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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약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1. 사업 개요
가.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자연환경, 사회, 경제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극지연구
중요성 대두
○ (환경) 전 지구 기후변화 현상이 남 북극에서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어 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극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증대
○ (물류) 전 세계 물류기업들도 북극해를 새로운 항로로 개척하려는 노력이 활발
○ (자원) 북극은 천연가스,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을 비롯한 대규모 광물자원의 매장으로
가까운 미래에 본격적인 개발이 확실시 되고 있어 강대국의 자원패권 쟁탈 치열
○ (수산)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상승으로 주요 어족의 서식지가 북상하고 있어
기존 어장이외에 북극해가 새로운 어장으로 관심 받고 있음
□ 쇄빙연구선은 남 북극해 연구수요 증가, 연구 수준을 한단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극지연구 인프라로서 역할 수행
○ 2009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취항 후 연구대상 해역이 결빙해역으로 확장되면서
우리나라 극지과학 발전의 도약 및 위상 제고를 이루어냄
□ 극지활동 수요 충족을 위하여 운행 중인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활용 한계
○ 최근 아라온호는 극지해역 연구와 보급지원 등 활동으로 역할의 한계에 도달하면서
신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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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 : 우리나라의 극지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쇄빙능력 및 안전 환경조건이
개선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그림 1] 차세대 쇄빙연구선 조감도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표 1> 선박 건조 사양
구 분

적용 사양

선속

경제속력 13노트, 최대속력 17노트

쇄빙능력

1.5m 두께의 평탄빙을 3노트 속력으로 연속 쇄빙

극지등급

PC3 (다년생 빙을 포함한 2년생 빙 조건에서의 연중 운항)

내한성능

Winterization E2(-45℃)

동적위치제어

DPS2 (어떤 능동구성품 또는 단일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도
기능을 상실하지 않음)

항속거리

20,000해리

운항지속기간

75일

주추진장치

독립된 전기모터 방식 전방위 추진기 약 7.5MW급 2기

주동력장치

디젤 추진기관(6MW급 2기, 4MW급 2기) 4기, 20MW

승선인원

100명(승조원 34명, 연구원 66명)

화물적재

26TEU(최대 52TEU)

헬기

카모프 Ka-27급 운용 가능한 격납고 및 설비

연구시설

문풀(4mx3.2m) 적용, 모듈형 연구장비 적용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비 : 2,722억 원(국고 2,722억 원)
□ 사업기간 : 2021 ~ 2025년 (2단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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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사업수행주체 : 해양수산부 승인 하 사업추진단 구성·운영

[그림 2] 건조사업 추진체계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주요내용
○ 1단계(’21.1~’22.6) : 사전 건조설계(50억 원)
- 개념 및 기본설계(20억 원), 건조 로드맵 작성(5억 원), 선행 기반기술 개발(25억 원)
○ 2단계(’22.7~’25.12) : 건조·감리사 선정, 건조추진단 운영, 건조(착공·기공·진수·
시운전 등) 수행, 쇄빙성능시험 및 최종 검증 등(2,672억 원)
- 건조비(2,126억 원), 연구장비 및 탐사장비(384억 원), 부대비용(162억 원)
□ 연차별 재원 투자계획
<표 2> 소요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금액

2022년
금액

%

개념 및
1,334 66.7
제1단계 기본설계
(사전
건조 건조 로드맵 500 100.0
설계)
선행 기반
기술 개발 2,000 80.0
건조비
제2단계 감리 감독비
(건조
기타 부대
등)
비용
예비비
총계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2023년
금액

%

666 33.3

2024년
금액

%

2025년
금액

%

-

-

-

-

-

-

2,000

-

-

-

-

500

250 10.0

2,500

-

-

-

-

-

-

-

-

250 10.0

-

-

22,618 10.0

56,545 25.0

67,855 30.0

-

-

631 10.0

1,892 30.0

1,892 30.0

-

-

-

-

-

소계

%

-

-

-

79,164 35.0 226,182
1,892 30.0

6,308

-

9,941 100.0

9,941

7,423 30.0

24,743

-

2,474 10.0

7,423 30.0

7,423 30.0

3,834

26,389

65,861

77,420

98,670 27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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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추진 경위
○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신청(’15.8.14)
○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미시행 통보(’18.5.27)
○ 예비타당성 재추진 결정(’18.6.7)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18.9.11~’19.4.25)
<표 3>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경위
구분

일자

기획연구위원회 (1차)

’18.09.11

ㆍ제2쇄빙연구선 재기획 배경 검토 및 방향성 설정
∙
∙기획연구단 각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계획 수립
ㆍ
∙연구수요 조사 계획 검토
ㆍ

연구 활용 분과위원회
(1차)

’18.10.01

ㆍ제1차 수요조사 결과 분류방안 검토
∙
∙제2차 수요조사 양식 검토
ㆍ

운영 기획 분과위원회
(1차)

’18.10.25

ㆍ쇄빙연구선 건조의 표적 이슈 도출 (필요성 검토)
∙
∙건조 목적 확정 논의
ㆍ
∙제2쇄빙연구선 연구사업 방안 등
ㆍ

연구 활용 분과위원회
(2차)

’18.11.29

ㆍ제2차 수요조사 결과 검토
∙
∙아라온호 운항 불가능 해역의 연구필요성 검토
ㆍ
∙제2쇄빙연구선 연구지역(우선순위) 논의
ㆍ
∙사계절 연구필요성과 차세대 쇄빙연구선 개념 검토
ㆍ

운영 기획 분과위원회
(2차)

’18.12.07

ㆍ수요조사 결과의 연구 활용분과 검토의견 소개
∙
∙제2쇄빙연구선의 차세대 개념 논의
ㆍ
∙아라온호-제2쇄빙연구선의 역할 분담, 대안 검토
ㆍ

기술 장비 분과위원회
(1차)

’18.12.07

ㆍ수요조사 결과의 연구 활용분과 검토의견 소개
∙
∙해외 쇄빙연구선 건조 현황 및 차세대 개념 검토
ㆍ
∙장비수요 및 제2쇄빙연구선 탑재 기술 검토
ㆍ

기획연구위원회 (2차)

’18.12.18

ㆍ수요조사 결과 및 내용 검토
∙
∙차세대 개념 검토: LNG 추진선박 적용불가 결정
ㆍ
∙선박사양(쇄빙능력) 검토: 해빙조건분석 강화 권고
ㆍ

기획연구위원회 (3차)

’19.01.28

ㆍ쇄빙능력 검토: 미래 해빙조건 예측자료 요청
∙
∙KISTEP 지적사항 해소 방안 작성 검토
ㆍ
∙제2쇄빙연구선 활용방안(아라온과 역할분담) 검토
ㆍ

자문위원회 (1차)

’19.01.30

ㆍ기존 기획과 차별화되는 이슈 도출 및 내용 보완 권고
∙
∙신규 건조 필요성의 명확한 근거 제시 권고
ㆍ
∙극지연 중심이 아닌 범국가적 공동활용(안) 제시 권고
ㆍ

기획연구위원회 (4차)

’19.02.28

ㆍ제2쇄빙연구선 쇄빙능력 결정 (1.5m 3knot)
∙
∙공청회 국회 개최 추진 결정
ㆍ
∙제2쇄빙연구선 운영방안(해역) 및 건조일정 등 검토
ㆍ

기획연구위원회
(5차/서면)

’19.04.25

∙제2쇄빙연구선의 명칭을 ‘차세대 쇄빙연구선’으로 결정
ㆍ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주요 결정사항

요약 5

2. 조사방법
가.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주관부처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기초로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
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을 분석함
□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은 문제/이슈의 식별과정이 합리적이고, 도출된 문제/이슈가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시급하고 필요성이 높은지에 대해 분석을 수행함
□ 사업목표의 적절성은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관계, 사업성과지표의 적절성,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등에 대해 분석을 수행함
□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은 세부활동 도출을 위한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설정
과정의 적절성, 기획위원회 전문가 구성의 적절성, 세부활동의 과학기술적 유사·
중복성, 세부활동 평가지표의 적절성 및 세부활동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에 대해 분석을 수행함
나. 정책적 타당성 분석
□ 동 사업계획의 목표, 전략 및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된 법정계획의 내용을 비교하고,
주관부처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추진체제의 적절성을 분석함
□ 재원조달 가능성과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평가함
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과정 및 규모의 적절성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점검한 후
각각의 적정 비용을 추정함
□ 동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제성 분석방법을 선정하고 해당 분석방법론을
활용한 편익, 비용효과 등의 분석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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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가. 문제/이슈 식별과정 및 정의의 적절성
□ 주관부처가 문제/이슈 식별을 위한 절차는 적절히 수행하였으나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로 연계되는 문제/이슈의 정의 및 논리 전개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의 이슈 동향 검토가 다소 인위적이고 이슈 표적화에 대한 논리 및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글로벌 중장기 이슈 및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등의 이슈 동향
검토를 통해 6개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으나 식량, 에너지, 환경 국제 갈등 등
폭넓은 키워드 차원의 연관성만 존재하므로 이를 주요 이슈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 기획을 위한 정의된 문제/이슈는 범위가 넓고 상호 연관성이 미흡하므로
동 사업의 추진 범위와 연관성이 높고 동 사업을 추진을 통해 해결 가능한 핵심적인
요인들로 압축하여 정의될 필요가 있음
- 신규 쇄빙연구선 구축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극지연구 활동의 필요성 및
시급성 검토와 함께 현재 운행 중인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기존 아라온호의 활용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핵심적인 이슈나 문제가 구체적인
근거 기반으로 제시되어야 함
○ 주관부처가 실시한 전문가 인식도 주요조사 항목과 도출된 이슈와의 매칭을 고려
할 때, 시급성, 파급성 등의 항목별 조사결과가 표적 이슈 도출에 반영되지 않아
전문가 인식도 조사 활동의 실효성은 낮다고 판단됨
- 전문가 인식도 조사결과, 북극해 수산자원 확보 측면의 시급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남북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동 사업
표적 이슈로 반영되어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와 사업기획 방향과의 연관성은
미흡하다고 판단됨

요약 7

□ 주관부처가 기존 아라온호의 한계로서 제시한 쇄빙능력 부족, 운항일정 포화 등이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와 연관성이 높은 문제/이슈라고 판단됨
○ 동 사업을 통해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투입 시, 북극해역의 연구항해 기간이 확대
효과가 예상됨
○ 주관부처가 향후 북극연구는 물론 남극 장보고기지 기반 연구 활성화 등으로 쇄빙
연구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체 연구항해 일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제시하였으나
수요 급증에 대한 근거 제시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 극지연구소 내부에서 발생한 쇄빙선 탑승 연구 신청이 수용한계를 초과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연구팀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연간 운항일정을
수립한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연구 수요의 한계 초과
및 수요 급증과 관련된 근거 제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됨
- 극지연구소 외부 수요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를 통한 활용신청
사례가 없음
- 주관부처는 2차례 극지 해역 연구·활용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취합된 60건의 연구
수요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수요의 타당성 및 적절한 우선순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구수요의 급증 관련 근거로서 타당성이 미흡함
□ 주관부처가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극지 관련 기회요인들이 존재하고
북극해를 비롯한 극지 과학조사 및 극지 기초연구활동의 강화 필요성은 인정되나
활용수요의 적절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대규모 연구지원 인프라(쇄빙연구선)의 구축
당위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됨

나.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시급성
(1) R&D사업 이외의 정책대안 가능성
□ 주관부처는 표적 이슈 해결을 위해 신규 쇄빙연구선이라는 대형 연구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표적 이슈는 한 가지 공통대안을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낮은 상호 독립적인 이슈이며 이슈 해결 측면에서 R&D 사업 외에 다양한
대안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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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빙연구선 건조는 선박 건조비 외에도 향후 30여 년간 대규모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대형 연구기반 구축 사업이므로 주요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표적이슈 1 : 기후변화 및 한반도 기상이변 예측 대응 >
○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 마련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정책대안이
존재하며, 기상현상 관측자료 획득 측면에서 위성을 활용하는 대안이 존재함
- 제3차 기후업무발전 기본계획(2017-2021)에 따르면 기후변화 감시 체계 확대를 위해
위성을 사용한 기상 기후 감시능력 강화가 제시되어 있고,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대책(기상청, ‘16.8.29)에도 특이기상연구센터를 지정․운영, 한국형 수치모델 현업화,
저궤도 기상위성 자체 개발 등이 제시되어 있음
< 표적이슈 2 : 남북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 >
○ 극지/해양환경보호 활동,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불법조업 방지, 어업 쿼터 관리,
국제 공동연구 강화 등의 대안이 존재함
< 표적이슈 3 : 극지과학력 제고 >
○ 외교력 관점에서 북극 이사회의 지속참여와 함께 북극 관련 국제기구(북극 써클1),
Arctic Frontiers 컨퍼런스2) 등) 활동 강화, 민간협력 활성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과학기술 관점에서 연구사업 예산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동탐사·조사 R&D 과제
지원 등의 정책대안이 존재함
< 표적이슈 4 : 조선기술 경쟁력 강화 >
○ 조선사 설계역량 강화, 전략 국가와의 협력 통한 수주 및 협력 기반 확대, 조선 전
후방 산업, 대-중소기업, 지역 등 산업 생태계 강화, 조선사 금융부담 완화 등의 다양한
접근방안이 존재함
□ 북극해역의 연구수요 충족 측면만을 고려할 경우, 신규 쇄빙연구선 구축 외 국제공동
연구, 타국 쇄빙연구선 탑승 연구, 아라온호의 연구항차 효율화 등을 통한 북극해역
연구항차 확대 등의 대안이 존재함

1) ‘13년 아이슬란드에서 창설한 각국의 산·학·연·NGO·정부 관계자간 협의체
2) 노르웨이 AK vaplan-niva 社가 주최하며 ´07년부터 매년 개최(과학 정책분야)

요약 9

(2) 기술개발 추세 분석
□ 연구개발 투자 시점 관련하여 2018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동 사업과
관련된 중점과학기술 분야는 우리나라가 추격 그룹에 속하며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상승인 것으로 조사됨
○ 2018년도 기술수준평가에 포함된 중점과학기술 중 동 사업 관련 기술은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3), ‘친환경 스마트 선박 기술’4), ‘기후변화 감시 예측 적응 기술’5)로
판단됨
○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 분야의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주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중에서 가장 낮아 추격 그룹에 속하며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상승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기술수준은 미국(100%) > EU(95.0%) > 일본(85.0%) > 중국(75.0%) > 한국
(71.0%) 순으로 조사됨
○ 친환경 스마트 선박 기술 분야의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주요 5개국 중에서 4위
수준으로 추격 그룹에 속하며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상승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기술수준은 EU(100%) > 일본(90.0%) > 미국(85.0%) > 한국(80.0%) > 중국
(72.5%) 순으로 조사됨
○ 기후변화 감시 예측 적응 기술 분야의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주요 5개국 중에서 가장
낮아 추격 그룹에 속하며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상승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기술수준은 미국(100%) = EU(100.0%) > 일본(90.0%) > 중국(80.0%) > 한국
(75.0%) 순으로 조사됨

3) 기후나 지리적 환경이 열악한 공간(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개발 및 건설 사업에 필수적인 지반 기초
구조물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로, 건설 활동이 제한적인 극한공간에서 효율적인 인프라 건설을
가능케 하는 급속시공, 원격 시공, 기초 모듈 건설 관련 기술
4)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국제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존
선박보다 연료효율이 높고 대기 및 해양 오염을 저감하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 관련 기술
5) 지구시스템모델 및 화학기후모델 개발을 통해 탄소순환을 예측하고 장기체류 기후변화 원인물질(이산화탄소)
및 단기체류 기후변화 원인물질(메탄, 대류권 오존, 검댕을 포함한 일부 미세먼지 등)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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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극해 비연안국의 극지연구 현황
□ 북극해 비연안국의 극지연구를 상당부분 전담하는 해외 주요기관의 인력 규모 및
예산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극지연구 투자 비율은 평균적인
수준으로 조사됨6)
○ 2017년 기준 GDP 대비 극지연구 투자 비율은 우리나라 0.0059%, 독일 0.0054%,
영국 0.0024, 일본 0.0015%로 조사되어 주요 비연안국 중에서 높은 수준이며,
R&D 투자규모 대비 극지연구 투자 비율 비교 시 우리나라 0.1079, 독일
0.1805%, 영국 0.1448%, 일본 0.0484%로 주요 비연안국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표 4> 주요 비연안국 극지연구 예산 및 GDP 현황(2017년)
기 관 명

KOPRI(한)

AWI(독)

BAS(영)

NIPR(일)

인력(명)

총인력

391

1,207

510

241

예산
(억원)

총예산(억 원)

1,091

2,396

751

900

3조 6,848달러

2조 6,245달러

4조 8,721달러

국내총생산(GDP) 1조 5,380달러
예산
비중

운영
형태

GDP 대비 극지
연구 투자 비율

0.0059%

0.0054%

0.0024%

0.0015%
(연구선 운영비 합산)

R&D 투자규모
대비 극지연구
투자 비율

0.1079%

0.1805%

0.1448%

0.0484%

상부 거버넌스

해양수산부

헬름홀츠연구회

NERC

IURIC-ROIS

국가 극지연구

전담

전담

거의 전담

협동연구 활발

쇄빙선 운영

직할

쇄빙선

아라온
(7,507톤)

내빙선

-

연구선

민간기업 위탁
(50% 이상 개방)
Polarstern
(12,614톤)

직할
E. Shackleton
(4,028톤)

M. Merian(5,573톤) J.C. Ross(5,732톤)

시라세 : 해상자위대,
미라이 : JAMSTEC
Shirase
(12,700톤)
Mirai(8,706톤)

출처: 동 사업 1차 추가제출자료, 추가 소명자료
* GDP 출처 : UN Data (https://unstats.un.org/unsd/snaama/Downloads)
** 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비율 출처 : OECD Data(https://data.oecd.org/rd/gross-domestic-spending-on-r-d.htm)

6) 출처: 극지(연) 미래 기능 정립 연구 보고서(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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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표의 적절성

<표 5>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 논리모형
1. 이슈/문제
◦기후변화 및 한반도 기상이변 예측 대응
◦남북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극지과학력 강화
◦조선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표적이슈 해결 대안 검토
◦쇄빙연구선 활용 과학
연구 중요성 및 시급성
확인

◦ 아라온호
- 쇄빙능력
- 운항일정
- 연구장비

한계
부족
포화
부족

2. 목표

3. 수혜자

◦ 극지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 쇄빙능력 강화 (1.5m)
- 안전/환경조건 개선

◦ 극지 연구 산·학·연 관계자
◦ 극지 관련 정부부처

4. 투입

5. 활동

6. 산출

7. 성과/영향

◦ 전액국고지원
약 2,722억원
◦ 건조인력 투입
- 핵심기술 개발 인력,
선박설계/건조
인력, 운항 지원 인
력, 극지연구 인력
◦ 시설 장비 등 인프라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추진
- 건조사양·핵심기술 도출
- 개념설계, 로드맵 작성
- 기본·실시설계 및 선행
기반기술 개발
- 건조·공정관리 및 시험
운항
- 국내외 전문기관 자문

◦ 차세대
쇄빙연구선
◦ 쇄빙선
관련 핵심
기술

◦극지해역 과학플랫폼 확보
◦과학외교 기반 국가위상 제고
◦북극항로 개척 및 안전운항
◦조선/항만/물류 등 산업발전
◦일자리 창출
◦미래 에너지자원 정보획득

8. 가정
◦ 북극중앙공해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된다면, 원초 서명국인 우리나라는 과학적 기여에 비례하여
북극해 수산 쿼터(quota) 결정 등 외교적·산업적 영향력 발휘 가능
◦ 북극중앙해역 고위도 연구가 불가능하다면, 원격탐사데이터와 제한된 현장자료만으로는 정확한
기상이변 예측 불가능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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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성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관계
□ 주관부처는 준대형급 차세대 쇄빙연구선 신규 건조를 사업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4가지 표적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나 이는 상당부분 과장되거나
문제해결의 기여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며 지난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연관관계가
미흡하다고 지적된 문제/이슈가 동 사업에 동일하게 제시되어 사업 기획의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지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쇄빙연구선 구축과의 인과관계가 미흡하거나 해결가능성이
낮다고 지적된 북극자원 탐사, 지질조사, 기후변화 등의 이슈가 동 사업의 주요 표적
이슈로 재포함되어 사업 기획의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이슈 표적화 단계에서 북극자원 탐사, 지질조사와 연관된 미래 북극해저
광물자원 보전 및 이용 이슈를 기대효과로 구분하였지만, 극지과학력 강화 이슈에
포함하였고 관련 수요도 극지과학력 강화 이슈로 구분하여 제시함
<표 6>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요약)
□ 쇄빙선 신규 건조 필요성으로 제기된 북극관련 이슈는 상당부분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동
사업으로 해결가능성 낮음
○ 북극외교 강화, 북극해 광물자원 개발, 북극 물류항로 개척 등의 이슈는 동 사업과 관련성이
적거나 해결가능성이 낮으며, 기존 선박의 북극해 운용성능 부족, 북극점 부근 기후변화조사
등의 이슈는 동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부적절한 이슈임
○ 비연안국인 우리나라가 주변국의 협조 없이 독자적인 북극해 부존자원 탐사가 가능할 것이
라고 보기 어려우며, 준대형급 쇄빙연구선 투입과 북극 광물자원 개발·확보는 관련성 및
인과관계가 부족함
○ 러시아 북동항로 등 기존 북극항로 물동량 증가, 러시아의 쇄빙지원능력 한계 등의 이슈는
준대형급 연구목적 쇄빙선의 신규투입과는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음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위해서는 해빙지역이 더 적합하며, 기후조사를 위해 준대형급
쇄빙선이 북극점 주위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은 적음
출처: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동 사업을 통한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 시 일부 해결이 가능하거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제/이슈는 북극해 연구항해일수 확대에 따른 운항예비일 확보,
북극 공동연구협력 확대 등으로 매우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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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이슈 1 : 기후변화 및 한반도 기상이변 예측 대응 문제 >
□ 기후변화 및 한반도 기상이변 예측·대응 측면에서 전지구적 연중 기상 데이터 내에서
하계 북극 고위도 중앙 공해역 및 연중 준고위도 해역의 관측 데이터가 차지하는
중요도 및 해당 데이터의 기상예보 활용성 등이 불분명하여 해당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통해 획득된 북극 기상자료를 통해 기상예보 정확성을 향상
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크다고 판단됨
- 현재 기상청에서 사용 중인 수치예보모델에 입력되는 대부분의 초기데이터는 위성
관측자료이며 북극 고위도 지역의 데이터는 적도, 중위도, 한반도 인근 지역의
데이터에 비해 제한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상황임
- 차세대 쇄빙연구선에서 획득한 자료를 수치예보모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품질검사, 자료동화 등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북극 고위도 지역의 데이터
반영을 통한 기상예보 정확성 향상 정도는 불분명함
< 표적이슈 2 : 남북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 >
□ 남북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 측면에서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는 관련성
및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북극해 공해 수역이 지구온난화로 빙하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향후 북극해 지역수산
기구(RFMO) 설립에 따른 어장 활성화 가능성은 존재하나 수산자원은 양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가 가능함
○ 현재 중앙 북극해는 시험어업 조차 불가능한 상황7)이고 국내의 수산자원 관련 문제
분석이 부재한 상황에서 향후 설립될 북극해 지역수산기구 내 외교력을 높여 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쇄빙연구선 건조를 추진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함
- 북극해 지역수산기구 내 외교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쇄빙연구선 건조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며 북극해 연안국인 러시아 등과의 수산협력 강화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7) 지역수산기구가 존재하고 보존조치에 따르는 경우만 상업조업을 허용하며, 추후 합의되는 규칙에 시험어업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 이후 시험어업이 가능함. 우리 정부는 캐나다, EU, 미국, 일본, 러시아에 이어 중앙 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 비준절차를 최근 완료(’19.10.22)하였으며 중앙 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은 서명국 10
개국이 모두 국내 비준절차 및 기탁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발효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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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이슈 3 :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극지과학력 강화 >
□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극지과학력 강화 측면에서 글로벌 이슈 및 극지과학력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문제/이슈가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에 따른 문제해결 정도 검토가 제한됨
○ 기획보고서에 “해수면 상승 등 극지에서 풀어야할 글로벌 이슈 산재”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이슈별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문제해결 기여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함
○ 극지 외교력 강화 측면에서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 보다는 북극이사회를 비롯한 북극
관련 국제기구의 참여 및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됨
< 표적이슈 4 : 조선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
□ 조선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조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나 이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시, 건조경험 축적에 따른 조선기술의 향상 및 일부 인력양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는 쇄빙연구선이 아닌 일반 선박 건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효과에 해당함
○ 극한 상황에서의 장비·기자재의 검증은 쇄빙연구선이 아니어도 빙해수조 실험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동 사업에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선행 기반기술 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상기 제시된 4가지 표적이슈들은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직접적인 필요성 측면
보다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확보시의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가깝다고 판단됨
(2) 임무와 개념설계의 적절성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임무를 연구 임무와 지원활동 임무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동 사업의 문제/이슈의 해결 측면과 별개로 신규 쇄빙연구선 구축·
운용시 기여 가능한 부분을 고려할 때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임무는 적절히 제시
되었다고 판단됨

요약 15

○ 주관부처는 연구 임무로서 극지해역의 특성을 탐사, 관측, 모니터링 하는 극지과학
연구 수행과 극지해역 테스트베드 활용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신규 쇄빙연구선의
활용처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가 제시한 지원활동 측면은 대국민 홍보, 국위선양 등 차세대 쇄빙연구선
탑승을 통한 직접적인 연구지원 외에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측면에서
타당한 임무 설정이라고 판단됨

[그림 3] 차세대 쇄빙연구선 임무 수행을 위한 보유 기능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 주관부처는 북극 해역의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쇄빙능력을 먼저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주요 건조사양을 순차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였으나
이는 현재 개념연구 단계의 추정치에 따른 결과이므로 추후 개념·기본설계 시 면밀히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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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주요 건조사양 도출 절차
출처: 동 사업 Q&A 자료집

<표 7> 아라온호와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주요 제원 비교
구분

아라온호

차세대 쇄빙연구선

쇄빙능력 / 내한성능

1m at 3knots / -35℃

1.5m at 3knots / –45℃

효율적 공간확보

장착식 연구장비

탈 부착식 연구장비

승선인원 확대

85명(승무원 29명, 연구원 56명)

100명(승무원 34명, 연구원 66명)

주요활동 해역

남극 중심

북극 중심

총톤수(GT)

7,507톤

11,500톤 급

선체 크기
(전장x폭x구조흘수, m)

111 x 19 x 7.5

120 x 22.5 x 8.2

항해속력

12 knots

13 knots

무보급항해일수

70일 (기지보급유 포함)

75일 이상

기중 장비

선수크레인(25톤)
선미크레인(3~10톤)

대형 선미크레인 (35톤)
소형 선미크레인 (5~15톤)

컨테이너 탑재

31 TEU

최대 52 TEU

Moon Pool

미적용

적용 (4m x 3.2m)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 쇄빙능력(1.5m at 3knots) >
□ 주관부처는 계절별 해역별 접근 가능성과 쇄빙능력별 필요 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m 두께의 얼음을 3knot의 속도로 연속쇄빙이 가능한 쇄빙능력을 제시
하였으며 이는 북극 고위도해에 연중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요약 17

< 선급부호(PC3, Winterization(E2) -45℃, DPS 2) >
□ 주관부처는 1.5m 평탄빙에 대한 3knot 속력의 연속 쇄빙능력을 고려할 때 선박의
안정성을 위한 충분한 선체강도 확보 측면에서 PC3 등급이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쇄빙능력을 고려한 극지등급 기준 및 해외 쇄빙연구선들의
극지등급 적용 사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겨울철(12월~1월) 운용 등 결빙지역 항해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내한성능을
Winterization E2(-45℃)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며 이는 운항 조건 고려 시
타당한 등급 도출이라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연구 목적의 선박이므로 연구활동 시 정밀한 위치
제어를 위해 DPS 2 등급의 동적위치제어시스템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며
이는 아라온호에도 동일한 등급이 적용된 것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추진기/발전기 >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에 독립된 전기모터 방식의 전방위 추진기 7.5MW급
2기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며 이는 1.5m 쇄빙능력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저속에서의 큰 토크를 보장하는 전기모터를 이용한 추진기 적용은 적절하며
아라온호를 포함한 대부분의 쇄빙선들은 결빙해역에서 조정성능이 우수하며, 360°
회전이 가능한 Azimuth(전방위) 추진기를 채택하고 있어 전기모터 방식의 전방위
추진기 선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1.5m 평탄빙을 3knot 속도로 연속 쇄빙하기 위해서는 7.5MW급 2기
총 15MW의 추진기용량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20MW 용량의 발전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디젤
추진기관 4기(6MW 2기, 4MW 2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나 추후 쇄빙
연구선의 운용 시나리오를 정교화하여 최적의 엔진 모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쇄빙선은 정상 항해 중에는 통상 1~2기를, 쇄빙 항해 시에는 최대의
출력을 사용하도록 설계되므로 추진기관을 분리하여 설계하였으며 운항 조건별 최적
운용을 위해 마력이 상이한 엔진을 적용8)하였으나 최적의 엔진 모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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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관점에서 5MW 동일한 엔진 4기를 적용하는 것이 용량이 상이한 엔진을
여러 개 적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임
- 주관부처는 선박용 디젤엔진은 최대 출력의 60%~90% 범위에서 운용 시 최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용량이 상이한 엔진을 사용하도록 제시하였으나 정박 시
육전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국내 대기환경 개선 시행대책 등을 고려하여 추후 쇄빙
연구선의 운용 시나리오를 정교화하고 최적의 엔진 모델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선박 규모 확대,
극지해역에서의 LNG수급 가능성 불투명 등을 근거로 LNG 대신 디젤 연료를 활용한
추진기관을 제시하였으나 IMO 2020규제 시행9) 등을 고려하여 추후 개념·기본설계 시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승선인원 >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승선인원으로 아라온호 85명 대비 15명을 확대하여
100명 규모로 제시하였으나 승선 인원 확대 시 거주공간 확보를 위해 선체 연장이
필요하므로 차세대 쇄빙연구선 구축 시 복수의 쇄빙선 운용에 따른 연구 수요의 분산을
고려하여 연구원 규모를 산출하고 기타 인력 등 다른 승선인원과의 조율을 통한
탄력적 탑승인원 조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총톤수 >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만재배수량은 12,400톤으로 추정하였고 KOMAC
용역을 통해 일반 개념도를 도출하여 총톤수를 약 11,508톤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해외 쇄빙연구선 사례를 고려할 때 과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됨
< 문풀(3.2x4㎡) >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에 문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며 이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극지연구 지원을 목표로 건조되고 극한 환경에서의 연구활동 안전성과
용이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8) (정박 시) 선내 선력 부하는 2,120kW로, 4MW 엔진 1기 가동 시 부하율 53%, 5MW 엔진 1기 가동 시에는 부하율
42.4%, (일반항해 시) 경제속력 13노트로 일반항해 시 추진마력(4,150kW)과 선내 전력 부하(2,120kW)를 고려 총
6,270kW가 소요되며 4MW 엔진 2기 사용 시 부하율 78%, 5MW 엔진 2기 가동 시에는 부하율 62.7% 수준
9)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는
규제임. IMO의 조치는 현행 3.5% 황함량 상한선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현재 벙커 연료의 평균 황함량인
2.5% 수준 대비 5배의 감소를 의미함

요약 19

나. 목표설정의 적절성
□ 동 사업의 목표로서 연구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차세대 쇄빙연구선 확보가 명확히
설정되었으나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통해 직접적으로 달성가능한 효과를 사업목표에
구체화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목표로서 “극지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가 제시
되었으나 극지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존재하므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사업목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사업목표에 포함된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개념을 기존 쇄빙연구선과
비교하여 스마트 선박 개념을 접목하며 아라온호와 차별화한다고 제시하였으나
스마트 선박과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와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됨
○ 빅데이터 환류, 무인장비 활용, 자율운항 등 스마트 선박 관련 기술을 차세대 쇄빙
연구선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는 적절하나 해당 기술의 개발은 동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가 아닌 일부 신기술의 적용 측면에서 주관부처가
임의로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정의하여 사업목표에 반영한 것은 추후 개발될
쇄빙연구선의 성능과 정의를 고려할 때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다.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목표를 고려한 연차별·단계별 성과
지표 및 성과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나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목표와 동일하게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로 제시되고 연차별·단계별 구체적 달성 목표치가 미제시되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이 순수 연구개발 사업과 다른 성격을 가진 인프라 구축 사업임을 고려하여
성과지표의 설정 및 측정방법의 구체화가 요구된다고 판단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개념·기본설계, 선행기반기술개발, 선형 확정, 상세 설계 수행,
착공·기공·진수·시운전, 건조 후 하자 확인 등 사업추진 로드맵을 고려한 성과지표의
설정 및 성과지표의 달성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방법의 제시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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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수혜자로서 극지 연구 산·학·연 관계자 및 극지 관련 정부
부처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사업의 목표 및 추진범위를 고려할 때 적절히 수혜자가
표적화된 것으로 판단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 연구수요조사 결과
및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에 탑승하여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 극지연구소 중심의 산·학·연
관계자라고 판단됨

요약 21

3.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가.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1) 세부활동의 적절성
□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신규 건조하기 위한 세부 활동은 적절히 제시되었으나 선행기반
기술개발 관련 세부 활동은 도출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신규 건조하기 위한 각 단계별 추진계획 및 참여
기관의 역할을 제시하였고 기존 연구선의 추진계획과 건조과정10) 등을 고려할 때
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세부활동은 적절히 도출된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쇄빙연구선 기술 수준을 분석하여 선박 기본설계 이전에 확보할 4가지 선행
기반기술개발 세부활동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기반기술의 도출근거 제시는 미흡함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시 확보가 필요한 기술 중에서 단기간 내 연구
개발을 통해 세계수준으로 도달 가능한 분야를 선별하여 시급히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나 기술 선별 관련 근거가 미제시됨

[그림 5] 1단계(사전건조설계) 추진계획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10) ➀아라온호: 개념 및 기본설계(ʼ04.01~ʼ04.12) → 실시설계(ʼ05.01~ʼ06.02) → 상세설계 및 건조(ʼ06.05~ʼ10.12)
➁이사부호: 건조 로드맵 작성 및 기본설계(ʼ10.04~ʼ11.02) → 실시설계, 상세설계 및 건조(ʼ11.03~ʼ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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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단계(건조) 추진계획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표 8> 선행 기반기술 개발 내용
연구
기간

소요예산
(억원)

∙쇄빙연구선 최적 선형 검토 연구
ㆍ
선박의 유체성능
ㆍ쇄빙연구선 추진시스템 특성 연구
∙
및 빙성능 최적화
∙쇄빙연구선 내항성능, 조종성능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ㆍ
기술
∙해외 빙해수조와의 쇄빙선 설계, 시험 및 평가 협업 연구
ㆍ

9개월

11

∙제품 설계 기술 및 시제품 개발
ㆍ
선박 기자재 내한
ㆍ열전달 수치해석 연구
∙
성능 최적화 기술
∙저온성능 평가를 통한 기술 검증
ㆍ

6개월

4

∙쇄빙연구선의 통합상태감시시스템 Framework 구축
ㆍ
선박의 통합 상태
ㆍ쇄빙연구선에 ICMS 탑재를 위한 설계 반영 사항 도출
∙
모니터링 기술
∙쇄빙연구선의 통합상태감시시스템 S/W 핵심 시제 모듈 개발
ㆍ

8개월

5

시운전
착수 전
24개월

5

선행 기반기술명

선박의 실선
빙성능 평가 및
검증 기술

연구내용

ㆍ쇄빙능력 시험계획 및 해석 방안 수립
∙
∙쇄빙시험항해 항목 도출 및 검증
ㆍ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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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조사의 적절성
□ 동 사업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절차는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극지연구소
외부의 연구수요를 고려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해양수산부 연구선공동활용
위원회를 통한 활용신청사례가 없고 관계부처 및 국외의 구체적인 연구수요 제시가
미흡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시된 수요의 타당성은 의문시됨
○ 2차 수요조사 시기 및 기획연구위원회의 쇄빙연구선 쇄빙능력 결정시기(’19.02.28)와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일반배치도 작성을 위한 개념연구 용역시기(18.11∼’19.02,
한국해사기술)를 고려할 때 수요조사 결과가 개념연구 용역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주관부처가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수요조사 결과 도출한 2가지
쇄빙능력 대안 중 기예타에서 검토하지 못한 대안을 중심으로 개념연구 용역을 우선
진행하였다고 제시하여 수요조사의 절차적 타당성을 인정함
○ 쇄빙연구선을 활용하기 위한 극지연구소 외부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서
기존 아라온호의 공동활용 신청사례를 살펴볼 수 있으나 해당 신청사례가 없어 주관
부처가 제시한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이 의문시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국가적인 대형 해양인프라이므로 주관부처가 관계부처의 수요를
검토한 것은 적절하나 관계부처에서 회신한 검토의견은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활용
가능성 정도를 확인한 수준이며 구체적인 연구수요는 제시되지 못함
<표 9> 관계부처 신규 쇄빙연구선 활용 연구수요 검토의견
부처

주요 검토의견

국조실

북극정책 기본계획의 정책실효성 확보와 ‘해양경제영토 개척’이라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쇄빙연구선 추가 확보 필요

외교부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된 것은 아라온호 취항(‘09년)에 힘입은
바가 큼, 외교적 성과의 유지·발전을 위해 제2쇄빙선 건조사업 추진 필요

산업부

북극항로 개척 등 향후 쇄빙선 수요증가에 대비 제2쇄빙연구선 개발을 통한 기술
축적이 필요하며, 친환경 선박 및 국산기자재 탑재 등 검토 필요

과기부

극지분야의 경우 국제/기관 공동 연구 필요성이 높으므로 쇄빙선 활용 수요가
존재하나, MOU 기반 연구과제의 경우 세부 내용에 따른 활용성 재검토 필요

국토부

북극지역 공간정보 기본계획(’14 수립)에 따른 정보구축을 위해 북극지역 해안선
및 빙하변화도 등 공간정보 추가 필요

기상청

기상예측시스템의 정확성 향상과 자료의 진단/평가/검증을 위해 북극권 기상과 해양
관측 필요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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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순위 설정과정의 적절성
□ 주관부처가 극지 해역 연구·활용 수요조사를 통해 취합된 수요 중 쇄빙연구선 활용
측면에서 연관성 및 자격요건이 부족한 일부 수요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요를 우선
순위 검토 없이 사업기획에 반영하여 우선순위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가 1, 2차 수요조사 결과 취합된 수요 중 상호 간 중복되거나 통합 가능한
수요, 쇄빙연구선 승선 연구 또는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수요 및 현실
불가능한 수요를 배제한 나머지 60건의 수요를 우선순위 평가 없이 사업기획에
반영하여 쇄빙연구선 관련 연구수요가 과대 산출되었다고 판단됨
- 수요조사시 관심분야를 해양환경, 해양생물, 지질자원, 조선산업, 기상대기, 해운물류,
안전안보, 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수요를 취합하였으나 이를 조선기술, 기상이변,
생물 자원, 극지과학 등의 표적이슈로 재분류하여 사업기획에 반영했을 뿐 해당
연구수요의 중요성에 대한 검토를 비롯하여 북극 고위도 지역의 접근 필요성 등을
기반으로 한 우선 순위 검토가 수행되지 않음
○ 주관부처는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우선순위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기획위원의 연구
수요별 개별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소수의 기획
위원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결과라고
판단됨
□ 연구장비 및 연구지원장비 관련하여 기존 예타 진행 시 도출되었던 결과를 수요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일부 신규 연구장비를 추가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우선순위
검토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4) 기획위원회 전문가 구성 적절성
□ 동 사업 기획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성 및 각 위원회의 역할 배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상청 외의 범부처 의견 수렴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국가적 대형 연구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범부처적 활용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기획이 수행되어야 하나 기획연구단에 포함된 관계부처는 기상청 밖에
없어 범부처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구성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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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차세대 쇄빙연구선 기획연구단 조직도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5) 세부활동의 과학기술적 유사·중복성
□ 동 사업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이
없어 쇄빙연구선 건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세부활동의 중복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선행 기반기술 개발 관련 세부활동은 과제 수준에서 일부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과제가 존재하나 연구범위와 내용에 차별성이 존재하고 기존 아라온호의 설계, 건조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보완 등의 측면에서 유사·중복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NTIS를 통해 검색된 국가 R&D 과제정보 중 키워드 중심의 유사·중복성 검토 과정을
거쳐 17개 과제를 검토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활동의 과학기술적 유사․중복성을 검토를 수행하였으나 유사·중복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에 장착되는 연구장비의 경우, 일부 장비의 중복 요소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되나 항해를 하는 선박이라는 특수성과 항해와 연구에 필요한 장비로 타
연구선 또는 육상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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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활동과 사업목표간 연계성
□ “극지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라는 동 사업의 목표를 고려
할 때, 동 사업의 세부활동이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 관련 직접적인 활동이므로 사업
목표와의 연계성은 분명하다고 판단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신규 건조하기 위한 활동은 (1단계)사전건조설계와 (2단계)건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행기반기술 개발 활동은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4가지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됨

다. 세부활동 성과지표의 적절성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선행 기반기술 개발 관련 세부과제별
성과지표와 달성 목표치를 제시하였으나 목표치 설정근거의 보완 및 측정방법의
구체화가 요구됨
○ 선행 기반기술 개발 활동별 성과지표의 목표치 산출 근거가 미제시되었으며 세부
과제별 성과지표는 정의, 구현환경 및 성능 측면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라. 세부활동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총사업기간은 국내 연구용 선박 건조사례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선행 기반기술개발 활동은 과제 수행기간 및 성과물 창출 시기를
고려할 때 창출된 성과의 설계 반영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판단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설계(1단계) 및 건조(2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인 5년은 기 추진된
연구용 선박 건조사업의 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선행 기반기술개발 세부활동 중 선박의 유체성능
및 빙성능 최적화 기술, 선박 기자재 내한성능 최적화 기술, 선박의 통합 상태모니터링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수행기간은 1년 미만이며 기본설계 시작 시점을 고려할 때
창출된 성과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요약 27

마. 추진전략의 적절성
(1) 추진전략의 적절성
□ 동 사업의 추진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인 전주기 연구개발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전주기 연구개발관리체계 관련 추진항목으로 아라온호 건조 및 운영 사례를 통한
예상 환경변화 및 위험요소 정의, 발생가능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건조사업
추진시 공정단계별 구체적 성과목표 제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상시적 모니터링 실시, 시험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을 제시하였으나 각 추진항목이 선언적인 수준에서 제시되었으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의 구체화가 요구됨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운영관리 방안으로 전체 위탁관리를 제시하고 향후
복수 쇄빙연구선의 위탁관리업체를 단일화할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기존 아라온호의
운영관리 사례 및 관리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운영관리 방안으로 자체관리, 전체 위탁관리, 선택적
/부분 위탁관리, 외국 전문회의 위탁관리 방안으로 고려하였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아라온호 운영관리 사례를 고려할 때 전체 위탁관리 방안이 타당하다고 제시함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후 복수의 쇄빙연구선 운항일정(안)을 현재 취합된 60건의
수요 기반으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일정에 반영된 수요는 적절성 재검토가 필요함
○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를 통해 복수의 쇄빙연구선 운용시, 북극 이동 및 연구항해
일수가 기존 대비 3배 확대가 예상되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진의 연구
수요와 충분한 연구지원비, 운영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예비일 발생으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음
(2)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 동 사업은 해양수산부 승인 하에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총괄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하며
이는 일반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체계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범부처 협의를
수행하고 협의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8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사업추진단이 사업 추진방안 선정, 집행(세부과제 또는 용역을 통한 위임수행 포함)
등을 총괄 추진하고 분야별 검토결과의 취합, 조율 등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나 사업
추진단계별, 세부활동별 논의될 의사결정사항, 의사결정과정, 의사결정결과 등이 투명
하게 공개되고 검토될 수 있어야 함

[그림 8] 건조사업 추진체계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표 10> 추진체계별 역할
추진체계
정부/해양수산부

역할
- 총괄, 예산 배정, 진행사항 점검

사업추진단

- 사업추진단은 기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건조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 극지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
- 사업추진단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추진이 가능토록 해양수산부의 지휘에
따라 건조사업을 총괄 운영함

연구소, 대학

- 건조사업 개시와 더불어 약 12개월 동안 차세대 쇄빙연구선에 적용될
기반기술 개발을 우선적으로 착수하고, 건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기술적인 문제점을 분석, 검토, 예방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

국내외 선박설계사

- 규모와 기능 선정, 제원 확정 및 항목별 요구사항 완성, 건조사양서 작성,
상세생산설계의 기초자료인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이후 기술적 자문

국내외 조선소

- 상세설계, 건조 실시, 건조공정 관리, 필요시 정기/수시보고 실시, 차
세대 쇄빙연구선 인도 전 시운전을 통한 검증

선급

- 정부대행 검사업무, 선급 등록 및 유지 관련 선박 도면심의, 기술검토
및 승인 검사, 선박재료 및 기자재의 제 승인 및 검사 업무, 선박검사와
관련된 기술연구, 소프트웨어 및 규칙 개발 업무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요약 29

○ 주관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건조 및 활용까지 함께 검토하고 추진
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관계부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추진체계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국가적인 대형 해양 인프라임을 고려할 때 건조 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추진체계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차세대 쇄빙연구선에 많은 장비가 구축될 예정이므로 효율적인 장비 운영
방안의 검토 및 적정 성능의 장비 구축을 위해 추진체계상 ‘연구장비 심의위원회’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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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필수계획 및 선택군 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대체로 적절’인 것으로 판단됨
○ 분석대상 상위계획을 필수계획과 선택군 계획으로 구분하여 부합성을 조사함
- 필수계획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선택군 계획 :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14~’20),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18~’22)
<표 1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부합성

구분

계획명

최상위 계획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

선택군 계획

낮음

보통

높음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

∨

<표 1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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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31

(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동 사업의 부합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과제 18.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과제 중 ‘기후변화 및 신기후체제 대응으로
지속가능성 확보’에 해양관측 및 예보시스템 구축이 언급되어 있어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동 사업과 일부 부합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120개 중점과학기술 중 우주·항공·해양(대분류)의 해양·극한지(중분류) 분야의 2개 기술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 기술,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이 동 사업과 일부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2)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동 사업의 부합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전략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확보’ 중 ‘과제 2-2.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의 ‘남·북극 연구 진흥’에 일부 부합함
○ 동 사업은 쇄빙연구선 건조를 통해 기후변화 등 북극의 공해상에서 기후변화와 해양
환경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과제 2-2.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 추진과제에 제시된 ‘남·북극 연구 진흥’ 정책에 일부 부합함
(3)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과 동 사업의 부합도는 높다고 판단됨
○ 3대 R&D 전략에 대한 12대 실행전략 중 ‘극한공간 활용 및 국제 협력 확대’의 실행
계획으로 “북극 연구 지역 확대에 따른 제2쇄빙연구선 건조 추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의 상위계획과 동 사업의 부합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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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11)
□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 과 동 사업의 부합도는 높다고 판단됨

○ ‘북극권 연구·개발 강화 및 북극권 진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쇄빙능력을 강화한
제2쇄빙연구선 건조’와 ‘제2쇄빙연구선 예비타당성조사 추진(’19. 上) 신청’이 ‘추진
과제 10. 연구활동 기반 확충’에 명시되어 동 사업과 부합도가 높음

나.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 관련 사업 간의 차별성
□ 동 사업과 유사한 목적·기능을 보유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선 건조사업은 없으므로
사업 수준의 중복성은 없다고 판단됨
□ 동 사업계획서를 통해 제시된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종합적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1식의 시설단위로서 기존 연구 선박은 존재하지 않으나 임무 및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복성이 있는 아라온호가 존재하므로 효율적인 연계활용이 요구됨
○ 현재 운용 중인 아라온호, 이사부호, 탐해2호 등 연구용 선박을 대상으로 동 사업과
기능 및 역할의 중복·연계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동 사업과의 중복성은
낮으며, 아라온호를 제외하고 연계활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부처간·부처 내 유관 사업과의 연계·협력방안의 적절성
□ 주관부처가 국가 차원의 연구자산인 쇄빙연구선을 범부처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공동
활용하기 위해 차세대 쇄빙연구선 공동활용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범부처적 연구선 공동 활용 및 국내 산/학/연 연구자의 참여를 촉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기존 연구선 공동활용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동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함
11) 현재 법정계획은 아니며, 향후 극지활동진흥법 (국회계류중) 제정시 ‘남극활동 진흥 기본계획’과 통합하여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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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아라온호와 같이 극지연구소/해수부가 주도하는 현행 공동활용 운영체계에서
공동활용과제의 제출대상기관 확대 및 관계부처의 선정 심의 참여 정도의 개선으로는
국내 산/학/연 연구수요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범부처적 연구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예상됨
- 극지연구소 외부 수요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를 통한 아라온호
활용신청사례가 없으며 아라온호 활용 과제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서면
인터뷰 결과12)를 고려할 때 극지연구소의 위주의 운영을 지양할 수 있는 공동활용
체계의 정비 없이는 국내 연구자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 2020~2024년은 극지인프라운영위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2025년 차세대 쇄빙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제시하였으나 주관부처가 제시한
공동활용 추진체계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극지연구소 외부 수요 반영이
미흡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공동활용체계 개선 추진 및 개선효과
검증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연구항해 일정 50%를 극지연
외부수요에 의무할당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공동활용 촉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관부처의 차세대 쇄빙연구선 공동활용에 대한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나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연구항해는 극지연 내외부 수요의
구분보다는 활용수요의 자체의 중요성 및 시급성, 기대효과 등을 우선시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범정부적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요 발굴, 과제 선정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
평가 등 전 주기에 걸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연구항해 일정의
일정비율을 극지연 외부수요에 의무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할당 비율에 대한
적절성 논의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마련이 요구됨
○ 국내 공공연구선 공동활용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신규 쇄빙연구선을 건조할 경우,
국내 연구자보다 해외연구자에게 활용기회가 더 돌아갈 우려도 존재함

12) “아라온호의 운항 일정이 포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극지연구소가 최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그
계획에 맞춰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고...”(서면인터뷰 결과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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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추진 상의 위험요인
가. 재원조달 가능성
□ 동 사업은 100% 국고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준대형급 쇄빙연구선은 건조비 외에도
건조 완료 후 매년 상당 규모의 선박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재원 조달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해양수산 분야의 R&D 일몰 및 종료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비는 조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추진을 상당부분
제한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건조 후 선박 운영비 및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활용한 연구
개발비가 최소 25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나 해양수산부의 R&D 중기 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재원의 조달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복수 쇄빙연구선 운영 시 2026년 기준으로 392.8억 원의 운영비13)와
460.5억 원의 연구비14)를 합해 연간 853.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여 제시하였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운영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해양수산부의 종료 사업 예산을
활용한다고 제시하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일몰제도 도입으로 인해 최근
급격히 증가한 일몰·종료 사업 예산이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운영되는 장기간 동안
꾸준히 발생한다고 기대하기 어려우며 종료사업을 대신하는 신규 사업의 추진 역시
상당부분 제한되므로 재원조달 계획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해양수산부 2030 극지연구 중장기 로드맵,
남 북극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정부 투자 계획에 근거한 매년 차기년도의 안정적
예산을 확보한다고 제시하였으나 충분한 예산 확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13) 2018년 기준으로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운영비는 연간 184.2억 원, 아라온호의 운영비는 연간 15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연평균 물가상승률 1.7% 적용할 경우 차세대 쇄빙연구선 취항 시점인 2026년 기준 복수
쇄빙연구선 운영비는 392.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제시함
14) 주관부처는 2018년 기준으로 복수 쇄빙연구선 활용 시 연구비는 추가되는 연구항해 일수에 따라 402.4억 원으로
추정(연구항해 일수 1.588배 증가로 신규 연구비 246.9억 원(155.5억원×1.588) 추가 필요)하여 제시하였으며 아라온호
대비 연구원 규모 증가(12명, 30%)를 추가로 고려할 경우 필요한 연구비는 476.5억 원(아라온호 155.5, 차세대
쇄빙연구선: 321억 원) 규모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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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해양수산부 분야별 R&D 세부내역과 추이 변화(아라온호 구축 이후)
(단위: 백만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극 지

63,098

62,130

62,960

88,650 116,117

2013

2014

2015

2016

2017

80,548

91,492

97,293 100,927

2018
94,491

해 양

192,532 263,993 286,529 315,643 264,259 284,120 311,335 274,430 283,294 289,735

수 산

110,149 100,249 110,604 107,460 116,847 125,939 137,210 144,471 149,539 160,997

항만물류

7,700

7,500

11,000

9,960

8,590

10,750

12,750

10,593

7,336

8,499

해사안전

5,100

6,200

9,650

10,203

13,475

30,241

38,571

51,607

60,539

70,607

0

0

1,016

1,016

1,016

935

919

870

844

844

정 책

출처: 동 사업 2차 추가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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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제도적 위험요인
(1) 관련법령
□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2017년부터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해역
항행규정(Polar Code)15), IMO 2020규제 등의 환경규제를 준수해 안전성을 높이고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하도록 제시되어 있어 법·제도적 위험요인 존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사업추진(건조) 과정에서 입찰, 설계, 건조와 관련한 국가계약법 등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한다면 큰 위험요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2) 국제무역기구 보조금협정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은 WTO 보조금협정과 관련하여 ‘선박건조지원’ 사항이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시될 수도 있는 사항이나 동 사업은 상품
무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연구선 건조사업이므로 WTO 보조금 협정 등
보조금 관련 사항에 관한 위험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서 쇄빙연구선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직접적인 수입
대체나 무역과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분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15) Polar Code는 강제사항인 Part I-A(안전조치), Part II-A(오염방지조치)와 각 Part 별 권고사항으로 구성되는데,
Part I의 경우 극지운항 매뉴얼, 구조안전성, 충격에 의한 안정성, 수밀, 기관, 화재안전, 인명구조 및 설비,
항해 안전, 통신, 운항관리, 긴급조치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으며, Part II는 기름오염, 유해액체오염, 하수,
폐기물 등에 관한 오염을 완화시키기 위한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요약 37

제 4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비용 추정
가. 사업계획서의 소요예산
(1) 총 사업비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는 5년 동안 2,721.7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제시함
○ 총 건조사업비는 사전 건조설계비, 건조비, 부대비용, 부가가치세 및 예비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소요비용을 도출하여 합산함
<표 14>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총 사업비
(단위: 백만 원)

구분

산출 금액
개념 및 기본설계비

1) 사전 건조설계비

건조 로드맵 작성비
선행 기반기술 개발비

2) 건조비

500
2,500

소 계

5,000

공사비

171,546

제경비

14,212

일반관리비

9,288

이윤

9,097

3) 부대비용

소 계

204,143

감리비

2,654

감독비

3,654

제세금

6,941

시험운항비

3,000

소 계

16,249

4) 부가가치세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비고
2,000

22,039

5) 예비비

24,743

합계

27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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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건조비는 개념 및 기본설계, 건조 로드맵 작성 및 선행 기반기술 개발 등 세부
비목별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총 50억 원으로 산출됨
○ 개념 및 기본설계 비용은 기존 예타신청 시 KISTEP의 검토의견으로 6억 원만 반영
되었으나 이는 선형개발, 모형시험, 빙수조시험 등 필수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규모이므로 동 사업에서 주관부처는 최소 비용으로 20억 원을 추정하여 제시함
○ 건조 로드맵 작성 비용은 기존 예타에서 소요 비용을 5억 원으로 추정하였고 이를
동일하게 반영함
○ 선행 기반기술 개발 비용은 선박의 기자재 내한설계 및 빙해역 실선 성능평가
기술력이 아직 미흡하고 기 확보된 분야에 대한 기술 고도화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
4가지 과제를 도출하여 약 25억 원을 산정함
□ 건조비(건조원가)는 공사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해 2,041억 원을 산출하여
제시함
○ 공사비는 전문 설계업체인 KOMAC의 용역 수행결과를 기준으로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검토의견 일부를 반영하여 재료비 1,206억 원, 노무비 510억 원을 추정하여
제시함
- 재료비는 아라온호 대비 재료 수량, 공간(면적 또는 부피)규모, 성능비 및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산출함
- 노무비는 직종별 기본급과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구분하여 아라온호 노임
공수 대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7%를 반영함
○ 제경비는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16) 및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17) 의거하여 직접경비와 간접경비의 합인 142억 원으로 산출함
- 직접경비는 재료비의 1.828%, 간접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합의 7%로 산출함
○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 합의 5%인 93억 원을 산출하여 제시함
○ 이윤은 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합의 15%인 91억 원을 산출하여 제시함

1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0호, 2018.6.7 시행
17) 조달청 2018.3.27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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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주관부처가 제시한 건조비(건조원가)
(단위: 백만 원)

산출액
(KOMAC 조정)

구분
1) 공사비

재
료
비

노
무
비

2) 제경비

171,546

선체분야

9,334

선체의장분야

6,240

선실의장분야

10,834

기관의장분야

45,004

전기의장분야

7,269

연구장비비

38,359

도입제비용

3,511

소 계

120,551

선체분야

20,877

선체의장분야

3,147

선실의장분야

2,475

기관의장분야

4,905

전기의장분야

5,274

연구장비 노무비

비고

아라온호 대비 재료 수량, 공간(면적
또는 부피)규모, 성능비, 물가 상승분,
견적가 등 보정

재료비의 3%

아라온호 대비한 재료 수량,
공간(면적 또는 부피)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무공수 추정

468

간접노무비

2,600

직접노무비의 7%

상세생산설계비

11,250

소 계

50,995

직접경비

2,204

재료비의 1.828%

간접경비

12,008

재료비와 노무비 합의 7%

소 계

14,212

3) 일반관리비

9,288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 합의 5%

4) 이윤

9,097

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합의 15%

총 건조원가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2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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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비용은 감리비, 감독비, 제세금 및 시험운항비를 포함 158억 원을 산출하여 제시함
○ 감리비는 총 건조원가 추정액인 2,041억 원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요율
(공사비의 1.3%)을 적용한 27억 원을 산출함
○ 감독비는 총 건조원가 추정액인 2,041억 원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요율
(공사비의 1.79%)을 적용한 37억 원을 산출함
○ 제세금은 취득, 등록, 지방, 농특세를 합하여 69억 원을 산출함
○ 시험운항비는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의 전문가 자문의견을 종합한 30억 원을 반영함
□ 부가가치세는 건조비와 부대비용 합계의 10%인 220억 원을 산출하여 제시함
□ 예비비는 사전 건조설계비, 건조비, 부대비용, 부가가치세 합계의 10%인 247억 원을
산출하여 제시함
(2) 건조 후 운영비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후 운영비로 연간 18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제시함
○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유류비, 일반운영비, 선박유지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소요
비용을 도출하여 합산함
□ 인건비는 결빙지역의 항해와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승무원, 지원인력은
아라온호와 동일하게 42명으로 가정하고 총 30억 원을 산출하여 제시함
○ 아라온호 대비 추가되는 승선인원은 1등항해사(1), 전자사(1), 조기수(1), 갑판수(1),
조리원(1) 등 총 5명이며 복수쇄빙선 운영에 따라 추가 예비원은 7명만 계상함
□ 유류비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연간 운항 기본일정과 유류 소모량을 고려하여 59억 원을
산출하여 제시함
○ 유류비 산출을 위해 운항일정은 이동항해 69일(이동항해일과 예비일 중 운항일정
변경일), 연구항해 144일(연구+교육+시험 및 예비일 중 연구와 시험 포함, 산정일수
중 4/5 반영), 쇄빙항해 36일(산정된 연구항해일 중 1/5 반영), 정박 116일(기항+
교육정박+입거수리 및 예비일 중 예비일 중 수리+행사 포함)을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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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 소모량은 KOMAC의 용역결과 반영하여 이동항해(29.5톤/일), 연구항해(16.1톤
/일), 쇄빙항해(45.2톤/일), 정박(10.0톤/일)을 반영함
□ 일반운영비는 아라온호와 비교하여 선박보험비 5.9억원 증가분과 승선 인원수 증가
(5명)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여 58억 원을 산출하여 제시함
□ 선박유지비는 아라온호에 대비한 선박규모, 추진기와 발전기 등의 확대를 고려하여
상가수리비 및 부품구입비 등을 중심으로 약 9.3억원 증가한 37억 원을 산출하여
제시함
<표 16> 주관부처가 제시한 연간 차세대 쇄빙연구선 운영비
(단위: 천 원)

구분

차세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인건비

2,990,947

0.0%

2,971,121

18.9%

유류비

5,924,746

79.9%

5,969,031

105.5%

일반 운영비

5,762,571

30.0%

4,917,018

211.9%

선박유지비

3,744,323

153.9%

2,816,671

174.6%

합계

18,422,587

100.0%

16,673,841

100.0%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3) 총 비용
□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2,721.74억 원이며, 2050년까지 건조 후 25년간 운영비를 포함한
총 비용은 8,246억 원, 현가로는 4,406억 원을 추정하여 제시함

나. 적정 사업비 추정
□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주관부처가 구분하여 제시한 총사업비 관련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기존 실적선인 아라온호 사례, 주관부처가 추가로 제시한 사업비
관련 자료 및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정 비용을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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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건조비
□ 사전 건조비는 개념 및 기본설계, 건조 로드맵 작성 및 선행 기반기술 개발 등 세부
비목별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주관부처가 제시한 총 50억 원을 인정함
○ 주관부처는 개념 및 기본설계 비용으로 선형개발, 모형시험, 빙수조시험 등 필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최소 비용으로 20억 원을 추정하여 제시하였으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제시된 산업플랜트 부문 기본설계 요율인 1.28%를 총 건조원가
추정액인 2,041.4억 원에 반영할 때 산출된 금액이 약 26억 원임을 고려할 때 적정
규모로 판단됨
○ 건조 로드맵 작성 비용은 주관부처가 5억 원을 제시하였으며 이사부호 사례18)를
고려할 때 적정 규모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함
○ 선행 기반기술 개발 관련 4개 과제의 연평균 예산은 5.8억 원19) 수준으로 이는 17개
유사·중복 검토과제의 연평균 규모인 3.8억 원 보다 높은 수준이나 주관부처가 추가
제출자료를 통해 세부활동별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짧은 과제수행기간을
고려할 때 적정 규모인 것으로 판단됨
(2) 공사원가
□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산하여 추정하였으며 총
1,430.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재료비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총톤수 11,500톤을 인정하여 세부분야별로 도출하였고
도입제 비용을 합산하여 751.8억 원을 추정함
- 재료비는 선체/선체의장/선실의장/기관의장/전기의장으로 구분하여 아라온호 대비
재료 수량, 공간(면적 또는 부피)규모, 성능비 및 물가 상승분(GDP 디플레이터)
등을 반영하고 주관부처가 추가로 제시한 사업비 관련 자료, 견적가를 고려하여
금액을 보정해 재산출함
- 도입제 비용은 아라온호의 재료비 대비 도입제비용 비율인 1.1829%를 적용하여
8.8억 원을 반영하였고 연구장비 구축비는 별도 산정함

18)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건조 로드맵 및 활용계획 연구” 사업이 9.55억 원으로 수행된 바 있음
19) 과제수행기간이 1년 미만인 과제는 해당 과제예산을 1년 예산으로 간주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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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재료비 산출 내역
재료비
항목

선체분야

품목

수량 or
비용
(아라온)

강판

3,749톤

1.58

-

1,012

5,995

형강

368톤

1.58

-

864

502

도장

4.42억원

1.58

1.18

-

824

방식

0.13억원

1.58

1.18

-

24

부자재 8.95억원

1.58

1.18

-

1669

보정-1: 강재 소요톤수 비율
(1.58)20)
보정-2: 건설투자 GDP 디플레
이터(1.18)21)
재료단가: 물가자료 ’18년 12월
호 기준

견적가 적용

보정-1 보정-2

소계
크레인

9,014
-

-

-

1,100

Thruster 5.43억원

1.23

1.18

-

788

DP sys. 7.45억원
선체의장
갑판기기 2.22억원
분야

1.23

1.18

-

1,081

1.25

1.18

-

327

의장

1.53

1.18

-

2,185

-

12.1억원

소계

선실의장
분야

보정-1
-공조: 선실면적비(1.35)
-냉동: 냉동고 면적비(1.71)
보정-2: 건설투자 GDP 디플레
이터(1.18)

의장

41.4억원

1.35

1.18

-

6,595

공조

10.8억원

1.35

1.18

-

1,720

냉동

0.48억원

1.71

1.18

-

97

구명

-

-

-

-

1,001

견적가 적용(1,100.30원/$*)
견적가 적용

9,413

주기관

-

-

-

-

6,580

추진

-

-

-

-

30,479 견적가 적용(1,298.63원/￠*)

의장

42.3억원

1.43

1.18

-

7,138

보정-1: 주 추진기관 출력비 (1.43)
보정-2: 건설투자 GDP 디플레
이터(1.18)

-

6,193

보정-1: 총톤수 비 (1.53)
보정-2: 건설투자 GDP 디플레
이터(1.18)

소계
전기의장
분야

보정-1
-Thuster: 수면하 측면적비 (1.23)
-갑판기기: 4기→5기 증가 기준(1.25)
-상기장비 외: 총톤수 비율 (1.53)
보정-2: 건설투자 GDP 디플레
이터(1.18)

5,481

소계

기관의장
분야

비고

단가
소계
(천원) (백만원)

의장

44,197
34.3억원

1.53

소계

1.18
6,193

도입제비용

879

합계

75,177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 한국은행 2018년 평균 환율

재료비의 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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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구분하여 400억 원을 추정함
- 직접노무비는 아라온호 대비한 재료 수량, 공간(면적 또는 부피)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무공수를 추정하고 물가자료(2018.12)의 시중노임단가(제조 및 공사부분)를 적용하여
기본급과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구분하여 산출된 주관부처 제시금액인
371.4억 원을 인정함
- 간접노무비는 주관부처가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직접노무비의 16%를 제시하였으나
기존 아라온호 사례를 고려할 경우 직접노무비의 7%가 반영되었고 건축·산업환경
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간접노무비는 1,000억 원 이상 공사에
7.7%가 제시되어 직접노무비의 7.7% 기준을 적용한 28.6억 원을 추정함
○ 제경비는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를 구분하여 산출하였고 총 132.2억 원을 추정함
- 직접경비는 주관부처가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상세생산설계비에 해당함을 제시
하였으므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제시된 산업플랜트 부문 기본설계 요율인
3.48%를 재료비 및 노무비에 적용해 40억 원을 추정함
- 간접경비는 주관부처가 재료비 및 노무비의 8.7%를 적용하였으나 기존 아라온호
사례를 고려할 경우 재료비의 7% 수준이 반영되었고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기타경비 1,000억원 이상 공사에 공사비의 8%가 제시되어
8% 기준을 적용해 92.1억 원을 추정함
○ 일반관리비는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1,000억 원 이상
공사에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 합의 4.5%가 제시되어 이를 적용해 57.8억 원을 추정함
○ 이윤은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1,000억 원 이상 공사에
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의 15%가 제시되어 이를 적용해 88.5억 원을 추정함
(3) 부대비용
□ 부대비용은 감리비, 감독비, 제세금 및 시험운항비를 합산하여 추정하였으며 총 13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20) 1.53(총톤수 비율) × 3%(Scantling Margin)
21) 한국은행,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디플레이터(건설투자, 2010년 기준)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고정자본형성(건설투자)(%)

100.0

106.2

108.4

108.5

110.0

110.2

110.6

114.3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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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비는 공사비 추정액인 1,430.3억 원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요율
(1.79%)을 적용한 25.6억 원을 산출함
○ 감독비는 주관부처가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아라온호의 감독비용 소요액 23억 원에
소비자물가지수·설비투자지수 변동율 1.38606을 적용하여 제시한 31.8억 원을 인정함
○ 제세금은 취득세(취득가액의 3%), 지방세(취득가액의 0.2%) 및 농특세(취득가액의
0.2%)를 합하여 48.6억 원을 산출함
○ 시험운항비는 건조기간 마지막 년도에는 종합시험항해와 더불어 결빙해역에서의
쇄빙능력 시험항해가 필요하므로 부처에서 제시한 30억 원을 인정함22)
○ 상세생산설계비는 제경비 항목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계상함
(4) 부가가치세 및 예비비
□ 부가가치세는 공사원가 및 부대비용의 10%인 156.6억원을 산출하여 반영함
□ 예비비는 공사원가, 부대비용 및 부가가치세 합계의 10%인 172.2억 원을 산출하여 반영함
(5) 연구장비 구축비
□ 연구장비 구축비는 설치될 연구장비의 전문성으로 인해 관련 연구자를 통한 선정,
도입,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선주공급품으로 구분하여 별도 산정함
□ 연구장비 구축비는 주관부처가 제시한 50건의 연구장비 사양 및 수량의 적합성에
대해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및 전문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341.4억 원이 추정됨
○ 원격조정 무인잠수정 및 자율형 무인잠수정 2종을 제외하고 일부 연구장비의 구축
비용을 조정한 340.3억 원이 인정되었고 이에 아라온호의 연구장비 견적가 대비 낙찰율
91.21% 적용 시 310.4억 원이 추정되고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고려할 경우
341.4억 원으로 추정됨

22) 이사부호의 경우 종합시험항해를 위해 11억원을 배정하여 수행하였고 탐해3호의 경우 시험운항비 17억원이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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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영유지비 추정
□ 건조 후 차세대 쇄빙연구선 운영유지비는 선박운영비, 장비 유지보수비로 구분하여
산출하였고 연간 19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1) 선박운영비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후 선박운영비를 인건비, 유류비, 일반운영비, 선박유지비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연간 180.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 인건비는 선원 34명, 예비원 7명, 육상지원인력 1명 등 총 42명을 대상으로 주관
부처에서 제시한 ‘18년 아라온호의 직급별 인건비를 일부 수정하여 29.9억 원을 추정함
- 주관부처가 추가 제출자료를 통해 제시한 아라온호 공동운영을 가정한 육상 지원
인력 축소 방안(운영총괄, 행정지원 등은 겸임)을 인정함
○ 유류비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연간 운항 기본일정을 기반으로 이동항해, 연구항해,
쇄빙항해, 정박 일수를 구분하여 소모 유류비를 산출하고 기타 유류비(윤활유)를
포함해 57.1억 원으로 추정함
- 주관부처가 유류비에 포함했던 헬기유는 헬기 구축 비용이 동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비용은 제외함
○ 일반운영비는 주관부처가 아라온호 대비 증가한 승선 인원수 등을 고려해 추정한
금액에서 건조비 변경에 따른 선박보험료를 수정하여 56.1억 원을 추정함
○ 선박유지비는 주관부처가 아라온호 대비 증가한 선박규모, 추진기 및 발전기 등의
용량 확대 등을 고려해 추정한 금액에서 주관부처가 추가로 제시한 자료와 연구장비비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37.1억 원을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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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차세대 쇄빙연구선 선박운영비 검토(안)
(단위: 천 원)

원안(A)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B)

차이(B-A)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인건비

2,990,947

16.2%

2,990,849

16.6%

△98

유류비

5,924,746

32.2%

5,712,559

31.7%

△212,187

일반 운영비

5,762,571

31.3%

5,607,309

31.1%

△155,262

선박유지비

3,744,323

20.3%

3,705,729

20.6%

△38,594

합계

18,422,587

100.0%

18,016,445

100.0%

△406,142

(2) 장비 운영유지비
□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장비 운영유지비는 유지보수비, 운영비로 구성23)되며 일부 구축이
부적절한 장비 및 취득가를 조정하여 산정한 장비검토가를 적용한 결과, 연간 연구
장비 운영유지비는 총 1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장비 운영비는 선박운영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 유지
보수비만 추정하였으며 장비 유지보수비는 장비별 취득가 규모 및 국가연구시설장비
진흥센터(NFEC)에서 발표한 유지보수비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차세대 쇄빙연구선에 구축되는 연구장비의 내용연수는 조달청 「내용연수」고시24)에
근거하여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고려해 평균 10년을 적용하였으며 선박 운영
기간 후 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장비는 사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운영기간 마지막 연도에 잔존가치를 반영함
○ 연구장비 재투자비는 연구장비의 내용연수가 종료되어 동일장비를 추가로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최초 장비 취득가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으로 가정함

23) 장비 운영유지비 = 유지보수비 + 운영비 = (장비취득가액 × 운영보수요율) + 운영비
24) 조달청, 「내용연수」제2018-14호, 201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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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1) 총사업비 추정
□ 총사업비는 원안인 2,721.74억 원 대비 435.01억 원 감소한 2,286.73억 원으로 추정됨
<표 19> 적정 총 사업비
(단위: 백만 원)
구분

원안(A)

개념 및 기본설계비
건조 로드맵 작성비
1) 사전
건조설계비 선행 기반기술 개발비
소 계
재료비
공사비
노무비
직접경비
제경비
2) 공사원가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소 계
감리비
감독비
3) 부대비용
제세금
시험운항비
소 계
4) 부가가치세
5) 예비비
6) 연구장비 구축비
합계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B)

2,000
500
2,500
5,000
82,398
50,995
2,204
12,008
9,288
9,097
165,990
2,654
3,654
6,941
3,000
16,249
22,039
24,743
38,153
272,174

2,000
500
2,500
5,000
75,177
40,003
4,008
9,214
5,778
8,851
143,031
2,560
3,181
4,863
3,000
13,604
15,664
17,230
34,144
228,673

차이(B-A)
△7,221
△10,992
1,804
△2,794
△3,510
△246
△22,959
△94
△473
△2,078
△2,645
△6,375
△7,513
△4,009
△43,501

<표 20> 연차별 투자규모
구분
개념 및 기본설계
건조로드맵 작성
선행기술개발
건조비
감리감독비
기타부대비용
예비비
연구장비 구축비
합계

2021
1,333
500
2,000
3,833

2022
667
14,303
574
1,566
1,723
18,833

2023

2024

35,758
1,722
3,916
5,169
46,565

250
42,909
1,722
4,699
5,169
23,482
78,232

(단위: 백만 원)
합계
2,000
500
250
2,500
50,061
143,031
1,722
5,741
13,345
23,527
5,169
17,230
10,661
34,144
81,209
228,67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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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비용 추정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기간(5년, ’21~‘25)과 운영기간(25년, ’26~‘50) 내 총비용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금을 제외한 총사업비 2,050.42억 원과 연간 운영유지비 191.2억 원,
연구장비 재구축비를 합친 명목가치는 7,296.23억 원이며 2018년을 기준년도로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한 현재가치는 3,869.44억 원으로 추정됨25)
<표 21> 차세대 쇄빙연구선 총비용 추정
연도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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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7
2048
2049
2050
합계

3,833
17,267
42,649
71,398
69,894
205,042

운영유지비
선박운영비
연구장비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450,401
27,610

연구장비
재구축비
31,040
31,040
-15,520
46,560

25) 동 추정치는 운영비 및 연구장비 재구축비의 증가분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임

총비용
(명목)
3,833
17,267
42,649
71,398
69,894
19,121
19,121
19,121
19,121
19,121
19,121
19,121
19,121
19,121
50,161
19,121
19,121
19,121
19,121
19,121
19,121
19,121
19,121
19,121
50,161
19,121
19,121
19,121
19,121
3,601
729,623

(단위: 백만 원)
총비용
(현가)
3,359
14,479
34,224
54,827
51,360
13,446
12,867
12,312
11,782
11,275
10,789
10,325
9,880
9,455
23,735
8,658
8,285
7,928
7,587
7,260
6,948
6,648
6,362
6,088
15,283
5,575
5,335
5,105
4,885
880
386,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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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 분석
가. 주관부처의 경제성 분석
□ 주관부처는 비용효과분석을 사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는 동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경제성 추정 방법의 사용이라고 판단됨
○ 동 사업은 기초연구조사 지원을 위해 공공연구선을 건조하는 인프라/기반구축 목적의
사업으로서 일반적인 비용편익 분석에서 사용하는 활용하는 시장수요를 추정하기
어렵고 대리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진술선호접근법(컨조인트분석,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음
○ 동 사업과 유사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용
효과분석 접근법의 사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고정효과로서 “1.5m, 11,500톤급 쇄빙연구선을 보유 운영하면서 극지 이슈
해결을 위한 북극연구 중점 수행”을 설정하였으나 이는 건조사양 측면에서 필요성이
불분명한 1.5m, 11,500톤급 쇄빙연구선의 확보를 전제로 하며 1.5m, 11,500톤급 쇄빙
연구선 건조와 동 사업에서 제시한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및 문제/이슈 해결 측면의
기여도가 불분명하므로 쇄빙연구선 보유 자체를 고정효과로서 가정한 것은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에서 제시한 주요 표적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극해역 고위도 지역에 대한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 1.5m쇄빙능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나
해당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북극해역 고위도 지역의 활동 필요성은 불분명하다고
판단됨
○ 정성적 효과로 제시된 “기후변화”, “수산자원”, “기초과학력”, “조선산업” 관련 효과는
동 사업의 기여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고정효과로서 가정한 것은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정량적 효과로 제시된 “연구항해 일수 확대”, “승선인력 확대”, “운항예비일 확대” 등은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 시 직접적인 달성 가능한 효과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정효과로
고려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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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는 대안 선정을 위한 후보로서 (원안)차세대 쇄빙연구선 신규 건조(1.5m,
11,500t급), (대안1)쇄빙연구선 신규 건조(2m, 13,000t급), (대안2)국외 쇄빙연구선 임차를
제시하고 비용을 추정하여 원안이 가장 비용효율적인 방안임을 제시하였으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가 제시한 (대안1)은 (원안) 대비 성능과 규모가 향상된 쇄빙연구선의 신규
건조로서 (원안) 대비 비용 측면에서 타당성이 미흡한 대안임
○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고정효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경제성 분석 방향
□ 편익추정 방법론으로 지난 예비타당성조사와 동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바와 동일하게
고정효과 접근법을 사용하되,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와 연계하여
고정효과를 정의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접근방안을 검토함
○ 주관부처가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를 통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인
“북극 연구항해 일수 추가 확보 필요”를 문제/이슈로 정의하고 해당 문제/이슈의
해결을 고정효과로 정의함
- 극지 연구의 중요성 및 현재 단일 쇄빙연구선(아라온호)으로 남극기지 보급 및
남·북극 연구활동을 동시에 지원하는 물리적 한계를 고려할 때 “북극 연구항해 추가
확보”를 고정효과로 정의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의 비용효율적 대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 “북극 연구항해 일수 추가 확보”를 고정효과로 정의할 경우 사업계획 원안 외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접근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아라온호 내한성능 및 연구장비 개선을 통해 이전 대비 효과적인 북극연구를 지원하고,
남극기지 보급 지원을 통해 기존 아라온호의 항차 설계를 효율화하여 추가적인 북극
연구항해 일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아라온호 내한성능 및 연구장비 개선은 연구진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장비의
최신화 및 신규 장비의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아라온호를 활용한 북극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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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기지 보급 지원은 항공기 및 쇄빙선/내빙선의 임차, 해상 헬기 보급 등의 다양한
보급 수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지원하여 보급선으로서의 아라온 활용은 제한적인
상황에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라온호는 연구선 본연의 연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 보급 수단 확보 시 아라온호의 항차 설계의 효율화 및 추가적인
북극연구항해 일수 확보가 가능함
다. 경제성 분석 결과
□ “북극 연구항해 일수 추가 확보”를 고정효과로 정의할 경우 사업계획 원안 외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비용효율적인 접근방안이 존재하여 신규 쇄빙연구선 1식을 확보하는
사업계획 원안의 경제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아라온호 내한성능 및 연구장비 개선을 통해 이전 대비 효과적인 북극연구를 지원하고,
남극기지 보급 지원을 통해 기존 아라온호의 항차 설계를 효율화하여 추가적인 북극
연구항해 일수 확보 접근방안의 경우 부처 재량지출 범위 내에서 수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내한성능 개선 비용은 주관부처가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제시한 선미목갑판 증기
열선 공사(4.6억 원), 통로 및 장비의장품 전기열선 공사(32.9억 원) 비용을 고려하고
예비비 10%를 반영할 경우 4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연구장비 개선 비용은 동 사업에 포함된 연구장비 구축비의 50% 수준을 반영26)할 경우
155.2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에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장비에서
기존 아라온호에 구축된 연구장비를 제외한 비용이 108.9억 원임을 고려할 때 과대한
규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남극기지 보급 지원 비용은 아라온호 구축 이전 타국 선박을 임차하여 보급한 사례를
바탕으로 추정할 경우 연평균 16.9억 원27)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상기 접근방안의 예산 규모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300억 원 이상)에 미달하여 부처의 재량 지출 영역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사료됨

26) 주관부처가 (대안2)국외 쇄빙선 임차 비용 산출 시, 임차 쇄빙연구선에 연구장비의 보완 비용으로 연구장비
구축비의 50%를 반영함
27) 아라온호 구축 이전의 남극기지 보급 관련 선박 임차 평균 소요비용(51.2만 달러)을 1회 보급 비용으로 간주
하고 3차례 보급 비용인 16.9억 원을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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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 방법
고정효과 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접근법(비용효과분석)
ㆍ북극 연구항해 일수 추가 확보
ㆍ상기 고정효과 달성 측면에서 쇄빙연구선 1식을 신규로 구축하는 원안
대비 부처 재량지출 범위 내 아라온호의 활용성 제고 및 남극기지
보급 지원 등의 비용효율적인 다양한 접근방안*이 존재하여 원안의
경제성은 미흡하다고 판단됨
* 아라온호 내한성능 강화(41.2억 원) 및 연구장비 보강(155.2억 원),
남극기지 보급 지원(16.9억 원/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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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이슈 표적화에 대한 논리 전개가 부적절하며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가 표적이슈 해결에
기여하는 정도가 불분명하고 지난 예타결과 연관관계가 미흡하다고 지적된 이슈가
동 사업에 동일하게 제시됨
○ 해양수산부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를 통한 아라온호의 활용신청사례가 없고 관계부처
및 국외의 구체적인 연구수요 제시가 미흡함
○ 범부처 협의를 수행하고 협의결과를 반영될 수 있는 기구 및 연구장비 검토 관련
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가 제시한 공동활용체계는 범부처적 연구선 공동
활용 및 국내 연구자 참여를 촉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준대형급 쇄빙연구선은 건조비 외에도 건조 완료 후 매년 상당 규모의 선박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재원 조달 우려가 존재함
○ 경제성 분석 결과, “북극 연구항해 일수 추가 확보”를 고정효과로 정의할 경우 사업
계획 원안 외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비용효율적인 접근방안이 고려될 수 있어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에 대한 AHP 수행 결과, 사업 ‘미시행‘으로 도출됨
○ 동 사업계획은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의 종합 평점 결과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음
<표 23> AHP 분석 결과
구분

종합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AHP 평점

0.292

0.262

0.374

0.201

※ 가중치 : 기술적 타당성(51.2%), 정책적 타당성(32.1%), 경제적 타당성(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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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 현재 아라온호 규모 이상의 쇄빙연구선 건조는 향후 북극이슈가 적절히 표적화되고
범부처적인 북극 연구·활용 수요가 근거자료 기반으로 구체화되면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기후변화 및 한반도 기상이변 예측 대응, 남북극 해양
생물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 극지과학력 제고(과학 외교 역량 강화) 등 부처에서
제시한 기회요인들이 충분히 소명되고 표적화된다면 극지 이슈들의 적절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구선 공동활용위원회를 통한 아라온호의 활용 실적 및 국내 연구자의 해외 쇄빙
연구선 탑승 사례 등의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아라온호의 사용 한계를 제시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규 쇄빙연구선의 활용 수요를 구체화하고 이와
연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전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해 극지에서 기회요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북극해를 비롯한
극지 과학조사 및 극지 기초연구활동의 강화 필요성은 존재하므로 연구수요의 타당성
및 규모가 충분히 검증되면 대규모 연구지원 인프라(쇄빙연구선)의 구축 필요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북극연구 지원 측면에서 주관부처는 아라온호의 항차설계를 효율화하여 북극 연구항해
추가 일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개년간 아라온호 운항기록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연간 3차례 보급 운항이
이루어졌으며 보급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 및 이동항해가 이루어지므로 아라온호의
보급 운항을 대체할 수단이 마련되고 아라온호의 성능을 보강할 경우 효율적인 연구
항차의 확보 및 북극연구항해 일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북극연구 지원 확대를 위해 인프라 측면의 신규 쇄빙연구선 확보 외에
즉각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국제공동연구 등 다양한 극지 연구 R&D 과제의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제 공동연구 수요가 많이 존재하고 해당 연구를 통해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경우
신규 쇄빙연구선의 도입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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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59

제 1 장
제 1 절

사업 개요

총사업비

추진
주체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2,722억 원
(국고: 2,722억 원)

사업기간

주관부처

해양수산부 / 해양개발과

지자체․
기관

극지연구소 /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단

2021년～2025년
(2단계, 5년)

○ (최종목표) 우리나라의 극지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쇄빙능력 및 안전 환경
조건이 개선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

차세대 쇄빙연구선 조감도 >

사업목표

○ (사업목적) 극지과학력 강화, 기후변화 관측, 수산자원 연구, 조선기술 경쟁력
강화 등 이슈 해결을 위해 북극해 고위도 해역인 중앙 북극해 공해에서의
연구·관측 수행 및 연구 활동 기간 확대(하계 → 춘 하 추계)

○ 해양수산부 승인 하에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총괄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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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사전 건조설계(50억원)
- 개념 및 기본설계(20억원) : 선박 목적, 선형, 건조사양서 작성 등
- 건조 로드맵 작성(5억원) : 건조추진단 구성·운영 및 건조 로드맵 제시,
사업사 선정 방안, 운영·관리 방안 마련
- 선행 기반기술 개발(25억원)
○ 2단계 : 건조(2,672억원)
- 건조비(2,126억원) : 선각(선박골격), 화물장치, 외장공사, 설비공사 등
- 연구장비 및 탐사장비(384억원)
- 부대비용(162억원) : 감리비, 감독비, 제세금 등
<선박 건조 사양>

주요 내용

구 분

적용 사양

선속

경제속력 13노트, 최대속력 17노트

쇄빙능력

1.5m 두께의 평탄빙을 3노트 속력으로 연속 쇄빙

극지등급

PC3 (다년생 빙을 포함한 2년생 빙 조건에서의 연중 운항)

내한성능

Winterization E2(-45℃)

동적위치제어

DPS2 (어떤 능동구성품 또는 단일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도
기능을 상실하지 않음)

항속거리

20,000해리

운항지속기간

75일

주추진장치

독립된 전기모터 방식 전방위 추진기 약 7.5MW급 2기

주동력장치

디젤 추진기관(6MW급 2기, 4MW급 2기) 4기, 20MW

승선인원

100명(승조원 34명, 연구원 66명)

화물적재

26TEU(최대 52TEU)

보급유

최대 1,000㎥(운항유 탱크 혼용 적재)

기중장비

대형(35톤급) 및 중형(15톤) 적용

헬기

카모프 Ka-27급 운용 가능한 격납고 및 설비

연구시설

문풀(4mx3.2m) 적용, 모듈형 연구장비 적용

○ (극지과학력 증진) 아라온호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확대,
산·학·연 및 기초과학 신진연구자에 극지경험 확대, 미지해역 탐사 도전 등
극지연구 및 국가 기초과학력 제고
○ (기후변화 연구) 현재 기상청과 공유하는 북극관측 자료가 기상예측에는
기대효과

미흡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북극관측자료 제공을 통한 한반도 기상이변
예측 정확도 제고
○ (해양환경 연구) 북태평양-북극일부해역에 기구축한 통합관측망을 북위 75도
이상의 미답결빙해역으로 확대
○ (과학영토 확장 기여) 남극 내륙의 제3남극과학기지 및 제2북극과학기지
건설 시 보급 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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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사업 추진배경 및 개요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자연환경, 사회, 경제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극지연구
중요성 대두
○ (환경) 전 지구 기후변화 현상이 남 북극에서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어 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극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증대
○ (연구) 네이처에서는 2019년 과학계 10대 관심사 중 하나로 극지프로젝트를 선정
○ (물류) 전 세계 물류기업들도 북극해를 새로운 항로로 개척하려는 노력이 활발
○ (자원) 북극은 천연가스,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을 비롯한 대규모 광물자원의 매장으로
가까운 미래에 본격적인 개발이 확실시 되고 있어 강대국의 자원패권 쟁탈 치열
○ (수산)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상승으로 주요 어족의 서식지가 북상하고 있어
기존 어장이외에 북극해가 새로운 어장으로 관심 받고 있음
□ 쇄빙연구선은 남 북극해 연구수요 증가, 연구 수준을 한단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극지연구 인프라로서 역할 수행
○ 2009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취항 후 연구대상 해역이 결빙해역으로 확장되면서
우리나라 극지과학 발전의 도약 및 위상제고를 이루어냄
□ 극지활동 수요 충족을 위하여 운행 중인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활용 한계
○ 최근 아라온호는 극지해역 연구와 보급지원 등 활동으로 역할의 한계에 도달하면서
신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나. 사업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 : 우리나라의 극지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쇄빙능력 및 안전 환경조건이
개선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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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차세대 쇄빙연구선 조감도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표 1-1> 선박 건조 사양
구 분

적용 사양

선속

경제속력 13노트, 최대속력 17노트

쇄빙능력

1.5m 두께의 평탄빙을 3노트 속력으로 연속 쇄빙

극지등급

PC3 (다년생 빙을 포함한 2년생 빙 조건에서의 연중 운항)

내한성능

Winterization E2(-45℃)

동적위치제어

DPS2 (어떤 능동구성품 또는 단일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도
기능을 상실하지 않음)

항속거리

20,000해리

운항지속기간

75일

주추진장치

독립된 전기모터 방식 전방위 추진기 약 7.5MW급 2기

주동력장치

디젤 추진기관(6MW급 2기, 4MW급 2기) 4기, 20MW

승선인원

100명(승조원 34명, 연구원 66명)

화물적재

26TEU(최대 52TEU)

보급유

최대 1,000㎥(운항유 탱크 혼용 적재)

기중장비

대형(35톤급) 및 중형(15톤) 적용

헬기

카모프 Ka-27급 운용 가능한 격납고 및 설비

연구시설

문풀(4mx3.2m) 적용, 모듈형 연구장비 적용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비 : 2,722억 원(국고 2,722억 원)
□ 사업기간 : 2021 ~ 2025년 (2단계, 5년)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사업수행주체 : 해양수산부 승인 하 사업추진단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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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건조사업 추진체계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주요내용
○ 1단계(’21.1~’22.6) : 사전 건조설계(50억 원)
- 개념 및 기본설계(20억 원), 건조 로드맵 작성(5억 원), 선행 기반기술 개발(25억 원)
○ 2단계(’22.7~’25.12) : 건조·감리사 선정, 건조추진단 운영, 건조(착공·기공·진수·
시운전 등) 수행, 쇄빙성능시험 및 최종 검증 등(2,672억 원)
- 건조비(2,126억 원), 연구장비 및 탐사장비(384억 원), 부대비용(162억 원)
□ 연차별 재원 투자계획
<표 1-2> 소요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금액

2022년
금액

%

개념 및
1,334 66.7
제1단계 기본설계
(사전
건조 건조 로드맵 500 100.0
설계)
선행 기반 2,000 80.0
기술 개발
건조비
제2단계 감리 감독비
(건조
기타 부대
등)
비용
예비비
총계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2023년
금액

%

666 33.3

2024년
금액

%

2025년
금액

%

-

-

-

-

-

-

2,000

-

-

-

-

500

250 10.0

2,500

-

-

-

-

-

-

-

-

250 10.0

-

-

22,618 10.0

56,545 25.0

67,855 30.0

-

-

631 10.0

1,892 30.0

1,892 30.0

-

-

-

-

2,474 10.0

3,834

26,389

-

-

소계

%

79,164 35.0 226,182
1,892 30.0

6,308

-

9,941 100.0

9,941

7,423 30.0

7,423 30.0

7,423 30.0

24,743

65,861

77,420

-

-

-

98,670 27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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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2,856억 원, 2017~2021년)
○ 주요 사업내용 : 12,000톤급 준대형급 쇄빙연구선 건조
○ 조사 수행기간 : 2016.1~2018.5
○ 조사결과 : 미시행(AHP 0.291)
○ 미시행 사유
- 북극전용 신규 쇄빙선의 가장 큰 활용처가 극지연의 활용 희망 수요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어 범부처적 활용수요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
- 북극권 자원개발, 기후변화 원인규명, 新항로개척 등 제기된 북극관련 이슈는 준
대형급 신규 쇄빙선 투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으며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이슈로 보기에 어려움
- 해수부/극지연 주도의 현 연구선 운영방식은 국내 산/학/연 연구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범부처 공동활용체제로서의 실효성이 낮음
-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원안 대비 효율적인 비교대안(북극 연구 확대를
위해 아라온호를 활용하고 남극보급 이슈 해결을 위해 6천톤급 다목적 쇄빙선
건조 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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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추진 경위
○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신청(’15.8.14)
○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미시행 통보(’18.5.27)
○ 예비타당성 재추진 결정(’18.6.7)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18.9.11~’19.4.25)
<표 1-3>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경위
구분

일자

기획연구위원회 (1차)

’18.09.11

ㆍ제2쇄빙연구선 재기획 배경 검토 및 방향성 설정
∙
∙기획연구단 각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계획 수립
ㆍ
∙연구수요 조사 계획 검토
ㆍ

연구 활용 분과위원회
(1차)

’18.10.01

ㆍ제1차 수요조사 결과 분류방안 검토
∙
∙제2차 수요조사 양식 검토
ㆍ

운영 기획 분과위원회
(1차)

’18.10.25

ㆍ쇄빙연구선 건조의 표적 이슈 도출 (필요성 검토)
∙
∙건조 목적 확정 논의
ㆍ
∙제2쇄빙연구선 연구사업 방안 등
ㆍ

연구 활용 분과위원회
(2차)

’18.11.29

ㆍ제2차 수요조사 결과 검토
∙
∙아라온호 운항 불가능 해역의 연구필요성 검토
ㆍ
∙제2쇄빙연구선 연구지역(우선순위) 논의
ㆍ
∙사계절 연구필요성과 차세대 쇄빙연구선 개념 검토
ㆍ

운영 기획 분과위원회
(2차)

’18.12.07

ㆍ수요조사 결과의 연구 활용분과 검토의견 소개
∙
∙제2쇄빙연구선의 차세대 개념 논의
ㆍ
∙아라온호-제2쇄빙연구선의 역할 분담, 대안 검토
ㆍ

기술 장비 분과위원회
(1차)

’18.12.07

ㆍ수요조사 결과의 연구 활용분과 검토의견 소개
∙
∙해외 쇄빙연구선 건조 현황 및 차세대 개념 검토
ㆍ
∙장비수요 및 제2쇄빙연구선 탑재 기술 검토
ㆍ

기획연구위원회 (2차)

’18.12.18

ㆍ수요조사 결과 및 내용 검토
∙
∙차세대 개념 검토: LNG 추진선박 적용불가 결정
ㆍ
∙선박사양(쇄빙능력) 검토: 해빙조건분석 강화 권고
ㆍ

기획연구위원회 (3차)

’19.01.28

ㆍ쇄빙능력 검토: 미래 해빙조건 예측자료 요청
∙
∙KISTEP 지적사항 해소 방안 작성 검토
ㆍ
∙제2쇄빙연구선 활용방안(아라온과 역할분담) 검토
ㆍ

자문위원회 (1차)

’19.01.30

ㆍ기존 기획과 차별화되는 이슈 도출 및 내용 보완 권고
∙
∙신규 건조 필요성의 명확한 근거 제시 권고
ㆍ
∙극지연 중심이 아닌 범국가적 공동활용(안) 제시 권고
ㆍ

기획연구위원회 (4차)

’19.02.28

ㆍ제2쇄빙연구선 쇄빙능력 결정 (1.5m 3knot)
∙
∙공청회 국회 개최 추진 결정
ㆍ
∙제2쇄빙연구선 운영방안(해역) 및 건조일정 등 검토
ㆍ

기획연구위원회
(5차/서면)

’19.04.25

∙제2쇄빙연구선의 명칭을 ‘차세대 쇄빙연구선’으로 결정
ㆍ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주요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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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방법

1. 사업의 특징
□ 동 사업은 사업목표가 우리나라의 극지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쇄빙능력 및 안전
환경조건이 개선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이나 일반적 SOC 구축 사업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극지 과학조사 및 기초탐사·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형 R&D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R&D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정책적
타당성 및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병행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이 존재하므로 과거 미시행 사유에 대한 분석
및 미시행 사유에 대한 해결 정도에 대한 조사를 기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항목별 조사방법
가.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주관부처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기초로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
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을 분석함
□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은 문제/이슈의 식별과정이 합리적이고, 도출된 문제/이슈가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시급하고 필요성이 높은지에 대해 분석을 수행함
□ 사업목표의 적절성은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관계, 사업성과지표의 적절성,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등에 대해 분석을 수행함
□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은 세부활동 도출을 위한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설정
과정의 적절성, 기획위원회 전문가 구성의 적절성, 세부활동의 과학기술적 유사·
중복성, 세부활동 평가지표의 적절성 및 세부활동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에 대해 분석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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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적 타당성 분석
□ 동 사업계획의 목표, 전략 및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된 법정계획의 내용을 비교하고,
주관부처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추진체제의 적절성을 분석함
□ 재원조달 가능성과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평가함

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과정 및 규모의 적절성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점검한 후
각각의 적정 비용을 추정함
□ 동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제성 분석방법을 선정하고 해당 분석방법론을
활용한 편익, 비용효과 등의 분석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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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분석28)

북극의 환경

1. 북극해 현황과 특징
가. 북극의 범위 및 특징
□ 북극은 북위 90°에 위치한 북극점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며, 유라시아대륙과 북아
메리카대륙, 북극해 등으로 둘러싸인 광활한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북극지역을 하나의 기준으로 정의하기 쉽지 않지만, 위도, 등온선, 수목한계선, 바다의
결빙 여부 등을 이용하여 범위를 설정하고 있음
<표 2-1> 북극권의 지역과 위도
국가

지역

위도

스웨덴

노를란드 카운티

66° 34'N 012° 48'E

핀란드

노르보텐 카운티

66° 34'N 015° 31'E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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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알래스카(passing through Selawik Lake)

66° 34'N 161° 56'W

캐나다

Yukon, Northwest Territories, 누나부트준주

66° 34'N 141° 00'W
66° 34'N 073° 25'W

그린란드

덴마크의 자치령

66° 34'N 053° 16'W

아이슬란드

Grímsey

66° 34'N 018° 01'W

북극해

노르웨이해 , 척치해(Chukchi Sea)

66° 34'N 000° 00'E
66° 34'N 171° 01'W

대서양

데이비스해협, 그린란드해, 노르웨이해

66° 34'N 034° 09'W
66° 34'N 017° 59'W

백해

칸달락샤 만

66° 34'N 023° 51'E
66° 34'N 034° 28'E
66° 34'N 040° 42'E

Ob Bay

러시아 북쪽 (Kara Sea 인근)

66° 34'N 071° 05'E

66°
66°
66°
66°

34'N
34'N
34'N
34'N

023°
034°
044°
072°

51'E
28'E
23'E
27'E

출처: 북극해 활용전략 연구 (KMI, 2010)

28) 본 장(Chapter)은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기초자료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하였으며,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내용으로 범위를 조정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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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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야 현상이 나타나며, 반대로 나머지 6개월간 극야 현상이 지속됨
○ 북위 78° 55'에 위치한 북극 다산기지의 경우 6~8월 기간 중 여름철이 되면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고 지평선 위를 일정한 각도를 이루며 하루 한 바퀴씩 선회하는
반면, 11월~2월 기간 중 겨울철 극야가 되면 해가 뜨지 않고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
가는 시점의 환경이 지속됨

나. 북극해의 범위 및 특징
□ 북극과 남극은 지구의 양 극지에 존재하는 지역으로 남극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륙
이라면, 북극은 대륙에 둘러싸인 바다임
○ 대륙과 바다를 포함한 북극권 전체의 면적은 대략 2,100만㎢로, 지구 지표면의 약
6%를 차지하며, IMO의 북극해 운항선박지침에서는 규정이 적용되는 북극해의
범위를 그린랜드 쪽에서는 북위 67°03'9" 이상, 베링해 쪽에서는 북위 60° 이상
북극권에 위치한 바다로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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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북극해의 평균 수심은 1,200m이며, 북극해의 70% 정도가 수심 1,000m를 넘고 그 외
30% 정도는 육지 연안의 광대한 대륙붕으로 구성됨
○ 북극해 해안 지역에 넓게 발달되어 대륙붕 지역에는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대규모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북측의 유라시아 대륙 대륙붕은 근해에서 멀리까지 펼쳐져 있고, 연해에는
서쪽부터 베링해, 카라해, 라티프(Laptiv)해, 동시베리아해, 축치(Chukchi)해 등이 있음
○ 북미 대륙붕은 근해 가까이에만 있으며 뷰포트(Beaufort)해와 링컨(Lincoln)해에는
수심 1,000m 깊이의 해역도 있으며, 북미대륙붕에는 캐나다 북극제도에 있는 뱅크스섬,
퀸엘리자베스 제도, 에레스미어섬이 연안에 근접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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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 대륙 쪽의 대륙붕에는 서쪽부터 스발바르 제도, 젬랴프란차요시파
(Zemlya Frantsa Yosifa), 노바야젬랴, 세베르나야젬라(Severnaya Zemlya), 노본비
루스쿠제도, 랭겔섬 등이 위치하고 있음
□ 북극해 중앙부에는 수심 4,000㎞의 심해평원이 있으며 이곳의 최대수심은 5,440m에
이르며, 그린란드 북쪽에서 북극점을 지나 러시아 북극의 제도인 ‘노보시비르스크 제도’로
향하는 해저에는 로모노소프(Romonosov) 해령(정상부 수심 841m)이 위치함
○ 이 해령을 기준으로 북극해 해저가 북유럽 측과 알래스카 측으로 나누어지며,
이로모노소프 해령 양측에 평행한 해령들이 위치해 있는데 북유럽 측 해령을 ‘북극
중앙해령’, 캐나다 측 해령을 ‘알파(Alpha) 해령’이라고 칭함

[그림 2-1] 북극해 범위
출처: 물류신문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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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지역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 인접 국가들의 해안지역에는 바닷
길이 열려 있으며, 점차 그 면적이 넓어지고 있어 북극해를 선박으로 운항할 수 있는
항로가 생겨 얼음으로 덮여 있던 지역에 대한 자원 탐사가 가능하게 됨
○ 북극해에는 두 가지 항로(route)가 있고, 하나는 유라시아 대륙과 북미대륙 사이의
80㎞폭의 베링해협(최대 수심 60m)을 지나 북태평양으로 가는 북동항로임
○ 다른 하나는 그린란드 대륙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이 1,400㎞ 거리 폭을 지나 북
대서양으로 나가는 북서항로로 구분되며, 북서항로의 경우 해저에는 수심 3,500m
깊이의 심해평원이 있고, 그 동쪽을 노르웨이해, 서쪽을 그린란드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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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함

[그림 2-2] 북극해와 주변 바다
출처: geology.com (http://geology.com/world/arctic-ocean-map.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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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극의 기후 특성
□ 북극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남
○ 겨울철 북극은 대부분 기온이 매우 낮지만, 노르웨이 해에서 바렌츠 해까지 멕시코
난류가 북상하며 운반한 열에 의해 극야 기간에도 바닷물이 얼지 않음
○ 북극해 중심부와 비교하면 기온이 30℃ 정도 높고 여름에는 많은 지역이 10℃, 일부
지역은 30℃ 까지 상승하기도 함
○ 북극은 일사량, 지면 알베도, 기단의 이동, 해류, 지형 등의 요인으로 겨울 기온이
매우 낮고 지역에 따라 기온 차가 크다는 특징을 나타냄
- 특히 지역 간 기온 변동은 겨울보다 여름에 크고 북극에서 가장 추운 지역은
시베리아로, 1892년 시베리아 베르호얀스크에서 관측된 기온은 -67.3℃로 현재 북극권
관측 최저치로 기록됨
○ 북위 66.5도 이북의 북극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복사 에너지가 계절에 따라 큰
변화를 나타냄
- 여름에는 태양이 지지 않는 백야와 겨울에는 태양이 뜨지 않는 극야가 존재하는데,
백야와 극야는 북극점에 가까울수록 길어짐
- 백야와 극야의 한가운데에는 하지와 동지가 있고, 하지 전후에 북극권이 받는
일사량은 적도 지역보다 많음
- 일사량이 많음에도 중위도만큼 기온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두터운 구름과 안개가 일사를
차단시키고,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지역이 일사량의 대부분을 반사하기 때문임

라. 북극의 인구
□ 북극 지역에는 약 400만 명의 북극 연안국 및 비연안국 주민들로 구성됨
○ 이들은 지난 천 년간 북극해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1만 7천여 년 전 최후빙하기
동안 베링지어 육로가 형성되어 지금의 알래스카 및 동시베리아 사이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었음
○ 북극에는 최소 7개의 어족으로 분류할 수 있는 40여 개의 언어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북극 지역의 문화 사회적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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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북극해군도에 1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50% 이상은
이누이트족임
- 덴마크의 일부로서 자칭정부를 가지고 있는 그린란드의 인구수는 5만 7천명
이상이며, 90% 이상이 이누이트족 또는 이투이트와 덴마크인 혼혈임
- 노르웨이 최북부 스발바르 군도에는 스피츠베르겐섬, 롱이어뷔엔섬 및 호펜섬 등으로
구성된 6만1천㎢ 정도의 지역에 약 2,500여명이 거주하고 있음
- 러시아는 에벤키와 네네츠 같은 큰 부족부터 에네츠, 오로크 등의 작은 부족까지
포함하여 약 25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됨

[그림 2-3] 북극 지역의 인구 구성
출처: 북극해의 환경안보 (KIOST, 2012)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75

2. 북극 생태계 및 기후변화
가. 북극 생태계와 먹이망 구조
□ 북극지역의 최저기온은 -68℃, 겨울철 평균기온은 -40℃이고 해안지역은 북극해의
영향으로 내륙지방보다 따뜻하지만 여름철에도 평균기온이 0℃ 정도로 매우 춥게
나타나며 연간 강수량은 50㎝ 미만으로 일조량이 낮고, 강한 바람이 자주 발생함
□ 저온과 심한 계절 변화 등의 가혹한 시련을 견뎌낸 극지생물들은 환경 적응을 위해
분자 수준에서부터 개체군 수준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게 됨
○ 특히 극지에서는 식물, 동물, 지의류 등의 진핵생물과 미생물이 상호 경쟁과 협력을
통해 혹독한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있으며, 열대지방이나 온대지방의 생태계 구조와는
다른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함
○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비교적 에너지가 많이 드는 독특한 생리적
기작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극지에 서식하는 생물은 미생물부터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종 다양성 또한 매우 다양함
□ 북극의 먹이망 구조를 살펴보면 물질 순환과 에너지 전달이 플랑크톤, 물고기, 새,
물개, 바다코끼리 및 고래로부터 최상위포식자인 북극곰까지 연결됨
○ 다만, 북극곰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기가 큰 육식 포식자로서 북극에서만 발견되며,
남극의 펭귄이 지구온난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온 것처럼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생물군 중 하나임
○ 수온의 증가로 녹아내리는 해빙은 북극곰이 물개를 사냥할 수 있는 주요지대로,
해빙의 감소가 북극곰의 포식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북극은 대부분의 해빙이 북극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얕은 대륙붕에 형성되는데,
이때 일차생산자인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에 필요한 철 이온이 얼음 사이의 공간에
함께 갇히게 되며, 해빙이 녹으면서 철 이온이 물로 방출되어 식물플랑크톤이 성장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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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극의 기후변화
□ 북극지방의 기후는 최근 대량의 북극해 빙하의 감소로 인해 가을철의 평균 기온이
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겨울과 봄철 기온은 극지방 전역에 걸쳐서 과거에 비해 많이 상승하고 있으며,
1960년대 중반 이후 북위 60~90도 사이 지역의 연간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

[그림 2-4] 북극지방 평균기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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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냄
○ 지난 1950~1990년까지 40년 동안 북극 해빙면적은 약 40% 감소하였고, 2000년 이후
4년간은 여름철 해빙면적이 지속적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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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같은기간 동안 다년생 해빙의 면적 감소는 과거 수세기 동안 줄어든 양과 거의
같았고, 최근에는 겨울철 해빙량 마져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함
○ 최근 온난화로 인한 북극해 해빙량 감소로 인해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으며, 북극해
해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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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림
- 이것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던 북극 빙하가 따로 떨어져 북극해 위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시에 두 개의 항로가 열린 것은 지구
마지막 빙하기였던 12만 5천여 년 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에 따라 북극 해빙 주변 해류의 흐름에 의해 북극 빙하는 조금씩 빙빙 도는 형태를
취할 것이고, 이 해빙 크기가 지구 기후변화로 인해 계속 작아지면 소용돌이를 치다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그림 2-5] 북극해 다년생 해빙 면적 감소 추이
출처: Arctic Report Card (NOA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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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북극 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

□ 세계 최초로 북극 관련 전략을 발표한 나라는 노르웨이로, 2006년 ‘하이노스전략
(High North Strategy)’을 발표하였고 그 후 러시아(2008년), 미국(2009년), 캐나다
(2010년), 핀란드(2010년), 덴마크(2011년) 등 북극권 국가들이 북극 전략을 발표함
○ 북극권 국가들의 북극전략은 주로 북극항로와 자원개발 등에서 자국의 권익을 지키고,
북극의 환경과 기후변화를 연구하며, 원주민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비북극권 국가 중에서는 영국, 독일 등이 북극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함

1. 국외 북극 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
가. 미국
□ 미국은 기후변화가 야기한 북극의 변화에 대한 향후 연구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북극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협력을 강조함
○ 미 의회 연구보고서 ‘북극의 변화: 배경과 현안’이 2018년 12월 발간되었음(미 의회
연구보고서 ‘북극의 변화: 배경과 현안’)29)
- 범지구적 기후변화 이슈로 인해 북극의 환경, 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미국의
연구, 정책 전략 방향을 제시함
- 동 보고서에서 설정한 북극 변화의 주요 이슈는 해빙감소, 수산자원, 극지 쇄빙,
탐사 및 구조, 지정학적(地政學) 환경 등이 있음
- 동 보고서는 북극 이슈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안보 문제 또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음
○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해빙에 대한 원인규명 및 해결 연구 필요성 강조
-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가 가장 주된 원인인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온도는 매년 증가폭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High North 지역의 해빙까지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음
- High North: 북극점에 가까운 북극의 추운지역을 의미하며, 북극점에서 멀리 떨어진
북극지역은 Low Arctic이나 Subarctic(아북극) 등으로 일컬음
29) CRS Report, Changes in the Arctic: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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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2030년대 후반에는 북극의 여름기간은 ‘ice-covered’
환경에서 ‘ice-free’ 환경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북극 해빙의 얼음 두께는 매년 얇아지고 있으며 (thinner and more fragile), 이같은
현상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해빙감소는 북극 환경 및 생태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전
지구적인 환경 및 생태계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학적 기전 규명과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현재 북극 지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상관성 규명 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존재하나 (challenging), 북극 기온의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모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2-6] 1979년과 2011년 북극 해빙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 비교 (40% 이상 감소)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 해빙감소와 해수 온도 상승이 야기하는 해양 생태계 변화 연구 필요성 강조
-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해수 온도 상승과 해빙 감소는 북극 해양 생태계의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
- 이러한 북극 해양 생태계 변화는 수산자원의 다양성과 번식능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고 있으며, 인간이 활용하고 있는 극지 수산자원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북극 해양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점점 감소하는 북극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을 금지하는 조약이 2015년 7월 선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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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이 해당 조약을 선언하였으며, 향후 중국,
EU,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까지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됨
- 무분별한 상업적 포획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여러 수산
자원들을 대상으로 극지 먹이사슬 연구, 번식력 향상 연구, 적정 서식지 연구 등을 수행
-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매년 공표하고 있으며, 오호츠크해와 베링해 등에서 서식하고 있는 ribbon seal,
ringed seal 등이 보호 대상 종으로 추가되고 있음

[그림 2-7] ribbon seal

[그림 2-8] ringed seal

[그림 2-9] ribbon seal 서식지 (하늘색)

[그림 2-10] ringed seal 서식지 (하늘색)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 미국은 연안국으로서 북극해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북극이사회 회원국이며,
2009년 1월 ‘북극지역정책방향(Arctic Region Policy Directive)’을 수립해 북극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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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에는 국방성에서 북극권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13년 오바마 정부에서도
북극권 국가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의 북극지역 정책 목표는 6가지로 제시됨
① 북극지역과 관련된 국가안보와 국토안보의 필요성을 충족시킨다.
② 북극의 환경을 보호하고 생물학적 자원을 보존한다.
③ 북극지역의 천연자원관리와 경제개발이 환경파괴 없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보장
한다.
④ 미국,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연방, 스웨덴 등 8개
북극국가 간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⑤ 북극 원주민 집단을 지역 문제 의사결정에 참여시킨다.
⑥ 지방, 지역 나아가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과 연구 활동을 증진
시킨다.
□ 북극지역정책방향의 분야별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국가 안보를 위한 북극정책으로 미국은 북극을 보호하고 전 지역에 해군력을
갖추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영향력 있는 국가적 역할을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북극지역 내에서 미국의 통치권, 자주권, 그리고 사법권의 합법적 권리와 일치하는
권한을 행사 하도록 함
○ 둘째, 북극 관련 국제협력 강화로 미국은 북극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포럼, 국제기관, 양자 협력을 추진하고 여기에는 북극이사회,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야생 동물 보존 및 관리 협약, 그리고
기타 다양한 조직이 포함됨
○ 셋째, 대륙붕 연장과 국경 문제로 석유, 천연가스, 메탄하이드레이트, 광물, 해양생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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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함
○ 넷째, 국제 과학 협력 촉진으로 미국의 성공적인 북극 연구 활동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연구 기반 공유와 교환이 필요하고 러시아와의 협조 강화를 명시함
○ 다섯째, 북극 지역에서의 안전한 해상 운송 정책 전개이며, 북극 지역에서의 해상
운송에 대한 미국의 우선순위는 안전한 항해의 보장, 해상 상거래 보호, 그리고 환경
보호이며 국제해사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북극지역 해양환경보호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의 안전성과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정책 개발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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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자원개발 정책으로 미국은 투명한 시장 원칙뿐만 아니라 북극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을 보장하고자 함
- 미국 대륙붕 자원의 책임 있는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북극 관련국들과 지속적이고
밀접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극의 환경 보호와 에너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접근,
개발하는 활동 간의 균형을 모색함
○ 일곱째, 환경 보호와 천연자원 보존으로 미국은 북극 환경 연구, 감시 및 취약성
평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 미국과학재단의 10대 big ideas 중 신 북극 탐사 주제 포함
○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은 수십년간 축적한 여러 융합연구
정책 방향을 토대로 NSF 미래를 책임질 10대 big ideas 제시 (’16.12)
- (추진 목적) 기존의 과학기술 영역을 넘어서는 ’모험적‘ 연구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기투자 포르폴리오 수립
○ 10대 big ideas 중 하나로 선정된 “Navigating the New Arctic” (신 북극 탐사,
NNA)는 빠르게 변화하는 북극의 환경을 감시하고 분석하기 위한 이동식(mobile),
고정식(fixed) 장비와 시설의 네트워크 발전이 주요 추진내용임

<표 2-2> 10대 Big Ideas 추진 과정
일정

추진내용

2016.05

∙NSF 과학위원회에서 미래를 이끌 10대 Big Ideas를 최초로 제안
ㆍ

2016.11

∙10명으로 구성된 융합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NSF의 융합특성 정의 및
ㆍ
적합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10대 Big Ideas의 융합 촉진을 위한
DCL(Dear Colleague Letter, 동료의원에게 보내는 서한) 초안 마련 및 연구
제안서 검토

2017.04

ㆍWorking Group이 마련한 융합연구 DCL 발송 (Growing Convergence
∙
Research @ NSF DCL(NSF 17-065)

2017.05

∙융합연구 제안서 취합
ㆍ

2017.07

ㆍ첫 번째 융합과제 연구 추진 및 융합가지 평가기준 마련
∙
∙융합가치 평가기준: 융합적 접근 필요성, 융합연구 용이성, 지식 도구 생각
ㆍ
방식의 통합 가능성, 차세대 융합연구자와의 연관성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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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무인드론선박 세일드론(Saildrone)을 활용하여 북극해
지도화 작업에 착수하였음
○ 향후 북극해 선박 교통을 위하여, NOAA와 남미시시피주대학이 세일드론을 활용하여
외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해역의 해도(海圖)를 작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에 착수함
- 북극해는 얼음이 녹고 바다가 따뜻해짐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북극 교통을 위해 최신의 방법으로 북극 전역의 해도 업데이트가 필요함
○ 세일드론에는 다중 빔 수중 음파 탐지기가 장착되며, 한 번에 3개 빔을 쏘아 해저
표면을 구현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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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함
○ 이는 러시아가 북극지역을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을 대내외
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계획은 연안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대륙붕 경계획정, 북동항로(NSR) 활성화
및 통합관리 시스템 등의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러시아의 2020 북극계획에서는 북극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식 축적과 인적 자산의 개발을
통한 국가적, 산업적, 개인적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의 혁신적 발전과 다양화를 통한
북극 천연자원의 안정적 사용을 도모하고 있음
○ 수문기상국, 과학아카데미 주도로 동토층 융해현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등 지반 구조변화 진단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 러시아는 연안국 중 가장 공격적으로 북극해 개발 및 군사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주로 이용하게 될 북동항로는 러시아 연안을 경유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북동항로 활성화에 대한 관련 법률과 규제내용을 염두 할 필요가 있음
○ 북극 에너지자원의 대다수가 러시아 쪽 대륙붕에 매장되어 있는 만큼, 향후 자원
탐사를 위한 연구·조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관계가 절대적임

84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러시아는 2020 북극계획에서 “어떠한 정치, 군사적 조건에서도 군사 안보를 보장해 줄
특수부대를 창설해 북극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북극 보호 임무를 지닌 특수부대를 창설하자는 제안은 처음이며 옛 소련 국가보안
위원회(KGB)의 후신으로 국경 수비를 책임지는 연방보안국(FSB)이 북극 지역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것으로 북극 주권 확보를 위한 단계적 전략도 제시함
- 1단계(2008~2009년)에서는 광범위한 지질, 지리적 탐사와 연구를 통해 북극해의
로모노소프 해령(해저산맥) 등 여러 해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
- 2단계(2011~2015)에서는 북극 지역의 영토 경계를 국제법적으로 확정
- 마지막 3단계(2016~2020)에서는 이 지역을 러시아의 주요한 전략적 자원 기지로
변화시킬 것을 계획
○ 러시아 북극지역 개발주체는 민관협력의 원칙하에 연방 및 지방자치 기관, 영리
비영리체 등에 의해 북극해 인접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이 추진됨
<표 2-3> 러시아의 북극해 단계별 개발 전략

1단계
(2008~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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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2011~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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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2016~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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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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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캐나다
□ 캐나다는 러시아의 북극해 개발 본격화에 자극을 받아 북극지역 개발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2009년 7월, 북극지역에 대한 전략보고서인 ‘Canada’s northern Strategy :
Our north, Our Heritage, Our Future’를 발표함
○ 북극지역의 영유권 확보 및 강화, 사회-경제 개발 촉진, 환경보호, 지역자치권 보장,
북서항로 개척 등을 전략목표로 적극 추진함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북극이사회 의장국으로 북극의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원주민 복지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함
○ 북극지역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줄이기 위해 북극지역에 새로운 국립생태
공원을 조성하고 UNESCO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했으며, 새로운 국립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음
○ 북극고래를 포함하여 북극 동식물 보호를 위해 배핀섬과 그 주변지역에 새롭게 3개
국립야생보호지역 조성을 계획중임
□ 캐나다는 북극해 해양 오염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북극지역에 있는 폐광과 주변 오염지역의 환경피해를 원상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따라 북극지역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들은 엄격한 환경평가를 받아야 하고, 폐광계획을 세워야 하며, 광산 운영의
안전성과 환경기준을 충족시켜야함

라. 그린란드(덴마크)
□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서 덴마크 자치령이었지만, 2009년에 자치 정부가
수립되면서 수출 규제, 외교안보 정책 등을 제외한 분야에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음
○ 그린란드는 자치정부 수립 후 덴마크에서 지원되던 보조금이 중단되었지만 지하
자원 채굴과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어 외국과의 협력 여하에 따라 앞으로
경제적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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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란드 영토의 대부분은 빙하로 덮여 있으며, 해안가를 따라 빙하가 녹은 지역에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린란드는 아직까지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으로서,
금, 희토류, 니켈, 철 등 광물자원과 수산물자원이 풍부한 지역임
○ 첨단산업 제품에 사용되는 희토류의 매장량은 중국의 40배에 이르고 세계 원유의
13%인 900억 배럴, 천연가스의 30%인 47조㎦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린
란드를 둘러싼 자원 확보 움직임이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자원탐사 선진국
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임
□ 그린란드는 낮은 소득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대륙붕
입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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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을 중심으로 한 북극해 정책을 펼치고 있음

마. 노르웨이
□ 노르웨이의 하이노스전략을 시작으로 북극권 국가들이 잇달아 북극 전략을 발
표30)31)32)하면서 북극연구 중요성 강조
○ 노르웨이는 2006년 세계 최초로 북극 전략을 발표하면서 북극에서 연구활동의 중
요성을 강조
- 노르웨이는 북극과 노르웨이 북방 지역에 대해 늘어나는 국제적 관심에 대해 노르
웨이의 가장 중요한 전략지이자 우선시되는 지역인 하이노스(High North)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하이노스전략(High North Strategy)’을 2006년에 발표하였음
○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북극에 인접한 러시아(‘08), 미국(‘09), 캐나다(’10), 핀란드(‘10),
덴마크(’11) 등에서도 국가차원의 북극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북극 연구활동을 기반
으로 북극정책, 사회활동을 지원
○ 북극권 국가들의 북극전략은 주로 북극항로와 자원개발 등에서 자국의 권익을 지키고
북극의 환경과 기후변화를 연구하며 원주민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3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극해에 대한 국제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 해양수산2호, 2011
3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의 북극개발 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2013.12.30
3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극이사회의 정책동향과 시사점,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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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정부는 2006년 ‘The Norwegian Government’s High North Strategy’를 통해
바렌츠해와 스발바르 군도를 기점으로 한 북극해 정책을 추진에 이어 2009년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긴 ‘New Building Blocks in the North' 보고서를 발간함
○ 해당 보고서에는 7대 정치적 우선순위와 7대 실행 방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표 2-4> 노르웨이 북극 관련 정책

7대 정치적
우선순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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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실행방향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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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사업계획서

□ 노르웨이는 북해 가스전의 고갈을 대비해 북극지역 대륙붕 지역을 신규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투자를 증가할 계획임
○ 노르웨이는 북극해 대륙붕 개발 및 생산기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북극지역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됨
○ 노르웨이 바렌츠에서 2010년 2개의 유정 시추 작업을 추진한 바 있고 특히, 2010년에는
러시아와 ‘바렌츠해의 해양경계 및 협력에 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북극해를
이용하고 개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을 40년 만에 해결함
○ 발전된 조선, 항해, 수산 기술을 바탕으로 북극해에 대한 새로운 강자로 부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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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아이슬란드
□ 2007년 아이슬란드 외무부 장관은 연례 의회 연설에서 아이슬란드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북극은 새로운 핵심 요소라고 선언함
○ 아이슬란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옵서버국가들을 적극 접촉, Arctic Circle을 통해
자원개발 및 수산업 등의 논의를 추진 중임
○ Arctic Circle은 아이슬란드 주도로 2013년에 창설되었으며, 북극이사회 활동을 촉진하고
보조하는 국제 포럼으로, 이사회보다는 광범위한 이슈를 논의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운영 중임

사. 스웨덴
□ 스웨덴 정부는 2011년 북극정책을 발표하고 북극지역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
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북극 관련 정책으로 기후와
환경, 경제발전, 인류문제 등 세 가지 우선순위를 표명함
○ 기후와 환경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기후와 환경 연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을 위해서 북극의 자유무역, 북극 바렌츠 지역의 산업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임
○ 인류문제 측면에서는 북극의 지리적 조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기후 변화와 유해
물질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 토착 문화와 산업의 영향 등 북극지역의 포괄적인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임

아. 핀란드
□ 2010년 북극 정책을 수립했으며, 대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안보와 환경, 경제, 인프라,
원주민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있고 북극 정책에 대해 수송 관계의 개선, 수출의
진흥, 북극 연구 및 북극 이사회 역할 강화 등을 실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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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영국
□ 영국의 탐험가들은 18세기 쿡 선장의 대양 항해 이후 남북극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1923년 이후 영국 정부는 정부 차원의 지원 하에 극지에 대한 탐사가
이루어짐
○ 세계 2차 대전 기간인 1944년에는 전략적 목적으로 남극에 기지를 설치함
○ 또한 남극 일부 지역에 대해 주권을 주장한 바 있으며, 포클랜드 섬을 영국 영토로
주장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 영국 BAS의 남극 오존층 발견으로 국제 조약인 몬트리올의정서로 확대함
○ 1957~58년 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에서 오존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한 영국
BAS (British Antarctic Survey)는 1985년에 남극 오존층 파괴현상을 처음 발견하여
학계에 발표함
- 오존 구멍의 발견은 1985 년 5 월 Nature 지에 게재 된 British Antarctic Survey의
Joe Farman, Brian Gardiner 및 Jonathan Shanklin에 의해 처음 발표33)
- 오존층 파괴는 프레온가스(CFCs) 등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오존의 산소 결합고리를
끊어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
○ 미 항공 우주국 (NASA) 과학자들은 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영국의 연구 기지에 대한
오존홀뿐만 아니라 남극 대륙 전체를 뒤덮었음을 확인함
○ 과학자들과 정치가들의 국제적인 노력은 CFCs와 다른 오존 파괴 화학 물질의 생산과
사용의 통제를 추진함
○ 국제사회에서 몬트리올 의정서(1987)와 그 이후 개정안은 전 세계 정부가 지구 환경
문제를 부각시킴
□ 영국은 우리나라 다산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니알슨에 과학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는 주로 캠버리지에 위치하고 있는 영국 남극조사국(BAS)이 중심이 되어
전 분야에 걸쳐 실시되고 있으며, BAS는 자연과학연구회(NERC)에 속해 있는 연구
기관 중 하나로서 영국은 북극과학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33) https://www.bas.ac.uk/data/our-data/publication/the-ozone-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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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영국은 북극 기후변화 등 이슈 증가로 북극권 연구 강화 움직임과 캐나다 등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 중임
○ 2009년부터는 기후, 대기화학과 고기후, 생태계, 환경변화와 진화, 빙상, 극지해양 등
6개 분야 중심의 PSPE(Polar Science for Planet Earth) 연구 프로그램을 추진중임
○ 타 극지 연구 국가와는 달리 자연과학 이외에도 인문학, 사회과학 연구를 병행하고
있으며, 전 지구적 기후변화 및 환경관련 연구에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차. 독일
□ 독일은 주요 극지연구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극지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81년 남극 대륙 연안에 Neumayer기지를 건설하고, 1994년 킹조지 섬에
Dallmann Lab., 2001년 남극 대륙에 Kohen기지를 건설하며 북극에 관한 연구 역시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 독일은 개별 국가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보다는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북극 연구를 추진 중임
○ 기초 및 원천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 지구환경변화, 지질 및 지구물리,
극지생태계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지구시스템,
고위도 지역의 핵심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립해 활동 중임
○ 독일의 북극 연구는 1980년에 발족한 Helmholtz 연구회에 속해 있는 독일해양극지연구소
(AWI, Alfred Wegener Institute for Polar and Marine Research)가 주도하고 있음
○ 연구영역은 크게 극지, 극지 인근해 및 대양을 포함한 해양연구를 병행하며, 5년
단위로 중기연구전략을 구성하여 운영 중임
- AWI는 해양 연구와 극지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AWI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외부 연구자들을 지원하기도 함
□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쇄빙선인 Polarstern을 가지고 있어 북극과 남극해 연구에
선도적인 위치에 있음
□ 독일은 글로벌 시스템과 환경과학 연구에 중점을 두고, 북극해 연구, 해양생물 모니터링,
해양물질 자연 발생 조사, 해양지질 탐사, 기술적 해양개발 등에 투자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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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중국
□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에 가입한 중국은 북극연구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함
○ 북극기지 및 쇄빙선 설룡호를 활용한 북극지역의 탐사 및 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해양국내 전담부서(북극남극과)를 설치, 니알슨 기지 월동연구 수행, 추가
쇄빙연구선 건조 발표 등을 통해 극지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은 극지해양과학, 극지생물과학, 극지고층대기 및 극지빙하로 구분하여 4개 연구
프로그램 중심의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극지과학탐사 및 연구수준 제고와
극지탐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극지과학 전략연구 기금을 설치함
□ 2013년 4월, 아이슬란드와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북극권 국가와 유대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국제협력 체계를 다져 나가고 있음
타. 일본
□ 일본은 아시아 최초 남극 조약 원초 서명국이며, 이미 1910년 탐험가 노부시라세가
첫 남극 탐사를 실시한 나라로서, 북극연구에서도 아시아 국가 중 앞서 나가고 있음
□ 1973년에 독립 연구기관인 국립극지연구소(NIPR)가 설립되면서 북극에 관한 연구도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됨
○ 극지 해양에 관련한 연구는 일본의 해양연구기구(JAMSTECH)가 주로 수행하고 있고
일본은 스발바르 니알슨 지역에 아시아 최초로 과학기지를 설치함
□ 일본은 총리실 산하에 북극해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종합해양정책본부’를
두고, 북극항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2012년에 300명 규모의 북극 답사단을
파견하였으며, 2013년에 북극 대사를 임명하는 등 북극정책을 강화 중임
○ 2013년에는 북극이사회 옵서버에 가입하고, 북극연구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다른 나라들과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시료분석, 데이터 해석 및 모델링을 통한 지구
과학, 환경과학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연구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연구활동에 전략적 투자와 연구 인프라 강화를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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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북극 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
가. 국내 주요 북극활동 연혁
□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북극 활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1993년 한국해양연구소는
북극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에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군도의
니알슨에 다산과학기지를 설립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북극에 대한 과학조사를 실시함
□ 2009년에는 국내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를 통해 남극과 북극에 대한 과학
조사를 위한 운항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2014년까지 북극에 대해서는 총 5차례
운항을 통해 해양환경, 대기환경, 해저지층 연구 등 북극해 연구 활동을 실시함
□ 2012년에는 ‘스발바르 조약’ 이후 스발바르 지역에 대한 접근 및 어업·광업·상업
활동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2013년 5월에는 북극이사회에 옵서버 국가로
가입하면서 북극이사회 관련 활동을 보장 받게 됨

나. 북극정책 기본계획
□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북극이상회 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북극권 공동 이익 증진
및 협력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함
○ 협력과 견제 양상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극권 국가와의 관계에서 북극권 정책
기조의 정립이 필요로 하였고, 2013년 7월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 계획으로 7개 부처 및 청34)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종합하여
2013년 10월,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
- 북극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하여 3가지 정책 목표와 4가지 전략과제 및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계획함

34)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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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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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중으로
북극이사회 고위관리회의는 연간 2~3회 정도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외교부는
옵서버 가입 이후 총 3회에 걸쳐 회의에 참석함
○ 북극이사회 산하 6개의 작업반 회의에도 참석하고 있으며, Task Force는 2년마다
1번씩 개최되는 각료회의에서 주제별로 구성되어 2년 임기로 활동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극지연구소, 학계, 외교부 전문가 등이 총 4회에
걸쳐 참석함
□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정부가 매년 니알슨 북극기지에서 개최하는 북극 관련 국제
학술 행사인 니알슨 심포지움에 참석하고, 북극써클(Arctic Circle) 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가 차원으로 국제협력을 추진중임
□ 노르딕 국가(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의 북극이사회 회원국과의 외교적 양자 협력 강화를 위해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담,
정책협의회, 관련 세미나 등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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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 북극연구 동향
(1) 북극연구 연혁
□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베링 해에서 명태를 잡는 등 북극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북극 기초연구를 시작함
○ 1999년 7월, 전체일정 70일에 걸친 중국 쇄빙선 설룡호의 북극해탐사 국제공동
연구에 우리나라 최초로 강성호 박사가 북극해양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북극연구의
첫발을 내디딤
○ 2000년 8월에는 강성호, 정경호 박사 연구팀이 러시아 극지연구팀과 공동연구 등
북극권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기회를 가지며 북극해 연구를 수행함
○ 우리나라는 2002년 4월 국제북극과학위원회(ISAC)회의에서 정식 회원 국가로 가입
하였으며, 4월 29일에 북극 다산과학기지를 개소하면서 본격적인 북극 연구를 수행함
□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북극이사회 잠정옵서버로 활동하였으며, 2013년 5월에 정식
옵서버 국가가 됨
○ 2009년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 건조 이후 2010년부터 실질적인
남·북극해 연구와 과학기지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 더욱이 우리나라는 북극 연안 8개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북극이사회에 정식옵서버
자격을 획득하면서 북극 연구 및 현장 조사 활동에 대한 위상이 강화됨
<표 2-6> 국내 북극연구 연혁
구분
1993~1995년
1999년
2000년~
2002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2012년 11월
2013년 3월
2013년 5월
2014년 1월

내용
북극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중국 설룡호 탑승을 통한 북극해 탐사 참여
북극해 특성조사 연구 수행
북극다산과학기지 개소 및 북극과학위원회 가입
북극이사회 옵서버 신청 및 잠정 옵서버 가입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북극연구 항해 수행
ASSW(Arctic Sciense Summit Week) 한국 개최
스발바르 조약 가입
국토해양부, 극지정책선진화 방안 확정
북극이사회 회원국 대사 초청 북극정책 심포지움 개최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가입
정부 부극정책기본계획 발표

출처: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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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극 다산과학기지
□ 우리나라 1990년대 후반부터 북극 연구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한국북극과학위원회 창립, 국제북극과학위원회 1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라는
성과를 달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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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됨
□ 우리나라는 다산과학기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북극 대기관측과 변화특성 연구, 북극
진동 연구, 저온 적응 생물 연구, 북극권 동토층의 환경변화 연구등을 수행중임
○ 특히, 북극과 중위도 기압 변화에 따라 고위도의 제트기류가 ‘진자운동’처럼 저위도
지방으로 움직이는 현상인 북극진동 연구를 통해 한반도 겨울 한파 발생과의 관련
성을 입증하며 북극에서의 환경변화가 우리나라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밝혀냄
○ 북빙양과 그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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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EU와 공동으로 수행되는 북극권 이슈에 대한 국제공동대응
프로그램인 ‘북극 스발바르를 거점으로 한 국제공동관측 연구사업(SIOS)’ 에 동참
하기 위해, 북극다산과학기지를 거점으로 국제공동 연구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북극 동시베리아해에서 거대빙상의 흔적을 발견하여 빙하기
북극해 기후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
- 또한 캐나다, 미국 연구팀과 함께 캐나다 북극해인 보퍼트해에서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해저온실가스를 연구하는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북극 관련 국제기구들이 집결하는
‘북극과학최고회의(ASSW, Arctic Science Summit Week)를 개최함
□ 다산과학기지가 있는 니알슨(Ny-Ålesund) 과학기지촌에는 우리나라(2002년)를 포함하여
독일(1990년), 일본(1990년), 영국(1991년), 네덜란드(1995년), 이탈리아(1997년), 노르웨이
(1999년), 프랑스(1999년), 중국(2004년), 인도(2008년) 등 10개국이 기지를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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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니알슨 과학기지촌(좌) 및 북극 다산과학기지(우)
출처: 외교부 북극 홈페이지(http://www.mofa.go.kr/www/wpge/m_4047/contents.do)

○ 기지촌의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와 유지보수는 노르웨이의 국영회사인 킹스베이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 회사와의 시설물 임대 계약을 맺고 다산과학기지를 사용하고 있음
○ 니알슨 자체가 노르웨이령이므로 기지촌에 있는 다른 국가의 기지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자국 건물을 소유하는 대신에 킹스베이사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중임
○ 따라서 다산과학기지 운영을 위한 상주 인원은 없으며, 연구원들이 연구 목적상
원하는 기간에만 일정 인력이 체류하며 현장조사를 수행중임
- 여름에는 연구원들이 부근의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재료를 취합하지만, 겨울에는
비어 있으며, 기상관측, 미기상관측, 에어로졸, 고층대기관측 등 연중 그 현상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분야는 현지에서 운영되는 연중 자동측정장비를 가동시켜 자
료를 확보하고 있음

(3) 최근 북극연구 현황
□ 북극해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태평양 북극 결빙해역(척치해, 동시베리아해)에서
해빙변동에 따른 기상, 물리-생지화학적 해양환경 변화를 조사함
○ 기후 및 환경 변화 원인을 분석하여 미래 북극해 환경변화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함
○ 2017년 8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활용하여 태평양 북극 결빙해역 주변 베링해,
척치해 및 동시베리아해에서 북극해 환경변화 및 통합관측 연구를 수행
- 해빙분포의 시 공간 변화, 해빙-해양의 물리적 특성변화, 해양-대기 가스 상호교환
능력, 해빙주변 해역의 물리적-생지화학적 과정과 해양 퇴적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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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를 기반으로 태평양 북극 공해 결빙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급격한 환경변화
현상을 이해하고 시 공간 규모의 북극해 공간 정보도를 구축하여 환경, 에너지 자원
등의 극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가대응 전략의 기반을 제공함
□ 북극해의 해저자원 매장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원천자료를 획득하고 북극해 대륙붕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가스 분출현상 연구
○ 해양수산부 지원과제 ‘북극해 해저자원환경 조사 및 메탄방출현상 연구(’16-’21)’
○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북극2항차 항해로 한국-캐나다-미국 3개국이 주축이 되어 캐나다
EEZ인 보퍼트해에서 국제공동연구탐사를 수행함
- 국내외 연구기관으로부터 총 5개국, 48명의 연구인력 (한국 30명, 미국 8명, 캐나다
6명, 중국 2명, 독일 2명)이 참가함
- 한국팀은 서울대, 한양대, 세종대, 경상대, 극지연구소, 외국팀은 캐나다 GSC
(Geological survey of Canada), 미국 MBARI(Monterey Bay Aquarium Research
Institute) 연구팀이 참여하였음
○ 보퍼트해 대륙붕과 대륙사면의 해저자원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해저지질 탐사자료를
획득하고, 영구동토층과 가스하이드레이트의 해리에 따른 해저변동성, 해저-수층-대기 간
메탄가스의 이동현상 등을 규명하기 위한 원천자료를 수집
- 이전까지 거의 탐사가 수행되지 않은 보퍼트해 맥켄지곡 서쪽지역에서의 고해상도
다중채널 탄성파탐사 자료 획득
- 첨단 해저무인탐사장비(ROV, AUV)를 이용하여 가스분출구조, 해저얼음산 등 특이
지질구조들의 정밀해저지형도 작성
- 진흙화산의 생생한 분출현상 촬영, 해저퇴적물-해저생명체 시료와 가스 하이드레이트
채취
□ 북극 스발바르 피오르드 지형변화 연구를 통해 스발바르 군도에 위치한 피오르드
연안 지형 변화를 관측하여 지형변화 지도를 작성하여 과거에 일어난 기후변화 복원에
적용 가능한 프록시 개발
○ 전체 면적의 62%가 빙하로 덮여있는 스발바르 군도는 따뜻한 북대서양 해류의 지류가
북극해로 유입되는 프람해협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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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트롬소 대학의 종합 탐사선 ‘헬머 한센호’를 임차하여 1차 한국-노르웨이
스발바르 군도 국제공동탐사를 진행하여 해저 지형 및 천부 지층 자료, 퇴적물 시추
코어 등을 획득하였음
○ 획득한 퇴적물 시료를 분석하여 딕슨피오르드에서 홀로세 동안 일어났던 기후 변화에
의한 조수빙하 후퇴에 따른 퇴적물 기원지 변화 양상을 규명함
○ 2017년 7월 진행된 제2차 한국-노르웨이 국제 공동탐사를 통하여 스발바르 피오르드를
포함하여 여름 해빙의 경계선까지 탐사 범위를 넓혀 지층 및 지형 자료와 퇴적물,
플랑크톤 및 미생물 등의 다양한 시료를 획득하였음
- 스발바르 북쪽에 위치한 우드피오르드에서 획득한 시추코어를 분석하여 온난한
대서양 해류의 유입과 중기 홀로세 이후 피오르드의 해빙분포와 표층생산력 변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록을 정밀하게 복원
□ 다양한 해빙정보 산출을 위해 위성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성자료 처리 및 분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극지연구소에서 ‘19년까지 북극 해빙 위성 종합 관측망
구축 및 분석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함
○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북극 해빙은 인공위성 원격탐사를 통해 관측될 수 있음
○ 영상레이더, 광학센서, 해색/해수면온도 센서 등 다양한 원격탐사 센서로부터 북극
해빙을 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위성정보 수집 관리 시스템 구축
○ 해빙 위성자료 처리 및 분석기술 개발을 통해 원격탐사 자료로부터 기후변화 연구와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해빙정보를 생산
○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활용한 현장조사를 통해 위성기반 해빙정보의 검증 수행
○ 범부처 협동 융합연구를 통한 아리랑 위성의 극지역 자료수신체계 구축과 더불어
국제 공동 인공위성 관측망의 기반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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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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로 1987년 러시아의 북극항로 개방 및 북극자원 공동개발,
환경보호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무르만스크 선언을 계기로 북극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무르만스크 선언 이후 북극해를 둘러싼 8개 국가는 1989년부터
북극해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1991년 북극권
환경보호 선언, 1993년 누크 선언문, 1996년 이누비크 선언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북극이사회를 설립함
○ 북극이사회는 크게 회원국(member states), 상임참가그룹(permanent participants),
옵서버(observers) 등으로 구성되며, 회원국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 북극권 8개 국가이며, 상임참가그룹은 6개의 북극권
원주민 그룹으로 구성되며, 비북극권 국가들은 옵서버로 참여할 수 있음
○ 옵서버는 워킹그룹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의 재정후원, 지역협력, 북극연구 전문가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잠정옵서버(ad-hoc observer) 국가는 2년 마다
개최되는 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 승인을 받는 경우 정식옵서버 국가가 될 수 있으며,
정식옵서버는 이사회 내에서 의사결정권한은 없으나, 이사회 내 각종 회의와 워킹그룹에
참여가 가능함
○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 노르웨이 코토케이노에서 열린 고위실무자 회의에서 북극
과학연구 및 활동을 인정받아 임시옵서버 지위를 획득했으며, 2013년 5월 중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폴, 인도와 함께 옵서버 자격을 획득함
<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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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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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이사회 회의는 장관회의(Ministerial Meeting)와 고위실무자회의(Senior Arctic
Officials, SAOs)로 조직됨
○ 장관회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2년마다 의장국에서 개최되며, 8개국 외무담당 장관들이
참가하여 고위실무자회의에서 제출된 의제들을 확정함
○ 의장은 회원국 8개국이 2년씩 의장국 임무를 수행한다. 고위실무자회의는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북극이사회 장관급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따라 각 워킹
그룹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진행사항을 점검하여 장관급 회의에 보고하고
선언문을 준비함
○ 일반적으로 고위실무자 회의는 6개월마다 의장국 도시에서 개최되며, 의장국의 외무
부처 국장이 회의의장을 담당하고 북극이사회의 6개 워킹그룹의 업무 현황과 방향을 점검함

Arctic 8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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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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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manent Participant Groups
Six Indigenous groups

O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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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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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북극이사회 구조
출처: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사업계획서

□ 북극이사회는 북극권의 환경오염 방지와 원주민 보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함
○ 북극과 관련된 국제이슈를 확인하고 북극 생태계 보호, 원주민 건강과 복지, 북극
자원의 지속적인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101

○ 특히 6개의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 북극 생물자원 보호, 기후변화, 환경정책,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응을 진행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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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하고 있음

<표 2-8> 북극이사회의 워킹그룹
워킹그룹

출범

목적

의장국

ACAP

2006년

∘북극이사회 환경오염 관리 대응 활동 수행
∘환경오염물질 배출제한과 감축을 위한 노력확대
∘국제기구 및 각국과 협력 모색

핀란드

AMAP

1991년

∘북극 오염문제를 모니터링·평가·예방

덴마크

CAFF

1991년

∘북극 생물자원의 지속성 유지
∘기후변화 등 관련 이슈 주관

캐나다

EPPR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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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ME

1991년

∘비상사태를 제외한 북극 해양 환경정책
∘북극해양오염예방 및 통제 등에 관한 협력 조율
∘북극해양 환경보호와 관련된 중점 과제 제시

SDWG

1998년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
∘북극공동체의 경제·사회적 환경개선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출처: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사업계획서

□ 북극이사회가 북극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구이지만, 북극권 국가들만이 회원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극권 국가들 간의 협의체이며, 비북극권 국가들의 활동
영역과 참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비북극권 국가들이 북극활동에 참여
하기 위해서는 북극이사회의 옵서버에 가입하여, 워킹그룹을 통해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북극권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은 같은 북극이사회의
회원국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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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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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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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였음
○ 그리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영유권 확대를 규정한 UN해양법을
북극해에 존재하는 국제질서로 인정하는 선언함
○ 이는 북극권 연안 5개국이 해저 대륙붕을 최대한 확보하고 나아가 북극과 관련된
조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

나. 국제북극과학위원회(ISAC,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mmittee)
□ 북극과학위원회는 북극 연구자와 전문가 간의 북극 연구 장려, 상호 정보 교류 및
연구 협력 등 국제 협력 촉진을 위해 1990년 설립된 비정부국제기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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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됨
○ 북극은 매우 넓고 얼음이 뒤덮인 육지와 빙하로 가득한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독연구는 사실상 제한적임
- 따라서 북극 과학자들은 지역을 나눠 연구하는 등 서로 힘을 모아 협력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에 부응해 국제북극과학위원회는 북극 과학자들의 연구
계획을 수립 및 상호 조정하며,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기회를 제공함
- 다학제 북극 연구 장려와 국제 협력 촉진을 창설 목적으로 하는 북극과학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 이사회 업무를 운영하는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있음
- 사무국은 연구 사업 제안서 준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주요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들이 연구 기획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기 자금을 지원함
- 과학 심포지엄은 2년마다 실시되며, 총회와 과학 심포지엄이 개최되는 1주일을 북
극과학최고회의(ASSW, Arctic Science Summit Week)라고 부름
- ASSW의 목적은 북극을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이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상호이해와
북극과학의 다양한 분야로 인해 전공이 다른 과학자들에게 북극 현안에 관해 상호
토의할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학 활동은 5개의 워킹그룹이 중심이 되어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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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북극이사회 구조
출처: 북극이사회 홈페이지 (http://iasc.info/iasc/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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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KARC)
□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을 계기로 북극 글로벌 이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범부처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
○ 이러한 배경 아래 국내 북극연구 역량 향상 및 북극 연구기관 간 중복연구 방지,
상호 협력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을 설립함
○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은 3개의 분과위원회(정책분과, 과학부과, 산업분과)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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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북극이사회 구조
출처: 한국극지연구진흥회 (http://www.kosap.or.kr/)

마. 그 외 북극 관련 조직
□ 태평양북극그룹(PAG)은 국제북극과학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의 극지 연구 기관과 극지
연구자로 구성된 협의 기구임
○ 주로 극지 연구 기관과의 연구협력 도모, 쇄빙선이나 극지기지 등의 공동 활용방안
모색, 연구 자료 및 정보 공유 등의 활동을 함
□ 북극연구운영자회의(FARO)는 1998년에 설립된 비정부 국제기구로서 기관 및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쇄빙선이나 기지 같은 북극 연구 지원 시설과 물자 지원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됨
○ 우리나라에서는 다산과학기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같은 극지 연구 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극지연구소가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회원국은
18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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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 니알슨 과학자운영회의(NySMAC)는 1994년에 출범한 국제기구임
○ 니알슨은 노르웨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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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림
○ 북극 니알슨 과학자운영회의는 이 과학기지촌에 모인 나라 사이의 협력을 도모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니알슨 과학기지촌의 각국 과학자 대표들은 해마다 북극 니알슨
과학자운영회의에 참석해 서로의 연구 활동을 소개하여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상호 간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북극해양과학위원회(AOSB)는 태평양북극그룹과 마찬가지로 국제북극과학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북극해와 그 주변 지역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와 연구 기관들의 협력을
조율하고 강화하기 위해 1984년에 설립됨
○ 특히 다학제간, 다국적 북극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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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임
□ 아시아극지과학포럼(AFoPS)은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일본과 중국의 극지연구자들이
참여하여 2004년에 창설된 국제기구임
○ 상대적으로 극지 연구의 변방인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연구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극지 분야에 대한 확고한 주도권을 갖자는 취지로 설립됨
○ 이 포럼은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 증가로 그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어 인도, 말레
이시아 및 태국이 추가 회원국으로 되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등의 전문가들도 해마다 열리는 정기회의에 참여하고 있음
□ 극지과학신진연구자학회(APECS)는 대학생, 석·박사 등을 중심으로 미래 북극 연구
과학자를 양성하고 교육하기 위해 전공 구분 없이 극지연구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주요 활동으로는 미래 극지 연구 세대들에게 현장학습 기회 제공, 과학자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전문 경력개발 기회 제공 등을 추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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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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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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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극해 관련 규정
가. 유엔해양법협약
□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는 북극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다만 동 협약 제234조 결빙해역(Ice-Covered
Areas)에 관한 규정에서 북극해에 적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 보호와 보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북극해와 같이 결빙해역에서 선박 항해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해양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될 경우 북극해 연안국에서는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즉, 유엔 해양법 협약의 이 규정은 결빙해역의 연안국이 환경보호 및 보전을 목적으로
독자적인 법령을 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연안국은 일방적으로 선박하역, 안전, 설계와 설비, 항행통보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 및 실행할 수 있으며, 러시아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빙하 항해
규칙을 마련 및 시행하고 있음
<표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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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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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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법재판소

나. Polar Code
(1) Polar Code 개요
□ 199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극항로는 상업적인 이용 가능성이 현재처럼 높게
조명되지 못함
○ 쇄빙선을 포함한 빙해선박과 관련한 선박운항 관련 규정은 세계적으로 통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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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됨
□ 1990년 이후, 북극해 지역이 상업적인 선박의 운항이 고려되고, 북극해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설계 및 운항과 관련된 통일된 규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및 국제선급연합회(IAC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를 중심으로 범용적인 적용 규정 제정이 추진됨
□ 2017년 1월 1일부터 북극 및 남극의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Polar
Code가 발효되어 신조선박에 바로 적용함
(2) Polar Code 개발 경과
□ Polar Code는 1990년대 초 독일 및 러시아의 제안으로 북극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국제 규정 제정을 착수하게 되었고, 1993년에 IMO 외부의 전문가로 외부
작업반(OWG : Outside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제정 작업을 시작함
○ 당시 북극해역에 인접한 국가인 캐나다, 핀란드, 러시아 등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2002년에 북극 빙해역을 항해하는 선박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Ships Operating
in Arctic Ice Covered Waters, IMO Guideline)가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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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이후 남극조약자문회의(ATCM,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2004년
5월)에서는 2002년 IMO에서 제정한 Guideline을 개정하여 남극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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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해역“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극지해역“으로 대체하여 남극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극지해역 운항선박에 대한 규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또한 동 회의에서 강제성이 없이 지침으로 되어 있는 “IMO Guideline”을 “Code”로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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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그램을 제안함
□ 결국 IMO 해사안전전문위원회(MSC, Maritime Safety Committee) 86차 회의(2009년
5월)에서 기존의 IMO “Guideline for Ships Operating in Arctic Ice Covered
Waters"과는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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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를 검토하기로 함
□ 이후 IMO DE 54차 회의(2010년 10월)에서 GBS 방식의 Polar Code 개발을 결정하고,
초안이 마련되었으며(2014년 1월), MARPOL 협약에 따라 현존선박 및 신조선박 모두에
적용하기로 하였으며(2014년 3월), 강제화를 위한 SOLAS ⅩⅣ장을 승인하고(2014년
5월), MARPOL ANNEX를 승인하였으며(2014년 10월), 최근에는 선원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STCW)을 개정하고(2015년 2월), 강제화를 위한
MARPOL ANNEX를 채택함
□ 향후 증서발급에 관한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며, 극지운항제한평가 위험지수 시스템
Polaris적 선박에 대한 Polar Code의 개발, IACS UR-Ice를 개정할 예정으로 Polar
Code가 발효되어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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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lar Code 주요 내용
□ DE 57차 회의(2013년 3월) 이후, 통신작업반 회의(Round 1,2) 및 작업반 회의를 통해
새롭게 개정한 Polar Code 초안이 배포되었고 Polar Code 초안은 크게 강제사항과
권고사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강제사항으로는 Part I-A(안전조치) 및 Part II-A(오염
방지조치), 권고사항으로는 각 Part별 Part I-B(안전조치) 및 Part II-B(오염방지조치)로
구성됨
○ 안전조치는 1~13장으로 구성되며, 극지항로 운항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
사항, 극지운항 매뉴얼, 구조안전성, 충격에 의한 안정성, 수밀, 기관, 화재안전, 인명
구조 및 설비, 항해 안전, 통신, 운항관리, 긴급조치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으며
각 장은 목적, 기능적 요구조건, 규정/요구조건으로 구성됨
○ 오염방지조치는 1~5장으로 구성되며 극지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의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기름오염, 유해액체오염, 오수, 쓰레기 등에 관한 오염을 완화시키기 위한
요구사항으로 구성됨

[그림 2-15] Polar Code 구성
출처: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사업계획서

<표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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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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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olar Code 국내 적용 및 고시
□ 해양수산부는 2017년 1월 1일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극지선박기준(Polar Code, 극지해역에서의 선박 안전
운항 등에 관한 국제규범) 의무 시행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선박을 대상으로「극지
해역 운항선박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함
○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개정된 1974년 해상
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4장, 「해양환경관리법」 제4조 및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고 극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박의 구조, 시설 및 운항요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Polar Code의 안전조치는 1~13장으로 구성되며, 국내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극지
운항선박의 안전운항 요건 1~12장으로 구성됨
<표 2-12> 안전조치 Part Ⅰ-A 관련 국내 적용사항
구분

내용

제1장 : 일반
제2장 : 극지운항
매뉴얼
제3장 : 선박 구조
제4장 : 구획과
복원성
제5장 : 수밀성 및
풍우밀성
제6장 : 기계설비

용어 정의, 증서와 검사, 성능기준, 운항평가
선박소유자, 운항자, 선장 및 선원이 의사 결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선
박의 운항 능력 및 제한조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선박의 구조적 재료와 치수가 구조적 완전성(Integrity)을 유지하도록 함
비손상 및 손상 상태에서 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구획과 복원성을 가지
도록 함

제7장 : 화재안전
및 방화구조
제8장 : 구명설비
및 배치
제9장 : 항해안전
제10장 : 통신
제11장 : 항해계획
제12장 : 인원배치
및 훈련

선박이 수밀성 및 풍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함
기계설비가 선박 안전운항에 필요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함
화재안전 시스템 및 설비가 효과적으로 작동 가능하도록 하고, 예상되
는 환경조건에서 선원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명정 및 구명뗏목 승정장
소(갑판)로 탈출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함
선박으로부터의 안전한 탈출, 대피 및 생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
평시 운항 및 비상시에 선박과 생존정 간의 효과적인 통신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함
선박 및 인명 안전, 적절한 환경 보호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회사, 선장 및 선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
극지운항선박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훈련된 경험자가 적절히 배승되
도록 함

출처: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의 별표2. 극지운항선박의 안전운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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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ar Code의 오염방지조치는 1~5장으로 구성되며, 국내의 경우, 극지해역을 운항
하는 선박의 해양오염방지 요건 1~5장으로 동일하게 구성됨
<표 2-13> 오염방지조치 Part Ⅱ-A 관련 국내 적용사항
구분

제1장 : 기름오염 방지

제2장 : 유해 액체물질에
의한 오염 방지
제3장 : 포장형태의 유해
물질에 의한 오염 방지
제4장 : 선박으로부터 발생된
오수에 의한 오염 방지

제5장 : 선박으로부터 발생된
쓰레기에 의한 오염 방지

주요 내용
- 북극 해역에서는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 또는 유성혼합물
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7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합산 연료유용량이 600세제곱미터
미만인 A와 B범주 선박에 대하여 모든 연료유 탱크는 선체외
판으로부터 0.76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북극 해역에서는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유해액체물질 또는 유
해액체물질이 포함된 혼합물의 배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극지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Ⅲ에
따른 포장형태의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방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IV의 11.1.1규칙에 따라 분쇄 및
살균된 오수는 빙붕 또는 정착빙으로부터 3해리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배출되어야 하며, 배출지역은 얼음 밀집도가 1/10을
초과하는 지역에서 가능한 한 먼 지역이어야 한다.
- 해상으로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선박이 얼음 밀집도가 1/10
을 초과하는 지역에서 가능한 한 먼 지역에 있을 경우에만 허
용되며, 인접한 육지, 부빙, 또는 정착빙으로부터 12해리 미만
의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금지된다.

출처: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의 별표4.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해양오염방지 요건

다. 북극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협정
(1) 북극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협정 개요
□ 북극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협정 협정 체결을 통해 한시적으로 북극 공해의 조업
활동을 유예하고, 2년마다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과학연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등 북극 공해상 어족 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함
○ 2018년 10월 3일 그린란드 일루리사트에서 북극해 연안국인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와 비연안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EU 등
총 10개국 정부대표가 참석하여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에 서명함
○ 그간 지구 온난화로 북극 공해상 해빙이 가속화되어 앞으로 무분별한 조업에 따른
남획 위험성 및 어족 자원에 대한 과학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북극권 국가인 우리나라가 관련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한 것은 우리 외교의 지평이
북극권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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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과학조사 결과 북극 공해에서의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수산기구 설립이 추진될 예정임
(2) 북극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협정 주요내용
□ 협정목적 및 적용지역
○ 연안 5개국 EEZ로 둘러싸인 중앙 북극 공해지역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 사전예방 조치 도입
□ 한시적 어업관리조치
○ 지역수산기구(RFMOs)가 존재하고 보존조치에 따르는 경우만 상업조업 허용
○ 추후 합의되는 규칙에 시험어업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 이후 시험어업 가능
※ 현재 지역수산기구 및 시험어업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조업/어업 불가
□ 공동 과학연구 모니터링 프로그램
○ 어업 가능성 검토 등 과학 데이터 축적을 위해 공동 연구프로그램 마련
○ 과학활동 증진을 위해 당사국 간 또는 다른 과학기구와 협력 강화
○ 과학연구활동의 자유 보장, 과학조사 계획 및 결과 공유
□ 회의 개최 및 역할
○ 이행 및 과학데이터 검토, RFMOs 설립협상 개시, 시험어업 규칙 마련 등을 위해
최소 2년마다 당사국 회의 개최
□ 의사결정 및 분쟁해결절차
○ (의사결정) 절차적 문제는 과반수로, 실질적 문제는 컨센서스로 결정
○ (분쟁해결) 협정 적용에 대한 분쟁은 UN공해어업협정*에 따라 해결
* 분쟁 방지를 위한 협력 및 평화적 해결(제27조～제32조)
□ 발효 및 탈퇴
○ 가입국(10개국) 기탁 30일 이후 발효, 최소 6개월 전 탈퇴의사 통보
□ (유효기간) 발효 후 16년(5년씩 연장 가능), RFMOs 설립 등으로 종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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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제해사기구 환경보호위원회
(1)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1948년 3월 6일 채택되고
1958년 3월 17일에 발효된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948)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해상에서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를 책임지는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 기구임
○ (설립) UN 해사회의에서 IMCO 설립협약 채택 : '48.3.6.('58.3.17. 발효), 정부간 해사
자문기구(IMCO) 설립 : '59.1.6., 기구의 명칭을 국제해사기구(IMO)로 변경 : '82.5.22.
○ (기능) 조선·해운관련 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교통 촉진, 오염피해보상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 제·개정 * 60개 국제협약, 1,950여종의 결의서 채택
○ (회원) 정회원 174개국, 준회원 3개국(홍콩, 마카오, 파로제도), 우리나라 가입 : '62.4.10.
○ 조직구성 - 총회, 이사회, 5개 위원회(법률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해사안전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간소화위원회), 7개의 전문위원회로 구성

[그림 2-16] 국제해가시구 조직 구성
출처: imo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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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 MEPC)
□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1973년 제8차 총회의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전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어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및 규제를 위한 문제를 심의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협약의 채택 및 개정에 관한 기능을 수행함
○ IMO는 창립 후 1954년 기름오염방지협약을 기탁받고 해사안전위원회 내에 설치해
놓고는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해양오염의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음
- 그러나 1967년 도버해협에서 발생한 Torrey Canyon 호의 대량오염사고는 전세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이 발생하고 119,328톤의 쿠웨이트산 원유를 해상에 유출시킨
좌초사고는 유출량, 오염범위 및 피해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이 막대하였음
- 이 환경재난으로 인접 국가는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를 계기로 해양오염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됨
- 결국 이를 계기로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이는 당시 IMCO가 UN의
전문기구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렵던 차에 해양오염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게
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된 계기가 됨
-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기가 끝난
후에는 동 위원회에서 토의된 권고, 지침 및 위원회의 활동보고서를 제출함
○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로는 산적액체 및 가스전문위원회(BLG),
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FSI) 등 9개 전문위원회는 해양오염방지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의 방지 및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기구에 부여
되거나 부여될 지도 모를 기능, 특히 이러한 협약에 규정된 규칙이나 기타 규정의
채택 및 개정에 관한 기능의 수행
- 상기 항에 언급한 협약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고려
-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의 보급을 위하여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의 방지 및 규제
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및 기타 모든 실질적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적절한 경우 권고를 하며 지침을 제정
-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의 방지 및 규제와 관계있는 지역기구와 협조의 증진
- 기타 국제기구와 환경 문제에 관한 협조를 포함하여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의 방지
및 규제에 기여할 기구의 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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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이슈
□ (온실가스 저감 압력 가중) 해운부문은 운송량 증가와 더불어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어 국제적인 감축 노력이 가속되고 있으며, 시장구조를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기후보호대책을 마련하여 해운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국제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2007년 기준 약 8.7억 톤으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해운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50년까지 150-250% 이상 증가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1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해운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책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독일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함
- IMO는 해운부문에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 선박 신규 건조시 에너지효율
디자인지수(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적용 의무화, 에너지효율작동
지표(EEOI: Energy Efficiency Operational Indicator)에 기반한 선박에너지효율관리
계획(SEMP: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도입 등의 대책을 검토중
- IMO 산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의 Petra Bethge 독일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IMO 틀에서 국제공동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최선의 길이라고 설명
하면서 2009년 7월 제 59차 MEPC 회의에서 EEDI와 SEMP가 채택
□ (선박 연료유 규제 강화) 현재의 선박용 연료유는 산성비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황 등
황산화물(SOx)을 비롯해 질소산화물(NOx)과 입자상물질(PM) 등 유해가스를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이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time Pollution from Ships, MARPOL) 부속서 VI(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규칙) 제14조는 황산화물 배출허용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음
○ EU는 2005년 지침(Directive 2005/33/EC)에서 EU 회원국 항구에 정박하는 모든
선박은 2010년부터 황 함량 0.1% 이하의 연료유만 사용하도록 규정
○ IMO 산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도 2008.10월 이미 선박 연료유의 황 함량
허용기준치를 만장일치로 개정(IMO MARPOL Annex VI 2008)함으로써 2020년부터는
전 해역에서 0.5%이하의 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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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7.1 발효되는 개정 Annex IV는 2012.1.1 이후 황 함량 4.5% → 3.5% 이하의
연료유 사용만 허용하고 2018년 타당성 재검토를 전제로 2020.1.1 이후 황 함량
0.5% 이하의 초저유황 연료유만 사용토록 규정
○ IMO의 상기 배출허용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0.5% 이하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방법
외에 LNG 추진선박, 전기추진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원자력 추진
선박, 스크러버(Scrubber) 등이 연구·개발되었거나 추진중이며, 현재 LNG 추진선박의
건조·운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배출통제해역(ECA)의 확대) IMO 회원국은 지역 차원에서 선박의 황산화물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황산화물 배출통제해역(SECA: SOx Emission Conrol Area)을 설정
할 수 있는 바, 현재 발틱해와 북해/영국해협 2곳에 설정된 SECA는 최근 미국/
캐나다의 인근 해역 설정 추진 등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IMO MARPOL Annex VI 2008에 따라 SECA 내에서는 2010.7.1 이후 황 함량
1.5% → 1.0% 이하의 저유황 연료유, 2015.1.1 이후에는 0.1% 이하 연료유만 사용 가능
○ 배출통제대상에 질소산화물을 포함시키는 등 규제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IMO MARPOL Annex VI 2008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신규 건조되는 선박엔진은
현행 기준(Tier I)에 비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15-20% 감축시킨 Tier II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2016년 이후부터는 현재보다 약 80%를 감축한 Tier III 기준이 적용
○ 독일선급(Germanischer Lloyd)의 Herrmann J. Klein 대표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SECA가 미국-캐나다의 인근 해역뿐만 아니라 지중해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질소산화물 배출통제해역(NECA)의 추가 지정 또는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포괄적
배출통제해역(ECA)의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였음.
□ (해양기후보호 관련 경제적 비용의 증대) 세계 조선·해운업계는 상기와 같은 해양기후
보호 관련 대책의 강화로 향후 유가 상승 외 추가 비용의 급증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됨
○ 전반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해 해상 연료유 가격은 중질유인 IFO 380 기준 2010년
300달러/톤에서 2020년 약 700달러/톤, 2030년 약 1,000달러/톤으로 인상 예상
- 여기에 해운부문의 이산화탄소 거래제 시행시 약 200-300달러/톤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선박 연료유를 MGO로 전환할 경우 HFO 대비 50-80% 이상의 연료비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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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쇄빙연구선의 이해 및 운용현황

1. 쇄빙선 및 쇄빙연구선의 이해
가. 쇄빙선의 특징
□ 쇄빙선(Ice Breaker)이란 빙해를 자유로이 운항할 수 있도록 쇄빙능력을 갖춘 얼음을
깨는 배로 쇄빙선은 쇄빙능력, 즉 얼음을 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남극대륙
주변 해역이나 북극해처럼 얼어있는 바다에서도 독자적으로 항해가 가능한 선박을
의미함
○ 선박 본연의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일반 선박이 결빙해역에서도 항해할 수
있도록 항로를 개척하여 운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운항하던 선박이 얼음 속에
갇히게 될 경우에 이를 구조하는 역할을 수행함
○ 쇄빙선은 얼음을 깨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선박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선 연속적으로 얼음을 깨면서 얼음과의 마찰을 이겨내며
일정한 속도로 항해하기 위해 일반 선박보다 매우 출력이 큰 엔진이 사용됨
- 쇄빙 방법은 일차적으로 커다란 엔진의 추진력을 이용해 항로를 가로막고 있는
얼음을 밀어 깨뜨리는 것이며, 이것이 어려우면 얼음에 올라타 선박의 무게로 얼음을
눌러 깨기도 함
- 선박 자체가 무거워야 하며, 무게중심을 쉽게 옮기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함
- 선수에 있는 물을 선미에 있는 탱크 쪽으로 보내 선수가 가벼워져 얼음 위에 올라
타게 되면, 물을 다시 선수 쪽 탱크로 옮겨주어 얼음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깨지게 됨
- 쇄빙선 선수는 얼음에 쉽게 올라탈 수 있도록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없으며, 선체
외벽은 얼음에 부딪혀도 안전하도록 매우 두꺼운 철판으로 되어있음
○ 부서진 얼음 조각들은 쇄빙선이 전진할 때 선체 옆으로 부딪히면서 마찰을 일으켜
진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쇄빙선에는 얼음 조각들이 선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선체
옆에서 물이나 공기를 뿜는 분사장치가 설치되기도 함
○ 극지환경에서 쇄빙선이 운항을 멈추면 곧바로 선체주변이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얼음을 깨고 탈출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신속하게 배를 좌우로 흔드는
특수 장치를 구비하는 것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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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쇄빙선의 구분
□ 극지 결빙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총칭하는 빙해선박에는 자체 쇄빙능력을 보유하여
독립적인 결빙해역 운항이 가능한 쇄빙선박과 자체 쇄빙능력 없이 유도쇄빙선의 인도를
받아 결빙해역을 운항하는 내빙선박으로 구분하며, 쇄빙선박은 타 선박의 항로개척이
주목적인 유도쇄빙선(icebreaker)과 독립적으로 결빙해역에서 물자수송을 하는 쇄빙상선
(icebreaking cargo vessel)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쇄빙선은 일반선박의 선폭에 비하여 길이가 짧으며 얼음을 효율적으로 파쇄하면서도
얼음에 의해 선체의 손상이 없도록 선체구조, 저항 및 추진 특성, 재질, 도료 및 운항
기법에서 일반선박과 큰 차이를 나타냄
○ 쇄빙선은 두꺼운 강철로 되어 있으면서도 튼튼한 보강재로 강화되는 특수한 선체
구조를 갖고 있으며 쇄빙할 때 발생하는 많은 저항을 극복하면서도 필요한 속도로
전진하기 위하여 커다란 추진력과 선체 운동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독특한 추진
장치가 필요함
○ 내빙선박은 얇은 결빙해역 또는 쇄빙선박에 의해 만들어진 수로의 유빙 저항을 이겨
내면서 항해할 수 있는 내빙능력을 갖춘 선박을 지칭하며, 내빙선박은 일반선박과 유사
하지만 선급규정에서 정의하는 구조보강과 내한성능 확보, 특수도장 등을 갖춰야 함
<표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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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nish/Swedish(1985)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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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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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0
1C
E1

C0
1B
E2

B0
1A
E3

A0
1AA
E4

ice Ⅲ

ice Ⅱ

ice Ⅰ

iceⅠ-Super

1C

1B

1A

1A Super

ABS(1992)
GL
BV(1986)
NK

1D

출처: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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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발틱해(Baltic Sea)를 운항하는 내빙선박의 빙등급은 1C, 1B, 1A, 1A Super로
구분하고 1C, 1B, 1A는 각각 0.6, 0.8, 1.0 m의 깨진 얼음(brash ice, 일정폭의 채널
안에서 깨어진 얼음이 있는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쇄빙선박이 지나간 후 수로가
열린 상황을 의미) 두께를 갖는 수로에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의 내빙등급을 의미함
- 1A Super는 1.0 m의 깨진 얼음 위에 0.1 m의 평탄빙(level ice)이 있는 상태이며,
선형 설계에서는 쇄빙개념이 포함되어야 함

다. 쇄빙등급
□ 극지선박의 구조 설계에서는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급(Class) 기준 및 선체 구역
구분의 형태에 따라 구조안전성이 크게 좌우되며, 등급 기준은 선박의 운항형태 및
운항해역의 빙상태에 따라 구분됨
□ 선체 구역 부분은 선수미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구조부재의 치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인자인 빙하중과 선박에 상호작용에 빙하중은 선체 구역마다 예상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빙하중을 산정하여 구조해석에 반영하고 있음

[그림 2-17] 극지 등급 및 빙해선 등급표
출처: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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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ar Code 및 FSICR, ICAS, KR등 다양한 선급의 빙해등급 정의는 각각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직접적으로 일대일 대응되지는 않으나, 편의상 분류할 수 있음
○ Polar Code에서는 빙해선박의 등급을 카테고리 A, B, C로 나누었으며, 쇄빙을 가진
선박의 카테고리는 A이고 카테고리 B는 얇은 빙이 있는 해역을 운행하기 위한 대빙
구조로 설계된 선박을 의미하며, 카테고리 C는 카테고리 A, B가 제외된 극지 조건에서
대빙구조 없이 운항할 수 있는 선박으로 구분됨
○ ‘14. 01 IMO 1stSDC(선박 설계 및 건조전문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르면, 카테고리
C선박도 대빙구조를 갖도록 강제화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극지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대빙구조에 대한 설계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라. 쇄빙연구선
□ “쇄빙선(icebreaker)”은 쇄빙기능이 탑재되어 얼음을 깰 수 있는 선박으로 보급 및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의 선박이며, 연구 목적의 쇄빙선의 경우 “쇄빙연구선
(icebreaking research vessel)”으로 정의함
○ 아라온호는 극지 결빙해역의 얼음을 스스로 깨뜨리면서 운항이 가능하며, 선내에
연구장비 및 연구실이 구축되어 있어 극지연구의 직접적 수행이 가능하므로, 쇄빙선과
연구선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쇄빙연구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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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 쇄빙연구선 보유 및 운영 현황
□ 세계 20여 국가에서 30여척의 쇄빙연구선 및 쇄빙선(내빙선 일부 포함)을 활용하여
극지 연구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극지권 국가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중국, 일본 등 비극지권 국가에서도 남 북극 과학연구를 바탕으로 한 극지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쇄빙연구선을 활용 중임
<표 2-15> 국가별 쇄빙연구선 보유 현황
구분

미국(5)

북
극
권

러시아(4)

쇄빙연구선
(일부 내빙선 포함)

총톤수

건조
년도

Nathaniel B. Palmer

6,174

1992

Laurence M. Gould

2,966

1997

Sikuliaq

3,429

2014

Polar Star

13,623

1976

Healy

16,257

1999

Mikhail Somov

14,135

1975

Kapitan Dranitsyn

12,919

1980

Akademik Fedorov

12,660

1987

Akademik Tryoshnikov

12,711

2012

스웨덴 (1)
노르웨이(2)
캐나다(2)
일본(2)
아
시
아

중국(2)

남
반
구

0.91m/3knot
NSF

0.3m
0.76m/2knot

USCG
정부
AARI

1.83m/3knot
1.4m/3knot
미상
1.3m/2knot
1m/2knot
1.1m/2knot

Oden

9,438

1988

SMA

1.9m/3knot

Svalbard

6,375

2001

해경

1m/3knot

Kronprins Haakon

10,990

2018

NIPR

1m/3knot

Amundsen

5,911

1979

Des Groseilliers

6,098

1982

CCG

1m/3knot
1m/3knot

Shirase

12,700

2009

해자대

1.5m/3knot

Mirai(내빙선)

8,706

1997

JAMSTEC

-

Xuelong

15,352

1993

Xuelong2

13,990

2019

한국(1)

유
럽

선박 소유
쇄빙능력
및 운영 (두께/쇄빙속도)

PRIC

1.1m/1.5knot
1.5m/3knot

Araon

7,507

2009

KOPRI

1m/3knot

HMS Protector

4,985

2001

해군

0.5m/3knot

James C. Ross(내빙선)

5,732

1990

Ernest Shackleton

4,028

1995

Polarstern

12,614

1982

AWI

프랑스(1)

L’Astrolabe II

2,028

2017

TAAF

1m

호주(1)

Aurora Australis

6,174

1990

P&O

1.23m/3knot

남아공 (1)

SA Agulhas II

12,897

2012

DEA

1m/5knot

아르헨티나(1)
칠레(1)

Almirante Irízar
Oscar Viel Toro

14,899
4,179

1978
1969

해군
해군

1m/3knot
-

영국(3)
독일(1)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재정리

BAS

0.5m/3knot
1.2m/4k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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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 북극해 과학 연구활동을 위해 쇄빙능력을 갖춘 해양연구선 Sikuliaq를 2014년 6월
인도하여 알래스카 해역에서 운영 중이며, 남극 연구에도 1990년대 건조한 2척의
중 소형급 쇄빙연구선을 활용하고 있음
○ (미)해안경비대(USCG)에서는 2척의 다목적 重쇄빙선을 남 북극에 전천후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선박의 노후화에 따라 의회에 쇄빙선 현대화 계획을 보고하고, 신규
쇄빙선 건조 관련 예산을 확보함

<표 2-16> Nathanial N. Palmer 제원
선박명

Nathaniel N. Palmer

건조 년도 1992
총톤수(GT) 6,174
크 기(m)

94 x 18.3 x 6.8(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0.91m thick at a speed of 3 knots

승선인원

68명(승무원 22, 연구원 39, 기타 7)

운영 주체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표 2-17> Laurence M. Gould 제원
선박명

Laurence M. Gould

건조 년도 1997
총톤수(GT) 2,966
크 기(m)

70 x 17 x 5.9(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0.3m

승선인원

53명(승무원 16, 연구원 28, 기타 9)

운영 주체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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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Sikuliaq 제원
선박명

Sikuliaq

건조 년도 2014
총톤수(GT) 3,429
크 기(m)

79.6 x 15.85 x 5.715(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PC5, 0.76m at 2 knots

승선인원

46명 (승무원 20, 연구원 24+2)

운영 주체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표 2-19> Polar Star 제원
선박명

Polar Star

건조 년도 1976
총톤수(GT) 13,623(만재배수량)
크 기(m)

122 x 25.45 x 9.4(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1.8m thick at a speed of 3 knots

승선인원

187명 (승무원 15, 연구원 33 등)

운영 주체 U.S. Coast Guard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표 2-20> Healy 제원
선박명

Healy

건조 년도 1999
총톤수(GT) 16,257(만재배수량)
크 기(m)

128 x 25 x 8.9(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1.4m thick at a speed of 3 knots

승선인원

137명 (승무원 19, 연구원 35 등)

운영 주체 U.S. Coast Guard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125

나. 러시아
□ 러시아는 북극해와 맞닿아있는 대표적인 북극권 국가로서 약 40척 이상의 쇄빙선을
보유 운영 중임
○ 과학 연구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쇄빙연구선은 4척이 운영되고 있으며, 북극 활동뿐만
아니라 남극기지 보급 및 연구활동을 위해서도 활발히 사용 중임

<표 2-21> Mikhail Somov 제원
선박명

Mikhail Somov

건조 년도 1975
총톤수(GT) 14,135(만재배수량)
크 기(m)

133.13 x 18.84 x 8.4 (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

승선인원

84명

운영 주체 러시아 정부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표 2-22> Kapitan Dranitsyn 제원
선박명

Kapitan Dranitsyn

건조 년도 1980
총톤수(GT) 12,919
크 기(m)

129.02 x 26.54 x 8.5(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1.3m thick at a speed of 2 knots

승선인원

162명 (승무원 60, 승객 102)

운영 주체 러시아 정부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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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Akademik Fedorov 제원
선박명

Akademik Fedorov

건조 년도 1987
총톤수(GT) 12,660
크 기(m)

141.2 x 23.5 x 8.5(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1m thick at a speed of 2 knots

승선인원

240명 (승무원 80, 연구원 160)

운영 주체 Arctic and Antarctic Research Institute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표 2-24> Akademik Tryoshnikov 제원
선박명

Akademik Tryoshnikov

건조 년도 2012
총톤수(GT) 12,711
크 기(m)

133.6 x 23 x 8.5(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1.1m thick at a speed of 2 knots

승선인원

140명 (승무원 60, 연구원 80)

운영 주체 Arctic and Antarctic Research Institute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다. 스웨덴

<표 2-25> Oden 제원
선박명

Oden

건조 년도 1988
총톤수(GT) 9,438
크 기(m)

107.75 x 31.2 x 8.5(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1.9m thick at a speed of 3 knots

승선인원

80명 (승무원 15, 연구원 65)

운영 주체 Swedish Maritime Administration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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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르웨이
□ 북극권 국가인 노르웨이는 1970년대부터 내빙선을 활용하여 북극 연구활동을 지속
해왔으며 2001년부터는 해경 소속의 쇄빙선 Svalbard호 건조가 완료되어 북극해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쇄빙연구선의 필요성 부각에 따라 1999년부터 건조를 추진하여 디자인, 설계 및 정부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2018년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를 완료함

<표 2-26> Lance 제원
선박명

Lance - 내빙선

건조 년도 1978
총톤수(GT) 1,334
크 기(m)

60.8 x 12.6 x 5.5(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내빙선) Ice Class 1A

승선인원

37명

운영 주체 Norwegian Polar Institute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표 2-27> Svalbard 제원
선박명

Svalbard

건조 년도 2001
총톤수(GT) 6,375(만재배수량)
크 기(m)

103.7 x 19.1 x 6.5(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Polar 10, 1m at 3 knots

승선인원

50명

운영 주체 Norwegian Coast Guard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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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캐나다
□ 캐나다는 북극해에 접한 국가로서 7척의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극해 과학 연구
활동을 위하여 2척의 쇄빙연구선을 활용 중임
○ 운영주체인 해안경비대에서는 노후 연구선을 대체하기 위해 대형급 쇄빙연구선 건조를
추진 중임

<표 2-28> Amundsen 제원
선박명

Amundsen

건조 년도 1979
총톤수(GT) 5,911
크 기(m)

98.2 x 19.5 x 7.2(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1m thick at a speed of 3 knots

승선인원

51명 (승무원 31, 연구원 등 20)

운영 주체 Canadian Coast Guard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표 2-29> Des Groseilliers 제원
선박명

Des Groseilliers

건조 년도 1982
총톤수(GT) 6,098
크 기(m)

98.2 x 19.5 x 7.4(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1m thick at a speed of 3 knots

승선인원

40명 (승무원 35, 기타 5)

운영 주체 Canadian Coast Guard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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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일본
□ Shirase를 활용하여 남극 연구활동 수행과 Mirai호를 이용하여 북극 하계기간동안
북극해 종합탐사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일본은 2008년 퇴역한 동명(同名)의 쇄빙연구선에 대한 대체선박으로 2009년 취역한
Shirase를 남극 연구 및 보급활동에 활용 중임
- 남극 연구 및 관측은 문부과학성 및 일본 극지연구소에서 주도하고 있음
- 해상자위대가 선박운영 및 지원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표 2-30> Shirase 제원
선박명

Shirase

건조 년도 2009
총톤수(GT) 12,700
크 기(m)

138.0 x 28.0 x 9.2(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1.5m thick at a speed of 3 knots

승선인원

175명

운영 주체 해상자위대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표 2-31> Mirai 제원
선박명

Mirai - 내빙선

건조 년도 1997
총톤수(GT) 8,706
크 기(m)

128.5 x 19 x 6.9(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내빙선) Ice Class 1A

승선인원

80명(선원 34, 연구원 46)

운영 주체 JAMSTEC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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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국
□ 중국의 쇄빙연구선 Xuelong은 중국 극지연구기관인 PRIC(Polar Research Institute
of China)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극지연구활동에 투입되어 현재 보급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Xuelong은 러시아(당시 소련)의 북극 연구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으로 1990년 우크
라이나에서 건조가 시작되었음
○ 2007년에 Xuelong은 가용 수명을 15년 연장하기 위하여 대규모 리모델링을 추진함
<표 2-32> Xuelong 제원
선박명

Xuelong(설룡)

건조 년도 1993(우크라이나)
총톤수(GT) 15,352
크 기(m)

167.0 x 22.6 x 8.0(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1.1m at 1.5 knots

승선인원

128명

운영 주체 PRIC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아. 영국
□ 영국에서 보유 쇄빙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박은 총 2척으로 연구과 수송에 활용중임
○ 영국의 연구선은 RRS(Royal Research Ship)라 명명하며, 영국 해군에 소속되어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선박을 지칭함
- RRS는 NERC(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산하 BAS(British Antarctic
Survey)에 의해 관리 운영됨
○ 이와는 별도로 영국 해군에서도 1척의 쇄빙선을 노르웨이로부터 구입하여 운영하며,
극지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음
□ James Clark Ross(JCR)은 1991년에 건조된 영국 준 쇄빙연구선(연안의 얇은 얼음을
쇄빙 가능)으로, 남극 과학기지 물류조달을 기본 역할로 하면서 연구, 조사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선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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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에 건조된 Ernest Shackleton은 화물, 연료, 승객 수송에 활용하기 위한 물류 선박임

<표 2-33> James Clark Ross 제원
선박명

James Clark Ross

건조 년도 1990
총톤수(GT) 5,732
크 기(m)

99.04 x 18.85 x 6.4(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Ice Class 1A Super

승선인원

76명(연구원 50, 승무원 26)

운영 주체 BAS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표 2-34> Ernest Shackleton 제원
선박명

Ernest Shackleton

건조 년도 1995
총톤수(GT) 4,028
크 기(m)

80 x 17 x 6.15(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0.5m thick at a speed of 3 knots

승선인원

72명(연구원 50, 승무원 22)

운영 주체 BAS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표 2-35> HMS Protector 제원
선박명

HMS Protector (舊Polarbjorn)

건조 년도 2001
총톤수(GT) 4,985
크 기(m)

89 x 17.97 x 8.35(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0.5m thick at a speed of 3 knots

승선인원

88명

운영 주체 Royal Navy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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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독일
□ 독일 극지 해양연구소인 AWI(Alfred Wegener Institute) 소속의 쇄빙연구선
Polarstern으로 1982년 건조하여 남북극해 연구 활동을 진행중임
○ 동 쇄빙선은 12,614톤급(길이 118m, 폭 25m)의 쇄빙연구선으로 1.2m 두께의 얼음을
4노트의 속도로 깨고 항해할 수 있는 쇄빙능력(쇄빙등급 PC2급)을 보유함
○ 주로 그린란드와 노르웨이 사이의 프람 해협의 해양 현상과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기후변화 연구, 심해 생태계 연구, 해저 메탄 방출 연구 등을 수행함
○ Polarstern 외에도 중형급의 내빙선박(Maris S. Merian)을 활용하여 극지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는 등, 남북극해 연구 선도국 중 하나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음

<표 2-36> Polarstern 제원
선박명

Polarstern

건조 년도 1982
총톤수(GT) 12,614
크 기(m)

111.79 x 25.07 x 11.21(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1.2m thick at a speed of 4 knots

승선인원

124명 (연구원: 80, 승무원: 44)

운영 주체 AWI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표 2-37> Maria S. Merian 제원
선박명

Maria S. Merian - 내빙선

건조 년도 2005
총톤수(GT) 5,573
크 기(m)

94.8 x 19.2 x 6.5(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내빙선) PC7

승선인원

40명 (연구원: 20, 승무원: 20)

운영 주체 지방정부(Mecklenburg-Vorpommern)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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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프랑스

<표 2-38> L’Astrolabe(2017) 제원
선박명

L’Astrolabe

건조 년도 2017
총톤수(GT) 크 기(m)

72 x 16 x 5.2 (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BV Icebreaker 5 (1~1.2m 연속쇄빙)

승선인원

60명

운영 주체 (TAAF)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카. 호주

<표 2-39> Aurora Australis 제원
선박명

Aurora Australis

건조 년도 1990
총톤수(GT) 6,174
크 기(m)

94.9 x 20.3 x 7.9(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1.23m thick at a speed of 3 knots

승선인원

140명 (승무원 24, 연구원 116)

운영 주체 P&O Maritime Services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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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남아프리카공화국

<표 2-40> SA Agulhas II 제원
선박명

SA Agulhas II

건조 년도 2012
총톤수(GT) 12,897
크 기(m)

134.2 x 21.7 x 7.65(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PC5, 1m thick at a speed of 5 knots

승선인원

100명 (승무원 45, 연구원 55)

운영 주체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파. 아르헨티나

<표 2-41> Almirante Irizar 제원
선박명

Almirante Irízar

건조 년도 1978
총톤수(GT) 14,899(만재배수량)
크 기(m)

121.3 x 25.2 x 9.5(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1m thick at a speed of 3 knots

승선인원

313명

운영 주체 Argentina Navy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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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칠레

<표 2-42> Contraalmirante Oscar Viel Toro 제원
선박명

Contraalmirante Oscar Viel Toro

건조 년도 1969
총톤수(GT) 4,179
크 기(m)

89.9 x 19.1 x 6.1(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

승선인원

55명

운영 주체 Chilean Navy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거. 국내
□ 아라온호는 2009년 11월 인도 이후 국내 시험항해가 진행되었으며, 2010년에 남극과
북극 현지에서 쇄빙능력에 대한 테스트와 연구과제 임무를 수행함
○ 아라온호가 본격적 운항을 시작한 것은 취항 다음 해인 2010~2011년 남극항해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기점으로 북극과 남극의 연구과제 수행은 물론
세종과학기지 보급 임무, 장보고과학기지 건설 지원임무도 지원함
<표 2-43>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제원
선박명

Araon

건조 년도 2009
총톤수(GT) 7,507
크 기(m)

111 x 19.0 x 6.8(길이x폭x흘수)

쇄빙능력

1m thick at a speed of 3 knots

승선인원

85명

운영 주체 극지연구소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극지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kop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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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선박(쇄빙선) 설계 및 건조 공정

1. 선박 설계 공정
□ 선박은 일반기계, 자동차, 전자제품 등과 같이 이미 설계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선주의 주문에 의해 생간을 하게 되므로 선주의 요구사항에 따라 조선소에서
개념 및 초기 설계를 수행한 후 건조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에 기본 및 실세설계를
수행하여 본격적인 건조과정에 진입하게 됨
가. 선박 설계
□ 선박의 건조에 이르는 일반적인 과정인 계약, 설계, 생산의 각 단계별로 필요로 하는
정보와 고려해야 할 기술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계는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며 크게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생산설계로 구분함
<표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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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장
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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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도하
거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처리하여 NC 가공정보를 도출하는 과정이 포함됨
공작 순서, 방법, 부재의 연결과 치수 등을 표시한 공작도, 각종 기계장비의 부착 상
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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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로 선박의
수주 단계에서 수행하는 설계로서 선주를 설득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해야 함
○ 기존 유사 실적선의 설계 및 생산 경험, 시제품 개발에 따른 기술적 차별성을 부각
시킨 초기 시방서를 결정하며, 설계 선박의 가격을 추정하고 일정 계획과 물량 정보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함
○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개략적인 일반 배치도와 시방서를 작성하며 기본 특성 계산과
개괄적인 성능 추정을 포함함
(2) 기본설계
□ 기본설계 단계는 연구개발 결과와 개념설계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해석하여
선주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좀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박으로 구체화하는 단계임
○ 이 단계에서 확정한 선박의 초기 선형에 대한 주요 구획 배치를 결정하여 복원성, 종
강도, 건현 계산 등의 기본 계산을 수행하고, 프로펠러 설게 및 모형시험을 수행함
○ 구조설계의 기본사항이 결정되고 기관실, 선실 등에 대한 주요 공간배치를 결정함
(3) 상세설계
□ 상세설계 단계는 시방서와 기본 도면을 바탕으로 선주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며, 기능별 간섭이나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게 형상 정보에 대한 설계지침을 작성하고 도면을 생성하는 단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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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함
○ 구조 분야는 기본 설계 단계에서 확정한 중앙 횡단면도, 외판 전개도, 갑판 배치
등에 따라 각 구역별 상세 구조를 확정함
○ 상세설계 단계에서는 기관실, 선미, 선수, 화물창 등 각 구역의 구조도면, 배관 배치도,
의장 배치도, 선실 배치도, 각종 전기 및 항해 장비 배치도 등과 관련 설계지침서,
성능을 나타내는 용적 계산서, 배수량 제곡선도 등의 기본 계산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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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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임
○ 이 단계에서는 확정된 각종 배치도 및 구조도에 따라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상세
부품도와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선소의 생산현장 설비를 고려하여 설치도를 마련하며,
조선소의 작업표준, 기준, 작업도구 등을 반영하여 작업도면을 작성함

2. 선박 건조 공정
가. 선각공사
(1) 조립공정
□ 가공공장에서 제작된 선체의 부재는 조립장으로 이송되어 선체 내부구조물에 보강재를
붙이는 소조립 공정을 거쳐 선체 외판재에 늑골을 붙이는 중조립 공정으로 이어지고
중조립된 블록은 다시 입체적인 블록으로 조립하여 도크에서 탑재될 수 있는 크기의
블록으로 만드는 대조립 공정을 거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조립된 블록을 도크
주변에서 탑재하기 전에 더 큰 블록으로 조립하여 탑재하기도 함
(2) 탑재공정
□ 탑재공정은 도장, 선행 탑재까지 완료된 블록을 선대 또는 도크에서 설계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로 연결하여 선체의 전체 형태를 구성하는 선체 공사의 최종 공정으로
탑재작업에서는 설계도에 제시된 선체의 형상이 완성되어야 하며 선체의 치수가
정확한지 점검해야 하고, 선체가 하나의 대형 구조물로 완성되었을 때 수면에 떠야하기
때문에, 진수작업을 용이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선대나 도크에서 선체 조립
작업을 수행해야 함
□ 탑재방식에는 크게 선대탑재와 도크탑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조방식에 따라서는
연속건조와 탠덤건조로 구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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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장공정
□ 선박 건조 과정은 선각공정과 의장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의장공정은 선체에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주기관을 비롯한 각종 기계장치 및 전기장치들을 부착하고,
이 장치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배관공사와 배선공사 등의 작업, 선원의
거주설비공사, 선체의 표면과 내면에 녹이 슬지 않도록 도장하는 작업 등을 총괄함
○ 의장 공정은 크게 기관의장, 선체의장, 전기의장, 선실의장으로 구분됨
<표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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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기술 배 만들기의 모든 것 (대한조선학회․지성사, 2011)

다. 해상 시운전
□ 해상 시운전은 실제 건조된 선박이 선주와의 약속에 따라 계약 사양을 만족하는지
실제 운항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선박의 성능을 확인하는 공정임
○ 선체 공사가 마무리 되고 의장공사가 완성되면, 선박에 설치된 각종 장비의 성능을
개별적으로 시험함
○ 장비의 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선박 전체의 성능을 점검하고 설계 시 목표로 한 성능이
만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주와 선급기관의 입회 아래 선박의 속력,
연료소비량, 조종성능, 주기관과 추진기의 성능 등을 시험함
○ 이 시험은 공식 시운전(Sea Trial)이라 하며,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비로소 선주에게
완성된 선박의 인도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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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 1 절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1. 문제/이슈 식별과정 및 정의의 적절성
□ 주관부처가 문제/이슈 식별을 위한 절차는 적절히 수행하였으나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로 연계되는 문제/이슈의 정의 및 논리 전개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이슈 동향 분석 및 표적화를 통해 4가지 문제/이슈를 식별하여 제시하고
문제/이슈 대응 측면에서 기존 아라온호 활용의 한계로 인해 준대형급의 쇄빙연구선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주관부처는 극지 이슈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관한 전문가 인식도 조사 및 연구 활용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슈 동향을 검토하여 6개 주요 이슈35)를 도출하여 제시함

[그림 3-1] 전문가 인식도 조사 및 연구·활용 수요조사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35) ➀한반도(중위도) 기상재난 예측 대응, ➁미래 남북극해 수산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➂미래 극지 해저
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 ➃조선산업 경쟁력 강화(극한지 조선기자재 실검증, 요소기술), ➄북극항로 개척
(빅데이터, 물류, 극지운항), ➅극지 기초과학력 제고(과학 외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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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동향 분석 및 표적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➀기후변화 및 한반도 기상이변 예측
대응, ➁남북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➂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극지과학력 제고, ➃조선기술 경쟁력 강화를 동 사업의 문제/이슈로 정의함
○ 주관부처의 이슈 동향 검토가 다소 인위적이고 이슈 표적화에 대한 논리 및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글로벌 중장기 이슈 및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등의 이슈 동향
검토를 통해 6개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으나 식량, 에너지, 환경 국제 갈등 등 폭
넓은 키워드 차원의 연관성만 존재하므로 이를 주요 이슈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6개 주요 이슈를 쇄빙연구선 신규 건조의 ‘목적’과 ‘기대효과’로 구분하여
동 사업의 목적에 해당하는 이슈 4개만을 표적화하여 제시하였으나, 쇄빙연구선
신규 건조라는 접근방법을 미리 정해두고 문제/이슈를 표적화하는 것은 정책문제의
구조화 측면에서 부적절함
○ 동 사업 기획을 위한 정의된 문제/이슈는 범위가 넓고 상호 연관성이 미흡하므로
동 사업의 추진 범위와 연관성이 높고 동 사업을 추진을 통해 해결가능한 핵심적인
요인들로 압축하여 정의될 필요가 있음
- 신규 쇄빙연구선 구축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극지연구 활동의 필요성 및
시급성 검토와 함께 현재 운행 중인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기존 아라온호의 활용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핵심적인 이슈나 문제가 구체적인 근거
기반으로 제시되어야 함
○ 주관부처가 실시한 전문가 인식도 주요조사 항목과 도출된 이슈와의 매칭을 고려
할 때, 시급성, 파급성 등의 항목별 조사결과가 표적 이슈 도출에 반영되지 않아
전문가 인식도 조사 활동의 실효성은 낮다고 판단됨
- 전문가 인식도 조사결과, 북극해 수산자원 확보 측면의 시급성이 가장 낮다고 조사
되었으나 이는 “남북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동 사업
표적 이슈로 반영되어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와 사업기획 방향과의 연관성은 미흡
하다고 판단됨
- 그 외에의 전문가 인식도 주요조사 항목을 주관부처가 제시한 6개 이슈에 매칭하여
제시하였을 뿐, 각 조사항목별 시급성 및 파급성 조사결과가 표적이슈 도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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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전문가 인식도 주요조사 항목과 이슈 매칭
전문가 인식도 주요조사 항목

시급성
순위
점수

이슈·트렌드 (* 표적이슈)

시급성
순위
점수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
화에 대응한다.

4.65

1

한반도(중위도) 기상재난 예측 대응*

4.65

1

북극해 수산자원을 확보한다.

3.85

10

미래 남북극해 수산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3.85

6

북극해 광물 에너지자원 확보에 기
여한다.

3.96

9

미래 극지 해저 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

3.96

5

극한 해역 조선 기자재 실검증 등
극한지 장비산업을 지원한다.

4.02

7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극한지 조선기자재 실검증, 요소기술)

4.02

4

북극해 항로 활성화에 중요한
정보를 확보한다.

4.07

6

북극항로 개척
(빅데이터, 물류, 극지운항)

4.07

3

남 북극해 미지(Unknown) 탐사연
구가 중요하다.

4.37

2

남 북극 국제협력과 외교력 강화에
기여한다.

4.19

4

남 북극해 빅데이터 확보 등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한다.

4.1

5

극지 기초과학력 제고*
(과학 외교 역량 강화)

4.16

2

극지활동 기반 신진전문가를 양성한다.

4.24

3

남 북극해 활동의 안전성을 제고한다.

4.01

8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 주관부처가 기존 아라온호의 한계로서 제시한 쇄빙능력 부족, 운항일정 포화 등이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와 연관성이 높은 문제/이슈라고 판단됨
○ 동 사업을 통해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투입 시, 북극해역의 연구항해 기간이 확대
효과가 예상됨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선 신규 건조가 이루어질 경우, 북극 이동 및 연구 항해일수는
기존 60.1일에서 198일로 약 3배 증가하고 이 중 연구 항해 일수는 기존 31.7일에서
136일로 약 4.3배 확대된다고 제시함
○ 주관부처가 향후 북극연구는 물론 남극 장보고기지 기반 연구 활성화 등으로 쇄빙
연구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체 연구항해 일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제시하였으나
수요 급증에 대한 근거 제시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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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연구소 내부에서 발생한 쇄빙선 탑승 연구 신청이 수용한계를 초과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연구팀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연간 운항일정을 수립한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연구 수요의 한계 초과 및 수요
급증과 관련된 근거 제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됨
- 극지연구소 외부 수요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를 통한 활용신청
사례가 없음
- 주관부처는 2차례 극지 해역 연구·활용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취합된 60건의 연구
수요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수요의 타당성 및 적절한 우선순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구수요의 급증 관련 근거로서 타당성이 미흡함
○ 주관부처는 MOSAiC36) 국제프로그램에 우리나라는 아라온호 투입 여력이 없어
참여하지 못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도 한국은 인력이 참여하고 있고 관측
데이터의 접근 및 사용도 가능한 상황임
- 북극기후연구를 위해 MOSAiC 국제프로그램에 19개국이 참여 중이나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쇄빙선 건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37) 현재도 한국은 MOSAiC
프로그램에 극지연구소 북극해빙예측사업단을 중심으로 관련 인력이 참여하고 있음38)
□ 주관부처가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극지 관련 기회요인들이 존재하고
북극해를 비롯한 극지 과학조사 및 극지 기초연구활동의 강화 필요성은 인정되나
활용수요의 적절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대규모 연구지원 인프라(쇄빙연구선)의 구축
당위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북극해 등 극지 결빙해역에서의 연구·조사 활동 강화를 통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극지 외교 영향력 확대 필요성은 존재하나 건조 후 장기간
운영되는 쇄빙연구선과 같은 대형 연구지원 인프라의 투자는 극지연구 투자 여건 검토와
함께 해당 인프라의 활용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기반으로 신중히 결정될 필요가 있음
36) 독일 “폴라르슈테른(Polarstern)”호 쇄빙선을 주요 플랫폼으로 쇄빙선 주변 50km 이내의 해빙, 해양 및 대기를
주요 관측대상으로 하는 국제북극표류관측계획
37) MOSAiC 참여국 중 쇄빙연구선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스위스 등 8개국이 존재함(2차 추가제출자료)
38) 극지연구소 보도자료(2019.10)에 따르면 극지연구소 북극해빙예측사업단(단장 김현철)은 우리나라의 아리랑
2ㆍ3ㆍ5호 위성이 보낸 탐사자료를 분석하여 폴라르슈테른호의 예상항로에 위치한 해빙의 특성을 파악하고,
현장활동이 수월한 지역들을 찾아내 현장 연구팀에 전달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관측된 북극해의 사계절 정보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며, 극지연구소는 이 관측 자료를 현재 운영 중인 북극해빙
예측 시스템의 성능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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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시급성
가. R&D사업 이외의 정책대안 가능성
□ 주관부처는 표적 이슈 해결을 위해 신규 쇄빙연구선이라는 대형 연구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표적 이슈는 한 가지 공통대안을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낮은 상호 독립적인 이슈이며 이슈 해결 측면에서 R&D 사업 외에 다양한
대안이 존재함
○ 주관부처는 표적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육상연구, 현행연구사업, 국제
협력을 통한 정보확보, 쇄빙연구선 활용 등 4가지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라온호보다 개선된 능력의 신규 쇄빙연구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표 3-2> 주관부처가 제시한 이슈 대응 방안
해결 방안 (대안)
문제/이슈
육상연구

현행
연구사업

국제협력을 쇄빙연구선
통한 정보확보
활용

➀ 기후변화 및 한반도 기상이변 예측 대응

△

△

△

O

➁ 남북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

X

△

△

O

➂ 극지과학력 제고(과학 외교 역량 강화)

△

△

△

O

➃ 조선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X

△

X

O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 쇄빙연구선 건조는 선박 건조비 외에도 향후 30여 년간 대규모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대형 연구기반 구축 사업이므로 주요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표적이슈 1 : 기후변화 및 한반도 기상이변 예측 대응 >
○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 마련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정책대안이
존재하며, 기상현상 관측자료 획득 측면에서 위성을 활용하는 대안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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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기후업무발전 기본계획(2017-2021)에 따르면 기후변화 감시 체계 확대를 위해
위성을 사용한 기상 기후 감시능력 강화가 제시되어 있고,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대책(기상청, ‘16.8.29)에도 특이기상연구센터를 지정․운영, 한국형 수치모델 현업화,
저궤도 기상위성 자체 개발 등이 제시되어 있음
- 쇄빙선 외에 헬기를 이용한 현장 관측이 가능하며 데이터의 상시 획득 가능성 및
관측 범위를 고려할 때 위성을 활용한 접근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표적이슈 2 : 남북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 >
○ 극지/해양환경보호 활동,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불법조업 방지, 어업 쿼터 관리,
국제 공동연구 강화 등의 대안이 존재함
- 남극의 사례를 살펴보면 1980년대부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를
중심으로 남극의 해양생물보존을 위하여 철저하게 어업 쿼터를 관리 중이며 남극해
생태계 기능과 생물자원 보존을 위하여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음
< 표적이슈 3 : 극지과학력 제고 >
○ 외교력 관점에서 북극 이사회의 지속참여와 함께 북극 관련 국제기구(북극 써클39),
Arctic Frontiers 컨퍼런스40) 등) 활동 강화, 민간협력 활성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과학기술 관점에서 연구사업 예산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동탐사·조사 R&D
과제 지원 등의 정책대안이 존재함
< 표적이슈 4 : 조선기술 경쟁력 강화 >
○ 조선사 설계역량 강화, 전략 국가와의 협력 통한 수주 및 협력 기반 확대, 조선 전
후방 산업, 대-중소기업, 지역 등 산업 생태계 강화, 조선사 금융부담 완화 등의 다양한
접근방안이 존재함
- ‘18.4월 발표된 범부처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살펴보면 대형사에 편중된 산업구조, 내수
부족, 연관산업 및 산업내 상생 협력 미흡을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문제로 진단하고
6대 발전전략41) 및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쇄빙연구선 건조 관련 내용은 부재함
39) ‘13년 아이슬란드에서 창설한 각국의 산·학·연·NGO·정부 관계자간 협의체
40) 노르웨이 AK vaplan-niva 社가 주최하며 ´07년부터 매년 개최(과학 정책분야)
41) ➀조선사간 경쟁 구도 및 사업 재편, ➁중소형 조선사 경쟁력 제고, ➂선제적 시장창출 및 해외시장 개척,
➃미래를 위한 투자(친환경/자율운항선박), ➄상생 성장을 통한 산업 생태계 강화, ➅일자리 유지 및 양질의
일자리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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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해역의 연구수요 충족 측면만을 고려할 경우, 신규 쇄빙연구선 구축 외 국제공동
연구, 타국 쇄빙연구선 탑승 연구, 아라온호의 연구항차 효율화 등을 통한 북극해역
연구항차 확대 등의 대안이 존재함
○ 국제공동연구, 타국 쇄빙연구선 탑승 연구의 경우 해당국의 여건에 따라 연구자가
필요한 시기의 임차 및 탑승 가능성이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함

나. 기술개발 추세 분석
□ 연구개발 투자 시점 관련하여 2018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동 사업과
관련된 중점과학기술 분야는 우리나라가 추격 그룹에 속하며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상승인 것으로 조사됨
○ 2018년도 기술수준평가에 포함된 중점과학기술 중 동 사업 관련 기술은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42), ‘친환경 스마트 선박 기술’43), ‘기후변화 감시 예측 적응 기술’44)로
판단됨
○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 분야의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주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중에서 가장 낮아 추격 그룹에 속하며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상승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기술수준은 미국(100%) > EU(95.0%) > 일본(85.0%) > 중국(75.0%) > 한국
(71.0%) 순으로 조사됨

42) 기후나 지리적 환경이 열악한 공간(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개발 및 건설 사업에 필수적인 지반 기초
구조물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로, 건설 활동이 제한적인 극한공간에서 효율적인 인프라 건설을
가능케 하는 급속시공, 원격 시공, 기초 모듈 건설 관련 기술
43)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국제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존
선박보다 연료효율이 높고 대기 및 해양 오염을 저감하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 관련 기술
44) 지구시스템모델 및 화학기후모델 개발을 통해 탄소순환을 예측하고 장기체류 기후변화 원인물질(이산화탄소)
및 단기체류 기후변화 원인물질(메탄, 대류권 오존, 검댕을 포함한 일부 미세먼지 등)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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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 기술수준평가 결과
기술수준·격차

연구단계역량

수준(%)

격차(년)

그룹

기초

응용개발

연구개발
활동경향

한국

71.0

5.0

추격

보통

보통

상승

중국

75.0

5.0

추격

보통

보통

상승

일본

85.0

2.8

선도

우수

우수

유지

EU

95.0

1.0

선도

우수

우수

상승

미국

100.0

0.0

최고

탁월

탁월

유지

국가

출처: 2018년도 기술수준평가

○ 친환경 스마트 선박 기술 분야의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주요 5개국 중에서 4위
수준으로 추격 그룹에 속하며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상승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기술수준은 EU(100%) > 일본(90.0%) > 미국(85.0%) > 한국(80.0%) > 중국
(72.5%) 순으로 조사됨
<표 3-4> ‘친환경 스마트 선박 기술’ 기술수준평가 결과
기술수준·격차

연구단계역량

수준(%)

격차(년)

그룹

기초

응용개발

연구개발
활동경향

한국

80.0

3.0

추격

보통

우수

상승

중국

72.5

3.5

후발

보통

보통

상승

일본

90.0

2.0

선도

우수

우수

상승

EU

100.0

0.0

최고

탁월

탁월

상승

미국

85.0

1.8

추격

우수

보통

상승

국가

출처: 2018년도 기술수준평가

○ 기후변화 감시 예측 적응 기술 분야의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주요 5개국 중에서 가장
낮아 추격 그룹에 속하며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상승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기술수준은 미국(100%) = EU(100.0%) > 일본(90.0%) > 중국(80.0%) > 한국
(75.0%)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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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기후변화 감시 예측 적응 기술’ 기술수준평가 결과
기술수준·격차

연구단계역량

국가

연구개발
활동경향

수준(%)

격차(년)

그룹

기초

응용개발

한국

75.0

5.0

추격

보통

보통

상승

중국

80.0

3.0

추격

우수

우수

급상승

일본

90.0

1.0

선도

우수

우수

유지

EU

100.0

0.0

최고

탁월

탁월

상승

미국

100.0

0.0

최고

탁월

탁월

유지

출처: 2018년도 기술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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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극해 비연안국의 극지연구 현황
□ 북극해 비연안국의 극지연구를 상당부분 전담하는 해외 주요기관의 인력 규모 및
예산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극지연구 투자 비율은 평균적인 수준
으로 조사됨45)
○ 2017년 기준 GDP 대비 극지연구 투자 비율은 우리나라 0.0059%, 독일 0.0054%,
영국 0.0024, 일본 0.0015%로 조사되어 주요 비연안국 중에서 높은 수준이며,
R&D 투자규모 대비 극지연구 투자 비율 비교 시 우리나라 0.1079, 독일
0.1805%, 영국 0.1448%, 일본 0.0484%로 주요 비연안국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표 3-6> 주요 비연안국 극지연구 예산 및 GDP 현황(2017년)
기 관 명

KOPRI(한)

AWI(독)

BAS(영)

NIPR(일)

인력(명)

총인력

391

1,207

510

241

예산
(억원)

총예산(억 원)

1,091

2,396

751

900

3조 6,848달러

2조 6,245달러

4조 8,721달러

국내총생산(GDP) 1조 5,380달러
예산
비중

운영
형태

연구선

GDP 대비 극지
연구 투자 비율

0.0059%

0.0054%

0.0024%

0.0015%
(연구선 운영비 합산)

R&D 투자규모
대비 극지연구
투자 비율

0.1079%

0.1805%

0.1448%

0.0484%

상부 거버넌스

해양수산부

헬름홀츠연구회

NERC

IURIC-ROIS

국가 극지연구

전담

전담

거의 전담

협동연구 활발

쇄빙선 운영

직할

민간기업 위탁
(50% 이상 개방)

직할

시라세 : 해상자위대,
미라이 : JAMSTEC

쇄빙선

아라온
(7,507톤)

Polarstern
(12,614톤)

E. Shackleton
(4,028톤)

Shirase
(12,700톤)

내빙선

-

M. Merian(5,573톤) J.C. Ross(5,732톤)

Mirai(8,706톤)

출처: 동 사업 1차 추가제출자료, 추가 소명자료
* GDP 출처 : UN Data (https://unstats.un.org/unsd/snaama/Downloads)
** 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비율 출처 : OECD Data(https://data.oecd.org/rd/gross-domestic-spending-on-r-d.htm)

45) 출처: 극지(연) 미래 기능 정립 연구 보고서(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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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표 3-7>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 논리모형
1. 이슈/문제
◦기후변화 및 한반도 기상이변 예측 대응
◦남북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극지과학력 강화
◦조선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표적이슈 해결 대안 검토
◦쇄빙연구선 활용 과학
연구 중요성 및 시급성
확인

◦ 아라온호
- 쇄빙능력
- 운항일정
- 연구장비

한계
부족
포화
부족

2. 목표

3. 수혜자

◦ 극지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 쇄빙능력 강화 (1.5m)
- 안전/환경조건 개선

◦ 극지 연구 산·학·연 관계자
◦ 극지 관련 정부부처

4. 투입

5. 활동

6. 산출

7. 성과/영향

◦ 전액국고지원
약 2,722억원
◦ 건조인력 투입
- 핵심기술 개발 인력,
선박설계/건조
인력, 운항 지원 인
력, 극지연구 인력
◦ 시설 장비 등 인프라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추진
- 건조사양·핵심기술 도출
- 개념설계, 로드맵 작성
- 기본·실시설계 및 선행
기반기술 개발
- 건조·공정관리 및 시험
운항
- 국내외 전문기관 자문

◦ 차세대
쇄빙연구선
◦ 쇄빙선
관련 핵심
기술

◦극지해역 과학플랫폼 확보
◦과학외교 기반 국가위상 제고
◦북극항로 개척 및 안전운항
◦조선/항만/물류 등 산업발전
◦일자리 창출
◦미래 에너지자원 정보획득

8. 가정
◦ 북극중앙공해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된다면, 원초 서명국인 우리나라는 과학적 기여에 비례하여
북극해 수산 쿼터(quota) 결정 등 외교적·산업적 영향력 발휘 가능
◦ 북극중앙해역 고위도 연구가 불가능하다면, 원격탐사데이터와 제한된 현장자료만으로는 정확한
기상이변 예측 불가능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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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성
가.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관계
□ 주관부처는 준대형급 차세대 쇄빙연구선 신규 건조를 사업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4가지 표적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나 이는 상당부분 과장되거나
문제해결의 기여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며 지난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연관관계가
미흡하다고 지적된 문제/이슈가 동 사업에 동일하게 제시되어 사업 기획의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지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쇄빙연구선 구축과의 인과관계가 미흡하거나 해결가능성이
낮다고 지적된 북극자원 탐사, 지질조사, 기후변화 등의 이슈가 동 사업의 주요 표적
이슈로 재포함되어 사업 기획의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이슈 표적화 단계에서 북극자원 탐사, 지질조사와 연관된 미래 북극해저
광물자원 보전 및 이용 이슈를 기대효과로 구분하였지만, 극지과학력 강화 이슈에
포함하였고 관련 수요도 극지과학력 강화 이슈로 구분하여 제시함
<표 3-8>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요약)
□ 쇄빙선 신규 건조 필요성으로 제기된 북극관련 이슈는 상당부분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동
사업으로 해결가능성 낮음
○ 북극외교 강화, 북극해 광물자원 개발, 북극 물류항로 개척 등의 이슈는 동 사업과 관련성이
적거나 해결가능성이 낮으며, 기존 선박의 북극해 운용성능 부족, 북극점 부근 기후변화조사
등의 이슈는 동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부적절한 이슈임
○ 비연안국인 우리나라가 주변국의 협조 없이 독자적인 북극해 부존자원 탐사가 가능할 것이
라고 보기 어려우며, 준대형급 쇄빙연구선 투입과 북극 광물자원 개발·확보는 관련성 및
인과관계가 부족함
○ 러시아 북동항로 등 기존 북극항로 물동량 증가, 러시아의 쇄빙지원능력 한계 등의 이슈는
준대형급 연구목적 쇄빙선의 신규투입과는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음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위해서는 해빙지역이 더 적합하며, 기후조사를 위해 준대형급
쇄빙선이 북극점 주위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은 적음
출처: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동 사업을 통한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 시 일부 해결이 가능하거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제/이슈는 북극해 연구항해일수 확대에 따른 운항예비일 확보,
북극 공동연구협력 확대 등으로 매우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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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이슈 1 : 기후변화 및 한반도 기상이변 예측 대응 문제 >
□ 기후변화 및 한반도 기상이변 예측·대응 측면에서 전지구적 연중 기상 데이터 내에서
하계 북극 고위도 중앙 공해역 및 연중 준고위도 해역의 관측 데이터가 차지하는
중요도 및 해당 데이터의 기상예보 활용성 등이 불분명하여 해당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통해 획득된 북극 기상자료를 통해 기상예보 정확성을 향상
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크다고 판단됨
- 현재 기상청에서 사용 중인 수치예보모델에 입력되는 대부분의 초기데이터는 위성
관측자료이며 북극 고위도 지역의 데이터는 적도, 중위도, 한반도 인근 지역의
데이터에 비해 제한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상황임
- 차세대 쇄빙연구선에서 획득한 자료를 수치예보모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품질검사, 자료동화 등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북극 고위도 지역의 데이터 반영을
통한 기상예보 정확성 향상 정도는 불분명함
- 기후변화 및 한반도 기상이변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부처인
기상청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나 기상청과의 구체적인 협업계획은 기획보고서에
제시되지 않음
○ 북극 고위도의 데이터 획득 관점에서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활용이 유일한 대안이
아님을 고려할 때,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의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 예측·대응 문제와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됨
- 북극권역에 위치한 다산기지는 육상에 위치하여 대기관측은 연중 내내 가능하며
북극점 부근에서 기후연구조사 또는 데이터 수집이 필요할 경우, 헬기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기존 아라온호 수준의 쇄빙능력으로도 해빙이 활발히 일어나는 해역(북위 75° 부근)에
접근이 가능하며 북극해역은 해빙이 점차 녹고 있어 향후 해빙 여건을 고려할 경우,
아라온호를 통해 고위도 지역으로의 더 넓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상청은 한중일 실시간 레이더자료 공유, 저궤도 기상위성 자체 개발(‘22년
이후) 등을 통해 공백지역의 관측 자료 보강을 추진46)하고 있으며 이는 넓은 지역의
상시 데이터 획득 측면에서 차세대 쇄빙연구선 보다 효율적인 접근이라 판단됨

46)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대책(기상청, ’1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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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이슈 2 : 남북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 >
□ 남북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 측면에서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는 관련성
및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북극해 공해 수역이 지구온난화로 빙하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향후 북극해 지역수산
기구(RFMO) 설립에 따른 어장 활성화 가능성은 존재하나 수산자원은 양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가 가능함
○ 현재 중앙 북극해는 시험어업 조차 불가능한 상황47)이고 국내의 수산자원 관련 문제
분석이 부재한 상황에서 향후 설립될 북극해 지역수산기구 내 외교력을 높여 수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쇄빙연구선 건조를 추진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북극해 지역수산기구 내 외교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쇄빙연구선 건조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며 북극해 연안국인 러시아 등과의 수산협력 강화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표적이슈 3 :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극지과학력 강화 >
□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극지과학력 강화 측면에서 글로벌 이슈 및 극지과학력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문제/이슈가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에 따른 문제해결 정도 검토가 제한됨
○ 기획보고서에 “해수면 상승 등 극지에서 풀어야할 글로벌 이슈 산재”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이슈별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문제해결 기여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함
○ 주관부처는 미래 북극해저 광물자원 보전 및 이용 관련 이슈를 극지과학력 제고에
포함한다고 제시했지만 북극해 비연안국인 우리나라가 경제성 있는 북극해 광물자원
개발(시추·경제성 확보)까지 이루기에는 연안국 협조 등의 난관이 매우 많아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실익이 불분명한 북극해저 지질탐사 정도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됨
47) 지역수산기구가 존재하고 보존조치에 따르는 경우만 상업조업을 허용하며, 추후 합의되는 규칙에 시험어업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 이후 시험어업이 가능함. 우리 정부는 캐나다, EU, 미국, 일본, 러시아에 이어 중앙 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 비준절차를 최근 완료(’19.10.22)하였으며 중앙 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은 서명국
10개국이 모두 국내 비준절차 및 기탁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발효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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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 외교력 강화 측면에서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 보다는 북극이사회를 비롯한 북극
관련 국제기구의 참여 및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됨
< 표적이슈 4 : 조선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
□ 조선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조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나 이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시, 건조경험 축적에 따른 조선기술의 향상 및 일부 인력양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는 쇄빙연구선이 아닌 일반 선박 건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효과에 해당함
○ 극한 상황에서의 장비·기자재의 검증은 쇄빙연구선이 아니어도 빙해수조 실험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동 사업에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선행 기반기술 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상기 제시된 4가지 표적이슈들은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직접적인 필요성
측면 보다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확보시의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가깝다고 판단됨

나. 임무와 개념설계의 적절성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임무를 연구 임무와 지원활동 임무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으며 동 사업의 문제/이슈의 해결 측면과 별개로 신규 쇄빙연구선 구축·운용시
기여 가능한 부분을 고려할 때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임무는 적절히 제시되었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연구 임무로서 극지해역의 특성을 탐사, 관측, 모니터링 하는 극지과학
연구 수행과 극지해역 테스트베드 활용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신규 쇄빙연구선의
활용처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가 제시한 지원활동 측면은 대국민 홍보, 국위선양 등 차세대 쇄빙연구선
탑승을 통한 직접적인 연구지원 외에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측면에서 타당한
임무 설정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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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차세대 쇄빙연구선 임무 수행을 위한 보유 기능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 주관부처는 북극 해역의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쇄빙능력을 먼저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주요 건조사양을 순차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였으나
이는 현재 개념연구 단계의 추정치에 따른 결과이므로 추후 개념·기본설계 시 면밀히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그림 3-3]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주요 건조사양 도출 절차
출처: 동 사업 Q&A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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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아라온호와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주요 제원 비교
구분

아라온호

차세대 쇄빙연구선

쇄빙능력 / 내한성능

1m at 3knots / -35℃

1.5m at 3knots / –45℃

효율적 공간확보

장착식 연구장비

탈 부착식 연구장비

승선인원 확대

85명(승무원 29명, 연구원 56명)

100명(승무원 34명, 연구원 66명)

주요활동 해역

남극 중심

북극 중심

총톤수(GT)

7,507톤

11,500톤 급

선체 크기
(전장x폭x구조흘수, m)

111 x 19 x 7.5

120 x 22.5 x 8.2

항해속력

12 knots

13 knots

무보급항해일수

70일 (기지보급유 포함)

75일 이상

기중 장비

선수크레인(25톤)
선미크레인(3~10톤)

대형 선미크레인 (35톤)
소형 선미크레인 (5~15톤)

컨테이너 탑재

31 TEU

최대 52 TEU

Moon Pool

미적용

적용 (4m x 3.2m)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 쇄빙능력(1.5m at 3knots) >
□ 주관부처는 계절별 해역별 접근 가능성과 쇄빙능력별 필요 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m 두께의 얼음을 3knot의 속도로 연속쇄빙이 가능한 쇄빙능력을 제시
하였으며 이는 북극 고위도해에 연중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북극해 해빙분포 기반으로 쇄빙능력별 이동 가능한 북극 해역 분석 시,
1.5m 쇄빙능력으로 북극해역의 최소 52.8%(4월)에서 최대 92.8%(9월)까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분석결과를 제시함
- 북극 중앙공해로 범위를 좁혀보면 1m 쇄빙능력 기준으로 8월~11월에 일부(보퍼트해,
척치해, 동시베리아해 저위도 해역) 접근이 가능한 정도이나 이외의 시즌에는 전혀
활동이 불가능하고 1.5m 쇄빙능력 확보 시 7월~1월에 활용이 가능하며, 2m 쇄빙
능력 확보 시에는 4월과 5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즌에 활용이 가능다고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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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2018년 쇄빙능력별 북극해 월별 운항가능 해역 구분
운항 해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북극공해
그린란드
바렌츠해
카라해
랍테프해
동시베리아
베링해
척치해
보퍼트해

※ 활동 가능 해역 :

2m급 이상

2m급

1.5m급

1.0m급

출처 : 동 사업 사업계획서

○ 2050년까지의 북극해 해빙 변화 추세를 예측하여 쇄빙능력별 이동 가능한 북극 해역
분석 시, 1.5m 쇄빙능력으로 북극해역의 연평균 활동가능 범위가 2018년 71.5%에서
2050년에는 88.1%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한다고 제시함
- 북극 중앙공해로 범위를 좁혀보면 1.5m 쇄빙능력 기준으로 연평균 활동가능 범위가
2018년 38%에서 2050년 71.3%로 증가한다고 분석하여 제시함
<표 3-11> 미래 쇄빙능력에 따른 북극 중앙공해 운항가능 분포해역(%)
구분

2018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1m

14.8

15.1

17.5

22.4

34.4

38.3

43.4

1.5m

38.0

45.7

49.3

53.1

62.9

66.4

71.3

2m

71.6

76.5

84.8

89.1

96.8

98.4

99.6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 현재 지구 온난화에 따른 북극의 빙하감소 추세가 예측보다 빠름을 고려할 때48) 향후
현시점에서 아라온호가 접근하지 못했던 해역에도 접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48)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팀은 북극에 가까운 그린란드 빙하가 과학자들이 그간 예상했던 속도보다 빨리 녹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손실 속도가 4배 증가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미 과학아카데미 회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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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빙능력별 필요한 마력을 고려할 때, 선체 규모 과대화 및 건조비용 상승 측면에서
주관부처가 제시한 1.5m 두께의 얼음을 3knot의 속도로 연속쇄빙이 가능한 쇄빙능력은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1.5m 얼음 두께의 경우, 2knot 속도의 연속쇄빙을 위해 필요한 마력은 약 8.1MW이며,
연속쇄빙 가능속도가 3knot로 50% 증가할 경우, 필요한 마력은 13.7MW로 약
70% 늘어나지만, 연속쇄빙 가능속도가 4knot로 100% 증가할 경우, 필요한 마력이
20.3MW로 150% 이상으로 늘어남
< 선급부호(PC3, Winterization(E2) -45℃, DPS 2) >
□ 주관부처는 1.5m 평탄빙에 대한 3knot 속력의 연속 쇄빙능력을 고려할 때 선박의
안정성을 위한 충분한 선체강도 확보 측면에서 PC3 등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쇄빙능력을 고려한 극지등급 기준 및 해외 쇄빙연구선들의
극지등급 적용 사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극지운항선박은 국제선급협회(IACS)의 극지등급(Polar Class)을 바탕으로 구조강도와
기관 요건 등을 다루고 있으며 빙이 많은 극지해역을 독립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해 빙 종류 및 선박 운항형태에 따라 등급(PC1~PC7)을 부여하고 있으며
1.5m 쇄빙능력은 PC4 이상 등급이 적용이 필요함
<표 3-12> 한국선급의 극지등급 기준(2015년 이후)
극지등급

빙 종류(WMO의 해빙 명명법 기준에 따름49)) 및 선박 운항 형태

PC1

∙모든 극지해역에서의 연중 운항
ㆍ

PC2

∙중간정도의 다년생 빙 조건에서의 연중 운항
ㆍ

PC3

∙다년생 빙의 개재(inclusions)가 포함될 수도 있는 2년생 빙 조건에서의 연중 운항
ㆍ

PC4

∙오래된 빙의 개재가 포함될 수도 있는 두꺼운 1년생 빙 조건에서의 연중 운항
ㆍ

PC5

∙오래된 빙의 개재가 포함될 수도 있는 중간정도 두께의 1년생 빙 조건에서의 연중 운항
ㆍ

PC6

PC7

∙오래된 빙의 개재가 포함될 수도 있는 중간정도 두께의 1년생 빙 조건에서의
ㆍ
하기/추기(summer/autumn) 운항
ㆍ오래된 빙의 개재가 포함될 수도 있는 얇은 두께의 1년생 빙 조건에서의
∙
하기/추기(summer/autumn) 운항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49) 세계기상기구(WMO)의 해빙에 대한 학술적 명명법(Sea Ice Nomenclature)에 따르면 1년생 빙의 두께를
30cm~2m로, 2년생 빙의 두께를 최대 2.5m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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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극지운항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의 운항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제시한 POLARIS(Polar Operational Limit Assesment Risk Indexing
System)에 따라 북극해역에서의 운항 가능성을 검토할 경우에도 1.5m 쇄빙능력을
고려할 때 PC4 등급 이상이 적용되어야 RIO 값50)이 양으로 나타남
○ 해외 쇄빙연구선들의 쇄빙능력 대비 극지등급 적용 사례를 고려할 때 PC3등급의
적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노르웨이 Kronprins Haakon(1m/3knot)와 중국 Xuelong 2(1.5m/3knot), 호주
Nuyina(1.65m/3knot) 사례 모두 PC3 등급을 적용하였으며 독일 Polarstern
II(1.5m/3-5knot)는 PC3 보다 높은 PC2 등급을 적용함
□ 주관부처는 겨울철(12월~1월) 운용 등 결빙지역 항해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내한성능을
Winterization E2(-45℃)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며 이는 운항 조건 고려 시
타당한 등급 도출이라고 판단됨
○ 빙해운항선박지침(2016)에는 한랭한 기후에서 운항하는 선박 및 차가운 대기 또는
물보라로 인한 착빙이나 시스템 내부 액체의 동결로 인하여 의장품이 동결될 수
있는 저온에 노출되는 선박에 적용되는 winterization 등급이 제시되어 있으며 동절기
동안 저온 구역의 지속 운항을 고려할 때 E2 등급의 적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표 3-13> 한국선급의 방한처리(Winterization)등급에 따른 운항 조건
Winterization
등급

외부 환경
상태

외부 설계
대기온도 (℃)

예정되는 운항 조건

Winterization
E3(t)

온화한 상태

-30℃ 이상

저온 구역에서의 단기 운항
- 예를 들어, 저온 구역에서의 적재 또는 하역
후 항해하여 따뜻한 구역에서 적재 또는
하역

Winterization
E2(t)

보통 상태

-31℃~-45℃

저온 구역에서의 절기 운항
- 예를 들어, 동절기 동안 저온 구역을 지속
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Winterization
E1(t)

극한 상태

-46℃ 이하

극저온 구역에서의 장기 운항
- 예를 들어, 극지방에서 연중 운항하는 선박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50) 결빙해역에서 쇄빙선/내빙선을 운항할 경우 위험요인을 쇄빙/내빙강도 규격에 따라 지수화 한 것으로 날짜
별로 계측된 RIO(Risk Index Outcome) 값이 양인 경우 해당 선박의 운항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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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연구 목적의 선박이므로 연구활동 시 정밀한 위치
제어를 위해 DPS 2 등급의 동적위치제어시스템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며
이는 아라온호에도 동일한 등급이 적용된 것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빙해역 연구 항해 시 단일 고장에 의한 자동 위치제어 기능 상실 시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DPS 2 적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표 3-14> DPS 등급별 차이점
분류

제어장치

등급 기준

DPS 0

원격수동제어장치 1조

DPS 1

자동제어장치 1조,
원격수동제어장치 1조

DPS 2

자동제어장치 2조

어떤 능동구성품 또는 단일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도 기능을 상실하지 않음

DPS 3

자동제어장치 2조,
비상자동제어장치 1조

단일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도 기능을 상실하지
않으며, 화재나 침수에 대비하여 구역을 격리

하나의 단일 고장이 일어날 경우 기능이
상실될 수 있음

출처 : 동 사업 사업계획서(한국선급 규칙 9편 4장 자동위치제어설비 참조)

< 추진기/발전기 >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에 독립된 전기모터 방식의 전방위 추진기 7.5MW급 2기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며 이는 1.5m 쇄빙능력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저속에서의 큰 토크를 보장하는 전기모터를 이용한 추진기 적용은 적절하며 아라온
호를 포함한 대부분의 쇄빙선들은 결빙해역에서 조정성능이 우수하며, 360° 회전이
가능한 Azimuth(전방위) 추진기를 채택하고 있어 전기모터 방식의 전방위 추진기
선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1.5m 평탄빙을 3knot 속도로 연속 쇄빙하기 위해서는 7.5MW급 2기
총 15MW의 추진기용량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1.5m 쇄빙능력에 적합한 한국선급 쇄빙선 등급은 Icebreaker451)이며, 해당 등급은
축출력 11MW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및 한국해사기술에서
계산하여 추정한 추진기 용량도 13.7MW 수준임
51) (특징) 동기/춘기 운항 시 빙 두께 2.0m 이하이거나 하기/추기 운항 시 빙 두께 2.5m 이하인 극지 연안 항로
내의 쇄빙 작업을 하거나, 빙 두께 2.0m 이하의 극지가 아닌 결빙 구역 및 극지로 유입되는 하구에서 쇄빙
작성을 하는 쇄빙선, 두께 1.5m 이하의 빙에 대한 쇄빙능력을 가진 쇄빙선, 총 축출력은 11MW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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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20MW 용량의 발전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디젤
추진기관 4기(6MW 2기, 4MW 2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나 추후 쇄빙
연구선의 운용 시나리오를 정교화하여 최적의 엔진 모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발전기 용량 산출을 위해 아라온호와 비교하여 기타 전력 사용량을
산출하고 전기추진방식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 10%를 고려하여 약 20MW의
발전기 용량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주관부처는 쇄빙선은 정상 항해 중에는 통상 1~2기를, 쇄빙 항해 시에는 최대의
출력을 사용하도록 설계되므로 추진기관을 분리하여 설계하였으며 운항 조건별
최적 운용을 위해 마력이 상이한 엔진을 적용52)하였으나 추후 쇄빙연구선의 운용
시나리오를 정교화하여 최적의 엔진 모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지보수 관점에서 5MW 동일한 엔진 4기를 적용하는 것이 용량이 상이한 엔진을
여러 개 적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임
- 주관부처는 선박용 디젤엔진은 최대 출력의 60%~90% 범위에서 운용 시 최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용량이 상이한 엔진을 사용하도록 제시하였으나 정박 시
육전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국내 대기환경 개선 시행대책 등을 고려하여 추후 쇄빙
연구선의 운용 시나리오를 정교화하고 최적의 엔진 모델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선박 규모 확대,
극지해역에서의 LNG수급 가능성 불투명 등을 근거로 LNG 대신 디젤 연료를
활용한 추진기관을 제시하였으나 IMO 2020규제 시행53) 등을 고려하여 추후 개념·
기본설계 시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52) (정박 시) 선내 선력 부하는 2,120kW로, 4MW 엔진 1기 가동 시 부하율 53%, 5MW 엔진 1기 가동 시에는 부하율
42.4%, (일반항해 시) 경제속력 13노트로 일반항해 시 추진마력(4,150kW)과 선내 전력 부하(2,120kW)를 고려 총
6,270kW가 소요되며 4MW 엔진 2기 사용 시 부하율 78%, 5MW 엔진 2기 가동 시에는 부하율 62.7% 수준
53)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는
규제임. IMO의 조치는 현행 3.5% 황함량 상한선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현재 벙커 연료의 평균 황함량인
2.5% 수준 대비 5배의 감소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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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인원 >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승선인원으로 아라온호 85명 대비 15명을 확대하여
100명 규모로 제시하였으나 승선 인원 확대 시 거주공간 확보를 위해 선체 연장이
필요하므로 차세대 쇄빙연구선 구축 시 복수의 쇄빙선 운용에 따른 연구 수요의 분산을
고려하여 연구원 규모를 산출하고 기타 인력 등 다른 승선인원과의 조율을 통한
탄력적 탑승인원 조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승무원 규모를 아라온호를 고려하여 기존 29명에서 5인을 확대54)한 34명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아라온호의 운영사례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연구원 규모를 3∼8개 연구팀이 공동 승선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각
연구팀은 5∼15명으로 구성되는 것을 추정하여 52명 내외를 산출하였으나 조사된
연구수요의 타당성 검토 및 복수 쇄빙연구선 운용에 따른 연구 수요 분산을 고려하여
적절한 연구원 규모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미디어 관련자 및 교육활동 참여자(해기사, 결빙해역 현장실습) 등 총 6∼9명을 기타
인력으로 탑승인원에 반영하였으나 이는 비상근 인원이며 수요에 따라 연구원 규모와
탄력적 조정이 가능한 인원임
○ 중국 Xuelong 2(총 톤수 13,990톤)의 경우 승선 인원은 90명 , 영국 David
Attenborough (총톤수 15,000톤)의 경우 승선인원은 90명 수준을 제시되어 총 톤수
기준으로 살펴볼 때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승선인원은 유사 쇄빙연구선 대비 다소
많은 수준임
< 총톤수 >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만재배수량은 12,400톤으로 추정하였고 KOMAC
용역을 통해 일반 개념도를 도출하여 총톤수를 약 11,508톤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해외 쇄빙연구선 사례를 고려할 때 과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됨

54) 차세대 쇄빙연구선 상근 승무원 5인 확대(아라온 대비)
- 1등항해사 1명 추가: 국내 쇄빙항해사로서 연구지원 총괄 필요
- 조기수 1인 추가: 선원법에 따른 순환근무(조기장 순환근무 배제, 휴식시간 보장) 필요
- 전자사 1인 추가: 연구장비 운영 관련 전자장과 교대근무 확보
- 갑판수 1인 추가: 연구지원활동 강화 필요
- 조리원 1인 추가: 선원법 적용, 조리원 1인 추가, 임시승무원 2인을 상시 승무원(조리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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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는 개념연구를 통하여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초기 경하중량은 약 8,300톤
정도로 추정하였으며 재화 중량은 약 4,100톤으로 추정하여 제시함
<표 3-15> 만재배수량 비교표
(단위: 톤)

항목

재화
중량

아라온

차세대 쇄빙연구선

비고

Container

403

728

14T x 52 TEU

JP-5 Tank

47

55

DWT Constant

118

130

Anti-Rolling Tank

288

430

Water Ballast Tank

131

130

Fuel Oil Tank

1,383

1,989

Lubrication Oil Tank

26

45

Fresh Water Tank

298

511

ETC

106

82

총 재화중량

2,800

4,018

경하중량

6,001

8,300

만재배수량

8,802

12,400

2630.4 ㎥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 KOMAC 용역을 통해 일반배치도를 도출한 결과,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폐위 용적
(V)은 39,426㎥으로 도출되었고 총톤수는 계산식55)에 따라 11,508톤으로 제시됨

[그림 3-4]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일반배치도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55) GT = K1*V, K1=0.5+0.02*Lo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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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쇄빙능력 1.5m 확보를 위한 엔진 용량 증가, 승선인원 증가 및
Winterization 적용 등으로 인해 아라온호 대비 총톤수는 증가는 불가피하며 건조
중인 해외 쇄빙연구선의 규모56)를 고려할 때 총톤수는 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규모의 적정성은 추후 개념·기본설계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풀(3.2x4㎡) >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에 문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며 이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극지연구 지원을 목표로 건조되고 극한 환경에서의 연구활동 안전성과
용이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문풀은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과 비용의 증가로 인해 특별한 목적을 가진 연구
조사선을 제외하고 설치하지 않지만, 쇄빙연구선의 경우 결빙해역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대부분의 신규 쇄빙연구선에 설치되는 추세임
○ 타국 신규 쇄빙선에 구축되는 문풀의 크기57)와 비교할 때 주관부처가 제시한 문풀의
크기(3.2x4㎡)는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되나 문풀 설치공간, 연구활동 장비의 크기 등을
고려해 크기의 적절성은 추후 개념·기본설계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3-5] 문풀의 적용 모습과 운용 개념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56) 캐나다(John G. Diefenbaker, 23,500톤), 중국(Xuelong2, 13,900톤), 영국(Sir David Attenborough, 15,000톤)
호주(Nuyina, 25,500톤) 등
57) 노르웨이 Kronprins Haakon(3x4㎡), 중국 Xuelong2(4x4㎡), 호주 Nuyna(4x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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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설정의 적절성
□ 동 사업의 목표로서 연구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차세대 쇄빙연구선 확보가 명확히
설정되었으나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통해 직접적으로 달성가능한 효과를 사업목표에
구체화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목표로서 “극지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가 제시
되었으나 극지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존재하므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사업목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사업목표에 포함된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개념을 기존 쇄빙연구선과
비교하여 스마트 선박 개념을 접목하며 아라온호와 차별화한다고 제시하였으나 스마트
선박과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와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됨
○ 빅데이터 환류, 무인장비 활용, 자율운항 등 스마트 선박 관련 기술을 차세대 쇄빙
연구선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는 적절하나 해당 기술의 개발은 동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가 아닌 일부 신기술의 적용 측면에서 주관부처가
임의로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정의하여 사업목표에 반영한 것은 추후 개발될 쇄빙
연구선의 성능과 정의를 고려할 때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3.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목표를 고려한 연차별·단계별 성과
지표 및 성과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나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목표와 동일하게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로 제시되고 연차별·단계별 구체적 달성 목표치가 미제시되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이 순수 연구개발 사업과 다른 성격을 가진 인프라 구축 사업임을 고려하여
성과지표의 설정 및 측정방법의 구체화가 요구된다고 판단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개념·기본설계, 선행기반기술개발, 선형 확정, 상세 설계 수행,
착공·기공·진수·시운전, 건조 후 하자 확인 등 사업추진 로드맵을 고려한 성과지표의
설정 및 성과지표의 달성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방법의 제시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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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4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살펴보면 연구
인프라의 공동활용 시설장비의 경우 계획 대비 공정률, 비용절감액 등이 성과지표가
예시로 제시되어 있으니 이를 고려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수혜자로서 극지 연구 산·학·연 관계자 및 극지 관련 정부부처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사업의 목표 및 추진범위를 고려할 때 적절히 수혜자가 표적화된
것으로 판단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 연구수요조사 결과
및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에 탑승하여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 극지연구소 중심의 산·학·연
관계자라고 판단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주요 임무는 북극을 중심으로 극지해역 자연환경 변화와 극지
해역 지질 등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쇄빙연구선을 극한환경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응용연구 활동으로 제시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건조는 극지연구소를 중심으로 건조사업 총괄 사업추진단을
통해 추진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공동활용체계의 운영도 해수부(한국해양과학
기술원, 극지연구소)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동 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는 극지
연구소라고 판단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건조시, 활용의사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이 존재하고 기존 아라온호를 활용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동 사업의 수혜자 범위에
극지 관련 정부부처도 포함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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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가. 세부활동의 적절성
□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신규 건조하기 위한 세부 활동은 적절히 제시되었으나 선행기반
기술개발 관련 세부 활동은 도출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은 주요 세부활동은 쇄빙연구선 건조활동과 선행기반기술 개발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신규 건조하기 위한 활동은 1단계(사전건조설계)와 2단계
(건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행기반기술 개발 활동은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4가지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됨

[그림 3-6] 1단계(사전건조설계) 추진계획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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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2단계(건조) 추진계획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표 3-16> 선행 기반기술 개발 내용
연구
기간

소요예산
(억원)

∙쇄빙연구선 최적 선형 검토 연구
ㆍ
선박의 유체성능
ㆍ쇄빙연구선 추진시스템 특성 연구
∙
및 빙성능 최적화
∙쇄빙연구선 내항성능, 조종성능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ㆍ
기술
∙해외 빙해수조와의 쇄빙선 설계, 시험 및 평가 협업 연구
ㆍ

9개월

11

∙제품 설계 기술 및 시제품 개발
ㆍ
선박 기자재 내한
ㆍ열전달 수치해석 연구
∙
성능 최적화 기술
∙저온성능 평가를 통한 기술 검증
ㆍ

6개월

4

∙쇄빙연구선의 통합상태감시시스템 Framework 구축
ㆍ
선박의 통합 상태
ㆍ쇄빙연구선에 ICMS 탑재를 위한 설계 반영 사항 도출
∙
모니터링 기술
∙쇄빙연구선의 통합상태감시시스템 S/W 핵심 시제 모듈 개발
ㆍ

8개월

5

시운전
착수 전
24개월

5

선행 기반기술명

선박의 실선
빙성능 평가 및
검증 기술

연구내용

ㆍ쇄빙능력 시험계획 및 해석 방안 수립
∙
∙쇄빙시험항해 항목 도출 및 검증
ㆍ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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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신규 건조하기 위한 각 단계별 추진계획 및 참여
기관의 역할을 제시하였고 기존 연구선의 추진계획과 건조과정58) 등을 고려할 때
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세부활동은 적절히 도출된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쇄빙연구선 기술 수준을 분석하여 선박 기본설계 이전에 확보할 4가지 선행
기반기술개발 세부활동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기반기술의 도출근거 제시는 미흡함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시 확보가 필요한 기술 중에서 단기간 내 연구
개발을 통해 세계수준으로 도달 가능한 분야를 선별하여 시급히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나 기술 선별 관련 근거가 미제시됨
- 쇄빙연구선의 개발에 필요한 핵심요소기술이 WBS 기준으로 상세하게 제시되고
각 기술에 대한 현재 수준 및 확보 계획 등을 기반으로 세부활동이 도출되어야 하나
임의의 4개 기술 분야에 대해 국내 건조 기술수준 및 필요성이 분석되어 세부
활동으로서의 타당성 검토가 제한됨

나. 수요조사의 적절성
□ 동 사업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절차는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극지연구소
외부의 연구수요를 고려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해양수산부 연구선공동활용
위원회를 통한 활용신청사례가 없고 관계부처 및 국외의 구체적인 연구수요 제시가
미흡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시된 수요의 타당성은 의문시됨
○ 주관부처는 2차례 극지 해역 연구·활용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취합된 결과를 연구·
활용분과와 기획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최종 60건의 연구수요를 도출하여 제시함
- 1차 수요조사(’18.9.6∼9.27)는 극지연구 및 쇄빙선 관련 연구기관·학회·기업 등의 기관
(30여 개)과 전문가(500명 이상)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수요조사서는 99건이 취합됨
- 2차 수요조사(’18.10.22∼11.7)는 수요조사 주제의 세부 내용 등 작성 양식을 추가하고
심층조사를 위한 조사서를 설계하여 수행하였으며 40건59)의 수요가 취합됨
- 2차 수요조사 40건과 기존 예타 수요조사 24건을 통합한 64건의 심층수요 중 중복
수요 4건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60건의 수요를 제시함
58) ➀아라온호: 개념 및 기본설계(ʼ04.01~ʼ04.12) → 실시설계(ʼ05.01~ʼ06.02) → 상세설계 및 건조(ʼ06.05~ʼ10.12)
➁이사부호: 건조 로드맵 작성 및 기본설계(ʼ10.04~ʼ11.02) → 실시설계, 상세설계 및 건조(ʼ11.03~ʼ15.12)
59) 기존 수요조사 응답자 중 심층수요 32건, 관련 학회 등 추가 응답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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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수요조사 시기 및 기획연구위원회의 쇄빙연구선 쇄빙능력 결정시기(’19.02.28)와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일반배치도 작성을 위한 개념연구 용역시기(18.11∼’19.02,
한국해사기술)를 고려할 때 수요조사 결과가 개념연구 용역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주관부처가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수요조사 결과 도출한 2가지
쇄빙능력 대안 중 기예타에서 검토하지 못한 대안을 중심으로 개념연구 용역을 우선
진행하였다고 제시하여 수요조사의 절차적 타당성을 인정함
○ 쇄빙연구선을 활용하기 위한 극지연구소 외부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서
기존 아라온호의 공동활용 신청사례를 살펴볼 수 있으나 해당 신청사례가 없어 주관
부처가 제시한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이 의문시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국가적인 대형 해양인프라이므로 주관부처가 관계부처의 수요를
검토한 것은 적절하나 관계부처에서 회신한 검토의견은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활용
가능성 정도를 확인한 수준이며 구체적인 연구수요는 제시되지 못함
- 주관부처는 북극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하여 관계부처 회의(2018.03.15.)의 후속
조치로서 소관부처에 제2쇄빙연구선 활용연구 수요 의견 조회 공문을 시행함
<표 3-17> 관계부처 신규 쇄빙연구선 활용 연구수요 검토의견
부처

주요 검토의견

국조실

북극정책 기본계획의 정책실효성 확보와 ‘해양경제영토 개척’이라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쇄빙연구선 추가 확보 필요

외교부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된 것은 아라온호 취항(‘09년)에 힘입은
바가 큼, 외교적 성과의 유지·발전을 위해 제2쇄빙선 건조사업 추진 필요

산업부

북극항로 개척 등 향후 쇄빙선 수요증가에 대비 제2쇄빙연구선 개발을 통한 기술
축적이 필요하며, 친환경 선박 및 국산기자재 탑재 등 검토 필요

과기부

극지분야의 경우 국제/기관 공동 연구 필요성이 높으므로 쇄빙선 활용 수요가
존재하나, MOU 기반 연구과제의 경우 세부 내용에 따른 활용성 재검토 필요

국토부

북극지역 공간정보 기본계획(’14 수립)에 따른 정보구축을 위해 북극지역 해안선
및 빙하변화도 등 공간정보 추가 필요

기상청

기상예측시스템의 정확성 향상과 자료의 진단/평가/검증을 위해 북극권 기상과 해양
관측 필요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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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순위 설정과정의 적절성
□ 주관부처가 극지 해역 연구·활용 수요조사를 통해 취합된 수요 중 쇄빙연구선 활용
측면에서 연관성 및 자격요건이 부족한 일부 수요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요를 우선순위
검토 없이 사업기획에 반영하여 우선순위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가 1, 2차 수요조사 결과 취합된 수요 중 상호 간 중복되거나 통합 가능한 수요,
쇄빙연구선 승선 연구 또는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수요 및 현실 불가능한
수요를 배제한 나머지 60건의 수요를 우선순위 평가 없이 사업기획에 반영하여
쇄빙연구선 관련 연구수요가 과대 산출되었다고 판단됨
- 수요조사시 관심분야를 해양환경, 해양생물, 지질자원, 조선산업, 기상대기, 해운물류,
안전안보, 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수요를 취합하였으나 이를 조선기술, 기상이변,
생물 자원, 극지과학 등의 표적이슈로 재분류하여 사업기획에 반영했을 뿐 해당
연구수요의 중요성에 대한 검토를 비롯하여 북극 고위도 지역의 접근 필요성 등을
기반으로 한 우선 순위 검토가 수행되지 않음
- 60건의 연구과제 중 북극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는 과제의 수는 53개이며 2030년
북극해 해빙두께 예측 기준으로 1.5m 쇄빙능력 확보시 연구과제가 요구하는 연구
해역 및 연구시기를 100% 만족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요는 23개(38.3%)이고 쇄빙
능력 기준으로 아라온호가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7개까지 제외하면 1.5m 쇄빙
능력을 보유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요는
16개(26.7%)에 불과함60)
- 수요조사 결과로 제시한 60개 연구과제 연구비 총액은 1조2,353억원이며, 100억원 이상
과제수는 34개, 국비 기준 예타규모를 넘어서는 300억원 이상의 과제수는 10개로
향후 극지연구 수요에 대한 연구의 추진이 실제 가능할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주관부처가 상호 간 중복되거나 통합 가능한 수요는 배제하였다고 제시하였으나
60건의 연구 수요조사서를 보면 과제명, 과제목표, 과제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제안자도 동일하거나 연구 내용의 구체성이 미흡한 과제도 존재함61)
60) 연구과제가 요구하는 연구해역 및 연구시기의 50% 만족 기준으로 연구과제 수요를 분석할 경우, 1.5m 쇄빙
능력으로 51개의 연구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나 이 중 1.0m 쇄빙능력으로도 42개의 연구수요를 만족할 수
있으므로 1.5m 쇄빙능력 보유 필요성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61) 과제번호 09. 45, 46번은 해빙변화 관측 및 연구해역 등에서 유사성이 높고 과제번호 25, 53번도 에어로졸
연구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과제번호 19, 48번은 연구내용의 구체성이 미흡하거나 불분명하여
필요성 검토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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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소속기관/제안자와 연락처 정보 등이 불일치한 수요조사 결과62)도 포함되어
있음
○ 주관부처는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우선순위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기획위원의 연구
수요별 개별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소수의 기획위원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결과라고 판단됨
- 기획위원회 외의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수요별 시급성, 중요성, 과제수행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타당한 수요만을 사업기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연구장비 및 연구지원장비 관련하여 기존 예타 진행 시 도출되었던 결과를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일부 신규 연구장비를 추가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우선순위 검토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기존 예타 진행 시 정리된 쇄빙연구선의 구축용 연구장비 및 연구지원
장비를 기반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기획연구단 기획연구위원회와 기술․장비분과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총 50종, 381.5억 원 규모의 장비구축계획서를 제시함
- 이전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69종의 연구장비 구축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동
사업에서는 기존 예타에서 지적받았던 일부 연구장비를 제외하고 신규 연구장비를
추가하여 제시함
○ 주관부처는 연구장비에 원격조정 무인잠수정, 자율형 무인잠수정이 포함되었으나
해당 장비의 사용 목적인 해양탐사 및 샘플채집은 다른 장비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에너지·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및 자원 부존량 파악 등이 주목적으로 제시되어 실제
연구활동에 따른 탑재 필요성을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라. 기획위원회 전문가 구성 적절성
□ 동 사업 기획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성 및 각 위원회의 역할 배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상청 외의 범부처 의견 수렴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기획을 위해 기획연구위원회와 3개의 실무분과 위원회,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62) ‘인공위성/기후모델 추정해빙 농도 – 현장해빙 관측자료 비교 연구’(별책부록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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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연구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자문위원회는
기획위원회, 실무분과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함
○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국가적 대형 연구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범부처적 활용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기획이 수행되어야 하나 기획연구단에 포함된 관계부처는 기상청 밖에
없어 범부처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구성으로 판단됨

[그림 3-8] 차세대 쇄빙연구선 기획연구단 조직도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마. 세부활동의 과학기술적 유사·중복성
□ 동 사업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이
없어 쇄빙연구선 건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세부활동의 중복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선행 기반기술 개발 관련 세부활동은 과제 수준에서 일부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과제가 존재하나 연구범위와 내용에 차별성이 존재하고 기존 아라온호의 설계, 건조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보완 등의 측면에서 유사·중복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NTIS를 통해 검색된 국가 R&D 과제정보 중 키워드 중심의 유사·중복성 검토 과정을
거쳐 17개 과제를 검토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세부활동의
과학기술적 유사․중복성을 검토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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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동 사업 유사·중복과제 비교 목록
구분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백만원)

1. 선박의 유체성능 및 빙성능 최적화 기술개발
1-1

(과기부) 우수
연구센터육성

극지 운항 쇄빙선 설계 기술(II)

2005-03-01 ~
2008-02-01

99

1-2

(과기부) 선도
연구센터지원

극지 운항 쇄빙선 설계 기술(III)

2008-03-01 ~
2011-02-01

89.5

1-3

(교육부) 일반
연구자지원

2012-05-01 ~
2015-04-30

155.61

1-4

(중기부) 산학
연협력기술사업

선박의 횡동요 및 횡경사 제어시스템

2016-12-01 ~
2017-11-30

87.52

1-5

(산업부) 조선
해양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

위치유지와 계류 시스템을 적용하여
ARC7 조건에서 연중운용이 가능한 북

2016-03-01 ~
2020-12-31

3,246
(‘19년까지)

1-6

(산업부) 전자부품
산업핵심기술개발

극지환경 선박 및 해양플랜트용 환경하
중해석 시뮬레이터 개발

2015-12-01 ~
2018-11-30

1,500

1-7

(해수부) 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운영
지원(주요사업비)

선박의 유체성능 평가를 위한 특수시험
계측기반 구축

2017-01-01 ~
2019-12-31

1,366.91
(‘18년까지)

1-8

(해수부) 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운영
지원(주요사업비)

선박의 빙해역 저항성능 고도화 및 위
치유지성능 시험평가 기반구축

2017-01-01 ~
2019-12-31

829.93
(‘18년까지)

1-9

(산업부) 그린카
등수송시스템산
업원천기술개발

빙해선박의 극지항로 안전운항기술 및
극저온 빙성능 시험평가 기법 개발(총

2009-06-01 ~
2014-05-31

215

2009-06-01 ~
2014-05-31

2,160

2012-06-01 ~
2016-05-31

3,016

2008-03-01 ~
2011-02-28

129.5

1-10

(산업부) 그린카
등수송시스템산
업원천기술개발

1-11

(산업부) 그린카
등수송시스템산
업원천기술개발

1-12

(과기부) 선도
연구센터지원

빙해수조의

모형쇄빙선 빙쇄빙하중

(FEA 기반) 해석
국산화 연구

극해 기반 부유식 해양구조물 형상 개발

괄과제)
빙해선박 선체구조 안전성 평가 기술
극지 환경 조건을 고려한 Platform
Supply Vessel 핵심 기술 개발
충돌 충격 성능향상을 위한 구조설계
기술(II)

2. 선박 기자재의 내한성능 최적화 기술개발
2-1

(산업부) 그린카
등수송시스템산
업원천기술개발

극지용 저온 설계 및 Winterization 평
가 기술

2009-06-01 ~
2014-05-31

2.090

2-2

(중기청)중소기
업상용화기술개
발지원

극지용
선박
및
Anti-icing Walkway,
Hose Box 개발

2013-12-20 ~
2014-12-19

230

해양플랜트용
Handrail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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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백만원)

3. 선박의 통합상태모니터링 기술개발
3-1

(해수부) 해양안
전및해양교통시설
기술개발

북극항로 운항선박용 항해안전지원 시
스템 개발

2014-11-10 ~
2018-12-31

2,811

3-2

(해수부) 선박해
양플랜트연구소
연구운영비지원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실시간 빙충격

2015-06-01 ~
2017-12-31

700

2009-06-01 ~
2014-05-31

5,240

하중 계측 통합시스템 개발

4. 선박의 실선 빙성능 평가 및 검증 기술개발
4-1

(산업부) 그린카
등수송시스템산
업원천기술개발

빙성능 시험기법 및 최적화 기술

출처: NTIS

○ “선박의 유체성능 및 빙성능 최적화 기술개발” 관련 유사과제는 이론연구와 내빙
선체구조해석 기술, 쇄빙저항 추정 연구 등을 수행하였으며, 동 사업에서는 쇄빙
연구선의 선형/구조설계, 내항/조종성능과 선체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아라온호 운영을 통해 발생한 추진기 동력전달의 구조적인 문제, 최고속도/쇄빙
항해시 진동 및 소음 발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념설계단계에서의 연구과제
추진은 중복요소가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대형 조선사의 경우, 쇄빙상선에 대한 설계경험과 건조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선박별
선형과 빙성능이 각기 다르므로 동 사업의 차별화된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됨
○ “선박 기자재의 내한성능 최적화 기술개발” 과제는 ‘극지용 선박 및 해양플랜트용
Anti-icing Walkway, Handrail Fire Hose Box 개발’ 과제와 일부 연구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연구목적과 범위 측면에서 유사·중복성이 낮다고 판단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북극연구에 투입되므로 외부갑판을 비롯하여 항해장비, 기관장비,
구명/방화장비에 대한 Winterization 연구를 통한 착빙방지 관련 기술개발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연구개발 기간이 6개월으로 유사사업 대비 대상 장비63)가 많고 제품설계,
시제품개발 및 저온성능 평가를 통한 기술검증 등 목표 달성이 우려됨
63) 동 사업 사업계획서 p.281. Winterization 적용 검토 대상 장비
- 항해/선교 장비(navigation/bridge equipment): gyro, radar, antenna, searchlight, CVS, window wiper etc.
- 갑판 장비(deck equipment): heli-deck, f/w tank, ballast tank, steam deck, walkway, drain, handrails etc.
- 기관실 장비(engine room equipment): low temperature lubricants and hydraulic fluids, machinary space,
sea chest, air vent etc.
- 생존/방화 장비(life saving and fire fighting equipment): life boat & davit, rescue craft, survival craft, fire fighting applianc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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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통합상태모니터링 기술개발” 과제는 기존 아라온호의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연구로 판단되므로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쇄빙연구선은 쇄빙항해, 대양항해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영되어 운전조건에 따라
선체 구조에 대한 영향이 변화하므로 기존 아라온호의 선체 구조모니터링 시스템의
고도화 필요성이 인정됨
○ “선박의 실선 빙성능 평가 및 검증 기술개발” 과제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실제
건조되어 쇄빙항해시 쇄빙능력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과제이므로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아라온호의 빙성능 평가 등의 성과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에 장착되는 연구장비의 경우, 일부 장비의 중복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항해를 하는 선박이라는 특수성과 항해와 연구에 필요한 장비로 타 연구선
또는 육상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2. 세부활동과 사업목표간 연계성
□ “극지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라는 동 사업의 목표를 고려
할 때 동 사업의 세부활동이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 관련 직접적인 활동이므로 사업
목표와의 연계성은 분명하다고 판단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신규 건조하기 위한 활동은 (1단계)사전건조설계와 (2단계)
건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행기반기술 개발 활동은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4가지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됨

3. 세부활동 성과지표의 적절성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선행 기반기술 개발 관련 세부과제별
성과지표와 달성 목표치를 제시하였으나 목표치 설정근거의 보완 및 측정방법의
구체화가 요구됨
○ 선행 기반기술 개발 활동별 성과지표의 목표치 산출 근거가 미 제시되었으며 세부
과제별 성과지표는 정의, 구현환경 및 성능 측면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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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유체성능 및 빙성능 최적화 기술개발 과제 >
- 쇄빙연구선 최적 선형 검토 연구의 ‘선형(선수, 선미)에 따른 open-water 및 쇄빙
능력 검증’ 성과지표는 목표치로 제시된 최적 선형 설계 기법이 정의되어야 함
- 쇄빙연구선 추진시스템 특성 연구의 ‘추진시스템(Azipod, Azimuth 등)에 대한 특성
연구’ 성과지표의 목표치로 제시된 추진시스템 특성 분석은 과정지표이므로 성과
지표로 부적절함
- 쇄빙연구선 내항성능과 조종성능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의 ‘횡동요 감쇄장치’ 성과
지표는 성능 개선 50%에 대한 기준 제시가 필요함
- 해외 빙해수조와의 쇄빙연구선 설계, 시험 및 평가 협업 연구의 성능지표는 국외
선진기관 대비 수준으로 목표치가 제시되어있으므로 국외 선진기관 대비 수준 측정
방법 및 현재 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선박 기자재 내한성능 최적화 기술개발 과제 >
- 제품 설계 기술 및 시제품 개발의 성과지표는 ‘저온 성능 기준 만족 제품 설계 기술
및 시험편 개발’이 성과지표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저온 성능 기능이 목표치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저온성능 평가를 통한 기술 검증의 성과지표는 목표치가 장비 당 저온 성능 시험
실시(각 2회)로 제시되었으나 기술 검증 장비의 총 개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선박의 통합 상태 모니터링 기술개발 과제 >
- 쇄빙연구선의 통합 상태 감시시스템 Framework 구축의 성과지표는 감시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할 항목과 표시방법, 원격 전송 방법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쇄빙연구선의 통합 상태 감시시스템용 S/W 핵심 시제 모듈 개발의 성과지표는
S/W 핵심 시제 모듈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요구됨
< 선박의 실선 빙성능 평가 및 검증 기술개발 과제 >
- 쇄빙능력 시험계획 및 해석 방안 수립의 ‘시 운전시 얼음 특성 및 환경정보 편차
소거 방안 마련’ 성과지표는 얼음 및 환경정보별 실제 보정 정도에 관한 정량적인
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쇄빙시험항해 항목 도출 및 검증의 성과지표는 목표치가 쇄빙시험항해 항목 자체와
사양만족여부 검증 방안의 마련 여부가 함께 고려되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음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79

4. 세부활동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총사업기간은 국내 연구용 선박 건조사례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선행 기반기술개발 활동은 과제 수행기간 및 성과물 창출 시기를
고려할 때 창출된 성과의 설계 반영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판단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설계(1단계) 및 건조(2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인 5년은 기 추진된
연구용 선박 건조사업의 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아라온호의 경우 정부예산 배정의 어려움으로 건조 중 사업기간을 연장(1년)하여
82개월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이사부호는 68개월이 소요되었고 탐해3호는
총사업기간이 5년으로 현재 건조가 진행 중임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선행 기반기술개발 세부활동 중 선박의 유체성능 및
빙성능 최적화 기술, 선박 기자재 내한성능 최적화 기술, 선박의 통합 상태모니터링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수행기간은 1년 미만이며 기본설계 시작 시점을 고려할 때
창출된 성과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선박의 유체성능 및 빙성능 최적화 기술, 선박 기자재 내한성능 최적화 기술, 선박의
통합 상태모니터링 기술개발 과제의 성과물 창출시기는 사업 착수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해당 시점은 이미 개념설계가 완료(착업 착수 7개월 후)되고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인 시기임

[그림 3-9] 선행 기반기술개발 추진계획
출처: 동 사업 Q&A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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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는 장비구축계획서를 통해 블록 조립 단계에서 설치가 필요하거나 납기기간
등의 제약이 있는 14종의 연구장비를 사업착수 후 4차년도에 도입하고 나머지 36종의
장비를 5차년도에 도입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장비의 감가상각 요인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 내에 구축되는 연구장비 및 연구지원장비는 쇄빙연구선의 건조
이후 실제 운항이 이루어질 때 사용이 이루어지므로 감가상각 요인을 고려하여
이동 운반이 가능하고 당해 연도 도입이 가능한 장비의 경우 사업착수 후 후반기에
도입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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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전략의 적절성
가. 추진전략의 적절성
□ 동 사업의 추진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인 전주기 연구개발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전주기 연구개발관리체계 관련 추진항목으로 아라온호 건조 및 운영 사례를 통한
예상 환경변화 및 위험요소 정의, 발생가능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건조사업
추진시 공정단계별 구체적 성과목표 제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상시적 모니터링 실시, 시험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을 제시하였으나 각 추진항목이 선언적인 수준에서 제시되었으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의 구체화가 요구됨
□ 주관부처는 선행 기반기술개발 연구과제의 공모방식 및 평가방식을 제시하지 않음
○ 세부기술개발과제에 조선사 등 산업체가 포함된다면 기업부담금 매칭이 필요함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운영관리 방안으로 전체 위탁관리를 제시하고 향후
복수 쇄빙연구선의 위탁관리업체를 단일화할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기존 아라온호의
운영관리 사례 및 관리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운영관리 방안으로 자체관리, 전체 위탁관리,
선택적/부분 위탁관리, 외국 전문회의 위탁관리 방안으로 고려하였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아라온호 운영관리 사례를 고려할 때 전체 위탁관리 방안이 타당하다고
제시함
○ 주관부처는 추가 제출자료를 통해 차세대 쇄빙연구선 도입 후에는 복수의 쇄빙
연구선 위탁관리업체의 단일화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이는 선원 관리 및 구매/보급/수리 등의 네트워크 공유 등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예비원 규모를 아라온호 11명을 고려하여 추가로 7명만
계상하여 제시하는 등 위탁관리업체를 단일화할 경우 승무원 예비 인력이 통합
관리됨에 따라 예비원수 감소로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고 복수 쇄빙연구선의
자재구매/보급/수리 관련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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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후 복수의 쇄빙연구선 운항일정(안)을 현재 취합된 60건의
수요 기반으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일정에 반영된 수요는 적절성 재검토가 필요함
○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를 통해 복수의 쇄빙연구선 운용시, 북극 이동 및 연구항해
일수가 기존 대비 3배 확대가 예상되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진의 연구
수요와 충분한 연구지원비, 운영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예비일 발생으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음

나.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 동 사업은 해양수산부 승인 하에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총괄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하며 이는 일반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체계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범부처
협의를 수행하고 협의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추진단이 사업 추진방안 선정, 집행(세부과제 또는 용역을 통한 위임수행
포함) 등을 총괄 추진하고 분야별 검토결과의 취합, 조율 등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나
사업추진 단계별, 세부활동별 논의될 의사결정사항, 의사결정과정, 의사결정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토될 수 있어야 함
- 사업추진단은 사업착수부터 건조완료까지 운영되며, 총괄, 행정·기획, 연구·장비지원
전담인력 등을 중심으로 기획연구단, 아라온호 건조 및 운영 관계자, 이사부호 건조
및 운영 관계자, 설계 및 건조공정 전문가, 활용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됨
- 사업추진단은 선행 기반기술 분야(연구소 및 대학), 기본설계 및 자문 분야(국내·외
선박설계사), 구조 및 안전규칙 분야(선급), 상세설계 및 건조 분야(국내·외 조선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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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건조사업 추진체계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표 3-19> 추진체계별 역할
추진체계
정부/해양수산부

역할
- 총괄, 예산 배정, 진행사항 점검

사업추진단

- 사업추진단은 기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건조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 극지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
- 사업추진단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추진이 가능토록 해양수산부의 지휘에
따라 건조사업을 총괄 운영함

연구소, 대학

- 건조사업 개시와 더불어 약 12개월 동안 차세대 쇄빙연구선에 적용될
기반기술 개발을 우선적으로 착수하고, 건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기술적인 문제점을 분석, 검토, 예방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

국내외 선박설계사

- 규모와 기능 선정, 제원 확정 및 항목별 요구사항 완성, 건조사양서 작성,
상세생산설계의 기초자료인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이후 기술적 자문

국내외 조선소

- 상세설계, 건조 실시, 건조공정 관리, 필요시 정기/수시보고 실시, 차
세대 쇄빙연구선 인도 전 시운전을 통한 검증

선급

- 정부대행 검사업무, 선급 등록 및 유지 관련 선박 도면심의, 기술검토
및 승인·검사, 선박재료 및 기자재의 제 승인 및 검사 업무, 선박검사와
관련된 기술연구, 소프트웨어 및 규칙 개발 업무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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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단계별 참여기관의 역할
◎: 정, ◌: 부
단계

구분

주요 내용
세부 추진일정 및 연차별 투자 계획

1
단
계

초기 건조사양서, 선가내역서, 자재
개념
내역서 작성
및
기본설계 주요 도면 및 계산서, 해석보고서 완성
건조입찰 세부평가방안 수립 및 시행

건조
로드맵

2
단
계

선박검사
예비운영

◌

◌

◌

◌

◎

◌

◎

◌

연차별 세부 예산소요(안) 작성

◎

◌

기본설계, 건조, 취항 등 로드맵 작성

◎

◌

◌

기반기술 개발 분석 및 수행계획 수립

◌

◎

◎

◎

◎

◎

◎

분야별 기반기술 개발
◌
◎
◎

◎

◌
◌

건조공정 진행
◎

감리 및 감독업무 수행(건조)

◎

장비시험, 해상공시운전 및
선주시운전

◎

감리 및 감독업무 수행

◎

선박운영 핵심승무원 확보 및 투입

◎

◌

◌

◌
◌

연구장비 설치 및 관리 방안

◌

◎
◌

◎

◎

◌

◌
◌
◌
◎

◎

◎

◌

◌

선박 제조검사
건조
완료 및
평가

◎

감리 및 감독업무 수행(설계)

설계 적용 및 검증
건조사 및 감리사 선정
감리 및 감독업무 수행(설계)

선급

◌

◌

건조공사 관리방안
선박건조
추진

◎

◎

선행기반
기술개발

상세설계

극지 해양 대학 선박
조선소
연구소 수산부 연구소 설계사

선박 준공 및 인도, 종합시험항해

◎

◌

인도명명 및 취항식

◌

◎

극해역 쇄빙능력시험

◎

◌

◎

◌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 주관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건조 및 활용까지 함께 검토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관계부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추진체계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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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국가적인 대형 해양 인프라임을 고려할 때 건조 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추진체계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기획보고서에 “원활한 의견수렴 도출을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회(예시: 총괄 자문위,
건조추진위, 연구 지원장비위, 특별 자문위 등)를 구성하여 정기/수시 의견수렴의
창구 활성화 필요”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자문위원회 구성, 역할, 기능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제시되지 않음
○ 또한, 차세대 쇄빙연구선에 많은 장비가 구축될 예정이므로 효율적인 장비 운영
방안의 검토 및 적정 성능의 장비 구축을 위해 추진체계상 ‘연구장비 심의위원회’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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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제 1 절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가. 개요
□ 필수계획 및 선택군 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대체로 적절’인 것으로 판단됨
○ 분석대상 상위계획을 필수계획과 선택군 계획으로 구분하여 부합성을 조사함
- 필수계획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선택군 계획 :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14~’20),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18~’22)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부합성

구분

계획명

최상위 계획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

선택군 계획

낮음

보통

높음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

∨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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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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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제5조 에 따라
각 부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향후 5년 간(’18~’22)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비전, 목표,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임
○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최종적인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4대 전략과 그에 따른 중점과제, 그리고 기본
계획 실현을 위한 중점과학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 및 4대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출처: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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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동 사업의 부합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과제 18.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과제 중 ‘기후변화 및 신기후체제 대응으로
지속가능성 확보’에 해양관측 및 예보시스템 구축이 언급되어 있어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동 사업과 일부 부합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120개 중점과학기술 중 우주·항공·해양(대분류)의 해양·극한지(중분류) 분야의 2개 기술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 기술,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이 동 사업과 일부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4-3>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구분

항목

동 사업 관련 내용

[중점추진과제]
4대 전략

전략4
과학기술도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중점과학
기술목록
(120개)

18.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 기후변화 예측 및 국가적 대응역량 제고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관측 및 예보시스템
구축 및 수산자원관리 고도화

[120개 중점과학기술]
우주·항공·해양 분야

- 대분류 : 우주·항공·해양
- 중분류 : 해양·극한지

190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다.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 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었으며,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 인력양성 등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 육성 정책의 전반을 포괄하는 계획임
○ ‘풍요롭고 안전한 바다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4대 추진전략과 그에 따른 8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동 사업의 부합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전략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확보’ 중 ‘과제 2-2.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의 ‘남·북극 연구 진흥’에 일부 부합함
○ 동 사업은 쇄빙연구선 건조를 통해 기후변화 등 북극의 공해상에서 기후변화와 해양
환경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과제 2-2.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 추진과제에 제시된 ‘남·북극 연구 진흥’ 정책에 일부 부합함
<표 4-4>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구분

항목

동 사업 관련 내용
[중점추진과제]
5. 과학기술 외교의 전략성 강화

전략2.
4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전략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확보

- 전략분야 국제 과학기술 공동연구 협력 강화
· (남극연구) 남극 해양환경 관측 및 빙상변화
연구 등 국제프로젝트 적극적 참여
· (북극연구) 한반도 이상기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북극권 환경변화 연구를 확대하고 북
극항로 개척, 해저자원 개발 등을 통해 북극
권 경제 진출의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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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의 비전은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창조형 해양
수산과학기술이며, 2020년 세계선도기술 20개, 해양수산 일창리 창출 7.8만 명, R&D
민간참여 비중 40% 달성을 목표로 함
○ 3대 R&D 전략 및 12대 실행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대 R&D 전략으로 해양영토
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 창조형 해양수산 산업 육성, 국민행복 해양공간
창조가 제시됨
□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과 동 사업의 부합도는 높다고 판단됨
○ 3대 R&D 전략에 대한 12대 실행전략 중 ‘극한공간 활용 및 국제 협력 확대’의 실행
계획으로 “북극 연구 지역 확대에 따른 제2쇄빙연구선 건조 추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의 상위계획과 동 사업의 부합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4-5>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구분

항목

동 사업 관련 내용
[실행전략]
1-2. 극한 공간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

12대
실행전략

전략1.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

- 극지 및 대양 심해저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 극한 기후, 해저 저온·고압 등 극한환경의 플
랜트 기술 개발 및 북극 연구 지역 확대에
다른 제2쇄빙연구선 건조 추진
- 남·북극 과학 인프라 활용연구 확대 및 국제
협력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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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64)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 은 극지는 기후변화의 진원지이자 결과이며 미래 자원의

□

보고로서 과학영토와 경제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개척해야 할 기회의 공간으로 인식하여
우리나라의 북극정책의 비전, 목표,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북극
진흥을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함
○ ‘북극의 미래와 기회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3대 정책목표, 4대
전략과 13개 추진과제를 제시함
□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 과 동 사업의 부합도는 높다고 판단됨

○ ‘북극권 연구·개발 강화 및 북극권 진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쇄빙능력을 강화한
제2쇄빙연구선 건조’와 ‘제2쇄빙연구선 예비타당성조사 추진(’19. 上) 신청’이 ‘추진
과제 10. 연구활동 기반 확충’에 명시되어 동 사업과 부합도가 높음
<표 4-6>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구분

항목

동 사업 관련 내용
[추진과제]
10. 연구활동 기반 확충
- 10-2. 제2쇄빙연구선 건조 추진

전략3.
4대 전략

인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 강화

· 사업내용 : 정부 북극정책 지원과 극지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두께 2m 두께 쇄빙력과
내한능력(-45℃)을 확보하는 준대형급 쇄빙연
구선(12,000톤) 건조
· 총사업비 : 2,856억 원
· 사업기간 : 2020~2025년(5년)

64) 현재 법정계획은 아니며, 향후 극지활동진흥법 (국회계류중) 제정시 ‘남극활동 진흥 기본계획’과 통합하여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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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가. 관련 사업 간의 차별성
□ 동 사업과 유사한 목적·기능을 보유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선 건조사업은 없으므로
사업 수준의 중복성은 없다고 판단됨
□ 동 사업계획서를 통해 제시된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종합적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1식의 시설단위로서 기존 연구 선박은 존재하지 않으나 임무 및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복성이 있는 아라온호가 존재하므로 효율적인 연계활용이 요구됨
○ 현재 운용 중인 아라온호, 이사부호, 탐해2호 등 연구용 선박을 대상으로 동 사업과
기능 및 역할의 중복·연계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동 사업과의 중복성은
낮으며, 아라온호를 제외하고 연계활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온누리호와 탐해2호는 해양 탐사 및 조사를 목적으로 건조된 해양탐사선이므로
쇄빙 및 내빙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극지활동 불가능하며 이사부호와 탐해3호는
내빙능력은 갖추었으나 쇄빙능력은 보유하지 않았으며 주로 대양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사용됨

[그림 4-2] 국내 조사 및 연구 선박 비교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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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극지연구소에서 운용 중인 아라온호는 차세대 쇄빙연구선과 쇄빙능력에 따른
연구가능 해역 및 안전/환경조건 측면에서 차별성이 존재하나 운용목적 및 활용
분야, 구축장비 등이 상당히 유사하거나 동일하므로 효율적인 연계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구축시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북극 중심으로 활용하고
아라온호는 남극 중심으로 활용할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아라온호와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쇄빙능력 차이 및 이동항해에 따른 소요되는 운항일수를 고려할 때
적절한 활용계획으로 판단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사부호는 선박 규모 및 성능, 주요활동
지역과 운용목적 등에서 동 사업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과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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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함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운용 중인 탐해2호는 주요기능, 구축장비, 활동해역 등에서
동 사업과의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탐해2호는 3차원 탄성파 탐사장비, 해상중력장 탐사장비 등을 탑재한 물리탐사선으로
국내 EEZ 내의 자원탐사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쇄빙능력 및 내한성능 부재로
극지지역 탐사에 부적합하므로 동 사업과 차별성이 존재함
○ 현재 건조가 진행 중인 3D/4D 물리탐사연구선(탐해3호)은 해저자원탐사를 주
목적으로 운용되며 내빙능력을 갖추었으나 쇄빙능력을 보유하지 않아 동 사업과
중복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탐해3호는 해저 지질과 자원 탐사를 위한 연구목적선으로 총 톤수 5000t급 이상으로
설계 중이며 내구연한이 도래한 탐해2호(1996년 건조)를 대체하여 지구물리탐사를
수행할 계획임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95

<표 4-7> 동 사업 관련 유사사업 비교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동 사업)
주관부처
해양수산부
(보유기관)
(극지연구소)
사업

사업목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북극해 과학조사․연구,
항해교육, 조선기자재
Test-Bed 등
•기후변화 관측 및 한반도
기상이변 예측/대응
•남․북극 해양생물자원의
활용분야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글로벌 이슈해결을 위한
극지과학력 강화
•조선 관련 기술 경쟁력 강화
해양연구장비, 음파탐지
장비, 천부지층탐사장비,
주요장비 해저지질탐사장비, 해양
생물관측 장비, 대기과학
관측장비, 해빙감시장비 등
11,500톤급
총 톤수
쇄빙력/
1.5m/ -45℃
내한성능
항해속력
13 kts
운용목적

활동영역
동사업
연계방안
연구기간
(연구비)

북극
2021~2025
(2,722억 원)

종합해양과학조사선건조 대형해양과학조사선 건조

석유탐사선건조사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산자원부
(극지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석유탐사선(탐해2호)
6,950톤급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
건조
(이사부호) 건조
남북극 기지보급, 극지
대양해양과학연구,
대륙붕 자원탐사기술
해역 해양연구, 남극장보고
해양광물자원 개발,
국산화, 석유탐사
과학기지 건설 지원 등
해양관측 등
•극지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양저 해양광물자원 개발 •한반도 주변 석유 및
•대기환경 및 오존층연구 •해양관측 및 기후변화 연구
광물자원 탐사
•고해양 및 고기후 연구 •해양생물자원 확보
•해저지층구조를 3차원
•해양생물자원 개발연구
탄성파 탐사
•지질환경 및 자원특성
연구 등

신규 3D/4D 물리탐사
연구선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기능 3D/4D 물리탐사
연구선(탐해3호) 건조
해저자원탐사역량 고도화를
통한 해저광물자원 확보
•한반도 주변 석유 및
광물자원 정밀탐사
•심해, 극지 주변해역에서
정밀탐사
•CCS 및 GH 지층 정밀
조사 및 모니터링

해양연구장비, 음파탐지
장비, 지구물리탐지장비,
해양지질관측장비, 해양
생물관측 장비, 대기과학
관측장비,감시장비 등
7,487톤

전자해도, 위성항법장치,
자동식별 장치, 항해자료
기록기,
DPS(Dynamic
Positioning System) 등

3차원 탄성파 탐사, 해상
중력 및 자력탐사, 정밀
3차원 해저지형조사 및 시료
채취 장비 등

탄성파 탐사 스트리머,
다성분 탐사 시스템, 천부
정밀탐사용 P-Cable, 물리
탐사 자료처리 시스템 등

5,900톤

2,085톤

1.0m/ -35℃

-

-

12 kts
Main: 남극
Sub: 북극
아라온호 운영을 통해 발견된
문제의 개선사항 반영
2006.05~2009.12
(1,080억 원)

15 kts

14.5 kts
우리나라 근해 및
주변해역 등
관리방법 및
공동 활용체계 등 연계
1993~1996
(270억 원)

5,000톤급
내빙설계(Ice-1B, 0.6m이하
유빙 항해가능)
14 kts
대륙붕, 대양, 극지 등
전 세계 모든 해역

대양
관리방법 및
공동 활용체계 등 연계
2010.12~2015.12
(1,067억 원)

2018~2022
(1,725억원)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NTIS,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신규 3D/4D 물리탐사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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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처간·부처 내 유관 사업과의 연계·협력방안의 적절성
□ 주관부처가 국가 차원의 연구자산인 쇄빙연구선을 범부처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공동
활용하기 위해 차세대 쇄빙연구선 공동활용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범부처적 연구선 공동 활용 및 국내 산/학/연 연구자의 참여를 촉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기존 연구선 공동활용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동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함
- 공동활용과제의 제출대상기관을 범부처(산하 출연(연) 포함)로 확대하고 과제선정을
위한 ‘과학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도록 함
- 극지인프라 운영위원회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예비 단계, 별도 위원회 운영규정 및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구축 단계를 거쳐 차세대 쇄빙연구선 취항 시기에 맞추어
운영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공동활용체계 구축 로드맵을 제시함
<표 4-8> 차세대 쇄빙연구선 공동활용체계 구축로드맵(안)
2020

2021

예비 단계

2022

2023

2024

구축 단계

► 극지인프라운영위 외부전문가 참여

2025 이후
운영 단계
► 위원회 운영

► 별도 위원회(가칭 쇄빙연구선 활용원회)의 위원 구성
► 별도 위원회 운영규정 및 세부 시행지침 마련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 기존 아라온호와 같이 극지연구소/해수부가 주도하는 현행 공동활용 운영체계에서
공동활용과제의 제출대상기관 확대 및 관계부처의 선정 심의 참여 정도의 개선으로는
국내 산/학/연 연구수요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범부처적 연구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예상됨
- 극지연구소 외부 수요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를 통한 아라온호
활용신청사례가 없으며 아라온호 활용 과제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서면
인터뷰 결과65)를 고려할 때 극지연구소의 위주의 운영을 지양할 수 있는 공동활용
65) “아라온호의 운항 일정이 포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극지연구소가 최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그
계획에 맞춰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고...”(서면인터뷰 결과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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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정비 없이는 국내 연구자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 2020~2024년은 극지인프라운영위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2025년 차세대 쇄빙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제시하였으나 주관부처가 제시한
공동활용 추진체계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극지연구소 외부 수요 반영이
미흡한 현재의 상황66)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공동활용체계 개선 추진 및 개선효과
검증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는 기관별로 연구선을 소유·운영하고 자체 재원으로 운영함에 따라 소유주가
우선시 되는 활용계획(연구항차 구성)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외 연구선 공동
활용체계67)를 벤치마킹한 범부처적 연구선 공동활용체계 구축이 요구됨
○ 주관부처는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연구항해 일정 50%를 극지
연구소 외부수요에 의무할당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공동활용 촉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관부처의 차세대 쇄빙연구선 공동활용에
대한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나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연구항해는 극지연구소
내외부 수요의 구분보다는 활용수요의 자체의 중요성 및 시급성, 기대효과 등을
우선시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가 추가로 제시한 연구과제 공모·선정 시, 범부처·산학연 협력 및 융·복합
연구에 가중치 부여하는 방안은 범부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범정부적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요 발굴, 과제 선정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
평가 등 전 주기에 걸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연구항해 일정의
일정비율을 극지연 외부수요에 의무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할당 비율에 대한
적절성 논의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마련이 요구됨
○ 국내 공공연구선 공동활용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신규 쇄빙연구선을 건조할 경우,
국내 연구자보다 해외연구자에게 활용기회가 더 돌아갈 우려도 존재함
66) “최근 공지된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4차년도 사업공고(2019.9.6.)에도 아라온호의 이동항해경로는 여전히
누락되어 있으며 연구과제 제안시 고려사항 중 연구선 사용일 수 신청 관련 부분에 아라온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아라온호를 활용하려면 개별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아라온호 이동 경로 정보를 확보해야 하고 실제
승선일수 확보가 가능할지 불명확...”(서면인터뷰 결과 중 일부 발췌)
67) 일본의 경우 공공선박 운용체계를 사단법인 형태의 JAMSTEC으로 일원화하고 연구 수요는 개방형 공모방식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연구 컨소시엄 형태의 UNOLS라는 독립적 공동활용체계를
활용하여 연구선의 신청과 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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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연구소 외부의 국내 해양·대양 및 극지 분야 연구자들이 쇄빙연구선에 승선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용선료 등의 연구비 지원 방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쇄빙연구선 운영비용을 모두 국고로 지원받는 극지연구소를
제외하고 국내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연구과제비 규모로는 충분한 승선 연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68)
- 아라온호 승선자 현황을 고려할 때, 현재에도 타국 연구진 평균 탑승률이 20%
이상이며 북극해 공동조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 해외 연구자들에게는 실비 외
선박 무상공여가 국제적 관례이므로 타국 연구인력이 신규 쇄빙연구선을 활용하는
기회가 오히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표 4-9> 2010∼2018 아라온호 승선자 현황
구분

승선자 연인원
극지연

외부기관

승선자 연인원(누계)
국외자

극지연

외부기관

국외자

2010

545

38%

559

39%

341

24%

545

559

341

2011

842

31%

1,360

50%

526

19%

1,386

1,918

867

2012

2,231

46%

1,545

32%

1,045

22%

3,617

3,463

1,912

2013*

3,467

28%

6,208

50%

2,619

21%

7,084

9,671

4,531

2014*

3,546

37%

4,039

43%

1,899

20%

10,630

13,709

6,430

2015

3,387

51%

2,246

34%

1,026

15%

14,017

15,955

7,456

2016

3,314

47%

2,205

31%

1,495

21%

17,331

18,160

8,951

2017

2,887

38%

2,483

32%

2,316

30%

20,218

20,643

11,267

2018

3,891

43%

2,482

27%

2,654

29%

24,109

23,125

13,921

평균

-

40%

-

38%

-

22%

39%

38%

23%

* 2013년과 2014년도 외부기관 승선인원에는 장보고과학기지 건설사업을 위한 현장인부가 포함됨
출처: 동 사업 1차 추가제출자료

68) “극지 해양연구가 극지연구소를 통한 최소한의 연구비를 제공하는 위탁연구과제의 성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연구과제가 개발되어야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연구비가 확보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현재 연구선
활용 공모과제의 총 연구비는 연구 직접비 10~20억 수준으로 국내 해양연구관련 연구원의 연구선(이사부호,
아라온호, 온누리호, 이어도호) 활용 총 연구비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됨”(서면인터뷰 결과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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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 동 사업은 100% 국고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준대형급 쇄빙연구선은 건조비 외에도
건조 완료 후 매년 상당 규모의 선박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재원 조달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해양수산 분야의 R&D 일몰 및 종료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비는 조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추진을 상당부분
제한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최근 10년(’09∼’18년)간 해양R&D 투자예산은 연평균 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해양수산 R&D 중기재정상 5년간(‘21~’25년) 평균 692.4억 원의 종료
예산이 발생하고 ‘26년 이후에도 연평균 699억 원 수준의 가용 예산이 발생하여
신규 R&D 사업 재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제시함
- 동 사업은 연평균 소요예산은 544.4억 원 수준으로 일몰·종료예산을 활용한 사업
재원 조달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일몰·종료사업을 대신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추진을 상당부분 제한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69)
<표 4-10> 해양수산부 향후 9년간 신규 R&D사업 가용예산 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신규 R&D사업 종료 및
가용예산 추정치(억원)

’21

’22

’23

’24

’25

’26

’27

786

669

669

669

669

669

669

출처: 동 사업 1차 추가제출자료

○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건조 후 선박 운영비 및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활용한 연구
개발비가 최소 25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나 해양수산부의 R&D 중기 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재원의 조달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69) 2차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19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 중인 사업만 4개이며
각 사업의 연평균 소요예산 규모도 300억 이상이므로 이 중 한 개 사업이라도 동 사업과 같이 추진될 경우
연평균 필요한 예산 규모는 800억 원을 상회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일몰·종료 사업을 통해 확보 가능한 예산
규모(669억원)를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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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는 복수 쇄빙연구선 운영 시 2026년 기준으로 392.8억 원의 운영비70)와
460.5억 원의 연구비71)를 합해 연간 853.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여 제시하였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운영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해양수산부의 종료 사업 예산을
활용한다고 제시하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일몰제도 도입으로 인해 최근
급격히 증가한 일몰·종료 사업 예산이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운영되는 장기간 동안
꾸준히 발생한다고 기대하기 어려우며 종료사업을 대신하는 신규 사업의 추진 역시
상당부분 제한되므로 재원조달 계획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 취항 시, 극지분야 총투입 예산은 2026년 기준 1,498억 원으로
해수부 R&D의 21.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의
극지 분야 R&D예산은 최근 5년간 약 900억 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수준이며
2026년 기준 1,498억 원의 구체적인 확보계획 및 근거 제시는 미흡함
- 또한, 정부 R&D 예산 증가율 둔화 추세(‘14년 5.1% → ’18년 1.1%)에 따라 해양수산
R&D 예산 증가율도 하락(‘14년 6.6% → ’18년 3.5%) 중임72)
- 주관부처는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해양수산부 2030 극지연구 중장기 로드맵,
남 북극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정부 투자 계획에 근거한 매년 차기년도의 안정적
예산을 확보한다고 제시하였으나 충분한 예산 확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표 4-11> 해양수산부 분야별 R&D 세부내역과 추이 변화(아라온호 구축 이후)
(단위: 백만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극 지

63,098

62,130

62,960

88,650 116,117

2013

2014

2015

2016

2017

80,548

91,492

97,293 100,927

2018
94,491

해 양

192,532 263,993 286,529 315,643 264,259 284,120 311,335 274,430 283,294 289,735

수 산

110,149 100,249 110,604 107,460 116,847 125,939 137,210 144,471 149,539 160,997

항만물류

7,700

7,500

11,000

9,960

8,590

10,750

12,750

10,593

7,336

8,499

해사안전

5,100

6,200

9,650

10,203

13,475

30,241

38,571

51,607

60,539

70,607

0

0

1,016

1,016

1,016

935

919

870

844

844

정 책

출처: 동 사업 2차 추가제출자료

70) 2018년 기준으로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운영비는 연간 184.2억 원, 아라온호의 운영비는 연간 15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연평균 물가상승률 1.7% 적용할 경우 차세대 쇄빙연구선 취항 시점인 2026년 기준 복수
쇄빙연구선 운영비는 392.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제시함
71) 주관부처는 2018년 기준으로 복수 쇄빙연구선 활용 시 연구비는 추가되는 연구항해 일수에 따라 402.4억 원으로
추정(연구항해 일수 1.588배 증가로 신규 연구비 246.9억 원(155.5억원×1.588) 추가 필요)하여 제시하였으며 아라온호
대비 연구원 규모 증가(12명, 30%)를 추가로 고려할 경우 필요한 연구비는 476.5억 원(아라온호 155.5, 차세대
쇄빙연구선: 321억 원) 규모로 증가함
72)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해양수산부,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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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도적 위험요인
가. 관련법령
□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2017년부터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해역
항행규정(Polar Code)73), IMO 2020규제 등의 환경규제를 준수해 안전성을 높이고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하도록 제시되어 있어 법·제도적 위험요인 존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사업추진(건조) 과정에서 입찰, 설계, 건조와 관련한 국가계약법 등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한다면 큰 위험요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나. 국제무역기구 보조금협정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은 WTO 보조금협정과 관련하여 ‘선박건조지원’ 사항이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시될 수도 있는 사항이나 동 사업은 상품무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연구선 건조사업이므로 WTO 보조금 협정 등 보조금
관련 사항에 관한 위험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서 쇄빙연구선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직접적인 수입
대체나 무역과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분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11월 일본은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건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 등이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는 주장74)을
하였으나, 동 사업은 순수 연구목적의 연구선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분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73) Polar Code는 강제사항인 Part I-A(안전조치), Part II-A(오염방지조치)와 각 Part 별 권고사항으로 구성되는데,
Part I의 경우 극지운항 매뉴얼, 구조안전성, 충격에 의한 안정성, 수밀, 기관, 화재안전, 인명구조 및 설비,
항해 안전, 통신, 운항관리, 긴급조치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으며, Part II는 기름오염, 유해액체오염, 하수,
폐기물 등에 관한 오염을 완화시키기 위한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74) 산업통장자원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cienews/221393317545), 日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은 WTO
협정 위반” 주장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03

제 5 장

제 1 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용 추정

1. 사업계획서의 소요예산
가. 총 사업비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는 5년 동안 2,721.7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제시함
○ 총 건조사업비는 사전 건조설계비, 건조비, 부대비용, 부가가치세 및 예비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소요비용을 도출하여 합산함
<표 5-1>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총 사업비
(단위: 백만 원)

구분

1) 사전 건조설계비

산출 금액

비고

개념 및 기본설계비

2,000

건조 로드맵 작성비

500

선행 기반기술 개발비

2,500

소 계

5,000

공사비

171,546

2) 건조비

제경비

14,212

일반관리비

9,288

이윤

9,097

소 계

204,143

감리비

2,654

감독비

3,654

제세금

6,941

시험운항비

3,000

소 계

16,249

3) 부대비용

4) 부가가치세

22,039

5) 예비비

24,743

합계

272,174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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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건조비는 개념 및 기본설계, 건조 로드맵 작성 및 선행 기반기술 개발 등 세부
비목별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총 50억 원으로 산출됨
○ 개념 및 기본설계 비용은 기존 예타신청 시 KISTEP의 검토의견으로 6억 원만 반영
되었으나 이는 선형개발, 모형시험, 빙수조시험 등 필수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규모이므로 동 사업에서 주관부처는 최소 비용으로 20억 원을 추정하여 제시함
○ 건조 로드맵 작성 비용은 기존 예타에서 소요 비용을 5억 원으로 추정하였고 이를
동일하게 반영함
○ 선행 기반기술 개발 비용은 선박의 기자재 내한설계 및 빙해역 실선 성능평가
기술력이 아직 미흡하고 기 확보된 분야에 대한 기술 고도화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 4가지 과제를 도출하여 약 25억 원을 산정함
□ 건조비(건조원가)는 공사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해 2,041억 원을 산출하여
제시함
○ 공사비는 전문 설계업체인 KOMAC의 용역 수행결과를 기준으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의견 일부를 반영하여 재료비 1,206억 원, 노무비 510억 원을 추정하여 제시함
- 재료비는 아라온호 대비 재료 수량, 공간(면적 또는 부피)규모, 성능비 및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산출함
- 노무비는 직종별 기본급과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구분하여 아라온호 노임
공수 대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7%를 반영함
○ 제경비는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75) 및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76) 의거하여 직접경비와 간접경비의 합인 142억 원으로 산출함
- 직접경비는 재료비의 1.828%, 간접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합의 7%로 산출함
○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 합의 5%인 93억 원을 산출하여 제시함
○ 이윤은 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합의 15%인 91억 원을 산출하여 제시함

7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0호, 2018.6.7 시행
76) 조달청 2018.3.27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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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주관부처가 제시한 건조비(건조원가)
(단위: 백만 원)

산출액
(KOMAC 조정)

구분
1) 공사비

재
료
비

노
무
비

2) 제경비

171,546

선체분야

9,334

선체의장분야

6,240

선실의장분야

10,834

기관의장분야

45,004

전기의장분야

7,269

연구장비비

38,359

도입제비용

3,511

소 계

120,551

선체분야

20,877

선체의장분야

3,147

선실의장분야

2,475

기관의장분야

4,905

전기의장분야

5,274

연구장비 노무비

비고

아라온호 대비 재료 수량, 공간(면적
또는 부피)규모, 성능비, 물가 상승분,
견적가 등 보정

재료비의 3%

아라온호 대비한 재료 수량,
공간(면적 또는 부피)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무공수 추정

468

간접노무비

2,600

직접노무비의 7%

상세생산설계비

11,250

소 계

50,995

직접경비

2,204

재료비의 1.828%

간접경비

12,008

재료비와 노무비 합의 7%

소 계

14,212

3) 일반관리비

9,288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 합의 5%

4) 이윤

9,097

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합의 15%

총 건조원가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2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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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비용은 감리비, 감독비, 제세금 및 시험운항비를 포함 158억 원을 산출하여 제시함
○ 감리비는 총 건조원가 추정액인 2,041억 원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요율
(공사비의 1.3%)을 적용한 27억 원을 산출함
○ 감독비는 총 건조원가 추정액인 2,041억 원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요율
(공사비의 1.79%)을 적용한 37억 원을 산출함
○ 제세금은 취득, 등록, 지방, 농특세를 합하여 69억 원을 산출함
- 취득세는 총 건조원가의 3%, 지방세와 농특세는 각각 총 건조원가의 0.2%를 산정하여
제시함
○ 시험운항비는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의 전문가 자문의견을 종합한 30억 원을 반영함
<표 5-3> 주관부처가 제시한 부대비용
(단위: 백만 원)

구분

산출 금액

비고

1) 감리비

2,654

공사비의 1.3%

2) 감독비

3,654

공사비의 1.79%

3) 제세금

6,941

취득세(취득가액의 3%)
+지방교육세(취득가액의 0.2%)
+농특세(취득가액의 0.2%)

4) 시험운항비

3,000

합계

16,249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 부가가치세는 건조비와 부대비용 합계의 10%인 220억 원을 산출하여 제시함
□ 예비비는 사전 건조설계비, 건조비, 부대비용, 부가가치세 합계의 10%인 247억 원을
산출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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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조 후 운영비
□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후 운영비로 연간 18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제시함
○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유류비, 일반운영비, 선박유지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소요
비용을 도출하여 합산함
□ 인건비는 결빙지역의 항해와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승무원, 지원인력은
아라온호와 동일하게 42명으로 가정하고 총 30억 원을 산출하여 제시함
○ 아라온호 대비 추가되는 승선인원은 1등항해사(1), 전자사(1), 조기수(1), 갑판수(1),
조리원(1) 등 총 5명이며 복수쇄빙선 운영에 따라 추가 예비원은 7명만 계상함
<표 5-4> 주관부처가 제시한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승무원 및 지원인력 구성과 임금
구분

선원

직급 및 업무

인원수

연봉(천원)*

연봉합계(천원)

선장/기관장

2

115,133

230,266

1항사/1기사/전기장/전자장

5

100,684

503,420

2항사/2기사

2

69,362

138,724

3항사/3기사/전기사/전자사

4

61,238

244,952

갑판장/조기장/조리장

3

68,331

204,993

조타수/조기수/갑판수/조리수
(3 / 3 / 5 / 1)

12

60,989

731,868

갑판원/조리원 (2 / 4)

6

55,608

333,648

합계 (①)

34

예비원 (②)

2,387,871

7

75,868

531,076

운항, 공무

1

72,000

72,000

합계 (③)

1

72,000

총 계 (① + ② + ③)

42

2,990,947

지원인력

* ʼ18년 아라온호의 직급별 인건비 적용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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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비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연간 운항 기본일정과 유류 소모량을 고려하여 59억 원을
산출하여 제시함
○ 유류비 산출을 위해 운항일정은 이동항해 69일(이동항해일과 예비일 중 운항일정
변경일), 연구항해 144일(연구+교육+시험 및 예비일 중 연구와 시험 포함, 산정일수
중 4/5 반영), 쇄빙항해 36일(산정된 연구항해일 중 1/5 반영), 정박 116일(기항+
교육정박+입거수리 및 예비일 중 예비일 중 수리+행사 포함)을 가정함
○ 유류 소모량은 KOMAC의 용역결과 반영하여 이동항해(29.5톤/일), 연구항해(16.1톤
/일), 쇄빙항해(45.2톤/일), 정박(10.0톤/일)을 반영함
<표 5-5> 주관부처가 제시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유류비
(단위: 천 원)

세부내역

금액

1. 이동항해: 29.5톤 × 798천원 × 69일

1,624,329

2. 연구항해: 16.1톤 × 798천원 × 144일

1,850,083

3. 쇄빙항해: 46.7톤 × 798천원 × 36일

1,298,506

합계

5,924,746
4. 정

박: 10.0톤 × 798천원 × 116일

5. 윤 활 유:

27,150천원 × (20/14) × 4회

6. 항 공 유:

69,545리터 × 1,021원

925,680
155,143
71,005

* 윤활유는 아라온호 발전용량 대비 증가량(14MW→20MW) 반영
** 항공유는 아라온호 소비량 반영
*** ʼ18년 아라온호 급유의 평균 유류단가($709/톤)와 ʼ19.01.21. 환율(1,125원/$) 적용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 일반운영비는 아라온호와 비교하여 선박보험비 5.9억 원 증가분과 승선 인원수 증가
(5명)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여 58억 원을 산출하여 제시함
□ 선박유지비는 아라온호에 대비한 선박규모, 추진기와 발전기 등의 확대를 고려하여
상가수리비 및 부품구입비 등을 중심으로 약 9.3억 원 증가한 37억 원을 산출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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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주관부처가 제시한 연간 차세대 쇄빙연구선 운영비
(단위: 천 원)

차세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구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인건비

2,990,947

0.0%

2,971,121

18.9%

유류비

5,924,746

79.9%

5,969,031

105.5%

일반 운영비

5,762,571

30.0%

4,917,018

211.9%

선박유지비

3,744,323

153.9%

2,816,671

174.6%

합계

18,422,587

100.0%

16,673,841

100.0%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다. 총 비용
□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2,721.74억 원이며, 2050년까지 건조 후 25년간 운영비를 포함한
총 비용은 8,246억 원, 현가로는 4,406억 원을 추정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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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 사업비 추정
□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주관부처가 구분하여 제시한 총사업비 관련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기존 실적선인 아라온호 사례, 주관부처가 추가로 제시한 사업비
관련 자료 및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정 비용을 추정함
가. 사전 건조비
□ 사전 건조비는 개념 및 기본설계, 건조 로드맵 작성 및 선행 기반기술 개발 등 세부
비목별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주관부처가 제시한 총 50억 원을 인정함
○ 주관부처는 개념 및 기본설계 비용으로 선형개발, 모형시험, 빙수조시험 등 필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최소 비용으로 20억 원을 추정하여 제시하였으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제시된 산업플랜트 부문 기본설계 요율인 1.28%를 총 건조원가
추정액인 2,041.4억 원에 반영할 때 산출된 금액이 약 26억 원임을 고려할 때 적정
규모로 판단됨
○ 건조 로드맵 작성 비용은 주관부처가 5억 원을 제시하였으며 이사부호 사례77)를
고려할 때 적정 규모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함
○ 선행 기반기술 개발 관련 4개 과제의 연평균 예산은 5.8억 원78) 수준으로 이는 17개
유사·중복 검토과제의 연평균 규모인 3.8억 원 보다 높은 수준이나 주관부처가 추가
제출자료를 통해 세부활동별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짧은 과제수행기간을
고려할 때 적정 규모인 것으로 판단됨

77)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건조 로드맵 및 활용계획 연구” 사업이 9.55억 원으로 수행된 바 있음
78) 과제수행기간이 1년 미만인 과제는 해당 과제예산을 1년 예산으로 간주하여 산출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11

나. 공사원가
□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산하여 추정하였으며 총
1,430.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재료비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총톤수 11,500톤을 인정하여 세부분야별로 도출하였고
도입제 비용을 합산하여 751.8억 원을 추정함
- 재료비는 선체/선체의장/선실의장/기관의장/전기의장으로 구분하여 아라온호 대비
재료 수량, 공간(면적 또는 부피)규모, 성능비 및 물가 상승분(GDP 디플레이터)
등을 반영하고 주관부처가 추가로 제시한 사업비 관련 자료, 견적가를 고려하여
금액을 보정해 재산출함
- 도입제 비용은 아라온호의 재료비 대비 도입제비용 비율인 1.1829%를 적용하여
8.8억 원을 반영하였고 연구장비 구축비는 별도 산정함
<표 5-7> 재료비 산출 내역
재료비
항목

선체분야

품목

수량 or
비용
(아라온)

강판

3,749톤

1.58

-

1,012

5,995

형강

368톤

1.58

-

864

502

도장

4.42억원

1.58

1.18

-

824

방식

0.13억원

1.58

1.18

-

24

부자재 8.95억원

1.58

1.18

-

1669

보정-1 보정-2

소계
크레인

보정-1: 강재 소요톤수 비율
(1.58)79)
보정-2: 건설투자 GDP 디플레
이터(1.18)80)
재료단가: 물가자료 ’18년 12월
호 기준

9,014
-

-

-

1,100

Thruster 5.43억원

1.23

1.18

-

788

DP sys. 7.45억원
선체의장
분야
갑판기기 2.22억원

1.23

1.18

-

1,081

1.25

1.18

-

327

의장

1.53

1.18

-

2,185

-

12.1억원

소계
선실의장
분야

비고

단가
소계
(천원) (백만원)

견적가 적용
보정-1
-Thuster: 수면하 측면적비 (1.23)
-갑판기기: 4기→5기 증가 기준(1.25)
-상기장비 외: 총톤수 비율 (1.53)
보정-2: 건설투자 GDP 디플레
이터(1.18)

5,481

의장

41.4억원

1.35

1.18

-

6,595

공조

10.8억원

1.35

1.18

-

1,720

보정-1
-공조: 선실면적비(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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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억원

1.71

1.18

-

97

구명

-

-

-

-

1,001

견적가 적용(1,100.30원/$*)
견적가 적용

소계

기관의장
분야

9,413

주기관

-

-

-

-

6,580

추진

-

-

-

-

30,479 견적가 적용(1,298.63원/￠*)

의장

42.3억원

1.43

1.18

-

7,138

보정-1: 주 추진기관 출력비 (1.43)
보정-2: 건설투자 GDP 디플레
이터(1.18)

-

6,193

보정-1: 총톤수 비 (1.53)
보정-2: 건설투자 GDP 디플레
이터(1.18)

소계
전기의장
분야

-냉동: 냉동고 면적비(1.71)
보정-2: 건설투자 GDP 디플레
이터(1.18)

냉동

의장

44,197
34.3억원

1.53

1.18

소계

6,193

도입제비용

879

합계

75,177

재료비의 1.1829%

* 한국은행 2018년 평균 환율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수정

○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구분하여 400억 원을 추정함
- 직접노무비는 아라온호 대비한 재료 수량, 공간(면적 또는 부피)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무공수를 추정하고 물가자료(2018.12)의 시중노임단가(제조 및 공사부분)를 적용하여
기본급과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구분하여 산출된 주관부처 제시금액인
371.4억 원을 인정함
- 간접노무비는 주관부처가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직접노무비의 16%를 제시하였으나
기존 아라온호 사례를 고려할 경우 직접노무비의 7%가 반영되었고 건축·산업환경
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간접노무비는 1,000억 원 이상 공사에
7.7%가 제시되어 직접노무비의 7.7% 기준을 적용한 28.6억 원을 추정함

79) 1.53(총톤수 비율) × 3%(Scantling Margin)
80) 한국은행,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디플레이터(건설투자, 2010년 기준)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고정자본형성(건설투자)(%)

100.0

106.2

108.4

108.5

110.0

110.2

110.6

114.3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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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노무비 산출 내역
노무비 내역
구분

항목

선체분야

선체의장
직접
분야
노무
비

선실의장
분야

직종

노임공수
(아라온)

보정

단가
(원)

마킹원

2836

1.58

113,768

510

절단원

6750

1.58

127,650

1,361

용접원
절곡원

27000
7500

1.58
1.58

131,856
124,675

5,625
1,477

탑재공

7500

1.58

152,533

1,808

비계공
특수차

2610
5220

1.58
1.58

300,726
126,435

1,240
1,043

단순노무

5220

1.58

103,765

856

금속재료품질관리
조립공

5220
16200

1.58
1.58

141,375
152,533

1,166
3,904

연삭 연마

2610

1.58

125,278

도장
소계

6840

1.58 126,764
20,877

조립공

3600

1.53

152,533

840

용접원
마킹원

4320
504

1.53
1.53

131,856
113,768

872
88

비고

보정: 강재 소요톤수
비율 (1.58)

517
1,370

절단원

2070

1.53

127,650

404

연삭 연마
배관원

972
900

1.53
1.53

125,278
161,149

186
222

기계기술

1215

1.53

149,210

277

단순노무
소계

1620

1.53 103,765
3,147

257

용접원

1620

1.35

131,856

288

마킹원
절단원

270
900

1.35
1.35

113,768
127,650

42
155

배관원

1800

1.35

161,149

392

기계기술
가구제조

720
1850

1.35
1.35

149,210
121,124

145
303

덕트공

1350

1.35

212,987

388

단순노무
타일공

2430
450

1.35
1.35

103,765
270,236

340
164

금속재료품질관리

1350

1.35

141,375

258

소계
기관의장
분야

소계
(백만원)

보정: 총톤수 비
(1.53)

보정: 선실면적비
(1.35)

2,475

기계기술

4500

1.53

149,210

1,027

배관원

8280

1.53

161,149

2,042

용접원

4770

1.53

131,856

962

보정: 총톤수 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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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장
분야

전기전자및기계품
질관리

1890

1.53

138,889

402

단순노무

103,765

472

2970

1.53

소계
저압 케이블

4230

4,905
1.53 322,950

고압 케이블

900

1.53

407,131

561

계장공
통신설비

3600
900

1.53
1.53

293,316
316,410

1,616
436

단순노무

3600

1.53

103,765

572

소계

2,090
보정: 총톤수 비
(1.53)

5,274

연구장비

468

별도 산정

간접노무비

2,860

직접노무비의 7.7%

합계

40,003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수정

○ 제경비는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를 구분하여 산출하였고 총 132.2억 원을 추정함
- 직접경비는 주관부처가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상세생산설계비에 해당함을 제시
하였으므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제시된 산업플랜트 부문 기본설계 요율인
3.48%를 재료비 및 노무비에 적용해 40억 원을 추정함
- 간접경비는 주관부처가 재료비 및 노무비의 8.7%를 적용하였으나 기존 아라온호
사례를 고려할 경우 재료비의 7% 수준이 반영되었고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기타경비 1,000억원 이상 공사에 공사비의 8%가 제시되어
8% 기준을 적용해 92.1억 원을 추정함
<표 5-9> 제경비 산출 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제경비

항목

산출액

비고

직접경비

4,008

상세생산설계비(공사비의 3.48%)

간접경비

9,214

(재료비+노무비)의 8%

소계

13,223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수정

○ 일반관리비는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1,000억 원 이상
공사에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 합의 4.5%가 제시되어 이를 적용해 57.8억 원을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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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은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1,000억 원 이상 공사에
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의 15%가 제시되어 이를 적용해 88.5억 원을 추정함

다. 부대비용
□ 부대비용은 감리비, 감독비, 제세금 및 시험운항비를 합산하여 추정하였으며 총 13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감리비는 공사비 추정액인 1,430.3억 원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요율
(1.79%)을 적용한 25.6억 원을 산출함
○ 감독비는 주관부처가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아라온호의 감독비용 소요액 23억 원에
소비자물가지수·설비투자지수 변동율 1.38606을 적용하여 제시한 31.8억 원을 인정함
○ 제세금은 취득세(취득가액의 3%), 지방세(취득가액의 0.2%) 및 농특세(취득가액의
0.2%)를 합하여 48.6억 원을 산출함
○ 시험운항비는 건조기간 마지막 년도에는 종합시험항해와 더불어 결빙해역에서의
쇄빙능력 시험항해가 필요하므로 부처에서 제시한 30억 원을 인정함81)
○ 주관부처가 부대비용에 포함하여 제시한 상세생산설계비는 제경비 항목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계상함
<표 5-10> 부대비용 산출 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산출 금액

비고

감리비

2,560

공사비의 1.79%

감독비

3,181

아라온호 소요금액 × 소비자물가지수·설비투
자지수변동율(1.38606)

제세금

4,863

취득세(취득가액의 3%) + 지방교육세(취득가
액의 0.2%) + 농특세(취득가액의 0.2%)82)

시험운항비

3,000

합계

13,604

출처: 동 사업 사업계획서 수정

81) 이사부호의 경우 종합시험항해를 위해 11억원을 배정하여 수행하였고 탐해3호의 경우 시험운항비 17억원이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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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가가치세 및 예비비
□ 부가가치세는 공사원가 및 부대비용의 10%인 156.6억원을 산출하여 반영함
□ 예비비는 공사원가, 부대비용 및 부가가치세 합계의 10%인 172.2억 원을 산출하여
반영함

마. 연구장비 구축비
□ 연구장비 구축비는 설치될 연구장비의 전문성으로 인해 관련 연구자를 통한 선정, 도입,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선주 공급품으로 구분하여 별도 산정함
□ 연구장비 구축비는 주관부처가 제시한 50건의 연구장비 사양 및 수량의 적합성에 대해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및 전문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341.4억 원이 추정됨
○ 원격조정 무인잠수정 및 자율형 무인잠수정 2종을 제외하고 일부 연구장비의 구축
비용을 조정한 340.3억 원이 인정되었고 이에 아라온호의 연구장비 견적가 대비 낙찰율
91.21% 적용 시 310.4억 원이 추정되고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고려할 경우
341.4억 원으로 추정됨

82) 관계법규: 지방세법 제6조 및 제12조 제1항, 지방세법 제150조의1 및 151조의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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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유지비 추정
□ 건조 후 차세대 쇄빙연구선 운영유지비는 선박운영비, 장비 유지보수비로 구분하여
산출하였고 연간 19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가. 선박운영비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후 선박운영비를 인건비, 유류비, 일반운영비, 선박유지비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연간 180.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 인건비는 선원 34명, 예비원 7명, 육상지원인력 1명 등 총 42명을 대상으로 주관
부처에서 제시한 ‘18년 아라온호의 직급별 인건비를 일부 수정하여 29.9억 원을 추정함
- 주관부처가 추가 제출자료를 통해 제시한 아라온호 공동운영을 가정한 육상 지원
인력 축소 방안(운영총괄, 행정지원 등은 겸임)을 인정함
<표 5-11>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승무원 및 지원인력 구성과 임금
구분

선원

직급 및 업무

인원수

연봉(천원)*

연봉합계(천원)

선장/기관장

2

115,133

230,266

1항사/1기사/전기장/전자장(2/1/1/1)

5

100,684

503,420

2항사/2기사

2

69,362

138,724

3항사/3기사/전기사/전자사

4

61,238

244,952

갑판장/조기장/조리장

3

68,331

204,993

조타수/조기수/갑판수/조리수
(3/3/5/1)

12

60,989

731,868

갑판원/조리원 (2/4)

6

55,608

333,648

합계 (①)

34

예비원 (②)
육상 지원
인력

2,387,871

7

75,868

531,076

운항, 공무(선임급)

1

71,902**

71,902

합계 (③)

1

71,902

42

2,990,849

총 계 (①+②+③)

* ʼ18년 아라온호의 직급별 인건비 적용
** 아라온호 운영기관의 내부인건비 계산기준에 따른 금액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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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비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연간 운항 기본일정을 기반으로 이동항해, 연구항해,
쇄빙항해, 정박 일수를 구분하여 소모 유류비를 산출하고 기타 유류비(윤활유)를
포함해 57.1억 원으로 추정함
- 주관부처가 유류비에 포함했던 헬기유는 헬기 구축 비용이 동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비용은 제외함
<표 5-12> 차세대 쇄빙연구선 유류비 산출
(단위: 천 원)

세부내역

금액

1. 이동항해:

29.4톤 × 780천원* × 69일

1,585,171

2. 연구항해:

16.1톤 × 780천원 × 144일

1,804,614

3. 쇄빙항해:

45.1톤 × 780천원 × 36일

1,266,573

4. 정

박: 10.0톤 × 780천원 × 116일

합계

5,712,559

901,059

5. 윤 활 유: 27,150천원 × (20/14)** × 4회

155,143

* Global 20 Ports Average MGO 2018년 평균단가($709/톤)에 ʼ18년 평균 환율(1,100.3원/$) 적용
** 윤활유는 아라온호 발전용량 대비 증가량(14MW→20MW) 반영

○ 일반운영비는 주관부처가 아라온호 대비 증가한 승선 인원수 등을 고려해 추정한
금액에서 건조비 변경에 따른 선박보험료를 수정하여 56.1억 원을 추정함
○ 선박유지비는 주관부처가 아라온호 대비 증가한 선박규모, 추진기 및 발전기 등의
용량 확대 등을 고려해 추정한 금액에서 주관부처가 추가로 제시한 자료와 연구장비비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37.1억 원을 추정함
<표 5-13> 차세대 쇄빙연구선 선박운영비 검토(안)
(단위: 천 원)

구분

원안(A)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B)

차이(B-A)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인건비

2,990,947

16.2%

2,990,849

16.6%

△98

유류비

5,924,746

32.2%

5,712,559

31.7%

△212,187

일반 운영비

5,762,571

31.3%

5,607,309

31.1%

△155,262

선박유지비

3,744,323

20.3%

3,705,729

20.6%

△38,594

합계

18,422,587

100.0%

18,016,445

100.0%

△40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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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비 운영유지비
□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장비 운영유지비는 유지보수비, 운영비로 구성83)되며 일부 구축이
부적절한 장비 및 취득가를 조정하여 산정한 장비검토가를 적용한 결과, 연간 연구
장비 운영유지비는 총 1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장비 운영비는 선박운영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 유지
보수비만 추정하였으며 장비 유지보수비는 장비별 취득가 규모 및 국가연구시설장비
진흥센터(NFEC)에서 발표한 유지보수비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표 5-14> 연구장비별 연간 운영유지비
일련
번호

장비명

세부1-001
세부1-002
세부1-003
세부1-004
세부1-005
세부1-006
세부1-007
세부1-008
세부1-009
세부1-010
세부1-011
세부1-012
세부1-013
세부1-014
세부1-015
세부1-016
세부1-017
세부1-018
세부1-019
세부1-020
세부1-021
세부1-022
세부1-023
세부1-024
세부1-025
세부1-026
세부1-027
세부1-028
세부1-029

정밀수심 측정기
과학어군 탐지기
해상자력계
자동염분측정기
해수수온염분 측정기
다중빔 음향 측심기
다중빔 과학 측심기
천부지층 탐사기
해상 중력계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 시스템
스파커
초음파식 유속계
거치형 초음파식 유속계
해수분석기
기상위성 자료처리 시스템
음향동기화 장치
플랑크톤 채집시스템
대기입자 측정기
현미경
이차 초순수 제조기
수온 염분 관측기
형광계
엑스씨티디
이산화탄소 측정기
대기중 블랙카본 관측기
대기입자 수농도 관측기
고속응답형 CO2/H2O 분석기
대기휘발성 유기화합물 분석기
일산화탄소농도 분석기

장비
검토가
(백만원)
291
972
228
48
293
2,900
1,180
1,000
731
3,000
120
230
112
115
356
122
150
62
52
88
32
51
162
150
53
96
123
526
155

장비
규모

운영유지비
요율(%)

중형
중형
중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중대형
중대형
중형
중대형
중형
중형
중형
중형
중형
중형
중형
중소형
중소형
중소형
중소형
중소형
중형
중형
중소형
중소형
중형
중형
중형

3.54
3.54
3.36
3.8
3.87
3.57
3.57
3.57
3.36
3.57
3.54
3.54
3.73
3.25
3.82
3.54
3.24
3.43
3
3.34
3.8
3.87
3.8
3.48
3.43
3.43
3.48
3.48
3.48

83) 장비 운영유지비 = 유지보수비 + 운영비 = (장비취득가액 × 운영보수요율) + 운영비

연간
운영유지비
(백만원)
10.30
34.41
7.66
1.82
11.34
103.53
42.13
35.70
24.56
107.10
4.25
8.14
4.18
3.74
13.60
4.32
4.86
2.13
1.56
2.94
1.22
1.97
6.16
5.22
1.82
3.29
4.28
18.30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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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1-030
세부1-031
세부1-032
세부1-033
세부1-034
세부1-035
세부1-036
세부1-037
세부1-038
세부1-039
세부1-040
세부1-041
세부1-042
세부1-043
세부1-044
세부1-045
세부1-046
세부1-047
세부1-048

세부1-049

세부1-050
합계

수은농도 분석기
NO농도 분석기
해수면 반사도 측정기
박스형 시추기
다중 시추기
탄성파용 고압공기생성기
선내통신망
원격조정 무인잠수정
자율형 무인잠수정
수중 견인 CTD
파고해빙감시 시스템
오토존데
도플러 구름 레이더
트롤 모니터링 시스템
수산자원 후처리 소프트웨어
소형 선상저울
대형 선상저울
어체측정기
급속냉동기
심해용 윈치
Electro-Optical윈치
Coaxial윈치
소형 심해용 윈치
소형 Coaxial윈치
소형 공 윈치
자력계 윈치
연구
지원용
CTD핸들링 크레인
윈치류
CTD윈치
CTD 유압 파워 공급기
스트리머윈치
엄비리컬윈치
Z프레임
유압 파워 공급기
선미 A형 프레임
트롤전용 윈치
(견적가 대비 낙찰율 91.21% 적용)

215
225
108
36
54
6,908
2,690
100
161
1,279
761
755
50
30
26
124
31

중형
중형
중형
중소형
중소형
중대형
중대형
중형
중대형
중형
중형
중대형
중형
중형
중소형
중소형
중소형
중형
중소형

3.48
3.48
3.5
3.15
3.15
3.77
3.85
3.16
3.37
3.87
3.46
3.47
3.48
3.33
3.87
3.46
3.46
3.43
4.09

7.48
7.83
3.78
1.13
1.70
260.43
103.57
3.87
5.57
44.38
26.48
25.14
1.94
1.04
0.90
4.25
1.27

3,364

중대형

3.33

112.02

685

중형

3.24

22.19

975

중형

3.24

31.59

353
703
1,000
31,040

중형
중형
중대형

3.48
3.24
3.33

12.28
22.78
33.30
1,104

○ 차세대 쇄빙연구선에 구축되는 연구장비의 내용연수는 조달청 「내용연수」고시84)에
근거하여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고려해 평균 10년을 적용하였으며 선박 운영
기간 후 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장비는 사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운영기간 마지막 연도에 잔존가치를 반영함
○ 연구장비 재투자비는 연구장비의 내용연수가 종료되어 동일장비를 추가로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최초 장비 취득가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으로 가정함
84) 조달청, 「내용연수」제2018-14호, 201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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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가. 총사업비 추정
□ 총사업비는 원안인 2,721.74억 원 대비 435.01억 원 감소한 2,286.73억 원으로 추정됨
<표 5-15> 적정 총 사업비
(단위: 백만 원)
구분

원안(A)

개념 및 기본설계비
건조 로드맵 작성비
1) 사전
건조설계비 선행 기반기술 개발비
소 계
재료비
공사비
노무비
직접경비
제경비
2) 공사원가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소 계
감리비
감독비
3) 부대비용
제세금
시험운항비
소 계
4) 부가가치세
5) 예비비
6) 연구장비 구축비
합계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B)

2,000
500
2,500
5,000
82,398
50,995
2,204
12,008
9,288
9,097
165,990
2,654
3,654
6,941
3,000
16,249
22,039
24,743
38,153
272,174

2,000
500
2,500
5,000
75,177
40,003
4,008
9,214
5,778
8,851
143,031
2,560
3,181
4,863
3,000
13,604
15,664
17,230
34,144
228,673

차이(B-A)
△7,221
△10,992
1,804
△2,794
△3,510
△246
△22,959
△94
△473
△2,078
△2,645
△6,375
△7,513
△4,009
△43,501

<표 5-16> 연차별 투자규모
구분
개념 및 기본설계
건조로드맵 작성
선행기술개발
건조비
감리감독비
기타부대비용
예비비
연구장비 구축비
합계

2021
1,333
500
2,000
3,833

2022
667
14,303
574
1,566
1,723
18,833

2023

2024

35,758
1,722
3,916
5,169
46,565

250
42,909
1,722
4,699
5,169
23,482
78,232

(단위: 백만 원)
합계
2,000
500
250
2,500
50,061
143,031
1,722
5,741
13,345
23,527
5,169
17,230
10,661
34,144
81,209
228,67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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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비용 추정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기간(5년, ’21~‘25)과 운영기간(25년, ’26~‘50) 내 총비용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금을 제외한 총사업비 2,050.42억 원과 연간 운영유지비 191.2억 원,
연구장비 재구축비를 합친 명목가치는 7,296.23억 원이며 2018년을 기준년도로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한 현재가치는 3,869.44억 원으로 추정됨85)
<표 5-17> 차세대 쇄빙연구선 총비용 추정
연도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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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7
2048
2049
2050
합계

3,833
17,267
42,649
71,398
69,894
205,042

운영유지비
선박운영비
연구장비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18,016
1,104
450,401
27,610

연구장비
재구축비
31,040
31,040
-15,520
46,560

85) 동 추정치는 운영비 및 연구장비 재구축비의 증가분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임

총비용
(명목)
3,833
17,267
42,649
71,398
69,894
19,121
19,121
19,121
19,121
19,121
19,121
19,121
19,121
19,121
50,161
19,121
19,121
19,121
19,121
19,121
19,121
19,121
19,121
19,121
50,161
19,121
19,121
19,121
19,121
3,601
729,623

(단위: 백만 원)
총비용
(현가)
3,359
14,479
34,224
54,827
51,360
13,446
12,867
12,312
11,782
11,275
10,789
10,325
9,880
9,455
23,735
8,658
8,285
7,928
7,587
7,260
6,948
6,648
6,362
6,088
15,283
5,575
5,335
5,105
4,885
880
386,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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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경제성 분석

1. 주관부처의 경제성 분석
□ 주관부처는 비용효과분석을 사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는 동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경제성 추정 방법의 사용이라고 판단됨
○ 동 사업은 기초연구조사 지원을 위해 공공연구선을 건조하는 인프라/기반구축 목적의
사업으로서 일반적인 비용편익 분석에서 사용하는 활용하는 시장수요를 추정하기 어렵고
대리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진술선호접근법(컨조인트분석,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음
○ 동 사업과 유사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용
효과분석 접근법의 사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비용효과분석의 접근 방법은 크게 고정효과 접근법, 고정비용 접근법으로 구분되는데
주관부처는 고정효과 접근법을 사용하여 효과가 동일하거나 최대한 유사한 비교
대안을 도출하고, 동일(유사)효과 대비 가장 비용효율적인 대안을 도출함
□ 주관부처는 고정효과로서 “1.5m, 11,500톤급 쇄빙연구선을 보유 운영하면서 극지 이슈
해결을 위한 북극연구 중점 수행”을 설정하였으나 이는 건조사양 측면에서 필요성이
불분명한 1.5m, 11,500톤급 쇄빙연구선의 확보를 전제로 하며 1.5m, 11,500톤급 쇄빙
연구선 건조와 동 사업에서 제시한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및 문제/이슈 해결 측면의
기여도가 불분명하므로 쇄빙연구선 보유 자체를 고정효과로서 가정한 것은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에서 제시한 주요 표적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극해역 고위도 지역에 대한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 1.5m쇄빙능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나
해당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북극해역 고위도 지역의 활동 필요성은 불분명하다고
판단됨
○ 정성적 효과로 제시된 “기후변화”, “수산자원”, “기초과학력”, “조선산업” 관련 효과는
동 사업의 기여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고정효과로서 가정한 것은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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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효과로 제시된 “연구항해 일수 확대”, “승선인력 확대”, “운항예비일 확대”
등은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 시 직접적인 달성 가능한 효과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정
효과로 고려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대안 선정을 위한 후보로서 (원안)차세대 쇄빙연구선 신규 건조(1.5m,
11,500t급), (대안1)쇄빙연구선 신규 건조(2m, 13,000t급), (대안2)국외 쇄빙연구선
임차를 제시하고 비용을 추정하여 원안이 가장 비용효율적인 방안임을 제시하였으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가 제시한 (대안1)은 (원안) 대비 성능과 규모가 향상된 쇄빙연구선의 신규
건조로서 (원안) 대비 비용 측면에서 타당성이 미흡한 대안임
○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고정효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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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경제성 분석 방향
□ 편익추정 방법론으로 지난 예비타당성조사와 동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바와 동일하게
고정효과 접근법을 사용하되,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와 연계하여
고정효과를 정의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접근방안을 검토함
○ 주관부처가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를 통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인
“북극 연구항해 일수 추가 확보 필요”를 문제/이슈로 정의하고 해당 문제/이슈의
해결을 고정효과로 정의함
- 동 사업의 표적이슈이며 주관부처가 정성적 고정효과로 제시한 “기후변화”, “수산
자원”, “기초과학력”, “조선산업” 관련 효과는 대안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동 사업의
기여도가 불분명하므로 고정효과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고위도 북극해역을 동절기까지 탐사·조사활동 수행이 필요하다는 연구수요의 타당성
및 시급성이 불분명하므로 주관부처가 기존 아라온호의 한계로서 제시한 운항일정
포화 등에 대응 가능하며 북극 지역의 연구수요를 추가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북극 연구항해 일수 추가 확보 필요”가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극지 연구의 중요성 및 현재 단일 쇄빙연구선(아라온호)으로 남극기지 보급 및
남·북극 연구활동을 동시에 지원하는 물리적 한계를 고려할 때 “북극 연구항해 추가
확보”를 고정효과로 정의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의 비용효율적 대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 “북극 연구항해 일수 추가 확보”를 고정효과로 정의할 경우 사업계획 원안 외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접근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아라온호 내한성능 및 연구장비 개선을 통해 이전 대비 효과적인 북극연구를 지원하고,
남극기지 보급 지원을 통해 기존 아라온호의 항차 설계를 효율화하여 추가적인 북극
연구항해 일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아라온호 내한성능 및 연구장비 개선은 연구진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장비의
최신화 및 신규 장비의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아라온호를 활용한 북극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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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기지 보급 지원은 항공기 및 쇄빙선/내빙선의 임차, 해상 헬기 보급 등의
다양한 보급 수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지원하여 보급선으로서의 아라온 활용은
제한적인 상황에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라온호는 연구선 본연의 연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 보급 수단 확보 시 아라온호의 항차 설계의 효율화 및
추가적인 북극연구항해 일수 확보가 가능함
- 최근 5개년간 아라온호 운항기록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연간 3차례 보급 운항이
이루어졌으며 보급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 및 이동항해가 이루어지므로86) 아라온호의
보급 운항을 대체할 수단이 마련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연구항차의 확보 및 북극
연구항해 일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세종 기지의 경우 아라온호 구축 이전에 선박 임차를 통해 보급이 수행되었고
이미 칠레의 쇄빙선박을 임차하여 보급을 수행 중임
- 장보고 기지의 경우, 현재 쇄빙능력을 보유한 아라온호를 통해 주로 보급이
수행되고 있으나 세종기지 보급에 국외 쇄빙선을 활용한 사례(설룡호(‘08))가 존재
하고 기지 인근에 테라노바 만(灣) 안쪽 바다 위에 만든 해빙 활주로가 존재하며
Boulder Clay(장보고기지에서 약 15km 거리의 동남쪽 위치)에 이탈리아가 비상시
동계기간에도 이용이 가능한 신규 활주로를 건설(2020/21시즌 운영 시작 예정)하고
있어 향후 공동임차 및 타국 항공기를 통한 보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
-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활주로 건설87) 및 항공망 구축 관련 연구 결과88)로서 장보고
기지 인근에 활주로 확보시에 쇄빙연구선의 기지인력 및 물자수송 항공편 대체로
최소 1개월 이상 연구활용 기간이 증가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가 제시됨
- 해수부가 미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인근 기지보유 국가들과 4개국간 보급·운항
협력회의를 정례화 하였고 ’14.11월에 기지보급과 응급환자후송 등을 위한 협력센터를
뉴질랜드에 설립하고 ‘16.2월에 칠레에 남극협력센터를 개소하는 등 극지 인프라
공동 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기지 보급·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86) 연구+보급항행의 1회 왕복 항차 기간에는 보급지에서 기지 이동항해가 약 15일 내외(±2), 기지 보급 소요기간
4일 내외(±1), 연구목적의 기지주변 남극해 이동항해 10일 내외(±5)가 이루어짐
87) 장보고 기지에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에 길이 1.8km 폭 70m의 육상(암반) 활주로 터가 존재하여 활주로
건설이 논의된 바 있으나 유지비용으로 인해 인근에 건설 중인 이탈리아 활주로를 공동 사용할 계획임
88)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활주로 건설 및 항공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해수부 해양개발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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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장보고기지에서 1km 정도 떨어진 케이프 뫼비우스에는 독일의 곤드와나캠프가
존재하고 중국은 장보고 기지에서 20km 떨어진 Inexpressible Island에 ’22년 완공
목표로 제5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등 국제 협력을 통한 기지 보급 수단의 확보 여건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 아라온호의 보급선으로서의 역할은 사전 조율된 기지보급 방안이 변경되고 대체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라온호는 연구선 본연의 임무에 맞추어 중요 극지 해역에서의 이동 및 연구항해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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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성 분석 결과
□ “북극 연구항해 일수 추가 확보”를 고정효과로 정의할 경우 사업계획 원안 외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비용효율적인 접근방안이 존재하여 신규 쇄빙연구선 1식을 확보하는
사업계획 원안의 경제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계획 원안의 적정 총사업비는 기존 실적선인 아라온호 사례, 주관부처가 추가로
제시한 사업비 관련 자료 및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286.73억 원으로 추정됨
○ 아라온호 내한성능 및 연구장비 개선을 통해 이전 대비 효과적인 북극연구를 지원하고,
남극기지 보급 지원을 통해 기존 아라온호의 항차 설계를 효율화하여 추가적인 북극
연구항해 일수 확보 접근방안의 경우 부처 재량지출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내한성능 개선 비용은 주관부처가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제시한 선미목갑판 증기
열선 공사(4.6억 원), 통로 및 장비의장품 전기열선 공사(32.9억 원) 비용을 고려하고
예비비 10%를 반영할 경우 4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연구장비 개선 비용은 동 사업에 포함된 연구장비 구축비의 50% 수준을 반영89)할 경우
155.2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에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장비에서
기존 아라온호에 구축된 연구장비를 제외한 비용이 108.9억 원임을 고려할 때
과대한 규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남극기지 보급 지원 비용은 아라온호 구축 이전 타국 선박을 임차하여 보급한 사례를
바탕으로 추정할 경우 연평균 16.9억 원90)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상기 접근 방안의 예산 규모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300억 원 이상)에 미달하여 부처의 재량 지출 영역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사료됨

89) 주관부처가 (대안2)국외 쇄빙선 임차 비용 산출 시, 임차 쇄빙연구선에 연구장비의 보완 비용으로 연구장비
구축비의 50%를 반영함
90) 아라온호 구축 이전의 남극기지 보급 관련 선박 임차 평균 소요비용(51.2만 달러)을 1회 보급 비용으로 간주
하고 3차례 보급 비용인 16.9억 원을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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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 방법
고정효과 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접근법(비용효과분석)
ㆍ북극 연구항해 일수 추가 확보
ㆍ상기 고정효과 달성 측면에서 쇄빙연구선 1식을 신규로 구축하는 원안
대비 부처 재량지출 범위 내 아라온호의 활용성 제고 및 남극기지
보급 지원 등의 비용효율적인 다양한 접근방안*이 존재하여 원안의
경제성은 미흡하다고 판단됨
* 아라온호 내한성능 강화(41.2억 원) 및 연구장비 보강(155.2억 원),
남극기지 보급 지원(16.9억 원/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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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제 1 절

종합분석 및 결론

사업계획서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결과
□ 이슈 표적화에 대한 논리 전개가 부적절하며 이슈 도출 측면에서 실시한 전문가 인식도
조사 활동의 실효성은 미흡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 기획을 위한 정의된 문제/이슈는 범위가 넓고 상호 연관성이 미흡하므로
동 사업의 추진 범위와 연관성이 높고 동 사업을 추진을 통해 해결가능한 핵심적인
요인들로 압축하여 정의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가 실시한 전문가 인식도 조사결과가 표적 이슈 도출에 반영되지 않아 전문가
인식도 조사 활동의 실효성은 낮다고 판단됨
□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가 표적이슈 해결에 기여하는 정도가 불분명하고 지난 예타결과
연관관계가 미흡하다고 지적된 이슈가 동 사업에 동일하게 제시됨
○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확보 등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건조시 문제해결 정도가
상당부분 과장되거나 불분명함
○ 지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쇄빙연구선 구축과의 인과관계가 미흡하거나 해결가능성이
낮다고 지적된 북극자원 탐사, 지질조사, 기후변화 등의 이슈가 동 사업의 주요 표적
이슈로 재포함되어 사업 기획의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절차는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극지연구소
외부의 연구수요를 고려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해양수산부 연구선공동활용
위원회를 통한 기존 실적선인 아라온호의 활용신청사례가 없고 관계부처 및 국외의
구체적인 연구수요 제시가 미흡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시된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은 의문시됨
○ 쇄빙연구선을 활용하기 위한 극지연구소 외부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서
기존 아라온호의 공동활용 신청사례를 살펴볼 수 있으나 해당 신청사례가 없어
주관부처가 제시한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이 의문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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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의 수요조사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활용가능성 정도를 확인한 수준이며
구체적인 연구수요는 제시되지 못함
○ 주관부처는 1, 2차 수요조사 결과 취합된 60건의 수요를 제시하였으나 수요조사결과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검토가 미흡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수혜자로 극지 연구 산·학·연 관계자 및 극지 관련 정부부처를
제시하였으며 사업의 목표 및 추진범위를 고려할 때 이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북극 해역의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쇄빙능력을 먼저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념연구 수준에서 주요 건조사항 추정치를 적절히 제시함
○ 개념연구 단계의 추정치는 추후 개념·기본설계 시 면밀히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범부처 협의를 수행하고 협의결과를 반영될 수 있는 기구 및 연구장비 검토 관련
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부처가 제시한 공동활용체계는 범부처적 연구선 공동 활용 및 국내 연구자 참여를
촉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준대형급 쇄빙연구선은 건조비 외에도 건조 완료 후 매년 상당 규모의 선박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재원 조달 우려가 존재함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후 운영에 필요한 추가 재원(연간 430억 원)은 해양 수산부의
종료 사업 예산을 활용한다고 제시하였으나 일몰제도 도입으로 인해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사업 예산이 장기간 동안 꾸준히 발생한다고 기대하기 어려움
□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기존 실적선인 아라온호 사례, 주관부처가 추가로 제시한
사업비 관련 자료 및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정 비용을 추정한 결과, 원안인 2,721.74억 원 대비 435.01억 원
감소한 2,286.73억 원으로 추정됨
□ 주관부처는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동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경제성 추정 방법의 사용이라고 판단되나 고정효과의 정의 및 제시된
대안의 타당성은 미흡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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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는 고정효과로서 “1.5m, 11,500톤급 쇄빙연구선을 보유 운영하면서 극지
이슈 해결을 위한 북극연구 중점 수행”을 설정하였으나 이는 건조사양 측면에서
필요성이 불분명한 1.5m, 11,500톤급 쇄빙연구선의 확보를 전제로 하며 1.5m,
11,500톤급 쇄빙연구선 건조와 동 사업에서 제시한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및 문제
/이슈 해결 측면의 기여도가 불분명하므로 쇄빙연구선 보유 자체를 고정효과로서
가정한 것은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대안으로서 쇄빙연구선 신규 건조(2m, 13,000t급), 국외 쇄빙연구선
임차를 제시하고 비용을 추정하여 원안이 가장 비용효율적인 방안임을 제시하였으나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고정효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접근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북극 연구항해 일수 추가 확보”를 고정효과로 정의할 경우 사업계획 원안 외의
아라온호 내한성능 및 연구장비 개선, 남극기지 보급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비용효율적인 접근방안이 존재하여 신규 쇄빙연구선 1식을 확보하는 사업계획 원안의
경제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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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 주관부처가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극지 관련 기회요인들이 존재하고
북극해를 비롯한 극지 과학조사 및 극지 기초연구활동의 강화 필요성은 인정되나
활용수요의 적절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대규모 연구지원 인프라(쇄빙연구선)의 구축
당위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됨
○ 건조 후 장기간 운영되는 쇄빙연구선과 같은 대형 연구지원 인프라의 투자는 극지연구
투자 여건 검토와 함께 해당 인프라의 활용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기반으로
신중히 결정될 필요가 있음
□ 수요조사가 북극 고위도해에 연중 접근을 전제로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주관부처가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수요조사 결과 도출한 2가지 쇄빙능력 대안 중 기예타에서
검토하지 못한 대안을 중심으로 개념연구 용역을 우선 진행하였다고 제시하여 수요
조사의 절차적 타당성을 인정함
○ 2차 수요조사 시기 및 기획연구위원회의 쇄빙연구선 쇄빙능력 결정시기(’19.02.28)와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일반배치도 작성을 위한 개념연구 용역 시기(’18.11∼’19.02,
한국해사기술)의 논리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주관부처는 차세대 쇄빙
연구선의 쇄빙능력은 총 3차례의 기획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고 개념연구의
일반배치도 작성은 수요조사 결과 도출된 쇄빙능력 대안 중 기예타에서 검토하지
못한 대안을 중심으로 우선 진행하였다고 소명하여 이를 인정함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우선순위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기획위원의 연구
수요별 개별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소수의 기획위원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결과라고 판단됨
○ 기획위원회 외의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수요별 시급성, 중요성, 과제수행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타당한 수요만을 사업기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연구항해 일정 50%를 극지연
외부수요에 의무할당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공동활용 촉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관부처의 차세대 쇄빙연구선 공동활용에 대한 의지가 반영
되었다고 판단되나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연구항해는 극지연 내외부 수요의 구분보다는
활용수요의 자체의 중요성 및 시급성, 기대효과 등을 우선시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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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가 추가로 제시한 연구과제 공모·선정 시, 범부처·산학연 협력 및 융·복합
연구에 가중치 부여하는 방안은 범부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범정부적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요 발굴, 과제 선정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
평가 등 전 주기에 걸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연구항해 일정의
일정비율을 극지연 외부수요에 의무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할당 비율에 대한
적절성 논의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마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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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가.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 단계는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시행의 타당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 각각의 타당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에 있어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 분석
결과의 통합, 평가의 일관성과 사업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하는 점, 평가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통합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존재함
- 다수의 속성(multi-attributes)들을 고려하고 다수의 목적(multi-objectives)들을 포함하는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 대표적인 기법으로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91)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
나. AHP 기법의 개요
□ AHP는 의사결정 목표 및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기법임
○ 문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주요 요소와 세부 요소들로 나누어 계층화하고,
계층별 요소들에 대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함
○ 인간의 사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분해하고 구조화하고, 평가요소 간의 상대적
중요도와 대안들의 선호도를 비율척도로 측정하여 정량적 형태로 결과를 도출함
- 척도 선정, 가중치 산정절차, 민감도 분석 등에 사용되는 각종 기법이 실증분석과
엄밀한 수리적 검증과정을 거쳐 채택된 방법들을 활용함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용되는 AHP의 절차는 평가대상사업의 개념화, 평가기준과
계층구조의 설정,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 대안 간 선호도 측정, 종합점수 산정, 환류
과정 등으로 이루어짐

9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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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8)

2. 종합평가 결과
가. 조사 대상 집단
□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관점에서 동 사업에 대한 종합 타당성의 결론을 내리고자
동 예비타당성조사에 참여한 12인의 평가자를 대상으로 AHP 설문을 실시함
○ 12인은 동 사업 분석에 직접 참여하였던 자문위원 7인 및 검토위원 1인, 예비타당성
조사 주관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진 및 관계자 4인으로 구성됨
○ 전체 평가자의 개별 응답을 검토한 결과 모두 일관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92)되었으며,
평가자의 개인별 선호를 가능한 배제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자
12인 중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시한 각 1인의 결과를 제외하여 총 10인의 응답을
종합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함

9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서는 비일관성 비율의 최대 허용치를 0.15로 설정하고
있으며, 비일관성 비율이 0.15를 초과하는 응답자에 대하서는 환류(feedback)과정을 통하여 응답 일관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동 사업의 비일관성 비율은 모두 0.15이하인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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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HP 구조 및 평가항목
□ 의사결정을 위한 AHP 계층구조는 크게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으로
세 개의 대항목으로 분류되며, 그 하위에 2계층, 3계층 평가항목으로 구성됨
○ 동 사업의 의사결정 계층구조는 [그림 6-2]와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은 <표 6-1>과 같음

[그림 6-2]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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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항목
(2계층)
(1계층)

과학
기술적
타당성
분석

문제
/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
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평가항목
(3계층)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식별과정이 합리적이고,
도출된 문제/이슈가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시급하고 필요성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

ㆍ목표 설정의 적절성

설정된 목표가 식별된 문제/이슈의
해결과 연관성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

ㆍ세부활동 구성 및
세부활동이 사업목표와 연계성이 높고,
내용의 구체성과 연계성
추진체계 및 전략을 통해 세부활동의
ㆍ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을
유기적 관계를 구체화 할수록 사업
통한 세부활동 간의
시행 점수가 높음
연계성을 구체화 정도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경제성

ㆍ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중장기계획과의
부합 정도

정부 계획과의 부합성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ㆍ사업 거버넌스
사업 추진
사업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적절하고
ㆍ주관부처 및 참여
체제 및
사업 추진의지와 선호도가 높을수록
주체의 사업 추진의지와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추진의지
관련 주체의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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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요인
차원에서 통상 분쟁의
가능성 및 대응 방안

법·제도적 위험 정도가 낮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될 경우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시행과 미시행의 중립이 최대 평점)

재원조달
가능성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비고

ㆍ문제/이슈의 식별
과정·결과의 적절성

상위계획과
의 부합성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평가내용

-

ㆍ사업비 및 비용 추정
ㆍ편익 추정
ㆍ비용편익 분석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이 높고
비용편익(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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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HP 항목별 가중치 산정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AHP 평가항목별로 가중치를 설정하는데, 가중치는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를 나타내는 쌍대비교를 수행하여 설정함
○ 최상위 계층인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는 평가자가 직접
비중을 부여하며, 하위 항목의 가중치는 쌍대비교를 통해 설정됨
- 쌍대비교 질의시의 척도(Scale)로는 Saaty가 제안한 9점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실제
분석 시에는 Expert Choice사가 개발한 ‘Expert Choice 11.5’ 소프트웨어를 사용함
□ 평가항목의 1계층인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의 가중치는 각각 0.512,
0.321, 0.167로 계산되어 평가자들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을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어서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의 가중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중치의
총 합은 1로 나타나 타당성을 확보함
○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의 2계층인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의 가중치는 각각 0.251, 0.150, 0.111로 나타남
-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항목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평가자들은 국가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 사업의 추진 당위성, 문제/이슈 식별과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사업 목표 및 세부활동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업목표의 적절성’이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항목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가능함
○ 정책적 타당성 항목의 2계층인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항목은 각각 0.202, 0.119로 조사되어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의 중요성이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평가항목의 3계층인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항목은
각각 0.089, 0.113로 나타나 평가자들이 상위계획과의 부합성보다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재원조달 가능성’, ‘법·제도적 위험요인’은 각각 0.097, 0.021으로 나타나 평가자들이
비교적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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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평가항목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세부
종합

평가자
종합
1

2

3

4

5

6

7

8

9

10

0.251 0.369 0.240 0.333 0.329 0.056 0.167 0.227 0.318 0.389 0.052

과학
기술적 사업목표의 적절성 0.150 0.046 0.080 0.111 0.098 0.222 0.167 0.227 0.129 0.056 0.318 0.512
타당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0.111 0.185 0.080 0.056 0.073 0.222 0.167 0.045 0.052 0.056 0.129
적절성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0.202 0.250 0.250 0.200 0.050 0.333 0.300 0.044 0.075 0.250 0.240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0.089 0.063 0.063 0.100 0.038 0.042 0.075 0.022 0.056 0.125 0.160

정책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제 및
0.113 0.188 0.188 0.100 0.013 0.292 0.225 0.022 0.019 0.125 0.080
추진의지

0.321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0.119 0.050 0.050 0.100 0.150 0.067 0.100 0.356 0.225 0.050 0.060
재원조달 가능성

0.097 0.044 0.038 0.083 0.129 0.056 0.075 0.311 0.169 0.044 0.450

법 제도적 위험요인 0.021 0.006 0.013 0.017 0.021 0.011 0.025 0.044 0.056 0.006 0.015
경제적
타당성

경제성

0.167 0.100 0.300 2.000 0.300 0.100 0.100 0.100 0.200 0.200 0.200 0.167

* Expert Choice 11.5 기준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분석 결과임

라. 사업계획에 대한 AHP 평가 결과
□ 동 사업 계획에 대한 시행․미시행 점수를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AHP 종합평점은 ‘사업 시행’이 0.292, ‘사업 미시행’이 0.708으로 도출되어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표 6-3>은 10명의 평가자별로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동 사업의
시행 또는 미시행 점수를 요약한 것으로, 종합결론에서 평가자 10명 중 10명 모두
‘미시행’으로 평가함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동 사업은 시행의견 보다는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항목에서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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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적 타당성은 사업 시행에 대한 종합평점이 0.262로 나타났으며, 개별 평가자
10명 중 10명이 모두 미시행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음
○ 정책적 타당성의 경우 사업의 시행에 대한 종합평점이 0.374로 나타났으며, 개별
평가자 10명 중 1명이 시행, 9명이 미시행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음
- 이는 과학기술적 타당성과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한 평가자가
많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경제적 타당성의 경우 사업의 시행에 대한 종합평점이 0.201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자
10명 중 9명이 미시행, 1명이 중립으로 결론을 도출하여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동 사업의 고정효과접근법을 이용한 비용효과분석 결과 신규 쇄빙연구선 1식을
확보하는 사업계획 원안의 경제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부처 재량지출 범위 내
아라온호의 활용성 제고 및 남극기지 보급 지원 등의 비용효율적인 다양한 접근
방안이 존재하여 원안의 경제성은 미흡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6-3>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평가자

종합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1

0.205

0.795

0.136

0.864

0.175

0.825

0.500

0.500

2

0.265

0.735

0.279

0.721

0.326

0.674

0.167

0.833

3

0.154

0.846

0.125

0.875

0.214

0.786

0.125

0.875

4

0.235

0.765

0.242

0.758

0.346

0.654

0.143

0.857

5

0.327

0.673

0.410

0.590

0.240

0.760

0.125

0.875

6

0.210

0.790

0.250

0.750

0.174

0.826

0.125

0.875

7

0.247

0.753

0.241

0.759

0.266

0.734

0.200

0.800

8

0.405

0.595

0.432

0.568

0.409

0.591

0.333

0.667

9

0.244

0.756

0.233

0.767

0.258

0.742

0.250

0.750

10

0.344

0.656

0.219

0.781

0.589

0.411

0.200

0.800

종합평점

0.292

0.708

0.262

0.738

0.374

0.626

0.201

0.799

평가자 수

0

10

0

10

1

9

0

9

* Expert Choice 11.5 기준 AHP 분석 결과임
** 평점이 0.5로 동일한 경우에는 중립으로 보아 시행과 미시행 평가자수의 합이 총 평가자 수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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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이슈 표적화에 대한 논리 전개가 부적절하며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가 표적이슈 해결에
기여하는 정도가 불분명하고 지난 예타결과 연관관계가 미흡하다고 지적된 이슈가
동 사업에 동일하게 제시됨
○ 해양수산부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를 통한 아라온호의 활용신청사례가 없고 관계부처
및 국외의 구체적인 연구수요 제시가 미흡함
○ 범부처 협의를 수행하고 협의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 및 연구장비 검토 관련
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가 제시한 공동활용체계는 범부처적 연구선 공동
활용 및 국내 연구자 참여를 촉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준대형급 쇄빙연구선은 건조비 외에도 건조 완료 후 매년 상당 규모의 선박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재원 조달 우려가 존재함
○ 경제성 분석 결과, “북극 연구항해 일수 추가 확보”를 고정효과로 정의할 경우 사업
계획 원안 외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비용효율적인 접근방안이 고려될 수 있어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표 6-4>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구분

사업계획서

사업비
(정부)

2,722억 원
(2,722억 원)

사업 기간

2021년 ~ 2025년 (6년)

E/C 분석

ㆍ(고정효과) 북극 연구항해 일수 추가 확보
ㆍ(비용효율) 부처 재량지출 범위 내 아라온호의 활용성 제고 및 남극기지 보급
지원 등 원안 대비 비용효율적인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접근방안이 존재

AHP 시행점수

0.292

비고

ㆍ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가 표적이슈 해결에 기여하는 정도가 불분명함
ㆍ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이 미흡하여 관계부처 및 극지연 내외부의 차세대 쇄빙
연구선 활용수요가 불분명함
ㆍ차세대 쇄빙연구선의 범부처 공동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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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 현재 아라온호 규모 이상의 쇄빙연구선 건조는 향후 북극이슈가 적절히 표적화되고
범부처적인 북극 연구·활용 수요가 근거자료 기반으로 구체화되면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기후변화 및 한반도 기상이변 예측 대응, 남북극 해양
생물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 극지과학력 제고(과학 외교 역량 강화) 등 부처에서
제시한 기회요인들이 충분히 소명되고 표적화된다면 극지 이슈들의 적절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구선 공동활용위원회를 통한 아라온호의 활용 실적 및 국내 연구자의 해외 쇄빙
연구선 탑승 사례 등의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아라온호의 사용 한계를 제시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규 쇄빙연구선의 활용 수요를 구체화하고 이와
연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전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해 극지에서 기회요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북극해를 비롯한
극지 과학조사 및 극지 기초연구활동의 강화 필요성은 존재하므로 연구수요의 타당성
및 규모가 충분히 검증되면 대규모 연구지원 인프라(쇄빙연구선)의 구축 필요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신규 쇄빙연구선이 대형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중국 13,990톤, 독일 27,000톤,
영국 15,000톤, 호주 25,500톤 등)를 고려할 때 주관부처가 제시된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주요 건조사양은 과한 수준은 아니라 판단되나 엔진모델 등 일부 사양의 적절성은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운용 시나리오를 정교화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북극연구 지원 측면에서 주관부처는 아라온호의 항차설계를 효율화하여 북극 연구
항해 추가 일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개년간 아라온호 운항기록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연간 3차례 보급 운항이
이루어졌으며 보급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 및 이동항해가 이루어지므로 아라온호의
보급 운항을 대체할 수단이 마련되고 아라온호의 성능을 보강할 경우 효율적인 연구
항차의 확보 및 북극연구항해 일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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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는 북극연구 지원 확대를 위해 인프라 측면의 신규 쇄빙연구선 확보 외에
즉각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국제공동연구 등 다양한 극지 연구 R&D 과제의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제 공동연구 수요가 많이 존재하고 해당 연구를 통해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경우
신규 쇄빙연구선의 도입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음
□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 발굴, 과제 선정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평가 등 전 주기에 걸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연구항해
일정의 일정비율을 극지연 외부수요에 의무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할당 비율에
대한 적절성 논의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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