는 S코스 컨셉으로 전략성과 심미성, 기억성을 갖춘 코스와 태종대의 
모든 관광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제작을 해서 즐거움과 재미를 더하였
다. 독도와 태종대의 동해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으며 원형 녹지
를 최대한 존치한 자연친화적인 코스로 누구나 SG골프 매장에서 즐길 수 있
게 되었다. 향후에도 국립해양조사원과 협력하여 인지도가 높고, 경관이 수려
한 해양지역 골프코스를 개발하고 어린이를 타켓으로 한 골프코스로 활용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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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5> 해양예보도

두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해수부의 해양레저정보와 해양예측정보를 활용하여 
낚시꾼들에게 필요한 해양예보 방송을 제작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양예보도’이다. 낚시꾼들 외에도 해양레
저를 즐기를 많은 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4-36> 해서로드뷰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제주 바닷속을 볼 수 있는 ‘해서로드뷰’입니다. 제
주도 문섬 산호초 군락, 서건도, 비양도, 모슬포 등의 바닷속 모습을 볼 수 있
는데 이러한 바닷속 가상체험 서비스는 국내에 처음입니다! 해수부는 해저로
드뷰 서비스 보급으로 스킨스쿠버와 잠수함 등 해저관광이 활성화할 것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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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민간 산업계에 해양정보를 지속적으로 제
공하면 국민들의 우리 바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해양레저·관광 등 관련 시
장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며, “앞으로 민간기업들이 해양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
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해양정보 저변화를 위해 스크린 골프를 즐기는 국민들이 해양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영토 홍보 및 대국민 관심을 촉진하고자 수행하였
던 바다 스크린 골프 시범사업은 2015년 골프존에서 연안 DEM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울릉도의 해안지역에 가상CC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민간에 서비스
하였다. 올해는 시범사업을 넘어 상용화를 목표로 추가적으로 국내 연안의 랜
드마크를 지역을 선정하여, 가상CC를 구축하고 골프존 전 매장에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접근을 시작하였다.

업무협의

골프존과의 업무협의를 위해 담당 개발자와 협의를 시작하였지만, 골프존은 
17년 경영진의 교체와 기존 담당자의 퇴사 등의 문제로 인해 기존 상용화 계
획은 전면 백지화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시작 단계에서부터 다시 산업화 시
범사업 제안을 수행하게 되었다. 

해양정보 산업화 시범사업의 의미, 목적, 경제적 효과에 대해 긴 시간을 두고 
제안과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골프존에서는 끝내 관련 사업계획에 뜻이 없음
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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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7> 바다갈라짐 영상 인터버드 제안

<그림4-38> 골프존 시범사업 제안

이에 새로운 스크린 골프업체와의 협업을 위해 관련 업체의 조사부터 다시 수
행하였다.
시장조사를 통해 골프존을 제외한 스크린골프 대표 업체를 조사하여, 총 4개 
업체(티업비전, 지스윙, SG골프, 레드골프)에 시범사업 제안을 하였다. 관련 
문서를 전달하고 미팅 및 유선연락을 통해 관련 협의를 한 후, 각 기업에서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여 추후 연락을 받기로 하였다. 
사업 제안 과정에서 SG골프 측에서 좀 더 자세한 사업계획을 알고 싶다는 의
견을 받아, 판교에 위치한 SG골프 본사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시범사업 건에 
대한 협의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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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을 통한 추가 협의 후에 최종적으로 SG골프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SG골프는 SG그룹이 운영하는 게임회사인 SG데이타를 통해 소프
트웨어 지원을 받고, 2015년 첫 런칭한 신규 스크린골프 브랜드이다. SG골프
는 2015년 첫 사업 이후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며 2017년 현재 골프존에 
이어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있는 유망한 기업이다. 

<그림4-39> 바다 스크린 골프 제안

<그림4-40> 국내 스크린 골프 점유율 현황

구축 코스 선정

SG골프와의 협업이 결정된 후, 처음 시작한 일은 구축할 코스를 결정하는 일
이었다. 우선 우리나라의 유명해안명소를 각각의 테마로 지정하고, 각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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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SG골프와 협의를 수행하였다.
코스의 단조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한 개소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해양 스크린 골프를 즐기자라는 컨셉으로 3개 이상의 지역
을 구축하려 했으나, 골프 기본 코스인 18홀에 비해 너무 홀수가 줄어들면, 
실제 골프 이용자들에게 어필을 할 수 없다는 점과 구축 시간의 증가를 고려
하여,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코스를 선정하여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코스인 18홀에 비해 너무 홀수가 줄어들면, 실제 골프 이용자들에게 어필을 
할 수 없다는 점과 구축 시간의 증가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코스
를 선정하여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번 테마 추천 리스트 구축 결정 

1 부산 바다 코스
광안리(광안대교), 동백섬, 해운대, 

이기대, 태종대

◯
(태종대)

2 유네스코 세계유산 코스 제주 성산 일출봉

3 동해안 일출 관광지 코스 정동진, 호미곶, 간절곶

4 우리 땅 독도 코스 독도(동도~서도) ◯

5 해금강 국립공원 코스 해금강, 바람의 언덕, 몽돌 해수욕장

6 이순신 테마코스 울돌목, 우수영, 벽파진

7 신비의 섬 코스 제부도, 진도, 실미도, 무창포

8 남도 코스 대흑산도, 소흑산도(가거도), 홍도

9 우주 코스 나로호 우주 발사대

10 해양생태 코스 순천만 생태공원

11 새만금 코스 새만금 방조제

<표4-5> 바다 스크린 골프 구축 추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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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구축을 선정한 곳은 독도 코스였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주요 명소
로서 다양한 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수려한 자연경관까지 갖추어 최적
의 가상 CC 구축 장소로 선정되었다. 두 번째는 코스는 많은 이견이 있었으
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해양명소지역인 부산에 위치한 대표적인 관광
지인 태종대로 결정했다. 태종대의 멋진 경관도 선정의 이유가 되었지만, 가상 
CC코스 구축 장소 결정 요소 중 하나인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
는 것도 중요했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임의로 지형편집을 통해 가
상의 CC를 구현하면 자칫 거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에 중점적으로 
위치 선정에 고려하였다.

코스 구축 계획

광안리 동백섬

해운대 이기대

정동진 간절곶

<그림4-41> 바다 스크린 골프 구축 추천 지역 일부



196

독도
 ㅇ 골프 코스명 : “우리땅 독도 우리바다 동해 가상 골프코스”
 ㅇ 코스 구축 특징
 - 제공한 라이다자료를 기반으로 Z값을 올려 가상의 코스 생성
 - 관광 유람선과 같은 뷰로 독도를 볼 수 있는 시점 제공
 - 독도의 육상 및 해양지명 표출

<그림4-42> 독도 코스 컨셉 구성 이미지 안

<그림4-43> 독도 코스 육상/해양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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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과거 골프존에서 구축한 울릉도 코스에 타석 마스코트로 사용된 울릉
도 특산물인 오징어를 캐릭터화하여 게임상에 표시한 것처럼, 해양수산부 캐
릭터인 해랑이를 게임 속에 등장시키는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독도의 상징
성을 고려하여 태극기, 독도, 동해 등이 게임에서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것을 
협의하였다.

독도 해양지명

순번 해양지명 E N 비고

1 북항초 131°51'58"E 37°14'58"N 영역 외 지역

2 가지초 131°52'1"E 37°14'57"N 영역 외 지역

3 가제초 131°51'48"E 37°14'48"N

4 삼봉초 131°51'55"E 37°14'47"N

5 괭이초 131°52'3"E 37°14'41"N

6 서도초 131°51'27"E 37°14'38"N

7 군함초 131°51'38"E 37°14'37"N

8 넙덕초 131°51'37"E 37°14'33"N

9 부채초 131°51'3"E 37°14'17"N 영역 외 지역

10 동도초 131°52'15"E 37°14'19"N

<표4-6> 독도지역 해양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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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대
 ㅇ 골프 코스명 : “바다내음 가득 태종대 바다골프 코스”
 ㅇ 코스 구축 특징 : 
  - 기암절벽 홀 컨셉
  - 전략성과 심미성을 갖춘 코스
  - 태종대의 모든 관광명소를 둘러 볼 수 있는 레이아웃 구성
  - 원형 녹지를 최대한 보존한 자연친화적 코스

스크린 골프 제작 및 탑재

제작한 독도, 태종대 지형 코스를 게임적인 구성까지 적용하여, SG골프 장비
에 탑재하였다. 각 코스는 테스트 시험기간(11월30~12월 중순)을 거쳐 2017
년 12월 20일부터, 전국 650여개 SG골프 매장에서 정식 상용 서비스를 시작
할 계획이다.

홍보 자료 제작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한 독도, 태종대 바다 스크
린 골프 서비스를 국내와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국문과 영문으로 

코스 설계 구축 코스 지형

<그림4-45> 태종대 바다 골프코스

코스 설계 구축 코스 지형

<그림4-44> 우리땅 독도 바다 골프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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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였다. 홍보자료에는 데이터셋의 제작과정에서부터 민간기업에 자료 제
공, 자료 기반 서비스 제작까지를 담았다.

해양레저스포츠

- 국민들에게 해양정보를 전달해주는 스마트한 레저스포츠·방송산업

홍보 동영상(국문) 홍보 동영상(영문)

<그림4-47> 바다골프코스 홍보자료

홍보자료(국문) 홍보자료(영문)

<그림4-46> 바다골프코스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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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8> 스마트한 레저스포츠·방송산업

‘해양예보방송 온바다 홈페이지’ 는 소풍 등 야외활동을 하기에 앞서 일기예보
를 체크하듯이, 해수욕 · 갯벌체험 등 각종 해양레저를 즐기거나 선박 운항, 
바다낚시와 같은 해양활동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실시
간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해양정보를 전달해주는 인터넷 방송이다.

<그림4-49> 생활예보지수

국립 해양조사원은 다양한 해양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지수화한 ‘생활예보지수’
를 서비스하고 있다. 물 때, 파고, 유속, 수온, 바람, 기온, 날씨’ 등의 해양과 
기상에 대한 예측정보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바다체험을 위한 해양예
보지수를 인터넷 해양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해양예보지수는 총 5종으로 갯벌체험 지수, 바다갈라짐체험 지수, 
스킨스쿠버 지수, 바다낚시 지수, 배멀미 지수가 있다. 각각의 지수는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의 5단계로 구분되어 보다 편리하게 바다정
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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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0> 해양예보방송 온바다 홈페이지

‘해양예보방송 온바다 홈페이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바다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를 쉬운 방송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온바다는 
국내 유일 해양전문 인터넷 방송으로 해양전문 캐스터를 투입해 보다 국민들
이 알기 쉽게 해양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그림4-51> 달과 조석의 모습

달과 조석의 모습도 태양중심, 지구중심, 기조력, 일조부등의 4가지 기준으로 
보여주어 지역별 조위 정보와 함께 전달한다. ‘해양예보방송 온바다 홈페이지’ 
는 바다지수에 관련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일반 국민들은 물론 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국민 생활에 해양정보가 필수적으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고 해양정보를 직
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해양 전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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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 자전거길

<그림4-52> 해양레저 스포츠 해안 자전거길

이제 추운 겨울에도 집안에서 편안하게 해안도로를 달릴 수 있다. 국립해양조
사원의 해안 자전거길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셋을 민간기업에서 활용하여 새
로운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비텔리는 도로영상과 구글맵 기반의 GPX 데이터를 통하여 실제 코스 그대로
를 구현하여 리얼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인도어 헬스 트레이닝 기
구이다. HW, SW, 모바일 APP, 코칭시스템이 완벽하게 연동되는 system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친구와의 경쟁시합이 가능하며 온라인 개인/ 그룹 라이딩과 
생체 정보가 연동되며 개인 기록분석이 가능한 똑똑한 운동기구다.

<그림4-53> 실내 가상현실 사이클링 장비 비텔리(Bit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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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산악코스와 같은 어려운 난이도의 자전거 코
스만을 서비스 해 오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산업
용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해안자전거도로 3코스
를 제작 서비스 될 예정이다( 후포항, 새만금 방조제, 보령).
추후에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유명 해안 명소의 체험 코스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너무 기대되지않나요? 해양정보들이 국민들의 생활 속에 
더욱 친숙하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야에서 서비스 제품들
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EC3

두 번째 업체는 주행 영상 및 드론 영상과 GPS 데이터 활용하여 가상 자전거 
체험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 EC3를 발견하여 제안을 수행하였다. 

비텔리는 자전거 선수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운동용 체험 기구를 주력으로 판
매 운영하고 있었으며, 운동 효과의 극대화를 고려하여 주로 산악지역의 자전
거 코스를 서비스해왔다. 그래서 기존과는 다르게 해안명소와 함께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해안자전거길의 구축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 것을 제안하
였다. 

EC3 - 비텔리 제품 컨셉

<그림4-54> EC3 비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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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5> 비텔리 제안내용

시범사업 협의

유선연락 및 업체 방문 등 약 한 달간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EC3와 이번 
해안자전거길 시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협업을 위해 해안자전거길 데이터셋을 구축하면서, 민간기업의 요구사항 
수렴을 위해 EC3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 곳의 해안코스 지역을 선정하였고, 
맞춤형 영상 데이터 및 GPS 데이터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산업화

제공한 영상과 GPS데이터 값은 EC3측에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비텔리 장
비에 알맞게 재편집하여 온라인 코스 서비스에 탑재를 완료하였으며, 비텔리 
오프라인 체험존인 BEC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해안 자전거길 코스 장비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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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구매

이번 사업에서 해안자전거길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장비 구매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었으나, 해양 내비게이션 장비의 신규 장비 개발 지연으로 인
해 장비 구매에 대한 부분이 무의미해 지면서, 납품 장비를 교체하기로 결정
하였다. 
시범사업 수행의 결과와 홍보 지원의 방안으로 비텔리에서 판매하는 장비 
1set를 구매하였다.

장비 목록

비텔리 키오스크의 경우 Desktop PC와 모니터가 결합되어있는 제품으로 일반 
TV나 모니터와 PC만 있으면 대체가 가능하다. PC와 모니터 기능과 별도로 
실제 라이딩 시 느낄 수 있는 바람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2개의 팬이 본체
에 결합 되어있다.

실제 주행 장면 코스 화면

<그림4-56> 비텔리 장비에 해안자전거길 코스 탑재 화면

비텔리 키오스크 비텔리 클래식

<그림4-57> 구입한 장비 목록



206

비탤리 클래식은 가정용 모델로 코스의 경사 체험(업다운)은 구현되지 않으
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로드 바이크를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스크린 바다낚시

<그림4-59> 울릉도 연안 가상 바다낚시 서비스

국립해양조사원과 해양정보 제공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한 뉴딘플렉스(피싱조이)가 국립해양조사원이 제공하는 울릉도 지형정보, 
영상, 어종 등 각종 해양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아 울릉도 연안 가상 바다낚시 
출조지를 제작하여 서비스하게 되었다.

<그림4-58> 장비 구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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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0> 스크린 낚시 ‘피싱조이’ 서비스

세상에 없던 도심 속 스크린 낚시 ‘피싱조이’에서 서비스되는 울릉도 연안 출
조지는 특이한 자연경관이 유명한 곳으로 코끼리바위, 삼선암, 관음도 등을 출
조지 개발에 포함하여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경관을 최대 22.5m 파노
라마 스크린을 통해 재현하였다.

또한 울릉도 연안에서 만날 수 있는 긴꼬리 벵에돔, 꽃새우, 닭새우, 노란 눈 
우럭 등의 어종들도 추가하여 멀리 나기지 않아도 각 어종 특유의 ‘손맛’ 또한 
체험이 가능하다.

<그림4-61> 울릉도 연안 어종

향후에도 국립해양조사원과 협력하여 인지도가 높고, 경관이 수려한 국내 연
안지역 바다낚시 출조지를 개발하여 새로운 유흥문화로 떠오르는 바다낚시 레
저 스포츠를 가상체험 할 수 있다면 기대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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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레저 스포츠 앱

<그림4-62> 내바다 레저 앱

해양레저 스포츠로 서핑, 요트, 보트 등 여러가지가 존재한다.
서핑의 경우는 초보자가 어디서 배우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어
려운 점이 있다. 이런 초심자들이 서핑뿐 아니라 요트 보트 등을 보다 쉽게 
알아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바다 레저’ 앱을 개발하였다.

<그림4-63> 내바다 레저 앱

국립해양 조사원에서 제공받은 해양레저촬영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초기 데이
터를 구성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레저업체가 위치한 지역
의 날씨예보(기상정보,바다날씨)를 확인 할 수 있어 예약날짜 선택에 유용하
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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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4> 내바다 레저 앱

내바다 탐사 앱은 선상 낚시 포인트 정보를 전자해도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
다. 선상 낚시 포인트 정보 역시 국립해양 조사원의 요트낚시정보 데이터셋 
을 적용하고 이후, OpenAPI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 최신화가 용이하며, 바
다 낚시 포인트를 찾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또한 어장정보 데이터
셋을 적용 앞으로 어장과 선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해양교육문화

- 국민과 바다를 위한 교육문화 사례

<그림4-65> 교육문화 사례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국민 모두가 쉽게 생활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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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교육문화산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산업을 통해 우리는 해양정
보를 홍보하고, 활용분야를 다양하게 활성화하여 새로운 가치창출로 하나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림4-66> 스마트 지구본

세계 이곳저곳의 나라와 도시 지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구본이 오늘의 주
인공입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장식용으로 집안에 하나쯤 있는 이 지구본이 
정부 3.0과 만나 좀 더 ‘스마트’하게 다시 태어났다. 평범한 지구본을 스마트
폰으로 찍으면 다양한 정보가 나타나는 신기한 제품이다. 이번에 개발된 해양 
스마트지구본은 세계의 바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해양 활동과 동
해, 독도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제품은 지구본의 특정 지역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
어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 음식, 여행 등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도록 한 것이
다.

<그림4-67> 스마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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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바다와 그 이름 속에 담긴 재미난 이야기들을 모아 아이부
터 어른까지 이해하기 쉽도록 스마트 게임을 만들었다. 바로 ‘우리바다 우리 해양
지명’ 웹게임이다. (스마트 게임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와 
블로그(blog.naver.com/ocean_khoa)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즐길 
수 있다. 국립해양박물관과 다음 등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서비스 할 예정이랍니
다.) 우리 바다를 여름철 여행지나 싱싱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생각하고 
계셨거나 아이들에게 들려줄 재밌는 바다 이야기를 찾고 계셨다면 게임으로 만들
어진 ‘우리바다 우리 해양지명’을 통해 우리 바다 깊은 속까지 알차게 배우는 기
회를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림4-68> 교육 책자-꼭 알아야 할 우리 바다 이야기

정보를 쉽게 도식화한 그래프와 풍부한 사진 자료로 우리 바다의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교육 책자를 만들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감수, 지원한 믿을 
수 있는 해양교육 책자이다. 바다가 미래 경쟁력의 중요한 자원으로 주목받는 
것에 비해 현실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와 해양교육이 많이 부족한 실
정이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과 뜨인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해양교재를 함께 
기획해 출간하였다. 초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바다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이 책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꼼꼼하게 감수하였으며, 보유하고 있는 각종 사
진과 조사결과 자료, 역사 자료 등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쉽게 바다에 대한 이
해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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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9> 해양교재, 퍼즐

해양분야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유익한 해양관련 정보를 알고 싶은 흥미를 
가지고 바다에 대한 정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양교재와 퍼즐을 제작하
였다. 국민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해양정보, 바다의 이야기를 홍보
할 수 있는 산업화 사례이다. 해양교재, 퍼즐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직접 참여
하고, 찾아보며 바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거꾸로 세계지도

여러분, 세계지도를 거꾸로 보신 적 있나요?

<그림4-70> 거꾸로 세계지도

현재 대륙으로 가는 길은 막혀있지만, 거꾸로 바다를 바라보면 새로운 대한민
국의 미래가 바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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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양강국 도약 및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해
양수산부와 국립해양조사원은 「거꾸로 세계지도」를 범용, 교육용, GEBCO, 
해저지형 등 다섯 가지 버전으로 제작·배포하게 되었다.

거꾸로 세계지도 연혁

1979년 오스트레일리아의 맥아더가 남쪽을 위쪽으로 한 「개정 범세계지도」
를 발간한 것이 세계 최초의 거꾸로 세계지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해양국가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길광수 박사가 고안한 1996년 「거꾸로 세계지도」
가 최초이다.

거꾸로 세계지도가 담고 있는 내용

우리나라 위쪽에 넓은 바다가 펼쳐져 바다를 향해 뻗어 나가는 한반도의 진취
적인 기상을 느낄 수 있어, 대륙지양에서 해양지양으로 우리의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을 유도했다.
우리나라는 대륙의 끝에 위치한 반도 국가라기보다는 중국, 러시아를 배후지
로 하여 해양으로 나가는 부두 모양의 형태를 띤 국가로서, 해양진출에 있어 
천혜의 요충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상에 우리나라 해양진출의 구체적 성과물인 해운 항로, 원양 어업기지, 극
지 항로, 남·북극 과학기지 등을 표기하여 우리나라의 글로벌 수준 해양력을 
표현하였다.

<그림4-71> 거꾸로 세계지도 VER 1-범용

세계의 주요 해양거점과 원양어업 주요 항구, 남북극 과학기지로 향하는 것에 
있어 유리한 항로를 확보한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쉽게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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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도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선 아라온호가 우리나라에서 출발해 남·북극으로 향하는 
항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강
국으로서의 면모를 증명한 전 세계에 있는 한국말 해저지형과 우리나라가 발
견한 해저 광구까지 지도에서 볼 수 있다. 해양의 가치와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한 인포그래픽도 있다.

<그림4-72> 거꾸로 세계지도 VER 2-GEBCO

해저지형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대양수심도(General Bathymetric Chart 
Oceans)를 바탕으로 범용 지도와 동일한 내용을 담았다. 해저지형의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으며 해운물류 항로, 북극항로 그리고 아라온호 항로의 이
동 경로를 따라가며 배가 통과하는 해양의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4-73> 거꾸로 세계지도 VER 3-교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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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지도와 달리 수채화 느낌의 채색 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자라나는 아이들
이 글로벌 해양강국의 모습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제작되었
다. 범용 지도의 내용에 더하여 전 세계의 해양 관련 콘텐츠를 색깔별로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며, 쉽게 알아보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짤막한 설명도 같이 삽입되어 있다.

<그림4-74> 거꾸로 세계지도 VER 4-해저지형 BLUE

 

대양수심도의 해저지형을 편집한 것과 대륙 일러스트레이션을 편집하여 심미
적인 부분은 살리면서 해저지형의 모습과 수심 등을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
다.

<그림4-75> 거꾸로 세계지도 VER5-해저지형 WHITE

해저지형 Blue 지도에서 바다와 대륙이 반전된 것처럼 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바다를 바라보자는 취지로 제작하였다. 반전된 해저지형으로 각 항로의 이동 
경로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저지형의 다채로움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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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구축한 해양교육콘텐츠 데이터셋의 민간활용을 위해, 민간기업에 데이터
셋 활용에 대한 제안을 수행하였다. 특히 고해도는 컷툰 제작뿐 아니라, 고해
도 도록의 콘텐츠와 스캔이미지까지 제공이 가능하므로 독자적인 카테고리 서
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안 계획

이미 수많은 교육용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 업체에게,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배경과 추진계획에 대
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안배경

◯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양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서비스

하고 있는 민간 출판업체와 협력하면 새로운 개념의 해양정보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강국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아이들에게 해양

의 가치와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 

추진계획

◯ 단기적인 계획 : 국립해양조사원이 데이터셋으로 제공하는 해양교육콘텐츠(고해도, 해양용

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에서 교육 교재나 홈페이지 등 활용

◯ 장기적인 계획 : 17년 수행 시범사업으로 관련 민간 수요가 상승하면, 해양 관련 다양한 추

가 교육콘텐츠 제작 계획

업체 조사

주로 학생용 교과서를 만드는 대표 출판업계를 조사하여, 각각 제안문서를 전
달하였다.

업체명 업계순위 점유율 비고

미래엔 1 36.2%

비상교육 2 27.3%

천재교육 3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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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수행

민간에 제안을 수행하는 시점에서는 교육콘텐츠가 완성되지 않아, 우선적으로 
제작이 된 샘플 이미지와 구성을 기준으로 제안을 수행하였다.

<그림4-76> 교육콘텐츠(고해도) 제안

<그림4-77> 해양교육콘텐츠 데이터셋 제안

금성출판사 4 9.4%

예림당 - - 초등용 why 시리즈 제작

<표4-7> 출판업체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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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8> 교육콘텐츠 활용 방안 예시

업무협의

제안을 수행한 5곳의 업체 중 천재교육의 실무진과 연락이 되어, 미팅 약속을 
잡았다. 천재교육 본사를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수행하였다.

Ÿ 천재교육 업무협의 : 2017.8.23. 오후 2시 천재교육 사무실 

Ÿ 협의자 : 천재교육 IT본부장, 콘텐츠 개발 담당 2명

협의건 협의 사항

고해도

콘텐츠

기존에 고해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음

천재학습 백과에 지식 Pack을 별도로 구성해서 고해도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별도의 기획 작업이 필요

역사적 사건과 연결해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성

고해도 퍼즐을 웹상으로 구현시킨다면 좋을 것 같음

해양지식

콘텐츠

별도의 콘텐츠로 독립시키기보다, 기존 천재교육에서 가지고 있는 용어사전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출처 표시 방법
콘텐츠를 사용하게 된다면, 출처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음(페이지마다 출처 표시)

참조 요청
천재교육에서 운영하는 천재학습 백과(koc.chunjae.co.kr)를 참고하여 

추후 콘텐츠를 제작하면 활용하기 좀 더 수월해지리라 생각함

추후 계획
데이터 구축이 완료되고 자료를 제공하면, 활용 방안을 고민해보겠음

원본 자료 외에, 관련된 이미지(고해도, 해양정보 관련)도 제공 가능한지 여부

<표4-8> 천재교육 해양교육콘텐츠 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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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교육측은 출판을 하기보다는 자체 교육콘텐츠 서비스 홈페이지인 "천재교
육백과"에 콘텐츠를 별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콘
텐츠를 서비스하면서, 경쟁업체에는 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보내왔으나, 사업의 취지나 성격상 그 부분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외에 천재교육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콘텐츠 내에 고해도를 설명
하는 한 페이지를 추가로 제작하여 포함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다.

천재학습 백과 - 지식팩

지식팩 - 카테고리

서비스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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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협의

새로운 교육 자료를 만들고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전문업체라고 해도, 상당한 
시간과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천재교육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전달한 데이
터셋을 검토하고, 실제 적용하는 방안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런 사유에서 민간업체의 신규 서비스 제작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나 협의
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방안 
등을 수렴하여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민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될 해양교육콘텐츠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그림4-80> 해양교육 콘텐츠 적용 안

<그림4-79> 천재교육 천재학습 백과 서비스화면



221

생활디자인

<그림4-81> 생활디자인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해양정보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활용성 증대, 저변
확대 등을 위해 해양정보 생활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해양정보 생활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디자인들을 활용한 실제 생활용품들을 개발하여 해
양조사 활동의 국내외 홍보 등에 활용하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활용을 
희망할 경우에도 해당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제품 제작 흐름 조사

공모전 작품을 실제 제품화하기 전에 용품 제작과 판매에 관련된 진행 상황을 
단계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그림4-82> 생활디자인 제품화 단계도

생활용품과 업체 선정

① 업체 조사

판매사이트 보유 업체

해양디자인 작업경험 및 작업능력

납품기일

사업 완료 기간 내 완납 가능한 업체 중 위와 같이 해양디자인 작업경험 및 
작업능력을 조사한 후 업체 순위를 분류 후 제안서(시안, 일정, 취소 수량, 
비용 등을 포함한 견적서)를 받아서 1차 업체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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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홍보물 제작 제안
이외에도 해양공간정보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민간기업뿐만이 아닌 지방 
지자체에도 해양정보 생활용품 제작을 제안하였다. '16년 응모작 중 특정 
지역(진도, 화성시)을 배경으로 한 디자인 용품 응모작 2건이 있었으며, 이를 
제품화하면 지역홍보물이나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해양정보 산업화의 개요, 구축 목록, 활용 제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해당하는 지자체의 홍보담당부처에 전달하여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순번 업체 품목 주소

1 비 오는 날 우산 http://itsrain.com

2 쪼물샵 텀블러 http://www.jjomool.com

3 SAPPUN 프리플립 http://www.sappun.co.kr

4 소솜 부채 http://www.isosom.co.kr/

5 오그램 파우치 http://www.ogram.co.kr

6 블룸엣홈 수저통 http://www.bloomathome.co.kr

7 스푼센스 수저통 http://www.spoonsense.com

8 블랑드제이 주방매트 http://blancdej.com

9 뷰올 접시 http://beauall.com

10 언더캔들 양초 http://undercandle.com/

11 MATT 여권케이스 http://www.matt.co.kr

12 루이스 티셔츠 http://www.luire.co.kr/

<표4-9> 1차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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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3> 진도 시범사업 제안서 이미지

<그림4-84> 화성시 시범사업 제안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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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5> 지자체 시범사업 수행 기대효과 제안

위 그림의 두 가지 제품을 각각 진도군청, 화성시청에 제안을 수행하였다. 
지자체에서는 이 제안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할당된 예산이 없고, 제조업체에서 제조하기 까다롭다는 의견도 있어 
안타깝게 올해는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추후라도 공모전을 통해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좋은 응모작이 
나온다면, 각 지역의 특수성을 담은 지역 특산품을 제작하여 관광상품으로 
판매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다.

③ 최종 업체 선정
제안을 수행한 업체 중 최종 3곳과의 협의를 이끌어내 산업화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외의 업체들은 산업화에 대한 취지보다는 물품 전량 납품에 대한 
계획만을 세우거나, 자신들의 디자인 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었다.

순번 업체명 장/단점 비고

1 뷰올 제작비용 낮음, 작업경험 및 작업능력 높음
자체

사이트

2 오그램

판매사이트 보유, 작업경험 및 작업능력 높음

제작비용 높음

판매단가 높아 구매수요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

자체

사이트

3 언더캔들
해양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작업경험이 풍부

최근 이슈되고 있는 아이템이며, 국민들에게 보다 더 

자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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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산업화 제품 협의

최종 선정한 업체에서 제작 가능한 상품(파우치, 접시, 양초)과 보유한 
생활디자인을 고려하여, 1차적 시안을 도출하였다.

친근하게 다가가고 해양정보와의 콜라보가 어색하지 않음

해양정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및 기회가 

무궁무진하며 열정도 있음

. 오프라인 

매장 운영

<표4-10> 최종 선정 업체 목록

품목 제품 시안 이미지 활용 디자인

접시

파우치

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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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제작

1차 시안 디자인을 기반으로 각 업체 디자이너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매 
가능한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샘플을 제작하였다.

제품생산

<표4-11> 생활디자인 제안 시안

번호 분류 샘플 디자인 활용 디자인 내용

1
접시

대상

(해안을 품은 

우리 삶의 점, 

선, 면)

2 파우치

장려상

(강치의 

즐거운 

해양생활)

3 양초

대상

(해안을 품은 

우리 삶의 점, 

선, 면)&

장려상

(강치의 즐거운 

해양생활)

<표4-12> 생활디자인 샘플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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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시안 디자인과 샘플 제작 제품을 검토하고, 업체와 국립해양조사원의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통해 최종 디자인을 선정하고 제품을 생산하였다. 또한, 
디자인을 제공하는 기술적인 지원 외에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에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제품의 1차 생산량 중 약 50%를 구매하여, 국립해양조사원에 
납품하였다. 

산업화

제작 완료된 생활용품은 각 업체의 판매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 
전시하여, 실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접시 파우치 양초

간출 해변(바위)과 해안선 강치의 해양생활 아름다운 바닷속 강치의 바캉스

<그림4-86> 최종 제작 완료된 해양정보 생활디자인 용품 

제품 온라인 판매처 비고

접시(뷰올) http://beauall.com 

파우치(오그램) http://www.ogram.co.kr

언더캔들(양초) http://undercandle.com/

온라인 및 

부산지역 오프라인 판매

(감천 문화마을)

<표4-13> 생활디자인용품 판매현황

뷰올(접시) 오그램(파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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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캔들 온/오프라인 판매(바다 향초)

<그림4-87> 디자인 생활용품 산업화



229

다양한 산업계를 위한 산업화 데이터셋 구축

산업화 데이터셋은 내비, 가상체험 등 다양한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
양정보를 단위별로 구성한 자료이며, 해양정보 원시자료를 가공하는 단계를 
표준화하고, 표준화 과정에서 정보의 크기를 최소화해서 산업체에서 최소의 
가공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었다. 
또한 실제로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활용
성과 대중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해양정보 유통시스템(KOMC)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셋은 국립해양조사원에
서 생산하는 해양정보와 신규 통합한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한다. 데이터셋 제작 범위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양공간정보와 국립해양조사원 제공 최신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그림 1-1> 산업화 데이터셋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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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도의 구축된 산업화 데이터셋

'17년도 사업에서 총 12가지의 산업화 데이터셋이 구축되었다. 또한, 실제로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활용성과 대중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 '18년도의 구축된 산업화 데이터셋

'18년도에는 총 10가지의 산업화 데이터셋이 제작되었다.

산업 분야 데이터 셋 내용 구역 및 수량 과업 외 추가

가상

공간체험

1. 바다갈라짐 드론 영상 Data-set

 -드론 영상, 전경 및 근경
전국 11개소

주변 

관광지 

편집 영상

2. 연안 DEM Data-set(골프코스 개발용)

 -나로우주센터, 새만금 방조제, 성산 일출봉
DEM 1셋

내비

게이션

3. 수치 조류도 Data-set

 -국내 연안, 동아시아 지역

전국, 

동아시아, 

세계별 1셋

전 세계 

조석

4. 갯벌분포도 Data-set
갯골분포도 

구축지역 1셋

5. 어장정보도 Data-set

 - 어장정보도
전국연안 1셋 어종분포도

포털

서비스

6. 세계해양 주요관심 지점(POI) Data-set 세계연안 1셋

7. 해양정보 주요관심 지점(POI) Data-set 전국연안 1셋

해양

교육문화

8. 해양 고해도 Data-set

 -고해도 도록 좌표화
고해도 1셋

9. 해양교육콘텐츠 Data-set

 -해양지식 및 고해도
콘텐츠 1셋 부록 자료

생활

디자인

10. 해양공간정보 이미지 Data-set

 -공모전 제출작품, 해양정보 이미지화

공모전 전 

작품, 

이미지화 1셋

해양레저

스포츠

11. 전국연안 명소 이미지 Data-set

 -전국 유명 명소 이미지 30개소

전국연안 1셋

-30개 테마

12. 해안 자전거길 3차원 공간정보 Data Set

 -보령요트경기장, 새만금 방조제, 

후포항 코스

자전거길 지역

(3개소

시범구축)

MMS 측량

<표4-14> '17년도 산업화 데이터셋 구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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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의 구축된 산업화 데이터셋

산업 분야 데이터 셋 내용 구역 및 수량

가상

공간체험
연안 DEM Data-set 3개소

내비

게이션

수치조류도 Data-set

1식

어획량 정보 Data-set

해양

교육문화

해양교육콘텐츠 Data-set

- 해양지리 역사자료, 고해도
1식

생활

디자인

해양공간정보 이미지 Data-set

- 공모전 제출 작품 이미지화
1식

해수유동

(해류)

해양관측부이, 조위관측소, 해양관측소, 해양과학기지,

단기관측, 연안정지 관측
1식

해양레저

스포츠

전국연안 명소 이미지 Data-set

- 전국 유명 명소 이미지 및 영상

레저영상 1식

공간정보 1식

해양 레저 영상 Data-set

- 서핑, 요트 등 레저 영상 및 공간정보

낚시포인트 Data-set

- 전국 갯바위, 선상 낚시포인트 공간정보 및이미지

해양포털

문화

해저지형 우리지명 정보 Data-set

- 국내연안 및 남태평양, 남극 지역
1식

고해도 Data-set

- 고해도이미지 좌표화 및 해안선 디지타이징

고해도 좌표화 1식

해안선 디지타이징 1식

<그림4-88> '18년도 산업화 데이터셋 구축 목록

산업 분야 데이터 셋 내용 구역 및 수량

가상

공간체험

연안 DEM Data-set

가상여행 (VR) Data-set

짚라인 체험영상(VR) Data-set 

내비

게이션

수치조류도 Data-set

갯골분포도 Data-set

해양

교육문화
역사교육(AR)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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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디자인

해양공간정보 이미지 Data-set

- 공모전 제출 작품 이미지화

해수유동

(해류)
-

해양레저

스포츠
해양레저영상 Data-set

해양포털

문화
고해도 Data-set

<그림4-89> '18년도 산업화 데이터셋 구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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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지원 및 홍보

행사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

- 2017 제1회 MSDI 국제워크숍

해양공간정보 국제 기술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에서 
2017 동아시아 해양공간정보 통합체계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경비 및 회의 진행 일체를 지원하였다.

국제심포지엄 개요

◯ 공식명칭 : 2017 동아시아 해양공간정보 통합체계 국제심포지엄(2017 Korea EAHC 

MSDI Symposium)

Ÿ 일시/장소 : 2017년 11월 22일(수)/남대문 라마다 호텔앤스위트

Ÿ 참 석 자 : 원장님, EAHC 의장(Dato’ Fadzilah bin Mohd Salleh-말레이시아 수로국

장), MSDIWG* 부의장 겸 ARMSDIWG** 의장(Sebastian Paul Carisio-미국NGA), 

한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수로국 등 국내외 전문가 40명

   * 해양공간정보워킹그룹(Marine Spatial Data Infrastructure Working Group)
   ** 북극수로위원회 해양공간정보워킹그룹(Artic Regional MSDIWG)
◯ 발표 내용 : 세션1(해양공간정보 관련 국제동향), 세션2(국가별 서비스)

주요 발표내용 및 시사점

◯ (미국) MSDI는 데이터, 시스템, 표준, 정책으로 구성, 해양공간정보 활용확대가 주목적, 

IHO MSDIWG, ARMSDIWG도 활발히 활동중

Ÿ 향후, EAHC MSDIWG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북극항로 정보 수집 등을 위해 

ARMSDIWG 옵서버로 참여 필요

◯ (일본) 1965년 JODC로 시작, 1997년 대형 유조선 사고 경험을 바탕으로 GIS 서비스로 

발전, 현재는 100개 항목에 대한 해양대장으로 발전

Ÿ 서버간 연결시스템 개념으로 해양대장(Marine Cadasre) 발전, 데이터센터 등 별도 조

직, 인력 운영 중인 부분을 벤치마킹 가능

◯ (태국) 국가 공간정보체계(NSDI)를 소관하는 18개 기관이 협력중, 총 16개 데이터셋 중 하

나가 수로이며, MSDI 중요성 인식확대 필요

Ÿ 해군수로국, 해양국, 항만청, 해양/연안자원부 등 MSDI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공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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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운영 등의 부분에서 벤치마킹 가능

◯ (말레이시아)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공간정보 온라인 서비스(MyGEOPORTAL) 개발, 

국가국토위원회 산하 해양기술위원회 운영중

Ÿ 국가차원의 통합 공간정보 서비스 운영, 정식 조직은 아니지만, 해양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위원회 운영 부분에서 벤치마킹 가능

◯ (한국) MSP, MSDIWG, S-100, UN-GGIM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중, EAHC MSDIWG 

의장국 활동 확대, 해양예보 분야도 MSD 기반 서비스 중

Ÿ 기관간 분산 진행 중인 MSP, MSDI 활동들간의 상호 연계, 협력, IHO 차원 동영상 공

동 제작, CHC 회의와 함께 MSDIWG 회의 개최

   * 기타 MSDI 홍보 동영상 시연 및 의견수렴, 향후 EAHC MSDIWG 일정 
협의

국가 소속 이름 직책

R.O.K.

KHOA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Lee, Dong-jae
Director General of 

KHOA

Lim, Chaeho
Director of Nautical 

Chart Division

Huh, Yong

Director of 

Oceanographic Forecast 

Division

Kim, Baek Soo

Deputy Director of 

Marine Spatial Data 

Team

Yoo, Hak Yoel
Deputy Director of 

International Team

An, Jang 

Hyun**

Assistant Director of 

Marine Spatial Data 

Team

Kang, Hye Won
Assistant Director of 

Data infra Team

Lee, Joon Sik**
Assistant Director of 

Natical Chart Team

Han, Kwang 

Nam**
Assistant Director

Yu, Aeri Interpreter/Translat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m, Young 

Hoon
Dr. Professor

KHRA Lee, Jae Yeon Assistant Director

Korea Maritime Institute Nam, Jung Ho Research F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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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0> 제1차 MSDI 국제워크숍 행사 참석자

- 2018 제2회 EAHC MSDI 국제워크숍

개요

Malaysia
National Hydrographic 

Centre Malaysia

Dato’ Fadzilah 

bin Mohd Salleh

 Director General, Rear 

Admiral, Chair of EAHC

USA

NGA

(National Geospatial

-Intelligence Agency)

Sebastian Paul 

Carisio

LeadTechnical

CartographyAnalyst,NGA

MaritimeSafetyOffice

Vice-Chair,IHOMSDIWG

Chair,IHOARMSDIWG

Japan

JHOD

(Japan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Department)

Shigeru 

NAKABAYASHI

Director of Marine 

Space Information 

Service Office

Tiland
Hydrographic Department, 

Royal Thai Navy

Chatchai 

Luangthongkum

Head of Aid to 

Navigation Division

Malaysia
National Hydrographic 

Centre Malaysia

Kamaruddin bin 

Yusoff

Head of METOC 

Section

<표4-15>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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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2차 EAHC-MSDIWG

Ÿ 일시 및 장소 : 2019.6.26.(수) 싱가포르

Ÿ 주관기관 : 동아시아수로위원회(EAHC)

발표내용 

◯ 싱가포르는 인도네이사, 일본, 한국 및 기타 관심있는 회원국들의 지원을 받아 EAHC-MSDI 

표준에 대한 지침 초안을 작성하고, 제3차 회의서 발표 예정

◯ 한국은 EAHC-MSDI Data Center 포털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제3차 회의서 보고 예정

수요자 의견수렴

- 민관간담회

그동안 민간기업들은 해양수산 빅데이터의 활용 및 민간 기술 융합, 산업화 
등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연구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청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 국립
해양조사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양공간정보 및 수산·항만·물류 분야 450
여 종의 해양수산 빅데이터를 민간에서 보다 활발하게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
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양측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업기간 동안 민·
관 협력 간담회를 2017년 초기엔 4회를 그 후 연마다 2회씩 개최하였다.
우선 민간기업들이 해양수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기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듣고, 해양정보 산업화를 위해 구축한 ‘국가해양정보 오픈 
플랫폼’ 서비스를 소개하고 주 사용자가 될 민간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견을 수렴하고, 해양수산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해양수산통합 메타데이터 설명회, 해양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발자를 
위한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설명회를 수행하여, 민관 모두에게 정보 
공유 및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림4-91> 회차별 민관간담회 수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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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회차 간담회 주제 수행 일자 참석대상 의견수렴 결과 /토론 주제

1회

해양수산 

빅데이터 

산업화 민관 

협력 간담회 

2017.07.07(금) 

- 대전 

호텔인터시티

해양정보 관련 

기업(포털, 내비게이션, 

항해 장비, 앱 개발, 

해도, 컨설팅, 해양조사 

분야), 관련 기관  및 

전문 자문위원

활용확대 - 정보 목록, 샘플을 

민간에 제공, 공무원이 선 제안 

정보 품질-정보 신뢰성, 최신성 

확보 중요

수수료 -50% 감면도 부족, 

장기적으로 무료화 검토

민간 의견수렴을 정례화하여 운영

2회
해양수산정보 

통합 설명회

2017.08.17(목)

-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각 부서 

담당자, 정보시스템 운영 

담당자 및 유지관리 

업체 담당 직원, 관심이 

있는 직원

해양수산부  전체 메타데이터의 

정의, 구축 필요성, 메타데이터 

자료 취합 및 분석 결과 공유, 

의견수렴

3회

해양수산 

빅데이터 

산업화 민관 

협력 간담회 

2017.11.10(금)

- 라마다호텔 앤 

스위트

해양정보 관련 

기업(포털, 내비게이션, 

항해 장비, 앱 개발, 

해도, 컨설팅, 해양조사 

분야), 산업화 추진 

민간기업, 자문위원

각 민간 기업들의 산업화 시범사업 

추진현황, 아이디어 공유, 향후 

추진계획 및 요구사항 수렴

4회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사용자 

설명회 개최

2017.11.21(화)

- 정부세종청사

민간기업개발자, 

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 

개발자

“공유海·개방海” 소개, 

해양공간베이스맵인 “海아름” 

Open API 등 소개, 활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

5회

해양정보 

산업화 

민관협력 

간담회

2018.9.13.(목)

-한국해양조사협회 

수로교육센터 8층

활용확대 - 통합되는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 조사원 차원의 

산업화 가능성 민간기업 지원 필요

공개확대 - 공개된 해저지형, 

해저영상 해상도 개선, 보안규제 

개선을 통한 자료 공개범위 확대

수수료 - 데이터 경량화, 필요부분 

선별적 제공,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 필요

인프라 - 해양관측, 해양정보 

서비스 국내·외로 확대, 민관 

소통기회 지속마련 필요

6회

해양정보

산업육성

민관협력

간담회

2018.12.7.(금)

-대전역 KTX-산천 

회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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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범사업 발굴을 통해 해양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개발 예정 업체인 인터버드, 에스지엠(SG골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인터버드는 해양정보 서비스플랫폼인 바다타임을 통해, 바다갈라짐 영상 서비
스와 전 세계 조석 정보 등을 신규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에스지엠
(SG골프) 연안DEM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독도와 태종대에 가상의 바다 골프
코스를 제작하여, 전국 650여개 SG골프 매장에 서비스를 목표('17년 12월 
중)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7회

해양정보

산업육성

민관협력

간담회

2019.7.19.(금)

-대전역 KTX-산천 

회의장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민간산업계 등 50명

- 서비스 이관보다 해양정보의 

적극적 개방 필요

- 기관과 수요처의 긴밀한 협의체 

구성필요

- 해양정보의 공공재적 성격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데이터의 제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서비스의 개발에 대한 

컨설팅과 기획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민간업체에서 해양정보를 

요청할 경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구사항을 기관에 전달할 필요가 

있음

<표4-16> 회차별 간담회 수행 내용

'17년 1회 빅데이터 산업화 민관 협력 간담회 '17년 2회 해양수산정보 통합 설명회

'17년 3회 빅데이터 산업화 민관 협력 간담회
'17년 4회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사용자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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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 업체: 1. 인터버드

<그림4-93> 국립해양조사원-인버터드 업무협약

◯ 업무협약 업체: 2. 에스지엠

<그림4-94> 국립해양조사원-에스지엠 업무협약

'18년 5회 해양정보 산업화 민관협력 간담회 '19년 7회 해양정보 산업육성 민관협력 간담회

<그림4-92> 회차별 민관간담회 수행 모습



240

<그림4-95> 업무협약 체결 모습

해양정보서비스 국민디자인참여단

- 국민디자인단이란?

국립해양조사원은 2016년 초부터 ‘해양공간정보 개방과 맞춤형 서비스 개발’
이라는 주제로 국민 디자인단을 운영해왔다. 여기서 국민 디자인단이란 국민
이 직접 참여해 서비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디자인단에는 요트, 낚시, 스킨스쿠버, 항해 장비 개발 등 해양정보를 직접 사
용하는 국민부터 창업 컨설턴트, 공간정보 및 디자인 분야 교수와 전문가들, 
그리고 대학생들과 공무원까지 약 25명이 참여해 왔으며, 지난 수 개월간 서
울, 대전, 부산 등을 오가며 해양공간정보의 인지도와 활용 부족, 어렵고 품질
이 부족한 점, 서비스와 제약조건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그 결과 그동안 유료로 판매해오던 해도, 주제도 등이 
무료로 개방되고, 민간기업과 협력해 3차원 선박 내비게이션이 개발, 맞춤형 
해양관광 일정 안내, 요트낚시 앱 같은 서비스 확대, 청소년 교재 개발과 대국
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홍보도 확대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 2019 국민디자인참여단 워크숍

2019년 해양정보 서비스 국민참여단 사업은 ㈜스탠드포인트, 국립 한밭대학교, 국
민참여단으로 구성되어, 2019년 7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을 적용하여 KOMC, 개방海 등의 대국민 해양정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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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점을 발견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시각적, 물리적 증거물 디자인
을 제안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개요

Ÿ 기간 : 2019년 7월 25일(목) ~ 2019년 9월 3일(화) 총 5회 실시

Ÿ 장소 : 국립한밭대학교 국제교류관 417호, 418호

Ÿ 참여자 : (주)스탠드포인트 김희찬 대표 외 1명, 한밭대학교 김승민 교수 및 연구실

        (연구원 3명, 학생 스탭 10명)

참여단 구성

<그림4-96> 국민참여단 구성

회의주제

Ÿ KOMC / 개방海 사이트 분석 및 주요기능 소개 

Ÿ KOMC / 개방海 등 전체 해양정보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의견수렴 

Ÿ 서비스 디자인 진행방법 소개 및 워크숍 진행 안내

Ÿ 서비스 디자인 팀별 워크숍(A/B/C)팀 별로 진행 

Ÿ 전문가 개별 인터뷰 수행(팀별 워크숍 진행 중 한명씩 418호에서 진행)

목적

◯ 사용자 관점에서 해양정보산업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의견수렴

◯ 현재 제공되는 해양정보 관련 서비스 (KOMC, 개방해 등)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 

수집 
◯ 해양정보 서비스가 새롭게 제공되어야 하는 다양한 콘텍스트 수집

◯ 해양정보 산업화에 대한 시제품이나 프로토타이핑을 전문가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서비스 경

험적 측면으로 분석 및 평가(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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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전문가 및 일반인에게 생소한 서비스디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비스디
자인 강의를 먼저 진행하고 각각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사용자의 인식과 전문
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일반인 관점에서 서비스 경험적 측면을 분
석하기 위해 실제 서비스를 경험하며 다양한 서비스디자인 도구를 사용하여 
문제점 분석, 아이디어 도출, 결과물 프로토타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또
한 매회 자유토론을 통해 사용 개선사항을 종합했다.

회차별 주요내용

◯ 1회차 - 오리엔테이션

◯ KOMC / 개방海 사이트 분석 및 주요기능 소개 

Ÿ KOMC / 개방海 등 전체 해양정보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의견수렴 

Ÿ 서비스 디자인 진행방법 소개 및 워크숍 진행 안내

Ÿ 서비스 디자인 팀별 워크숍(A/B/C)팀 별로 진행 

Ÿ 전문가 개별 인터뷰 수행

◯ 2회차 – 강의, 문제점 발견

Ÿ 서비스 디자인 강의 진행

회차 주요 내용  진행일정 날짜

1회 오리엔테이션

해양정보 서비스 국민참여단 소개, 국가 해양정보 

서비스 현황 소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소개, 

설문조사, 팀 구성

워크샵 전반적인 운영 방향성 계획 소개

2019/7/25(목)

오후 2시~6시

2회 강의, 워크숍

사용자 서비스 경험 분석 및 사용상황별 

문제점 도출

서비스를 경험하며 겪는 상황에 따른 서비스 요소와 

경험 기록하고 문제점을 발견

2019/8/8(목)

오후 2시~6시

3회
워크숍, 

팀별 과제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탐구

팀별로 선정한 주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향을 잡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며, 구체적 

해결방법을 모색

2019/8/14(수)

오후 2시~6시

4회 성과물 정리

서비스디자인 제시를 위한 구체적 요소 제안

서비스 제공의 과정을 정리하며, 필요하다면 시각적 

표현으로 구성 

서비스 증거물(서비스를 사용자에게 확인해주거나 

약속하는 증표) 제안

구체화 되지 않은 서비스의 제시방법 검토

2019/8/22(목)

오후 2시~6시

<표4-17> 회차별 워크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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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여정맵을 통한 문제점 도출

Ÿ KOMC, 개방海 사용자 의견 자유토론 

Ÿ 불편한 점 및 필요한 점을 중심으로 의견수렴 결과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뉨

Ÿ 많은 정보를 담으려면 정확한 상세정보가 필요함

Ÿ 불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남기길 원함

◯ 3회차 – 팀별과제, 문제점 분석 및 아이디어 도출

Ÿ KOMC와 개방海의 정보 제공의 양과 방식에서 오는 문제점을 주요 안건으로 진행

Ÿ 프로세스 및 관계구조 서비스 분석 툴에 맞춰 문제점 분석 및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 

대입

Ÿ 정보 부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양 활동을 위해 추가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

보와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내용을 자유토론

◯ 4회차 – 성과물 정리 및 구체화

Ÿ 지난 워크숍 각 팀별 서비스 프로세스 및 관계구조 분석 내용 토론 

Ÿ 각 팀별 서비스 안건에 대한 구체적 시나리오 및 증거물 프로토타입 진행 소개

Ÿ 각팀 자율 토론을 통해 최종적인 아이디어 구체화(7가지 아이디어 제시)

◯ 5회차 – 결과물 발표

Ÿ 블루프린트, 시나리오, 증거물 등 결과물 발표 

Ÿ 최종 의견수렴 및 발표내용 평가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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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8> 워크숍 진행 사진

서비스디자인 결과물

5회차

<그림4-97> 회차별 워크숍 결과물

A팀 결과물

기둥형

QR코드

- QR코드를 연안 및 마을주변에 

기둥식으로 배치

- 야간에도 빛으로 식별 가능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경계석 역할

가로등형 

QR코드

해당 지역의 축제 및 행사를 하단에 

쓰레기통을 배치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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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설명회

- 1회차 맞춤형 설명회

설명회 개요

Ÿ 설명회 : 안전한 바다를 위한 해양예보 및 정보 서비스 설명회

스티커형 

QR코드

- 지역 어촌계에 QR코드 스티커를 

나눠주고 직접 정보를 입력하고 부착

- 양식장 및 경작지 등 외부인과의 

갈등유발 지역과 지역 특화 위험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

B팀 결과물

QR코드를 

활용한

해양안전

예방 서비스

- 승선자의 눈에 띄는 팔찌 형태의 

티켓

-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림을 삽입하여 

QR코드 촬영을 유도

- QR코드를 찍음과 동시에 해양 

조사원에서 제공된 안전수칙 영상 재생

- 영상이 끝난 후 KOMC 링크를 알림

C팀 결과물

해양활동 

라이센스

제도를 통한 

해양 자원

보호 활성화

- 해양 활동에 라이센스 제도를 적용해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완화

- 라이센스와 혜택이 담긴 팜플렛 

(낚시활동에 Fish Ruler를 활용한 해양 

자원 보호)

- 자신의 해양 활동에 맞는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주변 시설 할인 혜택 수혜

<그림4-99> 회차별 워크숍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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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일시 : 2019.9.27.(금) 13:00~16:00

Ÿ 장소 :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구,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

Ÿ 참석대상 : 전국 해안에 근접한 수산레저 및 재해대책 관련부서 등

        * 해양수산청, 시도청(해양레저과, 안전총괄과, 수산과 등), 해경 등 
총 130개소 

Ÿ 주요내용 : 해양레저재난(조수 및 태풍) 관련 해양예보 및 해양안전 서비스 소개, 담당자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우리 원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의 효과적인 소개를 위하여 해도수로
과와 공동 개최

설명회 식순

설명회내용

Ÿ 올포랜드 박동진 부장 해양정보 서비스 플랫폼 소개 30분간 발표

Ÿ 공동활용 플랫폼 소개, 개방海 소개, 공유海 소개, KOMC 소개

일자 시간 내용

<세션 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13:00~13:10  참가자 등록

13:10~13:25 인사말 및 국립해양조사원 업무 소개

13:25~13:40 어업면허 등 지자체 연계 업무 협조 요청

13:40~14:10 해양정보 서비스 플랫폼(공유海, 개방海) 소개

14:10~14:30 Coffee Break

<세션 2>

해양예보와 안전정보

14:30~14:45 해양예보 서비스 소개

14:45~15:00 해양재난 매뉴얼 및 대응체계 소개

15:00~15:15 해양안전지도 서비스 소개

15:15~16:00 종합토의 및 설문조사

<표4-18> 1회차 맞춤형 설명회 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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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00> 맞춤형 설명회 참석자 명단 

<그림4-101> 해양정보 산업화 설명회 발표자료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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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02> 제 1회 맞춤형 설명회 참석 사진

- 2회차 맞춤형 설명회

설명회 개요

Ÿ 설명회 : 해양공공데이터 및 해양정보 서비스 플랫폼 설명회

Ÿ 일시 : 2019.10.25.(금) 14:00~16:00

Ÿ 장소 : 부산 벡스코(제1전시장 213호)

Ÿ 참석대상 : 해양수산부, 지자체, 산업계(협약기업 등), 기타 해양공공데이터에 관심있는 

일반인 등 50여명

Ÿ 주요내용 : 海아름(해양공간 베이스맵), 개방해, KOMC(국가해양정보마켓센터) 등 해양

정보 서비스 플랫폼 상세소개, 정보접근 및 활용방법 안내

설명회 식순

시간 내용 발표자

14:00~14:10 10' 인사말 및 설명회 안내
이준식 주무관

국립해양조사원

14:10~14:40 30' 해양 공공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개방海’
박동진 부장

㈜올포랜드

14:40~15:00 20' 해양공간 베이스맵 ‘海아름’
김경휘 이사

㈜새한항업

15:00~15:20 20' Coffee Break

15:20~15:50 30' 해양정보 유통 플랫폼 ‘KOMC’
김희찬 대표

㈜스탠드포인트

15:50~16:00 10' 종합토론

<표4-19> 2회차 맞춤형 설명회 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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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 공모전 개최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양정보 생활디자인공모전은 
2016년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제4회를 맞이하였다. 해양정보를 활용한 
창의적 생활용품 디자인과 산업화 기획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해양정보를 파악하고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해양정보기반의 창업 
촉진 등 민간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태생적으로 한정된 분야에서만 
사용되어온 해양공간정보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작되었으며, 해양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생활용품 디자인/앱 기획의 응모를 받아 산학 전문간들의 
공정한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분야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하여 수상자들의 수상작품을 선정하였다. 이 작품들은 생활용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제품화하여 판매를 
장려하는 등 해양정보산업화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 
제작만이 아닌 해양정보의 실질적인 저변확대를 위해 민간업체의 판매를 
장려하여 해양정보 생활디자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일조하였다.
공모전 성과를 통하여 그동안 한정된 분야에서만 사용되던 해양정보의 활용 
분야를 개척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하여 해양르네상스 융성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공모전 계획 및 홍보

공모전 홍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했으며, 온라인상으로는 
해양정보관련 업체, 공모전 및 디자인관련 전문 사이트, 공모전 및 디자인관련 카페, 
디자인관련 학과, SNS, 블로그를 타깃으로 온라인 바이럴 홍보, SNS홍보, 보도자료 
배포,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등을 하였고, 오프라인상으로는 디자인 관련대학, 
해양정보 관련 업체를 타깃으로 포스터 DM발송 홍보하였다.

◯ 공모작 홍보

단계 내용 비고

1. 대상 선정 온라인

시각/산업디자인/패션디자인 카페조사

컴퓨터/IT/앱 관련 카페조사

컴퓨터공학/SW/전자 IT/정보통신 등 관련 학과, 

IT 관련 업체 이메일 및 유선 연락망 조사

시각/산업/패션디자인 관련 학과, 해양 관련 

업체 이메일 및 유선 연락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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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공모전

공모전 개요

공모내용

분야 설명

생활용품
옷, 우산, 가방, 운동화, 가전제품, 벽지, 블라인드 등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품

해양정보
해양예보, 해양레저, 조류, 해류, 파도, 수온, 조석, 선박, 바다낚시, 

스킨스쿠버, 바다갈라짐, 갯벌체험 등 해양과 관련된 해양정보

<표4-23> 공모전 내용

공모전 관련 카페/사이트 조사

오프라인

시각/산업/패션디자인 관련 학과

컴퓨터/정보통신/SW/앱 관련 학과

해양정보 관련 업체조사

2. 포스터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320매)

3. 온/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온라인 카페 홍보

학교 및 기업 이메일 및 유선 홍보

SNS(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약 

75건

오프라인 학교 및 기업 홍보(공문, 안내문, 포스터)

약 

300건 

발송

<표4-20> 공모전 홍보 내역

온라인 홍보(카페, SNS 등) 오프라인 발송

<표4-21> 온/오프라인 공모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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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및 상금

수상작

수상 상장 금액

대상(1명) 해양수산부장관상 200만원

최우수상(1명) 국립해양조사원장상 50만원

우수상(2명) 국립해양조사원장상 20만원

<표4-24> 공모전 시상 계획

공모전 제 1회 해양정보 생활디자인 공모전

공모 기간 2016.7.4.(월) ~ 2016.7.30.(토)

접수방법 KOMC(www.khoa.go.kr/komc) 접수

우수작 발표 2016.8.23.(화)

시상식
2016.8.30.(화) 14:00

국립해양조사원 국제회의장

<표4-22> 2016 공모전 개요

수상 작품명 작품

대상
해안을 품은 우리 삶의

점, 선, 면

최우수상

[각양각색 : 島]

한국의 전통과 역사가

묻혀있는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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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공모전

공모개요

우수상 해안지도 부채

장려상

강치의 즐거운 해양생활

Ocean Data,

We are Design

Information Design

Sticky shark

<표4-25> 2016 공모전 수상작

공모전 제 2회 해양정보 생활디자인/앱 기획 공모전

공모 기간 2017.7.17.(월) ~ 2017.9.18.(월)

접수방법 KOMC(www.khoa.go.kr/komc)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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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내용

시상식 및 상금

접수 결과

◯ 공모전 참가 작품 수

Ÿ 생활디자인 분야: 34개

우수작 발표 2017.10.20.(금)

시상식 2017.10.20.(금) 

<표4-26> 2017 공모전 개요

분야 설명

생활디자인

(스토리보드 및 

디자인 제출)

생활용품
옷, 우산, 가방, 운동화, 가전제품, 벽지, 블라인드 등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품

해양정보

조석, 조류, 해류, 수온, 파고, 해도, 해저지형, 해안선, 

해양레저, 스포츠, 항해, 바다갈라짐, 스킨스쿠버, 낚시, 

요트, 고해도, 주제도, 수산 등 해양과 관련된 모든 정보

앱 개발 아이디어

(스마트 앱 개발 

아이디어 기획 PPT)

해양레저관광정보, 해양정보 교육, 고해도정보 등

모든 해양(수산)관련 앱 개발 아이디어

<표4-27> 2017 공모전 내용

수상 상장 금액

대상(1명) 해양수산부장관상 500만원

최우수상(1명) 국립해양조사원장상 300만원

우수상(1명) 한국해양조사협회장상 100만원

장려상(2명) 해양조사발전협의회장상 50만원

<표4-28> 2017년 분야별 공모전 시상 및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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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앱 기획 공모전 참가 기획 종류: 31여개

◯ 공모전 참가자 직업군

◯ 공모전 참가자 지역별 분포

생활디자인 분야 수상작

수상 작품명 작품

대상 우리바다물결

최우수상 돔엔 도어

구분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인천시 경상도

생활디자인 7 8 5 0 3 1 2 1 7

앱 기획 8 4 3 4 7 2 0 2 1

<표4-30> 앱 기획 분야 참가자 지역별 분포

구분 직장인 학생 기타

생활디자인 2 27 -취업준비생(4), 자영업(1)

앱 기획 - 30 -취업준비생(1)

<표4-29> 앱 기획 분야 참가자 직업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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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기획 분야 수상작

우수상
거꾸로 세계지도

생활디자인

장려상

표층해류도를 이용한

리빙제품 디자인

일상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표4-31> 2017 공모전 – 생활디자인 분야 수상작

수상 작품명 작품

대상
액티비티 예약 플랫폼

"Current"

최우수상 어나들이



256

공모전 작품 접수

 공모전 작품은 이메일과 KOMC를 통해 최종 65건을 접수하였다. 접수된 작
품들은 아래와 같이 통계를 산출하여 응모작의 종류, 참가자 직업군 및 지역 
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공모전 시상식 개최

◯ 공모전 수상작 선정

 디자인 및 어플리케이션 관련 산업계, 학계에 있는 저명한 전문가 등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총 5개씩(합 10개)의 작품

우수상 숨비소리

장려상

Extreme Surfing

(해자조)

가두리

<표4-32> 2017 공모전 – 앱 기획 분야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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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정하여 10월 25일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그림4-103> 공모전 작품 전문가 심사

◯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공모전 시상식은 국립해양조사원 국제회의장에서 제68회 수로의 날 기념행사
와 더불어 진행되었다. 총 10개 수상팀의 대표가 상장을 수여받고, 국립해양
조사원 견학 기회를 가졌다. 

Ÿ 일자 : 2017.11.1.(수) 수로의 날 행사

Ÿ 장소 : 국립해양조사원

<그림4-104> 공모전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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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모전

공모전 개요

공모내용

공모전
제 3회 해양정보 생활디자인&산업화기획 

공모전

공모 기간 2018.8.10.(금) ~ 2018.10.9.(화)

접수방법 KOMC(www.khoa.go.kr/komc) 접수

우수작 발표 2018.10.24.(수)

시상식 2018.11.1(목) 

<표4-33> 2018 공모전 개요

분야 설명

생활디자인

(스토리보드 및 

디자인 제출)

일상생활 용품, 

해양레저용품

(해양정보를 활용한 

일상생활 용품, 해양레저 

옷, 우산, 가방, 운동화, 가전제품, 벽지, 

블라인드 등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일상생활 용품

낚시, 튜브, 구명조끼, 구명보트 등에 

<그림4-105> 공모전 수상자 국립해양조사원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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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및 상금

생활디자인 분야 수상작

용품 등의 디자인) 활용될 해양정보 관련 모든 해양레저 용품

앱 개발 아이디어

(스마트 앱 개발 

아이디어 기획 PPT)

가상현실(VR), 

증가현실(AR), 앱(App.) 

기획

(해양정보 산업화를 유도할 

수 있는 VR, AR, App. 등 

아이디어 기획

수상스키, 낚시 등의 해양레저 가상체험 

기획

특정 이미지를 입체화하여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증강현실 기획

해양안전, 해양레저 활동 등 해양정보 

활용 앱 개발 기획

<표4-34> 2018년 공모전 내용

수상 상장 금액

대상(1명/팀) 해양수산부장관상 300만원

최우수상(1명/팀) 국립해양조사원장상 200만원

우수상(3명/팀) 한국해양조사협회장상 100만원

장려상(4명/팀) 해양조사발전협의회장상 50만원

<표4-35> 2018년 공모전 시상 및 상금

수상 작품명 작품

대상
사라져가는 해양생물

보호 프로젝트

최우수상 내 손안에 우리바다

우수상

고래소리

비가 오는 날에는



260

FiSEE

장려상

해도를 이용한

지역 맞춤 디자인

산호프렌즈

상괭한 상괭이

바다와 갯벌

그 사이의 생명

<표4-36> 2018 공모전 – 생활디자인 분야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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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기획 분야 수상작

수상 작품명 작품

대상
바라던 바다로

[App.]

최우수상
Project Ocean

[VR]

우수상

Fveg

[App.]

Sea Cleaner

[App.]

푸르미르 AR

[AR]

장려상
오늘부터 낚시박사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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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제4회 공모전

공모개요

공모내용

보물찾기

[AR]

희희낚락

[AR]

자외선 차단제로부터

산호초 구하기

[App.]

<표4-37> 2018 공모전 –산업화 기획 분야 수상작

공모전
제 4회 해양정보 생활디자인&산업화기획 

공모전

공모 기간 2019.8.9.(금) ~ 2019.10.8.(화)

접수방법 KOMC(www.khoa.go.kr/komc) 접수

우수작 발표 2018.10.25.(금)

시상식 2018.11.1(금) 

<표4-38> 2019 공모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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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및 상금

생활디자인 분야 수상작

분야 설명

생활디자인

(스토리보드 및 

디자인 제출)

일상생활 용품, 

해양레저용품

(해양정보를 활용한 

일상생활 용품, 해양레저 

용품 등의 디자인)

옷, 우산, 가방, 운동화, 가전제품, 벽지, 

블라인드 등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일상생활 용품

낚시, 튜브, 구명조끼, 구명보트 등에 

활용될 해양정보 관련 모든 해양레저 용품

산업화 기획

(기획 PPT)

가상현실(VR), 

증가현실(AR), 앱(App.) 

기획

(해양정보 산업화를 유도할 

수 있는 VR, AR, App. 등 

기획

개방海,KOMC플랫폼에서 제공해양 

해양정보를 1종 이상 활용

<표4-39> 2019년 공모전 내용

수상 상장 금액

대상(1명/팀) 해양수산부장관상 500만원

최우수상(1명/팀) 국립해양조사원장상 300만원

우수상(3명/팀) 한국해양조사협회장상 100만원

장려상(4명/팀) 해양조사발전협의회장상 50만원

<표4-40> 2019년 공모전 시상 및 상금

수상 작품명 작품

대상
우산도의

우산과 빗물받이

최우수상
우리나라 등대명소

어디까지 알고있니

우수상 I SEE, I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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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세이퍼

(Stone safer)

SEE SEA PROJECT

(씨씨 프로젝트)

장려상

녹는 우리 바다!

북극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해양을

지키는 우리들

Koastline

Blue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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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기획 분야 수상작

<표4-41> 2019 공모전 –생활디자인 분야 수상작

수상 작품명 작품

대상 CUCCLE

최우수상 우리무인도서VR

우수상
우리바다

국가대표 알리미

장려상

뱃멀미 방지

앱 디자인

시뮬레이션

(sea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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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 산업화 전시회

해양정보 산업의 홍보와 국립해양조사원의 역할과 기술력을 민간에 홍보할 수 
있는 전국규모 수준의 전시회에 참가하여 해양정보 산업화 물품을 전시하고, 
부스설치 운영 및 기념품,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 2017 KORMARINE 국제조선 및 해양조선 및 해양산업전 참가

해양정보 산업과 관련된 전시회를 선별한 후 조사한 전시회 목록을 바탕으로 
국립해양조사원과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참가할 전시회를 선정하였다. 
전시회 선택의 기준은 단순히 전국 규모만이 아닌 해양정보 및 기술과 관련이 
되는 주제를 만족시키는 행사를 선별하였다. 최종 선정한 전시회는 
KORMARINE 2017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이었다.

참가 전시회 조사

사업 초기에 참가를 우선적으로 계획했던 박람회는 창조경제 박람회나 정부 
3.0 박람회였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박람회는 정부 주도의 박람회이기 때문에, 
올해 초 정권의 교체로 인해 올해는 개최되지 않아 차선책으로 해양 쪽과 관
련이 깊은 해양기술 전시회의 참가를 고려하였다. 하지만 전시회 2년마다 열
리는 관계로 홀수년인 2017년에는 행사가 열리지 않아 불가피하게 제외하게 
되었다. 결국, 민간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나 전시회 중 해양 쪽과 관련이 있는 
전시회 개최 계획을 조사하였다. 전시 효과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
로 규모가 큰 전시회가 개최되는 주요 장소인 서울, 부산지역의 코엑스, 킨텍
스, AT센터, 벡스코의 전시회 개최 일정을 확인하였다.

<표4-42> 2019 공모전 –산업화 기획 분야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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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MARINE 2017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 벡스코,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코트라

순번 기관 행사명 날짜 위치 주제

1 해양수산부
제3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6.14~6.16 벡스코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바다

2 국토교통부
2017 스마트 

국토엑스포
8.30~9.1 aT센터

공간정보, 생활을 

디자인하다.

3 부산광역시

Kormarine 2017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

10.24~

10.27
벡스코

조선해양, 위기의 

패러다임으로부터 

혁명을

4 국민안전처
 제3회 대한민국 

안전산업전시회

11.15~

11.17
킨텍스

<해양·교통안전> 

구조용 선박, 수상안전, 

항해·통신, 해양방제, 

철도·항공 

5 (주)동아전람

2017 부산 

스포츠·레저산업전

시회

11.23~

11.26
벡스코

스포츠 및 레저산업의 

트렌드를 한눈에 

조망

<표4-43> 참가 가능한 전시회 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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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KORMARINE은 세계 45개국에서 참가하는 국제전시회로서 참가 신청 및 부
스 사항을 영문으로 신청해야 했다. 참가 신청은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
립해양조사원의 담당 감독관의 이름으로 신청하였다.

기간 2017년 10월 24일(화) ~ 10월 27일(금)

규모/관람비 45개국 1,000개사 2,200 부스 / 10,000원

전시품

오일&가스

석유 · 가스추출 장비, 로깅 장비, 밸브 · 부품, 강철, 복합재료 · 

용접합금

석유 · LNG 가스 운송 및 부품, NGV · NGL · LPG · 

GTL생산기술, LNG선박 연료, 천연가스 액화

해양플랜트

드릴링 · 해저 탐사 · 잠금장치, 해양플랜트 플랫폼, 해양플랜트 

관련 기자재 · 장비 및 서비스

오일 & 가스 운송, 해양구조 · 해저 자원 채취 및 서비스 · 석유 

및 천연가스 수송 · 공급 · 생산 장비 및 서비스

조선 선박

조선소 · 조선기자재 · 선박항해 장비 · IT · 해양통신 보안 장비, 

디젤엔진 · 엔진 용품 및 추진시스템

선박용품 · 선박 · 친환경 선박 · 그린쉽 · 에코쉽, 조선 점검 및 

보수 기술

해양

항해장비 및 시스템, 해양안전 및 오염방지, 해양 컨설턴트 · 정보 

기술, 그린에너지

전기 및 전자 전송 장비, 기술 연구소 및 컴퓨터 서비스, 보건안전 

및 환경

<표4-44> KORMARINE 2017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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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06> KORMARINE 2017 참가 신청서

참가준비

국립해양조사원의 보유기술과 해양정보 산업화를 홍보하기 위해 기본적인 부
스설치와 운영준비 그리고 관련 물품을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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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07> KORMARINE 2017 참가 부스 위치 및 설치 부스

전시회 참가

전시회 참가 기간은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객을 맞이하였다. 해양정보 산업화 디자인 사례 및 해저 로드뷰 
VR체험과 해양정보에 관한 간략한 소개와 진행은 행사 스태프가 담당하였으
며, 국립해양조사원의 S100장비, GPS플로터 등 전문적인 분야는 해양정보 전
문가가 응대하였다.

부스제작
3개 부스(전용 부스)

(규격 3m*9m)

판촉물

해양교재 200권 -꼭 알아야 할 우리 바다 이야기

기타 판촉물 2.000개 제작

인원 운영 인원 3명 - 의전 도우미, 행사 스텝, 해양정보 전문가

렌탈

TV 2대 - LED TV 2대 설치

마이크 1set
- 마이크 및 이동용 스피커

- 이벤트 진행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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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08> 기념품-블루투스 스피커(VIP 기념품 20개, 관계기관 초청자용 50개)

<그림4-109> 기타 홍보 판촉물

국립해양조사원 

장비

S100

내비게이션
1대 - S100 기반 내비게이션 장비

해저뷰VR 2set - 독도, 제주도 해저 로드뷰 VR 장비 

해양정보

산업화

사례

해양

내비게이션
2대 - GPS 플로터(3D 지형정보 포함)

해양정보

생활디자인

용품

3set

- 해양정보 접시

- 바다 양초

- 기타 디자인 용품(쿠션, 모자 등)

앱 1set -여우비 바다 날씨 홍보

<표4-45> 전시회 운영준비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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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여

전시회 참가

전시회 입구 모습

전시 품목

해양정보 산업화 사례 체험

부스 참여 모습

<그림4-110> 전시회 운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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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TEX 제1전시장의 2 ~5홀에서 개최된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참가한 기간은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까지 관람객을 맞이하였다. 해양정보 산업화 디자인 사례 및 어린이들의 인기
코너 VR체험과 해양 관련 교재 및 선박항해 책자를 소개하여 많은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림4-111> 전시회 프리미엄 부스(3*3 3개 설치운영)

전시 품목

해양정보 산업화 사례 체험

부스 참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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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제21회 KORMARINE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 참가

부산 벡스코에서 10월 22일(화)부터 10월 25일(금)까지 총 4일동안 진행되
는 제21회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 KORMARINE은 한국 조선해양산업을 
총망라한 조선해양인의 축제이자 산업 간 교류의 장으로 46개국 900여 업
체가 참여하고, 80개국 36,000명이 참관하는 행사였다. '17년 19회 전시회 
참가에 이어 제21회 참가를 통해 해양수산 빅데이터의 민간 인식 확대와 해
양정보를 활용한 시범사업 성과물의 효과적인 홍보를 지원하였다. 해양정보 
홍보를 위한 산업화 주요 플랫폼인 개방海, KOMC 안내와 해양정보를 활용
한 주요 시범사업 성과물로 MOU 체결업체인 와바다다(주), ㈜토포로그의 
시제품과, ㈜인터버드의 해양정보 서비스, ㈜그린블루에서 S-57, S-101 관
련 기술을 소개하였다.

<그림4-113> MOU 체결업체의 시범사업 성과물

<그림4-112> 전시회 운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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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 cook-book 제작

민간기업에서 해양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쿡북 제작의 목표는 이를 해결하고자 누구나 필수 해양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E-book 형태의 자료를 제작하여 민간기업에 배포함으로써 해양정보 
산업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4-114> 해양정보 활용 쿡북

- 제작 목록

해양정보 활용 쿡북(Ocean Data Cook-Book)에는 산업화 데이터셋('16, '17
년)과 베이스맵 그리고 해양정보 활용 전략 파트에서 분석을 통해 해양수산부 
데이터 전체 중 핵심데이터로 분류한 API 정보가 포함되었다.

카테고리 카탈로그 자료명 자료소개 수록데이터

API 베이스맵
베이스맵

(海아름)

우리 바다의 전자해도의

해양정보와 바로e맵의

육상정보를 통합한

 · 지형지물 : 건물, 

위험물, 지형, 교통, 

시설물, 해양지명, 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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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지도해양과

육상의 정보가

한눈에 보입니다.

지명

 · 주제별 : 

기본수준면(DL), 

좌표계별, 

평균해수면(MSL), 

약최고조면(AHHW), 

주기별(별도, 제외), 

영상맵, 해안선, 일반 

사용자용, 전자해도

대국민 

해양공간 

서비스

바다지도 API 

DATA

-SET

우리 바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종합 해양공간 서비스로 

인터넷이 사용 가능한 

공간에선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하는 

바다지도 입니다.

해상교통안전, 레저관광, 

시설안전, 해상구역정보, 

맞춤안전, 지명정보

수산연구

정보시스

템

실시간 어장환경

정보, 연안정지

관측자료, 정선 

해양

관측자료

수산연구정보시스템의 

실시간 어장환경정보, 

연안 정지관측자료, 정선 

해양관측자료를 

제공합니다.

·실시간 

어장환경정보-수온(℃), 

염분(psu), DO(ml/L)

·연안 

정지관측자료-수온(℃), 

기온(℃), 운량, 천기

·정선 

해양관측자료-수온(℃), 

염분(psu), DO(ml/L), 

인산염인(㎍at/L) 아질산 

질소(㎍at/L), 질산 

질소(㎍at/L), 규산 

규소(㎍at/L)

바다 

누리

(격자형) 

해양정보

실시간, 

비실시간 

관측자료

바다 누리 해양정보에서 

실시간, 비실시간 

관측자료를 격자체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제공합니다.

·실시간 

관측자료-조위(m), 

수온(℃), 염분(PSU), 

파고(m), 기온(℃), 

기압(hPa), 

풍향·풍속(m/s)

·비실시간 

관측자료-유향, 유속, 

수온, 염분

국가 

해양환경

정보통합

시스템

(MEIS)

해양환경

측정망, 

해양수질

자동측정망

우리나라 연안 및 

근해역의 해양환경 상태와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해양환경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국가 해양환경관리 및 

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해양환경측정망-용존산

소량, 수소이온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수온, 

염분, 탁도

·해양수질 

자동측정망-수온, 염분, 

pH, 용존산소 요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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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해양환경 상태 측정 및 

변화를 예측·예보할 수 

있는 실시간 해양수질 

자료로 활용됩니다.

화학 산소요구량, 

암모니아 질소, 아질산 

질소, 질산 질소, 

용존무기질소, 총질소, 

용존무기인, 총인, 규산 

규소, 부유물질, 

클로로필a, 투명도

해운 

항만물류

정보시스

템

선박 입출항

(연도별,

항만별, 

항/지역/

선종별,

톤급별)

 해양 항만물류정보시스템 

(SP - IDC)에서 

항만이용자가 선박 입출항 

신고한 정보를 기초로 

생성된 자료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입·출항통계, 선박 

입출항 항만별 통계, 

선박입출항항·지역·선종

별통계, 톤급별통계

격자형 

해양정보 

관리체계

조류, 해류, 

수온 격자형 

해양정보 

관리체계

격자형 해양정보 

관리체계에서 조류, 해류, 

수온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류:해양관측부이 실측 

조류, 조류예보, 

조류예보표최강조류

·해류:해수유동관측소 

실측 유향 유속, 수치 

조류도 예측 유향 유속, 

수치조류도지점별

최강창낙조

·수온:조위관측소실측 

수온, 해양관측부이 실측 

수온, 황동중국해(모델)

예측수온

해양생태

통합정보

시스템

(바다 

생태 

정보 

나라)

해양생태

통합정보

시스템 바다 

생태

정보 나라

바다 생태, 해양보호구역, 

보호대상 해양생물 종 등 

일반 국민들이 활용하는 

메뉴와 전자지도 등 전문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메뉴를 구분해 

제공합니다.

보호대상해양생물 분포도, 

연안 습지기초조사 

2014, 해양보호구역 

조사관찰 2014,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2014, 갯벌 생태조사, 

근해생태조사 2015, 

수중생태조사, 연안 

생태조사 2015, 

핵심공간조사, 갯벌 지역, 

갯벌 명칭

산업

표준

자료

산업

표준자료

3차원 DEM 

영상 DATA-

SET

전국연안에 대한 DEM

과정사영상을 표준화된 

포맷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용량 경량화를 

구현하여 일반국민들이 

사용하기편리하도록 

제공합니다.

전국연안 DEM(251도엽) 

및 정사 영상(130도엽)

연안 DEM 

DATA-

SET

가상공간체험 

분야사업(포털, 가상체험 

민간기업, 바다 골프코스 

서비스)을 개발하도록 

독도, 울릉도, 태종대, 

해운대, 나로우주센터, 

제주 성산 일출봉, 

새만금방조제(총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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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필요한 연안 

지형데이터이며, 기존의 

DEM데이터의 도갑기준 

단위 데이터가 아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해안지역의 지형정보를 

담은DEM 

데이터셋입니다.

수치조류도 

DATA-

SET

우리나라 연안 및 아시아 

연안 일대의 수치 조류의 

정보를 오픈플랫폼 및 

배포 프로그램으로 

제공합니다.

다년간 수치조류도, 국내 

연안 조류 예측정보, 

동아시아 지역 

조류데이터

해양 촬영영상 

DATA-

SET

해양촬영 영상 데이터셋은 

아름다운 독도, 제주도의 

바닷속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해저 

로드뷰 관련 

데이터셋입니다.

독도

(몽골, 얼굴바위, 

코끼리바위, 큰가제바위)

/제주도

(모슬포, 운섬, 비양도, 

서건도)

/동해안

(왕돌초, 낙산대기)

/남해안

(독립문바위, 소구을비도)

2016 공간정보 

이미지 DATA-

SET

해양정보 생활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출품된 

해양정보 관련 

생활디자인을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이미지 데이터셋입니다.

해양정보 생활디자인 

공모전 응모작, 수상작, 

고해도 데이터셋

2017 해양공간

정보 이미지 

DATA-

SET

제2회 해양정보 

생활디자인 & 앱기획 

공모전을 통해 출품된 

해양정보 관련 

생활디자인을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이미지 데이터셋입니다.

2017 해양정보 

생활디자인&앱 기획 

응모작, 수상작

해양교육

콘텐츠 DATA-

SET

해양교육 콘텐츠 

데이터셋은 

어렵고 딱딱한 

교육자료만이 아닌 해도 

그려보기, 청소년과 

아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림책 등이 

포함되어, 어려움 없이 

해양정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며, 

해류도와 같은 전문적인 

자료도 포함되었다.

우리 바다 해양 

교육콘텐츠, 해류도 

해양교육 콘텐츠, 

해양지명 해양 

교육콘텐츠, 이어도 해양 

교육콘텐츠, 그리기 교실 

해양 교육콘텐츠, 동해 

해양 교육콘텐츠, 독도 

해양 교육콘텐츠, 

해양용어 교육콘텐츠, 

고해도&역사 콘텐츠(총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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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

관광정보 

DATA-

SET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타, 낚시터, 유어장, 

레저, 스포츠, 사찰, 

서원, 수목원, 식물원, 

수산시장, 회타운, 

어촌체험 마을, 어항, 

영화, 드라마촬영지, 

일출, 낙조, 경관도로, 

전망대, 조망시설, 전시, 

박물관, 축제, 캠핑장, 

테마공원, 놀이시설, 

항만, 해상교통, 

해수욕장, 해안 산책로, 

휴양시설(총 20개)

바다갈라짐 드론 

영상 DATA-

SET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지정한 11개소의 

바다갈라짐 드론 영상을 

제공합니다.

실미도, 소야도, 제부도, 

웅도, 무창포, 하섬, 

진도, 서건도, 우도, 

소매물도, 동섬

(총 11개)

갯골분포도 

DATA-

SET

바닷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아동 

등 해양안전 취약계층 

이용자를 고려한 기준이 

되는 파라미터를 정의하여 

전국단위 데이터셋을 

제공합니다.

갯골, 갯바위, 암초

어장정보도&어

종

정보도 DATA-

SET

·어장정보도

(전국에 산재된 

어장시설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종정보도

(최근 3년간의 어획량 

분석을 통해 상위 

10여 종의 어종정보를 

제공합니다.)

·어장정보도

(해상과 인접하고 있는 

57개 지자체의 마을 

어업,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어종정보도

(최근 3년간의 상위 

10여 종의 어종정보)

세계해양 

주요관심

지점(POI) 

DATA-

SET

세계해양 주요 7개테마의 

관심 지점정보를 

제공합니다.

Coast Tour, Global 

Korea, Marine 

Geography, Marine 

Life, Ocean Stories, 

World Island

해양정보 

주요관심지점(P

OI) DATA-

SET

국내 해양 관련 주요 

7개테마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바다갈라짐, 연안 관광지, 

해양지명, 해상 조난사고, 

해양오염정보, 

해양보호구역, 

해양역사정보

해양 고해도 

DATA-

SET

옛 해도인 고해도에 

위치기반과 속성정보를 

서비스하여 

오픈플랫폼에서 고해도 

1950년 이후 전국연안 

총 105개 고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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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북 구성

해양정보 활용 쿡북은 개요와 데이터 소개 그리고 활용사례로 크게 3가지로 구
분된다.

쿡북 개요

쿡북의 개요 부분에는 해양정보에 대한 소개와 그동안 해양정보가 다른 
공간정보에 비해 활용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기술하였다. 해양정보가 필요성이 
떨어져 사용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제와 여러 문제에 의해 사용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설명하였다.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국연안 명소 

이미지 DATA-

SET

전국연안의 총 

7가지테마를 32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그중 

30개소를 촬영 및 

편집하여 연안명소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레저, 관광, 항만, 

해양경관, 해안지형, 

해양현상&환경, 

해양역사(총 7개)

해안자전거길 

3차원 공간정보 

DATA-

SET

활동 아름다운 해안가를 

간접 체험 가능한 가상 

영상자료로 구축하여 

제공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코스, 

보령 요트경기장 코스, 

후포항 일원 코스

(총 3개)

<표4-46> 해양정보 활용 쿡북 목록

구분 내용

쿡북 개요
해양정보의 소개

해양정보 공동활용플랫폼

해양정보 소개

베이스맵(海아름)

해양수산정보 API

산업화 데이터셋

해양정보 활용사례 산업화 데이터 및 기타 해양정보 민간기업 활용사례

<표4-47> 쿡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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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15> 해양정보 활용 쿡북 개요

데이터 소개 

쿡북에 포함된 해양정보 목록과 각 데이터별로 1페이지씩 제작하였다. 해양정보의 
간략한 소개와 포함된 데이터 목록 및 이미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의 종류, 포맷, 용량, 방식, 제공처, 갱신주기, 
제작시기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의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페이지의 
하단에는 해양정보를 이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실제 사례를 조사하여 같이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정보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을 돕고자 하였다.

활용가능 기술 융합 가능 정보

<그림4-116> 활용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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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17> 해양정보 데이터 소개

해양정보 활용사례

해양정보 활용사례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해양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제작한 업체의 제품을 소개하였다. 실제 시범사업의 사례를 
통해 해양정보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는 자료다.

<그림4-118> 해양정보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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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북 제작

쿡북의 구성에 맞게 개요, 소개, 활용사례의 초안을 제작하고, 완성된 내용은 
국립해양조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사항을 수정한 후 책자 디
자인을 수행하였다. 이 디자인 작업을 통해 좀 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연계 정보와 활용 기술의 아이콘(심볼)을 제작하여 삽입하였다.

쿡북 초안 초안 디자인 수정안

<그림4-119> 쿡북 초안과 초안 디자인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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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검토를 통해 제작 의도에 맞지 않는 디자인 및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수집된 
데이터들과 비교․검토하여 오타 및 내용 오류 사항을 검수하였다.

<그림4-120> 오류 사항 검토 및 수정

- 최종데이터

최종 데이터는 온라인에서 배포 가능한 형태인 PDF 파일로, 제작하였으며 이를 
민간기업에 제공하여 PC나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4-121> 해양정보 활용 쿡북(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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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케팅

- SNS 채널 운영

전 세계 SNS 이용자가 27억 7천만 명을 돌파하고 SNS 광고시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국립해양조사원은 서비스 관련 정보와 이슈 등을 소개하여 아주 친절하고 
친근하지만, 기관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반드시 포함하는 운영전략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SNS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다. 해양정보 서비스가 어렵고 방대한 정보를 
담은 서비스인 만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호기심 자극으로 사용자들을 
유입시키며 서비스 체험을 유도하였다.

<그림4-122> 국가해양공간정보 알리미

해양정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민간의 해양정보 활용을 확대
하며 해양정보 서비스(개방海, KOMC)홍보와 사이트 유입을 증가시킴에 목적
을 두고 온라인 마케팅 광고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 광고집행 및 운영

광고운영

Ÿ 운영기간 : 2019. 07. 29 ~ 2019. 12. 15 (5개월)

Ÿ 광고 운영 콘텐츠 : 주 1회 운영, 1달 기준 총 4회씩

Ÿ 11월 현재 광고된 콘텐츠 수 : 21개 (비정기 3개 포함)

Ÿ 비정기 콘텐츠(공모전, 해양예보과 이벤트 콘텐츠) 추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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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월별 홍보 콘텐츠를 적절한 시기적인 이슈와 최적의 콘텐츠를 기획하여 제작

광고스케쥴

<그림4-123> 광고 스케쥴

콘텐츠 기획

- 주별 광고콘텐츠 기획 및 제작

KOMC와 개방海의 주요서비스들을 소개하며,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해양정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기획하였다. 온라인 
마케팅은 온라인상의 국민들이 해당 기관의 정보를 꾸준히 찾고, SNS 계정을 
팔로잉하고, 그 콘텐츠를 지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정보 산업화 
활성화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별 광고

8월부터 11월까지 총 18개의 주기적인 콘텐츠와 3개의 비정기 콘텐츠가 제작
되었고, 이는 산업화 성공사례 시리즈, 호기심유발콘텐츠, 공모전·이벤트 홍보
콘텐츠 소재분야로 운영되었다. 이 시리즈들은 디자인의 일러스트 느낌을 유
사하게 가져감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주마다 다른 콘텐츠를 홍보하지만 같은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느끼도록 유도하였다.

구분 내용

1차기간(8월)
썸네일 형태의 콘텐츠로 서비스플랫폼 개방海와 KOMC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기획

2차기간(9월)
타겟이 관심을 가질만한 요소와 제목 형태로

링크 클릭을 유도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

3차기간(10월)
콘텐츠 체류 시간을 높이기 위해 궁금증 유발 콘텐츠 기획

KOMC 서비스의 다양한 활용도와 관점을 노출할 수 있도록 기획

4차기간(11월)
시즌이슈를 고려한 행사 후기 콘텐츠와 여행 관심 유발 콘텐츠 운영

KOMC의 서비스가 타겟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중임을 어필

5차기간(12월)

타겟이 관심 가질만한 KOMC 기능적 주제 콘텐츠 운영.

사이트 접속 시 느꼈을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페이지로 랜딩 유도

<표4-48> SNS콘텐츠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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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 성공사례 시리즈

� 호기심 유발 콘텐츠

� 단일 콘텐츠

� 공모전, 이벤트 홍보 콘텐츠

- 월별 성과분석

1차기간 8월 분석

온라인 마케팅 광고 후, 페이지뷰 수와 유입자 수 증가하였다.

<그림4-124> 산업화 성공사례 시리즈 SNS홍보 커버 이미지

<그림4-125> 호기심 유발 콘텐츠 SNS홍보 커버 이미지

<그림4-126> 단일 콘텐츠 SNS홍보 커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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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기간 9월 분석

KOMC와 개방海 방문수는 15,181로 전월대비 45.3%증가, 신규방문자는 8,806으로 
전월대비 29.8% 증가하였다.

<그림4-127> 공모전,이벤트 홍보 콘텐츠 SNS홍보 커버 이미지

대상 구분 기간 페이지뷰수 사용자 수 방문수 신규방문자 재방문자

KOMC

1주차 07/29 ~ 08/04 1,379 311 375 293 82

2주차 08/05 ~ 08/11 3,248 510 627 484 143

3주차 08/12 ~ 08/18 2,063 379 461 336 125

4주차 08/19 ~ 08/25 3,982 871 1,076 833 243

TOTAL
1차기간

(07/29 ~ 08/25)
10,672 2,071 2,539 1,946 593

<표4-49> KOMC 8월 성과분석

대상 구분 기간 페이지뷰수 사용자 수 방문수 신규방문자 재방문자

개방海

1주차 07/29 ~ 08/04 7,465 692 692 678 14

2주차 08/05 ~ 08/11 12,788 1,290 2,015 1,105 910

3주차 08/12 ~ 08/18 14,497 1,127 1,864 876 988

4주차 08/19 ~ 08/25 21,139 2,495 3,337 2,171 1,166

TOTAL
1차기간

(07/29 ~ 08/25)
55,889 5,604 7,908 4,830 3,078

<표4-50> 개방海 8월 성과분석

대상 구분 기간 페이지뷰수 사용자 수 방문수 신규방문자 재방문자

KOMC

1주차 08/26 ~ 09/01 5,932 1,154 1,469 1,053 416

2주차 09/02 ~ 09/08 5,733 1,537 1,782 1,396 386

3주차 09/09 ~ 09/15 3,535 610 781 490 291

4주차 09/16 ~ 09/22 7,508 1,346 1,620 1,208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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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기간 10월 분석

KOMC와 개방海 방문수는 17,107로 전월대비 12.6%증가, 신규방문자는 9,431
으로 전월대비 7% 증가했다.

- SNS별 광고실적 월간비교

페이스북

TOTAL
2차기간

(08/26 ~ 09/22)
22,708 4,647 5,652 4,147 1,505

<표4-51> KOMC 9월 성과분석

대상 구분 기간 페이지뷰수 사용자 수 방문수 신규방문자 재방문자

개방海

1주차 08/26 ~ 09/01 21,721 1,886 2,886 1,463 1,423

2주차 09/02 ~ 09/08 18,771 2,139 2,987 1,712 1,275

3주차 09/09 ~ 09/15 12,605 1,023 1,647 646 1,001

4주차 09/16 ~ 09/22 14,950 1,255 2,009 838 1,171

TOTAL
2차기간

(07/29 ~ 08/25)
68,047 6,303 9,529 4,659 4,870

<표4-52> 개방海 9월 성과분석

대상 구분 기간 페이지뷰수 사용자 수 방문수 신규방문자 재방문자

KOMC

1주차 09/23 ~ 09/29 5,350 551 842 441 401

2주차 09/30 ~ 10/06 7,292 693 1,068 536 532

3주차 10/07 ~ 10/13 7,112 643 1,049 496 553

4주차 10/14 ~ 10/20 4,898 1,009 1,212 917 295

TOTAL
3차기간

(09/23 ~ 10/20)
24,652 2,896 4,171 2,390 1,781

<표4-53> KOMC 10월 성과분석

대상 구분 기간 페이지뷰수 사용자 수 방문수 신규방문자 재방문자

개방海

1주차 09/23 ~ 09/29 41,567 4,917 6,137 4,425 1,712

2주차 09/30 ~ 10/06 18,536 1,640 2,572 1,084 1,488

3주차 09/09 ~ 09/15 16,274 1,314 2,270 824 1,446

4주차 10/14 ~ 10/20 14,376 1,157 1,957 708 1,249

TOTAL
3차기간

(09/23 ~ 10/20)
90,753 9,028 12,936 7,041 5,895

<표4-54> 개방海 10월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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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초반, 광고의 노출 수 확보와 SNS계정 활성화를 위해 넓은 범위로 타겟팅
하여 운영하였고, 그 후엔 광고효과 증대를 위해 타겟팅을 수정하여 운영해왔다. 
광고노출은 초반 대비 낮아졌으나, 전체 도달 수의 상승으로 더 유의미한 대상에
게 광고가 노출되었고 콘텐츠 운영 방식에 따라 광고효율증가 추세로 도달 수와 
링크 클릭 수 모두 전월대비 우수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4-128> 페이스북 노출 수, 도달 수, 링크 클릭 수 월간비교

구글 페이지뷰 수, 유입자 수

운영 초반, 광고효과로 인해 신규방문자 유입이 대폭 증가하였고, 서비스 (개방
海, KOMC) URL을 광고와 계정 포스팅에서 지속적으로 노출하여 전체 유입되
는 사용자를 증가시켰다. 활용성이 좋은 개방海사이트는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사용자의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KOMC사이트는 신규방문자 유입과 비교하면 
재방문 감소, 체류 이탈자의 증가로 인해 3차 기간(10월) 사용자의 수는 감소
하였다. 사이트의 속성에 따라 진입장벽이 높은 KOMC 사이트에서의 이탈자는 
증가했지만, 체류자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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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29> 개방해 구글 페이지뷰 수, 유입자 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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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30> KOMC 구글 페이지뷰 수, 유입자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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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V



풍부한 해양정보와

활발한 융합과 활용을 위한

산업화의 미래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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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산업추진 활성화 방안(로드맵)

개요

- 추진배경

'15년 산업화 초기 계획수립 이래 그간의 경제·기술·환경·제도 등 여건이 변화
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산업화의 2025년도 해양정보 산업육성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림5-1> 해양정보 산업육성 로드맵 수립 추진배경

해양정보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15년 이후 해양정보를 통합하고 개방海, 공유海, 
海아름, KOMC 서비스 환경마련을 위한 해양정보산업 선진화방안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시범사업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15년에 제출한 해양조
사와 그 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였으나 법률 통과가 계
속 지연되면서 해양정보산업화 법/제도 환경 마련이 지연되게 되었다.
해양정보산업화의 초기 로드맵 목표연도는 2020년이었지만, 여건변화의 가변성
과 해양수산 관련 분야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제2차 로드맵을 그리
게 되었다. 
'18년 이후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부 지능정보화 기본계획과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종합계획, 해양공간 기본계획 등 해양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
활용 인프라 계획을 속속히 추진해왔지만, 해양정보 산업화 기본계획은 존재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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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 2015년 1차 로드맵의 현황

'20년 스마트 해양수산 착수, 수산혁신 2030 본격 시동, 초고속 해상 무선통신
망 시범운영,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투자 확대, 해양수산부 출범 이래 최대 
예산 증가율 등 2020 스마트 해양수산 전환이 본격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경과

추진과제별 상태 진단을 위해 제 1차 로드맵을 구분, 현황 분석, 성과진단 기
준 마련, 추진 상태 측정, 제2차 로드맵 방향 도출을 통해 환경을 분석하였다. 
해양정보 주요 산업 분야 현황조사를 위해 과거 조사자료 구분, 기업 시장조
사, 생산품목 조사, 소비자 조사, 분류기준 점검 및 보완을 통해 현황을 분석
하였다.
해양정보 산업육성 방안을 제시를 위해 비전과 목표 설정, 단계별 추진목표 
수립,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산업분야별 육성전략 마련, 지원전략 수립을 통
해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양정보 산업육성 이행계획 마련을 위해 이행과제 도출, 우선순위 평가 및 
과제선정, 제2차 로드맵 수립, 성과측정 방안 마련, 결과 정리를 통해 로드맵
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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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 해양정보 산업육성 로드맵 수립 추진경과

- 유사사례와 정책

 해양수산부 3대 국정과제는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실현을 위해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해운 선사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조선산업 경쟁력을 제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위해 수산자원 관리 강화와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해양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주요 추진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계획('18~'22)을 통한 4차 산업
혁명 데이터 기반 해양수산 지능정보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통한 연구, 활용, 산업화, 기업육성 실천을 계획, 해양수산 정보 공동이용 종
합계획을 통한 정보 공동이용 조성, 해양수산 지원 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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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 유사사례 해양수산부 정책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 뽑아볼 수 있는 키워드는 해양정보 공유, 
해양수산 산업 혁신, 해양공간 재조성 세 가지이다. 해양정보 공유환경을 조성
하여 전통 수산업을 혁신하고 해양공간을 재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
이다.

현황분석

- '15년 계획 대비 실천현황

초기 해양정보산업화 계획의 과정지표를 평균 진척도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5
점 만점에 2.4점으로 19개 이행과제 중 법·제도, 해양정보 양성화 제외 대부
분이 추진이었고 시범사업 구조적으로 보완이 필요했으며, 공금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경제 연결 등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해양정보 산업 생태계 조성은 해양정보 산업화 시제품 개발 등 9개 과
제를 수행하였다. 민간협의회, 수로도서지 민간이관,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
으며, 시범사업 추진 방법 변경을 통한 시범사업의 실질 경제로의 연결과 해
양정보 제품 및 서비스 활용 추적환경이 필요하다.
둘째, 해양정보 오픈플랫폼 부분은 해양정보 오픈플랫폼 구축 등 5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개방해, 공유해, 해아름, KOMC 서비스 중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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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클라우드 기반의 다자생산 및 소비 환경 구성과 사용자 확대가 필요하
다.
셋째, 해양정보 산업 지원체계 구축은 해양정보 제공 품질 보증 등 3개 과제
를 수행하였다. 해양정보를 확대 중에 있으며. 타부처(지자체) 정보확보와 융
합, 빅데이터 추가 생산, 해양정보 품질 이상과 신규정보 대화 창구가 필요하
다.
넷째, 법제도 정비는 해양정보 산업추진 조직구성 등 2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법적 근거 마련이 지연되고 있어 대안 관련 조직구성과 해양정보 산업화 제도
적 차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해양정보 제공과 서비스 환경 중심의 성과와 시범사업 추진방식의 전환과 제
도 보완의 숙제가 남겨졌다.

<그림5-5> 과정지표 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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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해양정보 산업시장

분야별 시장규모와 성장률, 종사자의 분포도, 정률 미래성장예측을 분석해본 
결과 해양정보 생산기업 중심의 시장 정의에 따른 매출과 종사 인원이 해양정
보생산에 편중되는 것으로 보였다.

분야별 시장규모

분야별 시장규모는 '18년 순수 해양정보(54개) 시장규모는 4,986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장규모의 약 55%가 해양정보생산 분야로 규모가 가장 크
다.

<그림5-6> 분야별 시장규모 분석

분야별 성장률

분야별 성장률은 '18년 순수 해양정보 성장률은 6.65%로, 가상공간체험을 제
외하고 전 분야 성장 정체 및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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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7> 분야별 성장률 분석

종사자 분포

종사자 분포는 '18년 순수 해양정보산업 종사자는 3,227명으로, 총인원의 
62%인 2,009명이 해양정보생산 분야로 나타났다.

<그림5-8> 종사자 분포 분석

정률 미래성장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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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 미래성장예측 결과 미래 순수 시장규모 추정 기업 수는 89개, 매출 규모
는 8,442억 원, 종사자 수는 4,881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해양정보서비스업 
등록 제도가 필수적 이어졌다.

<그림5-9> 정률 미래성장예측 분석

- 환경/현황분석 토대 핵심요소 도출

전체적인 환경과 현황을 분석을 토대로 핵심요소를 도출한 결과 전통산업의 
태세가 전환되고, 해양정보 활용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을 고려해야 하였다.
첫째, 해양수산혁신은 해양수산부의 추진계획으로 어촌뉴딜 300, 연안 어촌 
재탄생, 수산혁신 2030 계획, 해운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대응을 추진하였다. 전통산업의 스마트 혁신을 추구해야 할 것
이다.
둘째, 해양정보 정책은 해양수산부의 추진계획으로 해양정보를 활용한 해양수
산과학 요소기술육성에 대한 계획수립과 실천을 추진하였다. 해양정보 공동활
용 요소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정보 정책은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의 추진계획으로 해양
정보를 활용한 지능정보화 업무환경 추진,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 계획 수
립과 실천을 추진하였다. 국가정보화 추진전략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해양정보산업화 비전은 국립해양조사원과 해양수산부의 추진계획으로 
조사 정보를 통한 안전한바다, 해양정보를 이용한 부가가치의 창출, 미래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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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략경영은 국립해양조사원의 추진계획으로 체계적 해양조사, 항행정
보 통한 해난사고 예방, 해양예보 기반 구축 및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 해양조
사정보 활용한 신산업 창출을 추진하였다. '19년 국립해양조사원의 경영 목표
이다.
2019년 업무 계획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의 
추진계획으로 수로도서지, 전자해도 및 주제도 연구개발, 해군 작전 지원을 위
한 수로도서지 제공, 해양조사 국제협력, 해양정보산업화를 추진하였다. 국립
해양조사원 전략에 따른 추진방향이다.

<그림5-10> 환경/현황분석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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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해양정보 산업화

2025년 해양정보 산업화

- 환경과 분석

'15년 제1차 로드맵 추진 문제점

타 기관 실시간 공유에 한계점이 있었고, 데이터 표준과 품질에 대한 피드백 
창구의 부재, 민간기업의 활용도가 저조하였다.

'16~'19 해양정보 산업 수준

701종 메타데이터를 마련하고, 일부 산업분야 데이터셋을 표준화하였으며, 대
상별 맞춤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20-25 해양정보 산업 미래상

해양정보의 공급을 확대하고 ICT 기업의 발견과 전통기업의 진화에 힘쓰고 
다자 생산·소비 가능한 정보운영 환경을 마련하려고 계획하였다.

- 추진전략 및 목표

콘텐츠 발굴과 생산, 서비스 확대를 통한 데이터 중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자 생산과 소비를 지향하는 시대에 답하는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해양정보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기업 중심의 지
속 가능한 해양정보 산업을 지원하는 네가지 전략을 세웠다.
이 전략은 해양정보선도기업의 육성을 위한 선택적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고 
해양정보 산업의 민간 및 행정분야 벤처기업을 발굴하며, 해양정보의 공급 및 
스마트 서비스 능력확대를 목표로 하였다. 
해양정보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그로 인해 해양정보의 산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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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산업화의 세부전략

- 이행과제와 추진예정 일정

이행과제 세부이행과제 세세부 이행과제
측정

점수

우선

순위
'20 '21 '22 '23 '24 '25

1.

콘텐츠 발굴, 

생산, 서비스 

확대 통한

데이터 중심 

경쟁력 확보

1.1 

신규해양정

보 발굴 및 

활용확대

1.1.1

해양공간 기본도 생산 

및 관리방안

6.20 6

1.1.2

주제도(낚시정보/탐험해

/해저 저질분포도) 생산 

및 관리방안

6.60 3

1.1.3

海아름 서비스 확대 및 

유지관리

7.00 1

1.2 

국가사업 

위한

패키지 공급

1.2.1

해양공간계획

대상 정보제공

5.30 16

1.2.2

스마트 해양수산정보

패키지 정보 제공

5.90 10

2.

다자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시대에 

답하는 

서비스 환경 

마련

2.1

사용자 

편의성 개선

2.1.1.

전 단말기 대상 서비스 

환경 제공

6.60 4

2.1.2

해양정보 거래 서비스 

환경 마련

3.90 19

2.1.3

수요자 주도 콘텐츠 

제작 환경 마련

3.90 20

2.2

서비스 확대 

및 미래지향

2.2.1

API 통합 서비스
7.00 2

2.2.2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6.30 5

3.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양정보 

기업발굴과 

육성

3.1

해양정보 

산업 발굴 

연구

3.1.1

해양정보 활용한 

제품/서비스 

발굴연구(낚시, GPS 

Plotter, 교육과정)

6.00 9

3.1.2

해양정보 산업육성을 

위한 가치사슬 연구

5.6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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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1. 데이터 중심 경쟁력 확보

◯ 1.1 신규해양정보 발굴 및 활용확대

3.2

해양정보 

소프트웨어 

산업육성 

연구

3.2.1

해양정보 처리 SW 

국산화 연구

5.30 17

3.2.2

해양정보 운영을 위한 

국산화 연구

5.60 13

4.

기업 중심

지속가능한 

해양정보 

산업지원

4.1

국제협력, 

민관소통, 

시장조사

4.1.1

민관협의체

구성과 완료

5.60 14

4.1.2

해양정보 산업시장

및 실태조사

5.80 11

4.1.3

MSDI 활성화
6.20 7

4.2

해양정보 

산업육성 

위한 

법/제도 

마련

4.2.1

해양조사와 그 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정보 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5.00 18

4.2.2

해양정보 서비스업 

추진을 위한 규정 

마련과 시행

5.40 15

4.2.3

해양정보 활용 추적을 

위한 제도 마련

6.20 8

<표5-1> 22가지 세부이행과제

이행

과제
1.1.1 해양공간기본도 생산 및 관리방안

정의

및

목적

해양공간기본도 체계를 확립하여 육상과 해상을 연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발 및 경

제행위를 용이하게 함

손쉬운 해양주제도 재생산 기반 환경을 조성함

세부

이행

과제

·연속적인 해양공간기본도 구축

·해양공간 기본도 관리체계 및 표준화 마련

·해양공간기본도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정

추진

일정

우선순위 : 상

2020년부터

주요

추진

내용

·연속적인 해양공간 기본도 구축

- 해양정보 서비스업 등록 절차 확정 및 제

도화

- 해양정보 산업개발, 컨설팅 지원제도 마련

- 해양정보 시제품 판매 지원제도 마련

'20 '21 '22-23 '24-25

연속적인 

해양공간 

기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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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기본도 관리체계 및 표준화 마련

- 해양공간기본도 체계 수립위한 표준화

- 해양공간기본도 기존채널 통합 공급

- 해양공간기본도 관리체계 마련

해양공간기본도 

관리체계 및 

표준화 마련

해양공간

기본도

법제도 개정

·해양공간기본도 체계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정

- 표준 품셈 마련

- 해양공간기본도 법제도 개정

기대

효과

·필수 해양정보 제공으로 다양한 국가 정책결

정 지원

·사회경제 편익증대와 신산업 창출, 공유개발

토대 마련

·해양공간기본도 제공 및 배포로 국립해양조

사원 위상 제고

비용 연속적인 해양공간기본도 구축

<표5-2> 2025산업화 - 전략1.1.1 해양공간기본도 생산 및 관리방안

이행

과제
1.1.2 주제도(낚시정보/탐험해/해저 저질분포도) 생산 및 관리방안

정의

및

목적

취미시장(낚시), 가상공간체험(탐험해, 해저지형), SI 및 엔지니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해

양정보의 조사, 발굴, 생산

세부

이행

과제

·낚시정보도 제작

·해저 저질분포도 제작

·탐험해 콘텐츠 제작

추진

일정

우선순위 : 상

2020년부터

주요

추진

내용

·낚시정보도 제작

- 동해지역 낚시 포인트 조사와 구축

- 전국 낚시 데이터베이스 패키지 정보 구축

- 포인트, 사진, 어종정보

'20 '21 '22-23 '24-25

낚시정도보

해저 

저질분포도

탐험해

콘텐츠 제작

·해저 저질분포도 제작

- 연안개발을 위한 해저 저질분포도 조사와 

수집

- 주요 연안 해저 저질 분포도 제작

·탐험해 콘텐츠 제작

- 제주도, 무인도서, 영해권 확보 대상 지

역 콘텐츠 조사, 수집, 제작

기대

효과

·취미시장 진출을 위한 스타트업 등 기반정보 

제공

·음성 거래되고 있는 낚시정보의 사고 위험 

사전 제거

·연안 및 항만개발의 필수 자료인 해저 저질

분포도 사전제공으로 효과적인 개발계획 수립

비용

·낚시 정보도 제작

·해저 저질분포도 제작

·탐험해 콘텐츠 제작

<표5-3> 2025산업화 - 전략1.1.2 주제도 생산 및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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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국가 사업 위한 패키지 공급

이행

과제
1.1.3 海아름 서비스 확대 및 유지관리

정의

및

목적

행정망을 통해서 해양수산부, 지자체(연안인접), 정부로 海아름 서비스 수요층을 확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영해주권에 대한 일관성있는 정보제공

세부

이행

과제

·현재 海아름 API서비스(기능 API확대)

·행정망 통한 海아름 API서비스 확대

·海아름 서비스 유지관리

추진

일정

우선순위 : 상

2020년부터

주요

추진

내용

·현재 海아름 API서비스(기능 API확대)

- 길찾기, 장소찾기, 항로찾기

- 지오코딩, 역지오코딩

'20 '21 '22-23 '24-25

海아름 

API서비스

(기능API확대)

행정망 海아름 

API 서비스 

확대

海아름

서비스 

유지관리

·행정망 통한 海아름 API서비스 확대

- 독도지명오류 등 전파하여 배경화면 교체

(공문 등)

- 국제 협력, 교류 민간기관 대상 수요층 

확보

·海아름 서비스 유지관리

- 11종(좌표 포함 22종) 海아름 서비스 유

지

기대

효과

·취미시장 진출을 위한 스타트업 등 기반정보 

제공

·음성 거래되고 있는 낚시정보의 사고 위험 

사전 제거

·연안 및 항만개발의 필수 자료인 해저 저질

분포도 사전제공으로 효과적인 개발계획 수립

비용

·현재 海아름 API서비스(기능API확

대)

·행정망을 통한 海아름 API서비스

확대-행정사무(유지관리 업무 포함)

·海아름 서비스 유지관리

<표5-4> 2025산업화 - 전략1.1.3 海아름 서비스 확대 및 유지관리

이행

과제
1.2.1 해양공간계획 대상 정보제공

정의

및

목적

해양공간계획을 위한 국립해양조사원 생산정보의 맞춤형 정보 공급(71개 시도 맞춤형 서

비스 환경 구성)

세부

이행

과제

·해양공간기본계획 패키지 정보제공

·갱신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구독경제 실현)

·제공정보 활용 현황 모니터링 추진

일정

우선순위 : 하

2020년부터

주요

추진

·해양공간기본계획 패키지 정보제공

- 해저지형, 조위예측, 수치저류 정보 제공

'20 '21 '22-23 '24-25

海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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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시범사업, 본사업)

- 해양공간계획 서비스 정보 표준화 API서비스

(기능API확대)

행정망 海아름 

API 서비스 

확대

海아름

서비스 

유지관리

·갱신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구독경제 실현)

- 계측, 예측정보 변동 지자체 자동 알림 

서비스 제공

- 연 단위 생산정보의 알림 정보 서비스 

제공

·제공정보 활용 현황 모니터링

- 제공정보의 호출 빈도, 호출 규모, 반응

속도 모니터링

기대

효과

·시도별 MSP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

로 투명행정, 효과적인 행정 환경 제공

·MSP 서비스 운영관리와 민원 편의성 제공

비용

·해양공간기본계획 패키지 정보제공

·갱신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구독경

제 실현)

·제공정보 활용 현황 모니터링

<표5-5> 2025산업화 - 전략1.2.1 해양공간계획 대상 정보제공

이행

과제
1.2.2 스마트 해양수산정보 패키지 정보제공

정의

및

목적

5개 분야 해양수산 신산업과 2개 분야 주력산업 중 해양관광, 스마트 해상물류, 스마트 

수산업 대상으로 해양정보 패키지 공급환경 마련과 제공

세부

이행

과제

·해양관광, 스마트 해상물류, 수산업 대상 

패키지 공급

·국립해양조사원 기본정보, 산업별 공통정보 

패키지 공급

추진

일정

우선순위 : 중

2020년부터

주요

추진

내용

·해양공간기본계획 패키지 정보제공

- 해양관광: 마리나, 경관도로, 관광지정보, 

레저관광정보, 어촌어항정보

- 해상물류: 실시간 선박 운항정보, 항로표

지정보, 부등, 등대표, 선박사고, 해양기

상관측자료

- 스마트 수산: 양식장, 어종별 종합정보, 양

식 어업현황, 어류양식통계, 생물 종 정보

'20 '21 '22-23 '24-25

해양관광, 

스마트 

해상물류, 

수산업 대상 

패키지 공급

국립해양조사원 

기본정보, 

산업별 

공통정보 

패키지 공급

·국립해양조사원 기본정보, 산업별 공통정보 

패키지 공급

- 현재 선택형 제공정보를 간소화한 KHOA

기본정보

- KHOA산업별 공통정보로 구성하여 공급

기대

효과

·시도별 MSP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

로 투명행정, 효과적인 행정 환경 제공

·MSP 서비스 운영관리와 민원 편의성 제공

비용

·해양관광, 스마트 해상물류, 수산업 

대상 패키지 공급

·국립해양조사원 기본정보, 산업별 

공통정보 패키지 공급

<표5-6> 2025산업화 - 전략1.2.2 스마트 해양수산정보 패키지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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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2. 시대에 답하는 서비스 환경 마련

◯ 2.1 사용자 편의성 개선

이행

과제
2.1.1 生단말기 서비스 환경제공, 2.1.2 해양정보 거래 서비스 환경 마련

정의

및

목적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 사용자의 폭발적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정보 서비스 환경

개선

·해양정보 거래 서비스 환경 마련을 통한 정보유통 활성화, 투명화, 추적 가능 환경달성

세부

이행

과제

·전 단말기 서비스 환경 마련

·해양정보 거래 서비스 환경 마련

추진

일정

우선순위 : 상, 하

2020년부터

주요

추진

내용

·전 단말기 서비스 환경 마련

- 개방海, 공유海, 반응형 웹 서비스 환경 

전환

- 사용자 만족도 조사 분석

- NOAA Coast Survey등 유사 사이트 분석

- 웹 표준 기술을 준용

- 스마트폰, 태블릿 PC등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으로 개발

'20 '21 '22-23 '24-25

전 단말기 

서비스 환경 

마련

해양정보 거래 

서비스 환경 

마련

·해양정보 거래 서비스 환경 마련

- 민간데이터 유통 서비스 마련

- 해양정보 산업화 유료 서비스 유동

- 온라인 수로서지 수정규정 준용

- KOMC PG기능 활성화

기대

효과

·현장 사용자의 위치기반 해양정보 활용성 증대

·접속기기 관계없는 정보제공의 편의성과 일

관성 제공

·해양정보 거래 활성화 통한 정보획득 환경

·해양정보 생산, 유통추적 환경 마련

비용
·전 단말기 서비스 환경 마련

·해양정보 거래 서비스 환경 마련

<표5-7> 2025산업화 - 전략2.1.1 生 단말기 서비스 환경제공, 2.1.2 해양정보 거래 서비스 환경마련

이행

과제
2.1.3 수요자 주도 콘텐츠 제작 환경 마련

정의

및

목적

우수한 기술 또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세부

이행

과제

·사용자 주도 해양정보 활용 및 서비스 제

작 마련

·사용자 주도 해양정보 사업화 지원체계 구

축과 운영
추진

일정

우선순위 : 하

2023년부터

주요

추진

·사용자 주도 해양정보 활용 및 서비스 제

작 마련

'20 '21 '22-23 '24-25

사용자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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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서비스 확대 및 미래지향

내용

- 해양정보 서비스 제작 서비스 구축(시범/

플랫폼)

- 서비스 템플릿 및 컴포넌트 제작 및 공급

해양정보 활용 

및 서비스 제작 

마련

사용자 주도 

해양정보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과 운영

·사용자 주도 해양정보 사업화 지원체계 구

축과 운영

- 사용자 주도 해양정보 서비스 인증

- 사용자 주도 상용화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기대

효과

·아이디어 실현 통한 해양정보 산업 성장

·신개념 해양정보 가치 창출

·산업간 협력 환경 제고 및 유관산업 관심 유도

·미래 해양인재 확보

비용

·사용자 주도 해양정보 활용 및 서

비스 제작 마련

·사용자 주도 해양정보 사업화 지원

체계 구축과 운영

<표5-8> 2025산업화 – 전략2.1.3 수요자 주도 콘텐츠 제작 환경 마련

이행

과제
2.2.1 API통합서비스, 2.2.2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정의

및

목적

우수한 기술 또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세부

이행

과제

·API 통합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추진

일정

우선순위 : 상

2020년부터

주요

추진

내용

·API 통합서비스

- 국립해양조사원 API 서비스 채널 단일화

- 海아름 신규기능 API 공동 활용환경 구성

'20 '21 '22-23 '24-25

API

통합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추진계획 마련

- 민간vs대구,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

드 검토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성공률 확인

- 대용량 정보의 전송 및 이관에 대한 대

응 검토

-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비용 산정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비용 산정

- 클라우드 서비스 이관 제약조건 분석

·아이디어 실현 통한 해양정보 산업 성장

·신개념 해양정보 가치 창출

·산업간 협력 환경 제고 및 유관산업 관심유도

기대

효과
비용

·API 통합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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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3. 세계로 스타기업 발굴

◯ 3.1 해양정보 산업 발굴 연구

◯ 3.2 해양정보 소프트웨어 산업육성 연구

·미래 해양인재 확보

<표5-9> 2025산업화 – 전략2.2.1 API 통합서비스, 2.2.2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이행

과제
3.1.1 해양정보 활용한 제품/서비스 발굴연구, 3.1.2 해양정보 산업육성 위한 가시사슬 연구

정의

및

목적

우수한 기술 또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세부

이행

과제

·해양정보 활용한 제품/서비스 발굴연구

·해양정보 산업육성 위한 가치사슬 연구

추진

일정

우선순위 : 중

2020년부터

주요

추진

내용

·해양정보 활용한 제품/서비스 발굴연구

- 차세대 GPS 플로터 발굴연구

- 해양교과과정 편입 과정 연구

- 가상체험 콘텐츠 발굴연구

'20 '21 '22-23 '24-25

해양정보 

활용한 

제품/서비스 

발굴연구

해양정보 

산업육성 위한 

가치사슬 연구

·해양정보 산업육성 위한 가치사슬 연구

- 분야별 플레이어 중심으로 산업구조 및 

네트워크 분석

- 중소기업 가치사슬 실태조사(기술경쟁력, 

동반협력)

- 가치사슬 상생협력 대안 분석

- 해양정보 보근 확산 목표 등 정책 대안 

도출

·기업에 해양정보와 연구비를 제공, 신규 비

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

·해양정보와 기업 간의 정보 흐름과 네트워크

를 가치사슬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부의 정책 

목표 현실화 방안 연구

기대

효과
비용

·해양정보 활용한 제품/서비스 발굴

연구

·해양정보 산업육성 위한 가치사슬 

연구

<표5-10> 2025산업화 – 전략2.2.1 API 통합서비스, 2.2.2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이행

과제
3.2.1 해양정보 처리 SW 국산화 연구, 3.2.2 해양정보 운영을 위한 국산화 연구

정의

및

목적

우수한 기술 또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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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4. 해양정보 산업지원체계

◯ 4.1 국제협력, 민관소통, 시장조사

세부

이행

과제

·해양정보 처리 SW 국산화 연구

·해도제작 국산화 연구

추진

일정

우선순위 : 하, 중

2020년부터

주요

추진

내용

·해양정보 처리 SW 국산화 연구

- 해양조사정보의 처리 모듈 개발

- 해양조사정보 선진기업 대비 90% 목표

'20 '21 '22-23 '24-25

해양정보 처리 

SW 국산화 

연구

해도제작 

국산화 연구

·해도제작 국산화 연구

- 기술적 종속환경에서 탈피 국제표준을 준

수할 수 있는 해도제작 국산화 소프트웨

어 연구

기대

효과

·중소기업 등 해양정보 생산/관리 기업의 부

단을 해소하고 독자적인 기술능력 확보로 정

보활용성 담보

·동남아시아 등 제3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환경 마련

비용
·해양정보 처리 SW 국산화 연구

·해도제작 국산화 연구

<표5-11> 2025산업화 – 전략3.2.1 해양정보 처리 SW 국산화 연구, 3.2.2 해도제작 국산화 연구

이행

과제
4.1.1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 4.1.2 해양정보 산업시장 및 실태조사, 4.1.3 MSDI 활성화

정의

및

목적

우수한 기술 또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세부

이행

과제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

·해양정보 산업시장 및 실태조사

·MSDI 활성화

추진

일정

우선순위 : 중, 중, 상

2020년부터

주요

추진

내용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

- 연 2회 이상의 민관 협의체 운영

'20 '21 '22-23 '24-25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

해양정보 

산업시장 및 

실태조사·해양정보 산업시장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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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해양정보 산업육성 위한 법/제도 마련

- 해양정보 서비스업 등록기업 대상 시장조사

- 해양수산특수분류 결과 활용성 검토

MSDI 활성화
·EAHC MSDI 활성화

- 동아시아 해양정보 통합 인적 네트워크 

구축

- 동아시아 해양정보 통합정보 대상 선정과 

확보

- 동아시아 해양정보 통합운영을 위한 서비

스 계획

·민간시장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공급정

보의 확대

·국립해양조사원 생산정보의 부가가치 확대

·시장조사를 통한 현실적 정책 반영

·MSDI 수집정보의 현황과 재가공을 통한 

MSDI 선점 효과 기대

기대

효과
비용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

·해양정보 산업시장 및 실태조사

·MSDI 활성화

<표5-12> 2025산업화 – 전략4.1.1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 4.1.2 해양정보 산업시장 및 실태조사, 

4.1.3. MSDI 활성화

이행

과제

4.2.1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4.2.2 해양정보서비스업 규정 마련, 4.2.3 해양

정보 활용추적을 위한 제도

정의

및

목적

우수한 기술 또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세부

이행

과제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정보 서비스업 규정 마련

·해양정보 활용 추적을 위한 제도 마련

추진

일정

우선순위 : 중간(M)

2020년부터

주요

추진

내용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 법제도 제출 및 통과

'20 '21 '22-23 '24-25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정보

서비스업

규정 마련

해양정보 

활용추적을 

위한 제도 마련

·해양정보 서비스업 규정 마련

-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미 

통과 시 해양정보 서비스업 규정을 마련

하여 활용

- 16년 규정(안)을 수정하여 활용

·해양정보 활용추적을 위한 제도 마련

- 해양정보 서비스업 규정의 정보제공 역할

을 KOMC에서 소화



316

기대효과(정량적, 정성적)

- 정보제공 유통과 관련한 모든 히스토리의 

로그 기록

·최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해양정보 산업

시장 통계 기준 마련

·수요자군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정책방향

의 일관성 확보

기대

효과
비용

·해양조사와 그 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정보서비스업 규정마련

·해양정보 활용추적을 위한 제도마련

<표5-13> 2025산업화 – 전략4.1.1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 4.1.2 해양정보 산업시장 및 실태조사, 

4.1.3. MSDI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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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홍보 확대

해양정보 서비스업

- 개요

활발한 해양정보 산업진흥을 위하여 해양정보 활용을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 
또는 기업과 단체가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정보마켓센터(KOMC)에 가입할 
경우, 관련 해양정보 수수료 할인 등 산업 활동을 지원해준다.

- 해양정보 산업분야

‘해양정보산업’이란 해양정보를 생산하거나 이와 관련한 온·오프라인 제품, 서
비스 등을 개발·제조·공급·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서비스 개발 정보유통

업무 

내용

해양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서비스,

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 혹은 

서비스하는 사업

(다만, 해양정보 혹은 이를 가공한

해양정보의 재유통을 포함하면 안 된다.)

‘정보유통’ 분야는 해양정보를 받아

이를 가공 또는 특성화하여 그 정보를

다시 판매 혹은 유통하는 사업

(서비스 개발 분야를 포함한다.)

<표5-14> 해양서비스업 업무 분야

해양정보를 생산하는

수로조사업, 해도 제작업

해양정보를 제공하는

해양 레저스포츠 및 방송 사업

해양수산발전법에 따른

해양정보 관련 산업

해양공간

가상체험 서비스 사업

선박 내비게이션 및

항해 관련 장비업

해양정보를 활용한

인쇄, 출판, 디자인업

해양정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
단순 수로도서지 복제업

해양수산 관련

교육문화 콘텐츠 사업

<표5-15> 해양서비스업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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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 혜택

수수료 감면지원

해양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해양정보 서비스업을 신설
하였고, 해양정보 서비스업을 등록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로도서지에 대한 복제승
인 수수료를 목적별로 할인하여 제공하도록 수수료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5-11> 수수료 감면지원 체계

해양정보산업 지원

- 시범 개발 지원

‘시범개발지원’은 해양정보 산업진흥을 위하여, 해양정보 서비스 시범 개발 사
업을 추진하고자 기업이나 단체를 지원해준다.

Ÿ 시범 개발 사업으로써 지원하는 경우,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혹은 업무를 일부 지원

Ÿ 지원체결조건과 비용 혹은 업무의 지원 및 시범 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용역계약 혹은 업무협약으로 조정 가능

- 사업화 지원

‘사업화’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거나 그 과정
의 관련 기술을 향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범 개발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필
요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사업화된 해양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 홍보할 수 있
도록 합니다.

Ÿ 시제품(試製品)의 개발·제작 및 초기 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Ÿ 사업화로 생산된 해양정보 서비스 혹은 장비 등의 우선 구매용역, 홍보

Ÿ 시범 개발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기기·설비 및 시제품 등의 사용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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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지원

‘컨설팅’은 국내의 기업이나 단체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 체질 강화 및 글로
벌 경쟁력 확보하고자 해양정보 서비스자 가입 및 사업 영위를 지원합니다.

Ÿ 시범 개발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기기·설비 및 시제품 등의 사용권 부여
Ÿ 해양정보의 획득 및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 컨설팅

창업지원 정보

해양정보를 활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창업 · 교육
정보 및 정책을 소개합니다.

- 정책정보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해양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합니다.

- 창업정보

Kstartup은 창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정보를 제공하며, 온라인법인설립
시스템은 법인설립준비, 법인설립 온라인 민원신청, 온라인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구분 URL

해양정책 http://www.mof.go.kr/article/list.do?menuKey=851&boardKey=22

수산정책 http://www.mof.go.kr/article/list.do?menuKey=858&boardKey=23

해운물류 http://www.mof.go.kr/article/list.do?menuKey=861&boardKey=24

해사안전정책 http://www.mof.go.kr/article/list.do?menuKey=863&boardKey=25

항만정책 http://www.mof.go.kr/article/list.do?menuKey=869&boardKey=26

기획조정실 http://www.mof.go.kr/article/list.do?menuKey=871&boardKey=67

<표5-16> 해양관련 정책정보제공 URL

구분 URL

창업지원

프로그램

https://www.k-startup.go.kr/homepage/businessManage/businessManage

List.do?bizCategoryCode=BIZ_CC_5&searchDetailAt=A



320

- 창업교육정보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해양교육 정보

일반적인 해양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해양관련 인재양성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정보를 안내합니다.

- 해양교육 정보

해양교육기관에서 지원하는 교육정보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창업강좌 http://www.k-startup.go.kr/edu/edu/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https://www.startbiz.go.kr/index.do

시제품

제작업체 검색

https://www.k-startup.go.kr/common/prototype/prototypeList.do?mid=301

9267

<표5-17> 창업정보 제공 URL

구분 URL

창업에듀 http://www.k-startup.go.kr/edu/edu/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http://edu.sbiz.or.kr/edu/main/main.do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http://www.bi.go.kr/main/main.do

<표5-18> 창업교육정보 제공시스템 URL

구분 URL

프로그램소개
https://www.merti.or.kr/nmeec/web/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

=2a84502620624b0bbc85bc3840f1a5b0

사업안내
https://www.merti.or.kr/nmeec/web/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

3de056efbfc24c4da40abc3920cc77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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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취득 및 특별교육 정보

kIOST해양관련 학위취득 및 특별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전시체험

다양하고 유익한 해양정보를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 목록입니다.

<그림5-12> 전시체험 박물관 지도

자료실
https://www.merti.or.kr/nmeec/web/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

=6d9b50981bdf427986e2ff79ae3858d2

<표5-19> 해양교육정보 제공시스템 URL

구분 URL

학위취득 http://www.kiost.ac.kr/edu/sub01_01_01.do

특별교육 http://www.kiost.ac.kr/edu/sub02_01.do

청소년교육
http://www.kiost.ac.kr/cop/bbs/BBSMSTR_000000000041/selectBoardList

.do

교육정보 http://www.kiost.ac.kr/prog/islnds/edu/sub05_01/list.do

<표5-20> 학위취득 및 특별교육정보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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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소개

‘오픈마켓’은 국가해양데이터마켓센터(KOMC)에서 제공된 데이터셋을 통해, 
제작한 민간 제품 및 데이터를 자율적으로 등록·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선 ‘해양정보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입

분류 기관 URL

서울, 경기도 1. 독도체험관 http://www.dokdomuseumseoul.com

경상도

2. 거제조선해양문화관 http://www.geojemarine.or.kr

3. 국립등대박물관 http://www.lighthouse-museum.or.kr

4. 국립수산과학관 http://www.fsm.go.kr

5. 국립진주박물관 http://jinju.museum.go.kr

6. 국립해양박물관 http://www.knmm.or.kr

7. 독도박물관 http://www.dokdomuseum.go.kr

8.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http://sea.busan.go.kr

9. 울산해양박물관 http://oceancoral.kr

10. 장생포고래박물관 http://www.whalecity.kr

11. 한국해양대학교 해양박물관 http://museum.kmou.ac.kr

12. 해군사관학교박물관 http://museum.navy.ac.kr

전라도

1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http://www.seamuse.go.kr

14. 군산근대역사박물관 http://museum.gunsan.go.kr

15.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http://mmsm.mokpo.go.kr

16. 소금박물관 http://www.saltmuseum.org

17. 장보고기념관 http://changpogo.wando.go.kr

제주도

18. 국립제주박물관 http://jeju.museum.go.kr

19.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http://museum.jeju.go.kr

20. 제주해녀박물관 http://www.haenyeo.go.kr

<표5-21> 전시체험 박물관목록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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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된 기업 상품 등록부터 판매현황, 결제내역, 문의사항 등 상품판매 전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상품 등록 시, 분류와 판매금액, 판매기간, 활용방
법, 샘플자료, 라이센스 정책 등의 상품 내용을 작성하여 등록 신청을 해야 한
다.

오픈마켓 입점신청절차 및 전체 프로세스

<그림5-13> KOMC 홈페이지_오픈마켓

시제품 홍보

국가해양정보마켓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제작한 작품들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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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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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발전 방향

- 해양정보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전자해도 표준을 준수한 海아름의 확장

현재까지의 海아름은 웹서비스용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나 e-navigation이나 기
타 서비스에서 항해의 참조용으로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전자해도의 표준을 
준수한 海아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
자해도의 표준을 준수하여 기존에 제작하는 海아름(전자해도)를 개선하거나 
신규 海아름을 제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자해도 표준을 준수한 海아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海아름을 제작하기 위한 
자료 수집, 수집한 자료를 海아름 제작용으로 편집하는 DB 가공, 海아름을 어
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를 정의하는 도식 디자인 설정, 편집한 DB와 도식 디자
인 그리고 구축 축척(Level) 등을 모두 종합하여 제작하는 타일맵 제작과 그
에 대한 인프라 확대 구축의 海아름 제작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총 4단계의 海아름 제작체계 중 전자해도의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전자해도의 
레이어를 海아름 제작에 맞게 가공하고 자동갱신에 적용할 수 있도록 DB 가
공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전자해도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전자해도 레이어에 
대해 각각의 레이어별로 그 특성에 따라 海아름에 적용할 수 있도록 DB 가공 
방법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자동갱신에 적용할 수 있도
록 자동갱신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가공한 
DB를 현재는 전자해도 표준에 준수하여 표현할 수 없는 전자해도 레이어를 
그에 맞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식디자인 설정을 고도화하고, 고도화된 도식 
디자인에 따라 타일맵을 제작할 수 있도록 타일맵 제작 S/W의 개선 등 타일
맵 제작 인프라 확대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대효과

- 온라인마케팅

Ÿ 해양공공 데이터와 해양정보 서비스 플랫폼(개방해, KOMC)에 대한 인지도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Ÿ 해양정보 서비스 (개방해, KOMC) URL을 지속적으로 노출하여 사이트 유입량 증가

Ÿ 신뢰도 높은 관련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해양정보 활용 확대

Ÿ 일러스트 기반의 보여주는 콘텐츠와 흥미를 유발하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페이지뷰와 체

류자 비중이 증가하였고, 재방문자 확보 방안 필요

Ÿ 일방적인 정보제공으로 단방향의 사이트 접속 유도를 넘어, 지속적인 온라인마케팅을 통

해 댓글, 공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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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벤트 콘텐츠 노출로 적극적인 홍보뿐 아니라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것

- 맞춤형 설명회

Ÿ 해양공공 데이터와 해양정보 서비스 플랫폼(개방해, KOMC)에 대한 인지도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Ÿ 해양정보서비스 플랫폼 상세 소개와 정보 접근 및 활용방법 안내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해양정보 활용성 제고

Ÿ 해양정보 서비스플랫폼에 대한 총평 및 건의사항 등 종합토론을 통해 서비스 개선방안 

및 향후 발전 방향 모색

Ÿ 해양정보 서비스 시범개발 사업 산업화 사례와 차후 계획소개, 온라인마케팅 홍보, 사용

자 의견수렴 활동 소개를 통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 

Ÿ 행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참여기업 참여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 필요 

- 데이터백서

Ÿ 해양공공 데이터와 해양정보 서비스 플랫폼(개방해, KOMC)에 대한 인지도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Ÿ 해양정보가 활발하게 활용되기 위해 진행된 연구 및 분석 결과를 해양정보산업의 기초자

료로써 활용 가능

Ÿ 민간과 기관,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필요한 해양데이터에 쉽게 접근 가능

Ÿ 모든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민간에서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

- 홍보콘텐츠

Ÿ 브로슈어는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해양정보 산업화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알림으로써 

이해도를 높임

Ÿ 브로슈어는 해양정보산업화 활성화 기획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여줄 수 있는 

홍보간행물로 활용 가능 

Ÿ 홍보 영상은 산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와 간담회, 설명회 등에서 홍보물로써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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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모형정립(To-Be)
	 환경 및 현황분석을 통한 미래모습
	- 비전 및 핵심 키워드 도출


	 이행과제 및 단계별 추진 로드맵
	 이행과제도출
	- 19개의 산업화 이행과제 도출
	- 이행과제 우선순위 평가
	 우선순위 평가방법
	 우선순위 평가결과

	- 이행과제 우선순위 분석
	- 이행과제 선·후행 관계 정립

	 단계별 이행 로드맵 구성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정성적 기대효과
	 정량적 기대효과


	 해양정보의 수집과 통합
	 메타데이터 정의
	 메타데이터 의미와 관리체계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메타데이터 주요동향

	 메타데이터의 종류
	 메타데이터 관리 주요요소 및 데이터 연계통합 적용 시 고려사항
	 메타데이터 관리활용에 따른 데이터 연계·통합 측면효과

	 메타데이터 구축현황
	 메타데이터 조사 수행
	 메타데이터 수집 및 분석
	- 메타데이터 구성
	- 메타데이터 수집 및 분석
	- 메타데이터 분석

	 메타데이터와 공간정보 현황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표준화
	- 메타데이터 표준화(안) 구축 관련 근거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해양정보 수집,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해양수산부)

	- 국내외 메타데이터 표준검토
	- 업무 분야별 세분화/전문적인 메타데이터 표준수립
	 기본 메타표준 수립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 평가지표
	 여부도 메인
	 수량 도메인
	 금액 도메인
	 율 도메인
	 날짜 도메인
	 코드 도메인
	 시간순서 일관성
	 필수 값 완전성

	- 해양과학데이터 품질 평가지표
	 형태변환 확인
	 날짜/시간 테스트
	 전 지구적, 지역적 범위 테스트



	 메타데이터 분류체계
	 공동활용 자료 관리기반 수립
	- '17년도 분류체계
	 해양수산정보 분류코드 체계
	 해양수산정보 분류



	 해양정보 통합 및 연계
	 통합 DB구축
	- 개요
	- 32개 시스템 111종 신규자료 통합 DB 구축
	- 관리시스템
	 1. 프로세스 모니터링
	 2. 내 외부망 동기화 기능 개발
	 3. 통합 관리 기능
	 4. 통계조회 및 시각화


	 2018 신규 데이터 통합 DB 구축
	- 개요

	 연계
	- 연계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
	- 해양정보 통합플랫폼 고도화
	- 원활한 데이터 연계체계 구축

	 시스템 구성

	 해양정보 데이터셋
	 해양정보 데이터셋이란?
	 데이터셋 제작
	- 데이터셋 제작 방안
	 ① 기상청 : 부이, 등표
	 ② 개방海, 공유海
	 ③ 조업 밀집 구역
	 ④ 관할해역 해양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⑤ 해양환경측정망, 해양수질 자동측정망, 해수욕장 수질
	 ⑥ 특별관리해역, 환경보전해역
	 ⑦ ROMS 모델 수집자료, 해수순환모델
	 ⑧ 갯벌 지역, 습지보호 구역, 해양생태도
	 ⑨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핵심공간조사
	 ⑩ 보호 대상 해양생물 분포도
	 ⑪  실시간 어장, 정선 해양관측, 적조속보, 해파리 속보, 생물 종 정보
	 ⑫ 어장환경 모니터링
	 ⑬ 국립공원, 군립공원, 도립공원, 산업단지, 농공단지
	 ⑭ 해운항만통계정보

	- 자동추출을 통한 데이터셋 제작
	 ①자동추출 데이터셋 갱신 
	 ②자동 추출 데이터셋 갱신 절차


	 데이터셋 구성 현황
	- '16년도 데이터셋 구성 현황
	 서비스 대상 데이터셋 카테고리 분류




	 국가해양정보센터
	 국가해양정보활용센터의 소개 및 구성
	 국가해양정보활용센터의 소개
	 국가해양정보활용센터의 구성
	- 공동활용 플랫폼
	- 통합플랫폼


	 해양정보 통합활용 기반의 해양공간 베이스맵
	 해양공간정보표출의 필요성
	 해양공간 베이스맵 서비스의 브랜드화 ‘海아름’
	- 해양공간 베이스맵 브랜드화
	 해양공간 베이스맵 명칭 선정 및 BI 제작
	 해양공간 베이스맵 홍보물 제작


	 海아름 유지관리 및 활용 서비스 확대
	- 개요
	- 海아름의 최신데이터 갱신


	 공공기관 내부망 서비스, 공유海
	 공유海란?
	 주요서비스 소개
	 연도별 추진현황
	(내용없음)
	 '15년 시범구축
	 '16년 기능개선
	 '17년 확대구축


	 서비스 활용
	(내용없음)
	 '17년 해양정보 제공



	 대국민 해양공간 서비스, 개방海
	 개방海란?
	 주요서비스 소개
	 연도별 추진현황
	(내용없음)
	 '15년 시범구축


	 서비스 활용
	- 데이터제공 서비스
	 순위로 보는 연도별 대민이 즐겨찾는 정보



	 국가해양정보 오픈 플랫폼, KOMC
	 KOMC란?
	 주요서비스 소개
	 연도별 추진현황
	- 개요
	 '17년도 KOMC 구축
	 '18년도 KOMC 개편
	 '19년도 KOMC 고도화
	 KOMC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홈페이지 구조
	 '17년도 해양데이터포털 메뉴구조
	 '18년도 KOMC 메뉴구조

	- 홈페이지 디자인
	 '17년도 KOMC 홈페이지 오픈
	 '18년도 KOMC 홈페이지 개편

	- 데이터제공
	 '16년도 데이터셋 96종 제공
	 '18년도 데이터셋 96종 제공
	 


	 서비스 활용


	 민간산업육성 및 지원
	 민간산업육성을 위한 연구
	 민간산업육성 필요성 및 개요
	 해양정보컨설팅
	- 해양정보 산업화 특수분류
	- 해양정보산업 실태조사
	 해양정보의 연구개발 활동
	 해양정보 활용빈도
	 해양정보 활용량

	- 해양정보 큐레이션
	 해양정보 재분류
	 큐레이션 대상 정보
	 해양정보와 소비 잠재성
	 해양정보와 해양정보 특수분류(안) 산업 잠재성



	 여섯 개 분야의 민간산업육성
	 내비게이션
	- 바다 속 해저지형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첨단 해상 내비게이션
	 업무 협력 업체
	 신규 데이터셋 적용


	 포털서비스
	- 68년 만에 개방되는 해양공간정보 ‘개방海’
	 제안 수행
	 추후 진행 방향


	 가상체험
	- 새로운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
	 업무협의
	 구축 코스 선정
	 코스 구축 계획
	 스크린 골프 제작 및 탑재
	 홍보 자료 제작


	 해양레저스포츠
	- 국민들에게 해양정보를 전달해주는 스마트한 레저스포츠·방송산업
	- 해안 자전거길
	 EC3
	 시범사업 협의
	 산업화
	 장비구매
	 장비 목록

	- 스크린 바다낚시
	- 해양레저 스포츠 앱

	 해양교육문화
	- 국민과 바다를 위한 교육문화 사례
	- 거꾸로 세계지도
	 거꾸로 세계지도 연혁
	 거꾸로 세계지도가 담고 있는 내용
	 제안 계획
	 제안배경
	 추진계획
	 업체 조사
	 제안 수행
	 업무협의
	 시범사업 협의


	 생활디자인
	(내용없음)
	 제품 제작 흐름 조사
	 생활용품과 업체 선정
	 생산 및 산업화 제품 협의
	 샘플제작
	 제품생산
	 산업화



	 다양한 산업계를 위한 산업화 데이터셋 구축
	(내용없음)
	- '17년도의 구축된 산업화 데이터셋
	- '18년도의 구축된 산업화 데이터셋
	- '19년도의 구축된 산업화 데이터셋


	 산업화 지원 및 홍보
	 행사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
	- 2017 제1회 MSDI 국제워크숍
	 국제심포지엄 개요
	 주요 발표내용 및 시사점

	- 2018 제2회 EAHC MSDI 국제워크숍
	 개요
	 발표내용 


	 수요자 의견수렴
	- 민관간담회
	 업무협약


	 해양정보서비스 국민디자인참여단
	- 국민디자인단이란?
	- 2019 국민디자인참여단 워크숍
	 개요
	 참여단 구성
	 회의주제
	 목적
	 회차별 주요내용
	 서비스디자인 결과물


	 맞춤형 설명회
	- 1회차 맞춤형 설명회
	 설명회 개요
	 설명회 식순
	 설명회내용

	- 2회차 맞춤형 설명회
	 설명회 개요
	 설명회 식순


	 해양정보 공모전 개최
	- 공모전 계획 및 홍보
	- 2016년 공모전
	 공모전 개요
	 공모내용
	 시상식 및 상금
	 수상작

	- 2017년 공모전
	 공모개요
	 공모내용
	 시상식 및 상금
	 접수 결과
	 생활디자인 분야 수상작
	 앱 기획 분야 수상작
	 공모전 작품 접수
	 공모전 시상식 개최

	- 2018 공모전
	 공모전 개요
	 공모내용
	 시상식 및 상금
	 생활디자인 분야 수상작
	 산업화 기획 분야 수상작

	- 2019년 제4회 공모전
	 공모개요
	 공모내용
	 시상식 및 상금
	 생활디자인 분야 수상작
	 산업화기획 분야 수상작


	 해양정보 산업화 전시회
	- 2017 KORMARINE 국제조선 및 해양조선 및 해양산업전 참가
	 참가 전시회 조사
	 참가신청
	 참가준비
	 전시회 참가

	- 2018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여
	 전시회 참가

	- 2019 제21회 KORMARINE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 참가

	 해양정보 cook-book 제작
	- 제작 목록
	- 쿡북 구성
	 쿡북 개요
	 데이터 소개 
	 해양정보 활용사례

	- 쿡북 제작
	- 검토
	- 최종데이터

	 온라인 마케팅
	- SNS 채널 운영
	- 광고집행 및 운영
	 광고운영
	 광고스케쥴
	 콘텐츠 기획

	- 주별 광고콘텐츠 기획 및 제작
	 주별 광고
	 2차기간 9월 분석
	 3차기간 10월 분석

	- SNS별 광고실적 월간비교
	 페이스북
	 구글 페이지뷰 수, 유입자 수




	 산업화의 미래방향
	 해양정보산업추진 활성화 방안(로드맵)
	 개요
	- 추진배경
	- 추진경과
	- 유사사례와 정책

	 현황분석
	- '15년 계획 대비 실천현황
	- '19년 해양정보 산업시장
	 분야별 시장규모
	 분야별 성장률
	 종사자 분포
	 정률 미래성장예측

	- 환경/현황분석 토대 핵심요소 도출


	 2025 해양정보 산업화
	 2025년 해양정보 산업화
	- 환경과 분석
	 '15년 제1차 로드맵 추진 문제점
	 '16~'19 해양정보 산업 수준
	 '20-25 해양정보 산업 미래상

	- 추진전략 및 목표


	 해양정보산업화의 세부전략
	(내용없음)
	- 이행과제와 추진예정 일정
	 전략1. 데이터 중심 경쟁력 확보
	 전략2. 시대에 답하는 서비스 환경 마련
	 전략3. 세계로 스타기업 발굴
	 전략4. 해양정보 산업지원체계


	 기대효과(정량적, 정성적)

	 지원 홍보 확대
	 해양정보 서비스업
	- 개요
	- 해양정보 산업분야
	- 서비스업 혜택
	 수수료 감면지원


	 해양정보산업 지원
	- 시범 개발 지원
	- 사업화 지원
	- 컨설팅 지원

	 창업지원 정보
	- 정책정보
	- 창업정보
	- 창업교육정보

	 해양교육 정보
	- 해양교육 정보
	- 학위취득 및 특별교육 정보
	- 전시체험

	 오픈마켓
	(내용없음)
	 소개
	 오픈마켓 입점신청절차 및 전체 프로세스


	 시제품 홍보
	 향후 발전 방향
	- 해양정보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전자해도 표준을 준수한 海아름의 확장


	 기대효과
	- 온라인마케팅
	- 맞춤형 설명회
	- 데이터백서
	- 홍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