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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제 1 장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업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목표(Vision)
- 제2쇄빙연구선 건조* 및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정부의 북극정책 지원과 극지 진출

역량 강화기반을 확보
* 쇄빙능력(Polar 20)과 내한능력(-45°c)을 보유한 준대형급(GT 12,000톤급)으로 건조
- 북극해 관련 연구 및 극지 Test bed 등, 쇄빙선 활용 연구 및 산업의 활성화

○ 사업비 : 2,856억 원 (전액 국고)

○ 사업기간 : 2017～2021년 (1·2단계, 5년)
○ 사업추진체계

- 주관부처(해수부)는 예산배정 및 진행사항 점검을 담당하고, 동 사업 주관기관인

극지연구소에서 건조사업 총괄 및 사업 추진단 운영

예산
(정부/해양수산부)

기본설계 및
자문

요소기술
(연구소, 대학)

(국내외 선박설계사)

건조사업 총괄
사업 추진단 운영
(극지연구소)

실시·상세설계
및 건조

구조 및
안전 규칙

(국내외 조선소)

(선급)

출처 : 기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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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주요내용

○ 사업 결과물 : 쇄빙연구선 1식(주요 탑재 시설/장비 포함)

○ [사업 1단계] 개념·기본·실시설계 및 요소기술 개발(95억 원) (‘17～‘18년)
- 개념·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조로드맵 : 선박목적, 선형, 건조사양서 작성 등
- 요소기술 개발(30억 원) : 1) 빙-선체구조 해석 및 안전설계 평가기술, 2) 빙성능

최적화 및 시험평가 기술, 3) 방한성능 실용화 및 기술표준화 기술, 4) 실해역 안
전항해 및 실선 성능 검증 기술
○ [사업 2단계] 선박건조비, 장비구축비 및 부대비용(2,761억 원) (‘19~‘21년)
- 건조비(2,052억 원) : 선각(선박골격), 화물장치, 외장공사, 설비공사 등
- 연구장비 및 탐사장비(314억 원) : 연구·탐사장비 구축 (해양연구, 지구물리탐지·

음향, 해양지질·생물 관측 등), 연구지원장비 구축(해양윈치, CTD 지원장비 등)
- 부대비용(395억 원) : 감리비, 감독비, 제세금 등

□ 사업 소요예산

○ 쇄빙선 개념·기본설계비(30억 원), 실시설계비(30억 원), 건조로드맵 작성(5억 원),

요소기술 개발비(30억 원)

○ 쇄빙선 건조비(2,366억 원)
- 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 제경비, 장비구축비 등

○ 건조 부대비용(395억 원)

- 감리비, 감독비(건조원가 대비 10% 예비비), 제세금 등

나. 사업추진 경위 및 조사경과
○ 2013.09~2014.12 :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기획연구 수행
○ 2014.08 : 해양수산부, ‘14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2014.12 : 기획재정부,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미선정
○ 2015.02~07 : 사업 기획연구 보완 및 ‘1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2015.12 : 기획재정부, 2015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요약 3

다. 주요 쟁점사항
□ 기술적 타당성 분석

○ 기획과정 및 수요조사·우선순위의 적절성

○ 준대형급 쇄빙선의 국내·외 활용수요의 적절성

○ 북극관련 이슈의 적절성·해결가능성 및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연구선 공동활용체제, 복수쇄빙선 활용전략 등 중장기 운영계획의 구체성
○ 향후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총사업비(건조비), 총투입비용(운영비 및 추가 연구개발비) 추정의 적절성
○ 편익분석 내용의 적절성 및 이슈해결을 위한 효율적 대안 검토 여부
-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효과 분석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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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 과학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가. 기획과정의 적절성
(1) 기획 참여 전문가 구성의 적절성

□ 사업기획에 관여한 연구분야별 참여자는 주관기관(극지연) 소속 위주로 구성되어,

극지연 외 국내 연구자들의 폭넓은 연구수요 반영여부가 불분명하며 한계가 있음
○ 사업기획 실무T/F에 소속된 기후/자원/생물/지질 등 극지연구 분야별 참여자는

전원 극지연구소 소속이며, 외부자문단(35인)은 조선분야 및 정책·제도·경제 분야
위주로 구성되어 극지연 외부의 극지과학 연구자 의견 반영에는 구조적으로 한계
<표 1> 동 사업 기획 외부자문단 구성
세부분과
조선 기술
조선 기자재
조선 요소기술
정책 및 제도
경제성 관련
극지과학기술
특수선 운영
소계

산
7
2
0
0
0
0
2
11

학
2
2
1
2
4
2
1
14

연
0
0
4
2
1
0
3
10

소계
9
4
5
4
5
2
6
35

출처 : 기획보고서

(2) 관련 분야 수요조사의 적절성

□ 사업 기획 시 수요조사가 주관기관 위주로 진행되어, 외부 학계/연구계/산업계의 활

용 수요가 충분히 고려되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1차 수요조사 결과(13건, 연간 371억 원)는 국내 연구수요

보다는 극지연과 해외 연구기관 간의 국제공동연구 위주로 한정되고 있어, 극지연
중심의 연구수요조사로 판단됨

요약 5

[참고] 제2 쇄빙연구선 이용 국제공동연구 활용방안(수요) (출처: 부처 추가제출자료)

<북극해 환경관측 및 탐사연구>
 PAG(Pacific Arctic Group, ‘14.10~, 의장 : 극지연 강성호) 의장국으로서 RUSALCA PROGRAM 국제공동
연구 중 동시베리아지역의 연구에 주도적 참여 가능 : 6개국, 10개 기관과 북극해 국제공동연구 수행 예정
 전지구규모적 미량금속 측정을 위한 국제공동 프로젝트인 GEOTRACES팀(미국/일본 주도)과 공동연구추진
 북극해 국제공동해저시추사업(IODP)에서 추진 중인 주요해역 해저지질·지구물리탐사 참여와 한국-독일노르웨이-스발바르군도-동부그린란드 공동탐사(2019년)를 기반으로 북극점 및 북극해 3대 해령(로모노소프,
멘델레프, 알파) 공동탐사(2021～2030) 추진

<북극해 자원탐사 및 활용>
 한-러-일 극동/북극해역 가스하이드레이트 국제공동연구 수행
 미국, 유럽, 일본 등과의 국제공동연구 수행으로 극지 심해 유용 생물자원 탐사 및 확보 추진
 보버트 해안 대상 지질학·고해양학적 종합국제공동연구ARA04C(Beaufort Shelf Gas Hydrate Project)참여

○ 예타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시된 연구수요(2차 수요조사)는 외부 연구수요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으며, 수요조사 절차·내용의 적절성도 부족
- 부처는 예타 조사 진행과정에서 제2쇄빙선 활용과 관련된 ‘추가 수요조사’를 긴급

히 실시(2주간, ‘16.6월) 하였으며, 북극연구컨소시엄 소속 기관 중심으로 과제제
안서 11건을 추가 확보 (예산요구액 약 160억 원)
- 당초 사업계획서(기획보고서)상의 연구수요는 극지연 외부의 국내 연구수요를 충

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예타 조사 과정에서 긴급히 추가로 과제
제안을 받는 것은 기존 수요조사의 절차 및 내용이 부적절함을 반증함
- 2차 수요조사까지 포함된 총 연구비 요구 규모는 연간 531억 원 수준이나, 이는

해수부의 극지·대양 관련 R&D예산 투자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임
□ 현 사업계획서는 수요확인→임무검토→사양확정 등의 절차1)로 사업기획이 이뤄지

지 않아, 실제 선박 수요에 비해 과잉사양이 제시되었음

○ 쇄빙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를 특정한 후 실제 필요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사

업의 필요성 및 다른 방식(사업 추진 대안) 여부를 검토한 후, 선박과 같은 체계개
발의 경우 수행 필요 임무를 반영한 개념설계를 통해 선박사양 확정 후 이를 사
업계획에 반영·구체화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기획 절차임
○ 건조사양 결정 이전에 해당 쇄빙·내한 성능이 필요한 국내·외 북극 연구·활용수요
1) 쇄빙선을 통해 해결(해야할/가능한)문제·필요수요 검증 → 대안여부 및 임무를 반영한 선박 개념설계 → 대
안검증 후 사업계획 구체화(사양도출 및 내·외부 의견수렴 통한 사양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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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조사 결과가 먼저 구체화되고, 이후 쇄빙선 신규건조를 포함하여 이러한
임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수단/대안2)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된 후 동 사업 내
용과 같은 ‘특정사양의 선박 신규건조’로 기획되었어야 함

○ 그러나 사업계획서에는 기존 쇄빙선(아라온호)의 국내 수요 반영률이 평균 60%대

라는 것 외에는 쇄빙선 활용수요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하고,
이를 반영한 선박 개념설계도 이뤄지지 않았음
□ 연구장비 수요조사 역시 극지연 내부 의견 중심으로 이뤄져, 향후 신규 쇄빙연구선

이 건조되더라도, 주 사용자는 여전히 극지연 연구진으로 한정될 것으로 판단됨

○ 아라온호 승선경험자 중심으로 시설·장비 수요조사가 이뤄졌으나, 조사응답자의
95%가 극지연 소속이며, 극지연 외부의 국내 연구자 수요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및 검증절차가 별도로 나타나지 않았음
○ 따라서, 선내 연구활동에는 반드시 극지연 내부연구자 참여가 필수적이며, 향후

원활한 장비 운용을 위해 극지연 연구원 충원이 동반되어야 함. 이는 향후 선박
건조비용 외에 (극지연)출연금 증액 등 추가 국고지원이 수반되어야함을 의미
- 외국 연구선 사례처럼 장비운영전문가(전문 전자기사·엔지니어 등)가 부재하고,

모듈화된 장비를 승선시 함께 지참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사실상 극지연 연구
자 부재시 해당장비에 대해 외부연구자가 임의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구조임
<표 2> 제2쇄빙선 장비·시설구축 수요조사 응답자 현황
응답자 현황

연구분야별 응답현황

출처 : 기획보고서

2) 대양·극지 R&D사업(과제)증액, 연구인력 양성사업 신설, 국제공동연구 협정 및 투자MOU, 탐사권·지분율 확
보 등을 통한 (자원탐사·개발)외교협정 추진 둥

요약 7

□ 선박 요소기술개발 수요조사도 쇄빙선 신규건조와 관련성이 적거나 국내 관련기술

보유 여부가 조사되지 않아, 수요조사 과정의 적절성이 부족함

○ 해당 요소기술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쇄빙선의 주요 성능을 충족하는 쇄빙

선 건조가 가능3)할 것이므로, 기술개발과제 도출 절차의 적절성이 부족

○ 아라온호 승선자, 극지기술연구회 소속 산·학·연, KRISO, 선급(KR) 등을 통해 R&D

과제가 도출되었으나, 국내 주요 민간기업·대학의 기술보유 여부는 조사되지 않음
□ 제시된 연구수요도, 국가적으로 시급한 수요라기보다는 국내 극지연구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극지연의 활용 수요 위주로 기획된 측면이 큼
○ 신규 쇄빙선의 투입 시급성이 강조된 북극연안국 EEZ주변(북극해) 지형연구 공동

협력연구는 대부분 극지연이 도출한 희망 연구 수요이며, 해당국과 사전 협의된
내용이 아님
(3) 우선순위 설정과정의 적절성

□ 신규 쇄빙선의 제원은 연구수요를 토대로 도출된 것이 아닌 사업 기획주체의 건조

규모 목표를 바탕으로 설정되어, 제원의 적절성이 부족하고 향후 변동가능성도 높음

○ 쇄빙능력(Polar 20), 내한능력(-45°c), 준대형급(12,000톤급), 문풀(탐사용시설) 등의

주요 사양은 국내 연구수요 조사와 관계없이 기획T/F·내부간담회에서 사전 결정됨
<표 3>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제2쇄빙연구선 제원별 우선순위
우선
순위

건조제원 항목

우선
순위

건조제원 항목

우선
순위

건조제원 항목

1

쇄빙능력

2

내한성능

3

운항 경제속력

4

보급유 적재능력

5

항공유 적재능력

6

헬기 탑재능력

7

컨테이너 적재능력

8

크레인 규모

9

A-프레임 규모

10

Moon Pool 설치

11

승선인원

12

청수적재량/일일조수량

13

항해유 적재능력

14

무보급 항해일수/거리

출처 : 기획보고서

3) 국내 민간기업 관계자(OO조선소 기술연구소) 및 선박분야 전문가 의견 : ”쇄빙선은 얼음을 잘 깨는 쇄빙능
력, 얼음에 잘 견디는 내빙성능, 혹한을 견딜 수 있는 결빙성능, 안전시설 등 총체적인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시된 제2쇄빙/내한성능 보유 선박은 국내 조선사 보유기술로도 충분히 건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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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예정 임무·기능에 대한 검토 후 제원별 요구사항이 도출되는 단계인 개념설계

가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쇄빙선 요구성능의 우선순위 변동가능성이 높음

○ 실질 수요에 기반한 합리적 선박 건조를 위해서는 ‘개념설계’를 통해, 연구·활용수

요 조사·검증 후, 수요에 따른 필요·요구 성능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최적 선박사양
이 결정되어야, 향후 선박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조 지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음

요약 9

나. 사업목표의 적절성
<표 4>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에 기반한 논리모형 구성
1. 이슈 / 문제
○
○
○
○
○
○
○
○

북극전용 쇄빙선 도입으로 극지 연구항해 일수 부족 해소
아라온호의 운항일수가 포화되고 있어 기지보급 한계 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우리나라와의 국제 공동연구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북극 공동연구협력 확대 및 외교활동 강화 필요성
자원고갈과 자원개발시 고비용으로 인한 북극에 부존하고 있는 미래자원 확보경쟁 심화
북극연안국간의 영유권 경쟁 가속화
북극항로라는 新물류루트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용성 기대
기존 선박사양으로는 북극연구 수요에 대응이 어려움
지구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기상관측과 이상기후 대비에 대한 중요성 증가

2. 목표

3. 수혜자

○ 제2쇄빙연구선 건조 및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정부의
북극정책 지원과 극지진출 역량 강화 기반을 확보
- 쇄빙능력(Polar 20)과 내한능력(-45℃)을 보유한
준대형급(GT 12,000톤)이상으로 건조
○ 쇄빙선 활용 연구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극지 Test bed 등)

4. 투입

5. 활동

○ [직접] 국내 극지 연구기관 및 학계
○ [간접] 국민 및 국내 거주자,
물류/항만 관련 지자체 및 산업체

6. 산출

7. 성과 / 영향
○ 정책적측면
- 국가북극정책의 효율적추진
- 기술외교통한 국가위상증대

○ 전액국고지원
- 총 2,856억 원
○ 건조인력투입
- 핵심기술개발인력
- 선박설계/건조인력
- 운항·지원인력
- 극지연구인력
○ 건조인프라 투입
- 시설·장비 등

○ 제2쇄빙선 건조추진
- 건조사양/핵심기술도출
- 개념/기본설계, 로드맵작성
- 실시설계, 핵심기술개발
- 건조/공정관리, 시험운항
- 국내·외 설계전문기관 자문

○ 제2쇄빙선
○ 핵심요소
기술

8. 가정
○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통해 극지연구 활성화 및 Test Bed 역할 강화 가능
○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통해 국제 과학 경쟁력 향상 및 북극자원 확보 가능

○ 기술적측면
- 극지과학 연구영역/영향력확대
- 쇄빙선관련 핵심기술확보
- 연구/탐사장비 개발역량 제고
○ 경제·사회적측면
- 국내항만/물류산업 성장촉진
- 조선·플랜트수주증가 기여
- 기후변화예측·대응가능
- 미래에너지자원 확보
- 극지운항관련 전문인력 양성
- 북극항로 물류 비용/시간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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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사업계획서에서는 북극 관련 이슈들을 제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대형급 쇄빙선 추가 건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슈들은 쇄빙선
투입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사업과 관련된 범주로 이슈가 적절히 표적
화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동 사업의 목표인 북극 정책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이슈는 경제적 관점, 과학

기술적 관점, 국제외교적 관점 등으로 분류됨

[그림 1] 사업계획서상의 북극 정책 및 역량강화 관련 이슈
출처 : 기획보고서

○ 동 사업은 북극연구의 강화를 위해 현재 상황(기존 아라온호가 남극위주로 활동)

에서 북극전용 선박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 추진되었으나, 북극전용 쇄빙선의 추
가건조가 국가 북극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인정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북극 연안국인 미국, 러시아, 캐나다 외에도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의 북극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쇄빙선 추가도입 외에도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음
- 대표적 정책수단으로는 주요국 국책·민간기업간 자원개발 협력, 북극권 해양환경

보호 활동, 북극권 기후변화·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이 있음

○ 특히, 사업계획서에서 강조하는 북극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기초탐사에 쇄빙선을

투입하는 기술적 접근 외에도 외교적 협력관계, 지분투자 확대 등 다양하고 실질
적 접근이 요구됨

요약 11

(2) R&D외에 효율적 대안 가능성

□ 사업계획서에서 제기된 북극관련 이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다양하게 존재

할 수 있음
○ 제2쇄빙선 건조사업은 향후 30여 년간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대형 해양

인프라 구축 사업이므로 ‘신규 건조’(Make)와 ‘임차’(Rent)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함
○ 현재 우리나라의 국력/연구 수준을 고려하여 준대형급 쇄빙선 신규 건조 외에도

위의 유효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임
□ 사업계획서에서는 북극관련 이슈 해결을 위해 ‘준대형급 신규 쇄빙선 건조’를 제외

한 다른 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함
○ 부처는 임대 가능성, 구입 가능성, 기술 확보 등의 대안을 검토한 결과 신규 쇄빙선

건조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 활용수요 및 북극진출 역량을
고려할 때 연구전용 쇄빙선 추가 건조가 유일 대안이라는 논거는 설득력이 부족
○ 사업계획 대비 적은 비용으로, 앞서 제시된 이슈·문제를 해결 가능한 다른 대안으

로는 타국 쇄빙선 임차, 보급중심 쇄빙(내빙)선 확보 등이 존재할 수 있음
- 타국 쇄빙선 임차를 통해 동 사업 대비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나, 활용시기에

맞추어 적기 임차 가능성은 다소 불명확함
- 다목적 쇄빙(내빙)선으로 주로 남극에 위치한 극지 기지보급에 주력하고, 기존 아

라온호는 북극해 연구항해 일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대안의 가능성이 존재함
(3) 사업목표의 구체성

□ 북극 전용 쇄빙선 건조는 국가적 북극역량 강화를 위한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하며,

동 사업의 목표인 건조사양 자체가 북극역량 강화기반 확보로 동일시되는 것은 부
적절함
○ 부처는 사업목표로 제2쇄빙연구선 건조 및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정부의 북극정

책 지원과 극지 진출역량 강화기반의 확보를, 부가 목표로 북극해 관련 연구 및
극지 Test bed 등 쇄빙선 활용 연구 및 산업의 활성화를 각각 제시하였음
- 또한 건조목표 사양을 쇄빙능력(Polar 20)과 내한능력(-45°c)을 보유한 준대형급
(GT 12,000톤급 이상)으로 함께 제시

12 제2쇄빙연구선 건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국내 북극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제2쇄빙선 건조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다른 정책·지원수단에 비해 대체 불가결한 유일한 대안이 아님
- 정부 북극정책 지원과 극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쇄빙선 건조 외에도 다양한

정책 지원 수단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쇄빙선 건조라는 지원 수단이 반드시
효과가 높다고 볼 여지도 적음

※ [경제적] 북극권 국가 자원개발사업 참여/지분율 확보, 북극해운 관련 기업·국가간
협력, [외교적] 북극 이사회 및 주요 이해관계자 단체 지원, [과학적]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지원, [기타] 기지보급 방식 다양화, 기자재 산업계 지원(국산화 및 실증)
□ 제2쇄빙연구선 건조 및 성능사양(Polar 20 등)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 보다는,

쇄빙선과 같은 대형 해양 인프라 건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극지역량 강화에 어떠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제시되어야 함
○ 사업목표인 북극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떠한 임무4)가 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신규 쇄빙선을 어떠한 용도로 쓸 것인지, 또한 이러한 수단(준대형급 쇄빙선)만이
유일한 대안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함
○ 선 건조, 후 가능성 타진(자원개발, 북극新항로 등에 활용계획 마련)은 선후관계가 잘못됨

○ 북극전용 쇄빙선 추가투입을 통해 우선 연구·항해일수를 증가시킨 후, 향후 국제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신규선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논리는 부적절함
□ 사업 부가 목표인 극지 테스트베드 활용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도 실현가능성이

불명확함
○ ‘극지현장 테스트베드’ 활용 목표와 관련하여, 조선기자재의 국산화 개발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국내개발 조선기자재 현황, 민간의 테스트 수요·의향서 등 관련 계획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불명확함
- 쇄빙선 활용실적과의 연관성5)이 불명확하므로, 기자재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는

목표는 달성 후 효과가 의문시됨
- 테스트베드 수행계획 및 이후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도 부재하여 구체성 부족
4) 일례로 북극 자원확보 임무를 위해서는 단순 연구선박 투입보다는 국가간 자원개발 협력 제휴·협정체결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교 전략, 관련국 지원정책이 사전에 구체화되어야 함
5) 기자재 내한성능 테스트를 위해서는 쇄빙선 갑판상부가 아닌 극지 현지기지 또는 연구시설(cold chamber)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기온·환경조건이 일정하지 않은 쇄빙선에 장착(예: 갑판 위)한 운용결과에
대한 track record가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는 적음

요약 13

(4)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성

□ 쇄빙선 신규 건조 필요성으로 제기된 북극관련 이슈는 상당부분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동 사업으로 해결가능성 낮음
○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일부 해결이 가능하거나 관련성이 존재하는 이슈는, 연구항

해일수 확대, 운항예비일 확보, 북극 공동연구협력 확대 등으로 매우 제한적임

○ 북극외교 강화, 북극해 광물자원 개발, 북극 물류항로 개척 등의 이슈는 동 사업

과 관련성이 적거나 해결가능성이 낮으며, 기존 선박의 북극해 운용성능 부족, 북
극점 부근 기후변화조사 등의 이슈는 동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부적절한 이슈임
□ 북극 전용 쇄빙선 도입을 통해 북극 연구항해 기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

분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기존 쇄빙선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서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상황임
○ 부처는 현재 단일 쇄빙선(아라온호)으로 부족한 북극 연구항해 일수 확보를 위해

북극전용 쇄빙선 추가 건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대체로 인정 가능함

- 제2쇄빙연구선 신규 건조가 이뤄질 경우, 북극 항해일수는 기존 60일→170일로

약 3배 이상, 연구항해 일수는 30일→145일로 약 4.5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 (기존
쇄빙선인 아라온호의 남극 항해일수/연구일수는 1.4배/2.4배로 확대 예상)

○ 다만, 현재 단일 쇄빙선으로도 현 국내 북극연구 수요의 약 75%(평균 27일, 승선

신청일수 대비 약 9일 부족)를 소화하고 있고, 기존 아라온호의 운항일정 조정 등
운항 효율화를 통해서도 항해일수의 추가 확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 쇄빙선 투입을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 항차에 대한 우선순위·적절성 검증 없이 모

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 최근, 특정시기(‘13~’14년)의 쇄빙선 투입기간 부족은 일시적 수요(제2 남극기지

건설을 위한 보급 기자재 수송)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만성적 투입일수 부족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오히려, 향후 복수 쇄빙선 운용에 따른 운영비 문제로 동 선박 건조 후 과도한 예

비일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하였음
□ 아라온호 운항예비일 확보를 통한 기지보급 확대, 안전사고 대비 등의 이슈는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제기된 이슈는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음

14 제2쇄빙연구선 건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신규선 건조 후 기존 아라온호에서 없던 약 2달의 예비일(0일→62일)을 확보하는

것은 선박 유지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방지 차원에서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제2쇄빙선 신규 도입은 북극 및 남극 기지보급일수 확대와 관련성이 적음
- 남극 기지의 물자·인력 지원은 항공편 등 다른 보급대안이 존재하며, 제2쇄빙선

건조 계획이 향후 남극기지 보급일정이 ‘급증할 전망’에 기초하여 마련된 것이 아
니므로, 남극기지 보급일수와의 인과관계는 다소 낮음6)
- 북극기지의 경우 기지보급 확대 필요성7)이 낮고 향후 보급일 확대계획도 없음

○ 한편, 타국 주요 쇄빙선 운영 현황과 비교할 때 아라온호만이 특별히 무리하게 운

영되는 것은 아니며, 운항일수 포화로 인한 위험도 이슈는 다소 과장되었음
- 유휴일정(정박, 입거수리·정박, 시운전)을 제외한, 타국 주요 쇄빙연구선과 연구항

해·기지보급일수 비교 결과, 아라온호의 운항일수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편8)
- 현재에도 아라온호 입거·수리, 기항·교육 기간 등 약 2개월을 예비일로 활용하고 있음

<표 5> 주요국 쇄빙연구선 운영현황
구분

이동
항해

기지
보급

연구
항해

소계
(일)

기항지 입거수리 , 해상
정박
시운전
정비

총계
(일)

(英) James Clark Ross

156

18

98

272

40

40

13

365

(獨) Polarstern

151

8

99

258

85

11

7

365

(中) 쉐룽(雪龍)

170

45

10

225

15

-

-

240

(韓) 아라온(Araon)

142

27

64

233

86

33

13

365

출처 : 추가제출자료

□ 추가 쇄빙선 투입을 통한 북극해역의 국제협력 활동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

는 부분이나, 쇄빙선과 같은 장기·대규모 해양 인프라 투자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함
○ 제2쇄빙선과 같은 대규모 해양 인프라는 글로벌 협력 관점에서 극지 해양 기초연

구를 지원하게 되며 국제공동연구에서도 그 효용성이 인정됨
6) 제2쇄빙선 건조 이후에도 남극기지별 보급지원일수는 단독쇄빙선의 보급기간이 현재 2월/11월 경 등 약 20
여일에서, 신규선 건조 이후에도 1월/3월/11월 등 약 20일로 제시됨 (부처 추가답변자료, 2016.8)
7) 북극 다산기지(노르웨이 스발바르 섬에 위치, 북위 78.5도)는 민간분양 방식의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
규모 기지로 현재 규모에서 확대가 사실상 어려우며, 보급은 대부분 항공편으로 운송하고 있어 준대형급 쇄
빙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음 (내빙화물선으로도 보급 가능)
8) 쇄빙 전용선으로 건조된 것이 아닌 중국 설룡호를 제외한 타 쇄빙연구선과 연구항해일수를 비교한 결과

요약 15

○ 북극전용 신규 쇄빙선의 가장 큰 활용처인 북극해 기초조사활동(기초R&D활동)에

서 연구조사선의 충분한 연구항해일수 확보 필요성이 존재함
- 다만, 쇄빙능력보다는 연구항해일수 및 연구원 승선규모 확대가 더 중요함

○ 그러나, 북극 연안국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고 비연안국인 우리나라가, 해양분야

글로벌 기초연구를 위해 대규모 건조예산을 시급히 투자하고 지속적인 운영예산
을 투입해야 될 당위성은 부족
○ 美, 日 등 주요국은 다수의 대형연구선 등 해양 대형인프라(쇄빙선 등)의 운영비용

문제로 인해 자국 선박보다는 타국과의 인프라 협력을 통해 자국 수요를 충족하
려는 전략을 취함
-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타국 인프라 공유, 공동연구 추진을

꾀하고 있으며, 기존 선박 퇴역/신규 추가건조를 미루고 운용기간을 늘이는 추세
- 일본은 인구감소·고령화 등 장기세수확보 부족 문제로 해양분야 인프라 예산의

확보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운영비 문제로 쇄빙선 이용일수 축소9)를 추진 중
□ 비연안국인 우리나라가 주변국의 협조 없이 독자적인 북극해 부존자원 탐사가 가능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준대형급 쇄빙연구선 투입과 북극 광물자원 개발·확보
는 관련성 및 인과관계가 부족
○ 부처는 제2쇄빙선의 건조가 시급한 이유 중 상당부분이 북극해의 부존자원(광물·생

물자원)에 대한 확보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설명
- 쇄빙연구선을 활용한 북극해 해저자원 환경탐사는 향후 자원개발을 위한 기초조

사이며, 연안국과 공동연구를 통해 북극권 자원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

○ 그러나 북극 자원탐사, 특히 광물자원 탐사·개발·확보를 위한 연구쇄빙선 투입은 북극

연안국의 견제로 인해 현실성이 매우 부족하며,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논의도 부재함
- 북극해 연안국 간 북극 부근 대륙붕에 대한 치열한 외교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에서, 비연안국인 우리나라가 제2쇄빙선을 이용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북극해 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지분주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 계획서 상 부재
- 추가 소명자료로 제출된 러시아, 미국 등과의 북극해 공동연구 내용은 북극해양

조사협력 수준으로, 협력 조건·내용 중에 아라온호급 이상의 쇄빙선의 투입 ‘요청’
이나, 북극해 ‘자원’탐사와 관련된 언급 및 논의된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음
9) 최근 한국의 제2쇄빙선 신규건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국 쇄빙선(Shirase; 대형급)과의 운항계획
공조를 희망함. 이를 통해 연구활동 기간은 유지하되 자국 선박의 운항일수 축소를 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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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해 비연안국인 우리나라가 경제성 있는 북극해 광물자원 개발(시추·경제성 확

보)까지 이루기에는 연안국 협조 등의 난관이 매우 많으며, 쇄빙선의 신규 건조·투
입과는 인과관계도 부족함
- 자원개발·운영권 확보는 탐사활동 외에 북극 연안국의 EEZ내 광권(개발허가권)획

득이 전제되어야하며, 연안국과의 합의 없이 쇄빙연구선 투입만으로 북극 자원
확보는 불가
- 연안국과의 구체적 협의·합의 없이, 북극해 공동 탐사활동에 준대형급(12,000t) 쇄

빙선을 투입만으로 북극 광물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은 매우 과장되었으
며, 막연한 북극 부존자원이라는 이슈로 준대형급 쇄빙선 신규건조·투입의 명분
을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
- 유빙으로 인한 열악한 탐사여건, 탐사비 고비용 문제, 자료획득·분석 경험부족 등

으로 인해, 북극 공동탐사용 쇄빙선 투입과 경제성 있는 자원 확보 가능성은 별
개의 문제임
○ 북극해 쇄빙선 추가투입을 통한 주요 기대성과는 사실상 북극해 지질환경 자료

확보(북극점 부근 해저탐사를 통한 지구 진화역사 탐구)는 쇄빙선 신규투입을 통
해 기대되는 국가적 실익 여부가 불분명10)
- 기획보고서상 제시된 시급한 조사이슈는 ‘해양자원조사’가 아닌, ‘해저지질조사’임.

즉, 북극 연안국의 EEZ경계·영해 다툼과 관련된 해저 지질조사 이슈가 가장 시급
하다고 제시하고 있음
- 해저지질 공동탐사는 자원개발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낮고, 연안국간의 EEZ 대륙

붕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직접적인 국익 창출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22년까지 현재보다 큰 쇄빙선을 건조·투입해야 하는 이유는, 북극해 연안

국간의 영유권 다툼(EEZ 대륙붕 주장)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당국 공동연구
제안에 극지연이 참여하려는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됨
- 국가적 필요성이 아니라 특정기관의 국제 공동조사 활동 요구와 관련하여 대규모

정부투자의 시급성은 명확하지 않음

10) 꼭 필요하다면 공동연구 참여예산의 지원 검토가 비용효율적임. 자원·영해 등의 배타적 연구활동이 아닌 분
야이므로, 타 국(중, 일, 독, 미)에서 대형쇄빙선이 건조될 경우, 탑승 후 공동연구 참여 기회가 충분히 가능
할 전망이며, 진화역사용 조사활동을 굳이 겨울에/국내 쇄빙선으로 반드시 할 필요성도 적음

요약 17

□ 북극외교 강화 이슈와 관련하여, 북극해 연구활동의 외교적 가치는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북극 이사국과의 외교력 강화와 준대형급 쇄빙선 투입은 인과관계가 낮음

○ 북극외교 관점에서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유지와 준대형급 이상의 쇄빙선 투입

과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고, 준대형급 신규선 투입이 지위유지 조건이 되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소명된 바 없음
- 극지외교 관점에서 북극이사회 옵저버 지위 유지와 복수 쇄빙선 운용의 상관관계

는 인과성을 찾기 어려움
- 현재 북극 옵서버 평가 체계로는 ‘북극 전용’ 쇄빙선 도입만이 옵서버 지위 유지에

필요조건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북극권 외교 강화는 신규 쇄빙선 규모와는 관계가 없으며, 준대형급 쇄빙선 신규

투입 이외의 방법으로 북극사회에 기여를 요망하는 외교적 수요는 상존
- 북극 권역(육상·해상)의 글로벌 공동개발 사업 직접지분투자, 북극권 지역단체에

대한 지원강화 (북극 해양환경·원주민 보호 프로그램 지원) 등

○ 외교/학술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북극권 영향력 확대는 준대형급 이상의 대형

쇄빙선 투입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쇄빙선 신규 건조 이외의 방법으로도
북극사회에 기여를 요망하는 북극 이사국의 외교적 수요11)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
- 북극권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북극이사회를 비롯한 북극관련 국제기구 참여도·

기여도 제고 및 관계증진 노력12)이 더욱 중요하며, 관련 학회·포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관련국과의 추후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접근 방법임

11) 글로벌 북극 연구개발사업 직접투자 확대, 지역단체 지원강화(북극해양 환경·원주민 보호프로그램) 등
12) 원주민과의 스킨십 강화 위한 지원 프로그램, 북극환경 보전·개선 활동을 위한 인접국 (자금)협력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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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북극 옵서버 평가 체계 (출처 : 추가제출자료)
 북극 이사회 옵서버 지위는 4년마다 활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 옵서버 승인이 의결된
장관회의 (2년마다 개최 )를 기준으로 차차기 장관회의에서 옵서버 유지여부가 결정됨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활동결과를 검토할 예정 )

 장관 회의에서 옵서버를 승인 (또는 재승인 )하는 척도
‣
‣
‣
‣
‣
‣
‣

북극이사회 설립 목적 수용 및 지지 여부
북극권 국가의 자주권 및 통치권 , 사법권 인정 여부
북극해양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법치체계 인정 여부
북극 원주민과 거주민의 가치 및 문화적 전통 존중 여부
상시참여자 및 북극 원주민에 기여 가능한 정치적 의지와 재정적 능력 증명
북극이사회 업무 (북극 전반 )와 관련해 옵서버 신청국의 관심과 전문성 증명
북극 이슈 및 관심사 등 북극이사회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지원 능력 증명 등

□ 新 북극항로와 관련하여, 준대형급 쇄빙선 투입 논리는 이슈간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타당성도 부족

○ 러시아 북동항로 등 기존 북극항로 물동량 증가, 러시아의 쇄빙지원능력 한계 등

의 이슈는 준대형급 연구목적 쇄빙선의 신규투입과는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음
○ 현시점에서는 기존 북극항로 운항 및 신항로 개척을 목적으로한 쇄빙선 투입은

주변국 및 해운사와의 협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불확실성이 높음
- 현재 북극해 러시아 항로는 타국 쇄빙선이 단독운항을 할 수 없는 항로이며 반드

시 러시아 쇄빙선이 함께 운용되어야 함. 따라서 제2쇄빙선이 북극항로 물류 지
원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북극점 주변해역(북위 80도 이상)의 물류목적 新항로 개척 수요는 위험도 문제,

현재의 국내 해운사 실정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수요확보가 난망
- 글로벌 해운사도 新물류항로 개척·활용에 대해 현재 부정적이며 시기상조인 것으

로 전망하고 있음. 현재 개척된 북극항로도 내빙화물선 운영비, 쇄빙선 및 네비게
이터(빙해역 pilot) 고용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으며, 향후 20~30년 내에 북
극항로가 실제 물류루트로서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북극 연안국을 배제한 新 북극항로 개척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
- 북극 연안국들은 항로 개척활동의 연장선상에 북극자원 확보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

하여 非연안국의 독자적 북극해역 운항시도에 대해 노골적인 견제 움직임을 보임

요약 19

- 미국은 자원개발 지연·경제성 미확보 등을 들어 북극해 자원조사활동의 규제를

강화13)하는 등 연안국/비연안국의 무분별한 북극자원 관심을 억제하고 있음
- 러시아는 자국인근 북극해 자원에 대한 독점적 지위 확보노력14)을 꾸준히 진행중

○ 최근 해수부의 정책연구 결과(‘17.3)에 따르면, 정부의 명확한 북극전략 존재 여부에

따라 북극항로 정책과 관련된 복수의 결론(대안)이 검토되었으나, 준대형급 쇄빙선
의 필요성을 입증할 근거는 여전히 부재하였음
□ 기존 선박사양에 한계가 있어 북극연구 수요 대응이 어렵다는 논리는 근거가 부족

○ 제2쇄빙선의 수행예정 연구는 기존 아라온호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내용과 유사

한 부분이 많으며, 아라온호 규모로는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근거는 부재함
- 준대형급 쇄빙선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북극연구·조사 내용은 명확하지 않으며,

관련 근거도 구체적이지 않음
- 동절기에는 북극해역에 접근할 수 없어 관련연구가 불가하다는 논리는 사실과 다름.

일례로 연구수요로 제시한 과제 중 대표 과제인 ‘북극해 환경변화 이해 및 활용연
구’의 경우, 3m이상의 쇄빙능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으나, 실제 연구는 동절기를
제외한 6~10월 중에 진행 예정이고, 현재 아라온호 쇄빙능력(1m 쇄빙)으로도 접근가
능한 해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므로 신규 쇄빙선 요구사양(3m급 쇄빙)은 과장되었음

13)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극해에서의 석유·가스 개발 금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견제 (2016.11.18.) ;
축치 해나 보퍼트 해에서 석유 시추가 허용될 경우 북극 생태계에 ‘상당한 위험(significant risks)’이 될 것이
며, 높은 탐사비용과 저유가로 인해 석유 기업들이 이곳에서 자원개발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경제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14) 러시아 환경자원부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극 프로젝트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2016.11.21) 2017년에 ‘야말 LNG’ 프로젝트에 따라 첫 선박들을 운항시킬 예정임. 내년에는 ‘로스네프티
(Rosneft)’와 ‘가즈프롬(Gazprom)’이 자신들의 대륙붕 개발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루코
일’은 동-타미르스키(East Tamyrsky) 지구에서 시추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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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계 기 후 환 경 조 사 북 극 해 관 측 지 역 (‘1 6~ ’20)

북 극 해 결 빙 분 포 상 황 (20 13년 10월 기 준 )

[그림 2] 제2쇄빙선을 이용한 기후환경변화 연구계획 및 북극해역 결빙상황
출처 : 기획보고서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위해서는 해빙지역이 더 적합하며, 기후조사를 위해

준대형급 쇄빙선이 북극점 주위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은 적음
○ 글로벌 기후변화 연구라는 명분만으로, 투입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12,000톤급

준대형 쇄빙선의 건조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 특히, 핵심 근거로 제시한 논문 자료(Nature Geoscience, 2015.10)에서도, N°75 이상

고위도의 인공위성 원격탐사데이터(SAT; 표면온도)를 분석하였으며, 쇄빙선의 투입
언급은 전혀 없음. 따라서 해당연구에 쇄빙선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아님
- 북극발 기상이변 연구를 위한 쇄빙선 투입의 유용성은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하절기 외 추가 투입으로 인한 자료확보가 실제 연구성과 우수성 제고에 명확히
기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함
- 현재 제안된 기후분야 과제 연구계획서상에서도 높은 쇄빙성능에 앞서서 충분한

연구일수 확보15)를 더 요구 및 중시하고 있음
○ 기후변화 연구라는 글로벌 연구이슈 조사를 위해, 우리나라 쇄빙선이 아닌 타국

쇄빙선 승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북극한파 요인 연구가 필요한 해역16)에 아
라온호가 여름시즌 및 춘추기에 운항 가능함
15) 온난화 원인 분석을 위한 고위도 대기연구과제 제안서에서도 아라온호의 활용한계는 2m 이상 쇄빙능력 부
재보다는 충분한 연구일정(ship-time)부족 및 관련 관측장비 미설치(해빙 위)가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음
16) 카라해, 바렌츠해 (러시아 북쪽, 노르웨이해~동시베리아해 사이) 및 축치해 등이 언급됨

요약 21

○ 기존 아라온호 수준 쇄빙능력으로도 최적 연구해역(북위 75°부근)에 접근이 가능

하며, 실제 제안된 과제계획서상에서도 높은 쇄빙성능에 앞서서 충분한 연구일수
확보17)를 더 요구하고 중시하고 있음
- 글로벌 기후변화·기상이변 연구는 현재 해빙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북

위 70~80도 부근에서 활발함 (10월에는 아라온호도 북위 75~85도까지 접근 가능)
- 북극 다산기지는 육상에 위치하여 대기관측은 365일 내내 가능하며, 북극점 부근

에서 기후연구조사가 필요할 경우 헬기 등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
○ 글로벌 기후변화 연구에 쇄빙선 투입 필요성, 비용효율성 및 대안 여부에 대한 충

분한 검토 없이 쇄빙선 도입 논거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북극점 부근
의 쇄빙선 투입을 통해 기후연구를 진행하는 사례는 파악되지 않으며, 과잉 사양
인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사업목표를 달성(준대형급 쇄빙선 신규건조)하더라도 사업계획서상 제시

된 북극관련 이슈·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거나 연관관계가 부족함
○ 제시된 북극관련 이슈·문제의 상당수는 신규 쇄빙선 건조와 상관없이 해결이 불가

하거나, 준대형급 쇄빙선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임무 대비 과잉사양으로 판단됨

(5) 수혜자의 표적화의 적절성

□ 신규 쇄빙선 건조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 기대효과, 연구수요조사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는 주관기관으로 사실상 한정되어 있음
○ 사업계획서에서는 동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를 국내 극지연구기관·학계, 조선기자재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로 제시하고, 간접적 수혜자로는 일반국민(국내 거주자)과
물류/항만 관련 지자체·산업체로 제시

○ 기존 수요조사 결과, 국내 극지(북극)관련 학회 운영현황, 아라온호 탑승 조건 등

을 고려할 때, 동 신규 쇄빙선 역시 국가차원의 수요에 따라 건조가 추진된다고
보기보다는, 동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인 극지연(해수부)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음

17) 과제 제안서(온난화 원인 분석을 위한 고위도 대기연구)에서도 아라온호의 활용한계는 2m이상 쇄빙능력 부
재보다는 충분한 연구일정(ship-time)부족 및 관련 관측장비 미설치(해빙 위)가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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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은 일본·중국과 같이 범부처적(국가차원 수요)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특

정 기관(극지연) 및 일부 해수부 수요 중심으로 기획·추진되어 왔음
- 타 부처과의 협력방안 논의도 주관기관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등 타 부처/기관은

수동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제2쇄빙선 건조 이후 가장 큰 활용처는 극지연과 북극 연안국과의 공동조사활동

투입이며, 이를 통해 극지연은 국내 관련 학계에서의 우월적 지위 및 국제적으로
도 위상이 더욱 강화할 전망이므로 동 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 명확함
○ 직접적 수혜자로 설정한 ‘조선, 기자재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는 부적절하며,

동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로 보기 어려움
- 제2쇄빙선에 장착될 장비는 거의 대부분이 수입 장비로 진행될 예정이고, 관련 기

자재 산업체의 동 쇄빙선을 통한 ‘극지 테스트베드’ 활용 수요도 불명확한 상황임
- 부처가 제시한 논리모형상 동 사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에서 ‘조선·기자재 관

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음

요약 23

다.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동 사업의 세부활동인 ‘신규 쇄빙선 건조과정’의 경우, 기존 아라온호 건조 과정에

서 나타난 선박구조·사양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파악하여 이러
한 부분이 신규선 건조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나 기획보고서상에는 관련 내용이 부족
○ 특정 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한 쇄빙선을 신규 건조하는 것이 동 사업의 주요내용이

므로, 동 사업의 주요 세부활동은 신규선 건조활동, 연구장비 사양설정, 건조시 필
요기술 개발 등으로 설명될 수 있음
○ 그러나 아라온호 및 유사연구선 건조과정상의 문제점18)을 파악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 미리 고려되어야 하나 , 현재는 건조비 여유분 확보 등 소극적인 대응책만
나타남
□ 연구장비 사양 설정의 경우, 북극해역에서의 실제 활용성 검토가 부족하고, 기존에

구축되었던 장비가 대부분임에도 그간의 활용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 아라온호에서 이미 구축되어 사용되었던 장비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활

용경험을 통해 선내 활용도가 낮은 장비를 제외하거나 활용도가 높은 장비를 보
강하는 등 동일 장비의 활용성에 대한 기초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음
○ 이는 극지연내 관련 연구부서에서 활용 경험이 있는 장비위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구축·활용된 결과가 검토되지 않고 거의 유사한 장비로 재구축된
것으로 판단되며 부적절한 부분임
- 장비활용 효율성 제고 및 불필요한 장비구매 지양을 위해서는 실제 on board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장비 위주로 구축장비의 재조정이 이뤄져야 함
□ 도출된 요소기술개발 과제는 기존 쇄빙선 개선사항이 반영된 내용이 아닌 선박설계

원천기술 분야로 실제 신규선 건조에 사용될 기술개발로 보기 어려움
○ 기술개발대상 도출을 위한 수요조사/기술도출 회의에서는 대부분 신규선 건조 시

고려·반영해야 할 설계 요구사항 및 시설 개선사항19) 위주로 논의되어, 설계·해석·
18)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조 지연으로 ‘09년 11월로 약 1달여 인도가 늦어져, 건
조사(한진중공업)와의 배상금 지급 건 관련 청구소송까지 발생함. 대형해양조사선 이사부호의 경우, ‘15년
11월 진수 이후 ‘16년 초 출항예정이었으나, 자세제어장비 오류 등으로 시험운항기간이 약 1년간 연장되는
등 선박 인도 후 실제 투입되는 시점이 늦어진 전례가 있음
19) (수요조사/도출회의 주요결과) 승조원 거주 애로사항 개선, 실험장치 공간·배치 개선, 연구구역 협소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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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기술이 대부분인 요소기술개발 과제 도출내용과 연관성이 부족
- 한편, 빙성능 최적화, 선체구조 해석, 방한성능 실용화 등에서 국내에서 낙후된 기

술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사업계획서 상에는 현재 국내 조선소의 기술
보유 여부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음
(2)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의 논리적 연계성

□ 쇄빙선 신규건조, 요소기술개발, 장비구축 등 세부활동 수행을 통해, 사업목표인
‘제2쇄빙선 건조를 통한 국내 북극 역량 강화’가 달성된다고 판단되기에는 연계성이

다소 부족
○ 동 제2쇄빙선이 단순한 아라온호의 백업선박이 아니라면, 타당한 북극활용 수요

및 역량강화 전략에 따라 신규선 건조 활동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요소기술개발
방안과 장비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신규 쇄빙선 건조가 북극 역량 강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고 보기에는, 앞서 분석된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관계를 살펴볼 때 무
리가 있음
○ 또한, 해당 요소기술개발 과제는 제2쇄빙선 건조 착수 이전에 완료되지 않고, 해당

기술이 신규선 건조에 직접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2쇄빙선 신규 건
조를 통한 북극 역량강화라는 사업목표와의 연계성은 더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사업 부가목표인 극지 테스트베드 활용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활동계획·

내용은 미제시되고 있어, 사업목표와 세부활동 간 연계성은 부족함

○ 조선기자재의 국산화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개발 조선기자재 현황, 민간의

테스트 수요, 관련 계획 등의 내용은 사업계획서 상 제시되지 않았음
(3) 세부활동 성과지표의 적절성

□ 제2쇄빙연구선 건조활동 중 주요 건조사양(쇄빙/내한성능)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

시되었으며 달성이 가능한 성과지표로 판단됨
○ 준대형급(GT 12,000톤)으로 건조하여 쇄빙능력(Polar 20)및 내한능력(-45°c)을 확보
완, 선형 최적화 및 Tank 배치 최적화, 화재 및 안전성분석 시뮬레이션 검토, 진동·공진 회피설계, 빙 하중
작용점 검토, 표준건조사양서 마련 등

요약 25

□ 그러나 세부활동 중 요소기술개발의 성과지표의 경우, 지표 목표치 달성가능성 및

타당성이 다소 의문시됨
○ 요소기술 과제별 성과지표(정량·정성 목표달성도)는 현재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나,

단기간 내 선진국 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수준조사 내용의
적정성이 의문시됨
- 4개 분야 11개 기술과제 대부분이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20~40%)을 단기간 내
(1~2년 내) 70~80% 내외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사업계획서상 목표와 같이 단기간 내 선진국 수준 기술이 개발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지원과제와 관련성·유사성이 높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거나, 목표치
의 설정근거(타당성)가 부족함을 의미
(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 및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현재 개념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선박 건조과정 중 제원·사양이 변경될 가

능성이 높고, 연구수요조사에 따른 장비도입기간 및 설계기간 시점의 불일치 등으
로 인해, 현재 제시된 사업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은 적절성이 부족함

○ 국내·외 북극 연구수요 분석에 따라 필요·요구 성능이 도출되고 이후 개념설계를

진행하여 선박 제원·사양이 결정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신규선 제원·사양이 먼저
제시되고 있으므로 향후 설계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건조 일정이 지연
될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 또한, 구축될 장비에 맞게 선박 기본 설계가 진행되어야 하나, 연구수요조사에 따른

장비선정 및 외자도입 기간을 고려할 때 기간 추정이 적절하지 않으며, 선박 건조
기간 및 취항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많음
□ 요소기술개발 과제는 사업계획서 목표사양의 신규선 건조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기술은 아니며 선박설계 착수 이전에 완료되지 않을 예정이므로, 기술개발 시급성
및 시간적 선후관계(일정계획)가 적절하지 않음

○ 요소기술과제 종료 이후로 쇄빙선 설계 시점을 미루거나 설계기간 변경을 통해

선후관계를 재조정해야 하므로, 현재 제시된 건조 로드맵의 시간적 논리성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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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은 요소기술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수행기간(1~2년 내) 해당기

술분야의 기술추세 및 기술수준 분석을 통한 기술개발 가능성을 검토함
가. 기술추세 분석
□ 특허분석에 따른 조선기술 발전단계 검토 결과, 2004년을 기점으로 특허활동이 증

가하기 시작하여 한국과 중국은 최근까지도 증가세인 것으로 분석됨
○ 한국 및 중국은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미국은 증감 변동을 반복하는데 대체

로 증가세를 나타내며, 일본과 유럽은 감소 내지 정체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

○ 선체구조설계, 쇄빙선형, 추진시스템, 방한용품 등 결과물 성격의 기술은 출원활동

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됨
□ 쇄빙선 관련 분야 전체 출원건수에 기반한 기술성장단계는 성장기의 양상을 보임

○ 4개 주요 세부기술별 기술성장단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한국과 중국은 뚜렷한 성

장기 양상을 나타내며, 미국은 성숙기, 일본은 쇠퇴기로 분석됨

○ 대체로 내국인 출원이 외국인 출원을 압도하거나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쇄빙선 분야의 경우 자국 내 기술개발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나. 기술수준 분석
□ 국내위주로 특허가 출원되고 있고, 쇄빙선 등 특수선박 설계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편이므로 주요국 대비 기술경쟁력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기술수준분석을 위해서는 주요국 연구개발활동 주체와의 상대적인 기술격차에 따

른 기술적 우열 검토가 필요하나, 국내 특허 외에 해외 특허는 실적이 미미하므로
인용도지수(CPP), 특허영향지수(PII) 등을 이용한 기술경쟁력 분석은 의미가 낮음

○ 쇄빙선 설계·해석 분야에서 선도 기업인 유럽 출원인의 경우, 해외 특허활동에 소

극적이며 노하우 등 비공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기술보호 가능성이 높고, 따라
서 특허출원 실적만으로는 우리나라가 기술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는 없음
- 현재 우리나라의 조선·해양 분야 설계·엔지니어링 기술력이 낮아 해양플랜트 등

첨단선박의 기본설계는 90%이상을 선진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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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가. 사업수준의 중복성
□ 동 사업과 유사한 목적·기능을 가진 현재 진행 중인 해양연구선 건조사업은 없으므

로 사업수준의 중복성은 없음
나. 시설단위의 중복성
□ 동 사업에서 건조하고자 하는 제2쇄빙연구선은 연구용 시설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현재 운용 중인 아라온호, 이사부호, 탐해2호 등 연구용 선박을 대상으로 동 사업과
기능 및 역할의 중복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아라온호를 제외하고는 중복성 낮음

○ 극지연구소에서 운용중인 아라온호는 운용목적 및 활용분야, 구축장비 등이 상당히

유사하거나 동일하므로 제2쇄빙연구선은 아라온호와 중복되는 백업선박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사부호는 선박 규모 및 성능, 주요활동

지역과 운용목적 등에서 동 사업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제2쇄빙연구선과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사부호는 해양과학연구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유사하나, 선형 및 쇄빙성능이 일

반선박 범주에 포함되고, 대양의 해양광물자원 개발 및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하
는 해양연구선으로, 주요활동해역, 운용목적, 활용분야 등에 차별성이 있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운용중인 탐해2호는 주요기능, 구축장비, 활동해역 등에서

동 사업과의 차별성이 존재하여 중복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탐해2호는 3차원 탄성파 탐사장비, 해상중력장 탐사장비 등을 탑재한 물리탐사선

으로 국내 EEZ 내의 자원탐사를 주로 수행하며, 쇄빙능력 및 내한성능 부재로
극지역 탐사에 부적합하므로 동 사업과 차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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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동 사업과 현재 운용 중인 해양연구선과의 시설단위 중복성 검토
구분

제2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이사부호

탐해2호

제원(m)

120(L)×22.5(B)

111(L)×19(B)

99(L)×18(B)

64.4(L)x15(B)

총 톤수

12,000톤급

7,487톤

5,900톤

2,085톤

쇄빙능력/
내한성능

Polar20/ -45℃

Polar10/ -35℃

-

-

항해속력

13 kts

12 kts

15 kts

14.5 kts

항속거리

20,000해리

20,000해리

20,000해리

12,000해리

승선인원

120명

85명

60명

37명

활동영역

남극 및 북극

남극 및 북극

대양

우리나라 근해 및
주변해역 등

운용목적

북극해역 해양
과학연구, 기지보급 등

남북극 기지보급 ,
극지해역 해양연구 , 남
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
지원 등

활용분야

• 북극해 기후 변화, 해
빙, 해저지질연구
• 북극해 생태계 및 환
경변화, 북극항로 주
변 해양과학연구
• 북극해 자원탐사 및
활용, 극한지 환경소
재 개발 등
• 조선기가재 관련 실
해역 테스트베드

•
•
•
•
•

주요장비

해양연구장비, 음파탐
지장비, 지구물리탐지
장비, 해양지질관측장
비, 해양생물관측 장
비, 대기과학관측장비,
감시장비 등

해양연구장비, 음파탐지
장비, 지구물리탐지장비,
해양지질관측장비, 해양
생물관측 장비, 대기과
학관측장비,감시장비 등

전자해도, 위성항법장치,
자동식별 장치,
항해자료
기록기,
DP S ( Dy n a mi c
Positioning System) 등

3차원 탄성파 탐사 ,
해상 중력 및 자력
탐사 , 정밀 3차원
해저지형조사 및 시
료채취 장비 등

건조연도

-

2009년

2015년

1997년

보유기관

극지연구소

극지연구소

대양해양과학연구 ,
대륙붕 자원탐사기술
해양광물자원 개발 ,
국산화, 석유탐사
해양관측 등

극지환경변화 모니터링
• 대양저 해양광물자
대기환경 및 오존층연구
• 한반도 주변 석유
원 개발
고해양 및 고기후 연구
및 광물자원 탐
• 해양관측 및 기후
해양생물자원 개발연구
사
변화 연구
지질환경 및 자원특성
• 해저지질조사
• 해양생물자원 확보
연구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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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제수준의 중복성
□ 동 사업의 요소기술개발 과제는 조선기자재 수입대체·국산화 등과 무관하며, 사업

참여기관인 KRISO(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고유사업 분야와 관련성이 높음

○ 선박설계·해석·건조 관련 요소기술은 조선기자재 수입대체·국산화 등과 관련성이

낮은 기술이며, 동 사업 참여주체인 KRISO의 고유사업과제에서 관련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
<표 7> KRISO 주요연구분야 중 동 사업 관련내용
연구부서

미래선박
연구부

주요 연구기능

주요 연구사업
∙국내유일 빙해수조를 활용한 북극해 해저자원 개발기술
극지항로 안전운항기술 및 극저온
∙빙해선박의 빙하중 추정과 빙성능(ice performance) 시험
빙성능 시험평가 기법 개발
∙선박기자재의 극저온 성능평가기법 개발
∙선박 성능평가 실험 및 해석기법
선박성능고도화 핵심기반구축 및
∙시험장비 고도화
기술개발
∙고정도 선박 성능 시험해석 및 핵심기술개발

출처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kriso.re.kr)

○ 정부 R&D과제 단위에서 유사하거나 연계‧ 활용될 수 있는 기존과제가 상당수 존재
- 내빙설계 및 저온성능향상 분야와 실해역 실선성능계측 및 해석 분야는 기존 특

허, 논문, 과제수행 방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제 유사도가 높게 나타났음
<표 8> 제2쇄빙연구선 요소기술 관련 유사과제 검색결과
수행기관

연간과제비
(백만 원)

과제기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62

2015~201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13

2014~2019

해양 극한환경 극복기술

한국해양연구원

180

2011~2017

빙해수조의 모형빙 생성 및
강도제어기술 고도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80

2011~2017

빙성능 시험기법 및 최적화 기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290

2009~20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5

2009~20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40

2009~2014

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520

2009~2014

과제명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실시간
빙충격 하중 계측 통합시스템 개발
북극항로 운항선박용
항해안전지원 시스템 개발

빙해선박의 극지항로 안전운항기술 및
극저온 빙성능 시험평가 기법 개발
극지용 저온 설계 및
Winterization 평가 기술
빙해선박 선체구조 안전성 평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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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관련 상위계획을 분석한 결과, 일부 계획에서 동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존재하

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2쇄빙선 건조 검토 등으로 동 사업과 관련된 목표를
명시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부합함
<표 9>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부합성
구분

계획명
낮음

필수계획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보통

높음

∨

북극정책 기본계획

∨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14~’20)

∨

선택군 계획

* 필수계획 : 과학기술기본계획
** 선택군계획 : 국정과제, 나머지 계획 중 사업의 부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계획

○ 동 사업과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세부 추진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위한 해

양관측 및 예보시스템 구축’과 관련성이 있으며, 120개 중점과학기술 중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 등과 일부 관련되어, 부합도는 보통으로 판단됨

○ 동 사업과 「북극정책 기본계획」의 ‘전략과제2. 과학조사 및 연구 활동 강화’ 중
‘세부추진과제2. 연구‧ 활동 기반 확충’의 내용과 부합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동 사업과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의 실행전략 ‘극한공간 활용 및 국제 협

력 확대’는 부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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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분석 결과
필수계획
선택군 계획
부합도 높음
부합도 보통
부합도 낮음

부합도 낮음

부합도 보통

부합도 높음

보통
대체로 부적절
부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대체로 부적절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나.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동 사업은 주관기관(극지연구소)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국내외 조선사·설계사 및

학·연 등이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사업 수행주체로서 예산 배정, 진행사항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
예산
(정부/해양수산부)

기본설계 및
자문

요소기술
(연구소, 대학)

(국내외 선박설계사)

건조사업 총괄
사업 추진단 운영
(극지연구소)

실시·상세설계
및 건조

구조 및
안전 규칙

(국내외 조선소)

(선급)

[그림 3] 동 사업 추진체계
출처 : 기획보고서

□ 그러나 동 사업(신규 쇄빙선 건조)이 국가 정책적인 북극진출 강화 수단 중 하나로

설명되려면, 범부처 차원에서 쇄빙선 활용니즈(수요) 및 협력 체제가 구체화되어 동
사업 추진체제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는 타 관계부처와의 실질적 논의가
미흡한 상황임
○ 현 시점에서 북극관련 유일 범부처 계획인 북극정책 기본계획(‘13.6)에 따르면, 중

점 추진분야별로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의 역할 구분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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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 등 극지 영역에서도 자원탐사/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산업부/기상청 등 기본

계획 상 주관부처와의 추진체제 및 소관역할 정립과 관련된 실질적 협의가 필요
<표 11> 북극정책 기본계획 상의 31개 중점 추진계획 및 부처간 주관/협조 주체
구 분

□ 국제협력 강화

주관부처

협조부처

○ 북극이사회 관련 활동 확대
• 북극이사회

참여확대

해수부, 외교부

미래부, 환경부

•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참여

해수부, 외교부

미래부, 환경부

• 옵서버

진출 국가와의 협력

○ 북극 관련 국제기구 활동 강화
• 과학

연구 분야

• 기타

협의체 분야

• 선박안전

해수부

및 해양환경 보호 분야

○ 민간협력 활성화
• 원주민

단체 협력

• 학계중심

해수부, 외교부

연구 네트워크 구축

□ 과학조사 및 연구 활동 강화

미래부, 외교부

해수부, 외교부
해수부
해수부

외교부

해수부

외교부, 미래부

해수부

미래부

○ 기지 등 인프라 활용 연구 • 활동 확대
• 다산과학기지를
• 아라온호를
• 환북극

기반으로 하는 연구 확대

활용한 북극해 종합연구

해수부

동토층 환경변화 관측시스템 구축

미래부

○ 연구 • 활동 기반 확충
• 다산과학기지

규모 확충

해수부

• 북극연구

컨소시엄 구축

해수부

• 극지연구

국제협력센터 개설

해수부

• 제2

쇄빙연구선 건조 타당성 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 기후변화 연구 강화
• 북극

과학인프라 활용 기후변화 예측 연구

• 극지 • 글로벌

기후변화 원인규명 및 미래 예측

○ 북극 및 북극해 공간정보 구축

미래부

해수부
해수부, 기상청
해수부, 기상청

• 북극권

공간정보 구축

국토부

• 북극해

수로분야 협력

해수부

□ 북극 비즈니스 발굴 • 추진

해수부

○ 북극항로 개척 등 해운 • 항만 협력
• 북극항로

운항경험 축적

해수부

외교부

•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및 볼륨 인센티브 시행

해수부

외교부

• 북극항로

활성화 국제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해수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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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관부처

협조부처

• 북극해

운항인력 양성

해수부

외교부

• 북극해

연안항만 개발 협력

해수부

외교부

• 북극항로상

국내 연계항만 재정비

해수부

○ 자원개발 협력 및 조선 • 해양플랜트 기술개발
• 북극권

자원탐사 협력 기반 마련

산업부

• 극지

운항선박 건조･ 안전 기술개발

산업부, 해수부

• 극지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기술개발

산업부, 해수부

○ 수산자원 협력
• 북극해

연안국과 수산업 협력 강화

□ 제도기반 확충

해수부

외교부

해수부

외교부, 환경부

○ 극지정책 근거법령 제정
• 극지정책

근거법령 제정

○ 극지정보센터 구축
• 극지정보센터

구축

해수부

○ 그러나 동 사업계획서 상에서는 쇄빙선 건조 및 북극활동 계획이 해수부 주도로

마련되었으며, 북극권 자원탐사(산업부), 극지 기후변화(기상청)과의 연구협력 및
쇄빙선 활용전략 등 부처 논의결과는 부재하였음
○ 이에 대해 부처는 추가답변자료(‘17.3)에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2쇄빙연

구선 공동활용을 위한 부처·기관 간 정기적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을 제시함
- 기존의 ‘연구선 공동활용위원회(해수부 주관)’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

축하되, 실질적인 공동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방식20)을 개선할 계획을 밝힘
□ 그러나 극지연 주도의 현 연구선 운영체제는 국내 산/학/연 연구수요가 충실히 반

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해수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형태로는 범부처적 연구선 공
동 활용 및 폭넓은 국내 연구자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여전히 한계 존재
○ 선박 공동관리 수준이 아닌 공동운용 목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최근 계획(2017.12)

은, 타 부처의 구체적 활용수요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성 있는 대안으로
보기 힘듦
○ 제2쇄빙선도 기존 아라온호와 같이 극지연 중심의 추진체제로 운영될 경우, 극지

연 외에 국내 연구인력의 참여 활성화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함
20) ① 공동활용과제의 제출대상기관을 범부처(산하 출연연 포함)로 확대, ② 과제선정을 위한 ‘과학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타 관계부처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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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연구자들의 아라온호 승선·참여의향은 존재하나, 장비구축 방식, 지원인력21)

확보, 외부사용 절차 등에서 실질적으로 외부의 연구수요가 반영되기 어려움

○ 국내 대학·기관의 대양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선료 해결책 마련 등과 같

은 연구진입장벽 해소 노력이 필요하나 현재로는 구체적 계획이 미흡
- 높은 선박사용료(약 3천만 원/일, 과제비의 20%22))부담과 주관기관 수요에 기반

한 구축 연구장비 등으로 인해 국내 외부 연구인력(승선)참여율 제고에는 한계가
있었음
- 향후에 제2쇄빙선이 건조되더라도, 이에 대한 국내 연구인력의 승선 참여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듦

※ ‘
16년 연구선공동활용위에 아라온호 활용 신청한 극지연 외 국내 지원 과제는 0개
○ 반면, 해외 연구자에게는 실비 외 선박 무상공여가 국제적 관례이므로, 타국 연구

인력이 신규 쇄빙선을 활용하는 기회가 오히려 넓어지고, 극지연이 참여의향을 밝
힌 해당국 공동탐사연구에 제공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기간이 많아질 전망
- 제2쇄빙선 건조로 인해 크게 증가할 운항항차에 참여할 국내 연구인력 외부수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운항하거나, 해외
연구원의 공동연구에 주로 제공되는 용도로 신규 쇄빙선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타 해양 선진국 대비 공공연구선의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이 미흡한 상황에서,

선진국 규모의 인프라(준대형급 쇄빙선) 추가 건조를 먼저 앞세우는 것은 선결과제
가 미충족된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 일본, 미국 등 해양연구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범부처 차원의 연구선 공동

활용·조정기관이 부재하고, 부처별/기관별로 독자적 운영·활용체제를 취하고 있는
등 공공연구선의 운영효율성이 타 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임
- 일본은 사단법인 형태의 JAMSTEC을, 미국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연구 컨소

시엄 형태의 UNOLS 체제를 갖추고 있음

○ 효율적 공동활용체제를 갖춘 미국, 일본 등 해양연구 선진국들도 대형 인프라 지원 예

산 부족으로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막대한 예산투자가 요구
되는 공동조사·탐사 활동을 위해서 타국과의 인프라·R&D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21) (연구지원인력 예시) 실험실별 전담 technician, 숙련된 chief driller, ROV 운영자 등
22) 아라온호 1일 운항비용이 2,000~3,000만 원 수준이므로, 운항비용에 대한 극지연 지원이 없이 전액 연구과
제 수행기관에서 부담할 경우, 연 10억 원 수준의 과제에서도 약 10일만이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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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日 등은 국제공동연구(IODP 등)에 있어서 타국과의 인프라·R&D협력을 적극 추

진하고 있음. 이는 쇄빙선과 같은 대형 연구선 운영은 막대한 예산이 장기적·지속
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운영 효율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23)한데에 기인함

○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연구선의 국가적 차원의 활용을 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명된 연구선 공동활용체제*는 선언적 수준임
* 남극기본계획에 ‘제2쇄빙선 건조 시 범부처 공동활용협의체 구성’ 제시

□ 이와 같이, 국내 공공연구선 공동활용체제가 미흡한 상태에서, 극지연 위주로 신규

쇄빙선을 추가로 독자 운용할 경우, 국내 연구자보다는 해외 연구자에게 활용기회
가 더 돌아갈 우려가 상존함
○ 현재 우리나라는 기관별로 연구선을 소유·운영하고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체제

이므로, 소유주가 우선시되는 활용계획(연구항차 구성)에 따라 운영됨
- 연 200억 원대의 선박 운영비는 해수부가 조달해야 하고, 탑승에 필요한 연구비

확보가 충분치 않은 국내 외부연구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선박 소유주인 극지연
(해수부 소관기관)의 수요를 우선시하여 쇄빙선이 운용되는 구조임 (극지연 연구

항차를 우선적으로 보장·지원)

○ 우리나라의 극지분야 R&D지원은 극지연에 집중되고 있고, 국내 외부연구자의 극

지연구 관련 과제비 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외부연구자의 참여 기회 확대
는 한계가 명확함
- 국내 외부연구자 참여목적의 자유공모형 R&D24)규모는 극지연의 정부수탁·기관

고유 사업(Top-down R&D)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음(1/10 수준)
- 참여기회가 확보되더라도, 높은 선박사용료 부담(약 3천만 원/일, 과제비의 20%

까지 가능), 극지연 위주의 연구장비 구축 등으로 인해 국내 외부 연구인력의 승
선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
○ 반면, 해외 연구자에게는 실비 외 선박 무상공여가 국제적 관례이므로, 타국 연구
23) 2013년 9월 미국은 해양 인프라 운영비 문제로 인해 수십년간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IODP(Integrated Ocean
Drilling Program, 해양시추 국제공동연구)를 탈퇴하여 기존 EU, 일본 등 해양연구 선진국 컨소시엄에 큰 충
격을 주고 있음. 일본도 그간 장기불황 등의 여파로 최근에는 연구원 인건비, 연구선 운영비 부족 등 S/W
예산(장기지원예산)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줄이고 자체운영비 확보방안을 요구하는 등
H/W-S/W의 불균형과 같은 구조적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음 (2016.10)
24) 해수부 연구선공동활용 자유공모과제(총 12억원, 용선료 4억 이내), 극지연 산·학 위탁과제(PAP, PIP 등 총
52억 원, 극지관련 한정, 용선료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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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신규 쇄빙선을 활용하는 기회가 오히려 넓어지고, 극지연이 참여의향을 밝
힌 해당국 공동탐사연구에 제공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기간이 많아질 전망
- 국내의 경우, 제2쇄빙선 건조로 인해 크게 증가할 운항항차에 참여할 극지연 외

국내 연구자 들은 정부 지원과제 등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
- 반면, 국제공동연구 활동에서 해외연구자에게는 실비 외 선박 무상공여가 국제적

관례이므로, 신규 쇄빙선 건조 시 주로 활용될 극지연과 해외기관간의 공동연구
가 활발히 추진될 경우, 국내(극지연 외부 인력)보다 타국 연구자의 탑승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가. 재원조달 가능성
□ 사업계획 원안의 준대형급 쇄빙연구선 신규 건조는 단순 건조비(총 사업비)외에도,

매년 상당규모의 선박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가 최소 25년 이상 장기 투자되어야 하
므로, 대형 인프라 운영 주체의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점검이 필요

○ 북극전용 쇄빙선 건조 이후 약 3.5배 증가25)될 극지 연구항해에 대해 부처의 극지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현재 아라온호 수준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논리에 의거하여, 현재 아라온호의 활용도 수준(100%이상, 연구수요

포화26))으로 제2쇄빙선도 선박 활용도가 매우 높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향후에
필요한 연구비 투자액 규모는 연간 약 434억 원 수준으로 추정됨
<표 12> 단수 및 복수 쇄빙선 운영에 따른 소요액 추정결과
단일쇄빙선 소요액(아라온호, ‘15년 기준)
구분

과제당
연구비(a)

예타조사
추정

17.4억원
(평균)

복수쇄빙선 추가소요액
연간 수행 과
과제당 항해 연간 총 연구 연간 총 연구
연간 필요
제수
일수(b)
항해 일수 (c) 항해 일수 (d)
연구비
(e=d/b)
8.4일
(평균)

부처소명
18.9억원
14.2일
(‘16.12) (적정 연구비) (적정 항해일수)

65일 (북극27,
남극38)

231일 (북극
138, 남극 93)

27.5개

434억원
(122×c÷d)

상동

상동

16.3개

308억원
(a×e)

25) 사업계획서 상 아라온호는 현재 국내 북극 운항수요의 약 75%(평균 27일, 승선신청일수 대비 약 9일 부족)
를 소화하고 있으며, 제2쇄빙선을 통한 북극운항 증가일수는 제출자료에 따라 138~146일로 제시됨
26) 현재 아라온호의 북극 연구수요 해소율이 75%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북극연구 포화율은 133%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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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부처는 최근 소명자료(‘17.5)에서 제2쇄빙선 신규운용 시 필수적인 극지분야

연구비 투자확대 계획을 일부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으며, 향후 복수 쇄빙선 도입으
로 인한 필수 연구비·운영비의 확보 가능성이 일부 확인됨
○ 신규 쇄빙선 도입 시 3.5배 이상 증가할 연구항해 일수에 따라 선박 운영비 외에

도 부처의 R&D예산 증액도 뒷받침되어야 현 수준의 활용도가 유지될 수 있음

○ 선박 건조비 확보27)만이 아닌 ‘북극연구 확대를 위한 해수부의 극지 투자 포트폴

리오’와 같은 향후 25년간 복수 쇄빙선 운영비와 연구개발비의 조달을 위한 방안
을 요청함
- 해수부 전체 R&D투자 중 극지 R&D투자 비중, 극지 R&D투자 중 남/북극 비중,

연구항해 증가에 따른 운영비/연구비 추가확보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 답변 요망

○ 이에 해수부는 최근 소명자료(‘17.5)에서 단계적 투자 감소가 예상되는 항만 등
SOC 예산(非연구개발예산)등을 축소하여 연구개발 분야로 재투자할 계획을 밝힘
- 복수 쇄빙선 건조 이후 추가로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극지

분야 R&D예산 비중(해수부 전체 R&D예산 대비)을 현재 17%28)에서 ’22년까지
최대 23.5%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전망(계획)을 제시
<표 13> 부처 연구개발 예산 중 극지분야 투자 계획
구분

‘16년

‘17년

…

‘22년

극지분야 연구개발예산(A)*

973억 원

1,010억 원

…

1,506억 원

해수부 연구개발예산(B)*

5,723억 원

5,935억 원

…

6,408억 원

극지분야 비중(A/B)

17.0%

17.0%

…

23.5%

* ‘18년 이후 예산 추정치는 ‘15~1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정부 R&D투자증가율(1.7%)을 반영
출처 : 부처제출자료(2017.5)

□ 소명된 재원조달 방안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원안 수준의 규모·활동을 위한 재원

수준에는 부족하였으나, 일정 수준으로 축소 조정된 대안을 선택할 경우 복수의 쇄
빙선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7) “신규선 건조 이후 이를 활용한 신규 R&D과제 수행 가능”과 같이 먼저 쇄빙선과 같은 대형 인프라를 건조
한 후, 이에 필요한 예산은 향후에 추가로 정부 예산당국에 요구하는 전략은 취함
28) 2017년 해수부 극지분야 R&D예산 1,010억 원(극지연 출연금 870억 원, 국가R&D사업 140억 원)

38 제2쇄빙연구선 건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준대형급이라는 쇄빙선 ‘규모’와 아라온호 수준의 ‘활용’도 달성이라는 사업계획

원안을 달성하기에는 재원조달 방안이 불충분하나, 선박규모 및 활동기간·목적을
적정수준으로 축소된 대안을 선택하여 복수의 쇄빙선을 운영할 경우, 부처차원의
연구비·운영비 확보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법/제도적 위험요인
□ 향후 발효될 북극관련 국제규범(Polar Code 발효, 2017년 예상)을 고려하여 설계가

진행될 예정에 있으므로 현재로는 법·제도적 위험요인 존재 가능성은 낮은 편임

요약 39

제 4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비용 추정
가. 사업계획서의 소요예산
□ 부처는 동 사업의 총사업비를 2,856억 원(전액 국고)로 제시하였으며, 1단계에 95억

원, 2단계에 2,76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

○ 사업 1단계에 포함된 요소기술개발 외에는 설계비, 선박건조비, 장비구축비, 부대

비용 등 대부분이 쇄빙선 건조비용으로 소요됨
○ 1단계(‘17~’18)사업비는 쇄빙선 개념·기본·실시설계비 및 요소기술 개발비로 구성

○ 2단계(‘18~’21)사업비는 선박건조비, 장비구축비 및 부대비용(2,761억 원)로 구성됨
<표 14>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 및 소요계획
구분

제1단계

금액(백만 원)

수행기간

비고(중복)

개념 및 기본설계비

3,000

2017.01 ~ 2017.12

12개월

건조로드맵

500

2017.01 ~ 2017.12

12개월

Ⅰ

1,000

2017.01 ~ 2017.12

Ⅱ

2,000

2018.01 ~ 2018.12

실시설계비

3,000

2018.01 ~ 2018.06

6개월

건조비

236,599

2018.07 ~ 2021.12

42개월

부대비용

39,488

2018.07 ~ 2021.12

42개월

총 건조사업비 합계

285,587

2017.01 ~ 2021.12

총 60개월

요소기술개발

제2단계

24개월

출처 : 기획보고서

□ 부처는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조비(건조원가)를 기존 실적선(아라온호)과의

주요 제원 비교를 통해 소요비용을 추정하여 2,366억 원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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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온호 기준으로, 총톤수 등 선박 규모가 확대됨을 고려하여 선체중량비, 크레

인용량비, 체적비, 마력비 등 각 구성항목별 비율과 물가인상률(1.27) 및 사양강화
율(1.1)을 반영하여 재료비 및 노무비를 추정하였음

○ 장비구축비의 경우, 연구·탐사장비 구매·설치 등을 턴키방식으로 선사에 일괄발주

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아라온호 대비 비용이 상승하는 것으로 제시됨
<표 15> 사업계획서의 공사원가(건조원가) 산출 결과
금 액(백만 원)

구 분

공사비
(장비비 포함)

재료비

노무비

소계

선각공사

11,968

12,108

24,076

화물장치

3,680

501

4,181

외장공사

17,304

2,911

20,215

갑판배관

2,171

909

3,080

선실의장

10,541

1,518

12,059

기관공사

77,100

2,695

79,795

전기공사

9,578

2,439

12,017

탐사장비

30,870

535

31,405

소계(a)

163,212

23,616

186,828

직 간접경비

14,004

일반관리비

4,016

이윤

10,242

소계(b)

28,262

•

제경비

비 고

원 가

215,090

(a+b)

부가가치세

21,509

원가의 10%

총 건조원가

236,599

출처 : 기획보고서

□ 건조비 외 부대비는 감리비, 감독비, 제세금 등을 포함하여 394.88억 원으로 산정됨
○ 감리비용 추정액은 세부 구성금액의 평균값을 토대로 2,945백만 원으로 산정

○ 감독비용은 수행기간, 사양강화율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사업비 예비비를 포함시

켜 28,499백만 원으로 산정

○ 제세금은 취득, 등록, 지방, 농특세 등을 포함한 8,044백만 원으로 산정
□ 한편, 총 사업비와 별도로 향후 약 25년간 운영비가 소요되며, 부처는 제2쇄빙선의

연간 운영비를 규모(톤수 등) 및 승선인원의 증가를 근거로 기존 아라온호에 비해
약 47% 상승한 221.5억 원 수준으로 산정하여 제시함

요약 41

○ 인건비는 결빙지역의 항해 및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선원수를 36명(예

비원 포함)에서 44명으로 확대하여 계상하였음
- 제2쇄빙연구선은 결빙지역을 항해하고 고립성, 위험성 등에서 특수선박임을 고려

하여, 주요 선박 중 선원 임금대우가 높은 LNG 운반선을 기준으로 적용함

○ 유류비의 경우 선박 무게(12,000톤급) 및 이동항해/연구항해/정박 시 속도에 따른

유류소모량을 예상하여 추정되었음
- 이동항해 102일(동절기 연구항해 및 교육 8일 포함), 연구항해 89일(동절기 연구항해 제

외 및 시험항해 포함), 기타 정박 174일(기항, 교육, 입거수리 및 예비일 포함)로 추정함
<표 16> 사업계획서의 제2쇄빙연구선 유류비 추정 결과
산출액

추정액
(천 원)

세부내역

10,678,150

금액(천 원)

1. 이동항해 : 49톤 × 1,150천원 × 102일

5,747,700

2. 연구항해 : 27톤 × 1,150천원 × 89일

2,763,450

3. 정

1,600,800

박 : 8톤 × 1,150천원 × 174일

4. 윤 활 유 :

230,000천원 × 2회

460,000

5. 항 공 유 :

59,000리터 × 1.8천원

106,200

출처 : 기획보고서

○ 일반 운영비는 아라온호와 비교하여 승선인원수(5명) 증가로 인한 비용, 고가 장비

탑재 개수 증가, 대형화된 선박보험비 등으로 인해 상당부분 증가시켜 제시함
<표 17> 사업계획서의 제2쇄빙연구선 연간 운영비 추정 결과

연간운영비
(천 원)

구분

아라온호

제2쇄빙연구선

비고(증가액)

인건비

2,524,995

2,971,121

446,126

유류비

5,699,150

10,678,150

4,979,000

일반 운영비

4,991,549

6,018,780

1,027,231

선박유지비

1,825,000

2,480,000

655,000

합계

15,040,694

22,148,051

7,107,357

출처 : 기획보고서

○ 한편, 건조 마지막 년도(2021년)에는 사전 선원투입을 통한 쇄빙시험 및 종합시험

항해 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운영비로 총 12,064백만 원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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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2,856억 원으로, 2046년까지 건조 후 25년간 운영비를 포함한

동 사업의 총비용은 8,218억 원으로 제시29)됨 (현가로는 4,013억 원)

○ 동 사업은 쇄빙선 건조비(285,587백만 원)외에 사업 종료 후 쇄빙선의 운영비로도

향후 25년간 매년 22,148백만 원이 필요한 사업임

○ ‘21년에는 6개월분 운영비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총사업비에는 미반영함

나. 총사업비 추정
(1) 개요

□ 현재 개념설계 미비로 인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총사업비는 불확실성이 높음

○ 일반적으로 선박공사비 원가는 ‘개념설계 단계’에서 추정하거나, 기본·실시설계에

의해 작성되는 ‘자재내역서’에 의거하여 산정하게 됨

○ 개념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가용재원범위로 인한 쇄빙선 사양변경
(연구장비·시설 포함), 연구·항해수요에 따른 설계변동, 이로 인한 일정지연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총사업비의 변동성이 큼
- 대형 플랜트와 같이 동 쇄빙선과 유사한 시스템·인프라 건설에서는 기획·탐색단

계(개념설계이전 단계, ‘class 5’)에서 추정비용의 변동가능 폭은 사업비의– 50%에
서 +100%까지도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기존 실적선인 아라온호를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추정

○ 동 사업의 경우 개념설계 수행 이전 단계로 선박의 기본 성능과 주요기자재 등의

사양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 주관부처의 제출 자료를 통해 비용의 적
정성을 검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본 조사에서는 ‘개념설계 이전’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한 방법인, 기존 유사

선박 또는 기준선박의 실적선 자료를 기준으로 건조선가 및 비용을 추정
□ 총사업비는 크게 선박건조비와 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박 건조비는 구성내역별로 나누어 적정성을 검토
29) 건조비용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 부대비용에서 제세금은 제외한 금액

요약 43

○ 총사업비의 추정은 선박의 설계 및 건조비용 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으

며, 연간운영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추정
<표 18> 동 사업의 총사업비 주요항목 및 총비용 항목
구분

비용항목
선박 공사비
장비구축비

쇄빙선 건조비

제경비
부대비·설계비
(시험운항비, ‘21년)

연구개발비
쇄빙선 운영비

요소기술개발(R&D)

사업기간(A)
○

운영기간(B)

○
○
○
○
○

선박 운영유지비
장비 운영유지비

○
○

총사업비=(A), 총비용=(A)+(B)

□ 총비용은 총사업비 외에 쇄빙선 운영기간(25년, ‘22~’46) 내 소요비용을 구분하여 추정
○ 쇄빙선 운영비와 관련하여 선박 운영유지비 및 장비 운영유지비로 구분하여 검토

- 선박 운영유지비는 쇄빙선의 특수성과 민간선박 사례를 참고하여 유지보수비·인

건비·유류비·관리비 설정의 적절성을 검토
- 장비 운영유지비는 사업계획서상 제시된 항목을 재분류하여 재투자비, 유지보수

비, 운영비의 적절성을 검토
(2) 건조비 추정

□ 선박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직·간접경비)는 기준선박(아라온호) 건조당시에 비해

주재료 단가 하락, 물가변동, 설비투자변동, 사양강화율 등을 고려하고, 과대 계상된
부분을 조정한 결과 부처안 대비 541.8억 원이 감소한 1,466.52억 원으로 산정됨

○ 공사비 세부항목별 기준단가가 과거(‘09년, 아라온호 건조 당시)로 되어 있는 경우

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의 설비투자지수 변동30)을 적용하여 수치를 보정
30)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디플레이터)항목 중 ‘선박’은 설비투자에 해당하므로 ‘설비투자 증가율’을 적용하였음.
이에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건설업 GDP 디플레이터(설비투자지수 변화율)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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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은 2015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에 해당하므로, 공사비는 2014년을 기준

으로 산출하고, 노무비도 2014년의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

○ 물가 변동 등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비투자지수 외에 연도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함께 적용31)하되, 실적선 건조당시에 비해 주재료 가격이 크게 변동된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단가 인하 분으로 대체하여 반영
- 재료비 중 후판단가의 영향이 큰 선각공사, 외장공사, 갑판배관 등이 이에 해당
- 기준년도인 2014년의 평균단가인 $911/톤을 적용

○ 극한환경 운영을 위한 사양강화율(10%)은 관련성이 낮은 항목에서는 반영하지 않음
- 크레인 등 화물장치와 다중선급(구조해석 엔지니어링)에서 사양강화율을 반영

<표 19> 조선용 후판 가격 동향 (‘
08～’
15, 단위 : $/톤)
‘08상 ‘08하
1,182

1,418

‘09상 ‘09하
722

660

‘10상 ‘10하
830

823

‘11상

‘11하 ‘12상 ‘12하 ‘13상

1,093

1,046

984

816

791

‘13하 ‘14상 ‘14하
787

918

904

‘15상
684

* 미국 내수가격(중서부) 연말기준
출처 : 국가지표체계 웹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43)

□ 제조원가 중 선박 재료비 및 노무비의 세부항목별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선각공사 재료비는 선체중량비 외에 기준 선박 건조시점 대비 재료비 변동률 및

설비투자변동률을 보정하여 24.34억 원이 감소한 53.33억 원으로 산정하였고, 노무
비는 51.12억 원이 감소한 111.97억 원으로 산정됨

○ 화물장치 재료비는 크레인 용량비 및 사양을 조정32)하고 물가변동률 및 설비투자

변동률을 보정하여(사양강화율도 고려), 24.89억 원이 증가한 64.39억 원으로 산정
하였고, 노무비는 3.76억 원으로 산정됨

○ 의장공사 재료비는 단순 선체 체적비가 아닌 자재 물량증가 개수 및 물가변동률

및 설비투자변동률을 보정하여 59.73억 원이 감소한 108억 원으로, 노무비는 22.15
억 원으로 각각 산정됨
○ 갑판배관비는 선체 체적비·마력비가 아닌 갑판 면적비 및 물량 증가를 고려하여
17.2억 원으로, 노무비는 8.8억 원으로 각각 산정됨
31) 최근 5년(‘10~’14) 소비자물가지수×설비투자지수 변동률(=1.14492)에 따라 14.5%를 적용
32) 부처는 크레인 용량비를 반영하여 비용을 산정하였으나, 구매비용이 단순히 용량 대비 정비례하여 상승하지는
않으므로 제2쇄빙선의 내한온도조건(-45도) 및 이에 따른 재질(5배 내외 고가자재) 등을 고려하여 재산정함

요약 45

○ 선실의장비는 탑승인원비·갑판면적비를 통한 산정방법은 재료비에만 반영하고, 노

무비에서는 선실면적비를 반영하여 각각 86.4억 원, 18.84억 원으로 산정됨

○ 기관공사 재료비는 향후 개념·기본 설계과정에서 확정될 잠정치를 반영하고, 물가

변동률 및 설비투자변동률을 보정하여 578.84억 원으로 산정하였고, 노무비는
26.96억원으로 산정됨

○ 전기공사비는 발전기 용량비를 통한 산정방법이 아닌, 전기설비 증가, 케이블 물

량 증가, POD시스템 변경 등을 고려하고 물가변동률·설비투자변동률을 보정하여
재료비 46.47억 원, 노무비 63.41억 원으로 산정됨

○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반영하지 않은 간접노무비, 도입제비용, 상세·생산설계비(실

시설계비 포함, 노무비에 포함)를 각각 25.79억 원, 28.64억 원, 112.5억 원을 추가
반영함
□ 제경비(직·간접경비)는 부처가 제시한 산출과정 중 일부 오류33)를 수정하여 55.68억

원이 감소한 84.36억 원으로 산정됨
□ 일반관리비는 공사비(재료비(장비구축비 포함) 및 노무비)+직간접경비)의 2%를 반

영하여 29.33억 원, 이윤은 (공사비+직간접경비+일반관리비)의 5%를 반영하여 74.79
억 원으로 산정함
□ 이를 통해 선박 공사원가는 당초 2,150.9억 원에서 580.26억 원이 감소한 1,570.64억

원으로 산정되었음
□ 부대비는 부처가 제시한 산출근거 및 도출과정 중 일부 오류를 수정하여 산정한 결

과 162.52억 원이 감소한 148억 원으로 도출됨

○ 부대비 구성 항목은 설계비(개념·기본설계), 건조로드맵 작성, 감리비, 감독비, 제

세금, 시험운항비 등이 포함됨

○ 설계비에는 개념설계비와 선급 인증 비용이 포함되며, 기본설계 이후 설계과정은

외주업체 결과를 반영하는 것보다 조선소(상세·생산)설계에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비용 및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함

33) 직간접경비를 체적비(1.87)를 통해 산정하는 단순한 경비 산정방법은 설정근거가 부족하므로 개념설계 실시
이후 비용 재산정이 필요. 다만, 극한지역에서 활용되는 특수선박임을 감안하여 구조해석 엔지니어링 절차
등 다중선급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여 사양강화율(1.2)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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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비(설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공사비 요율방식을 적용하고,

감독비(건조)는 아라온호 실적치와 건조기간 연장 및 물가변동률을 고려한 결과,
각각 20.24억 원, 33.36억 원으로 산정됨

○ 제세금은 취득세/지방세/농특세를 공사원가의 각각 3%, 0.2%, 0.2%를 적용하여
53.4억 원으로 산정됨

○ 시험운항비의 경우 부처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적정 필요금액에 대

해 각계 의견을 종합한 결과 30억 원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총사
업비에 추가 반영함
□ 공사원가와 부대비를 합한 총 건조공사비는 742.78억 원이 감소한 1,718.64억 원이며,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총 건조공사원가는 1,890.50억 원으로 산정됨
□ 예비비는 반영과정에 일부 오류(감독비 항목에 포함)가 있어 이를 수정34)하여 반영

하였으며, 총 건조공사원가의 10%를 반영한 189.05억 원으로 산정하였음

○ 이에 총 건조공사사업비는 2,079.55억 원이 됨

□ 연구장비구축비는 대부분 국외 구매를 통해 구축되는 특성상 본 예타 조사에서는

제조원가와 별도로 산정하였으며, 연구장비 노무비는 기존 아라온호 때와 달리 일
괄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이를 감안(4배)하여 산정함
□ 기존 장비와 동일·유사기종에도 불구하고 장비가격이 과대계상 되었거나, 장비구축

필요성이 낮은 장비 26여종에 대한 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312.94억 원으로 산정됨

○ 제출된 장비 견적가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 아라온호 구축비용 대비 사양강화, 물

가변동률 및 설비투자변동률을 보정하여 산정함
- 부처는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추가제출자료에서 구축예정 장비 목록과 함께 총 68

건의 장비구축비를 제시하였음
○ 주관기관 추가제출안에서 일부 장비금액이 조정된 343.10억 원에 실제 견적 반영률
(91.21%)이 적용된 값으로서 주관기관안(381.37억 원)에 비해 68.43억 원이 감소됨

34) 예비비 반영과정상의 오류를 수정한 결과, 실제 사업계획서상에서 의도한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2,855.87억 원
수준이 아닌 3,007.60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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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소기술개발비 검토

□ 한편 동 사업의 요소기술개발은 과제 지원기간을 단축하여 선박건조에 활용가능성이

존재해야 하나, 해당 과제내용은 이와 관련성이 낮으므로, 원안(30억 원)을 미반영
(4) 총사업비 추정

□ 총사업비를 최종 산정한 결과 원안 대비 615.07억 원이 감소한 2,392.49억 원으로 분

석되었음
○ 아래 표의 사업계획서 비용은 사업계획 원안에서 예비비(10%)를 부대비용(감독비)

에 포함시킨 것을 수정하였음
<표 20> 동 사업 총사업비 검토 결과 (단위 : 백만 원)
구분

항목

1. 제조원가
선각공사

재료비

노무비

사업계획서(1)

검토안(2)

증감(2)-(1)

200,832

146,652

-54,180

7,767

5,333

-2,434

화물장치

3,950

6,439

2,489

의장공사

16,773

10,800

-5,973

갑판배관

2,038

1,720

-317

선실의장

9,900

8,640

-1,260

기관공사

76,244

57,884

-18,360

전기공사

5,082

4,647

-435

연구장비구축

31,405

-

-31,405

도입제비용

0

2,864

2,864

소계

153,160

98,328

-54,832

선각공사

16,309

11,197

-5,112

화물장치

231

376

145

의장공사

3,442

2,216

-1,226

갑판배관

1,042

880

-162

선실의장

2,159

1,884

-275

기관공사

3,551

2,696

-855

전기공사

6,935

6,341

-594

간접노무비

0

2,579

2,579

연구장비노무비

0

469

469

상세‧ 생산설계비

0

11,250

11,250

소계

33,668

39,888

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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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경비

항목

사업계획서(1)

검토안(2)

증감(2)-(1)

직/간접경비

14,004

8,436

-5,568

소계

14,004

8,436

-5,568

2. 일반관리비

총계

4,016

2,933

-1,083

3. 이윤

총계

10,242

7,479

-2,763

215,090

157,064

-58,026

개념‧ 기본설계비

3,000

600

-2,400

건조로드맵

500

500

0

실시설계비

3,000

0

-3,000

감리비

2,945

2,024

-921

감독비

1,499

3,336

1,837

제세금

8,044

5,340

-2,704

시험운항비

12,064

3,000

-9,064

소계

31,052

14,800

-16,252

246,142

171,864

-74,278

4. 공사 원가(A)

5.부대비(B)

6.건조공사비(A+B)
부가가치세(10%)

24,614

17,186

-7,428

7.건조공사원가

270,756

189,050

-81,706

예비비(10%)

27,000

18,905

-8,095

건조공사사업비(D)

297,756

207,955

-89,801

0

31,294

31,294

3,000

0

-3,000

300,756

239,249

-61,507

8.연구장비구축비(C)
요소기술개발(E)
총사업비(C+D+E)

다. 총비용 추정
□ 총비용은 총사업비 외에 쇄빙선 운영기간(25년, ‘22~’46)내 운영비가 추가되어 산정됨
(1) 선박 운영비 추정

□ 동 쇄빙선의 운영비는 크게 선박 운영유지비와 장비 운영유지비로 구성되며, 부처

사업계획서에서는 장비 운영유지비가 누락된 관계로 이를 추가 반영하여 산정함
○ 선박 운영유지비는 부처 제시항목과 같이 인건비, 유류비, 일반운영비, 유지보수비
(선박유지비)로 구분하여 비용 적절성을 검토

○ 장비 운영유지비는 사업계획서상 제시된 항목을 재분류하여 재투자비, 유지보수비,

운영비의 적절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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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운영유지비는 운영기간 동안 연구장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며, 장비가

활용되는 선박 내·외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한 산출은 어려움
- 따라서 운영유지비는 향후 변동가능성을 고려하되, 해당 비용이 쇄빙선 운영기간

동안(향후 25년간) 유지된다는 가정35)을 채택하여 추정
□ 선박 운영유지비(‘15년)는 적정 인건비 규모, 유류비 변동추이, 운영비 내역 등을 검토

하여 ‘15년 아라온호 운영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연간 190.8억 원으로 추정됨

○ 현재 제시된 인건비는 선원 운영규모 및 인건비 책정방식이 다소 모호하며, 선박

관리업체의 위탁운영 방식을 감안할 때 1인당 임금규모도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여 재조정한 결과 연간 26.82억 원으로 산정됨

○ 유류비의 경우 IMO의 해양오염 규제추세를 고려하고, 사용예정 유종의 기준년도
(2014년) 평균유가를 적용하여 연간 80.86억 원 수준으로 산정됨
- 사업계획서 상 제2쇄빙선의 추진기관은 디젤엔진이며, 다양한 선박 연료유 중 저

유황 연료유인 MGO36)를 사용할 계획이나, 북극해역은 현재의 오염물배출 규제
해역(ECA)37)보다도 더욱 강화된 환경오염 및 배출가스(SOx)규제가 이뤄질 특수
제한지역이므로, 따라서 향후 사업종료 시점(‘21년 이후)의 동 쇄빙선의 연료유로
는 LS-MGO를 채택하여 산정
- 기준년도(2014) 평균단가로는 LS-MGO는 톤당 843천 원($774.5/MT, Rotterdam
Bunker Price 기준), 항공유는 리터당 0.856천 원(Singapore MOPS 기준)을 적용

<표 21> 동 사업 유류비 추정 결과
추정금액
(천 원)

8,086,087

산출내역
세부내역
1. 이동항해 : 49톤 × 843천원 × 84일
2. 연구항해 : 27톤 × 843천원 × 138일
3. 정 박 : 8톤 × 843천원 × 143일
4. 윤 활 유 : 230,000천원 × 2회
5. 항 공 유 : 59,000리터 × 0.856천원

금액(천 원)
3,469,966
3,141,179
964,441
460,000
50,500

35) 한편, 제2쇄빙선도 운영유지비가 현재 아라온호 실제 운영비 증가추세와 같이, 정부 전체 R&D투자증가율
(1.7%)수준에서 증가한다는 가정을 채택하여 비용을 추정할 경우, 총비용이 대폭 상승할 전망 (20%이상)
36) HFO(High sulfur Fuel oil, 황함유율 3.5%이상 고유황 연료유), MDO(Marine Diesel oil), MGO(Marine Gas
oil, 저유황 연료유(1.5%미만)), LS-MGO(low sulphur marine gas oil, Max 0.10% Sulfur Distillate) 등
37) IMO규제를 반영하여 2015년 1월부터 ECA(Emssion Control Areas) 해역에서는 황 함유량이 0.1% 이하의
까다로운 규제치가 적용되고 있음(해당 SOx 규제는 중고선까지 적용됨). 또한 ECA 해역을 제외한 여타 해
역에서도 2020년 이후에는 이러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예정 (출처: 일본 석유에너지기술센터,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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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운영비의 경우 사실상 선원 인건비에 해당되는 항목이 추가로 반영되어 있고

다소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재조정하여 연간 58.32억 원으로 재산정
- 아라온호에 비해 대폭 증가한 주부식비, 전문가활용비, 승선수당, 비품·소모품비

등을 일부 재조정
○ 유지보수비의 경우 결빙해역 항해로 인한 선체 손상 유지·관리비 책정내용을 수용
<표 22> 선박 운영유지비 산정결과
금액(백만 원)
사업계획 검토안
인건비
2,971
2,682
유류비
10,678
8,086
선박
운영비 일반운영비
6,019
5,832
유지보수비
2,480
2,480
합계
22,148
19,080
항목

구분

산출근거
o
o
o
o

예비원 및 선원 임금규모 재조정
사용예정 유종의 기준년도(‘14) 평균가
일부 항목 증가율 재조정
적정수준임을 가정하여, 부처안 인정

비고
(아라온호)
2,525
5,699
4,992
1,825
15,041

(2) 장비 운영비 추정

□ 제2쇄빙선의 장비 운영유지비는 재투자비와 유지보수비, 운영비로 구성되며 일부

구축이 부적절한 장비 및 취득가를 조정하여 산정한 장비검토가를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 연간 12.06억 원으로 산정됨

○ 장비 재투자비는 연구장비의 내용연수가 종료되어 동일장비를 추가로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최초 장비취득가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으로 가정
○ 제2쇄빙선에 구축된 장비의 내용연수는 조달청 ｢ 내용연수｣ 고시38) 내용에 근거하여

평균 10년으로 적용
- 장비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동 사업 구축예정 장비의 종류별 특성39)에 맞는 내용연수를 적용
- 선박 운영기간 후 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장비는 사용연수에 따라 감

가상각하고 운영기간 마지막 연도에 잔존가치를 반영

38) 조달청, ｢ 내용연수｣ , 조달청고시 제2014-12호, 2014.5.23.
39) 해양측정기기 8년, 물리탐사기기 10년(자력계, 유속계, 수질시료채취기 등)의 구성 금액비율에 따른 평균값
(9.68년)을 고려하여 반올림하여 평균 10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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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유지보수비는 장비별 취득가 규모에 따라 연구장비들의 운영유지비를 추정

하였으며, 중대형(50억 원 미만) 이하의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
터(NFEC)에서 발표한 유지보수비요율을 취득가액에 적용하여 유지보수비를 산정

[그림 4] 장비 운영유지비의 구성
출처 : 연구장비 유지보수비 산정기준 (NFEC, 2014.2.17.)

(3) 총비용 추정

□ 총비용 검토 결과, 총사업비(부가세 제외)와 선박운영비 4,777.03억 원, 장비운영비
802.15억 원을 합하여 7,482.68억 원으로 추정됨 (현가로는 3,920.98억 원)

○ 총비용은 사업계획서 대비 815.74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40)되었음

40) 동 추정치는 쇄빙선(아라온호) 운영비의 실제 증가추세(연 6% 이상)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며, 사회적 할
인율은 4.5%를 적용(2017.9, 기획재정부 예타 운용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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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동 사업의 총비용 추정 결과 (단위 : 백만 원)
연도

총비용 검토안
총사업비

선박운영비

장비운영비

총비용(명목)

총비용(현가)

2017

3,358

3,358

2,942

2018

22,913

22,913

19,214

2019

53,714

53,714

43,103

2020

54,684

54,684

41,991

2021

56,381

56,381

41,431

2022

19,080

1,206

20,286

14,265

2023

19,080

1,206

20,286

13,650

2024

19,080

1,206

20,286

13,063

2025

19,080

1,206

20,286

12,500

2026

19,080

1,206

20,286

11,962

2027

19,080

1,206

20,286

11,447

2028

19,080

1,206

20,286

10,954

2029

19,080

1,206

20,286

10,482

2030

19,080

32,500

51,580

25,505

2031

19,080

1,206

20,286

9,599

2032

19,080

1,206

20,286

9,185

2033

19,080

1,206

20,286

8,790

2034

19,080

1,206

20,286

8,411

2035

19,080

1,206

20,286

8,049

2036

19,080

1,206

20,286

7,703

2037

19,080

1,206

20,286

7,371

2038

19,080

1,206

20,286

7,053

2039

19,080

1,206

20,286

6,750

2040

19,080

32,500

51,580

16,423

2041

19,080

1,206

20,286

6,181

2042

19,080

1,206

20,286

5,915

2043

19,080

1,206

20,286

5,660

2044

19,080

1,206

20,286

5,416

2045

19,080

1,206

20,286

5,183

2046

19,080

-11,312

7,768

1,899

477,003

80,215

748,268

합계

191,050

* 건조비용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 , 부대비용에서 제세금은 제외한 금액

39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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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익 분석
가.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 사업계획서에서는 제2쇄빙연구선 건조에 따른 편익으로 조선기자재개발 편익, 과학

기술적 편익, 국민자긍심 고취 및 극지인프라 강화 편익을 제시하였으나, 동 사업의
직접적 목표와 수혜자를 고려할 때 모두 수용하기 어려움
<표 24> 주관부처 사업계획서의 편익 항목
편익항목
조선기자재 개발편익

대형 선박기자재의 방한기술(winterization) 성능
시험 테스트베드 및 기술·제품검증 효과
극지·쇄빙선 전문가, 해양학자 대상으로

정(+)의
가치

편익내용(직간접적 영향)

과학기술적 편익

비시장/현존하지 않는 재화의 가치 설문조사
※ 선박규모수요, 연구수요, 논문·특허성과 등

증가

평가기법
시장수요접근법

진술선호접근법
(컨조인트분석)

국민자긍심 고취 편익

일반 국민이 비시장재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를

조건부 가치

극지인프라 강화 편익

평가하여 추가소득세 지불의사를 1:1전화설문

측정법(CVM)

출처 : 기획보고서

□ 먼저, 조선기자재 편익은 편익효과와 실제 산식내용이 부합되지 못하고, 규모도 과

장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편익은 인정되기 어려움
○ 제시된 편익효과는 선박 기자재41)의 테스트베드·검증 효과로 제시되고 있으나, 산

식 내용은 LNG운반선, 드릴쉽 등 특정선박의 시장규모·점유율 전체를 제시

○ 제시된 사업기여율 산식42) 중 2달간의 북극해역 쇄빙선 운항비용을 전액 ‘기자재
R&D투자비’로 치환하고, 이를 또한 국내 조선산업분야 연구개발투자비(‘13년
2,749억 원)와 같은 특성으로 판단하는 등 산식 정의가 부적절함. (‘국내 조선산업

전체 R&D투자비’는 방한기술과 관련된 국내 R&D투자 규모로 한정되어야 함)
□ 과학기술적 편익은 편익효과로 미반영하는 과학기술적 성과에 대한 금액가치를 도출

하였으며, 설문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표적화가 이뤄지지 않아 편익을 그대로 인정
41) 극저온용 특수 기자재, LNG 기자재, 드릴링 패키지, 해양 Topside 기자재 등 엔지니어링 기반기술이 필요한
기자재로, 해당 기자재의 국산화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극지 현장 Test Bed’로 동 선박을 활용 추진
42) 사업기여율 =신규선 북극운항비용(60일)/국내 조선 산업분야 전체 R&D투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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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움
○ 사업계획서에서는 극지·쇄빙선 전문가, 해양학자 대상으로 비시장(현존하지 않는)

재화인 연구선규모, 공동연구가치, 논문·특허성과 가치, 사업비용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인 컨조인트 접근법을 통해 과학기술적 편익43) 가치를 제시 (3,000억 원 내외)

○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편익효과로 반영하지 않는44) 논문·특허성과의

금액적 가치 중심으로 편익이 산출되고 있어 편익분석 결과로 적절하지 못함
○ 또한, 현재 조선분야와 해양연구분야는 설문 대상자 특성이 달라 적절한 표적화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에는 컨조인트 접근법을 통해 정확
한 (투입 대비) 효용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컨조인트 기법을 통한 적절한 사양(Spec.)의 쇄빙연구선을 선택45)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전문가들이 해당 사양의 선박 효용성을 중립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나, 현재로는 선박을 건조·운영하는 전문가와 자원·기후 등 극지연구 전
문가가 느끼는 해당 선박의 효용성은 다르게 표출될 가능성이 높음
□ 국민자긍심 고취 편익은 사업목적·이슈와의 관련성 부족, 설문지 내용의 오류, 합리

적 지불의사액 도출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제시된 편익을 수용하기 어려움

○ 사업계획서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진술선호접근법으로 동 사업

의 국민자긍심 고취 편익(국내 극지연구 인프라 강화 편익 포함)을 2차례46) 도출

○ 부처는 해당편익이 사업목적 및 목표에 부합하므로 해당 편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목적이나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가 국민 자긍심 고취와
무관함이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남
- 일반국민의 부처 추가답변자료(38-a)에 따르면 설문응답자가 제2쇄빙연구선의

주요역할 1순위 및 2순위로 ‘국가위상 제고와 국민자긍심 고취’를 응답한 비율은
2.2%와 3.3%에 불과함

43) 사업계획서에서는 건조사업의 속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대안집합을 4개로 구성하였으며, 약 3,094~3,417억
원(‘22~’46년)의 가치증가로 환산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
44) 예비타당성조사 비용편익 분석 시 편익으로 미반영하는 과학기술지식은 논문, 특허 등이 대표적이며 이는
비용효과 분석으로 반영할 수 있음 (출처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2판), KISTEP, 2014)
45) 진술선호 접근법의 한 종류인 컨조인트 분석은 엄밀하게 보면 선택범주의 확률(보다 나은 spec을 선택할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며, 특정 spec(예:쇄빙성능 vs 연구편의성)을 정하거나 WTP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46) 사업계획서(과기대,‘14)에서는 약 3,298억 원(‘22~’46년)으로, 추가분석(한세대,‘15)에서는 약 4,204.2억 원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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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민이 동 설문조사에서 적정 WTP를 유도하기에는 설문지 내용에 과장·왜곡

된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또한, 일반국민이 고비용의 북극전용 쇄빙선 추가건
조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답하기에는 현 설문지 내용이 미흡
- “북극 연안국의 치열한 해양·영토전쟁 ~, 비 북극권 국가의 북극해 개발에 참여~”에

이어 바로 “미래자원의 보고”의 내용이 언급되고, 비연안국의 한계에 대해서는 언급
되지 않아, 쇄빙선 조기건조를 통한 북극진출로도 자원확보가 가능한 것처럼 서술
- “북극해에서 쇄빙등급 및 내한성능이 취약점 노출”로 언급되어 기존 아라온호의

북극해 활용이 극히 제한적인 것처럼 서술되고 있으나, 실제 본 제2쇄빙선 건조는
아라온호가 북극활동이 불가한 때문이 아니라 북극해역 운용기간의 증대가 목적임
- 일부내용은 사실을 과장·왜곡하거나 모호하게 결론을 유도하고 있음 (“북극해 지역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진입하기 위해~”, “아라온호는 남극기지~ 물자 보급 및 인력
수송~ 확대 수행에~ 점차 한계47)”, “다른 나라 쇄빙선 임차시 돈이 아주 많이 들 뿐
만 아니라~48)” 등)
□ 결론적으로, 기획보고서상의 편익추정방법(시장수요접근법, 진술선호접근법(컨조인트,
CVM)을 통한 비용편익 분석은 동 사업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7) 아라온호의 북극기지 물자보급용 활용목적은 미미하며, 제2쇄빙선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도 충분히 보급가능
48) 해외 내빙선/내빙선 임차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신규쇄빙선 비용과 비교도 이뤄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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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성 분석
가.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방향
□ 기획보고서에서 제시된 3가지 편익(시장수요접근법, 진술선호접근법, 조건부가치측정

법)을 통한 비용편익 분석은 동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효과
분석을 적용
○ 동 사업은 시장수요를 추정하기 어렵고, 대리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진술선호

접근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그림 5]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과정 개략도
출처 : 연구개발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2판) (KISTEP, 2014)

○ 동 사업과 유사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일

효과를 내기 위한 비용을 대안 간 비교하는 ‘고정효과접근법’을 사용
□ 부처가 당초 제시된 연구수요/이슈범위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본 예타 조사에서는

쇄빙선 건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통제하고, 이에 따른 비용효과 접근
법(고정효과분석법)을 채택

○ 준대형급 신규선 건조와 관련성 높은 이슈를 선별하고, 이슈와 부합되는 복수의

대안을 도출한 후, 대안별 효과를 최대한 유사하게 하여 대안간 비용을 비교함

○ 본 예타 조사에서 인정한 동 사업의 실질 효과는 연구항해일수 확대, 운항예비일

확보, 북극 공동연구협력 강화(북극외교 포함)이며, 북극해 자원개발, 북극항로 물
류지원, 글로벌 기후조사 효과는 관련성이 낮으므로 불인정함

○ 따라서, 부처 원안과 동일한 효과가 아닌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내는 복수의 대안

을 도출하여, 대안간 소요비용을 비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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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의 대안은 기존 아라온호의 백업49)이 가능한 쇄빙선(또는 내빙선) 활용으로

귀결되며, 이러한 대안들이 준대형급 쇄빙선 건조에 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과
를 거둘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① 준대형급 신규 쇄빙선 건조를 통해 해결 가능한 이슈(사업효과)를 선별함
- 기술적 타당성에서 검토한 제2쇄빙선 건조에 따른 주요 효과(해결이슈) 검토 결과

연구항해일수 확대, 운항예비일 확보(기지보급 포함), 국제공동연구(북극외교 강화
일부 포함)는 동 사업과 관련성 존재하는 이슈로 분석되므로 사업효과로 채택함
- 반면, 동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이슈(북극해 자원개발, 북극물류항로 개척,

기존 선박사양 한계, 북극점 부근 기후조사)는 동 사업 효과에서 배제함
② 다음으로, 직접적 관련성 높은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복수의 대안을 선정함
- 신규선 건조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 대안’으로 타국 쇄빙선의 임차를

선정하고, 연구선 임차비용(12,000t급 유사 규모), 물류용 타국 쇄빙선 사용료 등을
고려한 비용을 검토
③ 만약, 대안별 효과의 차이가 명확히 존재하고, 그 차이를 보정해야만 동일 효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이슈항목50)에 대해 효과보상 비용을 도출하여 이를 투
입비용 계산에 반영하여 보정
에 대해 효과보상 비용을 도출하여 이를 투입비용 계산에 반영하여 보정한다
□ 부처의 사업 원안(준대형급 신조)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고정효과 분석 논리를

제시하였으나, 비용 및 사업효과의 적절성 관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대안임

○ 원안과 ‘동일한’ 선박사양(Polar 20, 2m이상 쇄빙능력)을 유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구선 3척을 운영하는 대안*들을 제시함
* 중형급 쇄빙연구선 + 준대형급 쇄빙화물선 건조(임차) + 중형급 내빙연구선 임차

○ 부처가 제시한 대안(3대의 쇄빙·내빙선 운용)은 사업 계획 원안의 기대효과보다도

오히려 크다고 판단되므로, 동일한 기대효과라고 볼 수 없음
- 2대가 아닌 3대의 쇄빙·내빙연구선 운영은 ‘연구활동 증가’라는 기대효과가 더 크
49) 제2쇄빙선의 신규 추진 토론회에서도 “시급성ㆍ필요성 논리가 부족하며 아라온 등과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
함”, “아라온이 얼음에 갖히는 등 문제 발생시 백업차원의 배로 제2쇄빙선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 등의 의
견이 개진되고 있어 제2쇄빙선은 아라온호의 문제발생 시 ‘백업선박’ 역할임이 논의됨(출처: 추가제출자료)
50) 연구쇄빙선 외 다른 자원·지질 탐사수단 활용비용(유무선 잠수정(ROV/AUV)대여 및 파일럿 투입비용), 러
시아 등 타국 쇄빙유도선에 대한 임차비 대체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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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발생될 것이며, 반면에 비용은 3대를 운영해야 하므로 당연히 비용이 더 증가
되므로(50%이상), 적절하게 통제한 고정비용·효과 접근법으로 보기 어려움
나.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
□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원안대비 효율적인 비교대안(예타대안)이 존재함

○ 사업계획 원안(12,000톤급 쇄빙연구선 건조)은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실질적으로 달

성할 수 있는 추진효과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였으므로 적정 안으
로 채택하지 않았음
○ 신규 쇄빙연구선의 건조목적 및 용도, 달성가능한 효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편익추정 방법인‘비용효과’관점에서 최적의 비교대안으로 결론내릴 필요

○ 다만, 현재 단일 쇄빙선(아라온호)으로 남극기지 및 남극·북극연구 활동을 동시 지

원하는 물리적 한계 및 운항 비효율성의 해소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여, 대안을 제
시함
□ 신규 쇄빙 연구선의 건조목적 및 용도, 달성 가능한 효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6,000톤급 다목적 쇄빙선 건조가 비용효율적인 관점에서 적정한 비교 대안
으로 판단됨
○ 제시된 연구수요는 수요 검증 부족으로 일부분만 인정하고, 제기된 북극이슈 중

쇄빙선으로 해소가능한 이슈만 인정
- 단일선박을 통한 남극기지 및 남극·북극연구 활동 동시지원의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정
- 일례로, 아라온호는 북극활동 위주로(필요시, 남극 보급 일부 수행), 신규 건조되

는 다목적쇄빙선은 남극활동 위주로 하되 2개 남극기지 보급을 전담하는 방식

○ 제기된 북극관련 이슈 중 동 사업과 관련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해결가능성

있는’ 이슈들만 인정하고, 이슈(효과)를 고정시키고 대안별 투입비용을 비교하여,
비용효율적 관점에서 적정 비교대안을 도출함
- 앞서 검토된 북극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복수의 쇄빙선 투입을 통해 달성 가능한

효과는 연구항해일수 확대, 운항 예비일 확보를 인정하고(아래 표, ‘○’), 북극공동
연구 확대는 부분적으로 인정하였다. (아래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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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북극해 자원탐사·개발, 물류新항로 개척, 기존 선박사양 한계, 고위도해역

기후조사 등은 사업계획 원안(선박규모)으로 직접적 해소가 불가능한 이슈이므로
비용효과 분석의 고정효과 범주에서는 제외
- 제기된 북극관련 이슈 중 동 사업과 ‘관련성 있는’ 이슈들만 인정하고, 이슈(효과)

를 고정시키고 대안별 투입비용을 비교하여, 비용효율적 관점에서 적정 비교대안
을 도출함

<표 25> 사업계획 원안 및 주요 대안별 고정효과 대비 투입비용 비교
사업원안
(12,000t급
쇄빙연구선)

(원안규모
타국쇄빙선
임차)

비교대안
(다목적쇄빙선,
6,000t 급)

연구항해일수 확대

○

○

○

운항예비일 확보(기지보급, 안전성)

○

○

○

북극 공동연구협력/북극외교 강화

△

△

△

북극해 지질/자원탐사

△

△

△

북극 물류항로 개척

△

△

△

기존 선박사양 한계극복

○

△

△

북극해 기후조사 (고위도)

○

△

△

쇄빙 능력

PC3~4

PC3~5

PC5~6

북극 운용 기간 (단위: 월)

8~12

3~6

3~6

총사업비 (단위: 억 원)

2,392

(-)

1,510

총비용 (현가) (단위: 억 원)

3,921

3,373

2,326

방안
관련 이슈/효과

관련성
있음

관련성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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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사업 계획 원안의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먼저, 활용수요 관점에서 동 사업의 북극전용 신규 쇄빙선의 가장 큰 활용처는 북

극해 기초조사활동으로, 주관기관인 극지연의 활용 희망 수요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어, 범부처적 연구·활용수요가 존재한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음

○ (국내수요) 쇄빙선 활용분야로 제시된 자원·기후 연구 등에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주관기관 외부의 활용수요는 구체적으로 확보되지 못함
○ (국외수요) 러시아 등 타국과의 공동활용 수요도 해당국의 요청이 아니며, 우리나

라(해수부/극지연)에서 향후 지속 협력을 요청하는 수준으로 국외 활용수요가 구
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북극진출 강화 수단 중 하나인 신규 쇄빙선건조가 ‘국가 정책적’수요로 인정되려

면 범부처 차원에서 쇄빙선 활용수요가 구체화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해수부를 제
외한 관계부처의 활용니즈·협력의사에 대한 실질적 논의 결과가 부재한 상황임
□ 다음으로, 북극 이슈해결 관점에서 쇄빙선 신규 건조 필요성으로 제기된 북극관련

이슈는 준대형급 건조 필요성과는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해결가능성이 낮음
○ 북극권 자원개발, 기후변화 원인규명, 북극점 新항로개척 등 제기된 북극관련 이

슈는 준대형급(12,000t) 신규쇄빙선 투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으
며,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슈로 보기에 어려움
- 북극 광물자원 확보 이슈는 북극 연안국의 견제로 인해 현실성이 없으며, 결빙해

역자원조사/탐사와 관련하여 타 부처·유관기관과의 실질적 협력방안이 마련되지
못함
- 북동항로 등 기존 북극항로 물동량 증가, 러시아 쇄빙지원능력 한계 등의 이슈는

준대형급 연구목적 쇄빙선 신규투입과는 관련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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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및 기후연구 유관기관과의 70°N 이상 북극권역 해양에 대한 환경변화관

측 협력연구 수요는 명확하지 않음
○ 다만, 남극기지 보급으로 인한 북극 연구기간 부족 해소, 북극 국제공동 연구협력

강화, 기후변화 연구확대 등에서 신규 쇄빙선 필요성이 일부 인정됨
- 실제 북극 연구항해는 상시 결빙해역이 아닌 대부분 해빙해역에서 진행되며, 동

절기를 전후하여 준대형급 쇄빙선을 이용하여 북극 결빙해역 진입의 필요성이 낮
으므로, 부처가 주장하는 쇄빙선 규모는 과잉 사양임
□ 사업 추진전략 관점에서 현재와 같은 해수부/극지연 주도의 연구선 운영방식은 국

내 산·학·연 연구수요가 충실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타 해양연구 선진국과
비교할 때 범부처 공동활용체제로서의 실효성이 낮음
○ 해양연구 선진국인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범부처 차원의 연구선

공동활용·조정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며, 부처/기관별 단독운영·활용체제를 취하고
있어 공공연구선의 공동(활용)재원분담 체제가 매우 미흡함
- 타 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처별/기관별로 공공연구선을 독자 건조 후 단독 운용

하고 있어, 선박 추가 투입에 따른 부처별 필요 운영비·연구비를 개별 지원받는
체제로서, 국가적으로 해양 인프라 투자의 비효율성이 높음

○ 현재의 해수부/극지연 주도의 위원회 형태(연구선 공동활용위원회)로는 범부처적

선박 공동활용 및 폭넓은 국내 연구자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 존재
□ 비용효과 접근법을 통한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계획 원안 대비 효율적인 비교대안

이 존재하였음
○ 사업계획 원안(12,000톤 급 쇄빙연구선 건조)은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추진효과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였으므로 적정안으
로 선택되기 어려움
○ 다만, 현재 단일 쇄빙선(아라온호)으로 남극기지 및 남극·북극연구 활동을 동시 지

원하는 물리적 한계 및 운항 비효율성의 해소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여, 대안을 제
시함
○ 신규 쇄빙연구선의 건조목적 및 용도, 달성 가능한 효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6,000톤급의 다목적 쇄빙선 건조가 비용효과 관점에서 최적의 비교 대안
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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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규모 이상의 쇄빙연구선 건조는 향후 대내외적 여건이 갖춰지는 시점에, 범부

처적인 북극 연구·활용 수요를 구체화하여 사업계획 보완 후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 결과, ‘사업 미시행’으로 도출됨

○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의 종합 평점 결과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

도가 높아 사업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음
구분

종합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AHP 평점

0.291

0.264

0.319

0.311

※ 가중치 : 기술적 타당성(50.3%), 정책적 타당성(32.0%), 경제적 타당성(17.7%)

2. 정책제언
□ 북극해를 비롯한 극지 과학조사 및 극지 기초연구활동의 강화 필요성은 인정됨

○ 북극해 등 극지 결빙해역에서의 연구·조사 활동 강화를 통해 북극 주변국과의 국

제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對 북극권 외교 영향력 확대 필요성은 존재함
○ 신규 쇄빙선 등 극지 과학조사 인프라 확충은 전지구적 해양 기초연구를 활성화

시키고, 조선 분야 등 관련 산업의 국가경쟁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북극 해역상황 및 주변국 여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검토를 통해 적정한 규

모로 연구지원 인프라(쇄빙연구선) 건설이 이뤄져야 함

○ 향후 활용수요의 적절성 여부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된 명분만으

로 신규 대형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건조 후 약 30년간 운
영되는 쇄빙선과 같은 중장기·대형 인프라 투자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북극연안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해양선진국 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북극권 해양·지질조사 활동을 위해 관련국과 R&D협력 및 인프라 공동활용
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 운영예산 투자 효율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북극 자원·항로 등 극지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H/W적 기반확충(인프

라 건설)과 별개로 해양 기초연구 지원, 인력양성 등 S/W적 기반 확충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한정된 해양 R&D투자재원이 대형 인프라 건설·유지(출연연 지원)에 편중될 경우,

국내 해양 기초·원천연구의 저변확대 및 연구 다양성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

요약 63

□ 현 규모 이상의 쇄빙연구선 건조는 향후 대내외적 여건이 갖춰지는 시점에, 범부처

적인 북극 연구·활용 수요를 구체화하여 사업계획 보완 후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국내 연구계·산업계의 북극 진출 수요가 구체화되고, 북극 연안국과의 공동활용과

같은 국외 수요도 명확해질 경우, 합리적 운영계획 수립을 전제로 하여 현 아라온
호 규모 이상의 쇄빙선 신규도입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음
- 정부의 북극정책 및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향후 러시아 등 관련국과의 협의가 진

전되어 공동협력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경우, 타국 북극해 영유권 다툼에 활
용되는 조사수요가 아닌 우리나라 실익이 확보된 합리적인 국외 활용수요 확보
가능
○ 기관별 독자 운용 중인 공공연구선에 대해 범부처적 공동활용·조정기능을 실질적

으로 활성화시키고, 부처간 연구재원 분담체계도 정비하는 등 범국가적 차원의 합
리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이러한 내용이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될 필요
- 실질적 활용 용도에 맞는 개념설계 사전추진, 복수쇄빙선 운영에 따른 ship
management 계획 마련 (복수선 운용시 국내 모항 복귀 최소화를 통한 운항기간·

비용 효율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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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사업 개요
총사업비
추 주관
진 부처
주
체 기관

2,856억 원
(국고 : 2,856억 원)

사업
기간

2017～2021년
(1· 2단계, 5년)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극지연구소

사업목표

정부의 북극정책 지원과 극지 진출역량 강화를 위해 쇄빙능력(Polar 20)과 내한능력
(-45°c)을 확보하는 준대형급(GT 12,000톤 이상)의 제2쇄빙연구선 건조

추진체계

주관부처(해수부)는 예산배정 및 진행사항 점검을 담당하고,
사업 주관기관인 극지연구소가 건조사업 총괄 및 사업 추진단 운영

○ 사업 결과물 : 쇄빙연구선 1식(주요 탑재 시설/장비 포함)
○ [1단계] 개념·기본·실시설계 및 요소기술 개발(95억 원) (～‘18년)
- 개념·기본·실시 설계(65억 원) : 선박목적, 선형, 건조사양서 작성 등
- 요소기술 개발(30억 원) : 빙-선체구조 해석 및 안전설계 평가기술, 빙성능 최적
화 및 시험평가 기술, 방한성능 실용화 및 기술표준화 기술, 실해역 안전항해 및
실선 성능 검증 기술
주요내용
○ [2단계] 선박건조비, 장비구축비 및 부대비용(2,761억 원) (~‘21년)
- 건조비(2,052억 원) : 선각(선박골격), 화물장치, 외장공사, 설비공사 등
- 연구장비 및 탐사장비(314억 원) : 연구공간 구축(건식·습식), 연구·탐사 장비 구
축(해양연구장비, 지구물리탐지·음향장비, 해양지질/생물관측), 연구지원 장비 구
축(해양윈치, CTD 지원장비, 탄성파 탐사지원장비)
- 부대비용(395억 원) : 감리비, 감독비, 제세금 등
○ 북극권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과학적 성과 제고 및 외교적 협력기반 마련
* 북극해의 경우 전체의 82%가 연안국의 영해와 EEZ로 구성되어 있어 북극 연구
를 위해서는 북극권 국가와의 사전 협력이 필요
- 극지 과학연구 영역 확대(미답지 탐사)를 통한 기후, 신물질, 생명체,
지형·지질 과학연구 성과 제고 및 글로벌 협력·영향력 강화
* 북극해 대형 공동연구사업 주도를 통해 북극 이슈 해결에 기여,
국제 극지과학 협력 리더십 강화 및 과학 외교력 제고
기대효과 ○ 북극활동 강화를 통한 경제·사회적 효과
- 장보고기지(남극 제2기지)의 본격적 운영에 대비한 안정적 물자 보급 및 인력
입출지원과 남극대륙기반 연구 활동 지원 강화
- 쇄빙·내빙·내한 기술, 내비게이션, 레이더 등 조선기술 개발 및 극한지 환경소재,
통신장비 등 기자재 테스트베드 활용을 통해 관련 산업역량 제고
- 극지연구 강국 위상 확립을 통한 국민 자긍심 고취, 쇄빙연구선 탐방 등 초·중
현장교육 기회 확대로 개척정신 함양, 북극해 운항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해기
사, 기술자, 해빙항해 전문가 등, 연 4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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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가. 사업 추진배경

지구 자전축이 지표와 맞닿는 북극점 및 남극점을 중심으로 하는 고위도 지역인 극지는
대부분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양 극지의 얼음 지역의 크기 및 형태는 계절에 따라 달라진
다. 북극은 대륙에 에워싸여 있는 바다이며, 우리나라의 극지 기지가 존재하고 있는 남극은
태평양, 대서양 등을 통해 고립된 대륙이다. 남극권에서는 연간 얼음의 양이 크게 변하지
않으나, 북극권은 계절에 따라 얼음지대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북극해 지역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빙(解氷)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변 육지 및
바다 해저에 존재하는 광물자원 등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온난
화로 인한 해빙이 가속화 되면서 북동·북서 항로의 상용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북극
해 주변 열강인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연안국들에게 북극해역은 국가 안보차원에서
도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림 1-1] 북극해 해빙(Sea Ice) 면적 변화 추이
출처 : Arctic Report Card (NOA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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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에 따른 전 지구적 기후변화는 북극 및 남극 양 극지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 북극을 대상으로 한 과학 활동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대륙으로 이뤄진 남극
지역은 국제조약에 의해 각국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고 자원분야도 과학적 탐사만 인정하는
등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바다(북극해)가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극의 경우는 UN해
양법 협약에 따라 북극해에 대한 주변 연안국의 개별 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배타적 경제수
역(EEZ)만을 인정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극해 해저 대륙붕의 자국 영토 연결 주장 등 최
근 북극 연안국간의 영유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고, 하절기 북극 해빙과 같은 북극해 환경
변화로 인해 북극항로 및 북극해 부근 자원개발에 대한 연안국 및 주변국의 관심 또한 고
조되고 있다.
동 사업은 제2 쇄빙연구선 건조를 통해 극지의 탐사 연구, 특히, 북극에 대한 탐사 연구
및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사업이다.
나. 사업 추진경위

동 사업의 기획연구는 2013년 9월에 착수되었으며, 2014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
청 하였으나 미선정 되었다. 2014년 10월에 조선 및 조선기자재업계 수요조사 및 협조방안
협의, 11월 공청회를 개최한 후 산업통산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치고, 사업
기획연구 보완을 통해 2015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그해 12월에 201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2. 사업 내용
가. 사업 목표

주관부처는 극지 선도국가 달성이라는 사업 비전을 설정하고, 사업 목표로 고부가가치
준대형급 쇄빙연구선 건조 및 빙성능 최적화 관련 요소기술 개발을 통해, 정부의 북극정책
지원과 극지 진출 역량 강화기반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동 사업의 세부 내용으로는 Polar 20의 쇄빙능력과 -45°c의 내한능력을 보유한 준대형급
(GT 12,000톤급) 쇄빙연구선 건조와 극지역 안전운항 설계 및 빙성능 최적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통해 북극해 관련 연구 및 극지 Test bed 등, 쇄
빙선 활용 연구 및 산업의 활성화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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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비전

최첨단 극지인프라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 달성

사업
목표

고부가가치 준대형급 쇄빙연구선 건조 및
빙성능 최적화 관련 요소기술 개발

Infra(쇄빙연구선 건조)
[ Size ]

사업
성과지표

-

전장
선폭
홀수
톤수

:
:
:
:

120m
22.5m
8.5m
GT 12,000톤급

[ Capability ]
-

쇄빙능력 : Polar 20
내한능력 : DAT -45℃
경제속력: 13kts
항속거리 : 20,000해리
운항지속기간 : 74일

2021년 까지 건조 완료

R&D(요소기술 개발)
극지역 안전운항
설계 및
빙성능 최적화
기술 개발
세부 요소기술 별
정량적 목표 제시

2018년 까지
개발 완료

[그림 1-2] 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출처 : 기획보고서

나. 사업 추진체제

동 사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가 건조총괄 및 주관기관이며, 해양수산
부는 주관부처로서 예산배정 및 진행사항 점검을 담당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재정부처 및 타 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2쇄빙연구선의 건조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추진한다. 극지연구소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건조 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보한 후,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건조를 총괄한다. 그 외, 참여 연구소 및 대학에서는 사업 착수 초기에
쇄빙연구선에 적용될 요소기술 개발 및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외 사업 참여주체로는 기본설계 및 설계자문을 담당하는 국내‧ 외 선박설계사, 기본·

실시설계 및 상세설계, 그리고 선박 건조를 수행하는 국내‧ 외 조선소, 선박의 재료, 기관장

치, 설비 등 다양한 부분의 구조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안전규칙을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하
는 선급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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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부/해양수산부)

기본설계 및
자문

요소기술
(연구소, 대학)

(국내외 선박설계사)

건조사업 총괄
사업 추진단 운영
(극지연구소)

실시·상세설계
및 건조

구조 및
안전 규칙

(국내외 조선소)

(선급)

[그림 1-3] 동 사업 추진체제
출처 : 기획보고서

다. 사업 내용

동 사업 내용은 목표로 하는 쇄빙능력(Polar 20)과 내한능력(-45℃)을 보유한 준대형급 쇄
빙연구선 건조를 의미하므로 비교적 단순한 구조이다.
향후 5년간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쇄빙연구선 건조를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먼저
사업 1단계(2017.1~2018.6)에서는 개념·기본설계, 건조로드맵 작성, 요소기술 개발, 실시설계
등을 실시한다. 이후 사업 2단계(2018.7~2021.12)에서는 쇄빙선 건조를 위한 생산설계를 포
함한 실제 건조 작업을 수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

<표 1-1> 동 사업 단계별 수행기간 및 사업비 내역
구분

금액(백만원)

수행기간

비고(중복)

개념 및 기본 설계비

3,000

2017.01 ~ 2017.12

12개월

건조 로드맵

500

2017.01 ~ 2017.12

12개월

Ⅰ

1,000

2017.01 ~ 2017.12

Ⅱ

2,000

2018.01 ~ 2018.12

제1단계
요소기술
개발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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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실시 설계비

3,000

2018.01 ~ 2018.06

6개월

건조비

236,599

2018.07 ~ 2021.12

42개월

부대비용

39,488

2018.07 ~ 2021.12

42개월

285,587

2017.01 ~ 2021.12

총 60개월

총 건조사업비 합계
출처 : 기획보고서

사업 제1단계에는 개념설계·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그리고 건조로드맵 작성을 통해 선박
사양 및 선형 결정, 건조사양서 작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요소기술 개발의 세부 내용으로
는 ‘빙-선체구조 해석 및 안전설계 평가기술’, ‘빙성능 최적화 및 시험평가 기술’, ‘방한성능
실용화 및 기술 표준화 기술’, ‘실해역 안전항해 및 실선 성능 검증 기술’ 등을 계획하고 있
다.
사업 제2단계에는 선박건조비, 장비구축비 및 부대비용 등 사업비의 대부분인 총 2,761억
원 투입을 통해 선각(선박골격), 화물장치, 외장공사, 설비공사 등의 건조비 2,052억 원,
연구장비 및 탐사장비구축을 위해 31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는 해양연구, 지구물리탐지·음향, 해양지질·생물 관측 등을 위한 연구 및 탐사장비, 해
양윈치, CTD 지원장비 등의 연구지원장비로 구분된다. 그 외 감리비, 감독비, 제세금 등의
부대비용으로 395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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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방법
1. 사업의 특징
동 사업은 사업목표는 제2쇄빙연구선 건조이나, 일반적 SOC 구축 사업과 달리 실질적으
로는 극지 과학조사 및 기초탐사·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형 R&D 인프라 구축(투자)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SOC사업과 달리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정책적 타당성 및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병행되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기획 참여자의 적절성, 세부과제 도출 과정의 적절성,
R&D 이외의 다른 효율적인 대안의 존재 여부, 사업 목표의 적절성, 세부 기술개발계획의

구체성, 기존 유사 과제와의 중복 및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체제의 적절성, 주관부처의 사업 추진의지, 사
업 추진과 관련한 위험요인 등을 검토하였다.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상세 건조내역별
비용산정 내역의 적정성과 전체 사업 측면에서 투입 예산 대비 기대되는 편익 및 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동 사업의 세부 분석 쟁점에 대해서는 항목별 조사방법
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 항목별 조사방법
가. 기술적 타당성 분석

기술적 타당성 분석은 일차적으로 개별 연구개발 활동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과학기
술분야의 비정형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제하여 정책결정이나 예산의 편성 및 심의 과정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사전에 인지하여 향후 해
당 사업관리 및 평가를 위한 기준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기본 평가항목인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에 대해 각각의 해당항목에 대한 쟁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1)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항목에서는 주관부처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기초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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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목표의 적절성, 사업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 체계의 적절성, 기획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전체 기술개발계획의 완성도를 분석하게 된다. 기획 과정의 적절성은 R&D사업이
기획된 배경, 경위 등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획단계의 오류로 인한 R&D사업의
부실화를 점검하도록 한다. 기획 과정의 적절성 분석을 위해 기획에 참여한 풀이 제한적인
지, 기술 분야 도출에 적절한 우선순위 설정과정을 거쳤는지, 적절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
했는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이전에 기획이 종료되었는지 등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도
록 한다. 동 사업의 경우 극지·대양연구를 위한 대형 R&D인프라 구축에 있어 사업 기획과
정 및 수요파악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연구선 활용계획의 우선순위 도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항목에서는 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은 추진당위
성과 효과성에 초점을 두어 검토하게 된다. 추진당위성은 왜(why)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가의 관점이고, 효과성은 사업이 어떻게(how) 의도하는 효과를 달성할 것인가에 관한
관점으로, 전자는 사업의 개입논리와 관련되며, 후자는 R&D사업이 논리적인 오류 없이 작
동되는 것과 관련되는 사항이다. 추진 당위성의 분석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명확히
진술되었는지, 결과물에 대한 수혜자의 표적화가 적절한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전문가의
경험 또는 수요조사에 의해 적절히 파악되었는지,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가 적절히 연계
되었는지, 문제 해결 정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등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효과성’의 분석을 위해서는 목표 측정을 위한 객관적 수단이 제시되었는지, 성과평가를 위

한 적절한 기준선이 제시되었는지, 세부활동의 투자를 위한 합리적인 우선순위선정 기준이
존재하는지 등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동 사업의 경우, 준대형급 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해 국내·국외의 활용수요는 적절하게 파악하였는지 우선 검토하였다. 또한, 북극
관련 제기된 이슈의 적절성과 함께, 동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가능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준대형급’ 쇄빙연구선 건조라는 사업목표와의 연관성이 확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사업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항목은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로
대변되는 세부 활동들이 효과적, 유기적, 효율적으로 연계되었는지 여부를 관리가능성의 관
점에서 분석하게 된다. 계획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분석을 위해 세부활동이 사업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계되었는지, 적절한 세부활동 단위의 계획이 존재하는지, 세부활동은 구체적
이고, 측정가능하고, 현실적인 지표를 갖는지, 세부활동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논리적인
지 등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동 사업의 경우, 쇄빙연구선 건조 절차·사양설정 과
정의 적절성과 함께, 세부 활동내역인 요소기술개발, 건조절차별 기간추정·선후관계 등의
적절성 위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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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항목은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투자의 시점과 종점을 기준으로 기
술속성에 의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일정지연이나 비용증가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인 우선순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술추세 및 기술수준의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기술추세 분석은 대규모 기술개발 활동이 발생하기 위한 관련분야의 동향, 기술개발의

추진준비, 사업에서 설정한 목표의 정도, 기술개발 결과물을 활용하기 위한 경제‧ 사회적 상
황 등을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동 사업에서 제시하는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자-연구결과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기술 확산에 의한 기술성장을
연구자와 연구결과물의 시계열적 관계로 분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술수준은 기술이 목적으로 하는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
인데, 주관부처가 제시한 국내 기술수준을 검토하고, 해당 분야의 기술수준, 중점과학기술
관련분야의 기술수준 조사결과 등을 활용하여 국내 기술수준을 조사하도록 한다.
동 사업의 경우 국내 조선소의 건조기술은 글로벌 수준이므로 선박 건조기술 자체의 불확
실성·가능성보다는 주로 요소기술개발과 관련된 현 기술추세·경쟁력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3)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은 중복투자의 관점에서 유사·동일한 효과를 기대하는 정부의
재정투자가 유사·동일한 수혜집단에게 실제 수요를 초과하여 공급되는 전달체계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NTIS, 부처 사업관련 계획,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중복성 분석 대상 후보군을 도출하고,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 사업의 목표, 지
원분야, 지원대상, 지원범위의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하게 된다. 사업 단위 분석과 함께 세
부사업 내 과제 단위에서도 유사기술 범위 내에 포함되는 과제 현황을 통해 중복가능성을
조사하도록 한다. 동 사업의 경우 중복성 검토 의미가 적은 현재 운영중인 공공연구선 및
보유장비와의 중복여부보다는 요소기술개발 과제와 참여기관 자체 연구과제간 유사·중복성
위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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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과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로
나누어 분석된다.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국가 정책 관점에서 사업 추진주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해당 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목표, 전략 및 세부기술 분야의 특성
과 관련된 국가계획 중 법정계획을 대상으로 제시된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를 예타 대
상사업의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내용과 비교·분석하게 된다.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는 사업 수행체계와 관련 규정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
지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체제상에 명시된 사업 참여 예정 주체들의 사업에 대한 의지와
이해관계자들의 선호도를 분석하는 항목이다. 추진체제의 적절성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행
정기관의 역할이 법령에 근거하여 위임되었는지,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관리체계가 준
비되었는지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주관부처의 동 사업 준비정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등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의지를 판단하게 된다.
동 사업의 경우 추가 쇄빙연구선 도입에 따른 국내 연구선 공동활용체제 구축과 관련된
기존 문제점 및 한계 극복 가능성과, 부처·주관기관의 복수 쇄빙선의 운용 및 활용계획의 구
체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2)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은 기술개발 활동 및 관리와는 거리가 있는 외부 위험요인과 순수
한 조달에 의한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항목이. 재원조달 가능성 항목은 총사업비의 정부재
원 조달 가능성을 사업 참여주체의 재원조달 체계 및 역할분담, 그리고 정부의 중장기
R&D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분석하게 된다. 법·제도적 위험요인의 경우 해당 사업의 특성

에 따라 국제보조금 협정, 국제규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된다.
동 사업의 경우 향후 25년 이상 복수쇄빙선 운영에 따른 부처·주관기관의 재원조달 방안
여부와 함께, 필수 운영비 및 적정 연구개발비 수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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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비용 추정

비용추정에서는 부처의 제2쇄빙연구선 총사업비 산정 과정의 적정성 및 체계개발 사업의
특성에 맞게, 공사비, 장비구축비, 제경비, 부대비 등 선박건조 세부 항목별 사업비를 점검
하였으며, 총사업비 외에 쇄빙선 운영기간 동안(25년 간) 소요 운영유지비를 고려한 총비용
을 검토·재추정하였다.
(2) 편익 분석 및 경제성 분석

편익분석에서는 동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편익분석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형
R&D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제적 편익 분석 접근방식으로 적합한 지, 또한 산정근거의 적절

성 검토를 토대로 제시된 편익의 타당성 및 수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앞서 제시된 편익분석 검토 결과에 따라 동 사업과 같은 R&D 인프
라 구축 사업에서 적합한 경제성 분석 방향(비용효과 분석)의 적용 사유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사업 원안 및 예타조사 대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비교대안 존재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 원안 대비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 간에 비용 투입의
효율성을 비교하여 최적 대안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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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초자료 분석51)

제 1 절 북극의 환경 및 연구
1. 북극해 현황과 특징
가. 북극의 범위 및 특징

북극은 북위 90°에 위치한 북극점을 둘러싸고 있는 최북 지역으로 유라시아대륙과 북아
메리카대륙, 섬, 북극해로 둘러싸인 광활한 지역이다.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
는 북극지역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의하기 쉽지 않지만, 위도, 등온선, 수목한계선, 바다의
결빙 여부 등을 이용하여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표 2-1> 북극권의 지역과 위도
국가
스웨덴
핀란드

지역
노를란드 카운티
노르보텐 카운티

러시아

카렐리야 공화국, 무르만스크 (콜라반도 포함),
Nenets자치구, 코미 공화국, Yamalo-Nenets 자치구

미국

알래스카(passing through Selawik Lake)

캐나다

Yukon, Northwest Territories, 누나부트준주

그린란드

덴마크의 자치령

아이슬란드

Grímsey

북극해

노르웨이해 , 척치해(Chukchi Sea)

대서양

데이비스해협, 그린란드해, 노르웨이해

백해

칸달락샤 만

Ob Bay

러시아 북쪽 (Kara Sea 인근)

위도
66° 34'N
66° 34'N
66° 34'N
66° 34'N
66° 34'N
66° 34'N
66° 34'N
66° 34'N
66° 34'N
66° 34'N

012° 48'E
015° 31'E
023° 51'E
034° 28'E
044° 23'E
072° 27'E
161° 56'W
141° 00'W
073° 25'W
053° 16'W

66° 34'N 018° 01'W
66° 34'N
66° 34'N
66° 34'N
66° 34'N
66° 34'N
66° 34'N
66° 34'N
66° 34'N

000° 00'E
171° 01'W
034° 09'W
017° 59'W
023° 51'E
034° 28'E
040° 42'E
071° 05'E

출처 : 북극해 활용전략 연구 (KMI, 2010)

51) 북극해 활용전략 연구(KMI, 2010), 조선기술-배 만들기의 모든 것(지성사, 2011), 북극해를 말하다(극지연구
소, 2012), 북극정책 기본계획, 관련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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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지역에서는 베링해 주변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북위 66° 33'
이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춘분에서 추분 사이의 6개월간 태양이 24시간 동안 뜨지 않는 백
야 현상이 나타나며, 반대로 나머지 6개월간 극야 현상이 지속된다. 북위 78° 55'에 위치한
북극 다산기지의 경우 6~8월 기간 중 여름철이 되면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고 지평선 위
를 일정한 각도를 이루며 하루 한 바퀴씩 선회하는 반면, 11월~2월 기간 중 겨울철 극야가
되면 해가 뜨지 않고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점의 환경이 지속된다.
나. 북극해의 범위 및 특징

북극과 남극은 지구의 양 극지에 존재하는 지역으로 남극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륙이라
면, 북극은 대륙에 둘러싸인 바다이다. 대륙과 바다를 포함한 북극권 전체의 면적은 대략
2,100만㎢로, 지구 지표면의 약 6%를 차지한다. IMO의 북극해 운항선박지침에서는 규정이

적용되는 북극해의 범위를 그린랜드 쪽에서는 북위 67°03'9" 이상, 베링해 쪽에서는 북위
60° 이상 북극권에 위치한 바다로 규정하고 있다.

북극해는 세계 5대양 중에 작은 편이지만, 지구 전체 해양 면적의 약 2.8%에 해당하는
약 1,400만㎢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 3~4m 두께의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북극해의 평균
수심은 1,200m이며, 북극해의 70% 정도가 수심 1,000m를 넘는다. 그 외 30% 정도는 육지
연안의 광대한 대륙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극해 해안 지역에 넓게 발달되어 대륙붕 지역
에는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대규모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북측의 유라시아 대륙 대륙붕은 근해에서 멀리까지 펼쳐져 있고, 연해에는 서쪽
부터 베링해, 카라해, 라티프(Laptiv)해, 동시베리아해, 축치(Chukchi)해 등이 있다. 북미 대
륙붕은 근해 가까이에만 있으며 뷰포트(Beaufort)해와 링컨(Lincoln)해에는 수심 1,000m 깊
이의 해역도 있다. 북미대륙붕에는 캐나다 북극제도에 있는 뱅크스섬, 퀸엘리자베스 제도,
에레스미어섬이 연안에 근접해 있다. 유라시아 대륙 쪽의 대륙붕에는 서쪽부터 스발바르
제도, 젬랴프란차요시파(Zemlya Frantsa Yosifa), 노바야젬랴, 세베르나야젬라(Severnaya
Zemlya), 노본비루스쿠제도, 랭겔섬 등이 위치하고 있다.

북극해 중앙부에는 수심 4,000㎞의 심해평원이 있으며 이곳의 최대수심은 5,440m에 이르
고 있다. 그린란드 북쪽에서 북극점을 지나 러시아 북극의 제도인 ‘노보시비르스크 제도’로
향하는 해저에는 로모노소프(Romonosov) 해령(정상부 수심 841m)이 위치해 있다. 이 해령
을 기준으로 북극해 해저가 북유럽 측과 알래스카 측으로 나누어지며 이 로모노소프 해령
양측에 평행한 해령들이 위치해 있는데 북유럽 측 해령을 ‘북극 중앙해령’, 캐나다 측 해령
을 ‘알파(Alpha) 해령’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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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북극해 범위
* 자료 : Guidelines for Ships Operating in Arctic Ice-covered Waters (IMO, 2002)
출처 : 물류신문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47)

북극지역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 인접 국가들의 해안지역에는 바닷길이
열려 있으며 점차 그 면적이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극해를 선박으로 운항할 수 있는 항
로가 생겨났으며, 얼음으로 덮여 있던 지역에 대한 자원 탐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북극해에는 두 가지 항로(route)가 있다. 하나는 유라시아 대륙과 북미대륙 사이의 80㎞
폭의 베링해협(최대 수심 60m)을 지나 북태평양으로 가는 북동항로이고, 다른 하나는 그린
란드 대륙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이 1,400㎞ 거리 폭을 지나 북대서양으로 나가는 북서항
로이다. 북서항로의 경우 해저에는 수심 3,500m 깊이의 심해평원이 있고, 그 동쪽을 노르웨
이해, 서쪽을 그린란드해라고 이름한다.
이 두 개의 항로 외에도 캐나다 북극제도에는 에레스미어(Ellesmere)섬과 그린란드 대륙
사이 폭 20㎞, 최대 수심 500㎞의 좁은 바닷길이 있으며, 이 길을 빠져나오면 배핀(Baffin)
만과 데이비스(Davis) 해협을 거쳐 대서양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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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북극해와 주변 바다
출처 : geology.com (http://geology.com/world/arctic-ocean-map.shtml)

다. 북극의 기후 특성

북극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겨울철
북극은 대부분 기온이 매우 낮지만, 노르웨이 해에서 바렌츠 해까지 멕시코 난류가 북상하
며 운반한 열에 의해 극야 기간에도 바닷물이 얼지 않는다. 북극해 중심부와 비교하면 기

온이 30℃ 정도 높다. 여름에는 많은 지역이 10℃, 일부 지역은 30℃ 까지 상승하기도 한다.
북극은 일사량, 지면 알베도, 기단의 이동, 해류, 지형 등의 요인으로 겨울 기온이 매우
낮고 지역에 따라 기온 차가 크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특히 지역 간 기온 변동은 겨울보다
여름에 크다. 북극에서 가장 추운 지역은 시베리아로, 1892년 시베리아 베르호얀스크에서

관측된 기온은 -67.3℃로 현재 북극권 관측 최저치로 기록되었다.

북위 66.5도 이북의 북극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복사 에너지가 계절에 따라 큰 변화를 나
타낸다. 여름에는 태양이 지지 않는 백야와 겨울에는 태양이 뜨지 않는 극야가 존재하는데,
백야와 극야는 북극점에 가까울수록 길어진다. 백야와 극야의 한가운데에는 하지와 동지가
있고, 하지 전후에 북극권이 받는 일사량은 적도 지역보다 많다. 일사량이 많음에도 중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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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기온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두터운 구름과 안개가 일사를 차단시키고, 눈과 얼음으
로 덮여있는 지역이 일사량의 대부분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라. 북극의 인구

북극 지역에는 약 400만 명의 북극 연안국 및 비연안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지난 천 년간 북극해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1만 7천여 년 전 최후빙하기 동안 베링지어 육
로가 형성되어 지금의 알래스카 및 동시베리아 사이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었다.
북극에는 최소 7개의 어족으로 분류할 수 있는 40여 개의 언어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북극 지역의 문화‧ 사회적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 북극해군도에 1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50% 이상은 이누이트족이다. 덴마크의 일부로서 자칭정
부를 가지고 있는 그린란드의 인구수는 5만 7천 명 이상이며, 90% 이상이 이누이트족 또는
이투이트와 덴마크인 혼혈이다. 노르웨이 최북부 스발바르 군도에는 스피츠베르겐섬, 롱이
어뷔엔섬 및 호펜섬 등으로 구성된 6만1천㎢ 정도의 지역에 약 2,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는 에벤키와 네네츠 같은 큰 부족부터 에네츠, 오로크 등의 작은 부족까지 포함하여
약 25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3] 북극 지역의 인구 구성
출처 : 북극해의 환경안보 (KIOS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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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극 생태계 및 기후변화
가. 북극 생태계와 먹이망 구조

북극지역의 최저기온은 -68℃, 겨울철 평균기온은 -40℃이다. 해안지역은 북극해의 영향

으로 내륙지방보다 따뜻하지만 여름철에도 평균기온이 0℃ 정도로 매우 춥다. 또한 연간
강수량은 50㎝ 미만이며, 일조량이 낮고, 강한 바람이 자주 분다.

저온과 심한 계절 변화 등의 가혹한 시련을 견뎌낸 극지생물들은 환경 적응을 위해 분자
수준에서부터 개체군 수준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특
히 극지에서는 식물, 동물, 지의류 등의 진핵생물과 미생물이 상호 경쟁과 협력을 통해 혹
독한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있으며, 열대지방이나 온대지방의 생태계 구조와는 다른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비교적 에너지가 많이 드는 독특한 생리적 기
작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극지에 서식하는 생물은 미생물부터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종 다
양성 또한 매우 다양하다.
북극의 먹이망 구조를 살펴보면 물질 순환과 에너지 전달이 플랑크톤, 물고기, 새, 물개,
바다코끼리 및 고래로부터 최상위포식자인 북극곰까지 연결된다. 다만, 북극곰은 지구상에
서 가장 크기가 큰 육식 포식자로서 북극에서만 발견되며, 남극의 펭귄이 지구온난화에 의
해 영향을 받아온 것처럼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생물군 중 하나이다. 수온의 증가로 녹아내
리는 해빙은 북극곰이 물개를 사냥할 수 있는 주요지대로, 해빙의 감소가 북극곰의 포식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북극은 대부분의 해빙이 북극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얕은 대륙붕에 형성되는데,
이때 일차생산자인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에 필요한 철 이온이 얼음 사이의 공간에 함께 갇
히게 된다. 해빙이 녹으면서 철 이온이 물로 방출되어 식물플랑크톤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나. 북극의 기후변화

북극지방의 기후는 최근 대량의 북극해 빙하의 감소로 인해 가을철의 평균 기온이 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겨울과 봄철 기온은 극지방 전역에 걸쳐서 과거에 비해 많
이 상승하고 있으며, 1960년대 중반 이후 북위 60~90도 사이 지역의 연간 평균기온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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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북극지방 평균기온 변화
* 자료 : Arctic Report Card: Update for 2010 (NOAA, 2010)
출처 : 북극해 활용전략 연구 (KMI, 2010)

미국 NOAA의 보고서에 의하면 1979년부터 2000년까지 북극 해빙(Sea Ice) 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여름철 해빙면적은 1979년부터 2005년까지 10년마다 8%씩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지난 1950~1990년까지 40년 동안 북극 해빙면적은 약 40% 감소하였고,
2000년 이후 4년간은 여름철 해빙면적이 지속적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다년생 해빙의 면적 감소는 과거 수세기 동안 줄어든 양과 거의 같았고, 최근에
는 겨울철 해빙량 마져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
최근 온난화로 인한 북극해 해빙량 감소로 인해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다. 북극해 해
빙이 가장 많았던 2008년 2월 21일에 북극해 해빙 면적은 1,500만㎦에 불과하였고, 2008년
여름에는 북서항로(캐나다 북극 항로)와 북동항로(러시아 북측 항로)가 동시에 열렸다.
이것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던 북극 빙하가 따로 떨어져 북극해 위에 떠 있는 얼음덩어리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시에 두 개의 항로가 열린 것은 지구 마지막 빙하기
였던 12만 5천여 년 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북극 해빙 주변 해류
의 흐름에 의해 북극 빙하는 조금씩 빙빙 도는 형태를 취할 것이고, 이 해빙 크기가 지구
기후변화로 인해 계속 작아지면 소용돌이를 치다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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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북극해 다년생 해빙 면적 감소 추이
출처 : Arctic Report Card (NOA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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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북극연구 현황
가. 북극연구 연혁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베링 해에서 명태를 잡는 등 북극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1990
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북극 기초연구를 시작했다. 1999년 7월, 전체일정 70일에 걸친
중국 쇄빙선 설룡호의 북극해탐사 국제공동연구에 우리나라 최초로 강성호 박사가 북극해
양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북극연구의 첫발을 내디뎠다. 2000년 8월에는 강성호, 故정경호
박사 연구팀이 러시아 극지연구팀과 공동연구 등 북극권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기회를 가
지며 북극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는 2002년 4월 국제북극과학위원회(ISAC)회의에
서 정식 회원 국가로 가입하였으며, 같은 해 4월 29일에 북극 다산과학기지를 개소하면서
본격적인 북극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북극이사회 잠정옵서버로 활동하였으며, 2013년 5월에 정식옵서
버 국가가 되었다. 2009년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 건조 이후 2010년부터
실질적인 남·북극해 연구와 과학기지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우
리나라는 북극 연안 8개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북극이사회에 정식옵서버 자격을 획득하면서
북극 연구 및 현장 조사 활동에 대한 위상이 강화되었다.
<표 2-2> 국내 북극연구 연혁
구분

내용

1993~1995년

북극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1999년

중국 설룡호 탑승을 통한 북극해 탐사 참여

2000년~

북극해 특성조사 연구 수행

2002년

북극다산과학기지 개소 및 북극과학위원회 가입

2008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신청 및 잠정 옵서버 가입

2010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북극연구 항해 수행

2011년

ASSW(Arctic Sciense Summit Week) 한국 개최

2012년 9월

스발바르 조약 가입

2012년 11월

국토해양부, 극지정책선진화 방안 확정

2013년 3월

북극이사회 회원국 대사 초청 북극정책 심포지움 개최

2013년 5월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가입

2014년 1월

정부 부극정책기본계획 발표

출처 : 기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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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극 다산과학기지

우리나라 1990년대 후반부터 북극 연구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한국북극과학위원회 창립, 국제북극과학위원회 1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라는 성
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2002년 4월, 노르웨이령인 스발바르(Svalbard) 군도 스피츠베르겐
(Spitsbergen) 섬 니알슨(Ny-Alesund) 과학기지촌에 북극다산과학기지(북위 78°55’, 서경
11°56’)를 개소하였으며, 세계에서 6번째로 남·북극 과학기지를 동시에 운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다산과학기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북극 대기관측과 변화특성 연구, 북극 진
동 연구, 저온 적응 생물 연구, 북극권 동토층의 환경변화 연구, 북극조류의 다양성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북극과 중위도 기압 변화에 따라 고위도의 제트기류가 ‘진자운동’처럼 저위도 지방
으로 움직이는 현상인 북극진동 연구를 통해 한반도 겨울 한파 발생과의 관련성을 입증하
며 북극에서의 환경변화가 우리나라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북빙양과 그 주
변 대륙과 연한 동토층으로 구성된 북극권은 매우 광범위하고 어느 한 국가가 담당하기엔
다양한 현상과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북극권 연구는 개별 국가단위의 연구보다는
국가 간 협력체제에 기반을 둔 다자간 또는 양자 간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EU와 공동으로 수행되는 북극권 이슈에 대한 국제공동대응 프
로그램인 ‘북극 스발바르를 거점으로 한 국제공동관측 연구사업(SIOS)’ 에 동참하기 위해,
북극다산과학기지를 거점으로 국제공동 연구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북극 동시베리아해에서 거대빙상의 흔적을 발견하여 빙하기 북극해 기후변화를 이
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또한 캐나다, 미국 연구팀과 함께 캐나다 북극해인 보
퍼트해에서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해저온실가스를 연구하는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북극 관련 국제기구
들이 집결하는 ‘북극과학최고회의(ASSW, Arctic Science Summit Week)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다산과학기지가 있는 니알슨(Ny-Ålesund) 과학기지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노르웨

이,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이탈리아, 중국, 인도 등 10개국이 기지를
운영 중이다. 기지촌의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와 유지보수는 노르웨이의 국영회사인 킹스
베이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 회사와의 시설물 임대 계약을 맺고 다산과학기지를 사용하
고 있다. 니알슨 자체가 노르웨이령이므로 기지촌에 있는 다른 국가의 기지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자국 건물을 소유하는 대신에 킹스베이사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다. 따라서 다산과학기지 운영을 위한 상주 인원은 없으며, 연구원들이 연구 목적상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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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만 일정 인력이 체류하며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여름에는 연구원들이 부근의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재료를 취합하지만, 겨울에는 비어 있다. 기상관측, 미기상관측, 에어
로졸, 고층대기관측 등 연중 그 현상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분야는 현지에서 운영되는 연중
자동측정장비를 가동시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다. 최근 북극연구 현황

우리나라 다산과학기지를 중심으로 북극 연구활동을 수행 중이다. 또한 최근에는 북극해
주변 연안국가의 동토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관측 거점을 확보하며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국제공동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표 2-3> 추진 중인 주요 북극 연구내용
추진부처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
부

연구 과제명
양극해 미래자원 탐사 및 활용
기술 개발
양극해 환경변화 이해 및 활용
연구

환북극 동토층 환경변화 관측
시스템 원천기술 개발 및 변화
추이 연구

스발바르종합북극관측망 참여
를 위한 다산과학기지 주변 생
물-광 기초연구

극지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북극권 동토 연구 인프라를 활
용한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서북극해 지구온난화 규명을
위한 노스윈드-멘델레프해령
해역의 고해양환경변화 정밀복
원연구

출처 : 기획보고서

주요 연구내용
양극해 해양생물 탐사와 대사체 분석을 통
한 극지 해양생물 보전가치 규명
쇄빙연구선「아라온」호를 활용하여 양극
해역에서 일어나는 급격 환경변화 현상 이
해 및 시·공간 규모의 해수(수층) 및 해저
환경도 구축
∘국제 공동연구 및 극지연구소 보유 인프
라를 활용한 북극권 환경변화 관측 거점
(node) 확보와 극한지 첨단 관측기술 개발
및 적용, 다학제적인 산·학·연 국제공동 연
구 유니트 구축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속한 북극권 환경
변화가 중 • 저위도 지역에 미치는 환경변
화 연관성 평가 및 수치적 재현과 미래 예
측
∘다산과학기지 주변 원격탐사 연구기반
구축
∘스발바르종합북극관측망(SIOS) 참여가능
다학제 연구 분야 분석
북극권 기후 연구를 위한 연구거점들을 활
용한 연구 확대와 국내-외 공동 연구 네트
워크 구축
∘서북극해 기후변화 선점연구를 위한 국
제공동탐사 연구시스템 구축
∘서북극해 퇴적물에 기록된 과거의 (지구
온난화)기후변화기록을 정밀 복원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해빙 감소 등 지구
온난화 패턴파악 및 원인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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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북극권 국가와의 연구협력 현황
국가
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연구협력 현황
∘국립과학재단(NSF),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활발한 협력
∘북극이사회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건설 관련 국무부 해양극지과와 협력
∘미국 알래스카 연구 관측 거점 확보 및 협력
∘2000년대 초반 바렌츠해, 카라해 등지에서 소규모공동연구 수행
∘오호츠크해 메탄수화물기초조사 연구 수행 중
∘남극연구활동에서 활발한 협력 (러시아 극지연구소 AARI)
∘기타 쇄빙선 운항관련 ice pilot 등 협력
∘캐나다 천연자원부 PCSP, 지구과학실 등과 협력
∘캐나다 북극 Cambridge Bay에 연구 관측 거점 확보 및 협력
∘2013년「아라온」호를 이용한 캐나다 수역 메탄수화물 기초조사
∘스발바르 다산과학기지를 중심으로 연구협력
∘스발바르종합북극관측망(SIOS) 참여 중
∘2011년 한국에서 양국 공동워크숍 개최
∘노르웨이 극지연구소(NPI)와 2012년 양해각서(MOU) 체결
∘2013년 중 우리 극지연구소(KOPRI)-노르웨이 극지연구소(NPI)간 협력센터 설립 추진 중
∘서남극해 유빙 결빙 해역과 기후변화 조사에 스웨덴 대학(고텐버그대학)과 과학자 참여
∘그린란드 자켄버그 연구 관측 거점 확보 및 협력
∘2013년 덴마크 지질조사소 (GEUS) 과학자 방한
∘2012년 덴마크 Aarhus 대학과 연구협력 의향서 체결

출처 : 기획보고서

<표 2-5> 북극권 국가와의 연구협력 현황
분야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 수행
북극해 특성
및 대기환경
연구 수행
ASTAR
프로젝트 수행

고환경
(고해양/고기후)
연구 수행
극지 생태계 모니터링
및 생물 다양성 연구
북극 해양생태계 연구
HEALY Cruise 참여

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

출처 : 기획보고서

연구성과
∘극지(연)은 2003년, 2005-2007년에 걸쳐 오호츠크해 가스하이드레이트 국제
공동연구(CHAOS) 프로젝트에 주도적 참가
∘후속연구로 2007~2010년까지 사할린 해저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를 위한
한-러-일 3국 협력사업 추진
∘러시아와 공동으로 카라해 해양특성 조사 등을 수행
∘2002년 북극 다산과학기지 설치를 계기로 북극해 특성 및 대기환경 연구
등을 국제공동연구사업으로 수행 중
∘2007년~2008년 ASTAR(Arctic Study of Tropospheric Aerosol and
Radiation) 연구 참여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등이 참여
∘2000년~2005년 바렌츠해, 카라해 등 북극해 연안역에서 지질, 빙하퇴적물
채집 등을 통한 고환경 연구 실시
∘2007년~2011년 국제 IPY 그린란드 빙하시추(NEEM) 프로그램 참여 하여
북대서양 기후변화 연구 중
∘2000년~2005년 바렌츠해, 카라해, 오호츠크해 등에서 생물 다양성과
환경모니터링 연구 실시
∘2007년 일본 홋카이도 대학과 공동으로 베링해/척치해에서 생태조사 실시
∘2007년 미국과 공동으로 베링해 북쪽해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연구
실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그린란드 등 북극 연안국가들
동토 지역에 알래스카 카운실, 캐나다 캠브리지베이, 스발바르 니알슨 등에
관측 거점을 확보하고, 환북극권 동토층 환경변화 국제공동연구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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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북극 관련 기구 및 규정
1. 북극 관련 기구 현황
가.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북극이사회는 북극권의 자연환경 보전과 원주민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 거버넌스이다. 1987년 러시아의 북극항로 개방 및 북극자원 공동개발, 환경
보호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무르만스크 선언을 계기로 북극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
졌다. 무르만스크 선언 이후 북극해를 둘러싼 8개 국가는 1989년부터 북극해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1991년 북극권 환경보호 선언, 1993년 누
크 선언문, 1996년 이누비크 선언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
면서 북극이사회를 설립하였다.
북극이사회는 크게 회원국(member states), 상임참가그룹(permanent participants), 옵서버
(observers) 등으로 구성된다. 회원국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 북극권 8개 국가이며, 상임참가그룹은 6개의 북극권 원주민 그룹으로 구
성되며, 비북극권 국가들은 옵서버로 참여할 수 있다.
옵서버는 워킹그룹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의 재정후원, 지역협력, 북극연구 전문가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잠정옵서버(ad-hoc observer) 국가는 2년 마다 개최되는 장관회
의에서 만장일치 승인을 받는 경우 정식옵서버 국가가 될 수 있다. 정식옵서버는 이사회
내에서 의사결정권한은 없으나, 이사회 내 각종 회의와 워킹그룹에 참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 노르웨이 코토케이노에서 열린 고위실무자 회의에서 북극과학연
구 및 활동을 인정받아 임시옵서버 지위를 획득했으며, 2013년 5월 중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폴, 인도와 함께 옵서버 자격을 획득했다.
<표 2-6> 옵서버 국가의 활동 권한
구분

정식옵서버

잠정옵서버

회의 참여

상시 참석 가능

초청장 수령시 참석 가능

회의 발언권

발언 또는 서면발언서 제출 가능

발언권 없음

워킹그룹 활동

프로젝트 제안 가능

단순 참여

출처 : 기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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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tic

Officials, SAOs)로 조직된다. 장관회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2년마다 의장국에서 개최되

며, 8개국 외무담당 장관들이 참가하여 고위실무자회의에서 제출된 의제들을 확정한다. 의
장은 회원국 8개국이 2년씩 의장국 임무를 수행한다. 고위실무자회의는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북극이사회 장관급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따라 각 워킹그룹에서 수행하
는 프로젝트의 진행사항을 점검하여 장관급 회의에 보고하고 선언문을 준비한다. 일반적으
로 고위실무자 회의는 6개월마다 의장국 도시에서 개최되며, 의장국의 외무부처 국장이 회
의의장을 담당한다. 북극이사회의 6개 워킹그룹의 업무 현황과 방향을 점검한다.

Arctic 8 Countries

Task Force on Oil Spill
Prevention Co-chairs: RF, NO

Canada, Denmark/Greenland, Finland,
Iceland, Norway, Russia, USA, Sweden

Permanent Participant Groups

Ministers

Circumpolar Business Forum Task
Force Co-chairs: CA, FI, IC, RF

Senior Arctic Officials (SAOs)

Task Force on Science
Cooperation Co-chairs: US, RF, SE

Six Indigenous groups

Observer
12 Countries
9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1 No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Task Force on Black Carbon and
Methane Co-Chairs: CA, SE

AMAP

ACAP

PAME

EPPR

CAFF

SDWG

Arctic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
Chair: Denmark

Arctic
Contaminants
Action Program

Protection of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
Chair: Iceland

Emergency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Chair: Norway

Conservation of
Arctic Flora and
Fauna

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Group

Chair: Canada

Chair: Canada

Chair: Finland

[그림 2-6] 북극이사회 구조
출처 : 기획보고서

북극이사회는 북극권의 환경오염 방지와 원주민 보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 등
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극과 관련된 국제이슈를 확인하고 북극 생태계 보호, 원주
민 건강과 복지, 북극자원의 지속적인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6개의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 북극 생물자원 보호, 기후변화, 환경정책, 북극
의 지속가능한 개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응을 진행 중이다. 이 중 지속가능한
워킹그룹(SDWG, 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Group)은 북극의 자원개발 및 북극
공동체의 경제·사회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복지 증진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
하고 있다.

92 제2쇄빙연구선 건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표 2-7> 북극이사회의 워킹그룹
워킹그룹

출범

ACAP

2006년

AMAP

1991년

CAFF

1991년

EPPR

1991년

PAME

1991년

SDWG

1998년

목적

∘북극이사회 환경오염 관리 대응 활동 수행
∘환경오염물질 배출제한과 감축을 위한 노력확대
∘국제기구 및 각국과 협력 모색
∘북극 오염문제를 모니터링·평가·예방
∘북극 생물자원의 지속성 유지
∘기후변화 등 관련 이슈 주관

∘북국 환경 비상사태의 대응 관리 평가
∘북극환경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비상사태를 제외한 북극 해양 환경정책
∘북극해양오염예방 및 통제 등에 관한 협력 조율
∘북극해양 환경보호와 관련된 중점 과제 제시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
∘북극공동체의 경제·사회적 환경개선

의장국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출처 : 기획보고서

북극이사회가 북극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구이지만, 북극권 국가들만이 회원국으로 참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극권 국가들 간의 협의체이며, 비북극권 국가들의 활동영역과 참여
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비북극권 국가들이 북극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북극이사회의 옵서버에 가입하여, 워킹그룹을 통해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북극권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은 같은 북극이사회의 회원국
이지만 북극해에 직접 접하고 있지 않은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을 북극해 관련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등 북극 거버넌스의 배타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면서
그들만의 존재가치를 차별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2008년 5월 그린란드 일루이삿
(Illuissat)에서 개최된 북극해 5개 연안국 간의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일루이삿 선언(Ilulissat
Declaration)을 통해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남극과 같은 새로운 국제법 체제를 도입하

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리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영유권 확대를 규정
한 UN해양법을 북극해에 존재하는 국제질서로 인정하는 선언을 했다. 이는 북극권 연안 5
개국이 해저 대륙붕을 최대한 확보하고 나아가 북극과 관련된 조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불이익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국제북극과학위원회(ISAC,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mmittee)

북극과학위원회는 북극 연구자와 전문가 간의 북극 연구 장려, 상호 정보 교류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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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등 국제 협력 촉진을 위해 1990년 설립된 비정부국제기구이다. 설립 당시는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 등 북극권 8개국이 가입했으나,
1991년에는 비북극권 국가인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일본이 합류했고,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이탈리아, 에스파냐, 스위스, 인도, 체코 공화국이 가입하여
2014년 현재 총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극은 매우 넓고 얼음이 뒤덮인 육지와 빙하로 가득한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독연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극 과학자들은 지역을 나눠 연구
하는 등 서로 힘을 모아 협력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에 부응해 국제
북극과학위원회는 북극 과학자들의 연구계획을 수립 및 상호 조정하며, 최신 정보를 공유
하고 공동연구기회를 제공한다.
다학제 북극 연구 장려와 국제 협력 촉진을 창설 목적으로 하는 북극과학위원회는 각 회
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 이사회 업무를 운영하는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있다.
사무국은 연구 사업 제안서 준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주요 연구자와 신진 연구
자들이 연구 기획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 과학 심포지엄은 2년마
다 실시되며, 총회와 과학 심포지엄이 개최되는 1주일을 북극과학최고회의(ASSW, Arctic
Science Summit Week)라고 부른다. ASSW의 목적은 북극을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이를 지

원하는 사람들의 상호이해와 북극과학의 다양한 분야로 인해 전공이 다른 과학자들에게 북
극 현안에 관해 상호 토의할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학 활동은 5개의 워킹그룹
(Atmosphere, Cryosphere, Marine, Social&Human, Terrestrial)이 중심이 되어 활동한다.

[그림 2-7] 북극이사회 구조
출처 : 북극이사회 홈페이지 (http://iasc.info/iasc/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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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극서클(Arctic Circle)

북극 서클은 북극의 미래에 대해 국제적인 대화와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창설된 모임이
다. 참가자들의 독립적인 발언권이 잘 지켜지고 있으며, 규칙에 얽매이기 보다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북극 관련 안건에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매년 개최되는 Arctic Circle 모임은 50개국에서 1,500명가량이 참석을 하며 현재 개최되고
있는 북극관련 모임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주로 10월에 개최되며, 아이슬란드 하퍼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라.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KARC)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을 계기로 북극 글로벌 이슈 대응 역량 강화
를 위해 범부처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국내 북극연구 역량
향상 및 북극 연구기관 간 중복연구 방지, 상호 협력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을 설립하였다.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은 3개의 분과위원회(정책분과,
과학부과, 산업분과)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그림 2-8] 북극이사회 구조
출처 : 한국극지연구진흥회 (http://www.kosa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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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외 북극 관련 조직

태평양북극그룹(PAG)은 국제북극과학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우
리나라,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의 극지 연구 기관과 극지 연구자로 구
성된 협의 기구이다. 주로 극지 연구 기관과의 연구협력 도모, 쇄빙선이나 극지기지 등의
공동 활용방안 모색, 연구 자료 및 정보 공유 등의 활동을 한다.
북극연구운영자회의(FARO)는 1998년에 설립된 비정부 국제기구이다. 기관 및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쇄빙선이나 기지 같은 북극 연구 지원 시설과 물자 지원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산과학기지, 쇄빙연구선 아라온
호 같은 극지 연구 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극지연구소가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
리나라를 포함한 총 회원국은 18개국이다.
북극 니알슨 과학자운영회의(NySMAC)는 1994년에 출범한 국제기구이다. 니알슨은 노르
웨이의 최북단 지역에 위치한 스피츠베르겐 섬의 한 마을로 이곳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11개국이 크고 작은 기지를 운영하며 과학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어
과학기지촌으로도 불린다. 북극 니알슨 과학자운영회의는 이 과학기지촌에 모인 나라 사이
의 협력을 도모하는 일을 하고 있다. 니알슨 과학기지촌의 각국 과학자 대표들은 해마다
북극 니알슨 과학자운영회의에 참석해 서로의 연구 활동을 소개하여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상호 간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현지장비 시설의 공동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
한다.
북극해양과학위원회(AOSB)는 태평양북극그룹과 마찬가지로 국제북극과학위원회의 산하
기관으로, 북극해와 그 주변 지역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와 연구 기관들의 협력을 조율하고
강화하기 위해 1984년에 설립되었으며, 특히 다학제간, 다국적 북극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연구에 필요한 기금이나 물자 조달, 북극 연구협력계획 작성, 기관
및 국가별 연구결과 공유, 북극 관련 회의 및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극지과학포럼(AFoPS)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일본과 중국의 극지연구소구자들이 참
여하여 2004년에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상대적으로 극지 연구의 변방인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연구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극지 분야에 대한 확고한 주도권을 갖자는 취
지로 설립되었다. 이 포럼은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 증가로 그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어
인도와 말레이시아가 추가 회원국이 되었으며,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전문
가들도 해마다 열리는 정기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극지과학신진연구자학회(APECS)는 대학생, 석·박사 등을 중심으로 미래 북극 연구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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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양성하고 교육하기 위해 전공 구분 없이 극지연구소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주요 활
동으로는 미래 극지 연구 세대들에게 현장학습 기회 제공, 과학자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전문 경력개발 기회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2-8> 기타 북극 국제기구
기구 및 조직

설립

개요 및 활동

회원국

태평양북극그룹
(PAG)

'06

북극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태평양 지역의 연구기관
및 개인연구자 간의 협의체로 북극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 공유하고 과학연구 계획을 조율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3개국

북극연구
운영자회의
(FARO)

'98

북극연구에 필요한 보급지원, 시설운영 등의 효율화를
미국 등 8개국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

북극 니알슨
과학자운영회의
(NySMAC)

'94

노르웨이 니알슨 과학기지촌에 기지를 보유한 국가
및 기관간 연구협력 및 조율을 위해 설립
국가간 연구중복 방지, 현지 환경규범 및 규정 부합성
등에 대해 검토

노르웨이 등
11개국

북극해양
과학위원회
(AOSB)

'84

북극해와 그 주변지역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와 연구
기관들의 협력관계 구축 및 강화

캐나다, 중국
등 17개국

아시아
극지과학포럼
(AFoPS)

'05

한 • 중 • 일의 발의로 구성된 아시아 국가간 극지과학
포럼

중국, 일본 등
2개국

극지과학
신진연구자학회
(APECS)

'08

대학생 및 젊은 석‧ 박사 등 신진 연구자들을 대상으
로 북극연구 참여기회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미국, 영국 등
17개국

출처 : 기획보고서

2. 북극해 관련 규정
가.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는 북극해만을 대
상으로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다만 동 협약 제234조 결빙해역(Ice-Covered Areas)에 관
한 규정에서 북극해에 적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 보호와 보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
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북극해와 같이 결빙해역에서 선박 항해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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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해양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될 경우 북극해 연안국에서는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유엔 해양법 협약의 이 규정은 결빙해역의 연안국이 환경보호 및 보전을 목적으로
독자적인 법령을 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안국은 일방적으로 선박하역,
안전, 설계와 설비, 항행통보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 및 실행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 규정
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빙하 항해규칙을 마련 및 시행하고 있다.
<표 2-9> 유엔해양법협약 중 북극해 관련 규정
조항

조문 내용

제234조
(결빙해역)

연안국은 특별히 가혹한 기후조건과 연중 대부분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얼음의
존재가 항해에 대한 장애나 특별한 위험이 되고 해양환경오염이 생태학적 균
형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결빙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차별 없는 법령을 제정하고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법령은 항행과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해양환경의 보호
와 보존을 적절하게 고려한다.

제235조
(책임)

1. 각국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각국은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각국은 자국 관할권 하에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자국의 법제도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나 그
밖의 구제를 위한 수단이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각국은 해양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을 보장할 목적으로 손해평가와 손해보상 및 분쟁해결을 위한 책임에 관한
현행 국제법의 이행과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고, 또한 적절
한 경우, 강제보험이나 보상기금 등 적절한 보상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한다.

제236조
(주권면제)

해양환경의 보호‧ 보존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은 군함, 해군보조함 및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며 당분간 정부의 비상업용 업무에만 사용되는 그 밖의 선
박이나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국은 자국이 소유하거나 운영
하고 있는 이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 또는 운항능력에 손상을 주지 아니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협약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출처 : 유엔해양법협약

나. Polar Code
(1) Polar Code 개요
199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극항로는 상업적인 이용 가능성이 현재처럼 높게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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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했다. 쇄빙선을 포함한 빙해선박과 관련한 선박운항 관련 규정은 세계적으로 통일
되지 않았었고, 북극해에 인접한 러시아,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주요
국가 및 주요 선급들이 보유하고 있는 빙해선박의 운항 데이터 및 경험에 근거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적용 및 유지‧ 보수되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북극해 지역이 상업적인 선박의 운항이 고려되고, 북극해 지역을 운
항하는 선박의 설계 및 운항과 관련된 통일된 규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제해사기
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및 국제선급연합회(IAC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를 중심으로 범용적인 적용 규정 제정이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북극 및 남극의 극지해역을 포함하는 강제화 규정(Polar Code) 제정 작업이 수행
중이며,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2) Polar Code 개발 경과
Polar Code는 1990년대 초 독일 및 러시아의 제안으로 북극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적

용되는 국제 규정 제정을 착수하게 되었고, 1993년에 IMO 외부의 전문가로 외부작업반
(OWG : Outside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북극해역에

인접한 국가인 캐나다, 핀란드, 러시아 등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2002년에 북극 빙해역
을 항해하는 선박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Ships Operating in Arctic Ice Covered
Waters, IMO Guideline)가 발표되었다.
2002년 이후 남극조약자문회의(ATCM,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2004년 5

월)에서는 2002년 IMO에서 제정한 Guideline을 개정하여 남극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요
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IMO에서는 IMO 선박설계 및 의장 전문 위원회(DE,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Equipment) 52차 회의(2009년 3월)를 통하여
“Guideline for Ships Operating in Arctic Ice Covered Waters" 중 적용 해역을 ”북극 빙해

역“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극지해역“으로 대체하여 남극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
써 극지해역 운항선박에 대한 규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또한 동 회의에서 강제성이 없이 지침으로 되어 있는 “IMO Guideline”을 “Code”로 변
경하여 강제화하자는 미국 및 라이베리아의 의견이 있었으나, 바하마, 호주 및 파나마 등 더
많은 회원국이 추후 논의를 더 거쳐 강제적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Guideline"
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극지해역 운항선박 코드 개발”이라는 새로운 논의
과제에 대하여 IMO 선박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 차원의 작업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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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IMO 해사안전전문위원회(MSC, Maritime Safety Committee) 86차 회의(2009년 5월)
에서 기존의 IMO “Guideline for Ships Operating in Arctic Ice Covered Waters"과는 별도
의 극지방 선박운항 코드를 2012년까지 IMO 선박 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 작업 내용에
포함하여 개발하기로 결정하였고, 2010년 IMO 선박 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DE, Ship
Design and Equipment) 53차 회의에서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여 각국으로부터 제출된 문서

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후 IMO DE 54차 회의(2010년 10월)에서 GBS 방식의 Polar Code 개발을 결정하고, 초
안이 마련되었으며(2014년 1월), MARPOL 협약에 따라 현존선박 및 신조선박 모두에 적용
하기로 하였으며(2014년 3월), 강제화를 위한 SOLAS ⅩⅣ장을 승인하고(2014년 5월),
MARPOL ANNEX를 승인하였으며(2014년 10월), 최근에는 선원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

무에 관한 국제협약(STCW)을 개정하고(2015년 2월), 강제화를 위한 MARPOL ANNEX를
채택하였다.
향후 증서발급에 관한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며, 극지운항제한평가 위험지수 시스템
(POLARIS) 개발과 비상업적 선박에 대한 Polar Code의 개발, IACS UR-Ice를 개정할 예정

이다. 이에 따라 한국선급에서도 빙해운항선박지침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Polar Code가 발효되어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가 강화될 것이다.

(3) Polar Code 주요 내용
DE 57차 회의(2013년 3월) 이후, 통신작업반 회의(Round 1,2) 및 작업반 회의를 통해 새

롭게 개정한 Polar Code 초안이 배포되었다. Polar Code 초안은 크게 강제사항과 권고사항
으로 나뉘어 있다. 강제사항으로는 Part I-A(안전조치) 및 Part II-A(오염방지조치), 권고사항
으로는 각 Part별 Part I-B(안전조치) 및 Part II-B(오염방지조치)로 구성되었다.
안전조치)는 1~13장으로 구성되며, 극지항로 운항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사항,
극지운항 매뉴얼, 구조안전성, 충격에 의한 안정성, 수밀, 기관, 화재안전, 인명구조 및 설비,
항해 안전, 통신, 운항관리, 긴급조치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각 장은 목적, 기능적
요구조건, 규정/요구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염방지조치는 1~5장으로 구성되며 극지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의해 발생가능성이 있
는 기름오염, 유해액체오염, 오수, 쓰레기 등에 관한 오염을 완화시키기 위한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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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Polar Code 구성
출처 : 기획보고서

<표 2-10> Polar Code 구성 및 내용
구분

내용

안전조치
(Part Ⅰ-A)

∘안전한 항해를 위한 강제사항을 다룬 파트
∘총 1장~13장으로 구성되며, 안전한 설계, 운용, 건조, 위험, 인명, 인증,
운항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수록(각 장의 구성 : 목적/기능적 요구조
건/규정 및 요구조건)

오염방지조치
(Part Ⅱ-A)

∘극지선박의 운항에 따른 발생 가능한 오염 및 오염을 완화 시키기 위한
파트
∘총 1장~5장으로 구성되며, 기름, 유해액체, 오수, 쓰레기 오염에 대한 완
화조치 및 규정 내용을 수록

출처 : 기획보고서

<표 2-11> 안전조치 Part Ⅰ-A 주요내용
구분
제1장 : 일반
제2장 : 극지해역
운항매뉴얼

내용
용어 정의(Cat A,B,C/ low temperature, Polar Service Temp.), 위험도
선주, 운항자의 의사결정시 사용하도록 선박의 운항 능력과 제한에 관한
정보 제공

제3장 : 선박 구조 선박 재료, 치수가 국제적 및 구조적 통합성을 유지하도록 함
제4장 : 복원력과
구획

손상 및 피해를 입을 때 필요한 복원력 및 구획을 갖추도록 함

제5장 : 수밀성 및
수밀성 및 풍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
풍우밀성
제6장 : 기계설비

기계설비가 선박 안전 운항에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게 함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구분

101

내용

제8장 : 화재 안전 화재안전 시스템 및 장비가 작동가능, 선원의 안전 및 탈출수단을 갖추
/보호
도록 함
제9장 : 구명용품
및 구명준비

안전한 탈출, 대피 및 생존 관련규정을 제공하도록 함

제10장 : 항행 안전

안전한 항해를 위해 적절한 항해 정보 및 항해 장비의 기능성을 보장하
도록 함

제11장 : 통신

고위도의 통상적 항행 및 비상상황 시에 선박 및 구명정의 통신이 가능
토록 함

제12장 : 항로계획

안전을 고려하여 항행할 수 있도록 선사, 선장, 승무원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게 함

제13장 : 인력배치 충분한 자격을 갖도록 훈련과정을 수료한 유경험자에 의해 적절히 선박
및 훈련숙지
이 운영되도록 함
출처 : 기획보고서

<표 2-12> 오염방지조치 Part Ⅱ-A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제1장 : 기름오염 방지

기름오염에 따른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지수단 제공
(화물창은 외판으로부터 760 ㎜ 이상 분리 등)

제2장 : 유해 액체물질에
의한 오염 방지

유해 액체물에 따른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지 수단 제공
(혼합물 배출 금지 등)

제3장 : 포장형태의 유해
물질에 의한 오염 방지

-

제4장 : 선박으로부터 나
배출된 하수에 따른 유해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지수단제공
온 하수에 의한 오염 방
(육지 또는 빙붕으로부터 3해리 이상에서 처리 등)
지
제5장 : 쓰레기에 의한 오
염 방지
출처 : 기획보고서

배출된 폐기물에 따른 유해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지수단제공
(음식물 쓰레기는 육지로부터 12해리 이상에서 처리, 25 ㎜ 구멍
을 통과할 수 있게 작게 분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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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북극 관련 정책 동향
세계 최초로 북극 관련 전략을 발표한 나라는 노르웨이로, 2006년 ‘하이노스전략(High
North Strategy)’을 발표하였다. 그 후 러시아(2008년), 미국(2009년), 캐나다(2010년), 핀란드
(2010년), 덴마크(2011년) 등 북극권 국가들이 잇달아 북극 전략을 발표하였다. 북극권 국가

들의 북극전략은 주로 북극항로와 자원개발 등에서 자국의 권익을 지키고, 북극의 환경과
기후변화를 연구하며, 원주민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북극권 국가 중에서는 영국, 독일 등이 북극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북극정
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1. 북극권 국가 북극 관련 정책 동향
가. 미국

미국은 연안국으로서 북극해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북극이사회 회원국이다.
미국은 2009년 1월 ‘북극지역정책방향(Arctic Region Policy Directive)’을 수립해 북극해 정
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2011년에는 국방성에서 북극권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13년
오바마 정부에서도 북극권 국가전략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북극지역 정책 목표는 6가지로
제시되었다.
① 북극지역과 관련된 국가안보와 국토안보의 필요성을 충족시킨다.
② 북극의 환경을 보호하고 생물학적 자원을 보존한다.
③ 북극지역의 천연자원관리와 경제개발이 환경파괴 없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한다.
④ 미국,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연방, 스웨덴 등 8개 북극

국가 간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⑤ 북극 원주민 집단을 지역 문제 의사결정에 참여시킨다.
⑥ 지방, 지역 나아가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과 연구 활동을 증진시킨다.

분야별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안보를 위한 북극정책이다. 미국은 북극을 보호하고 전 지역에 해군력을 갖추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영향력 있는 국가적 역할을 하도록 명시하였다. 북극지역 내에서 미국의
통치권, 자주권, 그리고 사법권의 합법적 권리와 일치하는 권한을 행사 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북극 관련 국제협력 강화이다. 미국은 북극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
양한 포럼, 국제기관, 양자 협력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북극이사회, 국제해사기구(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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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야생 동물 보존 및 관리 협약, 그리고 기타 다양한

조직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대륙붕 연장과 국경 문제 관련이다. 석유, 천연가스, 메탄하이드레이트, 광물, 해양
생물과 같은 천연자연에 대하여 미국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북극해저 영역을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 대륙붕 연장에 대한 국제적 인식 및 합법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해양법 협약
당사국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하였다.
넷째, 국제 과학 협력 촉진이다. 미국의 성공적인 북극 연구 활동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연구 기반 공유와 교환이 필요하고 러시아와의 협조 강화를 명시하였다.
다섯째, 북극 지역에서의 안전한 해상 운송 정책 전개이다. 북극 지역에서의 해상 운송에
대한 미국의 우선순위는 안전한 항해의 보장, 해상 상거래 보호, 그리고 환경 보호이다. 국
제해사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북극지역 해양환경보호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의 안전성과 보
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정책 개발을 촉진한다.
여섯째, 자원개발 정책이다. 미국은 투명한 시장 원칙뿐만 아니라 북극 원주민과 지역사
회의 이익을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을 보장하고자 한다. 미국 대륙붕 자원의
책임 있는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북극 관련국들과 지속적이고 밀접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
극의 환경 보호와 에너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접근, 개발하는 활동 간의 균형을 모색한다.
일곱째, 환경 보호와 천연자원 보존이다. 미국은 북극 환경 연구, 감시 및 취약성 평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나. 러시아

러시아는 2008년 9월 ‘2020 북극계획’을 수립하였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의
북극지역 개발전략인 ‘Fundamentals of State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Arctic up to 2020 and Beyond’를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가 북극지역을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연안
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대륙붕 경계획정, 북동항로(NSR) 활성화 및 통합관리 시스템
등의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의 2020북극계획에서는 북극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식 축적과 인적 자산의 개발을
통한 국가적, 산업적, 개인적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의 혁신적 발전과 다양화를 통한 북극
천연자원의 안정적 사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수문기상국, 과학아카데미 주도로 동토층
융해현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등 지반 구조변화 진단과 대응책을 마
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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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연안국 중 가장 공격적으로 북극해 개발 및 군사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주로 이용하게 될 북동항로는 러시아 연안을 경유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북동항로 활성화에 대한 관련 법률과 규제내용을 염두 할 필요가 있으며, 북극 에너지자원
의 대다수가 러시아 쪽 대륙붕에 매장되어 있는 만큼, 향후 자원탐사를 위한 연구·조사 활
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관계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2020북극계획에서 “어떠한 정치, 군사적 조건에서도 군사 안보를 보장해 줄 특
수부대를 창설해 북극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극 보호 임무를 지닌 특
수부대를 창설하자는 제안은 처음이며 옛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의 후신으로 국경 수
비를 책임지는 연방보안국(FSB)이 북극 지역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것이다.
북극 주권 확보를 위한 단계적 전략도 제시했다. 1단계(2008~2009년)에서는 광범위한 지
질, 지리적 탐사와 연구를 통해 북극해의 로모노소프 해령(해저산맥) 등 여러 해역을 러시
아 영토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2단계(2011~2015)에서는 북극 지역의 영토
경계를 국제법적으로 확정, 마지막 3단계(2016~2020)에서는 이 지역을 러시아의 주요한 전
략적 자원 기지로 변화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북극지역 개발주체는 민관협력의 원칙하에 연방 및 지방자치 기관, 영리‧

비영리체 등에 의해 북극해 인접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이 추진된다.
<표 2-13> 러시아의 북극해 단계별 개발 전략

1단계
(2008~
2010년)

2단계
(2011~
2015년)

3단계
(2016~
2022년)

∘러시아 북극해의 대륙붕 외연확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준비 일환에서 지질조사
작업, 수로 측량작업, 해저지형지도 작업 등 실시
∘러시아 북극지역에 매장된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러시아 예산 및 예산외 수입을 통해 지원하는 ‘2020년까지의 러시아 북극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북극지역 특별 프로그램 추진
∘민관협력에 의한 러시아 북극지역 개발과 관련된 투자 프로젝트 추진
∘러시아 북극해 대륙붕 연장을 위한 국제법적 절차 추진, 이를 통해 북극지역에
서의 에너지 자원 채굴 및 수송부문에서 러시아의 경쟁 우위 실현
∘북극지역 해양생물자원 및 광물자원 개발을 통해 러시아 북극지역의 경제구조
개선문제 해결
∘유라시아 대륙 수송 문제 해결을 위해 북극해 운송 인프라 및 북극항로 통신운
영시스템 구축 및 개발
∘러시아 북극지역의 단일 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러시아 북극지역을 주요한 전략적 자원 공급기지로 발전
∘중장기적인 북극지역 개발정책 추진으로 북극지역에서 자국의 유리한 위치 선점
및 주도적 역할 수행
∘북극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 강화, 국제적 안보 공고, 북극지역 평화 및 안정을
위해 러시아의 경쟁우위를 더욱 확대

출처 : 기획보고서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105

다. 캐나다

캐나다는 러시아의 북극해 개발 본격화에 자극을 받아 북극지역 개발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9년 7월, 북극지역에 대한 전략보고서인 ‘Canada’s northern Strategy :
Our north, Our Heritage, Our Future’를 발표하고, 북극지역의 영유권 확보 및 강화, 사회-

경제 개발 촉진, 환경보호, 지역자치권 보장, 북서항로 개척 등을 전략목표로 적극 추진하
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북극이사회 의장국으로 북극의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원주민 복지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하였다. 북극지역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줄이기 위
해 북극지역에 새로운 국립생태공원을 조성하고 UNESCO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했
으며, 새로운 국립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극고래를 포함하여 북
극 동식물 보호를 위해 배핀섬과 그 주변지역에 새롭게 3개 국립야생보호지역 조성을 계획
하고 있다.
캐나다는 북극해 해양 오염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
해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 교통부는 북극지역 해양오염 대처 능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양경비대
의 비상사태 대처를 위한 장비 마련 및 긴급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북극지역
에 있는 폐광과 주변 오염지역의 환경피해를 원상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북극지역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들은 엄격한 환경평
가를 받아야 하고, 폐광계획을 세워야 하며, 광산 운영의 안전성과 환경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라. 그린란드(덴마크)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서 덴마크 자치령이었지만, 2009년에 자치 정부가
수립되면서 수출 규제, 외교안보 정책 등을 제외한 분야에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린
란드는 자치정부 수립 후 덴마크에서 지원되던 보조금이 중단되었지만 지하자원 채굴과 사
용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어 외국과의 협력 여하에 따라 앞으로 경제적으로 도약할 가능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린란드 영토의 대부분은 빙하로 덮여 있으며, 해안가를 따라 빙하가 녹은 지역에 도시
들이 형성되어 있다. 그린란드는 아직까지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으로서, 금, 희토
류, 니켈, 철 등 광물자원과 수산물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첨단산업 제품에 사용되는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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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류의 매장량은 중국의 40배에 이르고 세계 원유의 13%인 900억 배럴, 천연가스의 30%인
47조㎦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린란드를 둘러싼 자원 확보 움직임이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자원탐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그린란드는 낮은 소득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대륙붕 입증
을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넓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덴마크 정부는 2011년에 ‘The
Kingdom of Denmark’s Strategy for the Arctic 2011-2020’을 수립해 그린란드의 자원 개발

을 중심으로 한 북극해 정책을 펼치고 있다.
덴마크는 북극에서의 해상안전을 확보하고 관광 및 에너지 자원 개발, 기후변화 현상 연
구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북극 이사회의 권한 강화와 함께 대륙붕 설정 등 연안국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연안 5개국 상호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마. 노르웨이

노르웨이 정부는 2006년 ‘The Norwegian Government’s High North Strategy’를 통해 바
렌츠해와 스발바르 군도를 기점으로 한 북극해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긴 ‘New Building Blocks in the North'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7대 정치적 우선순위와 7대 실행 방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표 2-14> 노르웨이 북극 관련 정책

7대 정치적
우선순위

7대 실행방향

출처 : 기획보고서

∘
∘
∘
∘
∘
∘
∘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북극에서의 권한 행사
북극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앞장섬
북극 환경과 천연 자원의 최선의 청지기
바렌츠 해 석유 개발에 적합한 프레임워크 제공 및 개발활동 역량 강화
북극 원주민의 생활, 전통문화 보호
북극의 인적 협력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
∘
∘
∘
∘
∘
∘

북극지역 기후 및 환경에 대한 지식발전 추구
북방수역에서의 감시, 긴급대응 및 해양안전시스템 개선
연해 석유 및 재생가능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북극에서의 해양산업 발전 촉진
북극에서의 기반시설 추가 발전
북방에서의 단호한 주권행사와 국경협력 강화
토착민의 문화와 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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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는 북해 가스전의 고갈을 대비해 북극지역 대륙붕 지역을 신규 전략지역으로 정
하고 투자를 증가할 계획이다. 노르웨이는 북극해 대륙붕 개발 및 생산기수를 보유하고 있
기 때문에, 각 국가의 북극지역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르
웨이 바렌츠에서 2010년 2개의 유정 시추 작업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2010년에는 러시아
와 ‘바렌츠해의 해양경계 및 협력에 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북극해를 이용하고 개발하
는데 가장 큰 걸림돌을 40년 만에 해결했다. 또한 발전된 조선, 항해, 수산 기술을 바탕으
로 북극해에 대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바. 아이슬란드
2007년 아이슬란드 외무부 장관은 연례 의회 연설에서 아이슬란드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북극은 새로운 핵심 요소라고 선언했다. 아이슬란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옵서버국가들을
적극 접촉, Arctic Circle을 통해 자원개발 및 수산업 등의 논의를 추진 중이다. Arctic
Circle은 아이슬란드 주도로 2013년에 창설되었으며, 북극이사회 활동을 촉진하고 보조하는

국제 포럼으로, 이사회보다는 광범위한 이슈를 논의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
사. 스웨덴

스웨덴 정부는 2011년 북극정책을 발표하고 북극지역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스웨덴은 북극 관련 정책으로 기후와 환경, 경제발전,
인류문제 등 세 가지 우선순위를 표명하고 있다.
기후와 환경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기후와 환경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북극의 자유무역, 북극 바렌츠 지역의 산업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인류문제 측면에서는 북극의 지리적 조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기후 변화와
유해 물질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 토착 문화와 산업의 영향 등 북극지역의 포괄적인 영향
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아. 핀란드
2010년 북극 정책을 수립했으며, 대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안보와 환경, 경제, 인프라,

원주민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북극 정책에 대해 수송 관계의 개선, 수출의 진
흥, 북극 연구 및 북극 이사회 역할 강화 등을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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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 북극 관련 정책 동향
가. 영국

영국의 탐험가들은 18세기 쿡 선장의 대양 항해 이후 남북극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
다. 1923년 이후 영국 정부는 정부 차원의 지원 하에 극지에 대한 탐사가 이루어졌다. 세계
2차 대전 기간인 1944년에는 전략적 목적으로 남극에 기지를 설치하였다. 또한 남극 일부

지역에 대해 주권을 주장한 바 있으며, 포클랜드 섬을 영국 영토로 주장하기 위해 계속적
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영국은 우리나라 다산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니알슨에 과학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
구는 주로 캠버리지에 위치하고 있는 영국 남극조사국(BAS)이 중심이 되어 전 분야에 걸쳐
실시되고 있으며, BAS는 자연과학연구회(NERC)에 속해 있는 연구기관 중 하나이다. 영국
은 북극과학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근 영국은 북극 기후변화 등 이슈 증가로 북극권 연구 강화 움직임과 캐나다 등 북극
권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기후, 대기화학과 고기후, 생태계,
환경변화와 진화, 빙상, 극지해양 등 6개 분야 중심의 PSPE(Polar Science for Planet Earth)
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타 극지 연구 국가와는 달리 자연과학 이외에도 인문학,
사회과학 연구를 병행하고 있으며, 전 지구적 기후변화 및 환경관련 연구에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나. 독일

독일은 주요 극지연구소구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극지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1981년 남극 대륙 연안에 Neumayer기지를 건설하고, 1994년 킹조지 섬에 Dallmann Lab.,
2001년 남극 대륙에 Kohen기지를 건설하며 북극에 관한 연구 역시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독일은 개별 국가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보다는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력체계를 활용
하여 북극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기초 및 원천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 지구환
경변화, 지질 및 지구물리, 극지생태계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지구시스템, 고위도 지역의 핵심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립해 활동
중이다.
독일의 북극 연구는 1980년에 발족한 Helmholtz 연구회에 속해 있는 독일해양극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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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AWI, Alfred Wegener Institute for Polar and Marine Research)가 주도하고 있다. 연구
영역은 크게 극지연구소구, 극지 인근해 및 대양을 포함한 해양연구를 병행하며, 5년 단위
로 중기연구전략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AWI는 해양 연구와 극지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
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AWI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외부 연구자들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독일의 모든 연구 활동을 총괄하고 독일 정부의 극지 관련 자문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쇄빙선인 Polarstern을 가지고 있어 북극과 남극해 연구에 선도
적인 위치에 있다.
독일은 글로벌 시스템과 환경과학 연구에 중점을 두고, 북극해 연구, 해양생물 모니터링,
해양물질 자연 발생 조사, 해양지질 탐사, 기술적 해양개발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
다. 중국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에 가입한 중국은 북극연구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전략적 투자

를 확대했다. 북극기지 및 쇄빙선 설룡호를 활용한 북극지역의 탐사 및 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해양국내 전담부서(북극남극과)를 설치, 니알슨 기지 월동연구 수행, 추가 쇄빙
연구선 건조 발표 등을 통해 극지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극지해양과학, 극지생물과학, 극지고층대기 및 극지빙하로 구분하여 4개 연구 프
로그램 중심의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극지과학탐사 및 연구수준 제고와 극지탐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극지과학 전략연구 기금을 설치했다. 또한 2013년 4월, 아이슬란
드와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북극권 국가와 유대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국제협력 체계
를 다져 나가고 있다.
라. 일본

일본은 아시아 최초 남극 조약 원초 서명국이며, 이미 1910년 탐험가 노부시라세가 첫
남극 탐사를 실시한 나라로서, 북극연구에서도 아시아 국가 중 앞서 나가고 있다.
1973년에 독립 연구기관인 국립극지연구소(NIPR)가 설립되면서 북극에 관한 연구도 본격

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극지 해양에 관련한 연구는 일본의 해양연구기구(JAMSTECH)
가 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스발바르 니알슨 지역에 아시아 최초로 과학기지를
설치하였다.
일본은 총리실 산하에 북극해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종합해양정책본부’ 두
고, 북극항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2012년에 300명 규모의 북극 답사단을 파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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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북극 대사를 임명하는 등 북극정책을 강화 중이다. 2013년에는 북극이사회 옵서

버에 가입하고, 북극연구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들과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시료분석, 데이터 해석 및 모델링을 통한 지
구과학, 환경과학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연구활동에 전략적 투자와 연구 인프라 강화를 추진 중이다. 자원문제, 방위정책, 북극항로,
과학연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국내 북극 관련 정책
가. 국내 주요 북극활동 연혁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북극 활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993년 한국해양연구소는
북극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에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군도의 니
알슨에 다산과학기지를 설립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북극에 대한 과학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국내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를 통해 남극과 북극에 대한 과학조사

를 위한 운항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2014년까지 북극에 대해서는 총 5차례 운항을 통해 해
양환경, 대기환경, 해저지층 연구 등 북극해 연구 활동을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스발바르 조약’ 이후 스발바르 지역에 대한 접근 및 어업·광업·상업 활동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2013년 5월에는 북극이사회에 옵서버 국가로 가입하면서 북극
이사회 관련 활동을 보장 받게 되었다.
나. 북극정책 기본계획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북극이상회 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북극권 공동 이익 증진 및 협
력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였다. 협력과 견제 양상이 공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극권 국가와의 관계에서 북극권 정책기조의 정립이 필요로 하였고,
2013년 7월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 계획으로 7개 부처 및

청52)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종합하여 2013년 10월,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북극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하
여 3가지 정책 목표와 4가지 전략과제 및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52)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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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북극정책 기본계획 전략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4대 전략과제

국제협력 강화

과학조사 및 연구 활동 강화

북극 비즈니스 발굴 • 추진

제도 기반 확충

세부 추진과제
∘북극이사회 관련 활동 확대
∘북극 관련 국제기구 활동 강화
∘민간협력 활성화
∘기지 등 인프라 활용 연구 • 활동 확대
∘연구 • 활동 기반 확충
∘기후변화 연구 강화
∘북극 및 북극해 공간정보 구축
∘북극항로 개척 등 해운 • 항만 협력
∘자원개발 협력 및 조선 • 해양플랜트 기술개발
∘수산자원 협력
∘극지정책 근거법령 제정
∘극지정보센터 구축

출처 : 북극정책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3.12.10.)

다. 북극이사회 활동 및 국제협력 현황
우리나라는 북극이사회 및 북극이사회 산하 작업반, T/F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북
극이사회 고위관리회의는 연간 2~3회 정도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외교부는 옵서버 가
입 이후 총 3회에 걸쳐 회의에 참석하였다. 북극이사회 산하 6개의 작업반 회의에도 참석
하고 있다. Task Force는 2년마다 1번씩 개최되는 각료회의에서 주제별로 구성되며, 2년 임
기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극지연구소구서, 학계, 외교부 전문가
등이 총 4회에 걸쳐 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정부가 매년 니알슨 북극기지에서 개최하는 북극 관련 국제 학술
행사인 니알슨 심포지움에 참석하고, 북극써클(Arctic Circle) 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가 차원
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르딕 국가(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
슬란드),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의 북극이사회 회원국과의 외교적 양자 협력 강화를 위해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담, 정책협의회, 관련 세미나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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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쇄빙선 건조 및 운용 현황
1. 선박 설계 및 건조
선박은 일반기계, 자동차, 전자제품 등과 같이 이미 설계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
라, 선주의 주문에 의해 생간을 하게 되므로 선주의 요구사항에 따라 조선소에서 개념 및
초기 설계를 수행한 후 건조계약을 체결한다. 이후에 기본 및 살세설계를 수행하여 본격적
인 건조과정에 진입하게 된다.
가. 선박 설계

선박의 건조에 이르는 일반적인 과정인 계약, 설계, 생산의 각 단계별로 필요로 하는 정
보와 고려해야 할 기술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계는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크게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생산설계로 나눌 수 있다.
<표 2-16> 선박의 설계과정
구분

내용


개념설계 및
초기설계




기본설계
(기능설계)




상세설계





생산설계



선주로부터 제시된 요구사항, 즉 화물의 종류, 적재능력, 크기, 선속, 선체구조 강도,
예상항로 등을 만족시키는 최적 선박의 개념을 도출하는 과정
개발된 제반 선박의 성능을 과거에 건조된 선박의 실적, 계산, 실험 등을 통하여 입증
하는 과정을 거쳐 선박의 기본 성능과 주요 기자재의 사양을 확정하는 설계
선체구조의 구체화, 기관실의 주기관을 비롯한 각종 장비의 배치, 배관계통도, 전기장치
의 배치, 전선계통도, 갑판장비의 배치, 항해장비, 거주 설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각종 도면과 계산서, 사양서 등은 선주의 승인을 받게 되고, 안
전성 관련 도면은 선급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기본설계가 확정되면 생산을 위한 준비단계로 생산현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본설계 결과를 각 서브시스템별 도면으로 상세히 표현하는 과정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정확한 수량, 기자재의 발주사항 등이 도출되어 자재발주가
이루어지고 생산계획을 위한 자료가 공급됨
상세설계 결과를 작업자나 공작장비 운전에 필요한 생산정보로 정확히 도출하는 과정
선체선도를 현척(과거에는 거의 선박을 현척으로 현도하였음), 또는 축척으로 현도하거
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처리하여 NC 가공정보를 도출하는 과정이 포함됨
공작 순서, 방법, 부재의 연결과 치수 등을 표시한 공작도, 각종 기계장비의 부착 상세
도 등이 도출됨

출처 : 국립해양조사원 웹사이트 (http://sms.khoa.go.kr/UOC/industry/building/build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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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설계

개념설계는 제품이 반드시 지녀야 할 필수 기능들을 확정하는 설계 단계이다. 선박의 수
주 단계에서 수행하는 설계로서 선주를 설득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그렇기 때
문에 기존 유사 실적선의 설계 및 생산 경험, 시제품 개발에 따른 기술적 차별성을 부각시
킨 초기 시방서를 결정하며, 설계 선박의 가격을 추정하고 일정 계획과 물량 정보를 가늠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개략적인 일반 배치도와 시방서를 작성하며
기본 특성 계산과 개괄적인 성능 추정을 포함한다.
(2) 기본설계

기본설계 단계는 연구개발 결과와 개념설계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해석하
여 선주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좀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박으로 구체화하는 단계이
다. 이 단계에서 확정한 선박의 초기 선형에 대한 주요 구획 배치를 결정하여 복원성, 종
강도, 건현 계산 등의 기본 계산을 수행하고, 프로펠러 설게 및 모형시험을 수행한다. 구조
설계의 기본사항이 결정되고 기관실, 선실 등에 대한 주요 공간배치를 결정하게 된다.
(3) 상세설계

상세설계 단계는 시방서와 기본 도면을 바탕으로 선주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며, 기능별
간섭이나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게 형상 정보에 대한 설계지침을 작성하고 도면을 생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기본 설계를 더욱 발전시켜 선박의 주요 기능을 결정하는 화물구획,
밸러스트 탱크 및 연료저장 탱크의 최종 확정, 기관실 내의 보기 배치, 보기 관련 구획의
확정, 화물 및 밸러스트 시스템 및 배관의 배치, 각종 철 의장의 배치를 확정한다.
구조 분야는 기본 설계 단계에서 확정한 중앙 횡단면도, 외판 전개도, 갑판 배치 등에 따
라 각 구역별 상세 구조를 확정하다. 따라서 상세설계 단계에서는 기관실, 선미, 선수, 화물
창 등 각 구역의 구조도면, 배관 배치도, 의장 배치도, 선실 배치도, 각종 전기 및 항해 장
비 배치도 등과 관련 설계지침서, 성능을 나타내는 용적 계산서, 배수량 제곡선도 등의 기
본 계산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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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설계

생산설계 단계는 기본설계와 상세설계에서 얻어진 도면과 설계지침서를 바탕으로 실제
선박을 제작할 수 있도록 형상을 작도하고 효율적인 작업 방법과 순서를 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확정된 각종 배치도 및 구조도에 따라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상세 부품
도와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선소의 생산현장 설비를 고려하여 설치도를 마련하며, 조선소의
작업표준, 기준, 작업도구 등을 반영하여 작업도면을 작성한다.
나. 선각공사
(1) 조립공정

가공공장에서 제작된 선체의 부재는 조립장으로 이송되어 선체 내부구조물에 보강재를
붙이는 소조립 공정을 거쳐 선체 외판재에 늑골을 붙이는 중조립 공정으로 이어진다. 중조
립된 블록은 다시 입체적인 블록으로 조립하여 도크에서 탑재될 수 있는 크기의 블록으로
만드는 대조립 공정을 거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조립된 블록을 도크 주변에서 탑재하기 전에 더 큰 블록으로 조립하
여 탑재하기도 한다.
(2) 탑재공정

탑재공정은 도장, 선행 탑재까지 완료된 블록을 선대 또는 도크에서 설계도에 따라 순차
적으로 서로 연결하여 선체의 전체 형태를 구성하는 선체 공사의 최종 공정이다. 그리고
탑재작업에서는 설계도에 제시된 선체의 형상이 완성되어야 한다. 선체의 치수가 정확한지
점검해야 하고, 선체가 하나의 대형 구조물로 완성되었을 때 수면에 떠야하기 때문에, 진수
작업을 용이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선대나 도크에서 선체 조립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탑재방식에는 크게 선대탑재와 도크탑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조방식에 따라서는 연속
건조와 탠덤건조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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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장공정

선박 건조 과정은 선각공정과 의장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장공정은 선체에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주기관을 비롯한 각종 기계장치 및 전기장치들을 부착하고, 이 장치들을 하
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배관공사와 배선공사 등의 작업, 선원의 거주설비공사, 선체의
표면과 내면에 녹이 슬지 않도록 도장하는 작업 등을 총괄한다.
의장 공정은 크게 기관의장, 선체의장, 전기의장, 선실의장으로 나뉜다.
<표 2-17> 선박 의장
구분

내용

기관의장

기관실의 의장작업으로 주기관과 관련된 주기 설치, 축 및 프로펠러와
관련된 축계, 타계 공사, 보일러, 발전기 등의 보기 설치작업 및 철 의장,
보온, 도장 작업

선체의장

거주구와 기관실을 제외한 구역의 배관 및 철 의장작업으로
계선계류장치, 하역장치, 마스트장치, 해치커버장치 등을 설치하는 작업

전기의장

선박의 전기장치, 표시장치 등의 설치와 항해 통신에 필요한 제반 장치를
설치하는 작업

선실의장

거주구역 환창, 출입문, 패널, 천장 내장,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주방설비,
냉동설비, 오락실, 거실, 침실 및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작업

출처 : 대한조선학회, 조선 기술 배 만들기의 모든 것 (지성사, 2011)

라. 해상 시운전

해상 시운전은 실제 건조된 선박이 선주와의 약속에 따라 계약 사양을 만족하는지 실제
운항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선박의 성능을 확인하는 공정이다.
선체 공사가 마무리 되고 의장공사가 완성되면, 선박에 설치된 각종 장비의 성능을 개별
적으로 시험한다. 장비의 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선박 전체의 성능을 점검하고 설계 시 목표
로 한 성능이 만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주와 선급기관의 입회 아래 선박의 속
력, 연료소비량, 조종성능, 주기관과 추진기의 성능 등을 시험한다.
이 시험은 공식 시운전(Sea Trial)이라 하며,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비로소 선주에게 완성
된 선박을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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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쇄빙선의 이해
가. 쇄빙선의 특징

쇄빙선(Ice Breaker)이란 빙해를 자유로이 운항할 수 있도록 쇄빙능력을 갖춘 얼음을 깨
는 배이다. 쇄빙선은 쇄빙능력, 즉 얼음을 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남극대륙 주변
해역이나 북극해처럼 얼어있는 바다에서도 독자적으로 항해가 가능한 선박을 의미한다. 선
박 본연의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일반 선박이 결빙해역에서도 항해할 수 있도록 항
로를 개척하여 운항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는 운항하던 선박이 얼음 속에 갇히게 될
경우에 이를 구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쇄빙선은 얼음을 깨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선박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
징이 있다. 우선 연속적으로 얼음을 깨면서 얼음과의 마찰을 이겨내며 일정한 속도로 항해
하기 위해 일반 선박보다 매우 출력이 큰 엔진이 사용된다.
쇄빙 방법은 일차적으로 커다란 엔진의 추진력을 이용해 항로를 가로막고 있는 얼음을
밀어 깨뜨리는 것이다. 이것이 어려우면 얼음에 올라타 선박의 무게로 얼음을 눌러 깨기도
한다. 따라서 선박 자체가 무거워야 하며, 무게중심을 쉽게 옮기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
다. 선수에 있는 물을 선미에 있는 탱크 쪽으로 보내 선수가 가벼워져 얼음 위에 올라타게
되면, 물을 다시 선수 쪽 탱크로 옮겨주어 얼음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깨지는 것이다.
쇄빙선 선수는 얼음에 쉽게 올라탈 수 있도록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 물론 선체 외벽
은 얼음에 부딪혀도 안전하도록 매우 두꺼운 철판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 이상 얼음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쇄빙선 하부에는 특별한 돌출부가 존재한다.
부서진 얼음 조각들은 쇄빙선이 전진할 때 선체 옆으로 부딪히면서 마찰을 일으켜 진행
을 방해한다. 그래서 쇄빙선에는 얼음 조각들이 선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선체 옆에서 물
이나 공기를 뿜는 분사장치가 설치되기도 한다. 극지환경에서 쇄빙선이 운항을 멈추면 곧
바로 선체주변이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에 얼음을 깨고 탈출할 수 있도
록 인공적으로 신속하게 배를 좌우로 흔드는 특수 장치를 구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 쇄빙선의 구분

쇄빙선은 얼음을 파쇄하면서 운항하는 선박으로 선체구조, 저항 및 추진 특성, 재질, 도
료 및 운항기법에서 일반선박과 큰 차이를 보인다. 쇄빙선박의 설계 및 건조 기술은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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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비롯하여 극지 연안의 국가들 즉, 캐나다, 핀란드를 중심으로 발달되었으며, 이외에도
독일, 노르웨이, 미국, 일본에서도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극지 결빙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총칭하는 빙해선박에는 자체 쇄빙능력을 보유하여 독
립적인 결빙해역 운항이 가능한 쇄빙선박과 자체 쇄빙능력 없이 유도쇄빙선의 인도를 받아
결빙해역을 운항하는 내빙선박으로 구분한다. 쇄빙선박은 타 선박의 항로개척이 주목적인
유도쇄빙선(icebreaker)과 독립적으로 결빙해역에서 물자수송을 하는 쇄빙상선(icebreaking
cargo vessel)으로 구분할 수 있다.

쇄빙선은 일반선박의 선폭에 비하여 길이가 짧으며 얼음을 효율적으로 파쇄하면서도 얼
음에 의해 선체의 손상이 없도록 선체구조, 저항 및 추진 특성, 재질, 도료 및 운항기법에
서 일반선박과 큰 차이를 보인다.
쇄빙선은 두꺼운 강철로 되어 있으면서도 튼튼한 보강재로 강화되는 특수한 선체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쇄빙할 때 발생하는 많은 저항을 극복하면서도 필요한 속도로 전진하기
위하여 커다란 추진력과 선체 운동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독특한 추진 장치를 갖는다.
내빙선박은 얇은 결빙해역 또는 쇄빙선박에 의해 만들어진 수로의 유빙 저항을 이겨내면
서 항해할 수 있는 내빙능력을 갖춘 선박을 지칭한다. 내빙선박은 일반선박과 유사하지만
선급규정에서 정의하는 구조보강과 내한성능 확보, 특수도장 등을 갖춰야 한다.
<표 2-18> 선급별 ICE Class 규정
operating Area
Ice Condition
Canadian CASPPR(1972)

Northern Baltic in Winter or Similar Areas
First-Year Level Ice
very Light
E

Russian(1982)

Light

Medium

Severe

Extreme

1(0.3m)

1A(0.45m)

2(0.6m)

3(0.9m)

D(0.4m)

C(0.6m)

B(0.8m)

A(1.0m)

1.3

1.2

1.1

UL

Finnish/Swedish(1985)

Ⅱ

1C

1B

1A

1A Super

LR(1995)

1D

1C

1B

1A

1AS

DnV(1992)

ICE-C

ICE-1C

ICE-1B

ICE-1A

ICE-1 A*

D0

C0

B0

A0

1C

1B

1A

1AA

E1

E2

E3

E4

ice Ⅲ

ice Ⅱ

ice Ⅰ

iceⅠ-Super

1C

1B

1A

1A Super

ABS(1992)
GL

E

BV(1986)
NK
출처 : 기획보고서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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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발틱해(Baltic Sea)를 운항하는 내빙선박의 빙등급은 1C, 1B, 1A, 1A Super로 구분
한다. 1C, 1B, 1A는 각각 0.6, 0.8, 1.0 m의 깨진 얼음(brash ice, 일정폭의 채널 안에서 깨어
진 얼음이 있는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쇄빙선박이 지나간 후 수로가 열린 상황을 의미) 두
께를 갖는 수로에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의 내빙등급을 의미한다.
1A Super는 1.0 m의 깨진 얼음 위에 0.1 m의 평탄빙(level ice)이 있는 상태이며, 선형

설계에서는 쇄빙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쇄빙등급

극지선박의 구조 설계에서는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급(Class) 기준 및 선체 구역 구
분의 형태에 따라 구조안전성이 크게 좌우되며, 등급 기준은 선박의 운항형태 및 운항해역
의 빙상태에 따라 구분된다. 선체 구역 부분은 선수미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구조부재의
치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인자인 빙하중과 선박에 상호작용에 빙하중은 선체 구역마다 예
상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빙하중을 산정하여 구조해석에 반영하고 있다.

[그림 2-10] 극지 등급 및 빙해선 등급표
출처 : 기획보고서

Polar Code 및 FSICR, ICAS, KR등 다양한 선급의 빙해등급 정의는 각각 서로 다른 기

준을 가지고 있어 직접적으로 일대일 대응되지는 않으나, 편의상 분류할 수 있다. Polar
Code에서는 빙해선박의 등급을 카테고리 A, B, C로 나누었으며, 쇄빙을 가진 선박의 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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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는 A이다. 카테고리 B는 얇은 빙이 있는 해역을 운행하기 위한 대빙구조로 설계된 선
박을 의미하며, 카테고리 C는 카테고리 A, B가 제외된 극지 조건에서 대빙구조 없이 운항
할 수 있는 선박으로 구분 되고 있으나, 현재 ‘14. 01 IMO 1stSDC(선박 설계 및 건조전문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르면, 카테고리 C선박도 대빙구조를 갖도록 강제화 하기로 합의
함에 따라 극지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대빙구조에 대한 설계가 필수적으로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주요국 쇄빙연구선 운영 현황
가. 일본

일본은 JAMSTEC(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일본해양연
구개발기구)을 중심으로 대형 종합해양연구선 Mirai를 이용하여 1999년부터 북극 해빙이
걷히는 북극 하계기간 중에 북극해 종합탐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표 2-19> 일본 Mirai호의 북극해 연구활동 현황
기간

연구대상지역

비고

‘99년
8~10월

베링, 척치

MR99-K05

‘00년
08~10월

베링, 척치, 보퍼트

MR00-K06

‘02년
08~10월

척치, 보퍼트

MR02-K05
Leg1

‘04년
09~10월

척치, 보퍼트

MR04-05

‘08년
08~10월

척치, 보퍼트

MR08-04

‘09년
08~10월

베링, 북태평양

MR09-03

‘10년
08~10월

베링, 북태평양

MR10-05

‘12년
09~10월

베링, 척치

MR12-E03

해당지역

출처 : 기획보고서

쇄빙선 Shirase는 남극활동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2009년 쇄빙선을 신규 건조하여 기존
Shirase와 대체(선명은 동일)하였다. Shirase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으로 운영되며,

120 제2쇄빙연구선 건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NIPR(National Institute of Polar Research, 일본극지연구소)이 해상자위대와 협력하여 일본

남극연구조사대 파견과 극지 과학기지 보급을 수행한다.
<표 2-20> 일본 Shirase 제원
선 박 명

Shirase

중

량

12,700톤

건

조

2009년 5월

크 기(m)
속

138 x 28 x 15.9 (LxWxH)

도

15 knots

Propulsion

Diesel Electric, 30,000 PS

운영주체

해상자위대

승선인원

259명(연구원: 80, 승무원: 179)

주요활동

Logistics & Oceanographic Survey

Ice Class

1.5 metres thick
at a speed of 3 knots

출처 : 기획보고서

<표 2-21> 일본 Mirai 제원
선 박 명

Mirai

중

량

8,687톤

건

조

1997

크 기(m)
속

도

128.5 x 19 x 10.5 (LxWxH)
16 knots

Propulsion

4×Diesel Engines, 1,838 kW
2×Controllable Pitch Propellers

운영주체

JAMSTEC

승선인원

80명 (연구원 46, 승조원 34)

주요활동

북극해 해양조사

출처 : 기획보고서

JAMSTEC은 1999년부터 북극 해빙이 걷히는 북극 하계기간 중에 해양연구선 Mirai를 이

용하여 북극해 종합탐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지역으로는 베링해, 척치해, 보
퍼트해, 북극해, 북태평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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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 2011년 설립된 일본북극환경연구컨소시엄(JCAR, Japan Consortium for
Arctic Environmental Research)을 중심으로 북극의 변화에 따라 일본의 기후에 미치는 영

향 평가, 북극해 항로 활용 위한 해빙 분포 및 영향 예측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JCAR은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과 미래 연구방향 및 우선순위 설정, 관측기반 시설 및 네트

워크, 데이터 기록 보관과 같은 새로운 연구 기반 제안, 연구그룹 및 기관내의 책임을 지정
하고 협력 강화, 북극지역 연구 정보 수집 및 정리와 정보 제공, 북극관련 다양한 정보 및
작업 출판의 기능을 수행한다.
JCAR는 다양한 분야에서 약 300여명의 북극연구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형 조직

이다. 일본의 극지연구소구 전담기관인 NIPR의 북극환경연구센터(AERC)에서 JCAR의 사무
국을 운영하며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핵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JCAR는 JAMSTEC 등의
지원기관의 협조와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과의 참여 및 연구정보 교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로 수행하는 활동은 장기 계획‧ 연구체제를 검토, 데이터를 보관, 관리하고, 연구교

류활동, 국제와 국내 협력 활성화, 인력양성과 홍보‧ 보급을 중심으로 6가지 활동을 수행한다.

2015년까지 수행하는 주요 연구주제는 북극온난화 증폭의 체계, 세계 기후와 미래변화를

위한 북극의 기후변화 체계, 북극의 변화가 일본의 해양생물, 수산업, 기후 및 기상에 미치
는 영향, 그리고 해빙 분포와 북극항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나. 중국

중국은 쇄빙선 Xuelong을 최근 북극해에 투입하여 해빙역의 해빙-해양-대기, 지구물리,
고해양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에는 북극해 항로 시범 운항과 연구항해를
수행하였고, 태평양으로 통해있는 베링해와 척치해를 주요 연구 대상해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은 우주개발계획(창어계획)과 북극기후변화연구를 국가적 전략 투자사업으로 추진하
고 있으며, 자국 쇄빙선 Xuelong을 이용하여 1999년부터 5차례에 걸쳐 북극점 근접 탐사를
실시하였다.
Xuelong은 1993년 우크라이나에서 건조된 쇄빙선으로, 1994년부터 극지연구소구활동에

투입되어 현재 보급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Xuelong은 21,025톤으로 탑승인원 128
명, 길이 167m, 넓이 23m이며, 1.1m 두께의 얼음을 1.5노트의 속도로 쇄빙할 수 있으며, 최
대 18노트의 속도로 운항이 가능하다. Xuelong의 운영은 중국의 극지연구소구기관인
PRIC(Polar Research Institute of China)에서 담당하며, 해양화학, 생화학, 해양생물학, 대기

화학, 해양물리학, 지질학 등의 연구분야 장비를 일부 탑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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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중국 Xuelong 제원
선 박 명

Xuelong(설룡)

중

량

21,025톤

건

조

1993년 (우크라이나)

크 기(m)
속

도

167 x 22.6 x 13.5 (LxWxH)
18 knots(최대)

Propulsion

13,200 kW Diesel

운영주체

중국극지연구소(PRIC)

승선인원

34명 선원 + 128명 탑승자

주요활동

기지보급 및 연구지원

Ice Class

1.1m ice thickness at 1.5knots

출처 : 기획보고서

중국은 극지해양과학 , 극지생물과학 , 극지고층대기 , 극지빙하 등 4개 연구프로그램 중
심 연구활동을 추진 중이며 , 북극해 연구로 ARCTIML 프로그램 53)을 운영 중이다 .
다. 독일

독일은 AWI(Alfred Wegener Institute, 극지·해양연구소) 소속의 쇄빙연구선 Polarstern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북극해 연구 활동을 진행하여 왔다. 주로 그린란드와 노르웨이
사이의 프람 해협의 해양 현상과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기후변화 연구, 심해 생태
계 연구, 해저 메탄 방출 연구 등을 수행하며 중장기 관측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플랫
폼 역할을 하고 있다.

AWI의 남‧ 북극 탐사에 이용되는 Polarstern(1982년 건조)은 17,300톤급(길이 118m, 폭

25m)의 쇄빙연구선으로 1.5m 두께의 얼음을 5노트의 속도로 깨고 항해할 수 있는 쇄빙능

력을 보유하고 있다.

53) ARCTIML(Artic Change and its Tele-Impact on Mid Latitude) 프로그램 : 베링해를 통해 유입되는 태평양
해수가 북극해에 미치는 영향 파악, 해빙지역의 해빙-해양-대기 상호작용 연구, 담수가 해빙분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북극해 고해양 연구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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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독일 Polastern 제원
선 박 명

Polarstern

중

량

17,300톤

건

조

1982

크 기(m)
속

118 x 25 x 11.21 (LxWxH)

도

16 knots(최대)

Propulsion

14,116 kW Diesel Electric
1 Bow & 1 Stern Thruster

운영주체

AWI

승선인원

94명 (연구원: 50, 승무원: 44)

주요활동

Biology, Geology,Oceanography.etc.

Ice Class

1.5 metres thick at a speed of 5 knots

출처 : 기획보고서

Polarstern은 약 50여 회 이상의 남·북극해 연구항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람해

협, 그린란드해역을 중심을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북극점 근해의 해양
탐사활동을 수행하였다.
<표 2-24> 최근 4년간의 북극해 연구항해 중 주요 연구 활동 내용
구분

내용

2009년
북극해
연구항해

(관측 데이터 수집) 그린란드해와 노르웨이 Fram Strait 지역의 주요 해양
프로세스(key oceanic processes) 규명을 위한 중장기 관측 데이터 수집
(관측 데이터 수집) AWI 심해 중장기 관측소인 Hausgarten 및 노르웨이
대륙붕에 위치한 Hakon Mosby 이화산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반응하는 심해
생태계 관측 데이터 수집

2010년
북극해
연구항해

(환경변화 연구와 수로 측량) 3개의 생물지리권(climate zones)이 만나는
그린란드해를 대상으로 플랑크톤·조류 비교 연구 및 환경변화 반응연구와
그린란드해 해양학 연구(oceanography) 및 수로 측량(hydrography) 수행
(관측 데이터 수집) AWI 심해 중장기 관측소인 Hausgarten 및 노르웨이
대륙붕에 위치한 Hakon Mosby 화산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반응하는 심해
생태계 관측 데이터 수집

2011년
북극해
연구항해

(생태계변화 측정) 프람해협 해류·동식물 생태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Seaglider 장비 배치
(해양생태계 변화 조사) Hausgarten 해양 생태계 연구와 특정 동물들의 생리적
한계를 실험하여 온난화 과정에 대한 반응을 조사
(해저가스 조사) 가스분출기둥 보고지역을 대상으로 샘플링과 스발바르 해저
메탄 배출 현황 조사 등

2012년
북극해
연구항해

(환경변화 관측) 북대서양과 북극해를 연결하는 프람해협의 해양순환과 환경변화
관측을 위한 연구장비 배치
(관측데이터 수집) AWI 심해 중장기 관측소인 Hausgarten 및 노르웨이
대륙붕에 위치한 Hakon Mosby 화산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반응하는 심해
생태계 관측 데이터 수집

출처 : 기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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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국

전통적인 남극 연구국가였던 영국은 쇄빙연구선 James Clark Ross를 이용해 정기적인 북
극 연구항해를 진행 중이며, 해양-대기 상호작용, 에어로졸 거동 관측을 수행하고, 항공기
등 타 인프라를 활용하여 북극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영국의 극지연구소구기관인 BAS(British Antarctic Survey)는 영국 자연환경연구위원회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mmittee, NERC)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

으며, 영국의 전체 극지연구소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표 2-25> 영국 James Clark Ross 제원
선 박 명

James Clark Ross

중

량

5,730톤

건

조

1990

크 기(m)
속

99.04 x 18.85 x 6.4 (LxWxH)

도

Propulsion

12 knots(항해)
Diesel Electric 8,500 HP,
Bow & Stern Thruster

운영주체

British Antarctic Survey

승선인원

76명(연구원: 50, 승무원: 26)

주요활동

Oceanographic Survey

Ice Class

Lloyds +100A1

출처 : 기획보고서

<표 2-26> 영국의 북극해 연구활동 현황
기간

연구대상지역

해당지역

08. 7~8

스발바르

Biogeochemistry, Biology

08. 8~9

롱이어비엔/니알슨

Dynamics of Polar Gas Hydrates

09. 9~10

서그린란드/배핀만

Marine Geology, Geophysics

10. 6~7

스발바르/동그린란드

Biogeochemistry, Geology, Physics

12. 7~8

스발바르/동그린란드

Links Between Ocean Acidification and Plankton

13. 3

스발바르

Aerosol-Cloud Coupling and Climate Interactions
(NERC ACCACIA)

13. 7~8

스발바르

Aerosol-Cloud Coupling and Climate Interactions
(NERC ACCACIA)

출처 : 기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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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내 아라온호

아라온호는 2009년 11월 인도 이후 국내 시험항해가 진행되었으며, 2010년에 남극과 북
극 현지에서 쇄빙능력에 대한 테스트와 연구과제 임무를 수행하였다. 아라온호가 본격적
운항을 시작한 것은 취항 다음 해인 2010~2011년 남극항해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를 기점으로 북극과 남극의 연구과제 수행은 물론 세종과학기지 보급 임무, 장보고과학기
지 건설 지원임무도 지원하였다.
<표 2-27>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주요제원
전장
수선간 길이
폭
깊이

설계홀수
구조홀수
총톤수
경제항해속력
승선인원
항속거리
운항지속시간
발전기
추진창치
출처 : 극지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kopri.re.kr)

111.0 m
95.00 m
19.0 m
9.9 m (주갑판)
6.80 m
7.50 m
7,507톤
12노트
85명(승무원 25명, 연구원 60명)
약 20,000해리
약 70일
3,400 KW × 4기
5,000 KW ×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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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1. 기획과정의 적절성
가. 기획 참여 전문가 구성의 적절성

동 사업은 총괄 주관기관인 극지연구소 관계자로 구성된 사업기획 실무 T/F와 외부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기획되었다.
사업기획실무 T/F는 총 26명으로 모두 극지연구소 소속이며, 분야별로 해양학 3명, 해양
생물 2명, 해양지질 2명, 환경학 2명, 대기과학 2명, 지구물리 3명 등 극지연구 분야별 참여
자로 구성되었다. 외부 자문위원회는 총 35인으로 구성되며, 조선기술 분과 9명, 조선기자
재 분과 4명, 조선 요소기술 분과 5명 등 조선 관련 분야가 18인, 그 외 정책 및 제도 분과
4명, 경제성 분과 5명, 극지과학기술 분과 2명, 특수선 운영 분과 6명 등 총 7개의 분과로

구성된 형태를 갖는다.
<표 3-1> 동 사업 기획 외부자문단 구성
세부분과

산

학

연

소계

조선기술

7

2

0

9

조선기자재

2

2

0

4

조선 요소기술

0

1

4

5

정책 및 제도

0

2

2

4

경제성

0

4

1

5

극지과학기술

0

2

0

2

특수선운영

2

1

3

6

소계

11

14

10

35

출처 : 기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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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기획에 관여한 극지 연구
관련 참여자는 총 28인이며 이 중 2인 만이 극지연 외부의 연구자이다. 따라서 사업 기획
전반에 걸쳐 연구분야별 의견을 개진할 참여자의 대부분이 주관기관인 극지연 소속인 관계
로, 후술할 연구수요 및 이슈, 활용방향, 구축장비 등에서 극지연 위주로 기획된 측면이 계
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 극지연 외 국내 해양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수요
가 반영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동 사업은 극지연 소속의 기획실무 T/F가 외부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기획이
진행되는 구조이다. 그러한 외부 자문단 구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극지 과학조사 관련 전문
가 보다는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조선기술 분야 전문가이다. 이는 적정규모의 선박을 효율
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선박 운영주체의 운영여력과 상관없이 선박 건조사양 향상 자체
에 천착된 판단 결과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박 건조 후 효용성 제고를 위한 외부
자문위원보다는, 정책·경제성 전문가 등과 같이 오히려 예비타당성조사 조사항목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전문가가 더 많이 포함된 경향도 보이는 점은 외부 기획단 운영
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측면이다.

나. 관련 분야 수요조사의 적절성

신규 쇄빙선 활용과 관련된 연구·조사 활동, 구축 장비 등의 수요조사의 경우 주관기관
위주로 진행된 관계로, 사업 기획과정에서 해양·극지연구와 관련된 외부 학계·연구계 및 산
업계의 활용 수요가 충분히 고려되어 반영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사업계획서에서 1차로 제시된 쇄빙선 활용에 대한 수요조사의 경우 (총 13건, 연간 371억
원 지원 필요)는 국내 학계·연구계에서 폭넓게 검토되어 도출된 연구수요라기보다는 대부
분 극지연이 해외 기관과의 국제공동 조사협력·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어, 사업 주관기관인 극지연 중심으로 도출된 수요조사 결과로 판단된다.
사업계획서 상의 논리대로 향후 북극연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적절히 대
응하기 위해 준대형급(Polar 20 이상)의 신규 쇄빙선이 건조되어야 한다면, 해당 쇄빙·내한
성능이 필요한 국내 북극 연구수요 조사·예측이 상세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기존 쇄빙
선(아라온호)의 국내 수요 반영률이 평균 60%대라는 것 외에 국내 산·학·연 연구수요 전망은
미제시되었다. 사업계획서 상의 신규 쇄빙선의 활용수요는 국내연구자 수요조사보다는 극지
연구소와 해외 연구기관 간의 국제공동연구 수요 위주로 한정되어, 사실상 극지연구소의
연구수요 중심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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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2 쇄빙연구선 건조 후 주요 활용계획 : 국제공동연구 수요 (출처 : 추가제출자료)
<북극해 환경관측 및 탐사연구 관련 >

 PAG(Pacific Arctic Group, ‘14.10~, 의장 : 극지연 강성호) 의장국으로서 RUSALCA
PROGRAM 국제공동연구 중 동시베리아지역의 연구에 주도적 참여 가능 : 6개국, 10개 기관과

북극해 국제공동연구 수행 예정
 전지구규모적 미량금속 측정을 위한 국제공동 프로젝트인 GEOTRACES팀(미국/일본 주도)과 공
동연구추진
 북극해 국제공동해저시추사업(IODP)에서 추진 중인 주요해역 해저지질·지구물리탐사 참여와
한국-독일-노르웨이-스발바르군도-동부그린란드 공동탐사(2019년)를 기반으로 북극점 및 북극해
3대 해령(로모노소프, 멘델레프, 알파) 공동탐사(2021～2030) 추진
<북극해 자원탐사 및 활용 관련>

 한-러-일 극동/북극해역 가스하이드레이트 국제공동연구 수행
 미국, 유럽, 일본 등과의 국제공동연구 수행으로 극지 심해 유용 생물자원 탐사 및 확보 추진
 보버트 해안 대상 지질학·고해양학적 종합국제공동연구ARA04C(Beaufort Shelf Gas Hydrate
Project)참여

예타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주관기관이 제시한 연구수요조사 결과(2차) 역시 극지연 외
부의 국내 해양·극지분야 연구수요가 폭넓게 반영된 결과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뚜
렷하였다.
부처는 예타 조사 진행과정에서 제2쇄빙선 활용과 관련된 ‘추가 수요조사’를 긴급히 실시
하였다. (‘16.6월, 약 2주간) 이를 통해 북극연구컨소시엄에 소속된 기관 중심으로 과제제안
서 11건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해당 과제의 예산요구액은 약 160억 원 수준이었다. 부처
는 1차 및 2차 수요조사 결과, 제안된 총 24건의 연구계획 중 약 17건(71%)에서 1m 이상
북극 결빙해역상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 수요의 대부분을 제안한 북극연구컨소시움은 최근 극지연이 주도하여 창립
(’15.11)된 연구그룹54)이며, 극지연과 북극연구컨소시엄이 주관하여 추가 수요조사 결과제출

직전에 개최된 제2쇄빙선 건조 공청회(‘16.7)에서도 다양한 외부의 시각·의견을 수렴하는 것
보다는, 동 사업 기획보고서 의도에 따른 Polar20 이상 쇄빙능력을 가진 연구선 신규건조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 확보 방안이 주로 논의되었다.
특히, 당초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연구수요는 극지연 외부의 국내 연구수요를 충분히 고
54) ‘북극연구 컨소시엄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는 극지연구소가 수행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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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예타 조사 과정에서 긴급하게 단기간 (2주 동안) 추가로
과제제안을 받는 것은 오히려 기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수요조사의 절차 및 내용이 부
적절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2차 수요조사까지 포함된 신규 쇄빙선에서 진
행하겠다고 제안된 총 과제비 요구액 규모는 연간 531억 원 수준이나, 이는 해수부의 극지·
대양 관련 R&D예산 투자계획과 무관하게 제기된 규모55)로서, 실제 실현되어 대폭 증액될
가능성은 주관기관도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등 해당 수요의 투자 가능성 및
수행 가능성은 실제로 미지수인 것으로 판단된다.
동 사업과 같은 대형 R&D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에 단계적으로 적절한 수요판단 및
조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사업 기획의 적절성이 확보될 수 있다.

현 사업계획서에서는 적절한 수요확인→임무검토→사양확정 등의 절차56)로 사업기획이

이뤄지지 않아, 선박 수요에 비해 과잉사양이 제시된 측면이 크고 수요조사 절차의 적절성
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R&D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기획 절차는 먼저, 해결할 문제의 특정 및

해당사업의 필요수요를 검증하고, 이후 동 사업의 필요성이 확인된 이후 다른 방식의 사업
추진 가능성과 같은 ‘대안’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사업 계획의 구체화를 개념 설계 등의
방법을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즉, 동 사업과 같은 쇄빙선 건조의 경우 1) 쇄빙선을 통해 해결해야할(해결가능한) 문제
및 요구수요를 우선 확인해야 하고, 2) 사업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나,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지, 유일 대안 여부를 확인함으로서 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고, 3) 끝으로 이러한 요
구 수요·임무를 반영한 선박 개념설계를 진행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사양도출 및 내·외부
의견수렴 통한 사양확정)한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 사업과 같이 12,000t급(준대형급) 이상의 신규 쇄빙선 건조가 필요하다는 선박
사양 제시가 적절한 기획에 의해 도출된 것으로 인정되기에는 다음의 절차가 미흡하였다.
준대형급이라는 선박 건조사양 결정 이전에 해당 쇄빙·내한 성능이 필요한 국내·외 북극
연구·활용수요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단지 희망사양이 아닌 필요사양이라는 것이 먼저 충분
히 검증되어야 한다. 이후에 쇄빙선 신규건조를 포함하여 이러한 임무·수요에 적절히 대응
하기 위한 수단(정책적 대안)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된 후 동 사업 내용과 같은 ‘특정사양의
55) 해양수산부의 ‘대양 및 극지연구 사업’ 중 극지분야 관련예산(95.44억 원, ‘16년) 및 극지연구소 주요사업비
(122.54억 원, ’16년)를 모두 합친 규모보다 2배 이상의 규모로 ‘가수요’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동 사
업 주관기관인 극지연구소 역시 수요조사 과제 모두가 실제로 예산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56) 쇄빙선을 통해 해결(해야할/가능한)문제·필요수요 검증 → 대안여부 및 임무를 반영한 선박 개념설계 → 대
안검증 후 사업계획 구체화(사양도출 및 내·외부 의견수렴 통한 사양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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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신규건조’만이 유일 대안이라는 것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동 사업 목표로 제시되
었던 ‘북극정책 지원 및 극지역량 강화’라는 것이 현 대양·극지 R&D사업 투자의 확대, 극
지분야 연구인력 양성사업 추진, 국제공동연구 협정 및 투자 MOU 추진, 북극 연안국과의
자원탐사·개발 외교협정을 통한 광물자원 탐사권·지분율 확보 등을 통하는 것보다 뚜렷한
차별점과 대안으로서의 장점이 나타날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장비 수요조사 역시 극지연 내부 의견 중심으로 이뤄진 관계로, 향후 신규 쇄
빙연구선이 건조·운용되더라도, 선박의 주 사용자는 여전히 극지연 연구진으로 한정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연구시설 및 장비의 수요조사의 경우, 기존 쇄빙선인 아라
온호에 승선한 경험자 중심으로 시설·장비 수요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조사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인 약 95%가 극지연 소속이며, 극지연 외 국내 연구자 수요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검
토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제2쇄빙선 장비·시설구축 수요조사 응답자 현황
응답자 현황

연구분야별 응답현황

출처 : 기획보고서

추가제출자료에서도 수요맞춤형 조사결과라고 설명된 결과(‘16.6)도 당초 기획보고서
(’16.1) 상의 극지연 위주 수요조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제시한 것이었으며, 수요조

사 절차 중 구체적 내용은 선내 연구실에 설치될 연구장비·시설 타입(사양)에 대한 조사가 유
일하였으며, 이 역시도 극지연 연구자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였다.
본 조사 보고서에서는 극지연 중심의 장비 수요조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장비 수요조사 내용으로는 쇄빙연구선 내 탐사·조사 활동에는 수요 제기자인
극지연 연구자 참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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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 연구장비 수요는 극지연 내부 연구그룹들의 소요를 바탕으로 취합되었고, 해당장
비의 설치 이후 운용방식도 극지연 인력이 직접 관리·운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타 외국의 연구선 사례처럼 일반선원/승조원이 아닌 전자기사·엔지니어 등과 같은 장비
운영 전문가가 별도로 탑승하는 상황이 아니며, 연구원 개개인이 모듈화된 장비를 쇄빙선
승선 시에 함께 지참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실상 장비수요를 제기
한 극지연 연구자가 선박에 탑승하지 않을 경우(극지연 인원 부재시)에, 쇄빙선 구축 장비
에 대해 외부 연구자가 임의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이는 현재의 장비 조사·구축 체계로는 향후에 신규 선박이 추가로 투입될 경우에, 구축
된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극지연 소속의) 장비운용 인원/연구원 충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선박 건조비용 외에 극지연 출연금 증액 등에 대한
추가적 국고지원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 외에, 선박 요소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도 쇄빙선 신규건조와 관련성이
적거나 국내 관련기술 보유 여부가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수요조사 과정의 적절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주요 민간 조선소/기술연구소 관계자의 의견도 동 사업에서 제시
하는 해당 요소기술에 대한 사전 R&D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즉, 선박 설계종료 이후 건
조 착수이전에 R&D과제 종료 및 연구성과 확보와 관계없이) 현재 제시된 신규 쇄빙선의
주요 성능사양을 충족하는 쇄빙선 건조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 기술개발과제의 수요조사는 아라온호 승선자, 극지기술연구회 소속 산·학·연, KRISO,
선급(KR) 등을 통해 과제가 도출되었으나, 국내 주요 민간기업(조선소) 및 유관 대학의 기
술보유 여부는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기술개발과제 도출 절차의 적절성
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우선순위 설정과정의 적절성

동 사업에서 우선순위 설정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동 사업의 목표는 쇄빙선
건조이므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신규 쇄빙선의 제원 중심으로 우선순위 설정의 적절성
을 검토하였다.
동 사업의 선박 사양은 연구수요를 토대로 도출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기획주체의 건조
규모 목표를 바탕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앞서 기초자료 분석 부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현재로는 선박 설계 과정 중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
황이므로, 선박 제원 내용과 함께 우선순위가 향후 변동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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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개념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단계에서, 쇄빙연구선의 쇄빙등급(Polar 20), 내한능력
(-45°c), 준대형급(12,000톤급), 문풀(Moon Pool, 탐사용 시설) 등의 주요 사양은 국내 연구

수요 조사를 토대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기획T/F·내부간담회에서 선호하는 제안사양 중에
서 우선순위가 사전 결정되었다.

<표 3-3>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제2쇄빙연구선 제원별 우선순위
우선순위

건조제원 항목

우선순위

건조제원 항목

1

쇄빙능력

8

크레인 규모

2

내한성능

9

A-프레임 규모

3

운항 경제속력

10

Moon Pool 설치

4

보급유 적재능력

11

승선인원

5

항공유 적재능력

12

청수적재량/일일조수량

6

헬기 탑재능력

13

항해유 적재능력

7

컨테이너 적재능력

14

무보급 항해일수/거리

출처 : 기획보고서

앞으로 제2쇄빙선이 수행할 임무 및 기능이 상세하게 검토·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선
박의 제원별 요구사항이 도출되는 과정인 개념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제시된
쇄빙선 요구성능 및 우선순위는 필연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해양·극지
조사연구의 실제 수요를 명확하게 도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합리적 사양의 쇄빙선 건조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념설계’를 통해, 연구·활용수요 조사·검증 후, 수
요에 따른 필요·요구 성능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최적 선박사양이 결정되어야, 향후 선박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조 지연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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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표의 적절성
주관부처가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작성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은 아래와 같다.
<표 3-4>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에 기반한 논리모형 구성
○
○
○
○
○
○
○
○

1. 이슈 / 문제
북극전용 쇄빙선 도입으로 극지 연구항해 일수 부족 해소
아라온호의 운항일수가 포화되고 있어 기지보급 한계 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우리나라와의 국제 공동연구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북극 공동연구협력 확대 및 외교활동 강화 필요성
자원고갈과 자원개발시 고비용으로 인한 북극에 부존하고 있는 미래자원 확보경쟁 심화
북극연안국간의 영유권 경쟁 가속화
북극항로라는 新물류루트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용성 기대
기존 선박사양으로는 북극연구 수요에 대응이 어려움
지구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기상관측과 이상기후 대비에 대한 중요성 증가

2. 목표

3. 수혜자

○ 제2쇄빙연구선 건조 및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정부의
북극정책 지원과 극지진출 역량 강화 기반을 확보
- 쇄빙능력(Polar 20)과 내한능력(-45℃)을 보유한 준대형급(GT
12,000톤)이상으로 건조
○ 쇄빙선 활용 연구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극지 Test bed 등)

○ [직접] 국내 극지 연구기관 및 학계
○ [간접] 국민 및 국내 거주자, 물류/항만
관련 지자체 및 산업체

4. 투입

5. 활동

6. 산출

7. 성과 / 영향
○ 정책적측면
- 국가북극정책의 효율적추진
- 기술외교통한 국가위상증대

○ 전액국고지원
- 총 2,856억 원
○ 건조인력투입
- 핵심기술개발인력
- 선박설계/건조인력
- 운항·지원인력
- 극지연구소구인력
○ 건조인프라 투입
- 시설·장비 등

○ 제2쇄빙선 건조추진
- 건조사양/핵심기술도출
- 개념/기본설계, 로드맵작성
- 실시설계, 핵심기술개발
- 건조/공정관리, 시험운항
- 국내·외 설계전문기관 자문

○ 제2쇄빙선
○ 핵심요소
기술

○ 기술적측면
- 극지과학 연구영역/영향력확대
- 쇄빙선관련 핵심기술확보
- 연구/탐사장비 개발역량 제고
○ 경제·사회적측면
- 국내항만/물류산업 성장촉진
- 조선·플랜트수주증가 기여
- 기후변화예측·대응가능
- 미래에너지자원 확보
- 극지운항관련 전문인력 양성
- 북극항로 물류 비용/시간절약

8. 가정
○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통해 극지연구소구 활성화 및 Test Bed 역할 강화 가능
○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통해 국제 과학 경쟁력 향상 및 북극자원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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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계획서에서는 북극 관련 이슈들을 제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쇄빙연구선
이, 특히 반드시 준대형급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 사업의 목표인 북극 정책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북극 관련 주요이슈는 경제적 관점,
과학기술적 관점, 국제외교적 관점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슈별 상세 내용은 ‘2장 기초
자료 분석’의 내용 참조)
경제적 관점의 이슈는 북극 부존자원 확보 및 저비용 물류루트 확보 등이 있으며, 과학
기술적 관점의 이슈는 지구물리/ 기후환경/ 자원탐사 등 북극기초과학 연구 수행이 있으며,
국제외교적 관점의 이슈는 국제 공동연구 강화, 북극이사회 영향력 확대 등이 존재한다.

[그림 3-1] 사업계획서상의 북극 정책 및 역량강화 관련 이슈
출처 : 기획보고서

그러나 이러한 북극관련 이슈들은 쇄빙선 투입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준대
형급 쇄빙선만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동 사업은 북극연구의 강화를 위해 기존의 아라온호가 남극위주로 활동하는 현재 상황에
서 북극연구를 위한 북극전용 선박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 추진되었으나, 북극전용 쇄빙선
의 추가건조가 국가 북극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북극 연안국인 미국, 러시아, 캐나다 외에도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의 북극 정책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쇄빙선 추가도입 외에도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타 국은
쇄빙선 신규 투입 외에도 북극 역량 강화를 위해 국책·민간기업간 자원개발 협력, 북극권
해양환경보호 활동, 북극권 기후변화·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35

특히, 주관부처에서 강조하는 북극해 광물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기초탐사를 위해 공해
상에 쇄빙기능 연구선을 투입하는 과학조사적 접근 방식 외에도 외교적 협력관계 구축, 광
권 지분투자 확대 등 다양하고 실질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계획이 동 사업과 관련된 범주에 맞게 북극 관련 이슈가 적절히 표적화 되었
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R&D외에 효율적 대안 가능성

쇄빙연구선 건조는 선박 건조비 외에도 향후 30여 년간 대규모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대형 연구기반 구축(R&D)사업이다. 이에 쇄빙선의 신규 ‘건조(Make)’와
‘임차’(Rent)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R&D 사업 외에 다양한 대안 존재 가능성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 여력 및 연구역량 수준을 고려하여 준대형급 쇄빙선 신
규 건조 외에도 북극 관련 유효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반드
시 거쳐야 할 절차로 판단된다.
주관기관은 북극 부존자원 개발, 신항로개척, 북극해 기초과학조사, 국제공동연구 강화,
북극이사회 영향력 확대 등 다양한 북극관련 이슈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쇄
빙연구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에서는 북극관련
이슈 해결을 위해 ‘준대형급 신규 쇄빙선 건조’를 제외한 다른 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
지 않았으며, 위에서 제기된 북극관련 이슈 대응·해결을 위한 대안은 준대형급 쇄빙선 건조
이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사업계획서에서는 타국 쇄빙선 임대 및 구입 가능성, 선박건조 기술 확보 등의 대안을 검
토한 결과 신규 쇄빙선 건조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북극전용
쇄빙선 활용 수요 및 북극진출 역량을 고려할 때 연구전용 쇄빙선 추가 건조가 유일 대안
이라는 논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동 사업 대비 적은 비용으로, 앞서 제시된 이슈·문제를 해결 가능한 다른 대안으로는 타
국 쇄빙선 임차, 보급중심 쇄빙(내빙)선 확보 등이 존재할 수 있음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비용과 비교하였을 때, 더 적은 비용으로 앞서 제시된 이슈에 대응
할 수 있는 방안(대안)으로는 타국 쇄빙연구선 임차, 기존 쇄빙선과 유사규모 신규선 건조,
보급기능 및 연구기능을 탑재한 다목적 쇄빙/내빙선 건조 등이 존재할 수 있다.
먼저, 타국 쇄빙연구선 임차의 경우, 신규선 건조비 및 운영비를 고려할 때 동 사업 대비
비용절감 효과는 기대되지만, 해당국의 여건(임대의지·시기)이 맞아야 하므로 우리가 필요
한 시기에 맞춘 적기 임차 가능성은 불확실하여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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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따른다. 다만, 최근 러시아, 캐나다, 독일, 중국 등이 신규 쇄빙연구선을 건조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제 공동탐사·연구 프로그램에서 타국 쇄빙연구선 탑승 기회
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구항차 확보라는 측면에 한정할 경우 국내 쇄빙연구선 건
조 외에 대안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존 아라온호와 유사한 규모의 신규 쇄빙선 건조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사업 대비 건조비용과 운영비의 절감을 꾀할 수 있으며, 북극 관련 이슈에 대응하
고 상당기간 북극해 조사·탐사에 투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다. 아라온호 설계 및
건조 경험을 활용하고, 기존에 제기되었던 운영상 개선·보완점을 반영할 경우, 건조비용 및
향후 운영비를 충분히 절감하는 대안이 구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존 쇄빙선 수준의
쇄빙능력은 동절기 및 고위도(북위 80° 이상) 접근에 일부 한계는 존재한다.
한편, 보급선 기능(supply vessel)과 연구선 기능(research vessel)을 겸하는 다목적 쇄빙선
이라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남극에 비해 결빙 해역이 폭넓게 존재하는 북극해의 경우
국내 극지연구기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급기능 보다는 연구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시된
다. 반면 2개의 연구기지가 존재하는 남극의 경우 결빙해역이 적고 내빙선으로도 상당기간
보급이 가능한 관계로 보급기능을 보유한 쇄빙(내빙)선으로도 보급활동과 연구활동(모항과
기지간 이동항해 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쇄빙능력과 화물보급 능력을 적절히 타
협(trade-off)하는 형태로 대안57)을 구성할 경우, 복수의 쇄빙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
는 전략이 가능하다. 즉, 다목적 쇄빙(내빙)선으로 주로 남극에 위치한 극지 기지보급에 주
력하고, 기존 아라온호는 북극해 연구항해 일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대안이 가능하다.

다. 사업목표의 구체성

사업계획서에서는 정부의 북극정책을 지원하고, 극지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으로서
준대형급 이상의 북극 전용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를 목표로 한다. 부가적 목표로는 북극해
관련 연구 및 극지 Test bed 등 쇄빙선 활용 연구 및 산업의 활성화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구체적 목표(세부 목표)로는 건조목표 사양을 제시하면서, 쇄빙능력(Polar 20)
과 내한능력(-45°c)을 보유한 준대형급(GT 12,000톤급 이상)이 구체적 목표임을 제시하였다.

57) 일례로, 쇄빙능력보다 보급능력이 중요한 남극 2개 기지보급은 보급기능에 충실하고 필수 연구기능(연구장
비)을 보유한 다목적 쇄빙/내빙선이 전담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빙이 급격히 진행 중인 북극에는 연구
기능 위주로 기존 쇄빙연구선을 투입, 현재 6:4~7:3 정도인 남극 대 북극 운항일수 비중을 조정하여 북극 연
구항해일수 확대가 충분히 가능할 전망 (‘14~’15년에는 남극 제2기지 건설로 인해 북극 연구항해 일수의 축
소가 불가피하였으며, 이러한 남극위주 운항 추이는 최근 개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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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제2쇄빙연구선 주요 건조사항 도출안
구분

극지연구소 기획연구
(‘14)

예비타당성 신청
(‘15.8)

기획보고서 고도화
(‘15.12)

쇄빙능력/내한성능

Polar 30 / -45 ℃

Polar 20 / -45 ℃

Polar 20 / -45 ℃

이동항해 경제속력

12 노트

13 노트

13 노트

보급유/항공유 적재량

500 / 120 ㎥

450 / 120 ㎥

700 / 120 ㎥

헬기 탑재능력

카므프 2대

카므프 2대

카므프 2대

콘테이너(창내/냉동)

35(?/15) TEU

35(?/15) TEU

35(30/15) TEU

크레인 용량

50 + 15 + 10 톤

50 + 15 + 10 톤

30 + 15 + 10 톤

A-프레임 용량

50 톤

50 톤

35 톤

Moon Pool

×

○

○

승선인원

100 명

120 명

120 명

청수적재량/일일조수량

500/2,500 ㎥

500/60 ㎥

500/60 ㎥

항해유 적재량

2,100 ㎥

2,200 ㎥

2,000 ㎥

무보급항해(거리/일수)

20,000해리/74일

20,000해리/74일

17,000해리/44일

선박 규모

12,000 톤급
(120×22.5×8.5 m)

12,000톤급
(120×22.5×8.5 m)

12,000 톤급
(123×22.5×8.5 m)

출처 : 추가제출자료

그러나 북극 전용 쇄빙선 건조는 국가적 북극역량 강화를 위한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하
며, 동 사업의 구체적 목표인 ‘준대형급’ 건조사양 자체가 북극역량 강화의 기반이 되는 것
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국내 북극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제2쇄빙선 건조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다른 정책·지원수단에 우선시되는 대체 불가결한 유일 대안이 아니며, 정부의
북극정책 지원과 극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른 수단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북극 역량 강화를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북극권 국가와의 자원개발사업 참
여 협정을 통한 지분율 확보가 보다 확실한 강화수단이며, 북극항로 해운과 관련하여 민간
기업 및 국가간 협력 활동 역시 뚜렷한 강화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북극 역량
강화를 외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북극 이사회의 지속참여(옵서버 활동 外)와 함께 연안국의
원주민 등 주요 이해관계자 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이 중장기적으로 효과적 강화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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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북극 역량 강화를 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연구사업 예산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동탐사·조사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R&D과제 지원이 일반적이고, 그 외 북
극 역량 강화에는 기지 물류보급 방식의 다양화(보급선, 보급항공기 등)노력과 함께 극지에
서 사용가능한 국산 기자재 개발·실증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
즉, 사업목표로 성능사양(Polar 20 등)을 특정하여 신규 쇄빙연구선 제원을 설정하는 것
보다는, 추가 쇄빙선 투입 시에 가능한 우리나라의 극지역량 강화 및 국가적 기여도와 관
련된 전략을 구체화하여 사업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현재 사업계획에서는 사업목표인 북극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떠한 임무58)가 달성되어
야 하는지, 준대형급 신규 쇄빙선이 어느 정도까지 기여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없이 선 건조, 후 활용(가능성 타진) 전략은 선후관계가 잘못된
것으로서 적절한 사업 목표 설정 방향으로 보기 어렵다. 우선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북극
전용 쇄빙선을 건조하여 북극해역에 신규 투입하고 이후에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신규
선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소위 ‘수요견인형’ 전략은 적절하지 못한 접근방식이며, 우리나
라에 비해 해양연구 역사가 깊고 많은 대형 해양 연구 인프라를 운용하고 있는 해양연구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에서도 최근에는 이러한 사업 기획·추진방식은 지양59)하고 있는 추세
이다.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북극 탐사·조사 수요가 존재하여 추진하기보다는, 북극 관
련 이슈·명분에 따라 타국과 같은 규모의 ‘10,000톤급 이상’의 쇄빙선 사양을 목표로 전제하
고, 이후 활용 방안·가능성을 추후 구체화하여 마련하겠다는 접근방식60)은 바람직한 사업기
획 방향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동 사업의 부가적 목표인 극지 테스트베드 활용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도 그 실
현가능성이 불명확하므로 적절성이 부족하다.
극지현장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된 다는 목표의 경우, 조선기자재의 국산화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개발 조선기자재 현황, 민간의 테스트 수요·의향서 등 관련 계획이 구체
58) 일례로 북극 자원확보 임무를 위해서는 단순 연구선박 투입보다는 국가간 자원개발 협력 제휴·협정체결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교 전략, 관련국 지원정책이 사전에 구체화되어야 함
59) 일본은 ‘90~’00년대 補正予算(추경예산, 국채발행, 집행기간은 1.5년)을 통해 선박건조 등 H/W확보에 주력
하였으나, 최근에는 운영비 부족으로 운항기간을 축소하는 등 정책적·경기부양형 인프라 건설로 인한 운영
비 부담이 커지는 실정에 있는 관계로, 해양 인프라 선제적 건조 후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에서, 수
요·연구자 니즈 분석이 충분히 이뤄진 기획안을 확정한 후에 H/W 구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JAMSTEC/동경대 관계자 인터뷰, 2016.10)
60) 주관부처의 동 사업 추진전략은 ‘증거에 기반한 정책추진’(evidence-based policy)이 아닌 ‘policy-based
evidence making’ 형태의 방식으로, 준대형급 쇄빙선 신규건조를 이미 전제한 상태에서 동 사업의 추진근거
를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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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활용방안도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쇄빙선 활용실적과의 연관성61)이 불명확하므로, 기자재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는
목표는 달성 후 효과가 의문시된다. 또한, 테스트베드 수행 계획 및 수행 이후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도 부재하는 등 구체성도 부족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라.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성

사업계획서에서는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 필요성을 상당부분 북극관련 이슈 해소와 관련
시켜 설명하고 있다. 즉, 동 사업 추진, 즉 준대형급 쇄빙연구선 투입을 통해서 북극 관련
문제점 및 이슈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상당부분 과
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일부 해결이 가능하거나 관련성이 존재하는 이슈는, 북극해 연구항
해일수 확대, 운항예비일 확보, 북극 공동연구협력 확대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북극외교
강화, 북극해 광물자원 개발, 북극 물류항로 개척 등의 이슈는 동 사업과 관련성이 적거나
해결가능성이 낮다. 그 외 기존 선박의 북극해 운용성능 부족, 북극점 부근 기후변화조사
등의 이슈는 동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부적절한 이슈로 보인다. 즉, 사업계획서에서 제기한
이러한 북극 이슈와 준대형급 쇄빙선과의 인과관계는 상당부분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동 사
업으로 이슈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절에서는 사업계획서에서 제기
한 북극 관련 이슈·문제별로 동 사업과의 연관성을 각각 상세하게 검토하기로 한다.
<1> 연구 항해일수 부족 문제

동 사업을 통한 북극 전용 쇄빙선 건조·투입을 통해 기존의 북극해역 연구항해 기간 부
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기존 쇄빙선의 운항 효율화
를 통해서도 일부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 제시한 측면이 있다.
사업계획서에서는 현재 단일 쇄빙선(아라온호)으로 부족한 북극 연구항해 일수 확보를
위해 북극전용 쇄빙선 추가 건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는

논리이다. 제2쇄빙연구선 신규 건조가 이뤄질 경우, 북극 항해일수는 기존 60일→170일로

약 3배 이상, 연구항해 일수는 30일→145일로 약 4.5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쇄빙
선인 아라온호의 남극 항해일수/연구일수는 약 1.4배 및 2.4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61) 기자재 내한성능 테스트를 위해서는 쇄빙선 갑판상부가 아닌 극지 현지기지 또는 연구시설(cold chamber)
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기온·환경조건이 일정하지 않은 쇄빙선에 장착(예: 갑판 위)한 운용결과
에 대한 track record가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는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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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제2쇄빙선 건조 전‧ 후 쇄빙선 활용계획
단독쇄빙선운영(아라온호)

구분

북극

운항

정박

복수쇄빙선운영(아라온+제2쇄빙선)

남극

북극

남극

일반항해

32

37%

109

50%

24

13%

108

46%

연구항해

27

31%

38

17%

146

76%

93

40%

시험항해

27

31%

54

25%

21

11%

14

6%

보급항해

0

0%

18.5

8%

0

0%

18

8%

(소계)

86

100%

219.5

100%

191

100%

233

100%

기항·교육

6.2

-

26.1

-

91

-

55

-

입거수리

9.2

-

18.3

-

21

-

14

-

(소계)

15.4

-

44.4

-

112

-

69

-

예비일

0

-

0

-

62

-

63

-

(합계)

101

-

264

-

365

-

365

-

예비
출처 : 기획보고서 재구성

다만, 단일 쇄빙선으로도 현재 시점(사업계획서 기준, 2016년 초)에서 도출된 국내 북극
연구 수요의 약 75%를 소화62)하고 있으며, 아라온호의 남극·북극 운항일정 조정 등 운항
효율화를 통해서도 항해일수의 추가 확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연구선 수요자인 해양·극지연구자/관련기관에서 쇄빙선 투입 및 승선을 요청한다
고 해서, 요구하는 모든 연구 항차에 대해 우선순위 및 필요성 검토 없이 지원을 해야 하
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연구내용에 대한 적정성·시급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소요비용(연간
운영예산 한계)을 검토한 후 반영될 수 있는 것이며, 극지해역 투입 요청이 많다고 하여 반
드시 이를 반영하여 선박 항차를 늘리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또한, 최근 특정시기(‘13~’14년)의 아라온호의 연구항차 투입기간 부족은 제2 남극기지(장
보고 기지) 건설을 위한 보급 기자재 수송 관련 항차 우선배정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었
으며, 이를 만성적 연구항차 투입일수 부족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향후 복수 쇄빙선 운용에 따른 운영비 문제로 동 선박 건조 후 과도한 예비일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보완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62) 평균 27일이며, 당초 아라온호 승선신청 전체일수에 비해 약 9일이 부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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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지보급 및 운항안전성 이슈

아라온호 운항예비일 확보를 통해서 남극기지에 대한 원활한 물류 보급, 극지운항 안전
사고 대비 가능성은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제기된 이슈는 그 내용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신규 쇄빙선 건조를 통해 복수의 쇄빙선 운영체제로 전환될 경우, 기존 단일선박 체제에
서 확보하기 어려운 약 2달간(62일)의 선박 유휴일을 확보하는 것은 선박 유지관리 강화를
통한 극지해역 안전사고방지 차원에서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타국의
주요 쇄빙선 운영 현황과 비교할 때 아라온호만이 특별히 무리하게 사고위험성을 감수하면
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운항일수 포화로 인한 위험도 이슈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존재한다. 아래 표에서 주요국의 쇄빙연구선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기항지 정박, 입거수리·
정박, 시운전 등을 제외한 연구항해·이동항해 및 기지보급 일수를 비교한 결과, 아라온호의
운항일수는 평균적 수준이거나 오히려 적은 편63)에 속하고 있다. 현재 아라온호 단일 선박
운영체제에서도 선박 입거·수리, 기항·교육 기간 등 약 2개월을 예비일로 활용하여 선박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주요국 쇄빙연구선 운영현황
구분

이동
항해

기지
보급

연구
항해

소계
(일)

기항지 입거수리 , 해상
정비
정박
시운전

총계
(일)

(英) James Clark Ross

156

18

98

272

40

40

13

365

(獨) Polarstern

151

8

99

258

85

11

7

365

(中) 쉐룽(雪龍)

170

45

10

225

15

-

-

240

(韓) 아라온(Araon)

142

27

64

233

86

33

13

365

출처 : 추가제출자료

한편, 제2쇄빙연구선 신규 도입은 북극전용 연구선 신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남극
에 위치한 연구기지에 대한 물류 보급일수 확대 및 원활한 보급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보
이나, 동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남극기지 보급에 커다란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는 것은
상당부분 과장된 측면이 있다.
남극의 2개 기지 중 세종기지는 남극 대륙 끝단에 위치64)하여 내빙화물선, 항공편 등 쇄
빙선 외에도 다른 보급대안이 가능하나, 남극 대륙 본토 해안에 위치한 제2기지(장보고 기
63) 쇄빙 전용선으로 건조된 것이 아닌 중국 설룡호를 제외한 타 쇄빙연구선과 연구항해일수를 비교한 결과
64) 1988년에 설립된 남극세종기지는 남극대륙 본토 끝에 분포된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에 속하는 섬으로 남위
60°부근에 위치하며, 8월 평균기온은 – 6.8도, 2월 평균기온은 1.1도 수준으로 국내 쇄빙선 도입 이전에도 기지
건설 및 보급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던 여건이 되는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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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물류 보급을 위해서는 쇄빙선 투입이 요구된다. 반면, 북극권역에 위치한 다산기지(노
르웨이 스발바르 섬에 위치, 북위 78.5도)는 민간분양 방식의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
규모 기지로 현재 규모에서 확대가 사실상 어려우며, 보급은 대부분 항공편으로 운송하고
있어 준대형급 쇄빙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고 내빙화물선으로도 보급이 가능한 기지
이다.
현재에도, 2개 남극 기지의 인력이동 및 일부 물자는 항공편 등 다른 보급대안을 이용하
고 있으며, 향후 남극기지 보급 물량·일정이 ‘급증할’ 전망에 기초하여 동 사업이 기획된 것
이 아니고, 향후 기지별 보급일수 확대계획도 뚜렷하게 없는 상황65)이므로, 제2쇄빙선 추진
과 남극기지(특히, 장보고 기지) 보급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다.
<3> 북극자원 탐사·개발 가능성 이슈

부처는 제2쇄빙연구선 건조의 시급성을 상당부분 동 선박 투입을 통한 북극해의 부존 광
물/생물자원에 대한 확보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북극해 비연안국인
우리나라가 주변국의 협조 없이 독자적인 북극해 부존자원 탐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준대형급 쇄빙연구선 투입과 북극 광물자원 개발·확보는 관련성 및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각국 영유권 주장이 불가한 남극과 달리 북극은 북극 부존자원에 눈독을 들이는 주변국
들에 대한 북극 연안국들의 견제가 매우 심하여 연구목적의 쇄빙선 투입도 공해상을 제외
하고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북극해 광물자원의 개발·확보는 현재로는 실현 가능성이 매
우 희박하다.
특히, 북극점 부근으로 연결된 대륙붕의 영유권 주장을 통해 부존자원 독점을 추구하려
는 치열한 외교전이 북극해 연안국 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비연안국인 우리나라가
제2쇄빙선을 이용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북극해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지분주장을 할 수 있
는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 계획서 상에서 부재하고 있다.
중국, 일본 등 북극 비연안국들의 북극해 권역의 자원 개발·확보 추진사례66)에 비추어
볼 때, 자원개발은 탐사·조사활동과 별개로 북극 연안국의 EEZ내 광권(개발허가권) 및 운영
65) 제2쇄빙선 건조 이후에도 남극기지별 보급지원일수는 단독쇄빙선의 보급기간이 현재 2월/11월 경 등 약 20
여일에서, 신규선 건조 이후에도 1월/3월/11월 등 약 20일로 제시됨 (부처 추가답변자료, 2016.8)
66) 중국의 경우, 러시아와의 그 간 협력적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북극권 공동 자원개발에 지분율 제고 등을 통
해보다 실질적·적극적으로 참여(러시아 야말-LNG 사업에 지분율 30%확보)하고,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자원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켰음. 또한, 아이슬란드에서 육상·해상 공동 탐사사업을 추진 중
이며, 판다(Panda) 임대 등 외교적 접근과 자원탐사 개발권 획득 등의 전략을 병행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그린란드와 자원탐사사업을 위한 합작기업을 2011년 설립하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함께 그린
란드 북동부 북극해역 2개 광구 탐사권을 획득하는 등 유전탐사·개발 지분율을 높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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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획득이 우선 전제되어야한다. 북극해 주변 연안국과의 합의 없이 단순히 쇄빙연구선 투
입만으로 북극 자원 확보는 사실상 불가하다.
북극해 주변 연안국과의 자원개발과 관련된 구체적 협의·합의도 없이, 북극해 공동 탐사
활동에 준대형급(12,000t) 쇄빙선을 투입한다고 하여 북극 광물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
망은 매우 부적절하고 타당성이 낮다.
미개발된 영해 부근 광물자원의 전략성을 주목하고 있는 북극해 주변국과의 북극 광물자
원 개발·확보를 위한 협상에는 현실적으로 난관이 매우 많으므로, 북극 부존자원에 대한 막
연한 전망·기대만으로 쇄빙연구선 신규건조 추진의 명분으로 삼는 전략은 매우 부적절한
접근으로 판단되며, 과장되고 자의적 해석이라고 밖에 볼 수 있다.
예타 조사 과정에서 추가 소명자료로 제출된 러시아, 미국 등과의 북극해 공동연구와 관
련된 부분 역시, 북극 자원이 아닌 북극 ‘해양’ 조사협력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조사 협력의
조건 및 내용 중에 아라온호급 이상의 쇄빙선의 투입 ‘요청’이나, 북극해 ‘자원’ 탐사와 관
련된 언급 및 논의된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3-8> 북극자원개발 관련 해외협력방안 제출자료 (출처 : 극지연, ‘
16.3)
< 사례 1 - 러시아 SIO RAS(쉬르쇼프 해양연구소) 협약 >
ㅇ 자료와 resource 공유를 통한 북극해에서의 연구 협력(2016.9.16.)
ㅇ 협약 목적
- KOPRI와 SIO RAS는 북극해의 연구를 위해 자원과 자료를 공유
- 자원의 효과적인 운용과 활용을 위해 협력하고 상호 지적 활동을 통합

ㅇ 협력 분야
- 북극지역의 환경변화, 해양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조사, 기후변화와 극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생물의 다양성 극지 유기체의 적응력 , 고해양 고기후에 등 극지 연구에 대한 협업
- 설비, 장비, 운송수단의 공유 및 협업연구와 연구 촉진을 위한 인력 교류
- 과학/기술적 지식 교류 및 공동 workshop, seminar 개최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기타 협력

ㅇ 합의 내용의 확대
- 합의사항들의 확대를 위해 연구사업 또는 보급지원과 관련한 개별적 부칙의 작성에 대해서는 다

음과 같은 쌍방간의 합의가 필요함
- 공약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적절한 체계 확립에 대한 합의
- 이러한 목표들의 진전에 대한 진행상황을 자국 사회에 보고

144 제2쇄빙연구선 건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사례 2 - 미국 MBARI(몬테레이 해양연구소) 협약 >
ㅇ 북극해의 해저 mapping과 탐사에 대한 협업 연구(2016.5.1.)
ㅇ MBARI의 참여 계획
- 아라온호에 장착할 mapping AUV와 mini ROV 및 지원장비를 제공
- MBARI 지원인력이 동승하여 AUV와 ROV를 운용
- 본 협업 연구를 위해 5개월간 MBARI의 AUV와 ROV 장비와 1개월간 AUV와 ROV 지원팀을 투입
- ‘16.5월 2명의 MBARI인력이 KOPRI 방문, 아라온 항해에 동승하여 아라온호에서의 AUV와 ROV 탐사 수

행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17년 계획된 탐사에도 참여하게 되면 그때 향후 수년간의 운용 가능성을 협의
ㅇ 허가
- 캐나다의 협력기관인 GSC와 DFO를 통하여 Beaufort해에서의 AUV와 ROV 탐사를 위한 아라온 항해의

포괄적 허가를 득하며 효력은 최소한 2017년까지 지속되며 연간 운항 보고서를 제출함
- MBARI는 장비 반출을 위한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득해야 함

ㅇ 협업 연구 계획
- KOPRI가 아라온호의 운항계획을 감안하여 연구수행계획을 제시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측은 최선을

다하여 본 연구에 참여함
ㅇ 재원 조달
- KOPRI는 아라온 항해 시의 비용을 부담함
- MBARI의 참여를 위해 KOPRI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ⅰ) 모든 선적, 통관, 장비 운반 컨테이너의 이용 수수료, 아라온호에 선적 및 하역을 위한 운반비
ⅱ) AUV, ROV 사용료
ⅲ) MBARI 인력의 항공료 등 이동비용
ⅳ) MBARI의 간접비용(AUV, ROV 사용료 외)
- 본 연구외 다른 연구를 위해 AUV, ROV를 아라온에 탑재하여 사용할 경우 선적 비용은 비례적으로 적

용되며 왕복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표 3-9> 러시아와의 북극해양 조사 관련 협의내용 (출처 : 해수부, ‘
17.11)
< 사례 1 – 한·러 북극협의회(2017.11) 연구 인프라 관련 협의 내용 >
ㅇ 개최일정: 2017.11.29.(수) 서울, 외교부
ㅇ 참석자: [한] (수석대표) 김OO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외교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해수부
및 극지연구소 관계자 00인
[러] (수석대표) Vladimir B***** 북극대사 및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 0인
ㅇ 주요 논의 내용 (기타협력 분야 중‘연구 인프라’활용협력)
(1) 제2쇄빙연구선과 같은 연구 인프라 건조·개발 시 기술협력 요청 (한국 요청내용)
- 제2쇄빙연구선 개발 및 건조 과정에서 향후 북동항로의 활성화에 대비한 쇄빙/내빙선박 건조기술

확보를 위해 양국 선급 및 조선업계, 관련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기대되는 바, 정부차원에
서도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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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북동항로 발전을 위해 광범위한 해빙을 정확히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음.

향후 아라온호와 더불어 쇄빙능력을 강화시킨 제2쇄빙선을 활용한다면,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
구 수행을 통해 북동항로 지역의 해빙예측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고위도 북극해 지역은 연구 미답지로 남아있었음. 북극 해빙이 가속화 된다 하더라도 고위도 유

빙은 현장 연구활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임. 향후 제2쇄빙선을 활용하여 고위도 미답지 공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북극 변화의 종합적 이해와 대응에 한·러 양국
이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함
< 사례 2 – 러시아 EEZ해역의 해양과학조사 참여 요청서 (일부 발췌) >
ㅇ 1. Applicant :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KOPRI)
ㅇ 3. Participants of investigations other then applicant and juridical person (individual)
authorized for condunting of marine scientific investigations
ㅇ 4. Description of the ship participating in investigations
a) name LIBRV Araon, ~~
ㅇ 8. Date of first arriving in the study area : 29

th

Date of final departure in the study area : 3
Date : 00

th

August 2018

rd

September 2018

December 2017 (6개월 전 사전신청, ‘18.5 결정

Dr. OOO, KOPRI
☞ “아라온 이용시 공동접근 조건임을 인지하며, 향후에도 동등한 활동을 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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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과의 협조뿐만 아니라, 북극해 광물자원 탐사·개발까지 진전되기에는 탐사역량 부
족 및 경제성 확보 여부 등 현실적 제약이 많아, 쇄빙연구선을 신규 건조·투입하는 것과의
관련성 및 인과관계도 부족하다.
북극해역은 결빙 및 유빙으로 인한 탐사장비 전개 및 진행에 있어 장비손상 등 제약조건
이 많아 탐사여건이 매우 열악한 해역이다. 또한 하절기 외에 실질적 탐사 활동기간의 제
약이 많으며 높은 쇄빙선 운영비로 인한 탐사비 고비용 문제가 상존한다. 이와 함께 국내
의 해양자원 탐사자료 획득 및 분석 경험도 일천하므로, 단순히 북극해 탐사용 쇄빙연구선
을 신규 투입한다고 하여 경제성 있는 자원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개이며,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부처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통해 쇄빙연구선을 활용한 북극해 해저자원 환경탐사는 향후
자원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이며, 연안국과 공동연구를 통해 북극권 자원정보 확보를 통해
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북극 자원 탐사 수요로 제시된 연구과제의 대부분(70%이상)은 광물자원이 아닌
생물자원연구이며, 심부탐사(석유)도 아닌 천부탐사(가스하이드레이드) 수준인 것으로 분석
된다. 본 쇄빙연구선에 장착될 자원탐사용 장비는 탄성파 탐사를 위한 일반적 장비인 다중
채널 탄성파 스트리머(Multichannel seismic exploration streamer)이다. 스트리머는 탄성파
탐사에서 신호를 수신하는 센서 어레이를 의미하며, 길이가 길수록 심부 지층구조를 영상
화하여 탐사 정밀도를 높이는데 유리하고, 개수가 늘어날수록 3D 탐사를 수행하는 등 효율
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 탄성파 탐사 설계에서 스트리머 길이는 대상심도(target
depth)와 유사한 길이로 설정하며, 유전·가스전은 통상 해저 2~5km 깊이에 위치하므로 기

존 국내 해역에서도 활용된 탐사 스트리머의 경우에 대개 4~6km 길이의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 동 쇄빙선에 장착 예정 스트리머는 1.5km의 1개조만을 구성하고 있다. 북극해
영유권 문제로 인해 주변국에서 해저지형 탐사가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인 로모노소프 해
령의 깊이가 1.0~1.5km이고, 북극해 유라시아 바다 역시 1.2km 내외의 대륙붕이 분포하는
것을 볼 때, 동 쇄빙선에 장착 예정인 장비는 자원탐사 장비(3D streamer, sonar 등)라기
보다는 지질탐사 수준의 장비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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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국내해역(비결빙)에서 활용된 해외 탐사회사 사례 및 탐사장비 사양
년도

발주처

해역

탐사회사

운용선박
중량톤수

최대 탐사
역량(범위)

스트리머
길이/개수

2012

석유공사 /
대우인터내셔널

8광구 GH,
6-1 광구

wavefieldinseis
/ Geowave
commander

5,631

8km × 6

4km × 4
6km × 4

2014

석유공사 /
우드사이드社

8광구

CGG Viking
Vision

9,811

9km × 12

6km × 8

2015

석유공사 /
대우인터내셔널

6-1 광구

PGSApollo

7,131

8km × 10

6km × 8

출처 : 신규 3D/4D 물리탐사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KISTEP, 2017)

또한, 쇄빙선 신규 건조 수요라고 제시한 11개 과제 중 유일한 광물자원 탐사 관련 과제
의 경우, 75°N(북위)이하 해역에 대해 7~9월로 한정하여 조사·탐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제시
되고 있다. 이는 동절기 및 봄·가을 기간에 약 2m 수준의 다년빙 쇄빙성능(Polar Class 3
급)을 보유하는 준대형급 이상의 쇄빙연구선 투입하여 자원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업
필요성 논리와도 맞지 않는다67).
<4> 북극해 지질조사의 시급성 관련

부처 사업계획서 상에서는 동 쇄빙선 투입이 시급한 사유 중 첫번째로 북극해 대륙붕 쟁
탈전 대응에 따른 해저 지질조사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2 쇄빙연구선 건조의 시급성
기회상실에 따른
피해 최소화

국제사회 협력파트너
역할 강화

극지연구 중장기 국제 경쟁력
기반 마련

 아라온호 운영한계에 따른 북극
연구 기회 감소

 북극점 탐사, IODP, PACEO 등 지
속적인 국제협력 기회 대응 미비

 쇄빙연구선 건조에 5년 이상 절
대적 시간 필요

 북극해 영유권 경쟁 심화에 따른
공해지역 탐사 연구 시급

 국제협력을 통한 북극연구 선도
역할 확보

 건조기간 동안 북극조사 및 연구
기회 한계 도달

2021년 제2 쇄빙연구선 건조완료의 골든타임(Golden Time)
[사례 1]

[사례 2, 3]

[참고]

북극해 대륙붕 쟁탈전에 대응한
제2 쇄빙연구선 투입 시급: 2022년
부터

제2 쇄빙연구선 국제 공동
연구 사업(IODP, PACEO 등) 활용
시급: 2022년 부터

- 아라온호 건조기간 7년
- 외국 쇄빙연구선 건조 평균
7~10년

[그림 3-2] 부처의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성 논리
출처 : 기획보고서

67) 실제로 제2쇄빙선 건조 직후에는 예산 확보 가능성이 다소 낮을 것으로 설명하였던 과제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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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점 부근 해저탐사를 통한 지구 진화역사 탐구를 위해 고성능의 쇄빙연구선이 필요하
다는 논리이며, 이는 곧 준대형급 쇄빙선 추가 투입은 북극 자원탐사·개발보다는 오히려 북
극해 지질환경 조사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탐사 장비 사양 검토결과
와 같이, 북극전용 준대형급 신규 쇄빙선 투입을 통해 기대되는 연구성과가 사실상 북극해
지질환경 자료 확보이며, 이는 해저 자원개발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낮고, 연안국간의 EEZ
대륙붕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조사라는 의미이다.
기획보고서에서는 시급히 준대형급 쇄빙선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로 한정될 수 있는, 공
해로 남아있는 북극해에서의 자유로운 과학적 탐사연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결빙해역에서의 탐사장비 운용 제약으로 인해 해저지형탐사 공동연구 기간이
‘하절기’로 제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더불어, 지질탐사 연구에 요구되는 쇄빙성능이 2m

이상 쇄빙, Polar Class 3 이상 등으로 명시화되지 않았으므로, 준대형급 건조 필요 논리는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또한, 북극 연안국간의 EEZ경계·영해 다툼과 관련된 북극해 대륙붕 쟁탈전 대응에 따른
해저 지질조사가 실질적인 국익 창출이라고 보기에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2년까지 현재보다 큰 쇄빙선을 건조·투입해야 하는 이유는, 북극
해 연안국간의 영유권 다툼(EEZ 대륙붕 주장)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당국 공동연구 제
안에 극지연이 참여하려는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지질조사 활동은 연안국
영해 내부에서의 자원탐사와 같은 배타적 조치가 필요한 조사활동이 아니므로, 반드시 국
내(준대형급)쇄빙선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최근 건조 중인 해당국 또는
관련국 쇄빙선이 신규 투입될 경우, 이를 탑승한 공연연구 기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즉, 북극진화 역사조사 목적의 탐사활동을, 하절기 이외에 결빙해역이 확산되는 계절에, 반
드시 국내 쇄빙선으로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리하면, 국가적 필요성이 아니라 특정기관의 해저지질조사 국제 공동조사 활동 요구와
관련하여 대규모 정부투자의 시급성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북극외교 및 국제협력 강화 관련

추가 쇄빙선 투입을 통한 북극 연안국과의 북극외교 및 국제협력 활동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쇄빙연구선은 국제협력 관점에서 관련국와의 해양 공동연구를
지원하는데 적합하면 게 되며 국제 공동연구에서도 그 효용성이 인정되고 있다. 특히, 북극
전용 신규 쇄빙선이 건조된다면 가장 큰 활용처인 북극해 기초조사활동에서 연구조사선의
충분한 연구항해일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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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외교 강화 이슈의 경우, 북극해 연구활동의 외교적인 가치는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신규 쇄빙선 투입 외에 북극외교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
은 아니며, 북극 이사국과의 외교관계 강화, 극지외교 관점에서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유
지 등과 복수의 쇄빙연구선 운용은 상관관계가 낮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북극 비연안국이 옵서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북극 이사회의 평가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3-11> 북극 옵서버 평가 체계
○ 북극 이사회 옵서버 지위는 4년마다 활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옵서버 승인이
의결된 장관회의 (2년마다 개최)를 기준으로 차차기 장관회의에서 옵서버 유지여부가 결정됨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활동결과를 검토할 예정)
○장관 회의에서 옵서버를 승인(또는 재승인)하는 척도
‣ 북극이사회 설립 목적 수용 및 지지 여부
‣ 북극권 국가의 자주권 및 통치권, 사법권 인정 여부
‣ 북극해양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법치체계 인정 여부
‣ 북극 원주민과 거주민의 가치 및 문화적 전통 존중 여부
‣ 상시참여자 및 북극 원주민에 기여 가능한 정치적 의지와 재정적 능력 증명
‣ 북극이사회 업무(북극 전반)와 관련해 옵서버 신청국의 관심과 전문성 증명
‣ 북극 이슈 및 관심사 등 북극이사회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지원 능력 증명 등
출처 : 추가제출자료

동 사업에서 추진하는 ‘북극전용 준대형급’ 쇄빙연구선 도입이 옵서버 지위 유지에 필요
조건68)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북극권 외교 강화는 신규 쇄빙선 규모와는 관계가 없
으며, 준대형급 쇄빙선 신규 투입 이외의 방법으로 북극사회에 기여를 요망하는 외교적 수
요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쇄빙선 신규 투입 이외의 방법으로도 북극 권역(육상 및 해
상)의 글로벌 공동개발 사업에 직접지분 투자를 확대하거나, 북극권역 해양환경·원주민 보
호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단체 지원강화 등 북극사회가 우리나라의 협력·기여를 요망하는 외
교적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쇄빙선 투입 외에도 이러한 외교강화 대응 전략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교적·학술적 북극 영향력 확대는 복수쇄빙선 운용보다는 북극이사회를 비롯한
북극관련 국제기구 참여도/기여도 및 관계증진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
이며, 현재에도 활발히 참여 중인 북극 관련 학회·포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관련국과의
협상력을 꾸준히 높이는 것은 쇄빙선 투입 못지않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출된 소명자료에서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유지와 준대형급 이상의 쇄빙선
68) 사업계획서에서는 최근 옵서버 국가(비연안국)의 북극진출에 대해 북극권 국가의 여론이 부정적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규선 건조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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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과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았으며, 준대형급 신규선 투입만이 옵서버 지위유지의 전
제 조건이 되는지 여부도 밝혀진바 없다.
<6> 북극 항로 관련 이슈

북극항로와 관련하여 준대형급 쇄빙연구선의 투입이 요구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부족하
다. 사업계획서 및 추가제출자료에서 향후 북극항로의 물동량 증가, 러시아 쇄빙지원능력
한계 등의 이슈로 인해 쇄빙연구선이 필요하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준대형급 연구목
적 쇄빙선의 신규투입과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인과관계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극항로는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러시아 북쪽 해안을 따라가는 新항로이다. 지구 온난
화로 인해 북극 해빙(解氷)이 발생하면서 생긴 뱃길로서 현재는 1년 중 7월에서 10월까지 4
개월 동안만 경제 운항이 가능하지만, 2030년이 되면 빙하가 녹아서 연중 일반 항해가 가능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69).

[그림 3-3] 북극항로와 남방항로 비교
출처: 조선일보(chosun-biz)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해 결빙해역 감소로 인해 북극해 항로의 화물 물동량이 증
가될 가능성은 일부 존재한다. 전체 물동량이 2013년 393만t에서 2016년 727만t 수준으로
증가된 것이 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유럽에서 아시아를 잇는 항로를 기준으로 할 때 페르
시아만~인도양~남중국해로 연결되는 기존 남방항로와 비교할 때 북극항로의 물동량은 약
0.7% 수준에 그치고 있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1,000백만t vs. 7백만t). 게다가 유가하락

및 對러시아 경제재재 영향으로 북극해 통과수요는 감소되는 등 (2013년 136만t 수준에서,
2015년은 4만t, 2016년은 21만t)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2/2018050202260.html#csidx65f1d2f4cddde009f84cceb26b3ad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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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진행된 극소수의 북극항로 운항 사례70)(글로비스, ‘13년 등) 및 타국의 북극
운항사례를 북극해운이 활성화된 것으로 단정한 것은 논리가 비약되었다.
소명자료 등에 제시된 “러시아의 쇄빙지원능력 한계”, “러 등 주변국의 쇄빙화물선 건조
구상” 등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신규 연구쇄빙선 건조와는 관계가 적은 전형적인 논리 비약
이다. 현재 북극해 러시아 항로는 타국 쇄빙선이 단독운항을 할 수 없는 항로이며 반드시
러시아 쇄빙선이 함께 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2쇄빙연구선이 북극항로 물류 지원 목적
으로 활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소명자료 내용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북극항로의 리스크 요인을 과소평가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이전 정부 출범 초기에 부처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국내
북극해 상업운항71)(2013, 현대글로비스)은 화주 확보 어려움 등으로 막대한 적자 우려가 있
어 단발성 프로젝트로 그친 사례이다. 국외 사례로 일본 민간상선(Mitsui O.S.K. Lines)의 야
말 LNG운송 프로젝트는 해운업체 자체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일본의 공공 쇄빙선 활동과는
관련성이 없다. 그 외 국내 운항사례 및 중국 운항 사례 역시 준대형급 연구쇄빙선 필요성
과 연결72)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비용절감을 위한 항로단축 시도는 여전히 시
범운항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운항사고 리스크가 높아서 보험거부 등이 발생되는
것에 기인한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제출자료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누락됨)
<표 3-12> 우리나라 및 일본 민간기업의 북극항로 운항 사례

출처: 연합뉴스, Google

70) 현재 국내 해운업계는 내빙선 확보 미비, 북극해 운항 노하우 부족 등으로 단기(spot)운송 중심으로만 참여
한 실적이 있다. ‘13년 북극해항로 시범운항(글로비스) 후 15년 1회, 16년 3회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1회 운
항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71) 한국 선사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성공하였으나, 해당 선박은 타국 선박을 임차(스테나 해운)
한 유조선이며, 연구용 쇄빙선과 관련성 낮음
72) 북극항로로 해상하역설비 운반은 1회성(2015, CJ)이며, 그나마 하절기에 개발된 해역으로 쇄빙기능이 필요하
지 않은 사례였음. 플랜트설비 운송 사례 역시 하절기 1회성(2016, SLK국보)이며 기업 스스로도 가능성을 제
시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힘. 중국 선사(COSCO)의 연간 1회 북동항로 운항은 북극육상지역(그린란드)의 중국의
자원개발 지분투자로 인한 운송수요로 인한 것이며 이를 연구용 쇄빙선 수요와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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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는 기존 북극항로 운항 및 신항로 개척을 목적으로 한 쇄빙선 투입은 주변국
및 해운사와의 협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불확실성이 높다.
북극점 주변해역(북위 80도 이상)의 물류목적 新항로 개척 수요는 위험도 문제, 현재의
국내 해운사 실정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수요확보가 여전히 난망이며, 글로벌 해운사도 新
물류항로 개척·활용에 대해 현재 부정적이며 시기상조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개척
된 북극항로(러시아 북동항로 등)도 내빙화물선 운영비, 쇄빙선 및 네비게이터(빙해역 pilot)
고용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으며, 향후 20~30년 내에 북극항로가 실제 물류루트로서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안국 EEZ를 벗어난 북극점 주변해역(북위 80도 이상)에 新북극항로 개척 가능성은 있으
나, 1년 중 극히 일부 시기(9월 중·하순)외에 쇄빙선이 해당해역에 진입하여 항해하는 것은
물류 안전 상 위험요인이 매우 많다. 북극점 지역(빙두께 3m 내외)은 타국가 대형 쇄빙선
(Polarstern(獨))도 거의 접근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주변해역으로 운항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북극항로에 가장 관심이 많은 러시아는 북극자원탐사를 염두에 둔 중국, 일본 등
非연안국의 독자적 북극해역 운항시도에 대해 노골적인 견제73)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관계

로 주변 북극 연안국을 배제한 독자적인 新 북극항로 개척은 그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최근 북극 연안국들은 중국 등 비연안국의 적극적인 북극항로 개척활동은 그 연장선상에
북극자원 확보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자원개발 지연·경제성 미확보 등을
들어 북극해 자원조사활동의 규제를 강화74)하는 등 연안국/비연안국의 무분별한 북극자원
관심을 억제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인근 북극해 자원에 대한 독점적 지위 확보노력75)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해수부가 추진한 정책연구 결과(‘17.3)76)에서도, 정부의 명확한 북극전략 존재
73) 일본과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로의 진출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러·일 양국 간의 제휴를
강화. 그간 중국은 북극해 항로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여 2012년 이후 쇄빙선 ‘쉐룽(雪龍)’호를 거의 매년
북극해로 항행시키고 있으며, 2015년 9월에는 해군 함정 5척을 베링 해로 파견했음. 이에 러시아는 오호츠크
해가 전략 핵잠수함을 전개하는 ‘성역’이기도 한 만큼 중국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2011년과
2014년에는 쉐룽호의 항로상에서 미사일 훈련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기도 했음.
74)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극해에서의 석유·가스 개발 금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견제 (2016.11.18.) ;
축치 해나 보퍼트 해에서 석유 시추가 허용될 경우 북극 생태계에 ‘상당한 위험(significant risks)’이 될 것이
며, 높은 탐사비용과 저유가로 인해 석유 기업들이 이곳에서 자원개발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경제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75) 러시아 환경자원부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극 프로젝트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2016.11.21) 2017년에 ‘야말 LNG’ 프로젝트에 따라 첫 선박들을 운항시킬 예정임. 내년에는 ‘로스네프티
(Rosneft)’와 ‘가즈프롬(Gazprom)’이 자신들의 대륙붕 개발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루코
일’은 동-타미르스키(East Tamyrsky) 지구에서 시추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짐
76) 미래의 북극해항로 해상운송시장 참여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정책연구보고서, 영산대학교, 2016.4~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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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라 북극항로 정책과 관련된 복수의 결론(대안)이 검토되었으나, 준대형급 쇄빙선
의 필요성을 입증할 근거는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북극전략이 적극
적인 국익 또는 현실적 실익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1) 북극해 자
원개발 투자 및 한·러 경제협력 강화, 2) 북극 위상제고를 위한 전용 쇄빙선 투입으로 북극
과학연구 참여, 3) 북극항해선박 용품·유류 공급사업 확대, 4) 북극항로 본격화 이전까지 현
재의 민간주도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다. 그러나 북극 전용 쇄빙연구선의 도입 필요성은
공동연구/기지보급 등 원론적으로만 간략히 제시되었으며, 북극 항로와 쇄빙연구선의 연관
성·인과관계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7> 기존 쇄빙선 사양 한계 이슈

기존 아라온호는 쇄빙능력을 포함한 선박사양에 한계가 있어 북극연구에 대한 수요 대응이
어렵다는 논리는 연구과제 내용 및 하절기 북극해역 상황을 검토한 결과 근거가 부족하였다.
제2쇄빙선의 수행 예정 연구는 기존 아라온호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내용과 유사한 부
분이 많고 아라온호 규모로는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준대형급 쇄빙선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북극연구·조사 내용은 명확하지 않으며, 해당 해
역에 준대형급 쇄빙선만이 접근가능 하다는 논리도 관련 근거도 구체적이지 않다.
일례로 연구수요로 제시한 과제 중 대표 과제인 ‘북극해 환경변화 이해 및 활용연구’의
경우, 3m이상의 쇄빙능력이 필요하며 신규 쇄빙선외에는 동절기에는 북극해역에 접근할 수
없어 관련연구가 불가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제 제안서 세부내용에서는 실제 연
구는 동절기를 제외한 6~10월 중에 진행 예정으로 제시되고 있어 이는 모순된다. 또한, 해
당 해역은 현재 아라온호 쇄빙능력(1m 쇄빙)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해역으로 판단되어 요구
사양은 과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그림 좌측은 향후 준대형급 제2쇄빙선 건조 시 강화
된 쇄빙능력을 이용한 국가간 공동 기후변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그림이다.
그러나 최근 입수한 북극해 하절기 결빙상황(‘16.9.15)을 살펴보면, 현재 아라온호가 활동 중
이며, 향후 준대형급 쇄빙선 투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해역(축치해/보퍼트해, 아래그림 우
측 그림에서 별/동그라미 표시, 75°N 부근)의 경우, 단년빙 수준의 해빙이 상당부분 진행되
어 현재 수준 쇄빙선은 물론이고 일부 내빙선(Ice IA 기준)도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
었다.
다음에 제시된 8월~11월의 북극해의 하절기 결빙상황 그림을 살펴볼 때 북극의 해빙이
가장 많이 진행되는 9월 초~중순을 비롯한, 북극해 하절기 대부분에 쇄빙선을 이용한
arctic circle(66°N 이상) 부근의 북극해역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쇄빙선 사

양의 한계로 인해 북극해 접근 불가 및 기존 아라온호의 사양 한계로 북극해 탐사·운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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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는 논리는 근거가 부족하며 과장되었다고 판단된다.

* (좌)환북극해 결빙해역 부근의 국가별 추진해역, (우) 북극해역 결빙상황(‘
16.9.15)

[그림 3-4] 제2쇄빙선 이용 기후변화 연구계획 및 하절기 해당해역 결빙상황
출처 : 기획보고서, University of Br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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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북극해 결빙 상황 (‘
16.8.1～9.15)
출처 : University of Bremen (https://www.uni-brem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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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북극해 결빙 상황 (‘
16.8.1～9.15)
출처 : University of Bremen (https://www.uni-brem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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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극해를 비롯한 지질탐사 및 기후변화 연구를 위해 준대형급 쇄빙선 도입이 필요
하다는 논리는 보다 공인되고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해양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안전위원회

(Maritime Safety Committee)에서는 극지운항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의 운항안전성을 평가

하기 위한 척도로 POLARIS(Polar Operational Limit Assessment Risk Indexing System)라
는 척도를 논의하여 의제로 제시한 바가 있다. RIO(Risk Index Outcome) 수치를 통해 결
빙해역에서 쇄빙선/내빙선을 운항할 경우 위험요인을 쇄빙/내빙강도 규격에 따라 지수화
한 것으로, 날짜별로 계측된 RIO값이 양의 값인 경우, 극지에 해당 선박이 운항이 가능하
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출처] IMO(2014),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amendments to mandatory instruments, POLARIS

RIO_ship
RIO≧0

-10≦RIO<0
RIO<-10

Category A&B (PC1~7)
Operation permitted
Limited speed Operation
permitted
Operation Not permitted

Category C (below PC7)
Operation permitted
Operation Not permitted
Operation Not permitted

RIO = (C1×RV1)+(C2×RV2)+(C3×RV3)+(C4×RV4)
"C1…C4“: concentrations of ice types within ice regime (maximum of four from Egg Code)"
RV1…RV4 : corresponding risk index values

[그림 3-7] 결빙해역 운항안전성 평가 척도 : POLARIS 및 RIO index
출처 : IMO (http://www.imo.org/en/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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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IMO POLARIS에 근거한 RIO수치 도출 및 운항안전성 검토 사례
출처 : IMO (http://www.imo.org/en/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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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빙능력(Polar Class)에 따른 쇄빙선의 고위도 해역 운항안정성 검토 척도로서 IMO의
POLARIS를 적용한 결과, 사업계획서 상의 주장(북극해역 접근을 위한 10,000t급 이상의 준

대형 쇄빙선 도입 필요성)는 적절하지 못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명분에 의존하여 내용을
일부 과장시켜 제시하는 방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북극해 하절기 결빙상황 그림에서와 같이 현재 아라온호가 운용 중인 축치
해/보퍼트해(75°N 부근)의 경우, 쇄빙선은 물론이고 내빙선(Ice IA 기준)도 2010~2015년 평
균 RIO값을 토대로 할 때, 약 14주(8월말~11월초)까지 안전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된
자료가 존재77)한다. 향후 기후변화연구를 위해 제2쇄빙선의 투입을 희망하는 북위 75~80°
부근 조사해역의 RIO 분석 결과, PC5 수준성능을 갖는 쇄빙선으로도 약 3개월간 해당해역
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9] POLARIS RIO수치를 이용한 쇄빙선박 등급(Polar class)별 운항가능일수
분석 결과 (북위 75~80°해역 기준)
<8> 기후변화 연구기반으로 긴요성 여부

부처는 글로벌 기후변화연구에 제2쇄빙선과 같은 준대형급 2m이상의 쇄빙 기능이 탑재
된 연구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글로벌 기후변화 연구라는 명분만으로,
투입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12,000톤급 준대형 쇄빙선의 건조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위해서는 결빙지역보다는 해빙지역에서 먼저 연구·조사가
이뤄질 필요성이 높으며, 특히, 기후조사를 위해 준대형급 쇄빙선이 북극점 주위로 접근해
야 한다는 추가소명자료의 논리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자료에서 핵심 근거
로 제시한 논문(Nature Geoscience, 2015.10)은 N°75 이상 고위도의 인공위성 원격탐사데이
터(SAT; 표면온도)를 분석하여 수행된 기후변화 연구 논문이었다. 해당 논문에는 기후변화
연구를 위한 고위도 조사 필요성이 언급되나, 이를 위해 쇄빙선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한다
는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선박 외에 다른 기후자료 수집수단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77) 신규 3D/4D 물리탐사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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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쇄빙선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기후변화연구 논문 상
N°80 지역 겨울한파 연구가 있었다고 하여, 해당지역에 무조건 쇄빙선을 투입해야 한다(‘계

절무관하게 고성능 쇄빙선의 투입 필요’)는 것은 매우 심한 논리 비약78)으로 판단된다.
북극발 기상이변 연구 수행을 위해서 쇄빙선이 투입될 가능성은 있으나, 하절기 외에 동
절기 등에 높은 쇄빙성능을 탑재한 쇄빙선의 해당해역 투입(쇄빙 후 기후자료 수집)이 실제
연구성과 우수성 제고에 명확히 기여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러한 연구 이슈
를 통해 준대형급 쇄빙선 신규건조·투입의 명분을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 대규모 국제공동연구에 신규 준대형급 쇄빙선 투입이 전제조건이
아니며, 극지해역에서 이뤄지는 기후조사 연구에서 쇄빙선 도입이 결정적 기여/진전이 이
뤄질 수 있다는 과학기술적 근거79)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계획서에서 제안된 제2쇄빙선 이용 기후분야 과제 연구계획서상에서도 높은 쇄빙성능
에 앞서서 충분한 연구일수 확보80)를 더 중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 아라온호 수준 쇄빙능
력으로도 해빙이 활발히 일어나는 최적 연구해역(북위 75°부근)에 접근이 가능한데에 기인
한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쇄빙선을 이용한 북극권 기상·해양자료가 수집되더라도 타 기상
분야 유관기관(국립기상과학원 등)의 분석시스템(자료동화/장기예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는 있으나, 대부분 결빙해역이 아닌 해빙해역의 상호작용(대기~해수/빙하)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므로, 북극권역(65°N 이상)의 해양환경변화 관측 협업수요가 보다 명확해져야 쇄빙선
의 기후변화 연구 기여도가 보다 명확해 질 수 있다.
추가제출자료에서 언급된 ‘북극빙하 감소 및 해빙 예측모델 정확성 향상’은 쇄빙선 투입
과 인과관계가 적으며 과학기술적 팩트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북극해를 비롯한 극지 해빙
(解氷) 추세는 기존 쇄빙선으로도 더 넓고·깊이 운항하는 것을 가능케 하므로, 쇄빙 능력
78) “북극 결빙해역 집중관측”을 Oct~Dec, Jan~June에 쇄빙선으로 깨고 들어가(설치)하는 것“과 ”기상위성 중심
+ (여름에)기설치된 기상취득장치(beacon, buoy etc.)로 하는 것의 차별점“도 불명확함
79) 기후변화연구와 준대형급 쇄빙선을 연관시키는 것은 ‘상황논리’를 통한 대형 쇄빙선 건조를 유도하는 전형
적 ‘논리비약’이며, 일선 극지연 커뮤니티와 무관한 일반 기후관련 연구자들의 의견*과도 배치됨
* [기후연구자 인터뷰 요약] 1) vortex기류 등 극지기후의 ideal특성을 감안할 때, 극지 기후연구는 연구주제
로서 가치는 인정됨. 그러나 2) 아이스코어 채취(고기후 연구용)는 필요하나, 헬기접근지역/해빙지역 외에
초고위도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시됨 3) 즉, 특정지역 기후연구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필요성도 의
문시되고, 극지 특정영역 아닌 global ocean, atmosphere, land + sea ice의 기후자료 동화(data assimilation)
을 해야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얻을수 있으므로 (미분방정식의 원데이터 매칭/보정), 극지연의 주
장과 같이 4) 현재 대비 3배 이상의 연구항해 증대가 주로 극지기후연구를 위한 것이라면, 선박 운영비 외
에 연구개발 예산은 더더욱 대폭 증액되어야 실효성이 있음(보수적으로 잡더라도 4~5배 정도, 일례로 기후
조사용 항공기(DC-8)를 통한 수집자료는 분석기간만 2년이상(pre-result 1년, final 2년 이상 필요)이므로, 인
력 및 연구비의 대규모 확충 필수적으로 요구됨 (현재 예산문제로 국내에서는 시도되지 못하고 있음)
80) 온난화 원인 분석을 위한 고위도 대기연구과제 제안서에서도 아라온호의 활용한계는 2m 이상 쇄빙능력 부
재보다는 충분한 연구일정(ship-time)부족 및 관련 관측장비 미설치(해빙 위)가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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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의 필요성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오히려 향후에는 현시점
에서 아라온호가 접근하지 못하던 해역을 더 넓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글로벌 기후변화·기상이변 연구는 현재 해빙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북위
70~80도 부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9월 중순~10월 초에는 아라온호도 75~85도까

지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북극해 결빙도 참조), 북극권역에 위치한 다산기지는 육
상에 위치하여 대기관측은 365일 내내 가능하며, 북극점 부근에서 기후연구조사가 필요할
경우 헬기 등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연구와 같은 글로벌 공통이슈의 경우는 자원개발처럼 특정국가가 배타적
으로 수행하지 않고 국제 공동연구 형태로 진행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쇄빙선에 한정
짓지 않고, 국가간 쇄빙선 승선 교류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며, 현재에도 북극한파 요인 연구
가 필요한 해역81)에 아라온호가 여름시즌 및 춘추기에 운항하며 국제 공동연구 형태로 진
행하고 있다82) (앞서 분석된 POLARIS 데이터 참조)
따라서, 글로벌 기후변화 연구에 쇄빙선 투입 필요성, 비용효율성 및 대안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쇄빙선 도입 논거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북극점 부근의 쇄
빙선 투입을 통해 기후연구를 진행하는 사례는 파악되지 않으며, 현 사업계획서의 쇄빙선
투입 필요성 논리는 과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준대형급 쇄빙선 신규건조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주관부처에
서 제시하고 있는 북극관련 이슈 및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거나 연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북극관련 이슈 및 문제의 상당수는 신규 쇄빙선 건
조와 상관없이 해결이 불가능 하거나 준대형급 쇄빙선이 요구되지 않는 이슈이므로, 임무
대비 과잉사양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를 국내 극지연구기관 및 학계, 조선기자재 관련 연
구기관 및 산업체로 제시하였으며, 간접적 수혜자로는 국내 거주 일반국민과 물류/항만 관
련 지자체·산업체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조사된 내용에서도 나타났듯이 동 사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 기대효과, 연구수요조사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 추진을 통한
수혜자 범위는 다소 광범위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대형급
81) 카라해, 바렌츠해 (러시아 북쪽, 노르웨이해~동시베리아해 사이) 및 축치해 등이 언급됨
82) 만약, 해당 연구에 겨울시즌 운항이 필요할 경우, 관련 연구비만 확보될 시 러시아, 미국 등 타국 쇄빙선박
이용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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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쇄빙연구선 건조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 기대효과, 연구수요조사 등을 고
려할 때 동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는 주관기관인 극지연구원으로 사실상 한정된 것으로 판
단된다.
앞서 살펴본 수요조사 결과, 기존 쇄빙선의 탑승 조건, 국내 북극연구단체 운영현황, 신
규 쇄빙선 장비구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동 신규 쇄빙선 역시 국가차원의 수요에 따라
건조가 추진된다고 보기보다는, 주관기관인 극지연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수혜자 범위 역
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즉, 범부처적 관점에서 국가차원 수요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주
관기관 및 주무부처의 니즈로 인해 기획·추진되어 왔으며, 타 부처과의 협력방안 논의도 주
관기관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등 타 부처/기관은 수동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는 수준에 그
치고 있다. 또한, 제2쇄빙선 건조 이후 가장 큰 활용처는 극지연과 북극 연안국과의 공동조
사활동 투입이며, 이를 통해 극지연은 국내 관련 학계에서의 우월적 지위 및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더욱 강화할 전망이므로 동 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것은 명확하다.
그 외에 직접적 수혜자로 설정한 조선, 기자재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는 일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수주 경쟁력 저하로 극심한 업황 침제를 겪고 있는 조선 업계의 경
우, 공공선박 발주를 통해 다소간의 도움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장비구축비를 제외한
약 2천억 원 대의 연구선 수주로 인해 큰 수혜를 받는 다고 보기에 한계83)가 있다.
또한, 제2쇄빙선에 장착될 장비는 거의 대부분이 수입 장비로 진행될 예정이고, 관련 기
자재 산업체의 동 쇄빙선을 통한 ‘극지 테스트베드’ 활용 수요도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조
선·기자재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동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로
보기도 어렵다.

83) 동 특수선박(쇄빙기능 연구선) 건조는 조선 3사를 비롯한 국내 대형 조선사에서 수주할 가능성이 있으나,
수주절벽 등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는 국내 3대 조선사의 ‘18년 초 분기별(3개월) 매출이 2~4조원 대이고, 수
주물량도 10척 이상임을 감안할 때, 연간 매출액의 1% 미만 수준(쇄빙선 건조비는 대략 2,500억 원으로, 5년
간 집행된 다는 가정)의 공공선박 발주가 대형 조선사의 매출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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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가. 세부활동 내용·수준의 적절성

동 사업은 특정 연구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신규 쇄빙연구선을 신규 건조하는 것으로,
주요 세부 활동으로써 신규선 건조 활동, 연구장비 사양설정, 건조에 필요한 기술개발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신규선 건조 활동은 기존 아라온호의 건조 과정에서 나타난 선박구조·사양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파악하여 도출된 개선사항이 신규선 건조계획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기획보고서상에는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기존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의 경
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조 지연으로 2009년 11월로 계획 대비 약 한 달 정도 인도가 늦
어져 건조사인 한진중공업과 배상금 지급 건 관련 청구소송까지 진행되었던 사례가 있다.
대형해양조사선인 이사부호는 2015년 11월 진수 이후 2016년 초에 출항예정이었으나, 자세
제어장비 오류 등으로 시험운항기간이 약 1년간 연장되는 등 선박 인도 후 실제 투입되는
시점이 늦어진 전례도 있다. 따라서, 아라온호 및 유사연구선 건조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현 사업계획서상에는 향후 건조비의
여유분을 확보하겠다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응책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장비 사양 설정의 경우에는 북극해역에서의 실제 활용성 검토가 부족하고 기존에 구
축되었던 장비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활용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아라온호에서 이미 구축되어 사용되었던 장비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활용경험
을 통해 선내 활용도가 낮은 장비를 제외하거나 활용도가 높은 장비를 보강하는 등 동일
장비의 활용성에 대한 기초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장비수요조사에서 도출된 제2
쇄빙선에 장착예정 장비는 총 68개로 수요 조사된 설치 장비 중 61개는 이미 아라온호에도
장착된 장비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장비의 활용도에 따라 북극전용 선박에 적합한 장비로
재구성되기보다는, 기존에 북극과 남극을 운항하는 아라온호 장비를 개량하는 수준인 것으
로 분석된다. 이는 극지연구소 내부 연구부서에서 활용 경험이 있는 장비위주로 구성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구축·활용된 결과가 검토되지 않고 거의 유사한 장비로 재구축된 것
으로 판단되므로 부적절한 부분이다. 장비활용 효율성 제고 및 불필요한 장비구매 지양을
위해서는 실제 on board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장비 위주로 구축장비의 재조정이 이뤄져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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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탐사 장비의 경우에도 향후 운용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사업계획서에서 북극해 자원탐사용으로 ROV/AUV(유무선 잠수정)를 활용한 해저시추
등에 대해 언급되었으나, 실현 가능성 있는 활용계획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원탐
사용 ROV (Remotely Operated Vehicle)를 실제 구동하려면 숙련된 ROV 파일럿(pilot)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 전문가 고용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또한, 자원시추 시에는 이러한
전문 시추인력 외에도 시추에 필요한 많은 장비 및 기자재가 추가로 소요되나, 위 장비 활
용소요 발생 시에 구체적 운영계획(필요예산, 인력확보방안 등)은 사업계획서 상 부재한 것
으로 보인다. 해양 자원탐사 및 시추를 돕는 최근 각광받는 시설인 ‘문 풀(Moon Pool)’의
경우에도, 현재 사양(탈부착식, 300m 시추용 시추탑)으로는 가스하이드레이드 탐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자원 탐사개발에 활용될 가능성에 의문점이 존재한다. 가스나 석유
의 매장량이 많다고 보고된 북극해 대륙붕 지역에서 현 시추탑 사양으로 탐사·시추는 한계
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보다 앞서 해당 대륙붕 지역이 대부분 북극 연안국 EEZ 지역으
로 탐사 및 시추가 허용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장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여부도 의문시 된다.
또한, 동 사업에서 도출된 요소기술개발 과제는 기존 쇄빙선 개선사항이 반영된 내용이
아닌 선박설계 원천기술 분야로 실제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에 사용되는 기술개발로 보기
어렵다. 기술개발대상 도출을 위한 수요조사 및 기술도출 회의에서는 대부분 신규 쇄빙연
구선 건조 시 고려·반영해야 할 설계 요구사항 및 시설 개선사항84) 등이 주로 논의되었으
므로, 설계·해석·검증 기술이 대부분인 요소기술개발 과제 도출내용과 연관성이 부족한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관부처는 빙성능 최적화, 선체구조 해석, 방한성능 실용화 등을 통
해서 국내에서 낙후된 기술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서 상에는 현재
국내 조선소의 기술 보유 여부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의 논리적 연계성

쇄빙연구선 신규건조, 요소기술개발, 장비구축 등 세부 활동의 수행을 통해 사업목표인
(제2쇄빙선 건조를 통한) ‘국내 북극 역량 강화’가 달성된다고 판단하기에는 논리적 연계성

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 쇄빙연구선이 단순한 아라온호의 백업선박이 아니라
면, 타당한 북극활용 수요 및 역량강화 전략에 따른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 활동뿐만 아니
84) (수요조사/도출회의 주요결과) 승조원 거주 애로사항 개선, 실험장치 공간·배치 개선, 연구구역 협소성 보
완, 선형 최적화 및 Tank 배치 최적화, 화재 및 안전성분석 시뮬레이션 검토, 진동·공진 회피설계, 빙 하중
작용점 검토, 표준건조사양서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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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라온호와 차별화된 요소기술개발 방안과 장비구축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
만, 사업계획서 상 사양에 따른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가 북극 역량 강화와 직접적으로 연
관된다고 보기에는 앞서 분석된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관계를 살펴볼 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요소기술개발 과제는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작 시점 이전에 완료되지 않아,
해당기술이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에 직접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제2쇄빙
연구선 신규 건조를 통한 북극 역량강화라는 사업목표와의 연계성은 역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비구축 역시 기존 해양연구선(아라온호, 이사부호, 제2쇄빙연구선) 보유 장비와
의 특별한 차이 없이 ‘유사한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구축될 예정이므로, 북극전용 쇄빙연
구선에 구축될 탐사·조사장비를 통해 북극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은 사업목표와 논
리적으로 연계된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 사업의 부가목표인 조선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극지 테스트베드 활용에 대한 세
부적인 활동계획 및 내용은 사업계획서 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조선기자재의 국산화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개발 조선기자재 현황, 민간의 테스트 수요, 관련 계획 등
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가 목표(기자재산업 활성화)와 동 사업 세부 활동 간
연계성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인다.
다. 세부활동 성과지표의 적절성

주관부처는 Polar 20의 쇄빙능력 및 -45℃의 내한능력을 보유한 준대형급(GT 12,000톤)
쇄빙선 건조를 사양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달성이 가능한 성
과지표로 판단된다.
그러나 세부활동 중 요소기술개발의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치 달성가능성 및 목표설정의
타당성이 다소 의문시된다. 주관부처는 4개 분야 11개 기술과제 대부분이 선진국 대비 낮
은 수준(20~40%)을 단기간 내(1~2년 내) 70~80% 내외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요소기술 과제별 성과지표(정량·정성 목표달성도)는 현재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
나, 단기간 내 선진국 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수준조사 내용의 적정
성이 의문시된다. 사업계획서 목표와 같이 단기간 내 선진국 수준 기술이 개발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지원과제와 관련성·유사성이 높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이거나, 목표치의
설정근거(타당성)가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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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요소기술개발 과제의 관련 선진국 기업대비 국내 기술수준 비교표
현재 기술수준 비교
요소기술 II - 성능지표

기술개발 목표

국내

세계최고수준

1단계
(´ 17-´ 18)

2단계
(중장기)

개발
완료

균일모형빙 생성 및
물리적인 특성계측 정도 향상률

±10%

±2%
(캐나다,핀란드)

±2%

±2%

±2%

빙시험 및 해석기술 국내 확보율

20%

100%
(캐나다,핀란드)

80%

100%

100%

빙시험 계측 및 성능추정 능력도

30%

100%
(캐나다,핀란드)

80%

100%

100%

특수 선형 및 추진기 설계 기술
최적화 달성도

40%

100%
(핀란드)

70%

100%

100%

출처 : 기획보고서

라.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 및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동 사업은 기획보고서 제출당시 개념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선박 건조과정 중에
제원 및 사양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수요조사에 따른 장비도입기
간 및 설계기간 시점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현재 제시된 사업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 내용
은 적절성이 부족하다.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해서는 국내·외 북극 연구수요 분석에 따라 필요·요구 성능이
도출되고 이후 개념설계를 진행하여 선박 제원·사양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업계
획서에서는 신규선 제원·사양을 먼저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므로,
향후 실제 선박 설계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건조 일정이 지연될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축될 장비에 맞게 선박 기본 설계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연구수요조사에 따른 장
비선정 및 외자도입 기간을 고려할 때 기간 추정이 적절하지 않으며, 선박 건조기간 및 취
항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연구수요조사가 추가로 이뤄진 후
이에 따라 크레인, 문풀 등 특수 장비 사양을 결정하고, 1년 이상의 외자 도입기간이 소요
되어야 하므로, 현재 제시된 1단계 건조 스케줄 상 장비도입 기간과 설계시점(2017년 3월)
은 다소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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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7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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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9

10

11

12

1

2

3

4

5

6

개념설계
초기사양서 작성
기본설계
건조 로드맵 작성
건조 추진단 구성, 운영
쇄빙선 요소기술 개발
분야별 주요도면 완성
주요 해석보고서, 계산서 완성
실시설계 입찰방안 마련
실시설계
건조사양서 완성
선가, 자재내역서 완성

[그림 3-10] 사업 1단계 진행 계획
출처 : 기획보고서

요소기술개발 과제는 사업계획서 목표사양의 신규선 건조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기술
은 아니며 선박설계 착수 이전에 완료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기술개발 시급성 및 시
간적 선후관계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주관부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요소기술개발 과제 종료시점(사업 착수 후 1.5년 내)을
고려할 때, 선박 기본·실시설계 해당결과가 사전 반영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일례로, 빙성능 최적화·시험평가기술 과제(최적 쇄빙선형 개발, 빙수조 기반 빙성능 시험
평가, 빙성능 최적화 등)는 실시설계 종료 이전에 수행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빙수조 모형
시험을 통해 쇄빙 성능을 확인한 후, 설계단계에서 주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
면 건조단계에서 선형 및 주기관 사양 변경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건조비용 증
가 및 공정일정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동 과제내용이 반드시 반
영해야할 연구결과라면, 쇄빙선 설계 시점을 요소기술 개발과제 종료 이후로 미루거나 설
계기간 변경을 통해 선후관계를 재조정해야 하므로, 현재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건조 로드
맵은 시간적 논리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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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항목은 기술개발에 있어서 절대적 의미의 성공과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속성의 관점에서 쟁점사항을 검토한 결과이며, 이에 근거한 일정지연
(schedule delay)이나 비용증가(cost overrun)의 발생가능성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우열을 판

단85)하는 항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 사업의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은 요소기술개발 과제
를 중심으로 수행기간(1~2년 내)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추세 및 기술수준 분석을 통한 기술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 기술추세 분석
특허 분석에 따른 조선분야 기술 발전단계 검토 결과, 2004년을 기점으로 특허활동이 증
가하기 시작하여 한국과 중국은 최근까지도 증가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및 중국은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은 증감 변동을 반복하는데 대체
로 증가세를 나타내며, 일본과 유럽은 감소 내지 정체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1] 동 사업 요소기술개발분야 연도별 특허동향

선체구조설계, 쇄빙선형, 추진시스템, 방한용품 등 결과물 성격의 기술은 출원활동이 활
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험/평가 성격의 기술(빙수조, 시운전 등)은 상대적으로 출원활
85) 절대적 기준에 의거한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상대적 판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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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적은 것으로 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술적 성격에 따라 특허출원이 용이하거나 권리화
가 가능한 성격의 기술을 중심으로 출원활동이 이루어진 결과로 추정된다.
세부기술별(요소기술개발 분류별) 특허추세 분석을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은 모든 부분에
서 대체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 및 유럽은 각 분류별 증감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2] 요소기술개발분야 세부기술별 연도별 특허동향

쇄빙선 관련 분야 전체 출원건수에 기반한 기술성장단계는 성장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
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쇠퇴기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외 대부분의 국가는 성장기를 나타내
고 있으며, 전체 출원건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및 중국의 최근 증가폭이
반영되어 동 사업 요소기술개발 관련 분야의 기술성장단계는 성장기로 나타났다.
4개 주요 세부기술별 기술성장단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한국과 중국은 뚜렷한 성장기, 미

국은 성숙기, 일본은 쇠퇴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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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전체 기술성장단계
* ’90년~’14년까지의 유효데이터를 각 5년 단위로 구분하여 구간별 출
원건수 및 출원인수를 2차원 버블차트로 나타냄

주요국의 내외국인 특허출원 현황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내국인 출원이 외
국인 출원을 압도하거나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쇄빙선 분야의 경우 자국 내
기술개발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유럽 이외의 모든 국가에서 외국인
출원은 유럽 출원인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유럽 국적의 일부 기술선도업체에 의해 해외
기술/제품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4] 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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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수준 분석
조선 분야 기술수준 분석 결과 국내위주로 특허가 출원되고 있고, 쇄빙선 등 특수선박
설계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편이므로 주요국 대비 기술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기술수준분석을 위해서는 주요국 연구개발활동 주체와의 상대적인 기술격차에 따른 기술
적 우열 검토가 필요하나, 국내 특허 외에 해외 특허는 실적이 미미하므로 인용도지수
(CPP), 특허영향지수(PII) 등을 이용한 기술경쟁력 분석은 의미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

체 출원건수 기준으로는 국내 조선 3사(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및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에서 활발한 특허활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술분류별 출원건수에 있어서도 유
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출원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많다.
그밖에 해외 출원인으로는 AKER ARCTIC, THYSSEN, WAERTSILAE 등이 비교적 활발
한 특허활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출원인의 경우 해외출원 또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 출원인 중에는 TIANJIN PORT 및 CSDDC(China ship
development and design center)의 특허활동이 두드러진다.

쇄빙선 설계·해석 분야에서 선도 기업인 유럽 출원인의 경우, 해외 특허활동에 소극적이
며 노하우 등 비공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기술보호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특허출원
실적만으로는 우리나라가 기술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선·해양
분야 설계·엔지니어링 기술력이 낮아 해양플랜트 등 첨단선박의 기본설계는 90%이상을 선
진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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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 사업수준의 중복성
동 사업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해양연구선 건조 사업은 없으므
로 사업수준의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시설단위의 중복성
동 사업에서 건조하고자 하는 제2쇄빙연구선은 연구용 시설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현재
운용 중인 아라온호, 이사부호, 탐해2호 등 연구용 선박을 대상으로 동 사업과 기능 및 역
할의 중복성 여부를 분석한 하였으며, 분석결과 아라온호를 제외하고 동 사업과의 중복성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극지연구소에서 운용중인 아라온호는 운용목적 및 활용분야, 구축장비 등이 상당히 유사
하거나 동일하므로 제2쇄빙연구선은 아라온호와 중복되는 백업선박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관부처는 극지연구 수요증가로 인한 아라온호 운항일수 초과와 아라온호의 쇄
빙능력 및 내한성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계획하고 있다. 동 사
업의 수행을 통한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 기존 아라온호의 운용목적과 유사하게 북극 및
남극의 기지보급, 해양과학연구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 수
행을 통해 적절한 사양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2쇄빙연구선에 구축하고
자하는 탐사장비 대부분도 기 건조된 아라온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일 것으로 판단되
므로 아라온호 운영을 통해 얻은 시행착오를 반영한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 수행을 통해 적
절한 사양을 장비구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사부호는 선박 규모 및 성능, 주요활동지역과
운용목적 등에서 동 사업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제2쇄빙연구선과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사부호는 해양과학연구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동 사업의 내용과 유사하나, 선형
및 쇄빙성능이 일반선박 범주에 포함되고, 대양의 해양광물자원 개발 및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연구선이므로 주요활동해역, 운용목적, 활용분야 등에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운용중인 탐해2호는 주요기능, 구축장비, 활동해역 등에서 동 사
업과의 차별성이 존재하여 중복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탐해2호는 3차원 탄성파 탐사
장비, 해상중력장 탐사장비 등을 탑재한 물리탐사선으로 국내 EEZ 내의 자원탐사를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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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으며, 쇄빙능력 및 내한성능 부재로 극지지역 탐사에 부적합하므로 동 사업과
차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4> 동 사업과 현재 운용 중인 해양연구선과의 시설단위 중복성 검토
구분

제2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이사부호

탐해2호

제원(m)

120(L)×22.5(B)

111(L)×19(B)

99(L)×18(B)

64.4(L)x15(B)

총 톤수

12,000톤급

7,487톤

5,900톤

2,085톤

쇄빙능력/
내한성능

Polar20/ -45℃

Polar10/ -35℃

-

-

항해속력

13 kts

12 kts

15 kts

14.5 kts

항속거리

20,000해리

20,000해리

20,000해리

12,000해리

승선인원

120명

85명

60명

37명

활동영역

남극 및 북극

남극 및 북극

대양

우리나라 근해 및
주변해역 등

운용목적

북극해역 해양
과학연구, 기지보급 등

남북극 기지보급 ,
극지해역 해양연구 , 남
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
지원 등

활용분야

• 북극해 기후 변화, 해
빙, 해저지질연구
• 북극해 생태계 및 환
경변화, 북극항로 주
변 해양과학연구
• 북극해 자원탐사 및
활용, 극한지 환경소
재 개발 등
• 조선기가재 관련 실
해역 테스트베드

•
•
•
•
•

주요장비

해양연구장비, 음파탐
지장비, 지구물리탐지
장비, 해양지질관측장
비, 해양생물관측 장
비, 대기과학관측장비,
감시장비 등

해양연구장비, 음파탐지
장비, 지구물리탐지장비,
해양지질관측장비, 해양
생물관측 장비, 대기과
학관측장비,감시장비 등

전자해도, 위성항법장치,
자동식별 장치,
항해자료
기록기,
DP S ( Dy n a mi c
Positioning System) 등

3차원 탄성파 탐사 ,
해상 중력 및 자력
탐사 , 정밀 3차원
해저지형조사 및 시
료채취 장비 등

건조연도

-

2009년

2015년

1997년

보유기관

극지연구소

극지연구소

대양해양과학연구 ,
대륙붕 자원탐사기술
해양광물자원 개발 ,
국산화, 석유탐사
해양관측 등

극지환경변화 모니터링
• 대양저 해양광물자
대기환경 및 오존층연구
• 한반도 주변 석유
원 개발
고해양 및 고기후 연구
및 광물자원 탐
• 해양관측 및 기후
사
해양생물자원 개발연구
변화 연구
지질환경 및 자원특성
• 해저지질조사
• 해양생물자원 확보
연구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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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수준의 중복성
동 사업의 요소기술개발 과제는 조선기자재 수입대체·국산화 등과 관련성이 낮으며, 사
업 참여기관인 KRISO(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고유사업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
단된다. 선박설계·해석·건조 관련 요소기술은 조선기자재 수입대체 및 국산화 등과 관련성
이 낮은 기술이며, 동 사업 참여주체인 KRISO의 고유사업과제에서 관련 연구가 이미 진행
되고 있다.
<표 3-15> KRISO 주요연구분야 중 동 사업 관련내용
연구부서

주요 연구기능

주요 연구사업

∙국내유일 빙해수조를 활용한 북극해 해저자원
안전운항기술
개발기술
극지항로
및 극저온 빙성능 시험평 ∙빙해선박의 빙하중 추정과 빙성능(ice performance)
시험
미래선박 가 기법 개발
∙선박기자재의 극저온 성능평가기법 개발
연구부
∙선박 성능평가 실험 및 해석기법
선박성능고도화 핵심기반
∙시험장비 고도화
구축 및 기술개발
∙고정도 선박 성능 시험해석 및 핵심기술개발

출처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kriso.re.kr)

동 사업은 정부 R&D사업 과제 단위에서 유사하거나 연계‧ 활용될 수 있는 기존 수행과
제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 논문, 기존 과제 결과보고서 등 국내 연구주
체를 통해 기 수행된 관련과제의 결과물과 유사성·중복성 검토 결과86), 11개 세부 기술분류
모두 평균 7.3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의 유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내빙
설계 및 저온성능향상 분야와 실해역 실선성능계측 및 해석 분야는 기존 특허, 논문, 과제
수행 방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제 유사도 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계획
서상에는 기 수행된 연구개발 결과물 또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기존 과제의 내용과 동 사
업에서 추진하려는 요소기술개발 과제 내용 간의 차별성 및 연계‧ 활용 방안이 명확히 제시
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86) 특허, 논문 등 성과물 문헌별 유사도 평가를 10점 척도로 매우 높음(10점), 높음(8점), 보통(6점), 낮음(4점),
매우 낮음(2점)의 단계로 점수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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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제2쇄빙연구선 요소기술 관련 유사과제 검색결과
과제명

수행기관

연간과제비
(백만 원)

과제기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실시간
빙충격 하중 계측 통합시스템 개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62

'15~'17

북극항로 운항선박용
항해안전지원 시스템 개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13

'14~'19

해양 극한환경 극복기술

한국해양연구원

180

'11~'17

빙해수조의 모형빙 생성 및
강도제어기술 고도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80

'11~'17

빙성능 시험기법 및 최적화 기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290

'09~'14

빙해선박의 극지항로 안전운항기술 및
극저온 빙성능 시험평가 기법 개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5

'09~'14

극지용 저온 설계 및
Winterization 평가 기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40

'09~'14

빙해선박 선체구조 안전성 평가 기술

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5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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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상위계획과 동 사업의 부합성 검토를 위해 필수계획으로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선택군 계획으로 「북극정책 기본계획」,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14~`20)」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필수계획과 선택군 계획의 중장기계획을 분석한 결과, 일부 계획에서 동 사업과 직접적
인 연관성이 존재하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2쇄빙연구선 건조 검토 등으로 동 사업
과 관련된 목표를 명시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부합성
구분

계획명
낮음

필수계획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보통
∨

북극정책 기본계획

∨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14~’20)

∨

선택군 계획

* 필수계획 : 과학기술기본계획
** 선택군계획 : 국정과제, 나머지 계획 중 사업의 부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계획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필수계획

부합도 낮음

부합도 보통

부합도 높음

부합도 높음

보통

대체로 적절

적절

부합도 보통

대체로 부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부합도 낮음

부적절

대체로 부적절

보통

선택군 계획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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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제7조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

립‧ 시행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참여로 마련된 과학 기술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써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를 비전
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2040년)에서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모습을 사
회모습과 국민, 연구자 등 주체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
기술 혁신역량 확충, (2)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3) 과학기술이 선
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4)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을 4대 전략목표로 삼고
있으며,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19개 중점 추진과제와 중점과학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
해 11개 대분류, 43개 중분류에서 120개 중점기술을 도출하였다.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40년 비전과 미래모습
출처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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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4대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출처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2)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동 사업의 부합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18번

과제인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의 세부 추진과제인 기후변화 및 신기후체제
대응으로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후변화 대응 위한 해양관측 및 예보시스템 구축이 언급되어
있다. 新기후체제 대응 및 기후변화대응기술의 해외 이전ㆍ확산 촉진,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
구 및 기술 메커니즘과의 협력 등이 동 사업 추진전략과 일부 연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수
준의 내용으로 판단된다. ‘북극’과 관련된 기후/자원 관련 내용은 부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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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점과학기술 목록 120개 중에 우주·항공·해양 분야는 총 7개 분야가 선정되었으며,
해양·극한지 분야로 2개 기술로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 기술’,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
이 제시되었다. 동 신규 쇄빙선건조 추진과 일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난 제3차 과
학기술기본계획(2013.7)에서 언급되었던 해양공간 개발, 극한공간 개발과 거의 변동없이 동일
한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해양분야 중점과학기술
출처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7)

나. 북극정책 기본계획

동 사업과 「북극정책 기본계획」의 ‘전략과제2. 과학조사 및 연구 활동 강화’ 중 ‘세부추

진과제2.. 연구‧ 활동 기반 확충’의 내용과 부합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북극 파트너십 구축, 인류 공동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연구 강화, 경제영역의 참여를 통한
북극 신산업 창출을 정책목표로 한다. 4대 전략과제와 12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북극정책 기본계획」의 ‘전략과제2.. 과학조사 및 연구 활동 강화’, ‘세부추진과제2. 연

구‧ 활동 기반 확충’의 세부추진계획에 “제2 쇄빙연구선 건조타당성 검토”를 명시하고 있으
므로, 동 사업과의 부합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북극정책 기본계획」중 ‘
전략과제2. 과학조사 및 연구활동 강화’내용
2. 과학조사 및 연구 활동 강화
□ 기지 등 인프라 활용 연구ㆍ활동 확대
ㅇ 스발바르(노르웨이)-그린란드(덴마크) 국제공동연구 참여(‘16) 및
극해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 15~)

아라온호를 이용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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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북극 동토층 지역 관측거점(5개소) 운영 및 환북극 동토층 환경변화 관측시스템 원천기
술 개발(1단계: ’11~‘16)

□ 연구ㆍ활동 기반 확충*
ㅇ 제2 쇄빙연구선 건조타당성 검토(‘14~) 및 한국-노르웨이간 극지연구 국제협력센터 개설
추진('14 상)
* 중국과 독일은 제2 쇄빙연구선 건조를 추진 중이며, 일본은 ’
09년 新시라세(Shirase)를 건조하여 해상자위대가 운영
하며 극지활동 지원

ㅇ 북극권 연구정보 공유 및 융합연구 촉진을 위하여 산·학·연·관 ｢ 한국 북극연구 컨소시
엄｣ 구성(‘14)
□ 기후변화 연구 강화
ㅇ 미국 및 영국과 기후변화 공동탐사 MOU 체결 추진(‘14) 및 북극해 해양･ 해빙 자료동
화 기술개발(’16~‘17)
* 해빙자료동화 : 극지의 모니터링 장비를 통해 수집된 해빙 관측자료를 모델링/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
공하는 기술

ㅇ 극지역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이상기후 예측능력 연구(‘13~’18)
□ 북극 및 북극해 공간정보 구축
ㅇ 북극권 수치지형도 및 영상지도 등 제작을 위하여 북극권 공간정보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북극권 전역 공간정보 구축(’14~‘18)
ㅇ 해도수량 파악을 위한 북극해 연안국 해도현황 파악(‘14) 및 해도복제를 위하여 북극
수로위원회 회원국과 MOU 체결(‘15~)
* 북극해 북동항로 해역 해도 현황 - 러시아 : 북동항로 전구간(북유럽～베링해협) 20～30종 / 영국 : 서유럽 15종, 북동항로
서부(북유럽～동경 90도) 5종 등

*동 사업 해당 내용
출처 : 북극정책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3.12.10.)

다.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 동 사업과의 부합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의 비전은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창조형 해양수산

과학기술이며, 2020년 세계선도기술 20개, 해양수산 일창리 창출 7.8만 명, R&D 민간참여
비중 4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3대 R&D 전략 및 12대 실행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3대 R&D 전략으로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 창조형 해양수산 산업
육성, 국민행복 해양공간 창조가 있다.
3대 R&D 전략에 대한 12대 실행전략 중 ‘극한공간 활용 및 국제 협력 확대’의 실행계획

으로 “북극 연구 지역 확대에 따른 제2쇄빙연구선 건조 추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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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해양수산부의 상위계획과 동 사업의 부합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4]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출처 :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14~’20)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동 사업은 주관기관(극지연구소)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국내외 조선사·설계사 및 학·연
등이 참여하는 추진체제를 가지고 있다. 동 사업의 추진체제는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사업 수행주체로서 예산 배정, 진행사항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극지연구소는 해양수
산부의 승인 아래, 연구소 내 별도의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건조 완료시점까지 총괄운영
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소 및 대학 등은 요소기술 개발 및 자문의 역할을, 국내외 선박설계
사는 기본설계와 설계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국내·외 조선소에서 쇄빙선 실시설계 및 상
세설계, 건조까지를 진행할 계획이며, 한국선급에서 쇄빙선의 다양한 구조적인 사항을 검토
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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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부/해양수산부)

기본설계 및
자문

요소기술
(연구소, 대학)

(국내외 선박설계사)

건조사업 총괄
사업 추진단 운영
(극지연구소)

실시·상세설계
및 건조

구조 및
안전 규칙

(국내외 조선소)

(선급)

[그림 4-5] 동 사업 추진체계
출처 : 기획보고서

(1) 국내 공동활용체계 및 유관기관 참여의지 검토

동 사업의 경우, 극지연 등 사업추진단 중심으로 한 내부 추진체제 자체 보다는, 추진체
제와 함께 검토되는 사업 추진의지에 대해서 보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사업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 추진의지는 주관부처 및 기관 차
원의 사업 준비 정도와 조직 구성원의 사업 추진의지, 사업 관련 기술 분야에의 전략 마련
여부, 조사 기간 동안의 협조 정도 등을 평가하여 반영한다. 또한 연구기관, 기업 등 잠재
적인 사업 참여주체들의 사업에 대한 참여의지와 관심의 정도는 참여하려는 기관이나 기업
의 수, 민간 대응자금(matching fund)의 예상 규모, 수요주체의 예상 사업 결과물의 활용
의향 등으로 평가해왔다.
동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용 준대형급 쇄빙선 신규 건조가 국가 정책적인 수요에
서 비롯되어 범부처적 관심도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범국가적 추진의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타 관계부처와의 실질적 협의·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으로 주관기관만의 니즈에 머물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에서 쇄빙선 활용니즈(수요) 및
협력 체제가 구체화되어 동 사업 추진체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현 시점에서 북극관련 유일 범부처 계획인 북극정책 기본계획(‘13.6)에 따르면, 중점 추진
분야별로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별로 역할 구분이 되어 있다. 북극 비즈니스 분야인 자원개
발·협력 분야에서는 주관부처인 산업부와, 과학조사/연구활동 분야인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공동 주관부서인 기상청과 소관역할 정립과 관련된 실질적 협의를 통해 부처간 추진체제
구축 및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83

<표 4-4> 북극정책 기본계획 상의 31개 중점 추진계획 및 부처간 주관/협조 주체
구 분

□ 국제협력 강화

주관부처

협조부처

○ 북극이사회 관련 활동 확대
• 북극이사회

참여확대

해수부, 외교부

미래부, 환경부

•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참여

해수부, 외교부

미래부, 환경부

• 옵서버

진출 국가와의 협력

○ 북극 관련 국제기구 활동 강화
• 과학

연구 분야

• 기타

협의체 분야

• 선박안전

해수부

단체 협력

• 학계중심

미래부, 외교부

해수부, 외교부

및 해양환경 보호 분야

○ 민간협력 활성화
• 원주민

해수부, 외교부

연구 네트워크 구축

□ 과학조사 및 연구 활동 강화

해수부
해수부

외교부

해수부

외교부, 미래부

해수부

미래부

○ 기지 등 인프라 활용 연구 • 활동 확대
• 다산과학기지를
• 아라온호를
• 환북극

기반으로 하는 연구 확대

활용한 북극해 종합연구

해수부

동토층 환경변화 관측시스템 구축

미래부

○ 연구 • 활동 기반 확충
• 다산과학기지

규모 확충

해수부

• 북극연구

컨소시엄 구축

해수부

• 극지연구

국제협력센터 개설

해수부

• 제2

쇄빙연구선 건조 타당성 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 기후변화 연구 강화
• 북극

과학인프라 활용 기후변화 예측 연구

• 극지 • 글로벌

기후변화 원인규명 및 미래 예측

○ 북극 및 북극해 공간정보 구축

미래부

해수부
해수부, 기상청
해수부, 기상청

• 북극권

공간정보 구축

국토부

• 북극해

수로분야 협력

해수부

□ 북극 비즈니스 발굴

해수부

• 추진

○ 북극항로 개척 등 해운 • 항만 협력
• 북극항로

운항경험 축적

해수부

외교부

•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및 볼륨 인센티브 시행

해수부

외교부

• 북극항로

활성화 국제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해수부

외교부

• 북극해

운항인력 양성

해수부

외교부

• 북극해

연안항만 개발 협력

해수부

외교부

• 북극항로상

국내 연계항만 재정비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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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원개발 협력 및 조선 • 해양플랜트 기술개발
• 북극권

주관부처

자원탐사 협력 기반 마련

산업부

• 극지

운항선박 건조･ 안전 기술개발

산업부, 해수부

• 극지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기술개발

산업부, 해수부

○ 수산자원 협력
• 북극해

연안국과 수산업 협력 강화

□ 제도기반 확충

협조부처

해수부

외교부

해수부

외교부, 환경부

○ 극지정책 근거법령 제정
• 극지정책

근거법령 제정

○ 극지정보센터 구축
• 극지정보센터

구축

해수부

그러나 동 사업계획서 상에서는 쇄빙선 건조 및 북극활동 계획이 해수부 주도로 마련되
었으며, 북극권 자원탐사(산업부), 극지 기후변화(기상청)과의 연구협력 및 쇄빙선 활용전략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결과는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관부처인 해수부는 최근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2쇄빙연구선 공동
활용을 위한 부처·기관 간 정기적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
구선 공동활용위원회(해수부 주관)’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되, 실질적인 공
동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1) 공동활용과제의 제출대
상기관을 범부처(산하 출연연 포함)로 확대하고, 2) 과제선정을 위한 ‘과학분과위원회’ 위원
으로 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향후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358호)의 개정 추진 계획을 제시하며, 공동활용 과제공모 활성화를 위

한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하고, 연구비·선박 사용료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설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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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쇄빙연구선 공동활용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안)
출처 : 해양수산부 (2017)

<표 4-5>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358호)의 개정 추진안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연구선 운용기관”
이란 연구선을 보유
2. "연구선 운용기관”
이란 연구선을 보유
하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
하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
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를 말한다.
를 말한다.
3. "주관부처”
란 연구선 운용기관을 지
3. "주관부처”
란 연구선 운용기관을 지
도·감독하는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도·감독하는 해양수산부를 말하며,
“
관계부처”
란 연구선을 공동활용하
는 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중앙행정
기관을 말한다.
제5조(연구선 공동활용 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장은 주관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제5조(연구선 공동활용 위원회의 구성 등)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② 위원장은 주관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연구선 운용기관, 한국해양학회에서 추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천한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산업
연구선 운용기관, 한국해양학회에서 추
계·학계·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전문
천한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계
부처·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서 추천
가 중 장관이 위촉하는 자를 위촉직 위
한 전문가 중 장관이 위촉하는 자를 위촉
원으로 한다.
직 위원으로 한다.
출처 : 해양수산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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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극지연/해수부가 주도하는 현재의 위원회 체제의 연구선 공동활용체계로는 국내
산/학/연 연구수요가 충실히 반영되기 어렵고, 범부처적 연구선 공동 활용 및 폭넓은 국내
연구자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부처는 공공연구선을 공동관리하는 수준이 아닌 공동운용 목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적
계획을 추가로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타 부처의 구체적 활용수요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
서 구체성 있는 대안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주관부처/기관에서 설명하
는 것처럼 동 사업이 범국가적 북극진출 강화 수단 중 하나로 설명되기에는 유관 부처/기
관의 동 사업에 대한 관심 및 참여의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북극전용 쇄빙선의 주요 활용분야로 제시된 자원·기후 연구 등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요청하였으나 국내 유관기관의 구체적 활용수요는 사실상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
으로 분석된다. 약 2주 간에 걸쳐 지자연, 기상연 등 5개 기관과 향후 건조될 쇄빙선의 활용
의향과 관련하여 MOU가 긴급히 체결되었다. 그러나 극지연 소속 쇄빙연구선의 활용을 원
하는 구체적인 협력 범위, 공동연구, 인프라 공유 등의 내용이 부족하여, 해당 기관의 능동적
인·구체적인 수요/니즈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87), MOU 체결을 요청하는 극지연의
요청 사안/내용에 대해 수동적으로 답하는 형태로만 제시되었다88).

[그림 4-7] 관계기관간 쇄빙연구선 공동활용 업무협약 MOU(안)
출처 : 극지연구소 (2017.12)

87) 협력범위는 해당기관의 업무범위를 나열한 수준이며(‘관측시설 구축·공동활용’,‘인력교류’ 등), 공동연구/공
동활용 범위도 일반론적(원칙적) 수준으로 제시됨 (※ ‘상대기관 연구 참여·전담 가능’,‘성과물은 공유’,‘장비·
인프라 활용에 따른 소요비용은 사전 협의’,‘쇄빙연구선의 경우 활용계획 입안하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존중’)
88) MOU협정서와 별도의 상세 협력방안도 극지연이 제공한 내용을 일부 보완 후 수락한 경우이거나, 협의중
이거나 미합의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수요 검증이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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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공동활용체계 검토

연구선 공동활용체계와 관련하여 국외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과 미국을 들 수 있다. 일본
은 사단법인 형태의 JAMSTEC을, 미국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연구 컨소시엄 형태의
UNOLS라는 공동활용체제가 존재한다.

일본 JAMSTEC(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일본해양연구
개발기구)는 일본 카나가와현 요코스카(橫順賀)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 해양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해양·대양 분야의 다양한 기초연구 및 학술협력활동을 수행하는 국립 연구기
관으로 약 1200명 이상의 직원이 해양연구부문, 해양개발부문, 관리부문에 속해있으며, 일
본 내 공공분야 연구선의 대부분을 보유하여 연구선단(fleet)체제를 갖추고, 선박 운영·관리
를 전담하고 있다. 대표적 인프라(선박 등)로는 심해 시추선 'Chikyu', 해양지구연구선
'Mirai'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과학기술청과 문부성이 통합된 문부과학성 출

범이후 해양연구원 및 동경대 소속 연구선들을 이관받아, 공공선박 운용체제를 JAMSTEC
으로 일원화하고 연구 수요는 개방형 공모방식을 갖추고 있으며, JAMSTEC 체제로 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해양 과학연구에 대한 일본 내각의 전략변화 차원에서 체
제변화가 수용되었으며, 약 15년간 점진적 전환 시기 동안 연구소·대학간 역할분담(과제선
정:대학, 선박운용:연구소, 연구실적:공동)이 정착되었으며, 중국 등 주변국 들도 이에 대한
벤치마킹 움직임89)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연구선 공동활용 제도는 연구조사 거점별 해역관리와 연구선단에 기반한 해양연
구가 확대되었던 1960년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선박사용 증가에 따른 연구예산 확
보 부담의 가중과 동시에 연구조사선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체의 운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에서 운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정착된 제도이다.
미국의 연구선 공동활용은 학술기관 연합체 UNOLS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기관별
로 산재되어 있는 연구선에 대해 다양한 목적의 연구사업에 비용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
도록 17개 연구조직이 연합하여 운용과 관련한 전담기구의 설립에 합의하여 1971년 공식
출범하였다. UNOLS 관할 하에 있는 연구선단은 운용해역의 특성에 따라 Global,
Ocean/Intermediate, Regional과 Coastal/Local급으로 분류 되어 목적에 맞게 투입되고 있

으며, 2013년에 들어서면서 쇄 빙연구선을 제외한 15개 기관, 20척의 선박으로 연구선단이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다90) (UNOLS, 2014). 특히, 서로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조사선
에 대한 사용방법, 신청절차와 운용계획 승인은 UNOLS 설립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89) 중국에서는 자국 해양연구 추진체제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일본 JAMSTEC을 벤치마킹하여 해양 인
프라 운영기관의 통합에 나서고 있음. 2016.9월 Global Ocean Summit 개최이후 일본 JAMSTEC과 유사한
체제로 칭다오로 해양연구기구를 집결시키는 시도를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됨
90) 출처: KIOST,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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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사용기간의 신청은 일반적으로 최대 2년까지로 하며, 활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희망기
관이 선박 시간요청시스템(Ship Time Request System)을 통하여 활용기관명, 제안서 제목
및 기관, 작업종료, 활용하고자 하는 선박 규모나 선급, 운용장비 및 연구진 등이 작성된
신청서를 제 출하면 연구선 소유주체가 검토한다. 이와 같은 활용신청서는 UNOLS 선박운
항일정조정위원회(Ship Scheduling Committee)가 연간 1회 선박사용 기관과 운항일정을 조
정하여 결정한다. 연구선 사용을 신청한 기관은 연구과제에 연구선의 운영비를 연구예산에
고려하지 않으며 이는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이 직접 운영 및 소유주체에 지급하는
데에 이유91)가 있다.
국내의 경우 해양 선진국과 같은 공공연구선의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이 미흡한 상황에
서, 선진국 규모의 인프라(준대형급 쇄빙선) 추가 건조를 먼저 앞세우는 것은 선결과제가
미충족된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쇄빙선과 같은 대형 연구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국
제 공동연구·협력 자체를 강조한 나머지 장기적 투자 리스크를 간과하는 경우이다. 대형 선
박 투입 정당성에만 천착할 경우, 추후 30년 이상 예산투입이 요구되는 관계로 장기적으로
는 운영비 조달 문제가 크게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이미 주요 해양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양 선진국에서도 쇄빙선과 같은 장기·대규모 해양 인프라 투자는 최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추세에 있다. IODP92) 등 해양 탐사분야 대규모 탐사·조사 활동에
있어서 타 국과의 인프라 및 연구개발 투자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쇄빙선과
같은 대형 연구선 운영은 막대한 예산이 장기적·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주요국들도 대형 해양 인프라는 투자 보다도 장기적 운영 효율화가 매우 중요하다
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타국 인프라 공유, 공
동연구 추진을 꾀하고 있으며, 기존 선박 퇴역/신규 추가건조를 미루고 운용기간을 늘이는
추세에 있다. 일본도 자국의 인구감소·고령화 등 장기세수확보 부족 문제로 인해 장기적으
로 해양분야 인프라 예산의 확보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 운영비 조달 문제로 쇄빙
91) 연구선 운용비는 통상적으로 국가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60%, 해군(Navy)이 15%를 지원
하고 국 립기상해양청(NOAA)가 10%정도를 지원하여 운영한다. 연구선단 운영비용 구성에는 지급연료, 승
무원 급여와 복지, 기술지원, 장비유지관리와 보안 및 안전관련 비용이 포함된다(UNOLS, 2011).
92) 2013년 9월 미국은 해양 인프라 운영비 문제로 인해 수십년간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IODP(Integrated Ocean
Drilling Program, 해양시추 국제공동연구)를 탈퇴하여 기존 EU, 일본 등 해양연구 선진국 컨소시엄에 큰 충
격을 주고 있음. 일본은 ‘90~’00년대 補正予算(추경예산, 국채 충당)을 통해 선박건조 등의 경기부양형 H/W
확보에 주력하였으나, 최근에는 H/W 건설 정책으로 인한 중장기 운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운항기간을
축소하고 선박개수를 줄이는 실정임. 20여년간 장기불황 등의 여파로 최근에는 연구원 인건비, 연구선 운영
비 부족 등 S/W예산(장기지원예산)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줄이고 자체운영비 확보방안을 요
구하는 등 H/W-S/W의 불균형과 같은 구조적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음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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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이용일수 축소93)를 추진 중에 있다.

[그림 4-8] 일본 공공연구선의 운영일수 및 항차조정 계획
출처 : JAMSTEC (2016.10)

또한, 일본, 미국 등 해양연구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작고 범부처 차원
의 연구선 공동활용·조정기관이 부재하며, 부처별/기관별로 독자적 운영·활용체제를 취하고
있는 등 공공연구선의 운영효율성이 타 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분야
글로벌 기초연구를 위해 대규모 건조예산을 시급히 투자하고 지속적인 운영예산을 투입해
야 될 당위성 및 시급성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국외 연구자 참여기회 관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공공연구선 공동활용체제가 미흡한 상태에서 신규 쇄빙선
을 추가로 투입할 경우, 국내 연구자보다는 해외 연구자에게 활용기회가 더 돌아갈 우려도
상존한다.
93) 일본의 공공분야 연구선 총괄조정기관(JAMSTEC)에서는 ‘16년 신규 물리탐사선 건조(Kaimei) 이후에도 선
단을 규모를 축소 조정(7→6ships)하였음. 이는 중장기적인 연구선 운영비 부담으로 인한 것이며 기관 내부
항차에 비해 외부(open)항차 지원규모가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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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기관별로 연구선을 소유·운영하고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체제이므로,
소유주가 우선시되는 활용계획(연구항차 구성)에 따라 운영된다. 연 200억 원대의 현 쇄빙
연구선인 아라온호의 운영비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항차여유분 부족 및 소외 국내
연구자들의 용선료 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로 선박 소유주인 극지연의 연구항차를 우선적으
로 배정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극지분야 R&D지원은 정부출연연구소인 극지연에 집중되고 있고, 국내
외부연구자의 극지연구 관련 과제비 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소외 외부연구자
의 승선 기회는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우며 한계가 명확하다.
향후 신규 쇄빙선도 기존 아라온호와 같이 극지연 중심의 추진체제로 운영될 경우, 극지
연 외에 국내 연구인력의 참여가 활성화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국내 해양·대양
및 극지분야 연구자들이 쇄빙연구선에 승선·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려는 의향은 여전히 존
재하고 있다. 다만, 국내 대학·기관에서 공공연구선 운용을 통해 해양·대양 연구 활성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용선료 해결책 마련 등과 같은 연구 진입장벽에 대한 해소 노력이 연구선
공동활용체제 구축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요구된다. 쇄빙연구선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
에 대해 모두 국고로 지원받는 극지연을 제외하고는, 국내 외부인력이 자체 확보한 연구과
제비 규모로는 아라온호와 같은 대형 인프라(선박)를 임차하여 독자적 연구를 위해 운용하
는 것은 비용부담94)으로 인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국내 외부연구자 참여목적의
자유공모형 R&D95)규모는 극지연의 정부수탁·기관고유 사업(Top-down R&D)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약 1/10 수준) 만약 탑승기회가 부여되더라도, 높은 선박사용료 부담(약
3천만 원/일, 과제비의 20%까지 가능), 극지연 위주의 연구장비 구축 등으로 인해 국내 외

부 연구인력의 승선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96)
또한, 주관기관인 극지연 필요 수요에 기반하여 연구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관계로, 국내
외부 연구인력의 승선율(참여율) 제고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장비구축 방식, 지원
인력97) 확보, 외부사용 절차 등에서 실질적으로 외부의 연구수요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에 머물러 있으므로, 향후에 제2쇄빙선이 건조되더라도, 이에 대한 국내 연구인력의 승선
참여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다.
94) 연구과제비 총액에서 약 20%정도로 제한된 (선박)이용료 비중으로는, 아라온호 1일 운항비용이 2,000~3,000
만 원 수준을 감당하기 어렵다. 만약, 운항비용에 대한 극지연 지원이 없이 전액 연구과제 수행기관에서 부
담할 경우, 연 10억 원 수준의 초대형 연구과제에서도 약 10일 정도만이 아라온호의 대여·운용이 가능하다.
95) 해수부 연구선공동활용 자유공모과제(총 12억원, 용선료 4억 이내), 극지연 산·학 위탁과제(PAP, PIP 등 총
52억 원, 극지관련 한정, 용선료 미지원)
96) 일례로 ‘16년 연구선공동활용위에 아라온호 활용 신청한 극지연 외 국내 지원 과제는 0개임
97) (연구지원인력 예시) 실험실별 전담 technician, 숙련된 chief driller, ROV 운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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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편으로는 북극해 공동조사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외 연구자에게는 실비 외
선박 무상공여가 국제적 관례이므로, 타국 연구인력이 신규 쇄빙선을 활용하는 기회가 오
히려 넓어질 전망이다. 만약, 신규 쇄빙연구선이 추가 건조된 상태에서, 크게 증가될 운항
항차에 참여할 (독자 선박 대여·운용할 수준의 충분한 과제비를 확보하지 못한)국내 연구인
력 외부수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 국내 연구원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운
항하고, 북극해 연안국의 국외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에 신규 쇄빙선의 항차(탑승기회)가
주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극지연 주도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 활동에 참여의향
을 밝힌 국외 탐사연구(북극영유권 확보를 위한 해저지질조사 등)에 제공하는 용도로 활용
되는 기간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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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협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복수 쇄빙연구선의 운영전략과 관련하여, 복수선 운영 필요성 및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 명확한 근거 제시는 다소 부족한 편이었다. 우리나라 보다 경제규모
가 크거나 북극해 연안국인 국가와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여 복수의 (준대형급) 쇄빙선을 건
조하여 연중 운항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으며, 특히 국내 실익이
불명확한 북극 연안국과의 공동(지질)조사 중심의 운항계획의 적절성이 재원조달 관점에서
도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문시되는 부분이 존재98)한다.
사업계획 원안의 준대형급 쇄빙연구선 신규 건조는 단순 건조비(총 사업비)외에도, 매년
상당규모의 선박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가 최소 25년 이상 장기 투자되어야 하므로, 대형
인프라 운영 주체의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북극전용 쇄빙선 건조 이후 약 3.5배 증가99)될 극지 연구항해에 대해 부처의 극지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현재 아라온호 수준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주관기관의 논리
에 의거하더라도, 현재 아라온호의 활용도 수준(100%이상, 연구수요 포화100))으로 제2쇄빙
선도 선박 활용도가 매우 높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제2쇄빙연구선 운용시 추가로 요구되
는 연구비 투자 필요 규모는 연간 약 434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표 4-6> 단수 및 복수 쇄빙선 운영 시 추가 R&D투자 필요액 추정결과
단일쇄빙선 소요액(아라온호, ‘15년 기준)

복수쇄빙선 추가소요액
연간 수행
구분
과제당
과제당 항해 연간 총 연구 연간 총 연구
연간 필요
과제수
연구비(a)
일수(b)
항해 일수 (c) 항해 일수 (d)
연구비
(e=d/b)
231일
65일
예타조사
17.4억원
8.4일
434억원
(북극 138,
27.5개
(북극 27,
추정
(평균)
(평균)
(122×c÷d)
남극 93)
남극 38)
308억원
부처소명
18.9억원
14.2일
상동
상동
16.3개
(a×e)
(‘16.12) (적정 연구비) (적정 항해일수)
출처 : 부처소명자료(2016.12)를 재정리

98) 수차례 소명자료에서 준대형급 쇄빙선 건조 명분으로 삼고 있는 ‘콜드러쉬’라는 이슈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
치가 있는지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12,000톤급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 외에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규모 조정을 포함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함
99) 사업계획서 상 아라온호는 현재 국내 북극 운항수요의 약 75%(평균 27일, 승선신청일수 대비 약 9일 부족)
를 소화하고 있으며, 제2쇄빙선을 통한 북극운항 증가일수는 제출자료에 따라 138~146일로 제시됨
100) 현재 아라온호의 북극 연구수요 해소율이 75%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북극연구 포화율은 133%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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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규 쇄빙선 도입 시 3.5배 이상 증가할 연구항해 일수에 따라 선박 운영비 외에
도 부처의 R&D예산 증액도 뒷받침되어야 현 수준의 활용도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단
순히 동 사업 총사업비와 같은 선박 건조비 확보 가능성 외에도, ‘북극연구 확대를 위한 해
수부의 극지 투자 포트폴리오’와 같은 향후 25년간 복수 쇄빙선 운영비와 연구개발비의 조
달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을 부처에 요구한 바가 있으며, 동 예
타 조사기간 동안 이에 대한 의구심101) 해소를 위해 구체적 근거 확보를 요청하였다.
한편, 예타 조사 기간 중 주관부처는 추가 소명자료(‘17.5)에서 제2쇄빙선 신규운용 시 필
수적인 극지분야 연구비 투자확대 계획을 일부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단계적 투자 감소가 예상되는 항만 등 SOC 예산(非연구개발예산)등을 축소하여 연
구개발 분야로 재투자할 계획을 밝힘과 동시에, 복수 쇄빙선 건조 이후 추가로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극지분야 R&D예산 비중(해수부 전체 R&D예산 대비)을
현재 17%102)에서 ’22년까지 최대 23.5%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전망(계획)을 제시하였다.

<표 4-7> 부처 연구개발 예산 중 극지분야 투자 계획
구분

‘16년

‘17년

…

‘22년

극지분야 연구개발예산(A)*

973억 원

1,010억 원

…

1,506억 원

해수부 연구개발예산(B)*

5,723억 원

5,935억 원

…

6,408억 원

극지분야 비중(A/B)

17.0%

17.0%

…

23.5%

* ‘18년 이후 예산 추정치는 ‘15~1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정부 R&D투자증가율(1.7%)을 반영
출처 : 부처제출자료 (2017.5)

위 주관부처 투자 계획에서 제시된 재원조달 방안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원안 수준의
규모·활동을 위한 재원수준으로는 부족하였으나, 일정 수준으로 축소 조정된 대안을 선택할
경우 향후 복수 쇄빙선 도입으로 인한 필수 연구비·운영비의 확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준대형급 쇄빙연구선이라는 ‘규모’와 아라온호 수준의 활용도 달성이라는 ‘활
용도’ 모두를 취하는 원안의 재원조달 가능성은 설명되기에 불충분하였으나, 선박규모 및
활동기간·목적을 다소 축소된 대안을 선택하여 복수의 쇄빙선을 운영할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01) “신규선 건조 이후 이를 활용한 신규 R&D과제 수행 가능”과 같이 먼저 쇄빙선과 같은 대형 인프라를 건
조한 후, 이에 필요한 예산은 향후에 추가로 정부 예산당국에 요구하는 전략을 취한다는 우려도 있음
102) 2017년 해수부 극지분야 R&D예산 1,010억 원(극지연 출연금 870억 원, 국가R&D사업 14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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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도적 위험요인
동 사업과 관련된 법·제도적 위험요인은 향후 쇄빙선이 운용될 북극해역에서 발효될 북
극관련 국제규범인 Polar Code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쇄빙선 건조가 착수
될 경우, 2017년에 공식 발효된 Polar Code 시행을 고려하여 설계가 진행될 예정에 있으
므로, 현재 법·제도적 위험요인 존재 가능성은 낮은 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8> Polar Code 내용
구분
안전조치
(Part Ⅰ-A)

오염방지
조치
(Part Ⅱ-A)

내용
- 안전한 항해를 위한 강제사항을 다룬 파트
- 총 1장~13장으로 구성되며, 안전한 설계, 운용, 건조, 위험, 인명, 인증, 운항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수록(각 장의 구성 : 목적/기능적 요구조건/규정 및 요구조건)
- 극지선박의 운항에 따른 발생 가능한 오염 및 오염을 완화 시키기 위한 파트
- 총 1장~5장으로 구성되며, 기름, 유해액체, 오수, 쓰레기 오염에 대한 완화조치 및 규정
내용을 수록

출처 : 기획보고서

[그림 4-9] Polar Code 구성
출처 : 기획보고서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95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비용 추정
1. 사업계획서의 소요예산
사업계획서 상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2,856억 원(전액 국고)로 제시되었으며, 사업 1단계에
95억 원, 사업 2단계에 2,761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다. 사업 1단계에 포함된 요소기술

개발 외에는 설계비, 선박 건조비, 장비구축비, 부대비용 등 대부분 예산이 사업 2단계인
선박 건조 단계에서 투입되는 비용이다.
1단 계

2단 계

개념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상세설계 및 건조

제 2쇄 빙 선 임 무 와
규모, 기능, 투자
계획, 요소기술 개발

성과품 검토,
건조사양서, 주요
도면 작성, 요소기술
개발

건조사 확정,
건조공정 관리,
시운전 및 제반
시스템 검증

[그림 5-1] 동 사업 수행단계 및 주요내용
출처 : 기획보고서

<표 5-1>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 및 소요계획
구분

제1단계

금액(백만 원)

수행기간

비고(중복)

개념 및 기본설계비

3,000

2017.01 ~ 2017.12

12개월

건조로드맵

500

2017.01 ~ 2017.12

12개월

Ⅰ

1,000

2017.01 ~ 2017.12

Ⅱ

2,000

2018.01 ~ 2018.12

실시설계비

3,000

2018.01 ~ 2018.06

6개월

건조비

236,599

2018.07 ~ 2021.12

42개월

부대비용

39,488

2018.07 ~ 2021.12

42개월

총 건조사업비 합계

285,587

2017.01 ~ 2021.12

총 60개월

요소기술개발

제2단계

출처 : 기획보고서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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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 1단계(‘17~’18)는 쇄빙선 개념·기본·실시설계비 및 요소기술 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5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제시되었다.
<표 5-2> 동 사업 1단계 세부 내용
진행내용

소요금액

세부 내용


제2쇄빙연구선 임무설정, 규모·기능선정, 제원확정·항목별
요구사항
건조사업의 추진체계 및 추진방안 마련
기초 건조선가내역서, 건조사양서, 초기도면 완성(실시설계
기초자료)

개념설계/
기본설계

30억 원




건조로드맵

5억 원



설계, 건조, 운영 및 활용방안 등 전주기적 세부 추진계획

요소기술
개발

30억 원






빙-선체구조 해석 및 안전설계 평가기술 개발
빙성능 최적화 및 시험평가 기술 개발
방한성능 실용화 및 기술표준화 기술 개발
실해역 안전항해 및 실선 성능 검증 기술 개발

실시설계

30억 원





개념 및 기본설계에 따른 성과품 검토
건조입찰 및 감리수행 위한 기초자료생산, 평가방안 수립
예정 건조선가내역서, 건조사양서 및 도면 완성

출처 : 기획보고서

2단계(‘18~’21)사업비는 선박건조비, 장비구축비 및 부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61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제시되었다.

<표 5-3> 동 사업 1단계 세부 내용
진행내용
건조비
(재료+노무비)

소요금액

세부 내용

2,052억 원 

연구·탐사
장비 구축비
(+노무비)

314억 원

부대비

395억 원

선각(선박골격), 화물장치, 외장공사, 설비공사 등



연구공간 구축(건식·습식), 연구·탐사 장비 구축(해양연구장비,
지구물리탐지·음향장비, 해양지질/생물관측), 연구지원 장비 구
축(해양윈치, CTD 지원장비, 탄성파 탐사지원장비)



감리비, 감독비, 제세금, 초기운영비 등

출처 : 기획보고서

부처는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박 건조비는 기존 실적선인 아라온호와의 주요 제원
비교를 통해 소요비용을 추정하여, 총 2,366억 원으로 제시되었다. 아라온호 기준으로, 총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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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등 선박 규모가 확대됨을 고려하여 선체중량비, 크레인용량비, 체적비, 마력비 등 각 구
성항목별 비율과 물가인상률(1.27) 및 사양강화율(1.1)을 반영하여 재료비 및 노무비가 추정
되었다.
<표 5-4> 아라온호와 제2 쇄빙연구선과의 주요제원 비교
항목

주요제원

쇄빙능력

환경조건

아라온호

제2 쇄빙연구선

길이

95.0m

120.0m

폭

19.0m

22.5m

깊이

9.9m

-

흘수

6.8m

8.5m

총톤수

약 6,950톤

약 12,000톤

Ice class

KR Polar 10
1.0m x 3노트

KR/DNV Polar 20
2.0m x 3노트

기온

-30℃

-45℃

수온

-2 ~ 35℃

상대습도

90%

-

주기관

약 10,000kw

약 20,000kw

추진방식

Twin azimuth

Twin system (azimuth type)

경제항해

12노트

13노트

항속거리

약 20,000해리

약 20,000해리

항속기간

약 70일

약 74일

승선인원

85명

120명

추진체계
속력
항해
인원

-

출처 : 기획보고서

장비구축비의 경우, 연구·탐사장비 구매·설치 등을 턴키방식으로 선사에 일괄 발주할 예
정이며, 이로 인해 아라온호 대비 비용이 상승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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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사업계획서의 제2쇄빙선 건조비 중 재료비 산출결과
항목

재료비(백만 원)

산출근거

비고

선각공사

11,968

o 선체중량비 : 약 1.73배
o 물가인상률 : 27%('08년~'14년, 년 3%)
o 환경요구조건 등 사양강화: 10% 반영

선체 중량비(1.73) ×
물가인상률(1.27) ×
사양강화(1.1)

화물장치

3,680

o 크레인용량비 : 약 2.0배
o 물가인상률 27%, 사양강화: 10% 반영

크레인 용량비(2.0배) ×
물가인상률(1.27) ×
사양강화(1.1)

외장공사

17,304

o 체적비 : 1.87배
o 물가인상률 27%, 사양강화: 10% 반영

체적비(1.87배) ×
물가인상률(1.27) ×
사양강화(1.1)

갑판배관

2,171

o 체적비 : 1.87배
o 기관마력비 : 2.0배
o 물가인상률 27%, 사양강화: 10% 반영

체적비와 마력비 평균
(1.94배) × 물가인상률
(1.27) × 사양강화(1.1)

선실의장

10,541

o 탑승인원비 : 1.41배
o 갑판면적비 : 1.5배
o 물가인상률 27%, 사양강화: 10% 반영

탑승인원비·갑판면적비
평균(1.45배) × 물가인
상률 × 사양강화

기관공사

77,100

o 기관마력비 : 2.0배
o 물가인상률 27%, 사양강화: 10% 반영

기관마력비(2.0배) ×
물가인상률(1.27) ×
사양강화(1.1)

전기공사

9,578

o 발전기 용량비 : 2.0배
o 물가인상률 27%, 사양강화: 10% 반영

발전기 용량비(2.0배) ×
물가인상률(1.27) ×
사양강화(1.1)

탐사장비

30,870

o 아라온 연구장비 : 50.9억원+ 170.1억원
o 물가인상률 27%, 사양강화: 10% 반영

연구장비 금액 × 물가
인상률 × 사양강화(1.1)

소계

163,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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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사업계획서의 공사원가(건조원가) 산출 결과
금 액(백만 원)

구 분

공사비
(장비비 포함)

제경비

재료비

노무비

소계

선각공사

11,968

12,108

24,076

화물장치

3,680

501

4,181

외장공사

17,304

2,911

20,215

갑판배관

2,171

909

3,080

선실의장

10,541

1,518

12,059

기관공사

77,100

2,695

79,795

전기공사

9,578

2,439

12,017

탐사장비

30,870

535

31,405

소계(a)

163,212

23,616

186,828

직 • 간접경비

14,004

일반관리비

4,016

이윤

10,242

소계(b)

28,262

비 고

원 가

215,090

(a+b)

부가가치세

21,509

원가의 10%

총 건조원가

236,599

출처 : 기획보고서

건조비 외 사업 부대비는 감리비, 감독비, 제세금 등을 포함하여 394.88억 원으로 계상되
어있다. 감리비용은 세부 구성금액의 평균값을 토대로 2,945백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감
독비용은 수행기간, 사양강화율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사업비 예비비를 포함시켜 28,499백
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제세금은 취득, 등록, 지방, 농특세 등을 포함한 8,044백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총 사업비와 별도로 향후 약 25년간 운영비가 소요된다. 사업계획서에는 제2쇄빙선
의 연간 운영비를 규모(톤수 등) 및 승선인원의 증가를 근거로 기존 아라온호에 비해 약
47% 상승한 221.5억 원 수준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인건비는 결빙지역의 항해 및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선원수를 36명(예비원
포함)에서 44명으로 확대하여 계상하였다. 쇄빙연구선의 특성상 주로 결빙지역을 항해하고
고립성, 위험성 등에서 특수 선박임을 고려하여, 주요 선박 중 선원 임금대우가 높은 LNG
운반선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육상지원 인력은 기존 아라온호의 지원인력과 공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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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방향으로 하여 최소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유류비의 경우 선박 무게(12,000톤급) 및 이동항해/연구항해/정박 시 속도에 따른 유류소
모량을 예상하여 추정되었다. 이동항해 102일(동절기 연구항해 및 교육 8일 포함), 연구항해 89
일(동절기 연구항해 제외 및 시험항해 포함), 기타 정박 174일(기항, 교육, 입거수리 및 예비일 포
함)로 추정하고 있다.
<표 5-7> 사업계획서의 제2쇄빙연구선 유류비 추정 결과
산출액

추정액
(천 원)

세부내역

10,678,150

금액(천 원)

1. 이동항해 : 49톤 × 1,150천원 × 102일

5,747,700

2. 연구항해 : 27톤 × 1,150천원 × 89일

2,763,450

3. 정

1,600,800

박 : 8톤 × 1,150천원 × 174일

4. 윤 활 유 :

230,000천원 × 2회

460,000

5. 항 공 유 :

59,000리터 × 1.8천원

106,200

출처 : 기획보고서103)

일반 운영비는 아라온호와 비교하여 승선인원수(5명) 증가로 인한 비용, 고가 장비탑재
개수 증가, 대형화된 선박보험비 등으로 인해 상당부분 증가시켜 제시하였다.
<표 5-8> 사업계획서의 제2쇄빙연구선 연간 운영비 추정 결과

연간운영비
(천 원)

구분

아라온호

제2쇄빙연구선

비고(증가액)

인건비

2,524,995

2,971,121

446,126

유류비

5,699,150

10,678,150

4,979,000

일반 운영비

4,991,549

6,018,780

1,027,231

선박유지비

1,825,000

2,480,000

655,000

합계

15,040,694

22,148,051

7,107,357

출처 : 기획보고서

한편, 건조 마지막 년도인 2021년에는 사전 선원투입을 통한 쇄빙시험 및 종합시험항해
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운영비로 총 12,064백만 원을 제시하였다.
103) - 12,000톤급 Heavy Lift Carrier(DP1) 선박으로 12노트 운항 시 평균 45톤의 연료 소모를 가정
- 아라온호의 유류소모량은 이동항해 시 25톤, 연구항해 시 14톤(이동항해 대비 56%)임을 고려하여 제2쇄빙선
유류비 추정은 이동항해 시 49톤(주-1 및 속력 13kns 적용), 연구항해 시 27톤(이동항해 대비 56%) 적용
- 제2쇄빙연구선에는 아라온호보다 더 큰 규모(1.6배)와 더 많은 첨단 전자제품을 구비하는 것을 고려하여,
아라온호의 정박 시 유류소모량(4톤)의 2배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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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2,856억 원으로, 2046년까지 건조 후 25년간 운영비를 포함한 동
사업의 총비용은 8,218억 원으로 제시104)되었으며, 현가로는 4,013억 원 정도이다. 동 사업
은 쇄빙선 건조비 285,587백만 원외에 사업 종료 후 쇄빙선의 운영비로도 향후 25년간 매
년 22,148백만 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2021년에는 6개월분의 운영비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
되었으나 총사업비에는 미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104) 건조비용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 부대비용에서 제세금은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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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사업비 추정
가. 개요

현재 개념설계 미비로 인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총사업비는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선박공사비 원가는 ‘개념설계 단계’에서 추정하거나, 기본·실시설계에
의해 작성되는 ‘자재내역서’에 의거하여 산정하게 된다. 선박, 특히 쇄빙선은 수많은 재료·
장비로 구성되는 종합구조물(시스템)로서 정확한 선가 산출을 위해서는 설계도면 등 관련 자
료에 대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5-9> 선박의 설계과정
구분

내용


개념설계 및
초기설계




기본설계
(기능설계)




상세설계





생산설계



선주로부터 제시된 요구사항, 즉 화물의 종류, 적재능력, 크기, 선속, 선체구조 강도,
예상항로 등을 만족시키는 최적 선박의 개념을 도출하는 과정
개발된 제반 선박의 성능을 과거에 건조된 선박의 실적, 계산, 실험 등을 통하여 입증
하는 과정을 거쳐 선박의 기본 성능과 주요 기자재의 사양을 확정하는 설계
선체구조의 구체화, 기관실의 주기관을 비롯한 각종 장비의 배치, 배관계통도, 전기장치
의 배치, 전선계통도, 갑판장비의 배치, 항해장비, 거주 설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각종 도면과 계산서, 사양서 등은 선주의 승인을 받게 되고, 안
전성 관련 도면은 선급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기본설계가 확정되면 생산을 위한 준비단계로 생산현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본설계 결과를 각 서브시스템별 도면으로 상세히 표현하는 과정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정확한 수량, 기자재의 발주사항 등이 도출되어 자재발주가
이루어지고 생산계획을 위한 자료가 공급됨
상세설계 결과를 작업자나 공작장비 운전에 필요한 생산정보로 정확히 도출하는 과정
선체선도를 현척(과거에는 거의 선박을 현척으로 현도하였음), 또는 축척으로 현도하거
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처리하여 NC 가공정보를 도출하는 과정이 포함됨
공작 순서, 방법, 부재의 연결과 치수 등을 표시한 공작도, 각종 기계장비의 부착 상세
도 등이 도출됨

출처 : 국립해양조사원 웹사이트 (http://sms.khoa.go.kr/UOC/industry/building/building.asp)

그러나 개념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가용재원범위로 인한 쇄빙선 사양변
경(연구장비·시설 포함), 연구·항해수요에 따른 설계변동, 이로 인한 일정지연 등의 발생 가
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총사업비 변동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 플랜트와 같이 동 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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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선과 유사한 시스템·인프라 건설에서는 기획·탐색단계(개념설계이전 단계, ‘class 5’)에서

추정비용의 변동가능 폭은 사업비의– 50%에서 +100%까지도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표 5-10> (비용추정 사례) 화학 플랜트 건설에서의 비용추정 등급 매트릭스
class 구분

플랜트 구축
생애 주기

추정비용의 활용

Class 5

기획/탐색

프로젝트(건설) 기획 및 조사

Class 4

개념설계

프로젝트(건설) 타당성 검토

Class 3

기본설계

프로젝트(건설) 투자여부 검토·승인

Class 2

상세설계

프로젝트(건설) 공사 입찰

Class 1

(건설·구매)

실제 공사비 및 기자재구매비 추정

추정비용 불확실성*
(L: Low, H: high)
L: -20%~ -50%
H: +30%~ +100%
L: -15%~ -30%
H: +20%~ +50%
L: -10%~ -20%
H: +10%~ +30%
L: -5%~ -15%
H: +5%~ +20%
L: -3%~ -10%
H: +3%~ +15%

* 선정된 기술의 성숙도, 비용 산정 데이터의 우수성 및 확보 여부 등에 따라 추정된 프로젝트 비용의 불확실성
편차는 매우 크며, 제시된 불확실 편차는 각 등급에서 제시된 비용이 예비비를 포함한 실제 프로젝트 소모 비용
과의 상대적 차이를 나타냄
출처 : AACE Cost estimate classification system (2011)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기존 실적선인 아라온호를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추정하였다.
동 사업의 경우 개념설계 수행 이전 단계로 선박의 기본 성능과 주요기자재 등의 사양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 주관부처의 제출 자료를 통해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개념설계 이전’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사
용가능한 방법인, 기존 유사선박 또는 기준선박의 실적선 자료를 기준으로 건조선가 및 비
용을 추정하였다.
총사업비는 크게 선박건조비와 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박
건조비는 구성내역별로 나누어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총사업비의 추정은 선박의 설계 및 건
조비용 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연간운영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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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동 사업의 총사업비 주요항목 및 총비용 항목
구분

비용항목
선박 공사비
장비구축비

쇄빙선 건조비

제경비
부대비·설계비
(시험운항비, ‘21년)

연구개발비
쇄빙선 운영비

요소기술개발(R&D)

사업기간(A)
○

운영기간(B)

○
○
○
○
○

선박 운영유지비
장비 운영유지비

○
○

총사업비=(A), 총비용=(A)+(B)

쇄빙선 건조비와 관련하여 선박 공사비, 장비구축비, 제경비, 부대비(설계비 포함)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총비용은 총사업비 외에 쇄빙선 운영기간(25년, ‘22~’46) 내 소요비용을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쇄빙선 운영비와 관련하여 선박 운영유지비 및 장비 운영유지비로 구
분하여 검토하였으며, 선박 운영유지비는 쇄빙선의 특수성과 민간선박 사례를 참고하여 유
지보수비·인건비·유류비·관리비 설정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장비 운영유지비는 사업계획
서상 제시된 항목을 재분류하여 재투자비, 유지보수비, 운영비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나. 건조비 추정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박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제경비)를 산출한다.
공사비 세부항목별 기준단가가 과거 2009년 아라온호 건조 당시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
해서는, 2014년까지의 설비투자지수 변동105)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동 사업은 2015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에 해당하므로, 공사비는 2014년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노무비도 2014
년의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였다. 물가 변동 등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비투자
지수 외에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도 함께 적용106)하되, 실적선 건조당시에 비해 주재료 가
격이 크게 변동된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단가 인하 분으로 대체하여 반영하였다. 재료비
105)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디플레이터)항목 중 ‘선박’은 설비투자에 해당하여 ‘설비투자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
이 적합하며,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건설업 GDP 디플레이터(설비투자지수 변화율)를 적용하여 산정
106) 최근 5년(‘10~’14) 소비자물가지수×설비투자지수 변동률(=1.14492)에 따라 14.5%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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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후판단가의 영향이 큰 선각공사, 외장공사, 갑판배관 등이 이에 해당하며, 기준년도인
2014년의 평균단가인 $911/톤을 적용하였다. 극한환경 운영을 위한 사양강화율(10%)은 관련

성이 낮은 항목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크레인 등 화물장치와 다중선급(구조해석 엔지니
어링)에서 사양강화율을 반영하여 비용을 산정하였다.
<표 5-12> 2008～2015년 조선용 후판 가격 동향(단위 : $/톤)
‘08상 ‘08하
1,182

1,418

‘09상 ‘09하
722

‘10상 ‘10하

660

830

823

‘11상

‘11하 ‘12상 ‘12하 ‘13상

1,093

1,046

984

816

791

‘13하 ‘14상 ‘14하
787

918

904

‘15상
684

* 미국 내수가격(중서부) 연말기준
출처 : 국가지표체계 웹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43)

이를 통해 기준선박(아라온호) 건조당시에 비해 주재료 단가 하락, 물가변동, 설비투자변
동, 사양강화율 등을 고려하고, 과대 계상된 부분을 조정한 결과, 선박 제조원가는 부처 안
대비 541.8억 원이 감소한 1,466.52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제조 원가 중 선박 재료비 및 노무비의 세부항목별 검토 결과는 각각 다음과 같다.
선각공사 재료비의 경우, 선체 중량비 외에 기준 선박 건조시점 대비 재료비 변동률 및
설비투자변동률을 보정하여 24.34억 원이 감소한 53.33억 원으로 산정하였고, 노무비는
51.12억 원이 감소한 111.97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화물장치 재료비는 크레인 용량비 및 사양을 조정107)하고 물가변동률 및 설비투자변동률
을 보정하여(사양강화율도 고려), 24.89억 원이 증가한 64.39억 원으로 산정하였고, 노무비는
3.76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의장공사 재료비는 단순 선체 체적비가 아닌 자재 물량증가 개수 및 물가변동률 및 설비
투자변동률을 보정하여 59.73억 원이 감소한 108억 원으로, 노무비는 22.15억 원으로 각각
산정되었다.
갑판배관비는 선체 체적비·마력비가 아닌 갑판 면적비 및 물량 증가를 고려하여 17.2억
원으로, 노무비는 8.8억 원으로 각각 산정되었다.
선실의장비는 탑승인원비·갑판면적비를 통한 산정방법은 재료비에만 반영하고, 노무비에
서는 선실면적비를 반영하여 각각 86.4억 원, 18.84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기관공사 재료비는 향후 개념·기본 설계과정에서 확정될 잠정치를 반영하고, 물가변동률
및 설비투자변동률을 보정하여 578.84억 원으로 산정하였고, 노무비는 26.96억원으로 산정
되었다. 다만, POD시스템으로의 변경 및 발전기 대수 증가를 고려하였으나, 향후 탑재될
107) 부처는 크레인 용량비를 반영하여 비용을 산정하였으나, 구매비용이 단순히 용량 대비 정비례하여 상승하지
는 않으므로 제2쇄빙선의 내한온도조건(-45도) 및 이에 따른 재질(5배 내외 고가자재) 등을 고려하여 재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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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사양이 최종 확정되지 않음을 감안할 때 기관 공사비의 변동가능성은 존재한다.
전기공사비는 발전기 용량비를 통한 산정방법이 아닌, 전기설비 증가, 케이블 물량 증가,
POD시스템 변경 등을 고려하고 물가변동률·설비투자변동률을 보정하여 재료비 46.47억 원,

노무비 63.41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그 외에,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반영하지 않은 간접노무비, 도입제비용, 상세·생산설계비
(실시설계비 포함, 노무비에 포함)를 각각 25.79억 원, 28.64억 원, 112.5억 원을 추가 반영하

였다. 또한, 당초 재료비로 반영하였던 연구장비 구축비는 대부분 국외 구매를 통해 구축되
는 특성상 본 예타 조사에서는 제조원가와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장비 노무비
는 기존 아라온호 때와 달리 일괄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이를 감안(4배)하여 산
정하였다. 세부 내역은 뒷부분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또한, 제경비 항목의 경우 직·간접경비에 해당하며, 부처가 제시한 산출과정 중 일부 오
류108)를

수정하여 55.68억 원이 감소한 84.36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선박 제조원가 세부항목별 상세 검토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13> 선박 제조원가 검토안 산출근거
항목

구분

금액(백만 원)
부처안

검토안

재료비

7,767

5,333

노무비

16,309

11,197

재료비

3,950

6,439

노무비

231

376

재료비

16,773

10,800

노무비

3,442

2,216

재료비

2,038

1,720

노무비

1,042

880

재료비

9,900

8,640

노무비

2,159

1,884

선각공사

화물장치

의장공사

갑판배관

선실의장

산출근거
∙
∙
∙
∙
∙
∙
∙
∙
∙

선체 중량비(1.6)
기준년도 후판 평균단가 적용 및 타 항목 재료비 보정(0.641)
설비투자지수 보정(5%)
노무단가 인상률 반영(14.3%)
크레인 용량 및 사양 조정(3.882)
소비자물가지수·설비투자지수(1.145)
사양강화(1.1) 수용
크레인 용량비 조정(1.5)
노무단가 인상률 반영(14.3%)

∙ 물량증가(1.424)
∙ 소비자물가지수·설비투자지수(1.145)
∙ 노무단가 인상률 반영(14.3%)
∙ 갑판 면적 및 물량 증가(1.871)
∙ 소비자물가지수·설비투자지수(1.145)
∙ 노무단가 인상률 반영(14.3%)
∙
∙
∙
∙

탑승인원비와 갑판면적비 평균(1.45)
소비자물가지수·설비투자지수(1.145)
선실면적비(1.80)
노무단가 인상률 반영(14.3%)

108) 직·간접경비를 체적비(1.87)를 통해 산정하는 단순한 경비 산정방법은 설정근거가 부족하므로 개념설계 실
시 이후 비용 재산정이 필요함. 다만, 극한지역에서 활용되는 특수선박임을 감안하여 구조해석 엔지니어링
절차 등 다중선급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여 사양강화율(1.2)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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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금액(백만 원)

산출근거

부처안

검토안

재료비

76,244

57,884

노무비

3,551

2,696

재료비

5,082

4,647

노무비

6,935

6,341

재료비

31,405

0

도입제비용 재료비

0

2,864

∙ 자재운반비, 보험료(재료비의 3%)

간접노무비 노무비

0

2,579

∙ 직접노무비의 7%

기관공사

전기공사

연구장비
구축비

∙
∙
∙
∙

POD System 변경 및 발전기 대수 증가(1.832)
소비자물가지수·설비투자지수(1.145)
발전기 대수 증가(2.0)
노무단가 인상률 반영(14.3%)

∙
∙
∙
∙
∙

전기설비 증가(1.184)
소비자물가지수·설비투자지수(1.145)
전기케이블 물량 증가(1.94)
POD System 변경(2.68)
노무단가 인상률 반영(14.3%)

∙ 소비자물가지수·설비투자지수(1.145)
∙ 일괄계약 비용상승 반영(재료비 1.1, 노무비 4.0)

연구장비
노무비

노무비

0

469

상세생산
설계비

노무비

0

11,250

∙ 기본/실시설계 포함

제경비
(직/간접경비)

14,004

8,436

∙ 사양강화율 반영(1.2)

제조원가
합계

200,832

146,652

△ 54,180백만 원 (감소)

다음으로, 일반관리비 항목은 공사비(재료비(장비구축비 포함) 및 노무비)+직간접경비)의
2%를 반영하여 29.33억 원으로, 이윤은 (공사비+직간접경비+일반관리비)의 5%를 반영하여
74.79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선박 공사원가는 당초 2,150.9억 원에서 580.26억 원

이 감소한 1,570.64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다음으로, 부대비를 검토하였다. 부대비 구성 항목에는 설계비(개념·기본설계), 건조로드
맵 작성, 감리비, 감독비, 제세금, 시험운항비 등이 포함된다. 예타조사에서는 부처가 제시
한 산출근거 및 도출과정 중 일부 오류를 수정하여 산정한 결과 162.52억 원이 감소한 148
억 원으로 도출되었다. 세부항목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설계비 항목을 검토하였다. 설계비에는 개념설계비와 선급 인증 비용이 포함되며,
기본설계 이후 설계과정은 외주업체 결과를 반영하는 것보다 조선소(상세·생산)설계에서 함
께 진행하는 것이 비용 및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건조로드맵 비용(외부용역)은 보고서
작성 외 빙(ice)모델 테스트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시설계비는 상세·생산설계
비에 포함되므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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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비(설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공사비 요율방식을 적용하고, 감독비
(건조)는 아라온호 실적치와 건조기간 연장 및 물가변동률을 고려한 결과, 각각 20.24억 원,
33.36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제세금은 취득세/지방세/농특세를 공사원가의 각각 3%, 0.2%, 0.2%를 적용하여 53.4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시험운항비의 경우 부처는 이를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실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마지막 년도에 선원 투입을 통한 운영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명시(6개월 내외)하
고 있는 등 실제 총사업비에 미반영된 오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비용 반영에 앞서 일부 내
용상 재정의가 필요한 부분도 나타났다. 즉, 시험운항(시운전 및 보수)직접경비에는 Shop
Test, On-Board, Sea-Trial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오작동 및 추가작업 요구 시 필요한 보

수비용은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
여 적정 시험운항비에 대해 각계 전문가 자문 의견을 종합한 결과 30억 원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총사업비에 추가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공사원가와 부대비를 합한 총 건조공사비는 742.78억 원이 감소한 1,718.64억
원이며,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총 건조공사원가는 1,890.50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사업계획서 상의 예비비 산정과정에 일부 오류가 존재한다. 예비비를 감독비 항목
에 오반영하여 감독비용이 크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수정109)하여 반영하였으며, 총
건조공사원가의 10%를 반영한 189.05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총 건조공사사업비는
2,079.55억 원으로 산출된다.

연구장비 구축비는 기존 장비와 동일·유사기종에도 불구하고 장비가격이 과대계상 되었
거나, 장비구축 필요성이 낮은 장비 26여종에 대한 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317.8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사업주관기관(극지연)은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추가제출 자료에서 구축예정 장비 목록과
함께 총 68건의 장비구축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장비 견적가에는 기존 아라온호
구축비용 대비 사양강화, 물가변동률 및 설비투자변동률을 보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장비 간 목적·기능이 중복되거나, 기존 대비 성능향상이라는 취지로 과도
한 비용상승(예: 기존가 대비 10배 이상)되거나, 선박 목적과 맞지 않는 장비 등에 대해 비
용을 조정하거나 삭감하여 재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312.94억 원으로 도출되었다. 주관기관
추가제출안에서 일부 장비금액이 조정된 343.10억 원에 실제 견적 반영률(91.21%)을 적용한
값으로서, 주관기관안(381.37억 원)에 비해 68.43억 원이 감소된 결과이다.
109) 예비비 반영과정상의 오류를 수정한 결과, 실제 사업계획서상에서 의도한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2,855.87억
원 수준이 아닌 3,007.60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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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소기술개발비 검토

동 사업의 요소기술개발 과제는 당초 취지 상 수행기간 종료 후 선박건조에 실제로 활용가
능성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과제 내용은 관련 기관 고유사업과
유사성이 상당히 높으며, 신규 쇄빙선 건조에 활용하기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적절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요소기술개발 과제비용인 원안(30억 원)을 미반영하였다.
라. 총사업비 추정

총사업비를 최종 산정한 결과 원안 대비 615.07억 원이 감소한 2,392.49억 원으로 분석되었
다. 아래 표의 사업계획서 총사업비는 당초 부처 제시 사업비(2,856억 원)상의 오류를 수정한
금액이다. (사업계획 원안에서 예비비(10%)를 부대비용(감독비)에 포함시킨 것을 수정)
추정 결과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총사업비와 비교할 때, 대부분의 항목에서 변동 폭이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용 과다산정 외에도 개념설계 미비로 인한 총사업비의 불확
실성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표 5-14> 동 사업 총사업비 검토 결과 (단위 : 백만 원)
구분

항목

사업계획서(1)

검토안(2)

증감(2)-(1)

200,832

146,652

-54,180

선각공사

7,767

5,333

-2,434

화물장치

3,950

6,439

2,489

의장공사

16,773

10,800

-5,973

갑판배관

2,038

1,720

-317

선실의장

9,900

8,640

-1,260

기관공사

76,244

57,884

-18,360

전기공사

5,082

4,647

-435

연구장비구축

31,405

-

-31,405

도입제비용

0

2,864

2,864

소계

153,160

98,328

-54,832

선각공사

16,309

11,197

-5,112

화물장치

231

376

145

의장공사

3,442

2,216

-1,226

1. 제조원가

재료비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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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사업계획서(1)

검토안(2)

증감(2)-(1)

갑판배관

1,042

880

-162

선실의장

2,159

1,884

-275

기관공사

3,551

2,696

-855

전기공사

6,935

6,341

-594

간접노무비

0

2,579

2,579

연구장비노무비

0

469

469

상세‧ 생산설계비

0

11,250

11,250

소계

33,668

39,888

6,220

직/간접경비

14,004

8,436

-5,568

소계

14,004

8,436

-5,568

2. 일반관리비

총계

4,016

2,933

-1,083

3. 이윤

총계

10,242

7,479

-2,763

215,090

157,064

-58,026

개념‧ 기본설계비

3,000

600

-2,400

건조로드맵

500

500

0

실시설계비

3,000

0

-3,000

감리비

2,945

2,024

-921

감독비

1,499

3,336

1,837

제세금

8,044

5,340

-2,704

시험운항비

12,064

3,000

-9,064

소계

31,052

14,800

-16,252

6.건조공사비(A+B)

246,142

171,864

-74,278

부가가치세(10%)

24,614

17,186

-7,428

7.건조공사원가

270,756

189,050

-81,706

예비비(10%)

27,000

18,905

-8,095

건조공사사업비(D)

297,756

207,955

-89,801

0

31,294

31,294

3,000

0

-3,000

300,756

239,249

-61,507

제경비

4. 공사 원가(A)

5.부대비(B)

8.연구장비구축비(C)
요소기술개발(E)
총사업비(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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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비용 추정
총비용은 총사업비 외에 쇄빙선 운영기간(25년, 2022~2046년)동안의 운영비를 추가하여 산
정하였다. 동 사업에서 건조하고자하는 쇄빙연구선의 운영비는 크게 선박 운영유지비와 장
비 운영유지비로 구성되며, 주관부처에서 산정한 운영비에는 장비 운영유지비가 누락되었
으므로, 이를 추가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가. 선박 운영비 추정

선박 운영유지비는 부처 제시항목과 같이 인건비, 유류비, 일반운영비, 유지보수비(선박유
지비)로 구분하여 비용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선박 운영유지비는 적정 인건비 규모, 유류비
변동추이, 운영비 내역 등을 검토하여 2015년 아라온호 운영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검토
결과 연간 190.8억 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인건비는 선원 운영규모 및 인건비 책정방식이 다소 모호하
며, 선박관리업체의 위탁운영 방식을 감안할 때 1인당 임금규모도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여 인건비를 재조정하여 검토한 결과, 연간 26.82억 원으로 산정110)된다. 선원법에 의
한 법정휴가 부여, 극지 운항을 위한 우수 선원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예비원 인건비 책정
방식이 모호하며 예비원 인건비는 일정부분 추가 반영하였으며, 사업계획서 상에서 LNG운
반선의 정규직 임금과 비교하여 임금과 별도로 책정된 내역(일반 운영비 중 주부식비, 승선수
당 등)을 고려하면 인건비 규모는 10% 이상 과대 산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조정하였다.
<표 5-15> 사업계획서상의 인건비 제시안 (승무원 및 예비원, 지원인력 등)
구분

선원

직급 및 업무

인원

연봉(천 원)

연봉합계(천 원)

선장/기관장

2

174,377

348,754

1항사/전기장

4

131,583

526,330

2항사/2기사/전자사

3

88,428

265,283

3항사/3기사/전기사

3

73,984

221,951

갑판장/조기장/조리장

3

84,836

254,507

갑판수/기관수/조리수

7

68,140

476,983

110) 현재 44인으로 설정된 제2쇄빙선 선원 운영규모는 예비원 12인/육상지원인력 2인을 제외할 경우 30인이
나, 비교대상 선박(LNG운반선)에 비해 여전히 많은 수준임(※ 일반적인 대양운항 LNG운반선인 174,000
CBM(입방미터)급 선박의 경우에도 28~30인 탑승 (LNG운반선 290m, 17만t 급, vs. 아라온호 95m, 0.7만t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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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급 및 업무

인원

연봉(천 원)

연봉합계(천 원)

갑판원/기관원/조리원

8

68,059

544,473

합계 (①)

30

689,406

2,638,281

12

17,737

212,840

운항, 공무

1

72,000

72,000

행정

1

48,000

48,000

합계 (③)

2

120,000

예비원 (②)
지원인력

총 계 (① + ② + ③)

120,000
2,971,121

출처 : 기획보고서

유류비의 경우 IMO의 해양오염 규제추세를 고려하고, 사용예정 유종의 기준년도(2014년)
평균유가를 적용하여 연간 80.86억 원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사업계획서 상 유류비를 일반
유류비(이동항해, 연구항해, 정박 시 소모 유류비)와 기타 유류비(항공유, 윤활유)로 구분한
것을 수용하였다. 한편, 현재 사업계획서 상에서 제시된 제2쇄빙연구선의 추진기관은 디젤
엔진이며, 다양한 선박 연료유 중 저유황 연료유인 MGO111)를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북극해역은 현재의 오염물배출 규제해역(ECA)112)보다도 더욱 강화된 환경오염 및 배출가
스(SOx)규제가 이뤄질 ‘특수 제한해역’이므로, 사업종료 시점인 2021년 이후 동 쇄빙연구선
의 연료유로는 LS-MGO를 채택하여 비용을 재산정하였다. 2014년 기준 LS-MGO의 평균단
가는 톤당 843천 원($774.5/MT, Rotterdam Bunker Price 기준), 항공유는 리터당 0.856천
원(Singapore MOPS 기준)을 적용하여 비용을 산정하였다.
<표 5-16> 예비타당성조사의 유류비 추정 결과
추정금액
(천 원)

8,086,087

산출내역
세부내역

금액(천 원)

1. 이동항해 : 49톤 × 843천원 × 84일

3,469,966

2. 연구항해 : 27톤 × 843천원 × 138일

3,141,179

3. 정 박 : 8톤 × 843천원 × 143일

964,441

4. 윤 활 유 : 230,000천원 × 2회

460,000

5. 항 공 유 : 59,000리터 × 0.856천원

50,500

111) HFO(High sulfur Fuel oil, 황함유율 3.5%이상 고유황 연료유), MDO(Marine Diesel oil), MGO(Marine
Gas oil, 저유황 연료유(1.5%미만)), LS-MGO(low sulphur marine gas oil, Max 0.10% Sulfur Distillate) 등
112) IMO규제를 반영하여 2015년 1월부터 ECA(Emssion Control Areas) 해역에서는 황 함유량이 0.1% 이하의
까다로운 규제치가 적용되고 있음(해당 SOx 규제는 중고선까지 적용됨). 또한 ECA 해역을 제외한 여타 해
역에서도 2020년 이후에는 이러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예정 (출처: 일본 석유에너지기술센터,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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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운영비의 경우는 사실상 선원 인건비에 해당되는 항목이 추가로 반영되어 있고, 다
소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재조정하여 연간 58.32억 원으로 재산정하였다. 아라
온호에 비해 대폭 증가한 주부식비, 전문가활용비, 승선수당, 비품·소모품비 등을 일부 재조
정하였다. 또한, 선박 유지보수비는 결빙해역 항해로 인한 선체 손상 유지·관리비 책정내용
을 수용하여 산정하였다.
<표 5-17> 예비타당성조사의 선박 운영유지비 산정결과
항목

선박
운영비

구분

금액(백만 원)

산출근거

사업계획 검토안

비고
(아라온호)

인건비

2,971

2,682

o 예비원 및 선원 임금규모 재조정

2,525

유류비

10,678

8,086

o 사용예정 유종의 기준년도(‘14) 평균가

5,699

일반운영비

6,019

5,832

o 일부 항목 증가율 재조정

4,992

유지보수비

2,480

2,480

o 적정수준임을 가정하여, 부처안 인정

1,825

22,148

19,080

합계

15,041

나. 장비 운영비 추정

장비 운영유지비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항목을 재분류하여 재투자비, 유지보수비, 운
영비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장비 운영유지비는 운영기간 동안 연구장비를 유지하고 보수하
는 비용이며, 장비가 활용되는 선박 내·외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한 산출은 어
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운영유지비는 향후 변동가능성을 고려하되, 해당 비용이 쇄빙
선 운영기간 동안(향후 25년간) 유지된다는 가정113)을 채택하여 비용을 추정하였다.
제2쇄빙연구선의 장비 운영유지비는 재투자비와 유지보수비, 운영비로 구성되며 적용하
여 도출한 결과 연간 12.06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장비 재투자비는 연구장비의 내용연수가 종료되어 동일장비를 추가로 구축하는데 소요되
는 비용으로 최초 장비취득가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제2쇄빙선에 구축된
장비의 내용연수는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114) 내용에 근거하여 평균 10년으로 적용하였다.
113) 한편, 제2쇄빙선도 운영유지비가 현재 아라온호 실제 운영비 증가추세와 같이, 정부 전체 R&D투자증가율
(1.7%)수준에서 증가한다는 가정을 채택하여 비용을 추정할 경우, 총비용이 대폭 상승할 전망 (20%이상)
114) 조달청, ｢ 내용연수｣ , 조달청고시 제2014-12호, 20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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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므
로, 동 사업 구축예정 장비의 종류별 특성115)에 맞는 내용연수를 적용하였으며, 선박 운영
기간 이후 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장비는 사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운영기
간 마지막 연도에 잔존가치를 반영하였다.
장비 유지보수비는 장비취득가액을 바탕으로 동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장비들의 운영유
지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유지보수비와 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5-2] 장비 운영유지비의 구성
출처 : 연구장비 유지보수비 산정기준 (NFEC, 2014.2.17.)

장비별 취득가 규모에 따라 연구장비들의 운영유지비를 추정하였으며, 중대형(50억 원 미
만) 이하의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발표한 유지보수비요율
을 취득가액에 적용하여 유지보수비를 산정하였다.
<표 5-18> 연구장비별 연간 운영유지비 (단위 : 백만 원)
일련
번호

장비명

장비
검토가

장비
규모

운영유지비
연간
요율
운영유지비

세부1-002

정밀 수심 측정기

344

중형

0.0347

11.94

세부1-003

과학어군 탐지기

1090

중대형

0.0357

38.91

세부1-004

해상자력계

247

중형

0.0354

8.74

세부1-005

자동 염분측정기

47

중소형

0.038

1.79

세부1-006

라이다

159

중형

0.0348

5.53

115) 해양측정기기 8년, 물리탐사기기 10년(자력계, 유속계, 수질시료채취기 등)의 구성 금액비율에 따른 평균값
(9.68년)을 고려하여 반올림하여 평균 10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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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장비명

장비
검토가

장비
규모

운영유지비
연간
요율
운영유지비

세부1-007

해수수온염분 측정기

273

중형

0.0348

9.5

세부1-008

다중빔 음향 측심기

3980

중대형

0.0357

142.09

세부1-009

천부지층 탐사기

1426

중대형

0.0357

50.91

세부1-010

위치자세 제어기

172

중형

0.0354

6.09

세부1-011

해상중력계

791

중형

0.0364

28.79

세부1-012

전방향 저주파 어군탐지기

0

중형

0.0347

0

세부1-013

심해 카메라

714

중대형

0.0354

25.26

세부1-014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 시스템

9892

중대형

0.0354

350.18

세부1-015

탄성파발생기

0

중형

0.0354

0

세부1-016

초음파식 유속계

238

중형

0.0354

8.43

세부1-017

거치형 초음파식 유속계

0

중형

0.0354

0

세부1-018

수중 파상 시스템

0

중형

0.0354

0

세부1-019

파고측정기 (미설치)

0

중형

0.036

0

세부1-020

해수분석기

130

중형

0.0348

4.52

세부1-021

기상위성 자료처리장치

315

중형

0.0382

12.03

세부1-022

음향동기화 장치

136

중형

0.0354

4.81

세부1-023

모크니스

291

중소형

0.0354

10.3

세부1-024

대기입자측정기

62

중형

0.0343

2.13

세부1-025

고속분말 제조기 (미설치)

0

중소형

0.0413

0

세부1-026

가스크로마토 질량분석기 (미설치)

0

중소형

0.0424

0

세부1-027

고속원심 분리기

68

중소형

0.0301

2.05

세부1-028

현미경

78

중소형

0.0317

2.47

세부1-029

이차 초순수 제조기(x2)

76

중소형

0.0317

2.41

세부1-030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광도계

0

중소형

0.0376

0

세부1-031

수온 염분 관측기

28

중소형

0.038

1.06

세부1-032

형광계

46

중소형

0.0376

1.73

세부1-033

자동기상관측장치

23

중소형

0.038

0.87

세부1-034

엑스비티

42

중형

0.038

1.6

세부1-035

이산화탄소 측정기

306

중대형

0.0348

10.65

세부1-036

장축코어시추기 (미설치)

0

중대형

0.0404

0

세부1-037

코어단면 분석기 (미설치)

0

중형

0.0355

0

세부1-038

수층별자원생물분리채집장치 (미설치)

0

중형

0.0407

0

세부1-039

연속 플랑크톤 기록계 (미설치)

0

중형

0.04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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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장비명

장비
검토가

장비
규모

세부1-040

대기중 구름응결핵 관측기

241

중소형

0.0348

8.39

세부1-041

대기중 블랙카본 관측기

57

중소형

0.0343

1.96

세부1-042

대기입자수농도 관측기

98

중형

0.0343

3.36

세부1-043

고속응답형 CO2/H2O분석기

146

중형

0.0348

5.08

세부1-044

피티알엠에스

660

중형

0.0348

22.97

세부1-045

일산화탄소농도 분석기

224

중형

0.0348

7.8

세부1-046

수은농도 분석기

240

중형

0.0348

8.35

세부1-047

NO농도 분석기

405

중소형

0.0348

14.09

세부1-048

해수면 반사도 측정기

78

중소형

0.0394

3.07

세부1-049

박스형 시추기

72

중소형

0.0413

2.97

세부1-050

다중 시추기

48

중소형

0.0413

1.98

세부1-051

그물형 암반 채집기

11

중대형

0.0413

0.45

세부1-052

탄성파용 고압공기생성기

3367

중대형

0.0351

118.18

세부1-053

선내통신망

1609

중대형

0.0382

61.47

세부1-054

심해용 윈치

세부1-055

Electro-Optical윈치

세부1-056

Coaxial윈치

세부1-057

소형 심해용 윈치

세부1-058

소형 Coaxial윈치

3364

중대형

0.0333

112.02

세부1-059

소형 공 윈치

세부1-060

자력계 윈치

세부1-061

스캔피쉬 윈치

세부1-062

CTD핸들링 크레인

세부1-063

CTD윈치

685

중형

0.0324

22.19

세부1-064

CTD 유압 파워 공급기

세부1-065

스트리머윈치

세부1-066

엄비리컬윈치

975

중형

0.0324

31.59

세부1-067

Z프레임

세부1-068

유압 파워 공급기

353

중형

0.0348

12.28

세부1-069

선미 A형 프레임

703

중형

0.0324

22.78

합계

34310

운영유지비
연간
요율
운영유지비

12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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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비용 추정

총비용 검토 결과, 총사업비(부가세 제외)와 선박운영비 4,777.03억 원, 장비운영비 802.15
억 원을 합하여 7,482.6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현재가치로는 3,920.98억 원이다. 총비용은
사업계획서 대비 815.74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116)되었다.
<표 5-19> 동 사업의 총비용 추정 결과 (단위 : 백만 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합계

총사업비
3,358
22,913
53,714
54,684
56,381

191,050

선박운영비

19,080
19,080
19,080
19,080
19,080
19,080
19,080
19,080
19,080
19,080
19,080
19,080
19,080
19,080
19,080
19,080
19,080
19,080
19,080
19,080
19,080
19,080
19,080
19,080
19,080
477,003

총비용 검토안
장비운영비

1,206
1,206
1,206
1,206
1,206
1,206
1,206
1,206
32,500
1,206
1,206
1,206
1,206
1,206
1,206
1,206
1,206
1,206
32,500
1,206
1,206
1,206
1,206
1,206
-11,312
80,215

총비용(명목)
3,358
22,913
53,714
54,684
56,381
20,286
20,286
20,286
20,286
20,286
20,286
20,286
20,286
51,580
20,286
20,286
20,286
20,286
20,286
20,286
20,286
20,286
20,286
51,580
20,286
20,286
20,286
20,286
20,286
7,768
748,268

총비용(현가)
2,942
19,214
43,103
41,991
41,431
14,265
13,650
13,063
12,500
11,962
11,447
10,954
10,482
25,505
9,599
9,185
8,790
8,411
8,049
7,703
7,371
7,053
6,750
16,423
6,181
5,915
5,660
5,416
5,183
1,899
392,098

* 건조비용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 , 부대비용에서 제세금은 제외한 금액

116) 동 추정치는 쇄빙선(아라온호) 운영비의 실제 증가추세(연 6% 이상)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며, 사회적 할
인율은 4.5%를 적용(2017.9, 기획재정부 예타 운용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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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편익 분석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주관부처는 제2쇄빙연구선 건조에 따른 편익으로 조선기자재개발 편익, 과학기술적 편익,
국민자긍심 고취 및 극지인프라 강화 편익을 제시하였으나, 동 사업의 직접적 목표와 수혜
자를 고려할 때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0> 주관부처 사업계획서의 편익 항목
편익항목

정
(+)
의
가
치
증
가

편익내용(직간접적 영향)

평가기법

조선기자재 개발
편익

대형 선박기자재의 방한기술 (winterization) 성능시
험 테스트베드 및 기술·제품검증 효과

시장수요접근법

과학기술적 편익

극지·쇄빙선 전문가 , 해양학자 대상으로
비시장 /현존하지 않는 재화의 가치 설문조사
※ 선박규모수요 , 연구수요 , 논문·특허성과 등

컨조인트분석

일반 국민이 비시장재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를
평가하여 추가소득세 지불의사를 1:1로 전화설문

조건부가치측정법
(CVM)

국민자긍심 고취
편익
극지인프라 강화
편익

출처 : 기획보고서

먼저, 조선기자재 편익은 편익효과와 실제 산식내용이 부합되지 못하고, 규모도 과장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편익은 인정되기 어렵다. 사업계획서에서는 선박 기자재117)의 테스트베드·
검증 효과를 편익효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산식 내용은 LNG운반선, 드릴쉽 등 특정선
박의 시장규모·점유율 전체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시된 사업기여율 산식118) 중
2달간의 북극해역 쇄빙선 운항비용을 전액 ‘기자재 R&D투자비’로 치환하고, 이를 또한 국내

조선산업분야 연구개발투자비(‘13년 2,749억 원)와 같은 특성으로 판단하는 등 산식 정의도
부적절하다. ‘국내 조선산업 전체 R&D투자비’의 경우, 방한기술과 관련된 국내 R&D투자
규모로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조선기자재 관련 기업체 활용 계획은 전혀 제
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적 편익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편익효과로 미반영하는 과학기술적 성과
117) 극저온용 특수 기자재, LNG 기자재, 드릴링 패키지, 해양 Topside 기자재 등 엔지니어링 기반기술이 필요한
기자재로, 해당 기자재의 국산화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극지 현장 Test Bed’로 동 선박을 활용 추진
118) 사업기여율 =신규선 북극운항비용(60일)/국내 조선 산업분야 전체 R&D투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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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금액가치를 도출하였으며, 설문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표적화가 이뤄지지 않아 편익
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관부처는 극지·쇄빙선 전문가, 해양학자 등을 대상으로 비시
장(현존하지 않는)재화인 연구선규모, 공동연구가치, 논문·특허성과 가치, 사업비용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인 컨조인트 접근법을 통해 3,000천억 원 내외의 과학기술적 편익119) 가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편익효과로 반영하지 않는120) 논문·특허성
과의 금액적 가치 중심으로 편익이 산출되고 있어, 적절한 편익분석 결과로 수용하기 어렵다.
특히, 조선분야와 해양연구 분야는 설문 대상자 특성이 달라 적절한 표적화가 되었다고 보
기 어려우며, 사업계획서 상에서 제시한 컨조인트 분석 접근방향으로는 정확한 (투입 대비)
효용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설문대상자는 극지용 선박 전문가와 극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설문 대상
자가 구분되어 있으나, 적절한 ‘선박 제원 선택’을 위해서는 두 분야 모두에 이해도·전문성
을 모두 갖춘 대상자가 필요하며, 현 내용에서는 적절한 설문 대상자의 표적화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컨조인트 기법을 통해서 적절한 사양(Spec.)의 쇄빙연구선이 선택121)
되었다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전문가들이 해당 사양의 선박 효용성을 중립적으
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 조사내용으로는 선박을 건조·운영하는 전문가
와 자원·기후 등 극지연구소 전문가가 느끼는 해당 선박의 효용성은 다르게 표출될 가능성
이 매우 높아 보인다. 특히, 연구수요조사 결과(답변자 95%가 극지연구소 소속, 외부 연구
수요 반영 미흡)를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아닌 대상에 대한 편익은 적절하다
고 인정하기 어렵다.
끝으로, 국민자긍심 고취 편익 역시 사업목적·이슈와의 관련성 부족, 설문지 내용의 오류,
합리적 지불의사액 도출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제시된 편익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사업계획서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진술선호접근법으로 동 사업의
국민자긍심 고취 편익(국내 극지연구소구 인프라 강화 편익 포함)을 2차례122) 도출하였다.
부처는 해당편익이 사업목적 및 목표에 부합하므로 해당 편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관부처 추가제출자료에 따르면 설문응답자 중 제2쇄빙연구선의 주요역할
119) 사업계획서에서는 건조사업의 속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대안집합을 4개로 구성하였으며, 약 3,094~3,417
억 원(‘22~’46년)의 가치증가로 환산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
120) 예비타당성조사 비용편익 분석 시 편익으로 미반영하는 과학기술지식은 논문, 특허 등이 대표적이며 이는
비용효과 분석으로 반영할 수 있음 (출처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2판), KISTEP, 2014)
121) 진술선호 접근법의 한 종류인 컨조인트 분석은 엄밀하게 보면 선택범주의 확률(보다 나은 spec을 선택할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며, 특정 spec(예:쇄빙성능 vs 연구편의성)을 정하거나 WTP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122) 사업계획서(과기대,‘14)에서는 약 3,298억 원(‘22~’46년)으로, 추가분석(한세대,‘15)에서는 약 4,204.2억 원으로 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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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순위 및 2순위로 ‘국가위상 제고와 국민자긍심 고취’를 응답한 비율은 2.2%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 사업의 목적이나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가 국민 자긍심 고취
와 무관함이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조사설문 설명서 내용에는 긍정적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과장된 문구가 다수 발견
되고 있어 적절한 WTP를 유도하기 위한 설문조사지로 보기에 어렵다. 일례로 “북극 연안
국의 치열한 해양·영토전쟁 ~, 비 북극권 국가의 북극해 개발에 참여~”에 이어 바로 “미래자
원의 보고”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으며, 반면 비연안국의 한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 쇄
빙선 조기건조를 통한 북극진출은 곧 북극권 자원확보를 의미하는 것처럼 서술하였다.
또한, 본 제2쇄빙연구선 건조는 아라온호가 북극활동이 불가한 것 때문이 아니라 북극해
역 운용기간의 증대가 주 목적이나, 설문지에서는 “북극해에서 쇄빙등급 및 내한성능이 취
약점 노출”로 언급되어 기존 아라온호의 북극해 활용이 극히 제한적인 것처럼 서술되고 있
다. 그 외에도 사실을 과장·왜곡하거나 모호하게 단정짓는 문구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역시
설문조사를 주관하는 기관에 유리한 결론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북
극해 지역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진입하기 위해~”, “아라온호는 남극기지~ 물자 보급 및 인
력수송~ 확대 수행에~ 점차 한계123)”, “다른 나라 쇄빙선 임차시 돈이 아주 많이 들 뿐만 아
니라~124)” 등은 사실과 일부 다르거나 과장되었다.

<표 5-21> 주관부처 CVM 설문지 중 일부내용

출처 : 추가제출자료

123) 아라온호의 북극기지 물자보급용 활용목적은 미미하며, 제2쇄빙선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도 충분히 보급가능
124) 해외 내빙선/내빙선 임차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신규쇄빙선 비용과 비교도 이뤄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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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CVM 조사 설문지 내용이 고비용의 북극전용 쇄빙선 추가건조 필요성에 대해 내용
상 과장·왜곡된 부분이 존재하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일반 국민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인
식하여 답변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문지 분량의 한계로 인해 동 사업
에 대한 일반적 이해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상당부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주관부처의 편익추정방법(시장수요접근법 및 컨조인트분석, CVM 등의 진술
선호접근법)을 통한 비용편익 분석은 동 사업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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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경제성 분석
1. 본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방향 (대안검토 포함)
기획보고서에서 제시된 3가지 편익(시장수요접근법, 컨조인트분석,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한 비용편익 분석은 동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효과 분석 접근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동 사업은 기초연구조사 지원을 위해 공공연구선을 건조하는 인프라/기반구축 목적 사
업으로서, 일반적인 비용편익 분석에서 활용하는 시장수요를 추정하기 어렵고, 대리시장
이 존재하지 않으며, 진술선호접근법(컨조인트분석,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그림 5-3]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과정 개략도
출처 : 연구개발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2판) (KISTEP, 2014)

반면, 동 사업과 유사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안(비R&D사업 포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동 사업과 동일효과를 내기 위해 대안 간 비용을 비
교하는 ‘고정효과접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
고정효과접근법을 통한 비용효과분석을 위해 먼저 준대형급 신규선 건조와 관련성 높은
이슈를 선별하고, 이슈와 부합되는 복수의 대안을 도출한 후 대안별 효과를 최대한 유사하
게 하여 대안간 비용을 비교하였다.
동 사업의 대안은 기존 아라온호의 백업이 가능한 내빙/쇄빙기능 선박 활용125)으로 귀결
125) 제2쇄빙선의 신규 추진 토론회에서도 “시급성ㆍ필요성 논리가 부족하며 아라온 등과 차별화 전략이 있어
야함”, “아라온이 얼음에 갖히는 등 문제 발생시 백업차원의 배로 제2쇄빙선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 등의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제2쇄빙선은 아라온호의 문제발생 시 ‘백업선박’ 역할임이 논의됨(출처: 추가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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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들이 준대형급 쇄빙연구선 건조에 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1) 준대형급 신규 쇄빙선 건조를 통해 해결 가능한 이슈(사업효과)를 구분·분류하기
로 한다. 즉,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에서 검토된 신규 쇄빙선 건조에 따른 주요 효과(북극
이슈 해결여부)를 검토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항해일수 확대, 운항예비일 확보(기
지보급 포함), 국제공동연구(북극외교 강화 일부 포함) 활성화 등이 동 사업과 관련성 존재
하는 이슈로 판단되므로 이를 동 사업의 효과로 채택하기로 한다. 반면, 동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이슈(북극해 자원개발, 북극물류항로 개척, 기존 선박사양 한계, 북극점 부근
기후조사)는 동 사업을 통해서 실제 달성 가능한, 즉 고정된·직접적인 효과로 상호 비교가
가능한 효과로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다음으로는, 2) 앞서 분류된 고정적·직접적 효과(신규쇄빙선 투입과 관련성 높은 이슈)를
거둘 수 있는 복수의 대안을 선정한다. 신규선 건조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
대안’으로 임차(타국 쇄빙선), 화물보급 등 다목적 쇄빙선 신조(신규건조), 규모가 축소된 연
구쇄빙선 등 다양한 가능 대안을 높고 투입비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끝으로, 3) 만약, 대안별 효과의 차이가 명확히 존재하고, 그 차이를 보정해야만 동일 효
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이슈항목126)에 대해 효과보상 비용을 도출하여 이를 투입
비용 계산에 반영하여 보정한다.
본 예타조사에서는 앞서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에서 검토된 살펴본 연구수요/관련이슈
분석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저비용의 대안 도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고정
효과접근법을 통한 검토 결과, 기지보급 중심의 다목적쇄빙선 건조를 비롯하여, 타 국 쇄빙
연구선 활용(전체 임차 또는 연구목적 공유), 적은 규모의 연구쇄빙선 신조 등 동 사업 원안
이외의 비용효율적 대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부처는 추가 소명자료(‘16.8)를 통해 사업 원안(준대형급 신조)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고정효과 분석 논리를 다양한 자체 대안 제시를 통해 설명하였으나, 이는 투입비용
및 사업효과의 적절성 관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대안이며, 사업 계획 원안을 고수하기 위
한 부적절한 대안 제시로 판단된다.
부처는 사업계획 원안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대안은 연구선 3척을 운영하는 대
안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중형급 쇄빙연구선에 준대형
급 쇄빙화물선 건조(임차) 및 중형급 내빙연구선 추가 임차가 대안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부처가 제시한 대안(3대의 쇄빙·내빙선 운용)은 사업 계획 원안의 기대효과보다
126) 연구쇄빙선 외 다른 자원·지질 탐사수단 활용비용(유무선 잠수정(ROV/AUV)대여 및 파일럿 투입비용), 러
시아 등 타국 쇄빙유도선에 대한 임차비 대체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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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오히려 크다고 판단되므로, 동일한 기대효과라고 볼 수 없다.
2대가 아닌 3대의 쇄빙·내빙연구선 운영은 ‘연구활동 증가’라는 기대효과가 더 크게 발생

될 것이며, 반면 운용 비용은 3대 동시 운영으로 인해, 1대 선박보다는 당연히 더 많은 운
영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는 적절하게 통제한 고정비용·효과 접근법으로 보기 어렵다. 현재
의 북극 연구수요 및 북극관련 이슈에 대해 엄밀하게 소명되지 못한 상태127)에서, 예타조사
에서 제시한 고정효과(‘유사 효과’)를 부인하기 위한 의미성 낮은 대안128) 제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북극과학연구 활성화가 북극 영향력 확대의 수단인 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쇄빙
선’만이, 특히 ‘12,000t 급 신규건조’만이 유일한 수단은 아니므로, 부처 원안 및 대안부재
논리는 수용이 어렵다.
본 예타조사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향후 북극해 해빙추세, 타국 신규연구선 탑승여력의
존재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비용효율적 대안 여부를 모색하고 이의 실효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고위도 북극해역을 동절기까지 탐사·조사활동 수
행이 필요하다는 현재의 연구수요 제안은 시급성이 낮으며, 현재 북극 연구일수 부족이 가
장 큰 bottle-neck이라면, 운영비용이 적은 원안대비 작은 규모의 쇄빙선 신규건조를 대안으
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부처 주장과 같이 원안규모 쇄빙선을
‘고정’시켜 놓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 결국 쇄빙·내빙선 3대 동시운영이라는 것을 대안으

로 제시하는 것은 비용효율 및 수행효과 차원에서 적절한 대안이라 볼 수 없다. 궁극적으
로 본 예타조사에서는 비교대안은 원안대비 비용을 줄인 복수 쇄빙선의 운영가능성129)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한 것이다.
한편, 예타 조사 진행 과정에서 예타 비교대안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은 남극연구 및 기지
보급에 필요한 보급활동 횟수에 대해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예타 대안이 아닌 부처
원안 채택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내용 중 남극 해상연구/기지보급의 소
요기간이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는 등 적절성이 부족하였다.
소명내용 중 ‘보급가능 기간의 제약으로 남극 기지보급은 최대 2회로 제한 필요‘라는 내
용은 사실과 다르다. 최근 5년간(’13~‘17) 현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의 보급능력130)으로도
127) 일례로, 사업 원안사양(12,000t급)도 고위도/동절기에 모든 북극해역을 운항하기 어려움(사업계획서 상에서
도 북극의 동절기에는 운항하지 않는다고 제시하였음). 또한, 원안 사양의 쇄빙선이 고지질·고기후 연구 효
과에서 어떠한 탁월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근거 및 설명논리의 타당성이 부족함
128)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
며, 반대로 검토하고 있는 대안들이 갖고 있는 추가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9) 아라온호는 북극운항기간 확대 및 남극 병행 운항하고, 다목적쇄빙선은 2개 남극기지 보급 활동을 우선시
하되 극지 연구 추가 수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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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연 3~4회 보급이 이뤄졌다. 남극 제2기지인 장보고기지 건설시점(‘13~’14년)에 연
3~4회, 연 30여 일간 남극기지 물자·인력 보급이 이뤄졌으며, 건설이 마무리된 이후(‘14~15

년)에는 연 2회(물자보급일 약 7일 내외)로 기지 보급이 충분히 마무리되었다. 최근 아라온
호의 남극 운항기록 상, 연구항해를 포함한 기지 1회 왕복에는 약 30일131)이 소요되며, 가
장 최근시즌(‘16~’17년)에는 장보고 기지 3회(약 73일), 세종 기지 1회(약 8일)로 약 80여 일
간 남극기지 보급을 수행하였다. 아라온호 수준의 보급능력 확보한 쇄빙선이 남극기지 보
급을 전담할 경우, 주변 결빙상황을 고려할 때 약 2~3개월간 3회 이상의 순수 보급항차(약
25일 소요)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주관기관의 소명은 다소 과장되었다. 남극기지 해빙하역
(~12월 중순) 및 해상하역(~3월초)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연 3회 이상 보급이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연구항해기간 축소 시 추가보급일 확보도 가능한 상황이다.

2. 경제성 분석 결과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검토 결과, 원안대비 효율적인 비교대안
(‘예타대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계획 원안(12,000톤급 쇄빙연구선 건조)은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추진효과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유일한 적정(안)으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신규 쇄빙연구선의 건조목적 및 용도, 달성가능한 효과 수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고정효과 대비 가장 효율적 비용의 대안(최적 비교대안)이 존재하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즉, 현재 단일 쇄빙선(아라온호)으로 남극기지 및 남극·북극연구 활동을 동시 지원하는
물리적 한계 및 운항 비효율성의 해소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여, 비교 대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사업계획서 및 수차례 제시된 부처 소명에서 제시된 북극 필요 연구수요는 수요의
적정성 검증이 부족하므로 부분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제기된 북극이슈 중 신규 쇄빙선
투입으로 실질적 해소가 가능한 이슈만 수용한다는 의미이다.
앞서 검토된 북극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복수의 쇄빙선 투입을 통해 달성 가능한 효과는

연구항해일수 확대, 운항 예비일 확보를 인정하고(아래 표, ‘○’), 북극공동연구 확대는 부분
130) 화물용량 31 TEU(해치상부9, 화물창18, 선미갑판4), 주요유류 저장용량 약 1,700m3(연료유 1,216, 항해유
(MGO) 445, 윤활유 38 등)
131) 연구항해+보급항해의 1회 왕복 항차 기간에는 보급지(크라이스트처치, 뉴질랜드)에서 기지이동항해가 약
15일 내외(±2), 기지 보급 소요기간 4일 내외(±1), 연구목적의 기지주변 남극해 이동항해 10일 내외(±5)가 포
함 (출처: 부처제출자료,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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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인정하였다. (아래 표, ‘△’)
그 외 북극해 자원탐사·개발, 물류新항로 개척, 기존 선박사양 한계, 고위도해역 기후조사
등은 사업계획 원안(선박규모)으로 직접적 해소가 불가능한 이슈이므로 불인정하고, 비용효
과 분석의 고정효과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아래 표에서는 동 사업과 관련성 있는
이슈(효과)를 고정한 상태에서, 비용효율적 관점에서 적정한 비교대안을 도출하였다.

<표 5-22> 고정비용접근법을 통한 대안별 투입비용 분석 결과
사업원안
(12,000t급
쇄빙연구선)

(원안규모
타국쇄빙선
임차)

비교대안
(다목적쇄빙선,
6,000t 급)

연구항해일수 확대

○

○

○

운항예비일 확보(기지보급, 안전성)

○

○

○

북극 공동연구협력/북극외교 강화

△

△

△

북극해 지질/자원탐사

△

△

△

방안
관련 이슈/효과

관련성
있음

관련성
낮음

북극 물류항로 개척

△

△

△

기존 선박사양 한계극복

○

△

△

북극해 기후조사 (고위도)

○

△

△

쇄빙 능력

PC3~4

PC3~5

PC5~6

북극 운용 기간 (단위: 월)

8~12

3~6

3~6

총사업비 (단위: 억 원)

2,392

(-)

1,510

총비용 (현가) (단위: 억 원)

3,921

3,373

2,326

본 예타 조사에서는 신규 쇄빙 연구선의 건조목적 및 용도, 달성 가능한 효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000톤급 다목적 쇄빙선 건조가 비용효율적인 관점에서 적정한 비
교 대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시된 예타대안은 단일선박을 통한 남극기지 및 남극·북극연
구 활동 동시지원의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132)된다.

132) 일례로, 아라온호는 북극활동 위주로(필요시, 남극 보급 일부 수행), 신규 건조되는 다목적쇄빙선은 남극활
동 위주로 하되 2개 남극기지 보급을 전담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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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가.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 단계는 과학기술적 • 정책적 •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시행의 타당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는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 분석 결과의 통합, 평가의 일관성과 사업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하는 점, 평가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통합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존재한
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다기준 분석기법
(multi-criteria analysis)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속성(multi-attributes)들을 고려하고

다수의 목적(multi-objectives)들을 포함하는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 기법으로, 대표적인 분석
기법으로는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이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서는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사용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에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AHP를 활용하여 종합분
석을 수행하였다.
나. AHP의 개요
AHP는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선

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기법의 하나이다.
1970년대 초 Thomas Saaty에 의해 개발된 방법으로서, 평가요소들을 동질적인 집합으로 군

집화하고 다수의 수준으로 계층화한 후, 각 수준별로 분석‧ 종합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

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한다.
AHP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주요 요소와 세부 요소들

로 나누어 계층화하고, 계층별 요소들에 대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요소
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 기법은 인간의 사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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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해하고 구조화 한다는 점, 그리고 평가요소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와 대안들의 선호도
를 비율척도로 측정하여 정량적인 형태로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간결한 적용절차에도 불구하고 척도 선정, 가중치 산정절차, 민감도 분석 등에
사용되는 각종 기법이 실증분석과 엄밀한 수리적 검증과정을 거쳐 채택된 방법들을 활용한
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용되는 AHP의 절차는 평가대상사업의 개념화, 평가기
준과 계층구조의 설정,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 대안 간 선호도 측정, 종합점수 산정, 환류
과정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6-1]과 같다.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KISTEP, 2018.4.)

2. 종합평가 결과
가. 조사 대상 집단

과학기술 • 정책 • 경제적 관점에서 동 사업에 대한 종합 타당성의 결론을 내리고자 동 사
업 분석에 직접 참여하였던 자문위원 7인 및 검토위원 1인, 예비타당성조사 주관연구기관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진 및 관계자 4인으로 구성된 총 12인의 평가자를 대상으
로 AHP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체 평가자의 개별 응답을 검토한 결과 모두 일관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가자의 개인별 선호를 가능한 배제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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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평가자 12인 중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시한 각 1인의 결과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을 부여한 평가자를 제외하여 총 10인의 응답을 종합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나. AHP 구조 및 평가항목

본 AHP 분석의 최종목표는 세부평가항목별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적·정책적·경
제적 타당성분석 별로 각각의 종합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동 사업의 의사결정을 위한 AHP
계층구조는 [그림 6-2]와 같이 크게 과학기술, 정책, 경제 등의 세 개의 대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하위의 2계층과 3계층 항목으로 구성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용, 평가기준은
다음 <표 6-1>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6-2]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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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점기준
평가항목 평가항목
(1계층)
(2계층)

평가항목
(3계층)

평가내용

기획과정의 ㆍ사업이 기획된 배경과 경위
적절성
의 적절성

비고
기획과정이 합리적일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과학기술 사업목표의 ㆍ문제 정의 및 목표 설정의 사업 추진논리가 합리적일수록
개발
적절성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적절성
계획의
세부활동이 사업목표와
적절성
구성 및
ㆍ세부활동 구성 및 내용의 연계성이 높고 구체적이며 활동
내용의
과학기술적
구체성과 연계성
간 연계성이 높을수록
적절성
타당성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분석
과학기술
사업 추진의 상대적인
ㆍ기술추세 분석
개발 성공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사업
ㆍ과학기술 수준 분석
가능성
시행 점수가 높음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ㆍ사업 수준의 중복성
ㆍ과제 수준의 중복성
ㆍ시설‧ 장비의 중복성

상위계획과 ㆍ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의 부합성
중장기 계획과의 부합 정도

정책의
일관성
ㆍ사업 거버넌스의 적절성
및
사업 추진
추진체제 체제 및 ㆍ주관부처 및 참여 주체의 사
업 추진의지와 관련 주체의
추진의지
선호도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경제성

정부 계획과의 부합성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적절하고 사업 추진의지와
선호도가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부담주체의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시행과 미시행의 중립이
최대 평점)

ㆍ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제한 여부
법‧ 제도적
ㆍWTO 보조금협정 차원에서
위험요인
통상 분쟁의 가능성 및 대
응 방안

법·제도적 위험 정도가 낮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될
경우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시행과 미시행의 중립이
최대 평점)

재원조달
가능성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중복성이 낮고 유사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이 높고
ㆍ사업비 및 비용 추정
비용편익(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ㆍ편익 추정
비용 대비 효과의 값이
ㆍ비용편익 분석 / 비용효과
비교 대안에 비해 클수록
분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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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HP 항목별 가중치 산정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계층구조는 3단계로 구성되며 AHP 평가항목별로 가중
치를 설정하는데,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를 나타내는 쌍대비교를 수행하여
설정한다. 최상위 계층인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는 쌍대비교가 아
닌 직접 부여를 통해 가중치가 설정된다. 쌍대비교 질의시의 척도(Scale)로는 Saaty가 제안
한 9점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실제 분석시에는 Expert Choice사가 개발한 ‘Expert Choice
11.5’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AHP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자별 및 종합 가중치

결과는 <표 6-2>와 같다.
<표 6-2>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평가항목

세부
종합

평가자
1

2

3

4

5

6

7

8

9

10

종합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0.349 0.286 0.385 0.300 0.298 0.350 0.216 0.402 0.393 0.428 0.333
적절성
기획과정의 적절성 0.062 0.082 0.062 0.054 0.021 0.064 0.051 0.057 0.071 0.047 0.072
과학
기술적
타당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0.233 0.163 0.297 0.213 0.083 0.260 0.135 0.287 0.286 0.249 0.227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0.053 0.041 0.026 0.034 0.193 0.026 0.029 0.057 0.036 0.132 0.034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0.503

0.089 0.143 0.081 0.100 0.060 0.101 0.119 0.045 0.079 0.061 0.111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0.065 0.071 0.034 0.100 0.042 0.049 0.065 0.104 0.079 0.061 0.056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0.212 0.300 0.350 0.233 0.080 0.250 0.225 0.050 0.225 0.188 0.150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0.054 0.075 0.044 0.078 0.020 0.031 0.056 0.038 0.056 0.047 0.021
정책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제 및
0.158 0.225 0.306 0.156 0.060 0.219 0.169 0.013 0.169 0.141 0.129
0.320
추진의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0.108 0.100 0.050 0.117 0.320 0.050 0.075 0.250 0.075 0.063 0.050
재원조달 가능성

0.085 0.075 0.042 0.088 0.267 0.043 0.056 0.208 0.060 0.031 0.042

법‧ 제도적 위험요인 0.023 0.025 0.008 0.029 0.053 0.007 0.019 0.042 0.015 0.031 0.008
경제적
타당성

경제성

0.177 0.100 0.100 0.150 0.200 0.200 0.300 0.150 0.150 0.200 0.300 0.177

* Expert Choice 11.5 기준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분석 결과임

먼저 평가항목의 1계층인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의 가중치는 각각 0.503, 0.320
0.177로 계산되어 상대적으로 평가자들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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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적 타당성 항목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타당성의
가중치가 제일 낮았으며 이들 가중치의 총 합은 1로 나타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의 2계층인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
능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은 각각 0.349, 0.089, 0.065로 조사되어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의 중요성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가자들이 과학기술적 타당성 중에서
사업 계획의 완성도와 사업 목표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구체성 여부에 대하여 제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보다 과학기술 개발의 성공가능성을 보다 더 중요
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의 하위에 위치하는 3계층 평가항목인 ‘기획과정의 적절성’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항목은 각각 0.062, 0.053으로 비슷한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업목표의 적절성’항목은 0.2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평가자들은 사업이 기획되
는 과정과 세부 구성 내용보다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을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적 타당성 항목의 2계층인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항
목은 각각 0.212, 0.108로 조사되어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의 중요성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평가항목의 3계층인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항목
은 각각 0.054, 0.158로 나타났고, ‘재원조달 가능성’, ‘법·제도적 위험요인’은 각각 0.085,
0.023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자들이 동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평가시 사업의 추진체제와

추진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법·제도적 위험요인의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였음
을 알 수 있다.
라. 사업계획에 대한 AHP 평가 결과

동 사업 계획의 검토안에 대한 시행·미시행 점수를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AHP 종합평점은 ‘사업 시행’이 0.291, ‘사업 미시행’이 0.709로 도출되어 사업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6-3>은 10명의 평가자별로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
당성 측면에서 동사업 검토안의 시행 또는 미시행 점수를 요약한 것으로, 종합결론에서 평
가자 10명 중 전원의 의견이 ‘미시행’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경우 사업 시행에 대한 종합평점이 0.264로
개별 평가자 10명 중 1명이 시행, 9명이 미시행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정책적 타당성 측면
에서도 사업 검토안의 시행에 대한 종합평점이 0.319로 나타났고, 개별 평가자 10명 전원이
미시행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

으로 경제적 타당성의 경우 사업 검토안의 시행에 대한 종합평점이 0.174로 도출되어 평가자
10명 중 3명이 시행, 7명이 미시행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의사결정 항목을 종합한 결과, 동 사업은 AHP 평점이 ‘시행 기준’으로
0.291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6-3>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평가자

종합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1

0.382

0.618

0.407

0.593

0.312

0.688

0.500

0.500

2

0.201

0.799

0.197

0.803

0.219

0.781

0.143

0.857

3

0.403

0.597

0.412

0.588

0.333

0.667

0.500

0.500

4

0.435

0.565

0.239

0.761

0.461

0.539

0.750

0.250

5

0.166

0.834

0.136

0.864

0.213

0.787

0.167

0.833

6

0.426

0.574

0.514

0.486

0.385

0.615

0.333

0.667

7

0.192

0.808

0.163

0.837

0.250

0.750

0.167

0.833

8

0.325

0.675

0.293

0.707

0.378

0.622

0.333

0.667

9

0.335

0.665

0.300

0.700

0.408

0.592

0.333

0.667

10

0.183

0.817

0.189

0.811

0.252

0.748

0.125

0.875

종합평점

0.291

0.709

0.264

0.736

0.319

0.681

0.311

0.689

평가자 수

0

10

1

9

0

10

3

7

※ Expert Choice 11.5 기준 AHP 분석 결과임

234 제2쇄빙연구선 건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사업 계획 원안의 추진 타당성
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활용수요 관점에서 동 사업의 북극전용 신규 쇄빙선의 가장 큰 활용처는 북극해 기
초조사활동으로, 주관기관인 극지연의 활용 희망 수요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어, 범부처적 연
구·활용수요가 존재한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국내수요의 경우, 쇄빙선 활용분야로 제시된 자원·기후 연구 등에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
안을 제시하였으나 주관기관 외부의 활용수요는 구체적으로 확보되지 못하였다. 국외수요의
경우에도, 러시아 등 타국과의 공동활용 수요는 해당국의 요청이 아니며, 우리나라(해수부/
극지연)에서 향후 지속 협력을 요청하는 수준으로 국외 활용수요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북극진출 강화 수단 중 하나인 신규 쇄빙선건조가 ‘국가 정책적’ 수요로 인정
되려면 범부처 차원에서 쇄빙선 활용수요가 구체화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해수부를 제외한
관계부처의 활용니즈·협력의사에 대한 실질적 논의 결과가 부재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북극 이슈해결 관점에서 쇄빙선 신규 건조 필요성으로 제기된 북극관련 이슈는
준대형급 건조 필요성과는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해결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극권 자원개발, 기후변화 원인규명, 북극점 新항로개척 등 제기된 북극관련 이슈는 준대
형급(12,000t) 신규쇄빙선 투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으며, 국가적으로 시급
히 해결해야 할 이슈로 보기에 어렵다. 북극 광물자원 확보 이슈는 북극 연안국의 견제로 인
해 현실성이 없으며, 결빙해역자원조사/탐사와 관련하여 타 부처·유관기관과의 실질적 협력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북동항로 등 기존 북극항로 물동량 증가, 러시아 쇄빙지원
능력 한계 등의 이슈는 준대형급 연구목적 쇄빙선 신규투입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상청 및 기후연구 유관기관과의 70°N 이상 북극권역 해양에 대한 환경변화관측 협
력연구 수요도 현재로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남극기지 보급으로 인한 북극 연구기간 부족
해소, 북극 국제공동 연구협력 강화, 기후변화 연구확대 등에서 신규 쇄빙선 필요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북극 연구항해는 상시 결빙해역이 아닌 대부분 해빙해역에서
진행되며, 동절기를 전후하여 준대형급 쇄빙선을 이용하여 북극 결빙해역 진입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부처가 주장하는 쇄빙선 규모는 과잉 사양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추진전략 관점에서 현재와 같은 해수부/극지연 주도의 연구선 운영방식은 국내 산·
학·연 연구수요가 충실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타 해양연구 선진국과 비교할 때 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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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공동활용체제로서의 실효성이 낮다. 해양연구 선진국인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하여 우리나
라는 범부처 차원의 연구선 공동활용·조정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며, 부처/기관별 단독운영·
활용체제를 취하고 있어 공공연구선의 공동(활용)재원분담 체제가 매우 미흡하다. 또한, 타
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처별/기관별로 공공연구선을 독자 건조 후 단독 운용하고 있어, 선
박 추가 투입에 따른 부처별 필요 운영비·연구비를 개별 지원받는 체제로서, 국가적으로 해
양 인프라 투자의 비효율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의 해수부/극지연 주도의 위원회 형태(연
구선 공동활용위원회)로는 범부처적 선박 공동활용 및 폭넓은 국내 연구자 참여를 이끌어내
기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연구조사 지원 위한 인프라·기반구축 목적 사업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비용편익이
아닌 비용효과 접근법을 통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계획 원안 대비
효율적인 비교대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정책제언
북극해를 비롯한 극지 과학조사 및 극지 기초연구활동의 강화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북극해 등 극지 결빙해역에서의 연구·조사 활동 강화를 통해 북극 주변국과의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對 북극권 외교 영향력 확대 필요성은 존재한다. 또한, 신규 쇄빙선 등
극지 과학조사 인프라 확충은 전지구적 해양 기초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조선 분야 등 관련
산업의 국가경쟁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다만, 북극 해역상황 및 주변국 여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검토를 통해 적정한 규모로 연
구지원 인프라(쇄빙연구선) 건설이 이뤄져야 한다. 향후 활용수요의 적절성 여부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된 명분만으로 신규 대형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특히, 건조 후 약 30년간 운영되는 쇄빙선과 같은 중장기·대형 인프라 투자는 신중
히 결정되어야 한다. 북극연안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해양선진국 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
입되어야 하는 북극권 해양·지질조사 활동을 위해 관련국과 R&D협력 및 인프라 공동활용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 운영예산 투자 효율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북극 자원·항로 등 극지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히 인프라 건설과 같은
H/W적 관점의 기반확충 외에도 해양 기초연구 지원, 인력양성 등 S/W적 기반에 대한 투자

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한정된 해양 R&D투자재원이 대형 인프라 건설·유지 및 출연연 지
원에 편중될 경우, 국내 해양 기초·원천연구의 저변확대 및 연구 다양성 확보가 어려워질 우
려가 상존하고 있다.
현재 아라온호 규모 이상의 쇄빙연구선 건조는 향후 대내외적 여건이 갖춰지는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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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적인 북극 연구·활용 수요를 구체화하여 사업계획 보완 후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보인다. 국내 연구계·산업계의 북극 진출 수요가 구체화되고, 북극 연안국과의 공동활
용과 같은 국외 수요도 명확해질 경우, 합리적 운영계획 수립을 전제로 하여 현 아라온호 규
모 이상의 쇄빙선 신규도입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다. 정부의 북극정책 및 국정과제
와 관련하여, 향후 러시아 등 관련국과의 협의가 진전되어 공동협력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
될 경우, 타국 북극해 영유권 다툼에 활용되는 조사수요가 아닌 우리나라 실익이 확보된 합
리적인 국외 활용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별 독자 운용 중인 공공연구선에
대해 범부처적 공동활용·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부처간 연구재원 분담체계도
정비하는 등 범국가적 차원의 합리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이러한 내용이 향후 사업계획
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 활용 용도에 맞는 개념설계 사전추진, 복수쇄빙선 운영에
따른 ship management 계획133)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3) 복수선 운용시 국내 모항 복귀 최소화를 통한 운항기간·비용 효율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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