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해양시대, 협력과 공존으로, 번영의 길을 찾아서
Ocean as Uniters, Pursuing Global Cooperation for

the good of the planet

  World
Ocean  Forum 2022

2022 제16회 세계해양포럼

21세기 새로운 해양시대, 우리는 어떻게 새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해양산업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세계해양포럼의 올해 대주제는 ‘초해양시대, 협력과 

공존으로, 번영의 길을 찾아서’이다. 세계해양포럼은 새로운 해양시대, 우리 앞에 다가온 위기를 글로벌 

연대로 풀어낸다. 특히 기조세션에서는 해양산업의 청정에너지 전환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알렉스 

레빈스 태평양환경재단(PE) 대표가 글로벌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발표한다. 또한 해양수도 부산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해양도시’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다. 우선 엑스포 후보지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조승환 장관과 엑스포 유치 도시인 부산광역시의 박형준 시장이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부산 해상도시 설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오셔닉스사의 

이타이 마타몸베 설립자가 부산의 해상도시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개막식과 기조] 초해양시대, 협력과 공존으로, 번영의 길을 찾아서

[Opening Ceremony & Keynote Session]
Ocean as Uniters, Pursuing Global Cooperation for 
the good of the planet
The New Ocean Era in the 21st century — how will we enter the new ocean era? And 
how should we solve the challenges of the maritime industry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is year’s main theme of the World Ocean Forum is “Ocean as Uniters, 
Pursuing Global Cooperation for the good of the planet.” The World Ocean Forum 
intends to solve the crisis we have encountered in the new ocean era through our 
global solidarity. In the Keynote Session, Alex Levinson, who is leading a clean energy 
conversion campaign in the ocean industry as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Pacific 
Environment (PE), will present the importance of glob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In 
addition, we will continue to discuss the following topics that are the most important 
in the Marine Capital, Busan: World EXPO 2030 BUSAN and Ocean City. First, Cho 
Seung-hwan, Minister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competent author-
ity for attracting the World Expo in Busan) and Mayor Park Hyung-joon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one of the bidding cities for the World EXPO 2030) will highlight the 
necessity of hosting the World EXPO 2030 Busan. Lastly, Itai Matamombe, Founder 
of OCEANIX, who is leading the design of a floating city in Busan, will introduce the 
Floating City Project of Busan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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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 Levinson leads Pacific Environment in seeking to engender broad, inclusive prosperity and 
healthy, resilient communities and ecosystems throughout the Pacific Rim. For 25 years, Alex has 
fought for the rights of citizens and activists seeking to protect our water, air, forests, wildlife, and 
community integrity. He has a special interest in engaging communities in transitioning from fossil 
fuel to clean energy economies. 

Having joined Pacific Environment in 2011, Alex made his mark by initiating a rule-of-law project 
connecting top-rank law students and lawyers with local conservation groups throughout East Asia; 
supporting a collaboration with Arctic indigenous leaders seeking to have their voices heard in U.N. 
decision-making; and expanding Pacific Environment’s campaigns to protect ocean resources and 
tackle the fossil fuel drivers of climate change. Under his leadership, Pacific Environment holds 
consultative status at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and has become a leading global 
voice in the movement to decarbonize the global shipping industry and achieve just, inclusive, thriving 
port communities. Pacific Environment runs two ambitious, renowned, high impact global campaigns 
to end ship pollution, Ship it ZeroandPorts for People.

Previously, Alex served for two decades as a senior director at the Sierra Club’s national 
headquarters, primarily as its Legal Director. Alex was the architect in transforming the Sierra Club’s 
Environmental Law Program from a small in-house counsel operation into one of the nation’s largest 
and most effective public interest litigation firms.

Alex earned his bachelor’s degree at Harvard College and his J.D. at Stanford Law School.

알렉스 레빈슨은 환태평양 전역에 걸쳐 폭넓고 포용적인 번영과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단체인 환태평양 환경(Pacific Environment)을 이끌고 있다. 25년 간 우리의 물, 공기, 숲, 야생동물, 지역사회의 보존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과 활동가의 권리를 위해 싸워오고 있다. 화석연료를 뒤로하고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에 지역사회를 
참여시키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11년 태평양 환경에 합류한 알렉스 레빈슨은 동아시아 전역의 지역환경보호단체들과 우수 법학과 학생들과 변호사들을 
연결하는 환경법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유엔의 의사결정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북극 원주민 
지도자들과의 협력을 지원하고,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의 요인인 화석연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태평양 환경의 
캠페인을 확장함으로써 큰 발자취를 남긴 바 있다. 태평양 환경은 이러한 알렉스 레빈슨의 지휘 하에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협의 지위를 부여 받았으며, 세계 해운산업을 탈탄소화의 방향으로 이끌고,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항만 커뮤니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선박의 오염을 종식시키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큰 영향력을 
지닌 야심찬 두 가지 글로벌 캠페인 <Ship it Zero>와 <Ports for People>을 진행하고 있다.

Alex Levinson

알렉스 레빈슨

Executive Director, Pacific Environment 

태평양환경재단(P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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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은 부산광역시 제38, 39대 시장이다. 그는 고려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후 중앙일보에서 기자가 
되었다가 공부를 더 해서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되었다. 그는 교수로 일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민주자유당에 입당 
후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제17대 국회의원, 2009년 청와대 정무수석, 제29대 국회사무총장 등을 
역임을 하며 정치적 역량을 키워왔고 2021년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를 통해 제 38대 부산광역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제 39대 부산광역시장에 재직 중이다.

Park Hyung-joon, Mayor of Busan Metropolitan City, is the 38th and 39th Mayor of Busan. After 
majoring in sociology at Korea University, he became a journalist at the JoongAng Ilbo and then a 
professor of sociology at Dong-A University after studying more. He worked as a professor, engaged 
in civic group activities, joined the Democratic Liberal Party, and made his name known by working 
on a government committee. He has developed political capabilities by serving as the 17th National 
Assembly member,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political affairs in 2009, and the 29th National 
Assembly secretary-general, and was elected as the 38th mayor of Busan through the 2021 by-
election. In addition, he is serving as the 39th mayor of Busan Metropolitan City as he succeeded in 
re-election in the 8th local election in June 2022.

박형준

Mayor of Busan Metropolitan City
Park Hyeong-joon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려대학교에서 법학(학사)를 전공하였고 워싱턴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를 전공하였다. 
1992년에 제 34회 행정고시를 합격함으로써 공무 생활을 시작하였고, 국무총리실,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정책실장,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제 6대 원장 등 해양수산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다. 그는 해운물류, 해사안전, 해양개발 등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의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식견과 
정책에 대한 감각을 겸비한 해양수산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Minister of the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MOF), Cho Seung-hwan majored in law at Korea 
University and law at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In 1992, he began his public service by 
passing the 34th administrative examination, and served as a major marine and fisheries positions, 
including the chief of the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MOF), the head of the Bu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Korea Institute of Marine Service Technology Promotion (KIMST). He is known 
as a marine and fisheries expert with abundant knowledge and a sense of policy based on various 
practical experiences in all fields of marine and fisheries, including shipping logistics, maritime safety, 
and marine development.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Minister,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ho Seung-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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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겸 회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무역학 석•박사를 거쳤다.

김현겸 회장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팬스타엔터프라이즈를 비롯해 (주)팬스타라인닷컴, 일본 현지법인 (주)산스타라인 등 
8개 계열사로 이루어진 팬스타그룹의 설립자 회장이자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이다.

김현겸 회장은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한국해운조합 대의원, 한국무역학회 부회장,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제 8대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를 역임하였고, 현재 9대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한국해양산업협회 공동 이사장, 세계해양포럼 
기획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Chairman Kim Hyun-kyum founded PanStar Group in 1990 and now running eight companies as a 
chairman including a KOSDAQ listed PanStar Enterprise, a RoRo passenger ship operator PanStar Line 
Dot Com, and an overseas affiliated company SanStar Line in Japan, and more. He was a committee 
member of the Busan Port Authority,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 Shipping Association, a vice 
chairman of the Korea Trade Research Association, and a chairman of the Audience Committee of 
KBS(Korea Broadcasting System)

세계해양포럼 기획위원장, 팬스타 그룹 회장
김현겸

Chair of the Planning Committee of World Ocean Forum
President of PanStar Group

Kim Hyun-kyum

마티아스 프랑케는 2022년 6월까지 세계무역기구의 칠레대사로 역임했고, 2020년 3월부터 세계무역기구의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상 의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제네바에서 활동하기 전 칠레 외교부의 다자경제부 국장과 201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고위관리위원회의 의장직을 맡은 바 있다. 2014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주영 칠레대사관 부대사를 지냈고, 바로 직전에는 외무부 양국경제담당부 국장으로 역임했다. 이전에는 
내각차관이자 칠레 무역부 차관의 수석 고문으로 활동한 바 있다. 1989년부터 외무공무원으로서 워싱턴 DC의 칠레대사관 
경제부(1992년~1996년)와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 상설대표부(2000년~2005년, 2006년~2010년)에 파견되어 활동했다. 
이후 칠레 수도로 돌아와 아메리카 무역촉진국(프로 칠레)에서 근무했고, 국제경제부 및 외교부 총국에서 국장으로 역임했다. 
2005년 제네바에서 돌아온 후 양국간·WTO 분쟁에 대한 국가의 무역 이익 방어를 담당하는 분쟁해결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마티아스 칠레 교황청립 가톨릭대학 출신의 변호사로 조지타운대학의 정치외교학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특히 분쟁 
해결, 무역 및 환경, TBT 및 무역 구제 분야의 강연, 세미나, 워크샵에 자주 초대되고 있다. 미국(도박), 한국(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유럽연합(아르헨티나 바이오디젤 반덤핑 조치) 유럽연합(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반덤핑 조치) 
등의 WTO 소송 건의 패널로 활동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10월 WTO에서 한국의 무역 정책 검토 참여자로도 활동했다.

Mathias Franckewas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Chile to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until June 2022. He was also 
the Coordinator of the WTO Structured Discussions on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since March 2020. Prior to his 
appointment in Geneva, he was the Director General for Multilateral Economic Affairs in the Chil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 such capacity APEC SOM Chair during Chile´s APEC 2019 year. Between April 2014 and April 2018 he was the Deputy 
Head of Mission at the Embassy of Chile in the United Kingdom and before that Director for Bilateral Economic Affair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eviously he was Chief of Cabinet and senior advisor to the Chilean Vice Minister of Trade.  As a 
Foreign Service officer since 1989, he has been posted to the Economic Section of the Chilean Embassy in Washington DC (1992 
to 1996) and the Permanent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Geneva (2000 to 2005 and 2006 to 2010 the latter as 
Deputy Chief of Mission).  Back in capital he has worked in the America’s Bureau of the Trade Promotion Bureau — ProChile-, 
and in the office of the Director General both in the General Directora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Affairs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2005 after returning from Geneva he was ask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Dispute Settlement Unit in 
charge of the defense of the country’s trade interest in bilateral and WTO disputes. 

Mr. Francke is a lawyer from the Universidad Cat—lica de Chile and has a graduate degree from the School of Foreign Serviceat 
Georgetown University.  He is frequently invited to give lectures and to participate in seminars and workshops in the areas of 
Trade Policy particularly in dispute settlement, trade and environment, TBT and trade remedies.  He has served as a panelist 
in WTO cases US — Gambling, Kore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eef from Canada, EU — Antidumping measures 
against biodiesel from Argentina andEU — Antidumping measures against biodiesel from Indonesia. In October 2021, he was the 
discussant at Korea´s Trade Policy Review in the WTO.

주한 칠레 대사
마티아스 프랑케

Ambassador of Chile to Korea
Mathias Fran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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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이 마다몸베는 오셔닉스의 공동 창업자다 . 이타이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의 전직 외교관이자 글로벌 전략가이다 . 
그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수석고문이었으며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실 에서 다양한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정부와 기술 
산업계 지도자들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파트너십을 이끌었습니다 . 이타이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첫 번째 글로벌 보건 
고문으로 재직했으며 여성과 어린이 보건을 위 한 400억 달러 규모의 모금 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녀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글로벌 교육 이니셔티브의 연간 160 억 달러의 자금 부족을 해결한 수석 책임자였다.

Itai Madamombe is the Founder of OCEANIX, a bluetech company that designs and builds floating 
cities for people to live sustainably on the ocean. Itai is a former diplomat and global strategist. For 
a decade, she held various key positions in the Executiv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 
Mr. BAN Ki-moon. She was part of the UN team that organized the 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 
mobilizing ac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work’s first oceans conference. As the Head of Innovation and Partnerships, she led efforts to 
forge consensus between leaders in government and the technology industry. Itai first served as 
the global health advisor to Mr. BAN Ki-moon, playing a critical role in raising $40 billion for women 
and children’s health. She was also the chief architect of the Secretary-General's global education 
initiative to meet an annual $16 billion shortfall in funding. She was later appointed as the Head of 
Outreach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tai started her career at the Harvard AIDS Institute 
working as a research assistant to Dr. Max Essex who is renowned for being the first scientist to 
discover the HIV virus as the cause for AIDS. She also worked at the Rockefeller Foundation helping 
developing countries to fight the HIV pandemic. Itai holds a Masters in Public Health from Harvard 
University and a Masters in Clinical Psychology from the University of Zimbabwe, as well as a 
Bachelor of Science Degree in Psychology. She is on the International Advisory Council of the Harvard 
AIDS Inititiative.

Itai Madamombe

이타이 마타몸베

Co-founder, Oceanix

미국 오셔닉스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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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2 PanelistTrack 2 Moderator

이한석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건축공학 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건축공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이한석 교수는1996년 한국해양대학교에 부임하여 해양건축분야를 개척하였으며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도서관장, 산학협력단장, 해양과학기술대학장을 거쳤으며 해양건축 및 수변공간계획 분야의 
책20여권과 논문100여편을 발표하였다. 

Professor Lee, Han Seok majored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at Yonsei University, and obtained 
a master's degre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 doctorat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from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Lee, Han Seok was appointed as a professor of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in 
1996 and pioneered the field of Marine architecture. He served as a member of Technical Advisory 
Committee and Policy Advisor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t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he served as the head of the library, the head of the Industrial-
Academic Cooperation Division, and the president of the Colleg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and published about 20 books and 100 papers on Marine Architecture and Waterfront Planning.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건축 에너지자원공학부 교수
이한석

Professor of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Lee Han-seok

송화철 교수(1962년생)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1994년 독일 슈투트가르트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박사를 받았다.

1998년부터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5년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대학 학장에 
보임됐다.

전공분야는 플로팅 구조물과 초고층 건물의 구조해석이다.

현재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건설사고 조사위원단 위원과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Professor Song, Hwa Cheol(1962) earned his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from Yonsei University, and his doctoral degree in civil engineering from Stuttgart 
University, Germany, 1994

He has been serving as a professor at the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of KMOU since 
1998, and became the dean of the Colleg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at KMOU, 2015. 

His field of specialization is the structural analysis of floating structure and tall building.

He is the president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Regional Association since 2022. He is a 
member of Construction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fo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also is a member of Construction Safety Committee for Korea Authority of Land & 
Infrastructure Safety.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건축공학과 교수/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 회장
송화철

Professor of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Song Hwa-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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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현 대표이사(1958년생)는 서울대학교에서 해양을 전공하였으며, 현대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에서 해양구조물 설계와 항만 및 해양 분야를 담당하였다. 이후2002년부터(주)오션스페이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국가건설기준인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통합코드 제정을 위한 기술분과 집필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한국해양공학회 기술상을 받은 바있다. 최근의 저서로는 마리나와 레저보트의 이해(공저) 등이 있다.

Mr. Chung Hyun graduated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BS in ocean science and engineering. He 
worked in Hyundai Heavy Industries, Hyundai Engineering, POSCO E&C and Daewoo E&C for several 
years as a professional engineer to carry out basic and detail design of fixed and floating offshore 
platforms and port facilities. From the year 2002, he has been a president and CEO of Ocean Space 
Inc. and works mainly in marina, floating structures and marine renewable energy sectors.

He has been active in port and ocean engineering fields for about 40 years and is a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a member of Korean society of ocean engineers and Korea construction 
standards center etc. 

Chung Hyun

정현

Chief Executive Officer of Ocean Space Inc.

오션스페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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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Ocean  Forum 2022

2022 제16회 세계해양포럼

[Shipbuilding·Marine·Transport]
Track 1 | Decarbonization - 
Net Zero Ocean for the Future Generation

Track 1 | 탈탄소 : 해양탄소중립 - 
후손에게 남겨줄 최고 자연유산

[조선·해운·항만]

ICT융복합 디지털 기술혁신과 IMO탈탄소 규제로 변화한 해양의 패러다임. 해양산업의 핵심인 조선·해운·

항만산업도 새로운 세계해양질서에 빠르게 적응하는 중이다. 이제 해양기업들은 잠재적 혁신기술을 

선점하고 국제 표준인증 선도를 위한 생존경쟁에 뛰어들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주도할 

플레이어는 누가 될 것인가. 세계해양포럼은 역대 최초로 조선·해운·항만 세션을 통합해 핵심주제인 ‘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에 대해 논의한다. Track 1에서는 IMO탈탄소 규제로에 따른 업계의 대응과 동향을, 

Track 2에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해운·조선산업의 자동화 시황을 살펴본다. 이어 Wrap-up에서는 두 

세션의 발제를 바탕으로 업계 관계자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선·해운·항만] 

[Shipbuilding·Marine·Transport]
The paradigm of the ocean which changed by digital innovation based on convergenc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e shipbuilding, shipping, and 
port industries, which are the core of the maritime industry, are also rapidly adapting 
to a new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Many maritime companies have now preempt-
ed potential innovative technologies and entered the competition for survival to lead 
the international standard certification. Who will become the leading players in the 
new era?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World Ocean Forum will integrate Shipbuild-
ing, Marine, and Transport Sessions to discuss the key topics of “Digital Transforma-
tion” and “Decarbonization.” In Track 1, we will examine the actions and trends of the 
industry in response to the IMO’s regulations on decarbonization. In Track 2, we will 
look into the automation trends driven by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ies. In the Wrap-up Session, an in-depth discussion will be held 
by industry stakeholders based on the presentations of the previous two 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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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Hwa-cheol

송화철

Professor of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건축공학과 교수/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 회장

Biography

Memo

홍익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이연승 교수는 베를린공대 교통학부 해양시스템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2000)한 후 
세계 최고 조선소인 현대중공업(HHI, 2000-2005)과 대우조선해양(DSME, 2006-2010)에서 최고 성능의 친환경 선박을 
설계하였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2011-2015)을 거쳐 홍익대학교(2016~ )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매진하며 선박 
유체성능설계, 해양신재생에너지 및 해양플랜트시스템 설계 분야에서 다양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2018년 부터 3년간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2017.12-2021.02)의 기관장으로 해양안전기술 
및 해양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홍익대학교 해양시스템연구센터 소장, 
대한조선학회 편집위원, TEAM 국제학회기술위원, 대한민국해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Prof. Lee Yeon-Seung(1968) is a faculty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and the director of ocean systems research center, at Hongik University(2016) of Korea. 

She received her doctoral degree(2000) from the Technical University Berlin and subsequently worked 
for the two largest shipyards of the world, Hyundai Heavy Industries (HHI, 2000-2005) and Daewoo 
Shipbuilding and Marine Engineering (DSME, 2006-2010), during the first decade of the millennium. 
She is a leading figure in Korea’s shipbuilding and offshore wind energy industries. She also served as 
the chairman of the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KOMSA) und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Korea for the last three years(2017.12-2021.02). 

Currently, she is serving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 director of the Ocean System Research Center 
at Hongik University, and the editorial member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the 
international technical committee of the TEAM conference, and a member of the Korea Navy advisory 
board.

Lee Yeon-seung

이연승

Professor of Dept. NAOE, Hongik University
Director of Ocean Systems research Center

홍익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 해양시스템연구센터 소장

Biography

Moderao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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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사기술 회장
신동식

President of KOMAC (Korea Maritime Consultants Co., Ltd.)
Shin Dong-Shik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지난 60여 년간 불굴의 의지와 개척정신으로 우리나라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기술 혁신을 
선도해 왔다.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1955’), 1950년대 중후반 유럽과 미국에서 유학한 뒤 영국과 미국의 
조선소 및 선급협회 등의 국제기구에서 조선전문가로 활약하던 중 대한조선공사의 기술 고문으로 부임하며 한국 조선산업과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 후 많은 직책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을 조선산업국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고 정부는 이 공헌을 
높이 평가해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였다. 구순이 넘은 지금도 현역으로 세계를 누비며 왕성히 활동하는 신 회장의 모습은 우리 
시대의 거인이자 영웅이라는 호칭에 부족함이 없으며 국내외 조선인들의 큰 귀감이 되고 있다.

Dr. Shin, a legend, in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has been the spear head in the development of 
Korea’s maritime and shipbuilding industries. He has dedicated his entire life in steering and perching 
Korea at the forefront in the world of shipbuilding industry and shipbuilding technology. He graduated 
in Naval Architecture and Marine Engineer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rlmers Technical 
University, Sweden and Durham University, UK, in the mid 50s, prior to embarking on a wide ranging 
career spanning both private and public sectors. He laid the basic framework for the growth of 
Korean shipbuilding and marine industries during the period of his government service and was the 
arrow head in making Korea the most advanced shipbuilding nation in the world. In May of 2006, the 
World renowned industry press, Lloyd’s List in UK, praised Mr. Shin’s achievement by appropriately, 
crowning him as “The Father of Shipbuilding” who shows no sign of ever slowing down. In recognition 
of his achievements, he was awarded an honorary doctorate from Busan National University in 2019.

Abstract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for the advancement of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of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Technology (CCUS) technology to respond to the climate 
change crisis have been carried out worldwide in various forms for a long time. As a result, hundreds 
of patents related to this have been registered, some of which are on the threshold of practical use 
and commercialization.

Although CCUS technology is a very important technology to achieve the Clean Energy Transition and 
Zero Carbon Society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still no satisfactory 
Full Scale Carbon Capture Plant to efficiently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in terms of technology, 
safety, economy, and practicality.

In addition, still there are no satisfied proven complete technology for the whole value chain of CCUS, 
such as Carbon Capture, Storage liquefaction, Transportation (land/ocean-CO2 carrier/Pipeline/Tank 
lorry) and final utilization (sequestration, and also it is not yet verified efficient system management 
for system integration, optimization, and orchestration of various independent systems in the whole 
value chain.

At this point in time when the Golden Time of the destruction of mankind and the earth due to global 
warming is nearing, CO2 is captured more quickly and in order to inherit a clean earth without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to our descendants,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there are a 
number of important tasks, such as the need to solve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through 
close cooperation between multinationals, and also discuss how to raise a huge amount of money 
required for this.

At this point, I hope that the presenter introduces the progress of a specific project currently in 
progress with Oxy Group in the US, which will be helpful to the attendees.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성장ㆍ발전가능한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Technology (CCUS)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은 범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로 이와 관련한 수백개의 특허가 
등록되고 그 일부는 실용화, 상용화의 문턱에 와 있다. 

CCUS 기술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Clean Energy Transition과 Zero Carbon Society를 이루기 위한 아주 긴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실용성 면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만족스러운 Full Scale Carbon 
Capture Plant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CCUS의 Value Chain 즉, 탄소배출원에서의 포집, 액화저장, 운송(육상/해상-CO2 전용선/Pipeline/Tank Lorry) 
그리고 저장, 활용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과정에 걸친 기술의 완성도와 이들 독립된System의 통합(Integration), 
최적화(Optimization), 그리고 조율운영(Orchestration)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고도의 System Management 기법도 아직 
검증되어 있지 않는 것이 실정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인류와 지구 멸망의Golden Time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CO2의 포집이 더 많이 더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 우리 후손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이 없는 깨끗한 지구를 상속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다국적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또한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조달 방법도 
논의해야하는 등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시점에서 발제자가 현재 미국의 Oxy Group과 진행하고 있는 특정Project의 진행사항을 소개함으로써 참석자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Biography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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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Biography

As IMO regulations toward decarbonization accelerate along with digital transformation, new 
technology development and sustainable industrial structure are simultaneously required in the 
overall shipbuilding and offshore industry.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KRISO) is devoted to researching and developing various technologies that can achieve a higher level 
of digitalization and transition to decarbonization. The presentation will cover the major achievements 
of KRISO in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including green ships and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In order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paradigm shift caused by regulations on 
digital transformation and decarbonization and increase national competitiveness,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are required not only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but also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To this end, it will be important to establish a close cooperation system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for policy support,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related legal systems, and 
infrastructure for the demonstration and certification of new technologies.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탈탄소화를 향한 IMO 규제가 가속화되면서 조선․해양산업 분야 전반에서는 신기술 개발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더 높은 단계의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는 친환경선박과 자율운항선박 등 혁신 기술개발 관련 KRISO 주요 
성과를 설명한다.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화 규제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유연성과 적응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제도 개선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과 신기술의 실증 및 인증을 위한 인프라 등을 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김부기 소장은 대한민국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2019~)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조선공학 
학사(1982~1986)와 석사학위(1986~1988)를 마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조선해양공학 박사(1994~1999)를 취득하였다. 
미국선급협회(휴스턴 소재)에서 근무한바 있으며(2001~2013), 삼성중공업에서 임원을 역임(2013~2017)하여 학문적 
소양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다. 현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이며 다양한 국내외 산·학·연 협력을 통해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해양플랜트, 해양 신재생에너지, 해양안전 등 선박·해양공학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Dr. Kim Boo-ki is the President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 
(KRISO) (2019~), a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in Korea. After completing his 
bachelor's(1982~1986) and master’s degrees(1986~1988) in naval architectur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obtained a Ph.D.(1994~1999) in naval architecture and marine engineering 
from the University of Michigan, USA. He has worked at the American Bureau of Shipping (ABS) in 
Houston(2001~2013) and has served as the Vice President at Samsung Heavy Industries(2013~2017), 
with extensive academic knowledge and industry experience. Currently, he is acting as an appointed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Carbon Neutrality by 2050,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of Korea (NAEK), and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Center (KMC) und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e has been establishing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dustry-academia-research 
cooperations and leading research activities associated with technological innovation in ship and 
ocean engineering fields such as eco-friendly ships, autonomous ships, offshore plants, offshore 
renewable energy, and maritime safety.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소장
김부기

President of KRISO
Kim Boo-Ki

Speaker



16th World Ocean Forum 2022

62 63



16th World Ocean Forum 2022

64 65



16th World Ocean Forum 2022

66 67



16th World Ocean Forum 2022

68 69



16th World Ocean Forum 2022

70 71

Memo



16th World Ocean Forum 2022

72 73

Song Hwa-cheol

송화철

Professor of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건축공학과 교수/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 회장

Biography

김규봉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항해학 (1986년)을 전공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해운항만물류학 (2022년)을 전공하였다. 
김규봉은 대학교 졸업 후 현대상선㈜에서 해기사 (1등항해사)로 약 7년간 근무하였으며, 이후 본사 근무를 20년 이상 
이어오면서 컨테이너 선박운항 및 항만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2019년부터는 약 3년간 부산신항만에 위치한 HMM PSA 
신항만㈜ 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HMM(주) 본사에서 해사 및 안전보건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Kim Gyou Bong studied navigational science(1986) and port logistics science(2022) at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After earning a bachelor's degree, Kim Gyou Bong worked as a Seaman(Chief 
Officer) at Hyundai Merchant Marine Co., Ltd. (Former HMM) for about 7 years. After that, he mainly 
performed in container vessel/port operation at headquarters including serving as a CEO of container 
terminals in the ports of L.A and Tacoma for more than 20 years. From 2019-2022, he worked as 
the CEO of HMM PSA New-port Terminal Co., Ltd. located in Busan New Port and is now currently in 
charge of Maritime and Health/ Safety Affairs at HMM's headquarters.

Abstract

Kim Gyou-Bong

김규봉

Chief Maritime Officer of HMM Co., Ltd

HMM(주) 해사총괄

Speaker

A shipping company faces two major challenges, Digitalization and De-carbonization. Especially, 
decarbonizing shipping i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the industry has ever faced. Regulations 
against greenhouse gas in shipping are getting strengthened. At the last MEPC 78, the IMO GHG 
short-term measures including CII(Carbon Intensity Indicator) and EEXI(Energy Efficiency Exist ship 
Index) were finalized and will come into effect starting from next year accordingly.

Currently, the IMO is discussing for stronger regulations on mid to long-term measures rather than 
short-term measures. Apart from IMO, EU is preparing its own regional regulation.

To respond to these regulations, shipping companies are considering many strategies including new-
built ship powered by alternative fuels, retrofitting the existing conventional ship to alternative fueled 
ship, using energy saving devices and bio fuels. In my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sharethe strategies 
of shipping companies and also talk about the regulatory uncertainties which are our biggest 
concerns.

해운사는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라는 두 가지 주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해운의 탈탄소화는 해운업계가 현재까지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박의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MEPC 78에서 
탄소집약도지수(Carbon Intensity Indicator. CII)와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EEXI)를 포함한 IMO의 온실가스 단기 감축 조치가 확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IMO는 단기 조치보다는 중·장기 조치의 
규제강화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IMO 외에도 EU는 독자적인 지역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운사들은 기존의 재래선을 대체연료 추진선으로 개량, 에너지 절약장치와 바이오 연료의 사용, 대체연료 추진선의 
신건조 등의 여러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 해운사들의 이러한 전략을 공유하고, 해운업계의 최대 걱정거리인 규제 
불확실성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B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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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graphy

진규호 부산항만공사 경영부사장(1968년생)은 계명대학교에서 일본학(1993년)을 전공하였으며,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물류경영학 석사(2013년)  한국해양대학교 항만운영관리학 박사(2019) 수료하였다.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을 거쳐 부산항만공사에 이르기까지 약 25년간  항만물류 분야에서 근무 중이며, 부산항만공사 
국제전략사업부장, 물류정책실장 및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22.8.30. 부산항만공사 경영부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진규호 경영부사장은 항만관련 공공기관 근무경력을 토대로 기획조정, 경영지원, 물류정책, 마케팅(해외대표부) 등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Vice President of Busan Port Authority JIN Gyoo-ho studied Japanese studies at Keimyung 
University(1993) and acquired Master’s degree of Global logistics and Doctor’s degree of Port 
management at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He has been working in the shipping and port management for about 25 years. And he was 
inaugurated as the vice president of Busan Port Authority on August 30, 2022.

Based on his career in port-related public institutions, he has a lot of experience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port management and marketing.

Abstract

Jin Gyoo-ho

진규호

Vice President for Management, Busan Port Authority(BPA)

부산항만공사(BPA) 경영본부장

Speaker

With the vision of “sustainable coexistence and development of ports in Busan and the local society”, 
Busan Port Authority(BPA) aims to reduce fine dust emissions from cargo handling equipment(CHE) 
by 39% compared to that of 2017 by 2022. 

In addition, BPA is actively leading emission reduction initiatives for sources not directly managed 
by BPA as well, such as ships, and is actively cooperating with relevant organizations including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공존 및 발전’이라는 비전아래, 2022년까지 항만구역 하역장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2017년 대비39% 감축할 예정이다. 

또한, 선박 등 우리공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배출원에 대한 감축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연료전환, 친환경선박 입항유도,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항만 작업현장 미세먼지 제거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고도화할 계획이며 항만근로자와 항만지역 시민에게 쾌적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친환경 항만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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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graphy

김대헌 본부장(1965년생)은 인하대학교 조선공학을(1989년), 석사과정으로 선박공학(1991년)을 전공하였다. 

김대헌 본부장은 한국선급에서 27년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기업의 임원으로 다양한 연구활동과 선박검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군본부 조함단 해군감독관 경험으로 관련사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한국마린엔지니어링 학회에 부회장, 대한조선학회 부회장 및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소조선연구원 사외이사 등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질적 향상을 위한 학회활동을 하고 있다.

Director Kim Dae-heon (1965) majored in shipbuilding engineering at Inha University (1989) and as a 
master's degree in ship engineering (1991).

Director Kim Dae-heon has been working in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for 27 years. He is a 
member of other institutions. He is a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of Shipbuilding and Marine 
Engineering and an outside director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Research Institute.Vice Pr

Abstract

Kim Dae-heon

김대헌

Executive Vice President of R&D Division, Korean Register(KR)

한국선급(KR) 연구본부 전무이사

Speaker According to the IMO, the global shipping industry emits 1.1 billion ton of carbon annually, equivalent 
to 3% of global emissions. Even more noteworthy here is that CO2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shipping have not decreased since 2018. In the EU,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European Green 
Deal, the target of achieving 40% of the 2030 GHG reduction target has been raised to 50-55%. 
And finally, this was confirm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European Climate Act. Whether or not 
decarbonization can be successful is an era of experimenting with ships of different types and sizes 
until the most ideal fuel is determined to find an optimized method. Since then,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alternative fuel technologies for decarbonization, and representative alternative 
fuels include methanol, biofuel, and hydrogen ammonia. Methanol and biofuels, both mature stages 
of alternative fuel technology, are already gaining experience. Ammonia and hydrogen are immature 
today, but they are carbon-free fuels, so we need to prepare for the future.

Decarbonization is a necessity, not an option. The transition to a carbon-free era is another 
opportunity for us, and we must maintain our status as a shipbuilding and shipping powerhouse 
through win-win cooperation. And we must not forget that energy transport accounts for more than 
90% of transport. Without ammonia carriers, hydrogen carriers and carbon dioxide carriers, it is 
difficult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97%, excluding transportation. In order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and enhanc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through research on decarbonized marine fuels such as ammonia, 
methanol, and hydrogen and providing eco-friendly comprehensive technology solutions.

IMO에 따르면 세계 해운산업은 연간 11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전 세계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18년 이후 국제 해운산업으로 발생산 CO2 배출량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EU에서는 유럽 녹색협정의 발표와 함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40%에서 50~55%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마침내 
유럽 기후법의 제정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탈탄소화의 성공 여부는 가장 이상적인 연료를 알아내 최적화된 방법을 찾을 
때까지 여러 종류와 크기의 선박으로 실험을 진행에 달려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후에 탈탄소화를 위한 대체연료 기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대체연료로 메탄올, 바이오 연료, 수소, 암모니아 등이 있다. 대체연료 기술이 성숙 
단계에 이른 메탄올과 바이오 연료는 이미 여러 곳에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암모니아와 수소는 아직 미성숙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탄소가 없는 연료이므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

탈탄소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무탄소 시대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이며 상생협력을 통해 조선·해운 
강국의 위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운송이 운송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암모니아 
운반선, 수소 운반선, 이산화탄소 운반선이 없다면 교통을 제외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97%까지 줄이기 어렵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 등의 탈탄소 해양연료에 대한 연구와 친환경 종합기술 솔루션의 제공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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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graphy

Mr. Hatzigrigoris is a Marine Consultant, He held the position of Managing Director of Maran Tankers 
Management between 1992 and 2014 and in addition he was the Managing Director of Maran Gas 
Maritime between 2003 and 2020. Stavros joined Anangel Shipping Enterprises S.A. in 1981 as a 
Fleet Manager a position which he held until his appointment to Managing Director of Maran Tankers 
Management. Stavros holds a B.Sc. in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from University 
College London as well as an M.Sc. in Marine Engineering from the 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of Athens. He has studied Management of Ship Operations in the University of Strathclyde. He is a 
member of numerous national and international shipping bodies and committees. He is a fellow of 
the Institute of Marine Engineers and has been Vice President of SNAME International between 208 
and 2010. He is the Chairman of the DNV GL Technical Committee in Greece and has been an active 
member of the ABS Technical Committee and the Greek technical committees of DNV, LRS, KR and 
CRS.

스타브로스 하치그리고리스는 해양 컨설턴트로 1992년부터 2014년까지 마란 탱커스(Maran Tankers Management)의 
전무 이사직을 역임했고,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마란가스(Gas Maritime)의 전무이사로 활동했다. 1981년에 아나겔 
해운사(Anangel Shipping Enterprises S.A.)에 선박 관리자로 합류해 마란 탱커스의 전무이사로 임명될 때 까지 활동했다. 
UCL(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조선학 및 해양공학 학사학위를 받았고 아테네 국립공과대학교에서 해양공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스트래스클라이드 대학교에서 선박운항관리학을 공부했다. 현재는 수많은 국내외 해운단체 및 위원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양공학연구소의 석학 회원이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조선학회 국제부문의 부회장을 
역임했다. 뿐만 아니라 노르셰베리타스(DNV GL)의 그리스기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ABS 기술 위원회 및 DNV, LRS, 
KR, CRS의 그리스 기술위원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bstract

Stavros Hatzigrigoris

스타브로스 하찌그리고리스

Marine Consultant, Former Managing Director of Maran Gas Maritime

해양 컨설턴트 / 그리스 마란가스사 —사장

Speaker

The presentation will cover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LNGCs fleet and the demand for LNG 
transportation until 2021. It will show how the LNGCs assets costs have developed over the past 
20 years and what is the current composition of the trading LNGCs fleet split in sizes, propulsion 
technologies and Cargo Containment System designs. The newbuildings order book will be discussed. 
The requirements of IMO for the EEXi and the CII for different types of LNG propulsion will be 
presented and their effect for the various types of LNGCs propulsion will be analysed. An attempt will 
be made to discuss the effect of the Ukraine war on LNG transportation and the needed increase in 
FSRU and FSU carriers will be presented.

The efficiency of new ships with slow speed direct  propulsion in relation to the steam and diesel 
electric propulsion systems and the recent trend for building larger ships will be evaluated. New 
technologies that may be applied (on new ships or to be retrofitted on existing ship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ships and reduce the carbon foot print of the LNGCs fleet will close the 
presentation.

본 발표에서 LNG선의 역사적 발전과 2021년까지의 LNG의 운송수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 인해 지난 20년간 
LNG선의 자산비용의 변화, 추진기술 및 화물격납장치의 설계로 나누어 LNG선의 현 구성을 살펴본다. LNG선의 신조선 
수주잔량(orderbook)에 관한 논의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LNG 추진선의 현존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및 
탄소집약도지수(CII)에 대한 IMO 규제요건을 살펴보고, 이러한 여러 LNG 추진선의 영향분석을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LNG 운송에 미치는 영향과 FSRU 및 FSU 운반선의 증설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증기 및 디젤-전기추진시스템과 비교해 저속직접추진 신조선의 효율성과 최근 대형선의 건조 동향을 평가한다. 선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LNG 추진선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자 신조선이나 기존 선박의 개량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B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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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r

현대중공업 안광헌 사장(1960년생)은 경희대학교에서 기계공학 학사학위(1983년)를, 홍익대학교에서 열유체공학 
석사학위(1985년)를 취득하였다.  또한,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CEO 최고 경영자 MBA 과정, 한국해양대 경영대학원 CEO 
최고 경영자 인문학 과정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운․조선․물류․수산 최고위 과정을 수료하였다. 

안광헌 사장은 세계 조선·해양분야 최고 기업인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에서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특히, 
조선·해운·물류 및 에너지분야의 전문가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 Marine Engineering & Energy Solution”사업을 
총괄하며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최고의 글로벌 리더이다. 또한, 전 세계 선박시장에서 3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한국 최초의 순수 독자개발, "힘센엔진(HiMSEN)" 개발의 주역이기도 하다. 그는 대한조선학회,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정회원, 한국선급(KR) 기술위원, 국제내연기관협회(CIMAC) 한국 지회장 등, 산업계와 학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글로벌 최대 관심사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과 글로벌 ESG 
경영을 주도하는 등, 다양한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AN Kwang-hean(born in 1960), president of Hyundai Heavy Industries, received a bachelor’s degree 
in mechanical engineering from  Kyunghee University(1983) and a master’s degree in thermo-fluid 
engineering  at Hongik University(1985).He completed the CEO MBA course a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in Ulsan University, the CEO Humanities course a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in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and the top level course in shipping, shipbuilding, logistics, and fisheries 
at graduate school of law in Korea University.

AN Kwang-hean is currently serving as president of Hyundai Heavy Industries, the world's best 
shipbuilding and offshore engineering company. In particular, he is the best global leader in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by leading the "Eco-friendly Marine Engineering & Energy Solution" business based 
on his rich experience as an expert in shipbuilding, shipping, logistics and energy fields. He is also a 
leading player in Korea’s first domestically developed engine with purely proprietary technology, the 
"HiMSEN" engine, which has a market share of more than 35% inthe global ship market.

He has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throughout the industry and academia, including a regular 
member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and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gineering", a technical member of "the Korean Register (KR)", and the president of "the Korea 
Federation of Combustion Engines" which is a Korean branch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Combustion Engines (CIMAC)". 

Currently, he is active in various fields, such as developing novel technologies to reduce greenhouse 
gas and leading global ESG management to deal with climate change, the world’s greatest concern.

Ahn Kwang-heon

안광헌

Chief Operating Officer,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HHI)

현대중공업(주)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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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 선박은 분명히 미래 해양 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자율운항 솔루션 전문기업 Avikus를 
설립했으며 첨단 자율 운항 기술로 해양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솔루션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고 있다. 2020년에는 컴퓨터 비전 
기반 상황인식과 AR(증강현실) 기반 항법/접안 보조 시스템(HiNAS&HiBAS)을 최초로 상용화하여 현재까지250여 건의 수주를 
받았다. 또한, 경로를 최적화하고 감지, 인식하고 충돌이나 접지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경로를 
추적 및 변경하는 항법 보조 시스템(HiNAS2.0)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350시간동안 인간의 개입 없이10,000km 
이상의 대양 횡단 항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제어가 가능한 솔루션을 20세트 이상 수주 받았으며 다양한 인증을 받기위한 
프로세스도 진행중이다.

승무원이 탑승한 낮은 수준의 자율운항 시스템을 탑재한 선박이 운행중이다. 높은 단계의 자율운항 선박인 무인 선박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단계별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

Autonomous ships will surely be a big part of the future of the marine industry. Swimming with 
the tide, HHI established Avikus last year which specialized in developing autonomous navigation 
solutions. We are developing and commercializing our solutions with the aim of revolutionizing marine 
mobility with our advanced autonomous navigation technology. In 2020, we commercialized computer 
vision-based situational awareness and AR(augmented reality)-based navigation/berthing assistant 
systems(HiNAS&HiBAS) for the first time, and have received more than 250 orders so far. In addition, 
we developed a navigation assistant system(HiNAS2.0) that optimizes the route, detects, recognizes, 
and even it can avoids the risk of collision or grounding, as well as follows and alters its course 
autonomously. With this technology, we successfully conducted transoceanic voyage over 10,000 km 
without any human intervention. We already have 23 orders and we also conduct process to receiving 
certifications of various class. To sum up, the vessels with low-level autonomous navigation systems 
that crews are on board are actually operating around the sea now. And regulatory development also 
requires a step-by-step approach, as unmanned ships will not suddenly arrive overnight. Therefore, 
cooperation is needed, not competi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eet safety and better 
sea.

임도형 대표는 2021년부터 현대중공업그룹 자율운항 자회사인 아비커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2000년 현대중공업 
동역학연구실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래로 동역학연구실장, 디지털기술연구센터장, 자율운항연구실장, 오하이오주립대 
방문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임도형 대표는 서울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각각 학사, 석사를 마쳤다. 

Lim Dohyeong, CEO of Avikus, a subsidiary of 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has been serving as 
CEO from 2021. He joined Hyundai Heavy Industries as a researcher in the Dynamics Research Lab 
in 2000, and has served as the head of the Dynamics Research Department, the head of the Digital 
Technology Research Center, the head of the Autonomous Navigation Research Department, and a 
visiting scholar at Ohio State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mechanical engineer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e completed his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AIST, respectively.

Lim Do-hyeong

임도형

Chief Executive Officer, Avikus Maritime Autonomous Pioneer

㈜아비커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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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ime transport can be said to be the original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 with anti-collision 
radar (ARPA) from around 1970, satellite communication from 1980, GPS from 1995, and position 
transponders (AIS) from 2000. However, since 2000, developments have been slower, until around 
2015, when interest in digital solutions started to grow rapidly. This could be called "Maritime 4.0" as 
a response to "Industrie 4.0" in land-based industry.

Shipping is facing two important challenges: One is the need for decarbonization, which will have 
large consequences with respect to the cost and the physical handling of new fuel types. The other 
is a need for increased resilience as demonstrated by the significant trade disruption due to the "M/S 
Ever Given" incident in Suez, the COVID-19 epidemic, and the war in Ukraine.

Increased resilience and adaption to carbon-free fuels will require new technical solutions on 
the ships, but this will not be enough. Operational improvements will also be needed, including 
increased automation and general efficiency and safety improvements, in which a maritime digital 
transformation will be critical.

The digital transformation will not be possible without digitizationof the information and 
digitalizationof the processes using the information. Unless standards can be used, this can be very 
expensive for the industry. Also, if digitization and digitalization is based on open an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dopted by enough parties, it can create a digital ecosystemwhere it easier and less 
costly to develop completely new applications that enable the necessary digital transformation.

However, the maritime domain has some characteristics which makes the establishment of the digital 
ecosystem challenging. One problem is that it is very small, with only around 96 000 ships above 
100 GT in international trade. Compared to several billion smartphones, it is obvious that we cannot 
rely on an "organic" convergence to common standards and an ecosystem. The other main issue is 
that ships travel all over the world and require the same standards in all ports they call on. Thus, the 
sector requires explicit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develop the standards and ecosystem that enable 
the major digital transformation the maritime sector needs.

해상운송은1970년경부터 충돌방지레이더(ARPA), 1980년 이후 위성통신, 1995년 이후GPS, 2000년 이후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갖춘 
최초의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2000년 이후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2015년까지만 
해도 개발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육상 기반 산업에 ‘4차 산업혁명’이 있다면 해양에는 ‘4차 해양혁명’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해상 운송은 두 가지 중요한 도전과제를 맞이하고 있다. 하나는 탈탄소화의 필요성으로, 새로운 연료 유형의 비용 및 물리적 관리와 관련하여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에즈 운하 에버 기븐호 좌초 사고, 코로나19 전염병,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무역 차질로 입증된 
회복탄력성 강화의 필요성이다.

무탄소 연료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는 선박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이 필요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해상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자동화, 일반 효율성 및 안전 개선 등 운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은 정보의 디지털화와 정보를 이용한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표준을 이용할 수 없는 한, 업계는 매우 비싼 
비용을 치를 수 있다. 또한 디지털화가 개방적인 국제 표준에 기반을 두고 충분한 당사자들이 채택한다면,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필요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더 쉽고 저렴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해양 분야에는 디지털 생태계의 구축을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하나는 국제 무역에서100GT 이상의 선박이96,000척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다는 것이다. 수십억대의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공통의 표준과 생태계에 대한'자연스러운' 융합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 다른 하나는 선박들이 전 세계를 항해하며 방문하는 모든 항구에서 동일한 표준을 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 분야는 
필요한 주요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과 생태계를 개발하기 위해 분명하게 국제 협력을 해야 한다.

오널프 얀 로세프 수석연구원은1986년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현NTNU)에서 사이버네틱스 및 전자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양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유명 연구원이자 표준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10년 간은 
주로 자율선박 기술과 해양 디지털화를 연구해오고 있다. 노르웨이 해양과학기술연구원(SINTEF Ocean)의 수석연구원이며, 
노르웨이 자율선박포럼(NFAS)의 총괄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ISO TC8(국제표준협회 조선해양기술)및 IEC 
TC80(국제전기기술위원회 해양 ICT)의 회원이며, 국제표준협회(ISO)의 옵서버로 국제해사기구(IMO)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IMO 해설서와IMO 참조 데이터 모델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Mr. Ørnulf Jan Rødseth has an MSc in cybernetics and electronic engineering from the Norwegian 
Institute of Technology (now NTNU) in 1983. He is a well-known researcher and standards developer 
for more than 25 years in the area of maritim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last 
ten years, he has worked mainly with autonomous ship technology and maritime digitalization. He is 
a senior scientist at SINTEF Ocean and is the general manager in Norwegian Forum for Autonomous 
Ships (NFAS). He is a member of ISO TC8 and IEC TC80 and regularly meets at IMO as observer for 
ISO and participates actively in the development of the IMO Compendium and its IMO Reference Data 
Model.

Speaker

Ørnulf Jan Rødseth

오널프 얀 로세프

Senior Scientist, SINTEF Ocean AS

노르웨이 SINTEF (과학기술공업연구원) 해양수석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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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흠 실장은 한국해양대 물류시스템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물류시스템공학 석사 및 박사를 거쳤다.

현재 부산항만공사에 재직 중이며, 스마트 항만관련 국가 연구개발과제와 신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항만R&D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Director Yeon Jeong-hum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Logistics System Engineering at Korea 
Maritime University and went through a master's and doctorate in logistics system engineering at the 
graduate school.

Currently, he is working at the Busan Port Authority and carries a lot of national R&D tasks related to 
smart ports and in charge of developing new technologies.

부산항만공사(BPA) 항만R&D 실장
연정흠

Senior Director of Port Research & Development Department,  Busan Port 
Authority(BPA)

Yeon Jeong-hum

Abstract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선박-항만-육상 물류의 효율 및 안전성 제고

1. 목적 및 중요성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70.4%로 높은 수준이나, 수출입 물류 경쟁력은 세계 2위(전체167개국)에 그치는 상황이며, 전체 교역량의99.5%를 
해상과 항만물류가 담당하고 있어 해당 영역의 경쟁력 강화 필요

세계적인 허브 항만들은 무인 자동화를 넘어 물류주체간 정보공유 및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물류를 실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항만들은 
후발주자로 경쟁하는 상황 

한국판 뉴딜로 시작된5G 기반의 디지털 전환에 맞춰 항만을 중심으로 선박-배후물류 영역까지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경쟁력 제고와 디지털 항만으로의 도약을 추진

2. 추진내용 및 범위

(통합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선박, 터미널, 배후물류 및 지형, 환경을 항만 이해 관계자들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선박 입출항 안전성 제고) 선박 운항 모델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고, 선박의 예상 도착시간 예측 및 선박의 입출항 최적경로 도출 등 

(항만 생산성 제고) 5G RTK-GPS기반 항만장비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활용한 장비Pooling 알고리즘 개발로 항만 생산성을 제고하고, 항만 인프라 
모니터링 및 가시화, 연계분석을 통한 운영 최적화 

ㅇ(배후물류 연계성 제고) 트럭의 현재 위치 및 예상 출·도착 시간 도출하고, 도심 교통정보를 활용한 이송 경로 최적화 추진

Smart & 5G based Busan Port Digital Twin Platform

1.Objectives and Significance
South Korea’s dependency on foreign trade is 70.4 percent. Meanwhile, it is ranked 25th of all 167 countries in trade logistics 
competitiveness. Moreover, 99.5 percent of the entire trade volume is composed of sea trade and ports, it is no doubt that the 
trade logistics competition power should be boosted. 

World’s best hub ports are going not only autonomous, but also sharing and exchanging the key information among each 
logistics player within, and adapt smart logistics based on digital twin. Yet, those in South Korea are yet hardly following suit. 

So, here we introduce the digital twin platform on three parties, with ports at the heart along with at-sea and in-land shipping, 
which came after the government-led so-called “Korean New Deal ”, transforming conventional industries into digital ones 
based on 5G networks. It is specifically designed to improve its logistics competitiveness and escalate its reputation as a digital 
port.

2. Project Activities and Scope
(Integrated Digital Twin Platform Development) It is a platform where all the stakeholders related to ports can understand and 
share all the information on vessels, terminals, hinterland logistics and geography and environment over the port.

(Ship Arrival and Departure Safety Improvement) With the implementation of digital twin on the vessel voyage model, it is 
designed to predict the estimated time of arrival of a vessel and to propose the optimal routes when it is berthing and off the 
port. 

(Enhancing port’s Productivit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Yard Trackter Pooling algorithm, which garners real-time 
information from the port hardwares based on 5G RTK-GPS network, it is available to better the port capability, and optimize 
the operation of ports through the visualization, monitoring, integrated analysis of infrastructures at ports. ㅇ(Connection 
Enhancement of Hinterland Logistics) Trucks towards the port are monitored to provide the realtime position, and with it and 
city traffic information, optimized routes and the estimated times of arrival and departure of them are call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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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Hwa-cheol

송화철

Professor of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건축공학과 교수/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 회장

Biography

김진 박사(1966년생)는 서울대학교에서 조선해양공학 학사(1988), 석사(1990) 학위를 수여하였으며 미국 
Iowa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2002) 학위를 수여 받았다. 박사학위 수여 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5년간 연구원으로 
삼성중공업 중앙연구소에서 2년간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박사학위 수여 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20년 
동안 친환경선박관련 기술과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했다. 현재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괄 연구책임자의 자격으로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장으로 있다.

Dr. Kim, Jin (1966) studied Naval Architec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S 1988, MS 1990) and 
Mechanical Engineering at the University of Iowa (PhD 2002).

He had been employed by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for 5 years and Samsung Heavy Industry 
for 2 years before PhD study.

After the PhD study, he has been employed by KRISO and involved R&D for  Green Ship technology 
and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for 20 years. 

Recently, He is mostly working on government funded national R&D project, “Korea Autonomous 
Surface Ship Project” as a leading position.

Abstract

Kim Jin

김진

Project Head,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KRISO)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자율지능운송연구본부 선임연구원

Speaker

There are increasing interests being generated by the deployment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MASS) around the world. This presentation introduces a Korean national R&D program for an 
Autonomous Surface Ship. The R&D program, named KASS(Korea Autonomous Surface Ship Project) 
consist of 4 core technologies, which contain 13 R&D sub-programs. Three phased validation plan is 
planned by using the platforms equipped with developed digital systems such as simulation-based, 
24m class test ship, and finally 1,800teu container ship. It is mainly focused on MASS sea test bed, 
which will verify and validate all the developed technologies from KASS project.

Through the KASS project, we are considering that how to evaluate the integrated autonomous 
system? KASS project are trying to suggest the appropriate scenarios and procedures to evaluate the 
autonomous system. The present presentation will show the validation plan for an Autonomous ship 
in commercial operation point of view.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KASS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 4개의 핵심 기술 분야를 위해 총 13개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되는 지능형 시스템은 시뮬레이션 
기반, 소형 24m 급 시험선, 그리고 최종 1,800teu 컨테이너선에 탑재되어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KASS 프로젝트를 통하여 
통합된 자율운항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절차와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자율운항선박의 검증 절차와 계획을 소개 시켜 드리고자 한다.

B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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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graphy

이현석 사업개발 부문 총괄(Head of Business Development)은Amazon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부문인 Amazon Web 
Service에서 국내 기업 고객들의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해서 다양한 사례 발굴 및 혁신 전략을 조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마존 고유의 혁신 메커니즘을 고객사에게 전파하는Digital Innovation Program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Amazon 입사 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전략기획팀, Accenture전략컨설팅 부문, SK텔레콤 미래연구실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신사업 발굴, 
경쟁 전략 수립, Go To Market 전략 수립, 변화 관리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리딩한 바 있습니다.

HyunSuk Lee, Head of Business Development, Amazon Web Service, not only advises on strategies for 
digital transformation of Korean enterprise customers, but also leads the digital innovation programs 
consisting of Amazon's unique innovation mechanisms including Working Backwards to customers. 
Prior to joining Amazon, HyunSuk Lee led various projects such as new business development, 
competitive strategies, Go-To-Market strategies as well as change management working as team 
member of Strategy Planning Team at Samsung Electronics, project manager of strategy consulting 
division at Accenture, team leader of Future Research Office at SK Telecom. 

Speaker

Lee Hyun-suk

이현석

Head of Business Development, Amazon Web Services(AWS) Korea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코리아 사업개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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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building·Marine·Transport]

  World
Ocean  Forum 2022

2022 제16회 세계해양포럼

초해양시대, 협력과 공존으로, 번영의 길을 찾아서
Ocean as Uniters, Pursuing Global Cooperation for

the good of the planet

[조선·해운·항만]
Track 3 |  Wra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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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 Jong-hyuk

백종혁

Senior Vice President for Nuclear R&D Strategy & Planning,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한국원자력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Panelist

Dr. Jong-Hyuk  BAEK (1966)studied the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a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AIST) and has been successively working in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He has been active in nuclear fuel and reactor development for 
various nuclear systems and project management field over 30 years. 

He has lots experiences of  the Pressurized Water Reactor(PWR) projects such as the development of 
nuclear fuel localizing project,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KSNP), 
and Advanced PWR Fuel project. He also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Sodium-cooled Fast 
Reactor(SFR) project from 2007 to 2012. He had a lot of  experience on the project manager. He was 
in charge of the project management in the government SFR Agency(SFRA) to develop Prototype 
Gen-IV SFR(PGSFR) from 2013 to 2019. After then, he was a Senior Vice President for the SMR 
development including PWR-type and non PWR-type reactor systems at Innovative Nuclear Reactor 
Systems Directorate in KAERI. He is currently working as a Senior Vice President at Nuclear R&D 
Policy and Planning Directorate in KAERI. 

Dr. BAEK is a Korea’s representative and vice-chairman at the Gen-IV International Forum(GIF) under 
OECD/NEA, which is consisted of 14 nuclear industrialcountries. He is also a member of the Nuclear 
Use and Development Specialized Committee under the Atomic Energy Promotion Committee.

백종혁 본부장(1966년생)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공학과(공학박사)를 졸업한 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30년 넘게 
근무하고 있다.  국내 주력 원전인 경수로원자로(PWR) 핵연료 국산화,  한국형 표준원전(KSNP) 개발 및 신형핵연료(Advanced 
PWR Fuel)에 참여한 경험(’90~’06년) 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4세대 원자로의 하나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에도 
직접 참여하였다(’07~’12년). 그는 정부 사업단인 소듐냉각고속로사업단(SFRA)에서 사업관리부장(’13~’19년)으로 대형사업 
관리 역량을 발휘했으며, 경수형 SMR  및 연구원자로를 포함한 제4세대 원자로(SFR, VHTR, MSR 등) 개발을 총괄하는 
혁신원자력시스템연구소장(’19~’20년)을 거쳐 현재는 원자력연구개발 정책·전략 개발을 책임지는 미래전략본부장(’20년~) 을 
맡고 있다.

백종혁 본부장은 14개 원자력선도국(한,미,프,일,캐,중,러 등) 참여하여 제4세대 원자로(SFR, VHTR, MSR, GFR, SCWR, LFR) 
개발·배치를 논의하는OECD/NEA 산하의 제4세대 국제포럼(Gen-IV International Forum)에서 한국대표 겸 부의장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의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Biography

Kim In-hyeon

김인현

Professor of  School of Law/ Captain,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선장 

Speaker

In Hyeon, Kim, born in 1959, is a full time professor in Maritime Law and Marine Insurance Law and 
the director of Maritime Law Center at the School of Law, Korea University in Korea. He was a former 
master of Sanko Steamship Co. LTD, and he is a holder of valid Master’s license.  

He studied nautical science in the Korea Maritime University and law at Korea University. He obtained 
LL.D at Korea University and LL.M from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He studied maritime law at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and Tokyo University Faculty of Law as a visiting professor. He acted 
as legal adviser for Korean government to the IOPC FUNDS, UNCITRAL Transport Law Project and 
Legal Committee of the IMO. He acted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 Maritime Law Association. He 
was also a member of revision committee for Korean Commercial Code Maritime Law Section. He is a 
member of the Planning Committee of CMI. He is a legal consultant for IMO. He was the chief advisor 
for the minister of Korea Ocean and Fisheries Department.

He published several English articles on maritime law in the journal of maritime law & commerce. He 
is the author of “Transport Law in South Korea (Kluwer)”.  

1959년에 태어난 김인현 교수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교수이면서 해상법연구센터의 소장이다. 그는 산코기센의 
선장이었으며 현재에도 유효한 선장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김교수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항해학을 전공하였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고 미국 텍스사대학 
오스틴에서 법학석사과정에서 공부했다. 싱가폴 국립대학과 동경대학법과대학에서 방문교수를 지냈다. 그는 또한 
유류오염손해국제기금(IOPC FUND),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그리고 국제해사기구(IMO)의 한국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한국해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한국상법 해상법 개정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세계해법회의 기획위원이다. 
현재 IMO의 법률자문의 일원이다. 한국 해양수산부장관의 정책자문위원장이었다. 

김교수는 영문 저널에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클루베르 출판사에서 출간한 “한국의 운송법”의 저자이다. 

B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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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Yong-su

남영수

Chief Executive Officer of ValuelinkU Co., Ltd.

㈜밸류링크유 대표

Panelist

Mr. Stanley(Yong-su) Nam(1970) studied Navigation Science at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and Logistics MBA at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and has been employed in international logistics 
and SCM field for 28 years in global shipping, logistics, and logistics IT companies.

In 2018, founded ValuelinkU Co., Ltd., a international logistics company based on integrated logistics 
platform and digital transformation technology, and has served as the representative until now. 
Secretary General of GSDC(Global Shipping and Logistics Digital Consortium) and through consulting 
and lectures for Korea Productivity Center and companies, are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and 
digitalization of the Korean logistics industry.

남영수 대표(1970년생)은 목포해양대학 항해학과와 인하대학교 물류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글로벌 해운 기업, 물류 기업, 
물류 IT 기업에서 국제 물류와 SCM 관련 업무를 28년간 수행하였다.

지난 2018년에 통합 물류 플랫폼과 디지털 전환 기술 기반의 물류서비스 기업인 밸류링크유를 창업하여 현재까지 대표로 
근무하고 있으며, 글로벌 해운물류 디지털 컨소시엄인 GSDC의 사무국장, 한국생산성본부와 유관 기업들에게 컨설팅과 강의를 
통하여 한국 물류산업의 발전과 디지털화에 공헌하고 있다. 

Biography

Lee Hyun-ho

이현호

Director,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HHI)

현대중공업(주) 선박해양연구소장/ 상무

Panelist

Dr. Hyun-ho Lee studied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S 1995, MS 1997, PhD 2013) and has been employed Maritime Research Institute of Hyundai 
Heavy Industries since 1997. He has been active in the domain of the seakeeping and propulsive 
performance of ships. He served as a director of Fundament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Shipbuilding & Offshore Engineering and is currently leading developing eco-friendly ships 
as a director of Maritime Research Institute of Hyundai Heavy Industries. Also, he is an Advisory 
Committee member of ITTC (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a chairperson of KTTC (Korea 
Towing Tank Conference) and a board member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이현호 소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조선해양공학 학사(1995), 석사(1997) 및 박사(2013)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7년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에 입사한 이후 선박의 파랑 중 운동 및 추진 성능 관련 연구개발을 담당하였고, 한국조선해양 
기반기술연구소장을 역임하였고,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장으로 친환경 선박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조선해양 분야의 
학술단체 중 ITTC ((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자문위원, KTTC (Korea Towing Tank Conference) 회장, 
대한조선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B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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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 Su-han

우수한

Professor of Department of International Logistics, Chung-Ang University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

Panelist

Dr. Su-Han Woo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Logistics at Chung-Ang University 
in South Korea. He graduated with BA in Economic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outh Korea 
in 1998 and was awarded a PhD in Cardiff Business School in 2011. Prior to the current position, 
he worked in the Korean Ministries which deal with transport and logistics policies for more than 10 
years and was involved in a wide range of maritime transport related policies. His research interests 
centre on effective management of international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focusing on shipping 
and port management. His research has recently been extended to supply chain management 
including topics such as integration of transport and logistic into supply chain networks. He has 
published a number of papers in the leading academic journals such as Supply Cha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Transport Reviews, Maritime Economics & 
Logistics and Maritime Policy & Management. His teaching profile includes logistics systems, supply 
chain management and research methodology in logistics.

우수한 교수는 현재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에 재직중이며 서울대학교에 경제학사를 1998년도에 취득하고 2008년도와 
2011년도에 영국 카디프 대학에서 물류운영관리 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하였다. 현 직책 이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10여년간 근무하면서 해운분야와 항만분야의 정책을 다루었다. 우수한 교수의 연구분야는 해운과 항만관리를 
중심으로 국제물류운송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연구분야는 운송물류의 공급사슬 통합을 포함하여 
공급사슬관리로 확대되고 있다. 그의 연구는 국제적인 학술지인 SupplyCha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Transport Reviews, Maritime Economics & Logistics and Maritime Policy & Management 
등에 게재되었다. 물류시스템, 공급사슬관리, 연구방법론 등의 강의를 하고 있다. 

Biography

Ørnulf Jan Rødseth

오널프 얀 로세프

Senior Scientist, SINTEF Ocean AS

노르웨이 SINTEF (과학기술공업연구원) 해양수석과학자

Panelist

Mr. Ørnulf Jan Rødseth has an MSc in cybernetics and electronic engineering from the Norwegian 
Institute of Technology (now NTNU) in 1983. He is a well-known researcher and standards developer 
for more than 25 years in the area of maritim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last 
ten years, he has worked mainly with autonomous ship technology and maritime digitalization. He is 
a senior scientist at SINTEF Ocean and is the general manager in Norwegian Forum for Autonomous 
Ships (NFAS). He is a member of ISO TC8 and IEC TC80 and regularly meets at IMO as observer for 
ISO and participates actively in the development of the IMO Compendium and its IMO Reference Data 
Model.

오널프 얀 로세프 수석연구원은1986년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현NTNU)에서 사이버네틱스 및 전자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양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유명 연구원이자 표준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10년 간은 
주로 자율선박 기술과 해양 디지털화를 연구해오고 있다. 노르웨이 해양과학기술연구원(SINTEF Ocean)의 수석연구원이며, 
노르웨이 자율선박포럼(NFAS)의 총괄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ISO TC8(국제표준협회 조선해양기술)및 IEC 
TC80(국제전기기술위원회 해양 ICT)의 회원이며, 국제표준협회(ISO)의 옵서버로 국제해사기구(IMO)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IMO 해설서와IMO 참조 데이터 모델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B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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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eun-hyung

홍근형

Director for Smart Shipping & Logistics Team,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장 

Panelist

Mr. HONG Keun-Hyung majored in business administration at Korea University and has been working 
f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ince 2009.(2009~2012 :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ires / 2013~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e has a lot of experiences in the fields of marine and fishery policy, such as Fisheries Resources 
Policy Divis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Marine Environment Policy Division and Marine 
Conservation Division. In addition, he studied sustainable 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measures 
through overseas training at the Secretariat of 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CCSBT), one of the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fter his promotion 
to the position of Director, he was dispatched to Presidential Committee on Agriculture, Fisheries 
and Rural Policy and currently he is working as the head of Smart Shipping & Logistics Team a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홍근형 팀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에 입부하여 2013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근무 중이다. 수산자원정책과, 국제협력총괄과, 해양환경정책과, 해양보전과에서 근무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호주에 있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에서 직무훈련을 받았다. 과장 승진 이후에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현재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Biography

Jin Gyoo-ho

진규호

Vice President for Management, Busan Port Authority(BPA)

부산항만공사(BPA) 경영본부장

Panelist

Vice President of Busan Port Authority JIN Gyoo-ho studied Japanese studies at Keimyung 
University(1993) and acquired Master’s degree of Global logistics and Doctor’s degree of Port 
management at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He has been working in the shipping and port management for about 25 years. And he was 
inaugurated as the vice president of Busan Port Authority on August 30, 2022.

Based on his career in port-related public institutions, he has a lot of experience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port management and marketing.

진규호 부산항만공사 경영부사장(1968년생)은 계명대학교에서 일본학(1993년)을 전공하였으며,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물류경영학 석사(2013년)  한국해양대학교 항만운영관리학 박사(2019) 수료하였다.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을 거쳐 부산항만공사에 이르기까지 약 25년간  항만물류 분야에서 근무 중이며, 부산항만공사 
국제전략사업부장, 물류정책실장 및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22.8.30. 부산항만공사 경영부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진규호 경영부사장은 항만관련 공공기관 근무경력을 토대로 기획조정, 경영지원, 물류정책, 마케팅(해외대표부) 등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Biography



  World
Ocean  Forum 2022

2022 제16회 세계해양포럼

초해양시대, 협력과 공존으로, 번영의 길을 찾아서
Ocean as Uniters, Pursuing Global Cooperation for

the good of the planet

[Cruise] S. Korea’s Cruise Realization: Pathway 
towards the growth of Asian Cruise Industry

[크루즈] 한국형 크루즈 실현으로 아시아 크루즈 동반성장을 이끌다

The Asian Continent - the region where the global cruise market is paying the most 
attention to. The Genting Dream has been operating mainly in Singapore since the 
first half of 2022 while the cruise market in Northeast Asia has been rapidly growing, 
mainly in China. Korea is also taking an important role in the Asian cruise market 
thanks to the growth of its domestic market. Last year, the World Ocean Forum threw 
a question. The question was, “Does the Korean cruise industry really have interna-
tional potential?” This year, the World Ocean Forum throws a broader question — “Can 
we lead the mutual growth of the Asian cruise industry through the realization of the 
Korean cruise industry?” In the Cruise Session, we will review the possibility of using 
shipping finance to promote the Korean cruise industry and analyze the Korean cruise 
industry by looking into cases of Japan and China which have built and operated 
cruise ships in their own countries.

세계 크루즈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역인 아시아 대륙. 겐팅 드림호가 2022년 상반기부터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취항하고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크루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도 

내수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해양포럼은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한국형 크루즈 산업은 정말 가능한가?’였다. 올해 세계해양포럼은 여기에서 

더 확장된 질문을 던진다. 한국형 크루즈 실현을 통해 아시아 크루즈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 크루즈 

세션에서는 한국형 크루즈 추진을 위한 선박금융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국 내에서 크루즈 선박을 

건조해 크루즈를 운영하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크루즈 산업을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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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graphy

Memo

전준수 서강대 명예교수는 서강대 학생처장 총무처장 발전기획실장과 경영대학장, 대외부총장을 역임하고 은퇴후 서강대 
석좌교수,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역임하였다. 대외활동으로는 S.K 해운 상임고문, 현대상선 감사위원장, 해양수산부 
총괄 자문위원장과 외교부, 산업자원부 자문위원과 KMI 자문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학회활동으로는 로지스틱스학회 회장, 
한국해로회 회장, 아시아 해운 경제학회 회장등을 역임하였다. 전공분야는 해운경영, 항만관리, SCM, 무역실무 등이다. 물류의 
이해등 다수의 저서와 많은 논문들이 있다.

Joonsoo Jon is an Emeritus professor of Sogang University and was Executive Vice President of 
Sogang University in Korea.  He has been involved in policy making as an adviser to various Korean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Ocean Affair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alists. He was Chairman of commissioners of Busan Port Authority and 
Chief adviser to the ministry of Ocean Affairs. Also he was Chairman of the Restructuring Shipbuilding 
& Shipping Industries Advisory Committee at Korea Export-Import Bank. He was also a  board director 
of Hyundai shipping for 13 years.  He has very extensive research works and numerous publications. 
His specialty is International Logistics, Shipping management, Port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Trade.

Jon Joon-soo

전준수

Emeritus professor, Sogang University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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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Distinction
First, it is essential to distinguish between: Source markets (where passengers come FROM), and 
Destinations (where passengers cruise TO)Market should refer to the former (passengers cruising 
anywhere in the world) but often it is confused with the latter (arrivals of passengers from anywhere 
or Cruise activity in a country).

Global cruise recovery post-Covid
Almost 100% of the global cruise feet is back in operation, with 270 ships operating in over 100 
countries. This has been achieved by immense efforts to redesign the cruise experience based on 
medical science and on partnerships forged between governments, cruise lines and ports. 

Asia cruising pre-Covid
In 2019 79 ships were deployed throughout Asia’s regions. They delivered 1,786 Asia-Asia cruises 
with passenger capacity of over 4 million. Asia’s destinations saw over 7,000 port calls, 59% of which 
were in East Asia Asia’s source markets werehugely important too (Mainland China being the second 
largest in the world) with Taiwan region, Singapore, India and Hong Kong SAR all large too.

Asia cruising 2020 to 2023
Cruising stopped totally in March 2020 but it was not long before certain Asia operators re-started: 
from Keelung in July 2020, Singapore in November and Hong Kong in July 2021. Yokohama also 
hosted Japanese domestic lines in November 2020 and March 2021. Only 40 ports had one or more 
calls in 2021. The activity was concentrated, with Singapore (43% of all Asia calls) and Hong Kong 
(15%) being the major turnaround ports. There were no calls in Korea. In 2020 there were 6 ships in 
Asia after the shutdown but that grew to 10 in 2021, with 8 in 2022. Ten are scheduled for 2023 so 
far. But this capacity is way behind 2019. Southeast Asiais now doing well, especially homeporting 
Singapore where two major ships have been cruising since July 1. More lines have announced 
programs in 2023 and 2024, some planning to call in Japan, Korea and Hong Kong. But cruises 
focused on East Asiaface ongoing challenges: destinations inaccessible; source markets small; 
capacity disappeared and market forces blunted.

Korea’s position
While Korea was an important destination until 2017, Jeju being the largest transit port in all Asia, 
its position became weakened when a restriction was imposed on tourism from mainland China that 
March.
Yet the Korean source market has always been small, just 1.3% of all Asia.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is, both supply and market perception/awareness issues.

To bring cruising back in East Asia
To return the region to prominence, bringing ships back and restoring cruise visits, three-way 
partnerships are needed. Then we need to see collaboration between the regions and their 
governments to ensure consistency and common protocols. Singapore’s efforts are a fine example of 
both. Bold action is needed to invest in growing the Korean source market. 

Conclusion
Asian cruising has a real opportunity to recover but action, cooperation and investment are needed.

Abstract

Ted Blamey

테드 블라미

Principal, Chart Management Consultant

차트 매니지먼트 컨설턴트 회장

Speaker

Over a 40-year career Ted Blamey has been a cruise industry pioneer and leader. As Managing 
Director he led Sitmar to become the dominant cruise line in Asia/Pacific. Then as global President & 
CEO, when it was one of the world’s leading cruise lines, Ted initiated the first major cruise industry 
consolidation, merging Sitmar and P&O/Princess worldwide through outright sale of Sitmar’s 
companies. Ted was subsequently CEO of Australia’s largest retail travel group and inaugural 
Chairman of Sydney Ports. Ted founded CHART Management Consultants in 1997 to help companies, 
government authorities and investors capitalise on the strength of the global cruise industry. Recently 
CHART led and authored cruise tourism strategies for the Philippines, South Pacific Tourism and Papua 
New Guinea, conducted a market/operational appraisal for a new cruise port in southern China and 
another in Vietnam’s Ho Chi Minh City. CHART developed the seminal 2013 White Paper on the Asia 
cruise industry, conducted CLIA’s Asia Cruise Trends projects 2014 to 2018 and CLIA’s subsequent 
annual Asia Cruise Deployment & Capacity reports.Ted is a frequent speaker and moderator at 
global cruise industry events. He leads cruise industry courses for executives. He earned an Honours 
degree in Applied Science from University of Melbourne and 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Harvard.Ted was the 2017 honoree to the CLIA Australia Hall of Fame and received Asia Cruise’s 
Special Achievement Award in 2022.

테드 블라미 총장은 크루즈산업의 개척자이자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다. 시트마와 P&O 프린세스 크루즈를 전세계적으로 
합병하는 최초 주요 크루즈산업의 통합을 시작했으며, 이후 호주의 최대 리테일 여행그룹의 CEO이자 시드니 포츠사의 
초대회장으로 활동했다. 1997년에 기업, 정부당국, 투자자가 세계 크루즈산업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차트 
매니지먼트 컨설턴트사를 설립했다. 최근 차트는 필리핀, 남태평양 관광청,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크루즈 관광 전략을 주도하고 
계획했으며, 중국 남부와 베트남 호치민시의 새로운 크루즈 항구에 대한 시장/운영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차트는 업계 중대한 
영향을 끼친 아시아 크루즈산업에 대한 2013년도 백서를 발간했으며, 2014년~2018년 간 세계크루즈선사협회의 아시아 
크루즈 트렌드 프로젝트와 후속 아시아 크루즈 전개 및 규모 트렌드 보고서를 담당한 바 있다. 또한 멜버른 대학에서 응용과학 
명예학위와 하버드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2022년에는 아시아 크루즈의 특별 공로상을 받은 바 있다.

B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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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분
우선 다음의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원천시장(Source Markets): 승객의 출발지  /  기항지(Destinations): 승객의 목적지
시장은 전자인 원천시장(불특정 전세계에서 크루즈를 이용하는 승객)으로 지칭되어야 하나 이따금 후자인 기항지(불특정 
전세계에서 떠나온 승객의 목적지 또는 한 국가 내의 크루즈)와 혼동된다.

코로나 이후 세계 크루즈 시장의 회복
100여개 이상 국가에서 270척 크루즈선의 운항 시작되어 전세계 크루즈 시장이 거의 100%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회복은 의학계와 정부, 크루즈 선사, 항만 간에 구축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크루즈 경험을 재설계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으로 
달성된 바 있다.

코로나 이전 아시아 크루즈 시장
2019년에 크루즈선 79척이 아시아 전역에 배치되었고, 이러한 크루즈선은 아시아 역내에서 4백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용하는 
1786회의 운항을 한 바 있다. 아시아의 기항지들은 7,000건 이상의 기항횟수를 기록했고, 그 중 59%는 동아시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의 원천시장은 중국 본토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역이기에 매우 중요했으며, 이와 더불어 대만지역, 
싱가포르, 인도, 홍콩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했다. 

2020년~2023년 아시아 크루즈 운항
2020년 3월에 크루즈 운항이 전면적으로 중단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아시아 크루즈 선사들은 운항을 재개했다. 
(지룽: 2020년 7월, 싱가포르: 11월 싱가포르, 홍콩: 2021년 7월 홍콩, 요코하마: 일본 국내선 2020년 11월 및 2021년 3월) 
2021년엔 40개 항만만이 1회 이상의 기항을 기록했고, 이러한 기항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주로 싱가포르(전체 아시아 
기항의 43%)와 홍콩(15%)이 주요 거점항으로 이용된 바 있다. 한국에는 기항이 0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한 폐쇄 이후 
2020년엔 아시아 크루즈선 6척이 운항했으나 2021년에는 10척, 2022년에는 8척으로 늘어났다. 2023년까지 10척의 운항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으나 승객의 수용 수준이 2019년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는 수준이다.

동남아시아의 크루즈 시장은 현재 순항하고 있으며, 특히 7월 1일부터 주요 크루즈 선사의 크루즈선 2척이 싱가포르를 
모항으로 설정하여 이용하고 있다. 여러 크루즈 선사들은 2023년/2024년 크루즈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일부 선사들은 일본, 
한국, 홍콩에 기항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 초점을 둔 크루즈는 기항지 접근불가, 영세한 원천시장, 승객의 
수용부재, 시장 영향력의 약화 등과 같은 지속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
한국은 2017년까지만 해도 아시아 최대의 중계항이었던 제주가 중요한 기항지였으나 그해 3월 중국의 관광금지로 그 위상이 
약해진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원천시장은 이전부터 영세하여 아시아 전체 1.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원천시장의 약세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특히 공급과 시장 인식 및 인지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동아시아 크루즈를 회복하기 위해

동아시아 크루즈의 이전 명성을 다시 되찾고자 크루즈선들을 다시 유치하여 방문율을 높이려면 3자간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그 다음 일관성과 공통의 프로토콜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과 정부 간의 협력을 보장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두 가지 
노력의 성공적인 예시를 보여준 국가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원천시장도 성장을 위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결론
아시아 크루즈는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에 따른 실행, 협력, 투자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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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크루즈 산업은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한국 크루즈 산업은 크루즈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지 
않아 크루즈 산업이 완전 중단된 상태이다. 그리고 국내 항만에서 크루즈 선박의 운항(입항)을 허용하면 외국 크루즈 선박은 
간헐적으로 기항을 하겠지만, 현재 국내 크루즈 선사와 선박의 부재로 크루즈 산업의 발전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크루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 자원인 크루즈 선박이 필요하고, 크루즈 선박의 매입을 위해서는 크루즈 선박 선박에 대한 
정책 금융이 있어야 한다.

해외의 수출금융기관에서는 크루즈 선박에 대해 금융을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민간은행과 지역은행이 연합하여 크루즈 
선박을 발주했다.

국내에는 크루즈 관광이 발달할 수 있는 수요도 충분하고, 선박 매입시 채산성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크루즈 선박 매입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크루즈 선박 없는 크루즈 산업 육성은 중남미의 기항지와 같이 외국 선박의 기항에만 의존하는 기형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크루즈선박 매입을 위해서는 정책금융이 필요하고 정부에서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After the corona pandemic, the global cruise industry is recovering to the level of the previous year, 
but the Korean cruise industry does not allow cruise ships to enter the port, so the cruise industry is 
in a state of complete suspension. And even if cruise ships are permitted to operate (enter ports) in 
domestic ports, foreign cruise ships will intermittently call ports.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cruise industry to develop normally due to the absence of cruise companies and ships in Korea.

For the development of the cruise industry, cruise ships, a core resource, are required, and in order to 
purchase cruise ships, policy finance for cruise ships is required. Overseas export financial institutions 
handle finance for cruise ships, and in Japan, private banks and regional banks jointly placed orders 
for cruise ships.

In Korea, there is sufficient demand for cruise tourism to develop, and there are also research results 
that show profitability when purchasing a ship. The Korea Cruise Industry Promotion and Support Act 
specifies financial support necessary for the purchase of cruise ships, but no specific measures are in 
place.

The cruise industry policy without cruise ships will become a deformed market that only depends 
on the ports of call of foreign ships. Policy finance is required to purchase cruise ships that require 
huge amounts of money, and if the government wants to develop the cruise industry,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this.

Abstract

Hwang Jin-Hoi

황진회

Director General of Maritime Industry & Safety Research Division,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연구위원 / 한국크루즈포럼 운영위원장

Speaker

Mr. Hwang Jin-hoi is currently Director General of Maritime Industry & Safety Research Division at 
the Korea Maritime Institute(KMI).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maritime policy and ship finance, 
seafaring policy, Arctic sea route, North Korean shipping port, and cruise policy. His research focuses 
on strengthening the shipping industry's competitiveness and developing the national economy. He 
is currently working as a Committee Member,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 Chairman of the steering committee, Korea Cruise Forum, Committee Member of 
Maritime Industry Subcommittee,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Committee Member, Self-
assessment committee,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He studied economics at university and 
graduate school, graduated doctorate majors in trade, shipping and international logistics, and has 
worked for 25 years at Korea Maritime Institute.

황진회 부연구위원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연구원, 책임연구원, 남북해양협력팀장, 북극해연구실장, 해운정책연구실장, 
해운해사연구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크루즈, 해운물류, 남북한 협력, 북극해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황진회 위원의 크루즈 
관련 주요연구는 “크루즈관광 발전 기반 조성방안 연구”, “크루즈 선박 운항관련 법 제도 발전방안 연구”, “연안 크루즈 산업 
성장 잠재력과 발전전망 연구”,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기본계획 수립연구”, “크루즈 산업의 일자리 창출규모와 정책과제”, 
“제2차 크루즈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연구”, “크루즈 산업 COVID-19 방역체계 구축방안 연구” 등이 있다. 그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크루즈포럼” 운영위원장 겸 이사를 맡고 있다.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해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등에서 
크루즈발전위원회 워원(장)을 맡았고, 크루즈 관련 다양한 행사를 조직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대힉원 박사과정에서 무역, 해운 및 국제물류를 전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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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일본 법률에 따라 일본 국적선의 선원은 일본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선원의 임금이 치솟으면서 많은 일본 선박이 국적을 
떼고 외국 선원을 고용할 수 있는 외국 선박으로의 이전이 대중화되면서 일본 국적선의 수가 감소한 바 있다. 이러한 일본 
국적선의 해외 이적을 해결하고자 외항선에 마루쉽 제도를 도입해 일본 국적 크루즈선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일본 
크루즈선이 마루쉽 제도를 운용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모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국제 크루즈선을 운항하고 있는 3개의 기업이 보유·운항하는 크루즈선이 모두 노후화되어 포스트 크루즈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신규 크루즈선의 건조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중 하나인 NYKC는 현재 운항 중인 크루즈선을 대신할 
대체 선박의 건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대체 선박의 건조까지 이르게 된 과정과 대체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크루즈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그로부터 2년 반이란 시간이 지났고, 현재 유럽, 미국, 호주 크루즈 
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동북아 크루즈 산업은 회복의 기미를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 크루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번 포럼에서 동북아 지역 협력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Japanese law stipulates that the crew of a Japanese flag ship must be Japanese.        However,as 
the salaries of Japanese crew members soared, many Japanese ships were flagged out and the 
number of Japanese ships decreased as the conversion to foreign ships that could employ foreign 
crew members became popular.  In order to eliminate flagging out, the Maru-ship system has been 
adopted for ocean-going vessels, and Japanese flag cruise ships are operated using this system.   At 
this forum, I will explain how Japanese cruise ships operate the Maru-ship system and introduce a 
model case.

The three companies that operate international cruises in Japan are considering the construction of 
new cruise ships in order to continue the post-cruise cruise business because all the cruise ships they 
own and operate are old.　　One of them, NYKC, is working on building successors to cruise ships 
currently in service.　In this forum, I will explain the process leading up to the construction of the 
successor vessel and an overview of the successor vessel.

The world's cruise industry has been hit hard by this corona misfortune. Two and a half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and although cruises in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are making a 
strong comeback, there is no prospect of recovery for our Northeast Asia cruises.  What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cruises in such an environment? At this forum, Ipropose the 
necessity of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Saburo Tanaka

다나카 사부로

Deputy Director General, Japan Cruise Research Institute, WAVE Foundation

일본크루즈연구소 부소장

Speaker

Captain Saburo Tanaka joined NYK Line Co., Ltd. (foreign shipping company) in 1969 as a third officer. 
After working at sea for about 10 years, he was an instructor at a marine school and a captain at 
Yokohama Port. Since 1988, he has been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of cruise ship operators and 
the construction of cruise ships, and has been involved in cruise ship operations. Since 2014, he has 
been working on the promotion of cruises in Japan at the Japan Cruise Research Institute, which 
belongs to the relevant foundation of the Government of Japan. He has a joint research agreement 
on cruises with the Korea Marine Institute(KMI), and is the chairman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Asian Cruise Leaders Network (ACLN)on JEJU.

다나카 사부로 일본 크루즈 연구소 부소장은 1969년 외국계 해운사인 NYK Line Co., Ltd.에 삼등 항해사로 입사하여 10년 항해 
경력을 쌓은 후, 해사 학교 강사 겸 요코하마 항 선장이 되었다. 1988년, 크루즈선 운영사 설립과 크루즈선 건조에 관여하면서 
크루즈선 운영사에서 근무했다. 2014년부터 일본 정부 관련 재단 소속 일본 크루즈 연구소에서 크루즈선 산업 진흥을 
위해 힘쓰고 있다. 다나카 부소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크루즈 공동 연구에 합의했으며, 제주 아시아 크루즈 리더 
네트워크(ACLN)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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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 Nak-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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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of Maritime Finance Division,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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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Seong Nak-joo studied English Literature at Sungkyunkwan University(1988 Bachelor) and 
International Business at Korea University(2003 Master) and currently being in doctor’s course at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Since he joined KDB(Korea Development Bank) in 1988, he has 
worked at various positions more than 30 years, mostly of global business, including the expatriate 
at KDB Ireland Limited, Head of Ship and Aviation Finance Team, Head of Global Business Unit, 
General Manager of New York Branch etc. Currently, he is the director of Maritime Finance Division 
at KOBC(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which supports and strengthens the Korean shipping 
industry. Also, he is the author of “Aircraft Finance” published in 2020 May.

성낙주 본부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1988, 학사) 및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국제경영학(2003, 석사)를 
전공하였고 현재 한국해양대에서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며, 1998년 한국산업은행에 입행한 후 33년여 기간 동안 아일랜드 
현지법인 근무, 기업금융팀장, 항공기․선박금융팀장, 해외사업단장, 뉴욕지점장 등 국제금융업무를 위주로 한 다양한 
업무을 역임․수행하였다. 현재는 한국 해운산업에 대한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사업운영본부장으로 재직중에 있으며, 저서는 2020년 5월 출간된 “항공기금융”(박영사간)이 있다.

Biography

Cheng Juehao

청 쥐에 하오

Secretary General, Asia Cruise Academy Council, Shanghai Maritime University

상해해사대학교 교수

Panelist

Prof.Cheng Jue hao, male, Management Ph. D and Master' s tutor as well. Now as an associate 
Professor in Asia Cruise Academy of Shanghai Maritime University, deputy director in Shanghai 
International Shipping Institute Cruise & Boating Research Centre, and Vice president of China Cruise 
& Yacht Industry Association. Mainly focus on research in the field of cruise industry, waterfront 
recreation and recreational boating. Rich experience and research production from cruise tourism 
industry, long-term tracking of international cruise industry development trend in North America, 
Europe and Asia Pacific. Till now, more than 50 important academic studies on master plan or 
economy research of cruise industry and waterfront recreational area in China have been finished by 
my research team.

청 쥐에 하오 교수는 경영학 박사이자 석사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상하이 해사대학교의 아시아 크루즈 아카데미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상하이 국제해운연구소 크루즈•보트연구센터 부소장, 중국 크루즈•요트산업협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로 크루즈 산업, 수변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 보트 분야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크루즈 
관광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연구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미,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 크루즈산업 발전 
트렌드에 대한 연구를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의 크루즈산업 및 수변 휴양지역의 종합계획이나 경제성 
연구와 관련한 50건 이상의 주요 학술 연구를 자신의 팀과 완료한 바 있다.

B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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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n Jun-cheol

전준철

Manager of Marine Leisure Tourism Division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

Panelist

Manager Jun-cheol Jeon (born in 1976)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at 
Hanyang University (1995), majored in Civil Engineering at Dundee University, UK, and obtained 
a Ph.D. (2015). Currently, he is working as the head of the Marine Leisure Tourism Divis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romoting marine tourism such as marinas, cruises, and underwater 
leisure, and supporting the marine leisure industry such as the marina business.

전준철 과장(1976년생)은 한양대학교에서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2005년), 영국 던디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 
박사학위(2015)를 취득하였다. 2008년부터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박람회 개최를 추진했으며, 2013년부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을 총괄하였고, 2019년부터 부산항건설사무소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마리나, 크루즈, 수중레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 및 마리나업 등 
해양레저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Biography

Youn Joo

윤주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한국문화관광연구원(KCTI) 연구위원

Panelist

Dr, Youn-Joo is Research Fellow of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And she studied Tourism 
Develpment from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Youn-Joo finished PhD at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and has over 15 years of working 
experience at the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KCTI). she published many KCTI Research reports 
and currently in charge of cruise policy research at KCTI

윤주 연구위원(1974)은 한양대 관광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15년 재직중에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지역관광개발 및 관광정책 그리고 크루즈관광이다. 특히 크루즈 연구는 지난2014년‘방한 크루즈관광의 
질적제고방안’연구를 시작으로‘크루즈산업 중장기발전전략 수립(2015년), ‘크루즈 기항지 관광활성화 및 프로그램 
육성(2015)’, ‘크루즈관광산업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기초 연구(2016)’, 제2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수립(2020)’ 등 
다양하게 수행하였다.

B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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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16회 세계해양포럼

초해양시대, 협력과 공존으로, 번영의 길을 찾아서
Ocean as Uniters, Pursuing Global Cooperation for

the good of the planet

[Fisheries] Emerging Mega-FTAs: Changes in Global 
Supply Chain, Crisis or Opportunity?

[수산] 메가 FTA 추진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한국 수산 위기 혹은 기회?

The world is now on the front line of a new cold war in the wake of the U.S.-China 
Trade War and the Russia-Ukraine war. Meanwhile, partial free trades, including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and the US-led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are making. The reshaping 
of the global supply chain for the fisheries industry is also getting accelerated. What 
kind of survival strategy should 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prepare in the long run? 
In the Fisheries Session, we will discuss the necessity of Mega Free Trade Agree-
ments amid the rapid changes in the fisheries supply chain. Furthermore, we will ex-
amine whether these changes in the global supply chain will be a crisis or opportunity 
for 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and consider how 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can 
gain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세계는 지금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본격적인 신냉전체제가 돌입하는 가운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부분적 자유무역이 

추진되고 있다. 이 속에서 세계 수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수산업은 장기적으로 

어떤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할까. 수산 세션에서는 글로벌 수산 공급망 변화 속에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가 한국 수산업에 위기 혹은 기회가 될지를 알아보고, 

한국 수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려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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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r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연구본부장
마창모

Deputy President of Fisheries Policy Research Department,
Korea Maritime Institute(KMI)

Ma Chang-mo

마창모 본부장은 부경대학교에서 수산경영학(1993년), 서울대학교에서(2017년)에서 농업경제학을 전공하였다. 총리실 
산하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17년 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수산정책, 국제수산, 양식산업 등을 연구를 수행하였다. 마창모 
본부장은 한국수산경영학회 이사, 미래양식투자포럼 사무국장, 산업부 과학기술수준 평가위원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식관련 아쿠아팜 4.0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Dr. Ma Chang-mo majored in fisheries management at Pukyung National University(2001) and 
agriculture econo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 He has been working at the Korea Maritime 
Institute(KMI)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for 17 years and has conducted research on fisheries 
policies, international fisheries and aquaculture industries. Ma Chang-mo is a director of the Korea 
Fisheries Management Association, secretary general of the Future Aquaculture Investment Forum, 
and a member of the Ministry of Industry's Science and Technology Level Assessment Committee. 
Recently, he has been participating in aquafarm 4.0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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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정의상 수산·양식물은 국제 중심의 물자이다. 국제무역의 양상은 실질적으로 전 세계 생산과 유통의 패턴을 형성한다. 또한 
수산업은 몇몇 경우에 외생적·내생적 영향의 포괄성과 관련해 추가적인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긴 가치사슬에 노출된다. 

이러한 수산업은 최근 여러 새로운 환경·사회적 규제란 문제에 직면한 바 있다. 주요 수입국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중점을 둔 수입어류의 합법성을 보장해야 하는 수입규제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민간 수입사는 환경·사회적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시장 요건만을 충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국가에서 수산·양식물의 생산, 유통, 거래가 중단되면서 대체시장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겨났다. 하지만 완전한 활용 접근법의 확장, 영세 어민의 기본역할, 수산·양식물의 
영양적 가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보급의 필요성 등을 포함해 식량의 손실과 낭비 감소의 중요성과 같은 수산분야가 직면한 
전통적인 장애물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본 발표에서 수산·양식물 생산의 최근 동향과 이와 관련한 도전과제와 시장혁신을 검토하고, 특히 세 가지의 지속 가능성 
관점을 고려한 지속가능산업을 육성하고자 지속 가능성 요건과 시장접근 기회와 관련된 FAO 지침과 기술지원의 상호연결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Fisheries and aquaculture products are, by definition, international-driven commodities. The aspect 
of international trade substantially shapes glob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atterns. In several 
instances, the industry is also exposed to lengthy value chains, which creates extra difficulties 
regarding the diversity of exogenous and endogenous impacts.

The industry confronted many new environmental and social regulations recently. Many major 
importing countrieshave import regulations to ensure the legality of imported fish, focusing on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n addition, several private importers have adopted 
minimal market requirements regarding both environmental and social concerns.

The disruption i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trading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products in 
many countr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as created new opportunities for reaching alternative 
markets and selling fish in novel ways. Traditional obstacles confronting the sector, such as the 
importance of reducing food loss and waste, including the expansion of a full utilization approach, the 
fundamental role of small-scale fishers, and the need for more comprehensive dissemination of the 
nutritional value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products remain a necessary phase to overcome.

The presentation will examine the most recent trends in producing fisheries and aquaculture products 
and the associated challenges and market innovations while highlighting the interconnectedness of 
FAO instruments and technical support, particularly involving sustainability requirements and market 
access opportunities, to foster a sustainable industry in all three sustainability angles.

마르시우 카스트로 드 수자 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수산양식과에서 국제 무역거래와 시장을 관리하는 
선임수산업담당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생산과 소비를 포함한 수산양식 제품 관련 국제 무역의 기술·경제적 측면에 대한 
국가 간 협의를 위한 선도적인 글로벌 포럼인 FAO의 수산물무역소위원회(COFI Sub-Committee on Fish Trade(COFI:FT))의 
간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산양식 제품의 국제 무역과 시장에 관한 정보와 분석의 보급을 담당하는 FAO 특별 
프로젝트인 글로브피쉬(GLOBEFISH)의 조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 시장 접근 측면과 지역무역협정(협정 
간의 상호연결성, 국제적으로 어업 활동을 규제하는 기존의 주요 협정과 이러한 협정이 무역, 시장,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수산양식 제품의 국제 무역과 시장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분석, 정책방향 개발이 있다. 이외에도 
수산물무역소위원회에서 FAO 회원들이 요청한 수산물 거래, 무역과 경제 주제,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르시우 카스트로 드 수자는 법학자로 베른대학교, 프리부르대학교, 뇌샤텔대학교에서 국제법 및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FAO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브라질 정부의 농·수산업 부문에서 국제 무역과 관련한 여러 고위직을 맡은 바 
있다. 과거 금융분야의 국제자본시장과 국제무역규제를 담당하는 브라질의 정부기관에서 활동한 바 있다.

Marcio Castro de Souza is a Senior Fishery Officer for international trade responsible for trade 
and markets at the FAO Fisheries and Aquaculture Division. He is also the Secretary of the FAO 
Subcommittee on Fish Trade (COFI:FT), the leading global forum for consultations between countries 
on technical and economic aspects of international trade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products, 
including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the coordinator of GLOBEFISH — a specific FAO project 
responsible for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analysis on international trade and markets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products. The main activities of Mr. Castro de Souza include the 
development of studies, projects, analysis, and policy orientation on topics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and markets on fisheries and aquaculture products, including market access aspects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their interconnectivity and the main existing instruments regulating 
fisheries activities internationally, as well as their impacts on trade, markets, and sustainability. 
His work area also covers the deliverable of training on fish trade and the development of trade 
and economic topics and associated studies requested by FAO Members in COFI:FT. Mr. Castro 
de Souza is a jurist and holds a master’s degree in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s (Magna cum 
Laude) from the Universities of Berne, Fribourg, and Neuch—tel. Before joining FAO, he worked for the 
Brazilian Government in agriculture and fisheries, in different senior positions always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trade. Previously, he worked with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in the banking sector and 
a government agency responsible for regulating international trade in Brazil.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수산무역팀 선임수산관
마르시우 카스트로 드 수자

Senior Fishery Officer, International Trade of  Food and Agricultura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Marcio Castro de Sou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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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이슈가 기존의 양적 시장접근에서 질적 시장접근으로 변하고 있다. 관세는 더 이상 유효한 국경장벽이 아니며, 
그 보다는 통관 시 적용되는 각종 제도와 규범이 시장접근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통관과정에 적용되는 제도와 
규범의 과학화 및 투명성 제고가 통상협상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환경과 노동도 글로벌 통상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UN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 유해 
수산보조금의 금지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강제노동을 이용한 어획에 다양한 국제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제 한국 수산업도 보조금 없는 시대에 대비하여 자원보존과 관리를 중심으로 현대화,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수산업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수산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Global trade issues are changing from a quantitative market access to a qualitative market access. 
Tariffs are no longer effective border barriers. The various rules and regulations applied during custom 
clearance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market access and thus they are becoming key issues in 
recent global trade negotiations. 

In additi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quatic resources and the ban of harmful fishery 
subsidies are now inevitable global trend.

The Korean fishery industry must promote modernization and digitalization with a focus on resourc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n preparation for an era without subsidies. It is also necessary to 
focus on stabilizing the global fishery supply chain by strengthening the front-to-back linkage with 
the domestic and foreign fisheries industries.  

Abstract

서진교 박사는 고려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을 전공하고(1986),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농업 및 자원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20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17년 동안(1989~2005) 농업통상을 연구하였으며,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선임연구위원으로 WTO 다자통상 및 다양한 양자 및 메가 FTA 정책을 연구하였다.  

그는 KBS객원해설위원(2005~2016), 미 농무부 ERS 방문연구원(2013~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상자문관(2014~16),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SAIS) 겸임교수(2016~18) 등을 역임하였다.

Dr. Jin Kyo Suh is a senior research fellow of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a leading national policy institute in Korea. Dr. Suh was a visiting scholar and adjunct professor 
of th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 Johns Hopkins University in Washington, D.C. 
in 2016-2018 and was a Fulbright visiting scholar at the Market and Trade Economics Division (MTED), 
Economic Research Servic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in 2013-2014. He previously served 
as special trade advisor to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 2014-2016 and provided 
commentary and analysis to the Korean Broadcasting System (KBS) during 2005-2016, Korea’s 
leading public service broadcaster in the country. Prior to moving to KIEP, he worked as a research 
fellow at the KREI for 17 years(1989-2005).

Dr. Suh has published a wide range of books, reports, and opinion pieces in Korean on Korea’s trade 
policy. He holds Masters and Ph.D. degrees in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from the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and a B.S. and M.A. in agricultural economics from Korea University in 
Seoul.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서진교

Senior Research Fellow of Trade Agreement Team,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KIEP)

Suh Jin-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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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50s, Amook (Korean fishcake) was the nutritious food source for refugees of Korean War in 
Bongnae, Yeongdo, Busan. In pursuit of the founder’s philosophy, “Samjin must use fresh and safe 
ingredients”, Samjin Amook has been manufacturing amook for over 3 generations. In 2010s, Amook 
industry in Korea was considered outdated and appeared to lack the potential for long-term growth. 
However, in 2013, Samjin Amook first introduced “Amook Bakery” which triggered the transition 
from traditional B2B supply chain to B2C and D2C channels in a way that was never explored in the 
industry. By applying the new business model and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Samjin Amook has 
demonstrated and proven the potential of premium amook market and took its first steps toward 
globalization of Korean fishcake food culture. With its competitiveness in providing fish and seafood 
protein, amook will lead in creating a healthy K-food culture. Samjin Amook will vigorously innovate 
through continuous R&D, product development and reinforcement of its SCM. 

1953년 부산 영도 봉래동에서 피란민들의 영양 간식이었던 삼진어묵은 좋은 재료를 써야한다는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지금까지3대에 걸쳐 어묵을 제조해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가능성을 찾기 어려웠던 어묵 산업에, 2013년 
어묵베이커리 사업은 혁신을 일으켰고 기존 중소 어묵 기업의 일반적인 사업 형태였던 B2B방식에서 B2C 방식의 전환을 견인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삼진어묵은 프리미엄 어묵 시장의 가능성을 열었고, 2018년을 기점으로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어묵의 세계화’에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수산단백질로 충분한 경쟁력을 지닌 어묵을 통해 건강한 
식문화 창출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삼진어묵은 지속적인 R&D(연구개발)와 제품 개발 및 유통채널 강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진식품㈜ 대표 박용준은 BERNARD BARUCH COLLEGE OF NEWYORK 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였다. 박용준 대표는 1953년 
7월 1일 삼진어묵을 창업한 박재덕 창업주의 손자로, 박재덕 창업주에 이어 2대 박종수(현 회장)를 거쳐 3대 박용준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 박용준 대표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어묵제조업에 매진하며, 어묵 산업 활성화 및 부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다. 어묵베이커리를 국내 최초로 고안하고 오픈하며 어묵이라는 식품의 혁신을 견인하여 부산어묵의 부흥, 부산의 대표 
먹거리, 더 나아가 해외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자리매김했다. 향후 세계 시장 진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발판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국내 어묵 최초로 해양관리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의 'MSC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또, 삼진어묵이 시작된 부산 영도구 봉래동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가사업 ‘대통전수방’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영도구 봉래1동 일원 도시 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상생을 기반으로 한 로컬 컬쳐 플랫폼을 통한 지역 상생 
구조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Yong Joon Park, CEO of Samjin Food Co. Ltd., studied Accounting at Bernard Baruch College of New 
York. As the grandchild of Jae Deok Park who founded Samjin Food in July, 1953, YJ Park has taken 
over the family business, following his father, Jong Soo Park (President). For over a decade, YJ Park 
has dedicated his life to manufacturing amook(Korean fishcake), especially in Busan where amook 
is one of the most renowned local specialties. YJ Park was the first to design and open the bakery-
style amook stores in Korea, which now have become the standard in its industry. Through such 
innovative business strategies, YJ Park and Samjin Amook have revitalized amook industry which 
was assumed to be outdated by many in Korea at the time. To expand its Amook Culture globally, 
Samjin Amook pursues sustainability in its products and have acquired 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 certificates. In its attempt to exte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amjin Amook directly 
participates in urban regeneration of Bongnae, Yeongdo Area where it first started in 1953; preserving 
craftsmanship of local brands and creating synergy between brands through on/offline local cultural 
platforms.

삼진식품(주) 대표
박용준

Chief Executive Officer, Samjin Food Co., Ltd
Park Yong-joon



16th World Ocean Forum 2022

296 297



16th World Ocean Forum 2022

298 299



16th World Ocean Forum 2022

300 301



16th World Ocean Forum 2022

Biography Biography

302 303

PanelistPanelist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연구본부 실장
정명화

Director of Overseas Fisheries Research Department,
Fisheries 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Maritime Institute

Jung Myung-Hwa

정명화 실장은 부산대학교에서 무역학을(2001년),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을 (2004)을 전공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산연구본부에서 15년동안 수산분야 국제통상, 국제협력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2017~2019년까지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Myeong-Hwa Jung studied Trad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1) and International Trade 
(2004), So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 have conducted research on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in the field of fisheries for 15 years at the Fisheries 
Research Headquarters at the Korea Maritime and Fisheries Development Institute. From 2017 to 
2019, she served as policy assessment member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is 
currently a member of the Trade Bargaining Private Advisor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김한호 교수는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농경제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1984년),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응용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1995).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27년 동안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교육과 연구분야는 국제무역과 
농업통상정책, 경제발전과 농업, 국제개발협력 등이다.그는 정부 통상자문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회 입법지원위원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여 왔다.

Prof. Kim Han-ho received his Bachelor and Master degree in Agricultural Economic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1984), and his Ph.D. in Applied Economics from the University of Minnesota, USA 
(1995). He has been a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26 years. His fields of education 
and research include international trade and agricultural commercial policy, economic development 
and agriculture,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e has been active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 Government Trade Policy Advisory Committee,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Committee, the National Financial Project Evaluation Committee,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and the Legislative Support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김한호

Professor, International Trade & Development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Ha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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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교수는 부경대학교에서 수산경영학을(1998년), 미국 델라웨어대학교에서 해양정책학(수산경제학)(2003년)을 
전공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3-2005년)과 국립수산과학원(2005-2012년)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산정책, 수산자원관리, 양식업 정책 및 경제성 분석 등의 
업무와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는 대외적으로 OECD 수산위원회 한국대표, 황해광역생태계(YSLME) 1단계 및 2단계 
사업의 수산자원 및 양식 분화 한국대표로 참여하였고, 현재는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수산사회과학분야 한국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세계수산대학 수산사회과학 주임교수,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 및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위원,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Prof. Kim Do-hoon is a professor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of the Republic of Korea. Prior to this, 
he was a senior researcher at the Korea Maritime Institute and a research specialist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He earned his doctorate from the University 
of Delaware, USA.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fisheries economics and management, aquaculture 
economics, and seafood market & trade. He was a research leader on Gijang Sea Mustard ASC-
MSC Certification Project in Korea. His work has been published in journals such as the Journal of 
the World Aquaculture Society, Fisheries Science, Marine Policy, Sustainability,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etc. He was an external expert of Republic of Korea in OECD and he is currently a 
member of several organisations such as a member of the evalua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 expert member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a member of 
Human Dimension of PICES.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

Professor of marine&fisheries business and economic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김도훈

Kim Do-Hoon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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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16회 세계해양포럼

초해양시대, 협력과 공존으로, 번영의 길을 찾아서
Ocean as Uniters, Pursuing Global Cooperation for

the good of the planet

[KIOST Special] From Space to Ocean Ocean Science 
& Future

[KIOST 스페셜] 우주를 넘어 심해로...탐사과학과 미래 사업

The East Sea — a treasure trove of marine resources and a base for the development 
of the ocean industry. The East Sea is called the Miniature Ocean or 6th Ocean in the 
world and is attracting the attention of ocean scientists. Since the East Sea, where 
90% of the total area is composed of the deep sea,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deep sea. Furthermore, research on sea routes in the East Sea region needs to be 
carried out t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of securing the maritime territory of the Pan-
East Sea region (reinforcement of Dokdo’s territorial sovereignty) and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Arctic Route. In the KIOST Special Session, we will discuss deep-sea 
exploration in the Pan-East Sea region and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the first un-
derwater science base in the world. Can we secure human space with technologies 
of deep-sea exploration that go beyond space and into the ocean? In the session, we 
will find the answer.

해양자원의 보고이자 해양산업 발전의 터전인 동해. 동해는 세계적으로 대양의 축소판(Miniature Ocean, 

6th Ocean)으로 불리며 해양과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90%가 심해로 이뤄진 동해는 

심해연구와 함께 환동해권 해양영토(독도 영토 주권 강화) 확보와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 등을 대비하기 

위한 동해권 해양루트 연구가 필요하다. KIOST 스페셜은 환동해권 심해탐사에 대해 논의하고 세계최초의 

해저과학기지 구축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본다. 우주를 넘어 바다로 진출하는 심해탐사기술로 인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KIOST 스페셜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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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복경 박사(1964년생)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물리학(1996)을 전공하였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30년간 수중음향연구에 
몸 담아왔다. 해양과학 및 국가과학정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다.

우리나라의 깊은 바다인 동해의 심해연구 분야 육성에 매진하고자 심해관련 연구사업발굴에 힘쓰고 있다. 수심 2000m가 넘는 
동해의 심해는 해양자원의 보고요 우리가 탐사해야할 미지의 영역이다. 우주개발이 중요하듯이 지구내부 탐사 특히 해양에 
대한 심해탐사는미래의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해양영토에 대한 확보를 위한 매우 필요한 과제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심해 해양과학 연구와 해양과학대중화 분야에 관심을 두고 노력하고자 한다.

Dr. Bok-Kyoung Choi (Born in 1964) majored in Physics (1996) at Sungkyunkwan University, and has 
been involved in underwater acoustic research for 30 years at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He has been paying a lot of attention and effort to ocean science and national 
science policy, and recently served as an expert member of the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 Technology.

In order to focus on studying the field of deep-sea research in the East Sea, the deep sea of   Korea, 
we are striving to discover deep-sea-related research projects. The deep sea of   the East Sea with a 
depth of more than 2000m is a treasure of marine resources and an unknown area to explore. Just as 
space development is important, exploration of the Earth's interior, especially deep-sea exploration of 
the ocean, is a very necessary task to secure the marine territories necessary for future human life.

In the future, we will continue to pay attention to deep-sea ocean science research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opularize ocean science.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해양방위안전연구센터 센터장
최복경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KIOST)

Choi Bok-kyung

김웅서 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생물교육학과 해양학(1981)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해양학(1984)을 전공하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에서 해양생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해양연구소(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입소하여 해양생태학 연구를 하였고, 해양자원연구본부장, 선임연구본부장, 부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한국해양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국제해양광물학회(IMMS) 이사와 국제해저기구(ISA) 
법률기술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해양학위원회(KOC) 위원장이기도 하다.

Dr. Woong-Seo Kim received B.S. and M.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and Ph.D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USA.. He is the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as well as the Korea Oceanographic Commission(KOC). He had 
experiences as the director of Ocean Resources Department and vice president of KIO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김웅서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KIOST)
Kim Woong-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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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박사는 국립대만대학교에서 박사학위(2006)를 받았다.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해양경계획정과 해양분쟁, 비전통 해양안보와 지역해 협력, 심해저와 공해 등 해양법 현안 문제, 해양공간계획법과 
해양과학조사법 등 국내법 제·개정 주도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해수부, 외교부, 해양경찰청, 해군 등 
정부부처의 자문위원,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Ocean and Polar Research의 편집위원이며, 대한국제법학회, 
세계국제법학회, 국제해양법학회 등 학술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Dr. Hee Cheol YANG is currently a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and Director General for the OceanLaw 
and Policy Institute, KIOST. He received his Ph.D in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nd Chinese law 
from the National Taiwan University in 2006. His specialties ar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and 
marine disputes, MSP and MSR. He is also actively leading domestic marine governance including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relating to marine issues in Korea. He has been serving as an 
expert government consultant on the Korean Committee on Marine Geographical Names as well as on 
various issues of marine affairs including issues relating to the Law of the Sea, maritime delimitation 
and oth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ine-related issues of the Korea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 Coast Guard,  and Korea Navy. He is also a member the 
editorial board of the journal Ocean and Polar Research. He is also active member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ssociation, and many other academic associations.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양희철

Head of Ocean Law and Policy Institut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Yang Hee-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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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심해 연구가 한국 영해를 벗어나 먼 태평양 및 인도양에 알려진 지질광물자원 탐색을 중심을 진행되었다면, 그에 비해 
우리 영해 내의 심해지역은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많이 남아 있다. 

환동해에서 이루어지는 심해 연구는 광역의 해저환경 탐색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저면 근접 탐색이 가능한 
자율운항무인잠수정이 요구되며, 특정 지역에서 생물 혹은 비생물 시료 채취를 위한 원격조정 로봇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무인탐색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선 및 정비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국외에서는 심해탐색을 위한 전문조직과 잠수정 모선을 포함한 연구지원 인프라를 국가에서 전담하여 운영 중에 있다. 달 
탐사를 위해 로켓연구가 필요한 것처럼, 심해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심해잠수정이 필요하다. 심해잠수정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분석할 다학제적 연구진 또한 필요하다. 

미탐사 지역으로 남아있는 대양의 축소판 환동해 심해를 연구는 국내 해양연구분야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이다.

Early Korea’s deep-sea research program focused on the exploration of geological and mineral 
resources known in the Pacific and Indian Oceans far away from Korean territorial waters. In contrast, 
there are many unexplored areas in the deep-sea area within our territorial waters, Specially the 
East Sea. Due to the restricted access to the deep-sea environment by humans, it is difficult to 
obtain full knowledge of the evolution of deep-sea life.  Although the deep sea is home to the largest 
living organisms on Earth, less than 4% of genetic research on marine life has been conducted in the 
deep sea.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access, an autonomously operated unmanned 
submersible vehicle capable of sea bottom search is required, and the use of a remote-controlled 
robot to collect biological or non-living samples in a specific area is essential. For Deep Sea Research, 
Leading Ocean Country are operating the National Deep Submersible Facility Operation Center that 
consist of MRO (Maintain, Repair, and Operation) person and platform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Just as rocket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moon, deep-sea submarines are needed to reach the 
deep sea.  I will explain the master plan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deep-sea research facility 
operation center.

박요섭박사는 인하대학교 자동화공학에서 학부와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2004년 국내 최초 수로측량용 멀티빔 
음향측심 시스템 오류분석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수로측량 기술을 바탕으로 ㈜UST21 창사멤버 기술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07년 개도국 과학기술지원단 소속으로 남태평양 피지 수바에 있는 South Pacific Applied GeoScience 
Commission(SOPAC)에서 도서국 측량 기술자를 대상으로 수로측량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2008년 한국해양연구원 
해양방위연구센터 박사후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해양탐사 및 무인체 운영과 관련된 다수의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현재 
그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로봇실증센터 소속 책임기술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한국수로학회 이사 및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Dr. Park Yo-sup work as principal research specialist with Maritime Robotics Test and Evaluation 
Center of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He studied and received MSc(1996) and 
Ph.D. received in the University of INHA, South Korea in 2004. He has co-founded Underwater Survey 
Technology21 which is a leading hydrographic survey company in South Korea. And He has served 
as a voluntary scientist in South Pacific Applied Geoscience Commission(SOPAC), FIJI Islands in 
2007. He is a member of several academic organizations such as a member of the board of the Korea 
Hydrographic Society and the Quality Assurance Boarder of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로봇실증센터 책임연구원
박요섭

Principal Research Specialist,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KIOST)

Park Yo-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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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글라이더는 해양 관측 분야에 새로운 무인화 시대를 가져온 게임 체인저 기술이다. 무인 해양 관측이라는 개념을 도래하게 
한 수중글라이더 기술은 해양 과학 연구 분야에서 시작했으나, 해양 산업 분야에 필요한 해양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수중글라이더는 부력을 조정함으로써 활강하면서 물 속을 비행하기 때문에, 수천 킬로미터의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 독자적으로 수주일에서 수개월간 해양 관측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조선업계에서 세계1위를 달리고 있지만, 첨단 해양 기술이나 자율형 무인 해양 기술 분야에서는 선진국에 
크게 뒤쳐져 있다. 수중글라이더 기술은 미래 장거리 해양 탐사 장비의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글라이더를 개발하기보다 다른 나라의 수중글라이더를 도입하여 선진국형 무인해양관측망을 
구축함으로써 해양 무인기의 뚜렷한 활용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글라이더 네트워크에서 얻어지는 종합해양정보를 
국민들에게 서비스함으로써 해양 정보의 중요성과 활용성을 알림과 동시에, 해양 정보를 얻기 위한 핵심 무인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한국형 무인해양관측망 구축과 해양 무인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해양무인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양무인기 전문 운용센터가 건립 중이며,    이 센터는 기존의 운영되고 있던 국가해양 관측소와 해양정보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underwater glider is a game-changing technology that has brought a new unmanned era to 
the field of ocean observation. The underwater glider technology, which brought the concept of 
autonomous ocean observation, started in the field of ocean science, but is developing as a means 
of collecting ocean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marine industry. By adjusting buoyancy, the 
underwater glider goes up and down through the water, gliding forward by using the gravity and 
buoyancy forces. It can travel significantly greater range with high endurance, extending ocean 
observation missions from days to months while traveling long distances of thousands of kilometers. 

Although Korea currently ranks first in the shipbuilding world, it lags far behind advanced countries 
in the field of advanced or autonomous marine technologies. Since underwater glider technology is 
a core part for future long-distance marine exploration equipment, it is urgently necessary to build a 
systematic and strategic approach for this. 

First of all,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 autonomous ocean observing network which is still under 
development in Korea, by introducing underwater gliders from other countries rather than developing 
our own gliders. The public service of comprehensive ocean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glider 
network, which can be a foundation to prove the importance of ocean information as well as to 
develop core parts of the autonomous technology. 

Therefore, the underwater glider operation center has been built in order to facilitate the Korea 
autonomous ocean observing network which can improve the existing the national ocean 
observatories and ocean information services. 

박종진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해양학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물리해양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수중음향특화연구센터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6개월 근무한 뒤,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에서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박사후 연구원 공채에 합격하여 2년간 근무, 이후 종신 과정선임연구원으로 합격되어 3년간 근무하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5년부터 해양무인기 운용지원센터의 센터장과 2020년 4월부터 
수중글라이더 핵심부품 장비 기술개발 사업단 단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또한 국립해양과학관 비상임이사(2020년 8월~2022년 
7월)직과 Argo Data Management Team 위원, 국제수중글라이더 커뮤니티인 Ocean Glider 운영위원회의 위원 등 국내외 
해양무인기의 과학적 활용 및 교육분야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Professor JongJin Park (born in 1975)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 bachelor's 
degree in oceanography. He majored in physical oceanography with Master’s and Doctor’s Degre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working for Underwater Sound Specialization Research Center in 
SNU as a post-doctoral researcher for 6 months, he got the Postdoctral Scholarship Award at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in the U.S. by passing a 100 to 1 competition and then worked as 
a post-doctoral scholar for 2 years. By finishing the term, he applied for the tenure-track scientist 
position in the same institution and worked for 3 years. Since 2012 he has been a professor at 
Department of Earth System Sciences i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ince 2015 he has been in 
charge of the center for Korea Autonomous Ocean-observing System and also has been the director 
of Development of the core technology of Underwater gliders since April 2020. Additionally, he 
has served as a member of board directors in the National Ocean Science Museum (August 2020 — 
Present) and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Ocean Glider Steering Committee. He is actively working 
as an expert in the field of scientific application and education of marine AUVs in Korea and abroad.

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 해양학전공 교수
박종진

Associate Professor of School of Earth System Scienc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ark J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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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water robots are essential to explore deep seas that humans cannot reach, such as the 
East Sea of Korea. Underwater robots that explore the deep sea can be classified into manned 
submersibles where humans board and unmanned vehicles that perform missions on behalf of 
humans. Korea has developed various types of underwater robots so fa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supported an R&D project to develop a 6,000-meter remotely operated 
vehicle (ROV) called "Hemire" for deep-sea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2006, and an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AUV) called "Isimi" in 2009. The AUV is an underwater robot that can be used 
for marine defense because it can secretly perform missions under the surface. In 2012, through 
the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ACTD) program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a mine disposal vehicle (MDV) was developed, and the MDV has 
been deployed in the anti-mine warfare mission of the Korean Navy. Two hybrid mobile underwater 
robot 'Crabster' with depth rating 200 meters and 6,000 meters were developed in 2013 and 2016, 
respectively. These robots are biomimetic underwater robots that can perform walking on the sea 
floor and swimming in the water. In 2013, an underwater robot called 'Minero' was developed that 
can collect underwater mineral resources such as manganese nodules. Under the support of the MOF 
for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 development, a 2,500-meter ROV "URI-L," an undersea cable laying 
robot "URI-T," and a "URI-R" that can excavate undersea rocks were developed in 2020. Meanwhile, 
a manned submarine "Haeyang 250" was developed in 1987, and a plan for the development of 
a 6500m-class manned submersible was established in 2016. Recently, an integrated marine 
unmanned system, in which underwater robots are integrated with unmanned surface vehicles and 
aerial drones, is being developed as a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In addition, an R&D project to develop a multiple AUVs system operated 
simultaneously with five AUVs is underway for the purpose of responding quickly to marine accidents 
supported by the Korea Coast Guard. This talk will introduce these underwater robots and briefly 
explains the technologies needed to develop underwater robots. Thanks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utonomous underwater robots that perform tasks equivalent to 
manned submarines are also expected to be developed.The speaker would like to explain the role and 
limitations of each underwater robot in deep sea exploration, and talk about the prospects for the 
next generation of underwater robots that will emerge in the future for efficient East Sea exploration.

이판묵 박사는 한양대학교에서 기계공학 학사를 취득하고(1983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기계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1985년, 1998년), 박사과정에서 자율무인잠수정의 적응제어를 연구했다. 1985년3월에 한국기계연구소 
선박분소(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입소한 이래 37년간 해양플랜트의 운동제어, 무인잠수정의 
설계 및 항법제어 기술의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사업을 수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6천미터급 원격조종무인잠수정 ‘해미래’를 개발했고(2006), 자율무인잠수정 ‘이심이’를 개발하여(2009) 기업에 
기술이전 했다(2010). 방위사업청의 신개념기술시범 사업으로 ‘자율항해 무인기뢰처리기’를 개발하여 군사용가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우리나라 해군에 실전배치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의 ‘선체부착생물 처리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선체청소로봇의 고정밀 수중항법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Dr. Pan-mook Lee studied at Hanyang University and acquired a bachelor's degree in mechanical 
engineering (1983), and he studied in mechanical engineering at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for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1985, 1998). He majored in 
adaptive control of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s in his PhD. Since March 1985, he has been 
employed by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 (KRISO). He has been in charg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for 37 years. He was in chare of 
the R&D project "Development of an advanced deep-sea unmanned underwater vehicle“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Through this project, a 6,000-meter class remotely 
operated vehicle (ROV) ‘Hemire’ was developed in 2006, and an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AUV) 
‘Isimi’ was developed in 2009. The core technologies of Isimi AUV was transferred to a company in 
2010. As an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velopment (ACTD) project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he had been the project manager of "Autonomous Maneuvering 
Unmanned Mine Disposal Vehicle (MDV)". The MDV was judged for military use and the vehicle has 
currently deployed to the Korean Navy. Recently, he has been participating in the MOF’s R&D project 
"Development of treatment technology (removal, collection and treatment) of marine bio-fouling on 
ship hull" to develop high-precision underwater navigation of in-water hull cleaning robots.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해양시스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판묵

Principal Researche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KRISO)

Lee Pan-mook

우리나라 동해와 같이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깊은 바다를 탐사하기 위해서는 수중로봇이 반드시 필요하다. 심해를 탐사하는 
수중로봇은 사람이 승선하는 유인잠수정과 인간을 대신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잠수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수중로봇을 개발했다. 2006년에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6천m급 해양과학조사용 원격 
조종 무인잠수정‘해미래’를 개발한 이래, 2009년에 수중을 정찰하는 자율 무인잠수정‘이심이’를 개발했다. 자율무인잠수정은 
수중에서 은밀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해양 방위에 활용 가능한 기술이다. 2012년에 방위사업청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을 
통해 기뢰제거 무인잠수정을 개발하였고, 현재 우리나라 해군에서 이 기뢰처리기를 실전에 활용 중이다. 

2013년과2016년에 각각2백미터급과6천미터급 복합 이동 수중로봇‘크랩스터’를 개발했다. 이들 로봇은 수중에서 보행과 
유영을 수행할 수 있는 생체 모방 수중로봇이다. 2013년에 망가니즈 단괴와 같은 해저 광물자원을 집광할 수 있는 5000m급 
수중로봇‘미내로’가 개발되었다. 해양수산부의 수중건설로봇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2020년에2500미터급ROV ‘URI-L’과 해저 
케이블 매설용 ‘URI-T’와 해저 암반을 굴착할 수 있는 'URI-R' 등을 개발했다. 한편 유인잠수정‘해양250’을1987년에 개발했고, 
2016년에는 6500m급 유인잠수정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무인수상선, 드론과 연합하여 운용되는 수중·수상·공중 복합 해양무인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다. 또한 해양경찰청 연구개발 
사업으로 해양사고 신속 대응을 목적으로 다수의 AUV를 이용한 군집 AUV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 강연에서는 수중로봇들을 
소개하고 수중로봇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힘입어, 유인잠수정과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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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 수중로봇도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해 탐사에 있어서 각각의 수중로봇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하고, 효율적인 동해 탐사를 위해 미래에 출현할 차세대 수중로봇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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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에서는 해저공간 창출․활용을 위한 설계, 시공, 운영․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 기술을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해저 거주공간 기술이 아닌, 해저공간의 유용한 창출과 활용을 위하여, ① 해저 연구공간, 
② 해저 거주공간, ③ 수중 데이터센터, ④ 수중 챔버 기술을 포함한 해저공간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며, 기술실증을 위하여① 
Main Control Module, ② Habitat Module, ③ Data Center Module, ④ Chamber Module로 구성된 해저공간 플랫폼을 
개발하며, 이를 위한 각각의 설계 기술과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을 개발한다. 각각의 모듈은 미래 대단지 확장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강-콘크리트 합성구조와 강구조로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의 수행과 Test Bed 건설 이후에는 세계 최고 수심의 
해저공간 플랫폼을 운용하게 되어 세계최고 수준의 해저공간 구조물 건설과 운영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IOST has started research with the goal of developing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technologies for the creation and utilization of subsea space, and demonstrating the 
development technology. In this study, we develop subsea platform technology including ① subsea 
research space, ② subsea living space, ③ underwater data center, and ④ underwater chamber 
technology, for the useful creation and utilization of subsea space rather than simple subsea living 
space technology. To demonstrate the technology, we will develop a subsea platform consisting of ① 
Main Control Module, ② Habitat Module, ③ Data Center Module, and ④ Chamber Module, and develop 
each design technology,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technology for this purpose. Each 
module is planned to be manufactured with a steel-concrete composite structure and steel structure 
in consideration of future large-scale expansion and economic feasibility. After the completion of this 
study and the construction of the test bed, the world's deepest subsea platform will be operated, and 
it is expected that the world's highest level of subsea structure construction and operation technology 
will be secured.

한택희 박사(1972년생)는 고려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1995년 학사), 고려 대학교에서 구조공학(2001 석사, 2006 박사)을 
전공하였다. Auburn University 및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였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12년 동안 해양 및 항만구조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Dr. Taek Hee Han (1972) studied Civil Engineering at Korea University (Bachelor in 1995) and 
Structural Engineering (Master in 2001, Ph.D. in 2006) at Korea University. He worked at Auburn 
University and Seoul Transportation Corporation, and has been working on marine and port structures 
and new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for 12 years at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연안개발에너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한택희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KIOST)

Han Taek-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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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는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에 의해 둘러싸인 국제수역으로서, 평균수심 약1,684m, 최대수심 약4,049m에 이르며, 
동해 전체 면적 중 수심200m 이내의 면적은 동해 전체 면적의 약20.9%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 수심200m 이상의 
심해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동해 전체 해수의 약89%를 차지하는 수심200m 이상의 심층은 대부분 수온 약1℃이하의 
냉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해와 인접해를 연결하는 해협의 수심이200m보다 얕기 때문에 동해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심층수는 동해 자체내에서 생성된 해수로 고려될 수 있다. 동해는 공간적 크기는 대양에 비해 작지만, 극전선을 중심으로 
한 해수순환 구조 및 동해 자체 내에서 심층수가 생성되어 순환하는 등 대양의 해양현상과 유사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축소판 해양(Miniature ocean)으로도 불리고 있다. 동해는 최근 전 지구변화와 관련하여 뚜렷한 해양환경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심해로 둘러싸인 울릉도(독도)는 동해 한 복판에 위치한 섬으로서, 
주변에는 심흥택해산, 이사부해산 등 크고 작은 심해 해산들이 또한 발달해 있다. 울릉도(독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동 연구, 심해 해산 생태계 연구, 심해저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연구, 심해 극한 환경 연구, 표영생태계와 심해생태계 
역학 관계 연구, 해양심층수 활용 연구, 유·무인체 개발 및 활용 연구, 지구조 연구 등의 전진기지로서 가치를 품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2014년부터 울릉도에 동해 연구의 전진기지로서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를 운영하고 있어 
기지를 교두보로 한 다양한 심해 연구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The East Sea is an international waters surrounded by South Korea, North Korea, Japan and Russia. 
The average depth of water is about 1,684 m and the maximum depth is about 4,049 m. Most of 
them consist of deep waters with a depth of more than 200 m. In addition, the deep water with a 
depth of 200m or more, which accounts for about 89% of the total seawater in the East Sea, consists 
mostly of cold water with a water temperature of about 1℃ or less. Deep water can be considered 
as seawater produced within the East Sea itself. Although the spatial size of the East Sea is smaller 
than that of the ocean, it has similar characteristics to the oceanic phenomena, such as the ocean 
circulation structure centered on the polar front and deep water generated and circulated within 
the East Sea itself, so it is also called the miniature ocean. The East Sea has recently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in the marine environment in relation to global changes, and accordingly, various 
changes in the marine ecosystem are being detected. Ulleungdo (Dokdo), surrounded by the deep sea, 
is an island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East Sea. Ulleungdo (Dokdo) has value as a forward base for 
research on development and utilization : a study of changes in the marine ecosystem due to climate 
change, research on deep-sea marine ecosystems, research on deep-sea biodiversity and biological 
resources, research on deep-sea extreme environment, research on pelagic and benthic coupling 
dynamics, research on the use of deep ocean water, and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human and 
unmanned submersible.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operating 
Ulleungdo·Dokdo Ocean Science Station as a forward base for East Sea research on Ulleungdo since 
2014. 

김윤배 박사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해양공학을 전공하였으며, 동해 해양순환 연구주제로 부산대학교 해양과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 
근무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해양생태계 반응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Dr. YunBae Kim majored in marine engineering at Korea Maritime University, and received a master's 
degree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and a doctorate degre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the 
subject of ocean circulation in the East Sea. While working at the Ulleungdo·Dokdo Ocean Research 
Station,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he is conducting research on the response 
of the marine ecosystem in the East Sea to climate change.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
김윤배

Cheif of Ulleungdo·Dokdo Ocean Research Station,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KIOST)

Kim Yun-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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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16회 세계해양포럼

초해양시대, 협력과 공존으로, 번영의 길을 찾아서
Ocean as Uniters, Pursuing Global Cooperation for

the good of the planet

[Ocean Index] Global City Index for the Sustainable 
Ocean Economy: Why Now?

[해양지수] 글로벌 해양도시 지수와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For Busan, the ocean is a major future strategic asset. Is Busan fully utilizing this 
asset? Is Busan also being recognized for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orthy of 
its name as the “Marine Capital”? The World Ocean Forum aims to enhance Busan’s 
global brand value by developing a reliable global ocean city index. In the Ocean In-
dex Session, we will recognize the necessity of developing the global city index and 
examine every aspect of ocean indices by answering the question “Why now?” and 
making their utilization plans.

부산에 있어 해양은 주요한 미래전략 자산이다. 하지만 부산은 ‘해양’이라는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또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이 ‘해양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국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가. 

세계해양포럼은 신뢰성 있는 글로벌 해양도시 지수를 개발해 부산의 글로벌 브랜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양지수세션에서는 글로벌 해양도시력 지수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Why now?’라는 

질문부터 시작해 해양지수의 활용방안까지 해양지수의 모든 것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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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미 워싱턴대학교(2010)와 상하이 해사대학교(2013)에서 방문학자로 
수학하였다.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극지기술연구회 부회장, 국제해양법학회 이사, 
한국유라시아학회 대외협력이사, 세계해양포럼 기획위원, ‘한국북극연구기관컨소시엄(KoARC)’ 정책분과장을 맡고 있다. 
APEC TRP,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 북극서클 및 북극프론티어 등에서 정부대표단으로 활동하였다. 우리나라 해양정책 
및 극지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Dr. KIM Minsu is working for Korea Maritime Institute(KMI) as Deputy President in charge of Ocean 
Economy Strategy Research Department. He got Ph.D of International Law in Korea University. He has 
studied in University of Washington in 2010 and Shanghai Maritime University in 2013 as a visiting 
scholar. Also, he is vice chairman of the Polar 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 director of Korea 
Society of the Law of the Sea, the external cooperation director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Eurasian 
Studies, a member of planning committee of the World Ocean Forum, and the director of policy 
subcommittee of the 'Korea Arctic Research Consortium (KoARC)'. He has served as a government 
delegation in APEC TRP,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rctic Circle and Arctic Frontier. He is 
now doing research mainly focusing on climate change, marine and polar policy and cooperation.

Kim Min-su

김민수

Deputy President of Ocean Economy Strategy Department,
Korea Maritime Institute(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경제전략연구본부장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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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Yen 그룹의 전문분야는 경제 활동과 도시 성과에 대한 반복 측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성과와 활동의 변화를 추적하도록 
고안된 지수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은 측정 대상이 되는 활동이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선정, 정량적·정성적 데이터의 선택, 데이터의 가중치 부여와 결합방법, 간행빈도, 
지수 산입규칙의 적용 등 지수의 설계단계에서 정해져야 할 여러 요소들이 있다. Z/Yen 그룹은 도시와 관련한 3대 주요 
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 국제녹색금융지수, 스마트센터지수를 발표한 바 있다. 요인 평가지수의 각 지수는 다양한 정량적 
데이터(도구적 요인)와 전세계 사람들이 도시 성과를 평가하는 맞춤형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적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러한 원천 
데이터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 결합되어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정량적 측정에 가중치를 
적용할 필요가 없고, 데이터의 정규화를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도시가 데이터 세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격차를 허용하고, 과거에 발표된 데이터를 현재와 미래의 정성적 평가와 결합한다. 지수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특정 
순간과 관련된 데이터의 스냅샷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파악하는 데 반복연구가 유용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된 방법론을 사용해야 한다.

Constructing longitudinal measurements of economic activity and city performance is a specialty of 
the Z/Yen Group. The methodology used to create indices designed to track changes in performance 
and activity needs to be designed to include a wide range of data that contribute to the activity or 
performance being measured. There are choices to be made in the design of indices, including the 
selection of data, the choice of quantitative and/or qualitative data, methodologies for weighting 
and combining data, the frequency of publication, and rules governing inclusion in the index.  The 
Z/Yen group published three main indices focused on cities,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the 
Global Green Finance Index, and the Smart Centres Index. Each index in a factor assessment index, 
using a wide range of quantitative data (the instrumental factors) and qualitative data from bespoke 
surveys where people across the world assess the performance of cities.  Data from these sources 
is combined using a machine learning algorithm to examine correlations between the data.  This 
approach avoids the need to apply weighting to quantitative measures, does not require normalization 
of data, allows for gaps in the data as not all cities are included in all data sets, and combines historic 
published data with present and future looking qualitative assessments.  To gain credibility, indices 
need to use consistent methodology over time, as the usefulness of longitudinal research is in 
identifying trends, rather than in focusing just on a snapshot of data relevant to a particular moment.

마이크 와들은 1983년 영국의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교육·고용부 장관의 수석 비서관을 포함하여 20여년 간 교육 정책 
관련한 활동을 한 바 있다. 이후 전략·규제청의 부장과 사회서비스일반위원회의 의장을 역임하며 규제기관에서 활동했다. 
2012년에 프로그램 관리부문으로 자리를 옮겨 영국 컨설팅 기관인 Z/Yen 그룹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국가종교단체, 병원관련 
부문과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또한 2017년에 국제녹색금융지수(Global Green Finance Index) 개발을 이끌었고, 이후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스마트센터지수(Smart Centers Index)를 포함한 Z/Yen그룹의 모든 지수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2022년 6월에 Z/Yen그룹의 최고경영자로 임명됐다.

Mike Wardle joined the UK civil service in 1983 and spent almost 20 years focused on education 
policy, includingacting as Principal Private Secretary to the Secretaty Of State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He then became a regulator, acting as Director of Strategy and Regulation and then 
Chief Executive of the General Social Care Council. He moved into programme management and joined 
the Z/Yen Group in 2012, undertaking projects with a trades union, a national religious organization, 
and the hospital sector.  In 2017, he took the lead in the development of the Global Green Finance 
Index, and then took over all the index work for Z/Yen, including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and the Smart Centres Index.  He was appointed Chief Executive Officer of Z/Yen in June 2022. 

Z/Yen 이사 겸 글로벌금융경쟁력지수(GFCI) 책임자
마이크 와들

Mike Wardle
Chief Executive Officer, Z/Yen Group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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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발표되는 세계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lobal Power City Index, GPCI) 보고서는 2008년부터 창의적인 개인과 기업을 
세계 곳곳에서 끌어당기는 도시의 전반적인 힘인 '자력성(magnetism)'면에서 48개 도시의 순위를 매겨왔다. 도시 평가는 경제, 
연구개발, 문화의 상호작용, 거주 적합성, 환경, 접근성 등 6개 기능에 따른 70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지표 체계로 이루어진 도시 평가는 도시의 자력성을 위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정부, 정책 입안자, 기업에 
자신들의 도시 평가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GPCI의 평가가 시작된 이래로 도쿄, 서울, 싱가포르 등 아시아 
도시들은 매우 우수한 점수를 보였고, 해안도시로 여겨지는 여러 도시들도 점차 우수한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 
히로 이차카와 교수는 GPCI의 방법론, 구조, 평가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해양도시에 중점을 둔 세계 
최고도시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이러한 도시들의 경쟁력과 개선분야를 소개하고자 한다.

Since 2008, the annual Global Power City Index (GPCI) has ranked 48 world cities in terms of their 
“magnetism” - their overall power to attract creative individuals and enterprises from around the 
world. Cities are rated on the basis of 70 indicators in six urban functions: Economy, R&D, Cultural 
Interaction, Livability, Environment, and Accessibility. Evaluating cities with a rigorous and constantly 
improving set of indicators offers governments, policy makers, and businesses a clearer picture of 
where their own cities are situated amidst an intense global competition for urban magnetism. Since 
the beginning of the GPCI, Asian cities like Tokyo, Seoul, and Singapore have performed very well, 
and this extends further to many cities that could be considered coastal cities. In this presentation, 
Prof. Ichikawa will explain the methodology and structure of the GPCI as well as how evaluations are 
carried out. He will also highlight key findings from top global cities with an emphasis on maritime 
cities, while covering theirs competitive strengths, as well as areas for improvement.

Abstract

이치카와 박사는 일본 메이지 대학 거버넌스 연구 전문대학원의 명예교수이자 전 학장이며 모리 기념 재단(MMF)의 이사이다. 
전공은 도시정책, 도시계획, 재난관리공학이다. 도시계획협의회 등 일본 주정부 및 지방정부 위원 및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현재는 30년 넘게 고문으로 일해 온 도쿄도청(TMG)에서 주지사 고이케 유리코 도쿄부지사의 정책 입안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모리기념재단에서 실시하는 글로벌파워도시지수(GPCI)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세계경제포럼 도시개발 
및 서비스 미래위원회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와세다 대학에서 건축학 및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캐나다 워털루 
대학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Dr. Ichikawa is Professor Emeritus and former Dean at the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Studies, Meiji University, Japan. He is also Executive Director of The Mori Memorial 
Foundation (MMF). He majors urban policy, urban planning and emergency management. He has been 
appointed as chairmen and committee members of Japanes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uch as 
urban planning council. He is now a committee member of Governor Koike’s variety of policy making 
works at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TMG) to which he has been an advisor more than thirty 
years. He is a chairman of working committee for the Global Power City Index (GPCI) carried out by 
MMF. He was a steering board member of Future of Urban Development and Services Committee, 
World Economic Forum. He was granted Bachelor of Architecture and Master of Urban Planning from 
Waseda University, and then completed his Ph.D. i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at University of 
Waterloo in Canada.

일본 메이지대학교 전문대학원장, 정치경제대학원 경영대학원장
히로 이치카와

Dean of the Meiji University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Studies 

Hiroo Ichik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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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용 연구위원(1977년생)은 현재 부산시 산하 종합정책연구기관인 부산연구원(BDI)에서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해양정책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위원이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에서 학사학위(2000년)와 석사학위를(2002년) 
취득하였으며, 동대학 메카트로닉스공학에서 해양산업분야 박사학위(2014년)를 전공한 융합연구자이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에서 주임교수를 역임하면서 스마트항만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광역시청 해양정책과에서 부산시 해양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참여했다.

장하용 연구위원은 2018년부터 세계해양포럼의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위원,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특히,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문위원, 외교부 제2차 
북극써클회의 대한민국 대표단, 부산광역시 유라시아-부산 원정대 등 다양한 해양정책분야에서 활동하였다.

Dr. Ha yong Jang is the researcher at BDI(Busan Development Institute), the comprehensive policy  
research institute under Busan Metropolitan City, studying maritime policies to realize the vision of 
Busan, the maritime capital of Korea. As the convergence researcher, he earned his B.A.(2000) and 
M.A.(2002) in Coast Guard Studies, Ph.D. in Maritime industry at Mechatronics from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He served as the head professor at the Busan branch of Korea Port Training Institute to conduct 
research into smart port from 2014 to 2019. He also helped Maritime Policy Division at the Busa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formulate and implement the maritime policy in Busan.

Dr. Jang took his role as a member of the WOF planning committee, Busan Cruise Industry 
Development Committee and Technical Advisory Committee of Busan Port Construction Office. In 
particular, he worked in a variety of areas as a member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on 
Sewol Ferry Disaster, the ROK Delegation to the 2nd Arctic Circle Assembly, and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of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연구원(BI) 기획조정실 정책기획팀장/ 연구위원
장하용

Researcher of Busan Institute(BI)
Jang Ha-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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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인 박사는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2006년)를 받았다.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입사(2007년)하여 해양경제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경제전망·데이터연구실장을 
맡고 있다. 특히 해양경제 전망, 해양수산위성계정 작성, 해양수산업 분류체계 및 산업연관분석, 해양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장정인 박사는 OECD 해양경제 운영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Dr. Chang Jeong-In studied Environmental Economics at Korea University (2006). She has worked 
in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since 2007, which is a government-affiliated research entity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as director of Ocean Economy Research Division since 2018. She 
specialized in ocean economy research and has been working on diverse researches about ocean 
economy outlook, ocean economy satellite accounts, the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the marine 
industries, and the evaluation of the non-market value of the marine ecosystem services. She is a 
member of ocean economy steering board of OECD.

Biography

Paneli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경제전략연구본부 실장
장정인

Head of Ocean Economy Research Division, Korea Maritime Institute(KMI)
Chang Jeong-in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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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팀장은 동국대학교에서 국제통상학을 전공하였다. 팬오션을 비롯한 국적 선사에서 약 16년 간 근무하며 해운시장 분석, 
선박매매, 투자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9년부터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정보팀장으로 근무하며 해운시장 분석, 
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운영, KOBC 마리타임 컨퍼런스 개최 등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정보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제곡물관측 해운시황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강의 및 기고, 패널토론 
등을 통해 해운시장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Mr. Lee Suk joo, the head of Maritime Research Team of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studied 
International Trade at Dongguk University. He had been working for Korean shipping companies 
including Pan Ocean for 16 years, mainly in charge of shipping market research, sale and purchase 
of vessels, and investment planning. Since 2019, he has been working for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s head of Maritime Research Team, and making best efforts to provide qualified market 
information to Korean shipping society by doing shipping market analysis, developing freight indicis, 
and hosting KOBC Maritime Conference. He acts as a regular consultant for the shipping market part 
of the monthly publication ‘International Grain Observation’ of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In 
addition to this, he is delive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shipping market through various 
speeches, contributions, and panel discussions.

Lee Suk-joo

이석주

Head of Maritime Research Team,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KOBC)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해운정보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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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16회 세계해양포럼

초해양시대, 협력과 공존으로, 번영의 길을 찾아서
Ocean as Uniters, Pursuing Global Cooperation for

the good of the planet

[Marine Design] Trends and Future Prospects of 
Shipbuilding Design

[해양디자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소선박 디자인의 미래 

Although Korea is attempting various policies to foster the maritime industry, many 
companies have difficulty entering the market due to the unique conditions of the 
“Ocean” and securing their stability at oceans. In particular, the marine design sector 
is dependent on imports of high-end products due to the lack of specialization and 
design application. There is also a lack of linked content and services after investing 
in marine and fisheries infrastructure. In the Marine Design Session, we will analyze 
the domestic marine design industry that has entered the maturity stage of technol-
ogy development thanks to the cooperation between the World Ocean Forum and 
the Design Council Busan. Furthermore, we will look into how to brand and upgrade 
marine design.

한국은 다양한 해양산업 육성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바다’라는 특수한 조건과 해상에서의 

안정성 확보 등의 이유로 시장 진입을 어려워한다. 특히 해양디자인 분야는 해양에 대한 전문화가 

부재하고 디자인 활용도가 미비해 고급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해양수산인프라 투자 

후 연계 콘텐츠‧서비스도 부족하다. 이에 해양디자인 세션에서는 세계해양포럼과 부산디자인진흥원을 

연계해 기술개발 성숙기에 접어든 국내 해양디자인 산업을 살펴보고 해양디자인의 브랜딩·고급화 방안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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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박사는 경성대학교에서 공예디자인(미술학 학사)과 산업 공예(미술학 석사), 디지털디자인(디자인학 박사)을 
전공하였다. 1998년부터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 입사하기 전까지 경성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아대학교, 신라대학교, 
동부산대학, 동주대학, 부산경상대학, 부산예술대학에서 디자인 전공 외래교수를 역임하였다. 200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재직(지원본부장) 중이다. 특히 2014년부터 디지털 전환(DX) 기반의 다양한 국책 프로젝트를 
기획·유치·운영하고 있다. 디자인 주도 초연결 산업, 스마트 스타트업 육성, 스마트 홈 &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 디자인 R&D, 
스타일테크, 스마트 해양디자인, 디지털 휴먼 빅 데이터 연구 등에 관심이 깊다.

Dr. Jae hyun Park majored in craft design (Bachelor of Fine Arts), Industrial Craft (Master of Fine 
Arts), and Digital Design (Ph.D. in Design) at Kyungsung University. From 1998 until joining the 
Design Council Busan, he served as an adjunct professor in design majors at Kyungsung University, 
Dongmyeong University, Dong-a University, Shilla University, Dongbusan University, Dongju 
University, Busan Gyeongsang University, and Busan University of the Arts. From October 2006 until 
now, he has been working at the Design Council Busan (Head office of Support Geneal Manager). In 
particular, since 2014, it has been planning, attracting, and operating various national projects based 
on digital transformation (DX). He is interested in design-led hyper-connected industries, fostering 
smart startups, smart home & lifestyle service design R&D, style tech, smart ocean design, and 
digital human big data research.

Park Jae-hyun

박재현

Head office of Support Geneal Manager, Design Council Busan

부산디자인진흥원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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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21st century, the world is experiencing rapid design innovation as well as technology, especially 
in various fields such as automobiles, architecture, and electronics. In comparison, ships, the center 
of the marine industry, remain at a standstill, especially in design.

Even in the case of Korea, which has several world-class shipyards and has the appearance of a great 
shipbuilding power, it is not actively incorporating design capabilities into ship production.

There are not as many domestic ship designers I have met as a ship designer while working as a ship 
designer for more than 20 years. Of course, it is not easy to access due to special standards and 
construction methods, but it is also the reason why the importance of fostering domestic shipbuilding 
and marine manpower is emphasized.

So hundreds of large ships are built every year, but wouldn't the design be active? Of course, most of 
them were commercial vessels, so the design was not important because they focused more on their 
purpose and specificity.

So what about large passenger ships with more than 25 years of experience in building? Vessels are a 
representative order-making industry that is built by receiving orders from large shipping companies, 
not individuals. For a typical large ferry, the price is more than $150 million. Usually, if you build a 
building worth 200 billion won on land, the owner of the building, from architects to construction 
companies, will carefully examine it and choose it one by one to suit your taste. In other words, 
expensive ships also apply design intentions through designers hired according to the shipowner's 
taste. Unfortunately, it is not a products that sells well if it is well designed and has good performance 
like a car.

So how should designers deal with the marine industry and what are their roles? I would like to talk 
about changes in ship design, future ship design trends,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marine design and the need to foster marine design.

Abstract

김수환 교수는 계명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1994년)을, 영국 Sheffield Hallam 대학교에서 특수공간디자인 석사(2006 
년) 학위를 받았다. 삼성중공업 여객선설계팀에서 14 년 동안 선박디자이너로 근무하며 노르포크 라인, 스테나등 다수의 
해외 여객선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아시아 최초 LNG연료 추진 친환경 선박인 에코누리호 디자이너이기도 하다. 이후 
선박/해양 턴키 전문기업인 (주)제이텍에서 임원/수석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씨월드 고속페리의 퀀제누비아호, 고려 고속의 
초쾌속페리등의 메인 아키텍트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형 선박디자이너로 시작한 그는 카페리, 최쾌속선등 다양한 선종의 
선박을 디자인하며 국내 가장 많은 여객선 프로젝트를 수행한 선박 디자이너이며 현재 계명문화대학 산업디자인과에 재직하며 
국내 유일의 선박 인테리어 관련 학과를 개설하여 인력을 양성 중이다. (주)제이텍 재직시 수석 디자이너로 총괄디자인한 
'퀸제누비아호'는 2020 년 한국 선박 최초로 조선해운 전문지인 영국의 'The Royal Institution of Naval Architect'에서 올해의 
선박 로펙스(Ro-pax•카페리) 분야에 선정되었다. 이 선박은 국내 여객선 인테리어 수준을 한층 높여 여객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선박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자체 여객선 디자인 수준 및 시공기술을 세계가 인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Professor Kim suhwan received a degree in industrial design (1994) from Keimyung University and a 
master's degree in industrial design (2006) from Sheffield Hallam University in the United Kingdom. 
He worked as a ship designer for 14 years in the passenger ship design team of Samsung Heavy 
Industries, worked on a number of overseas passenger ship projects, including Norfolk Line and Stena, 
and is also the designer of Econuri, Asia's first LNG fuel-powered eco-friendly ship. Since then, he has 
worked as an executive/chief designer at Jeitek Co., Ltd., a ship/ocean turnkey company, and served 
as the main architect of the Sea World High Speed Ferry's Queen Jenuvia and the Korea High Speed 
Ferry. Starting as a large ship designer, he is a ship designer who has carried out the largest number 
of passenger ship projects in Korea by designing ships of various types such as ferries and fastest 
ships, and is currently working in the Industrial Design Department of Keimyung College University 
and is training manpower by opening the only ship interior-related department in Korea. The Queen 
Jenuvia, which was designed as a chief designer while working at Jeitek Co., Ltd., was selected as 
the first Korean ship in 2020 in the Ro-pax·Carrier category at The Royal Institution of Naval Architect 
in the UK. This ship is evaluated as a ship that proposed a new standard for passenger ships by 
further enhancing the level of domestic passenger ship interior, and has also become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the world to recognize Korea's own passenger ship design grade and construction 
technology.

계명문화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김수환

Professor of Keimyung College University
Kim Su-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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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이르러 세계는 특히 자동차, 건축, 전자제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 뿐 아니라 급격한 디자인 혁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해양산업의 중심인 선박의 경우는 특히 디자인에 있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조선소를 여러 개 보유하고 조선대국의 면모를 갖춘 한국의 경우라 해도 디자인 능력을 선박생산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20년 이상 선박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만난 국내 선박 디자이너가 손에 꼽을 만큼 그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육상 
건축 디자인과 다른 특수한 기준과 공법 등으로 접근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국내 조선, 해양 인력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연간 수백척의 전세계를 누비는 대형 선박이 건조되고 있는 현실에 무엇 때문에 디자인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까요? 
물론 대부분이 상업 목적의 선박으로 그 목적성과 특수성에 보다 집중을 하였기 때문에 디자인이 중요시되지 않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25년이상의 건조 경험을 가진 대형 여객선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선박은 개인이 아닌 대형 선사들에게 
발주 받아 건조하는 대표적인 수주 산업입니다. 일반적인 대형 카페리의 경우 건조가격은1.5억달러 이상입니다. 통상 
육상에서2000억원에 달하는 건물을 짓는다면 건축사부터 건설사까지 모두 건물주 측이 면밀히 검토하여 취향에 맞게 일일이 
선택하게 됩니다. 즉 고가의 선박 또한 선주사의 취향에 따라 선택되어진 디자이너를 통하여 디자인 의도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소비재인 자동차처럼 성능 좋고 잘 디자인되어지면 잘 팔리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해양산업에 대처해야 하며 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선박 디자인의 변화와 미래 선박의 
디자인 동향, 국내외 해양디자인의 현주소와 해양디자인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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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선박은 중대형 선박과 비교해서 설계 및 생산 공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대형 선박이 물류를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것에 비해, 중소형 선박은 물류뿐만 아니라 인력의 이동, 레저 문화 발전, 어민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연근해 해안 경비를 담당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서 조선산업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형 선박들의 설계는 조선산업 환경의 변화 및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중소형 선박의 설계가 과거와 현재 어떻게 발전해 왔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중소형 선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선과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레저 보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Small and medium-sized vessels differ a lot in design and production methods compared to large-
sized vessels. While large-sized vessels mainly play a role as a means of transporting cargos, small 
and medium-sized vessels are responsible for a part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in various forms, 
not only in logistics, but also in the movement of personnel, the development of leisure culture, the 
livelihood of fishermen, and in charge of the coast guard.

 The design of these small and medium-sized vessels is evolving in a variety of ways with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ies. 

In this presentation, we will look at how the design of small and medium-sized vessels has changed 
from the past to present and in what direction it will be in progress in the future, focusing on the 
fishing vessels that make up the majority of small and medium-sized vessels, and the leisure boats 
that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서용석 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조선해양공학 전공으로 박사(1994년)를 취득하였다. 1994년부터 삼성중공업 
중앙연구소에서 22년 동안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조선해양PD로 활동하였으며 국내 조선해양 산업의 정책 및 사업 기획, 과제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중소조선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서용석 원장은 대한조선학회 평의원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연의 
임원이고 기타 다양한 기관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부산항발전협의회 고문이며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와 
(사)해양산업클러스트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Director Suh, Yongsuk (born 1964) studied Shipbuilding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got Ph.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orked i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22 years at the 
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Samsung Heavy Industries. From 2016 to February 2021, he worked 
as a Program Director at the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where he pursued 
tasks such as policy and business planning of the domestic shipbuilding and maritime industry. From 
March 2021 to the present, he has been the Director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Medium and Small 
Shipbuilding. Dr. Suh is a member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and is also a member of 
board of directors of several organisations such as the Korea Marine Leisure Network and the MacNet. 
He is also a member of the Advisory Committee for Busan Port Development Association(BPDA).

중소조선연구원 원장
서용석

President of Research Institute of Medium & Small Shipbuilding
Suh Yong-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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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디자인의 경우 선박의 사용 특성과 해양에서의 안정성, 탑승자의 안전성이 고려 되어야 하며, 제작상의 재료적 가공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형태의 경우는 이러한 기능에 따라 사용편의성 및 환경적 요소를 배려하고, 인간공학적인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합목적에 
근거한 최적화 디자인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의 설명을 위하여 해양디자인을 정의하고Engineering과 Styling이 연관된 한국형 Concurrent Design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발표함

In the case of ship design, the characteristics of ship use, stability in the sea, and safety of 
passengers should be considered, and the material processing characteristics of manufacturing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ase of form, the purpose is to consider the ease of use and environmental factors according 
to these functions, and to perform an optimization design based on a joint purpose in consideration of 
ergonomic ease of use

Marine design is defined and the necessity of a Korean Concurrent Design related to Engineering and 
Styling is announced with specific examples

신홍우 대표는(1973년생)는 부경대학교에서 공업디자인학과(2000년)을 전공하였다. 현직장인 크리에이티브 퍼스 
에서 년 동안 해양디자인 및 전문 디자인 컨설팅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크리에이티브 퍼스는 해양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150여개의 양산형 제품디자인 기술 개발을 경험한바 있으며, , 15개의 기술특허와 자체 해양 브랜드인 
“PENTARIS(펜타리스)”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해양환경에 최적화 되는 디자인기술을 구현하는 기업이다. 신홍우 
대표는 동남권디자인산업협의 이사이고, 한국해양디자인 학회 이사, 해양레저장비산업협회 이사, 전문 기술평가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전문위원 활동과, 다양한 기관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경력으로 해외 “IF Design 
Award”, “reddot”이 있으며, “산업자원통상부장관 상”, “굳디자인 선정(3회)”, “디자인기술혁신대상”,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등 수상한바 있다. 부경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주대학교등에서 외래교수로 제품디자인 개발 강의경력이 있으며, 
6권의 디자인 교육 저서를 집필 및 검토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CEO Shin Hong-woo (born 1973) majored in industrial design (2000)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He has performed duties such as marine design and professional Design consulting for 18 years 
in the current workplace creative pers inc. Creative pers inc. is a company specializing in marine 
design and as develop mass-produced product design technologies. It is a company that implements 
design technology optimized for the Korean marine environment, with 15 technology patents and its 
own marine brand "PENTARIS". CEO Shin Hong-woo is a director of the Southeast Regional Design 
Industry Association, a director of the Korea Marine Design Association, a director of the Marine 
Leisure Equipment Industry Association, and a specialized member of the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Evaluation and Management. He has won awards such as "IF Design Award", "reddot", 
"Minister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Award", "Good Design (3 times), "Design Innovation 
Award", and "Asia Design Prize". He is an outpatient professor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ongseo National University, and Dongju National University, and has written and reviewed six design 
education books.

크리에이티브퍼스 대표
신홍우

CEO of Creative PERS
Shin Hong-woo



16th World Ocean Forum 2022

468 469



16th World Ocean Forum 2022

470 471



16th World Ocean Forum 2022

472 473



16th World Ocean Forum 2022

474 475



16th World Ocean Forum 2022

476 477



16th World Ocean Forum 2022

478 479



16th World Ocean Forum 2022

480 481



16th World Ocean Forum 2022

482 483



16th World Ocean Forum 2022

484 485



16th World Ocean Forum 2022

486 487



16th World Ocean Forum 2022

488 489



16th World Ocean Forum 2022

490 491



16th World Ocean Forum 2022

492 493



16th World Ocean Forum 2022

494 495



16th World Ocean Forum 2022

496 497



16th World Ocean Forum 2022

498 499



16th World Ocean Forum 2022

500 501

AbstractBiography

Speaker

2022년 9월28일부터10월1일까지 열린 세계 최대의 슈퍼요트 전시회인 모나코 요트쇼의 전시장을 소개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슈퍼요트 디자인의 현주소와 디자인 최신 트렌드 및 혁신 사례들을 실제 전시된 배들을 통해서 경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슈퍼 요트 최신 이슈들을 확인해보고 가까운 미래에 변화할 요트산업을 분석함으로써 새롭게 변화할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By sharing our exhibition of the Monaco Yacht Show, the world's largest super yacht exhibition held 
from Sep 28th to Oct 1st in 2022, I would like to present the current state of super yacht design, the 
latest design trends and innovation cases of this high value-added industry.

In addition, by checking the latest issues of super yachts and analyzing the yacht industry that will 
change in the near future,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lay the groundwork for quickly responding to 
the newly changing market.

박철훈 대표는 국민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 학사를(2002~2008년), 영국 왕립 예술 학교에서 운송 다지인 석사(2010~2012년) 
전공하였다. 영국에서 석사 중 미주대륙 최대의 슈퍼요트 제조회사인 Palmer Johnson Yachts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졸업 후 
Palmer Johnson Yachts 모나코 디자인 오피스에서 약 5년간 Senior Designer로 근무하며, 48m Khalilah yacht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2016년 파크우드 디자인을 설립하여 이탈리아 Rossinavi, 영국 Tony Castro Design, 라트비아 
Latitude Yachts 등과 요트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라트비아의 슈퍼요트 제조회사인 Latitude Yachts의 수석 
디자이너(Chief designer)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CEO Chulhun Park majored his Bachelor degree in Industrial Design at Kookmin University (2002-
2008) and Master degree of Vehicle Design (2010-2012) at the Royal College of Arts in the UK. 
He was selected as a PALMER JOHNSON YACHTS scholarship student, the largest super yacht 
manufacturing company in the Americas, among his master's students in the UK. After graduation, he 
continued his career at Palmer Johnson Yachts as a Senior Designer in Monaco as a senior designer 
for about 5 years, and participated in various projects such as the 48m Khalilah yacht, PJ 72 and 
ETC. He established Parkwood Design in 2016 and has carried out various yacht design projects with 
Rossinavi of Italy, Tony Castro Design of England, and Latitude Yachts of Latvia. Currently, he is also 
serving as the chief designer of Latitude Yachts, a Latvian super yacht manufacturer.

파크우드디자인 대표
박철훈

Park Chul-Hun
CEO of Parkwood Des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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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프로(1972년생)는 부산대학교에서 조선해양공학(1991년)을 전공하였다.

삼성중공업 선실설계에서 25년 동안 선실인테리어 직무 전문가로 활동중이다.

Lee Jong-jin (born 1972) majored in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1991)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He has been working as an expert on accommodation interior design for 25 years in Samsung Heavy 
Industries.

삼성중공업 선실인테리어디자인팀 프로
이종진

Senior Engineer of Accommodation design, Samsung Heavy Industries
Lee Join-jin

윤장원 (사)동남권 디자인산업협회 회장은 부경대 및 대학원에서 산업디자인 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마린융합디자인 분야 
박사과정에 있다. 2003년 아이온디자인을 창립하고, 현재 종합디자인전문회사 (주)아이온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30년간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주방용품에서 산업용 로봇, 해양구난발사기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 
하였다.  2022년  제품디자인기술사에 선정 되었다. 2012년 디자인기업을 권익과 사회적 봉사를 목적으로 한 (사)동남권 
디자인산업협회를 설립하였고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의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Yoon Jang-won, president of the Southeast Design Industry Association, received his master's degree 
in industrial design fro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nd graduate school. He is currently doing his 
PhD in Marine Convergence Design.

He founded I-on Design in 2003, and is currently serving as the CEO of I- on Co., Ltd., a 
comprehensive design company. He has been working in industrial design for 30 years and has been 
involved in a variety of projects from kitchenware to industrial robots to marine rescue launchers.

Selected as product design technology company in 2022.

In 2012, he established the Southeast Design Industry Association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design companies with rights and interests and social service, and is serving as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He is currently serving as a steering committee member of the Busan International Design Awards.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협회장
윤장원

President of South East of Korea Design Industry Association
Yoon Ja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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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16회 세계해양포럼

초해양시대, 협력과 공존으로, 번영의 길을 찾아서
Ocean as Uniters, Pursuing Global Cooperation for

the good of the planet

[Marine Humanities] Fishing Village: Storytelling that 
Moves People

[해양인문학] 어촌다움, 해역인문학으로 풀다

Fishing villages are not only necessary to serve as fishery suppliers but also to protect 
marine territories. In light of tha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come up 
with various measures, including the influx of human sources and the creation of jobs, 
to revitalize fishing villages due to the decreasing population, but it is still not enough. 
Meanwhile, public perception of fishing villages is significantly changing as cultural 
content (entertainment shows) using fishing villages, including The Fishermen and 
the City, 3 Meals a Day - Fishing Trip, and It’s a Relief if We Don’t Fight, have recently 
become popular. In other words, the perception of fishing villages is changing from 
old and underdeveloped areas to beautiful places they want to live. In the Marine Hu-
manities Session, we will find other cases of cultural content that use fishing villages 
and seek ways to improve the image of fishing villages.

어촌은 수산물 공급처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해양 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등 

공익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내에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려는 등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 어업인 

정책과 활성화 움직임은 미비한 상황이다. 수산물을 전 세계적으로 해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어촌에 가진 편견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도록 어촌을 배경으로 

한 예능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기획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여지고 있다.  이번 해양인문학 

세션은 작년 ‘해적’이라는 키워드에 이어 올해는 ‘어촌’으로 보다 더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어촌의 모습을 

해역인문학의 시각으로 재해석해보고자 한다.



16th World Ocean Forum 2022

506 507

Biography

Memo

Opening

손동주 교수는 현재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을 맡아 
2017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단장직을 수행하면서 한국의 인문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학술단체인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대한일어일문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부산에서 한일문화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회장과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Professor Dong-Ju Son received his Ph.D. in Japanese Laguisitics at Tohoku University in 1998 and 
is currently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ince 2017, as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he has been working to develop humanities in Korea while serving as the head of 
the Humanities Korea Plus (HK+) Research Group sponsor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In addition, he served as the dean of the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on Dong-ju

손동주

Director, Humanities Korea Plus Research Group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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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은 무엇인가? 어촌다움은 어떤 것인가? 어촌이라는 한자의 의미를 풀면, 물고기를 잡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어부들은 현대 사회에서 어업만을 하지는 않는다. 어촌에는 어부들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촌은 도시인들에게도 공간을 
내어주고 있다. 

어촌과 어촌민들이 간직하고 있는 어촌다움에서 어촌민이 아닌 도시인들은 어촌감성을 느끼고 경험하고 싶어한다. 무엇이 
어촌다움이고, 여기에서 어촌감성을 어떻게 발견해낼 것인가. 울산 장생포항과 부산 하리항을 가보자. 울산에서  고래를 잡던 
포구는 이제 더 이상 고래를 잡지 않지만 고래마을로 유명하고 여전히 어촌마을인 장생포항이 있다. 부산 영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패총이 남아있고, 이곳은 여전히 어촌마을이다.

What is a fishing village? What is fishing village like? Fishing village means a village that catches 
fish. But fishermen don't just do fishing. Fishermen are not the only ones living in fishing villages. The 
fishing village space is shared with urbanites.

In the fishing village-likeness held by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villagers, urban residents want to feel 
the fishing village sentiment. What is fishing village-like, and how to discover fishing village sensibility 
here.

Let's find the answer at Jangsaengpo Port and Hari Port. The port that used to catch whales in Ulsan 
no longer catches whales, but there is Jangsaengpo Port, which is famous as a whale village and is 
still a fishing village. Yeongdo, Busan, has the oldest shell moun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is is 
still a fishing village.

김윤미는 부경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해양수산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어촌, 원양어업, 
수산어업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수의 글을 발표했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어민, 선원, 해군의 활동을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동해포구사>, <동북아해역과 인문학>, <바다를 건넌 사람들>, 
<조선표류일기>, <동북아 바다, 인문학으로 항해하다> 등이 있다.

Kim Yun-mi received her doctorate in history fro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Until now, humanities 
research on marine fisheries has continued. He published a number of articles with interest in fishing 
villages, deep-sea fishing, and fisheries companies. In particular, he spends a lot of time getting to 
know the activities of fishermen, sailors, and navies who have lived in the sea as their home.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윤미

Research Professor, Pukyoung National University
Kim Yun-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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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어촌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낮은 삶의 질 여건 등으로 인해2045년 전체어촌의87.0%가 지역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전망되었다. 반면에 국민들의 여가레저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촌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생산중심의 어촌은 빠르게 
관광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어촌의 낙후된 인프라 개선과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어촌공동체가 
주도하는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1) 접근성 개선, 2) 안전성 제고, 3)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 4) 집객력 제고 등 어촌 현안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어촌뉴딜 우수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사회의 발전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87.0% of fishing communities in Korea are projected to be at high risk of regional extinction in 2045 
due to population decline, super-aging and low quality of life. On the other hand, as people’s demand 
for marine leisure and the number of tourists visiting fishing community increases production-
oriented fishing communities are rapidly shifting to tourism service-oriented ones. In order to 
improve low conditioned infrastructure of fishing community and to revitalize marine tourism,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Fishing community New Deal 300 led by fishing community to i) 
improve accessibility, ii) improve safety, iii) create income source and jobs, and iv) increase marine 
tourism attraction. This presentation shows a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fishing 
community through some good practices of the Fishing community New Deal.

박상우 부장(1973년생)은 가천대학교에서 조경학을(1996년), 호주 멜버른 대학교에서 도시 및 조경설계(2000), 
서울대학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2013)을 전공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어촌정책, 어업인 삶의 질 개선, 어촌관광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박상우 어촌연구부장은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수산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전라남도 섬 
가꾸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Director General Sang Woo Park (1973) studied Landscape Architecture at Ga-cheon University 
(1996), Urban and Landscape Design at The University of Melbourne (2000) and Urban and Regional 
Plann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He has been worked at Korea Maritime Institute as 
an associate researcher since 2001. He mainly focus on regional planning, fishing community 
development and quality of life for fishermen.

Sang Woo Park is a member of several organisations such as a member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and Agriculture, Fisheries and Rural Policy. Also he is a member 
of Self-evaluation committee in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valuation committee in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Island Advisory committee in Jeon-Nam Province.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어촌연구부장
박상우

Director General, Korea Maritime Institute(KMI)
Park Sa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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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취재기자는 울산대학교에서 법학(2008학번)을 전공했습니다. 2016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JCN울산중앙방송에서 취재기자로 근무했으며, KBS에서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취재기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는 KBS 창원방송총국 보도국에서 해양경제와 교육 분야 취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통계의 경고, 어촌 소멸' 뉴스를 연속으로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어촌 소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뉴스보다 더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오는 11월과 12월에 방영될 
계획입니다.

Choi Jin-seok, a reporter, majored in law (2008) at Ulsan University. From May 2016 to March 2018, 
he worked as a reporter at JCN Ulsan Central Broadcasting Station, and has been working as a 
reporter at KBS since April 2018. Choi Jin-seok is in charge of covering the marine economy and 
education sector at KBS Changwon Broadcasting Station. Reporter Choi Jin-seok reported the news 
of "statistical warnings, disappearance of fishing villages" consecutively from June to July. Now, 
Choi Jin-seok producing a documentary about the disappearance of fishing villages. Choi Jin-seok 
covering more in-depth than the news about why the population of fishing villages is decreasing. The 
documentary is scheduled to air in November and December.

KBS 소멸최전방, 어촌이 사라진다 연출 겸 기자
최진석

KBS Reporter
Choi Jin-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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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청로 명예교수는 부산수산대학에서 어업학을(1974년), 동 대학원에서 해양물리학 석사(1978), 오사카대학 토목공학과 
대학원에서 해안 및 항만공학 박사과정(1984)을 이수하였다.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에서 교육-연구하였으며, 미국 
델라웨어대학, 일본 카자자와대학에서 해양유류오염의 해석과 대책에 대한 연구-교육에 집중하였고, 해안-항만구조물의 설계, 
어항 및 수산시설물의 설계, 유류오염 및 해양환경 해석과 설계 등 공학적 분야는 물론 해양-항만, 어촌-어항의 인문사회학적인 
기능과 역사-문화에 관한 논문, 시론, 저술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왔다. 40여년의 바다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특유의 학문세계를 구축하고,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어촌어항정책의 개발과 시행을 위한 국가 공공업무를 3년간 수행하고, 
이주홍문학재단 이사장, 부산수산정책포럼 대표이사장, 어촌뉴딜사업 총괄조정가 등의 직함으로 수산-어촌-어항 문화, 
해양인문학에 대한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Emeritus Prof. Ryu C.R. studied Fishing technology at NNFUP (1974) , Ms.of Physical Oceanography 
at NFUP(1978) and Ph.D. of Coastal and Port Engineering at Osaka University (1984). and has been 
worked as a professor and E. Prof. at the Department of Ocean Engineering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of. Ryu worked at University of Delaware, USA and at University of Kanazawa, Japan to 
research and educate on Oil Spill and Their Effects. After the various research and education activities 
at the Universities, worked at the government agency on Fisheries infrastructures as the chairman. 
Now his activities extended as a supervisor of government policy on fishing port and fisheries 
communities, and as a chairman of the Fisheries Policy Forum of Busan stimulates communication 
platform on fisheries industries and fishing port cultures etc.

Moderator

부산수산정책포럼 이사장
류청로

Emeritus Professor of Pukyung National University
Ryu Cheon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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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영은 2012년 수영문화원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문화강좌운영, 문화행사기획 등의 문화행정 일을 하고 있으며 
향토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물길따라 흐른는 수영의 역사>, <도시어부의 삶과 일상>, <수영강, 문학을 품다> 책자를 
기획하였다.

OH MI YOUNG(1973) joined the Suyeong Cultural Center in 2012 and has been working in cultural 
administration, such as operating cultural lectures and planning cultural events. 

As part of the local research project, OH MI YOUNG planned the books <The history of Suyeong, flow 
along the waterway>, <Life and daily life of an urban fisherman>, <Suyeonggang, Embrace Literature> 

수영문화원 사무과장
오미영

Manager of Suyeong cc 
Oh Mi-young

문혜진은 뉴욕주립대에서 문화인류학 석사, 한양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혜진은 동해안 
국가중요어업유산 조사를 수행하면서 동해안 어촌 연구를 해오고 있다. 대표 저서는 <사람과 문화의 동해안 포구사>, <부산 
기장 해안마을>, <해신과 바다 의례> 등이 있다. 문혜진은 현재 서울민속학회 연구 이사, 한국공연문화학회 연구 이사, 
동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편집 이사를 겸하고 있다.

Prof. HEA JIN MUN took a master degree a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2006) and 
received a doctor degree at Hanyang University(2015), majoring in cultural anthropology. HEA JIN 
MUN has been studied the culture of fishing village in eastern coast of Korea , doing the fieldwork 
related to National Important Fishery Heritage. The representative work is (2021), (2021), (2020) and 
so on. HEA JIN MUN is a research director in Seoul Folk Society and the Korean Society for Performing 
Arts. And HEAJIN MUN is also an editing executive director in Chinese research center of Dongseo 
University.

부경대학교 연구교수
문혜진

Research Professor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Mun Hea-Jin



16th World Ocean Forum 2022

Biography

552 553

Panelist

배기범 본부장은 동아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일본 큐슈예술공과대학에서 예술공학(인간공학)으로 석사, 
큐슈대학에서 예술공학(인간공학)으로 박사를 거쳤다.

배기범 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가 만든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도시공공디자인과 사회서비스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는 진흥본부장이다이다. 

배기범 본부장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자문위원을 역임한바 있고 현재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경관/건축/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위원,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부위원장,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등을 겸하고 있다.

Bae Ki-beom graduated from Dong-A University's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went through a 
master's degree in art engineering (human engineering) at Kyushu Arts and Technology University in 
Japan, and a doctorate in art engineering (human engineering) at Kyushu University.

Bae Ki-beom is the head office of promotion in charge of urban public design and social service design 
at the Design Council Busan, a foundation creat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Bae Ki-beom served as an advisor t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s a member of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Advisory Board. and is currently a member of the Busan North Port Integrated 
Development Promo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Busan Metropolitan City 
Landscape/Architectural/Pedestrian Safety Promotion Committee, Vice Chairman, Ulsan Metropolitan 
City Public Design Promotion Committee and Urban Regeneration Committee Member.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진흥본부장

Head Office of Promotion
Bae Ki-beom

배기범

Memo



초해양시대, 협력과 공존으로, 번영의 길을 찾아서
Ocean as Uniters, Pursuing Global Cooperation for

the good of the planet

  World
Ocean  Forum 2022

2022 제16회 세계해양포럼

인류 역사를 보면 바다를 적극적으로 개척한 국가가 발전과 번영을 이루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바다에 있었다. 그러나 국제 질서와 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해양과 연안 공간에 대한 이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으며, 이용 주체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어촌 지역과 수산업은 고령화를 넘어 소멸 위기의 경고음이 들리고 있고, 해운항만 산업도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증가로 인해 미래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해양수산부’를 

출범시키면서 해양 관련 이슈를 전담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를 갖추고, 해양수산 통합행정을 실현해오고 

있다. 그러나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해양 이슈에 국가 전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양 선진국들은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가의 해양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정책 세션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범국가적 해양거버넌스에 

운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논의해본다.

[해양정책]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전략 리포트

[Marine Policy] Global Ocean Governance Report
Countries that actively pioneered the ocean have achieved development and prosper-
ity in human history. Similarly, the driving force behind Korea’s becoming the world’s 
10th-largest economy was the ocean. However, the rapid changes in the interna-
tional order and the ocean environment are leading us to unprecedented crises and 
challenges. With the increasing demand for marine and coastal spaces, the ocean 
ecosystem is being destroyed, and conflicts between the users are deepening.

Fishing villages and fisheries are on the verge of extinction beyond the aging popu-
lation. The shipping and port industries are also in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future due to increased instability in the global economy. Since the “Minis-
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was launched in 1996, Korea has built a control 
tower that can take charge of ocean issues and realized the integrated administration 
of maritime and fisheries. However, there are growing calls for integrated governance 
that can cope with diverse and complex ocean issues at the national level. Leading 
maritime countries strive to maximize their maritime power by establishing their own 
integrated governance. In the Marine Policy Session, we will discuss the pathways 
we should move forward by sharing experiences of the major countries which have 
implemented transnational maritim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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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교수는 현재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에 재직중이며 서울대학교에 경제학사를 1998년도에 취득하고 2008년도와 
2011년도에 영국 카디프 대학에서 물류운영관리 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하였다. 현 직책 이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10여년간 근무하면서 해운분야와 항만분야의 정책을 다루었다. 우수한 교수의 연구분야는 해운과 항만관리를 
중심으로 국제물류운송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연구분야는 운송물류의 공급사슬 통합을 포함하여 
공급사슬관리로 확대되고 있다. 그의 연구는 국제적인 학술지인 SupplyCha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Transport Reviews, Maritime Economics & Logistics and 
Maritime Policy & Management 등에 게재되었다. 물류시스템, 공급사슬관리, 연구방법론 등의 강의를 하고 있다. 

Dr. Su-Han Woo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Logistics at Chung-Ang University 
in South Korea. He graduated with BA in Economic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outh Korea 
in 1998 and was awarded a PhD in Cardiff Business School in 2011. Prior to the current position, 
he worked in the Korean Ministries which deal with transport and logistics policies for more than 10 
years and was involved in a wide range of maritime transport related policies. His research interests 
centre on effective management of international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focusing on shipping 
and port management. His research has recently been extended to supply chain management 
including topics such as integration of transport and logistic into supply chain networks. He has 
published a number of papers in the leading academic journals such as Supply Cha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Transport Reviews, Maritime Economics & 
Logistics and Maritime Policy & Management. His teaching profile includes logistics systems, supply 
chain management and research methodology in logistics.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
우수한

Professor of Department of International Logistics, Chung-Ang University
Woo Su-han

남정호 박사는 정부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KMI)에서 1996년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통합 연안의 계획, 기후 변화의 
적응, 해양 환경의 관리, 해양 생태계의 보호, 연안 분쟁의 해결, 접경지역의 해양 환경 문제, 공적 개발의 지원, 해양 과학 
및 기술 적용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해양정책 수립과 법적·제도적 메커니즘의 수립에 기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육상 활동의 관리, 해양 쓰레기 관리, 연안 유역 관리, 접경 보호 지역 등을 포함한 세계 및 지역 환경 문제와 이와 
관련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  동아시아해양조정기구(COBSEA),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 세계해양포럼 활동에 기여한 바 있다. 국무총리 남북협력 
자문위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연안관리위원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 새만금관리위원회, 외교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에너지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Dr. Nam, Jungho has been working at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since 1996, which is a 
government-affiliated research entity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His researches cover 
integrated coastal plann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marine 
ecosystem protection, coastal conflict resolution, transboundary marine environmental affair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application etc. He has contributed 
to the formulation of marine policies for his government and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sustainable ocean and coasts. He also has been involved in global and regional 
environmental issues and their related activities, including land-based activities control, marine debris 
management, coastal watershed management,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etc. He contributed 
to activities of PEMSEA, COBSEA, NOWPAP, YSLME and World Ocean Forum.He served members of 
Prime Ministerial Advisory Board for Inter-Korean Cooperation,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National Commission on Coastal Management, and National Commission on Land Use 
Regulation, and National Council on Marine and Fisheries Science & Technology. Now he is serving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ssion, Saemangeum Management Commissi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Vice-Chair of the Korea Society of Environment and Energy.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ESG경영지원단장
남정호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Maritime Institute(KMI)
Nam J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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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박사(1995년 북경대)인 장하이원 교수는 해양전략 및 법률 혁신팀, 남부해양과학 및 공학 광동연구소(주하이)의 수석 
연구원이며, 중국 자연자원부 해양발전전략연구소 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중국 국제법학회 부회장이며, 우한대, 
샤먼대, 저장대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장하이원 교수는 법률 전문가로서 중국과 해양 이웃 국가 간의 해양 문제에 관한 여러 양자 협상과 현재 유엔이 주최하는 BBNJ 
협상을 비롯한 다자간 협상에 참여한 바 있다.

30년 동안 해양법과 해양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200개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를 관리했다. 더불어 10권 이상의 책을 
출판한 바 있다.

1995년 북경대학교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중국 푸젠성 젠양구 중급인민법원 판사(1984년~1989년), 중국 
국가해양국(SOA)의 법무정책실장(1997년~2003년), 국제협력부 국장(2013년~2017년)을 역임했다.

Prof. ZHANG Haiwen(———), Doctor of International Law (in 1995, from Peking University) , is Lead 
Expert, Innovation Team of Marine Strategy andLaw, Southern MarineScience and Engineering 
Guangdong Laboratory (Zhuhai)，a senior research fellow,Director-General, China Institute for Marine 
Affairs (CIMA),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MNR). She is vice president of the China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She is an adjunct professor of Wuhan University, Xiamen University and Zhejiang 
University. 

As a legal expert, Prof. ZHANG Haiwenhas participatedseveral bilateral negotiations on maritime 
issuesbetween China and its maritime neighbors, and multilateral negotiations including the BBNJ 
negotiation organized by the United Nations at present. 

She has been engaged in researchon the law of the sea and maritime policyfor 30 yearsand had 
managed more than 200 research projects. She published more than ten books.

She received her doctoratein international law from Peking University in 1995.She has served as 
Director-General,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2013-2017) and Director-General, 
Legal and Policy Office (1997-2003) of the former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SOA)and a Judge of 
the Intermediate People's Court of Jianyang District, Fujian Province , P.R.China (1984-1989).

중국 자연자원부 해양발전전략연구소 소장
장하이원

Director-General, China Institute for Marine Affairs of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Zhang Haiw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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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콜간 박사는 연구 활동의 수행을 감독하는 블루 이코노미 센터(CBE)의 연구 책임자이자 해양 및 해안 경제 저널(JOCE)의 
편집장이다. 게다가, 그는 국제 환경 정책 연구 프로그램의 보조 교원으로 일하고 있다.

Dr. Charles Colgan is head of research at the Blue Economy Center (CBE), which oversees the conduct 
of research activities, and editor-in-chief of the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Economics (JOCE). 
In addition, he works as an assistant teacher for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Program.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MIIS) 블루이코노미센터(CBE) 연구총괄
찰스 콜간

Director of Research for the Center for the Blue Economy (CBE), 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MIIS)

Charles Col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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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뒤포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의 연구 국장, 국립자연사박물관(MNHN)의 해양 주제 책임자, 프랑
스 소르본대학연맹의 해양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립과학연구센터, 소르본대학, R&D 연구소
(IRD), 캉 노르망디대학, 엉띠으대학과 협력하여 국립자연사박물관의 "해양생물학·생태계(BOREA)"연구소를 설
립하여 지휘한 바 있다. (상근직 100여명) 이에 더불어 국립자연사박물관, 국립과학연구센터의 생태환경연구소, 
국립농업연구소, 프랑스 생물다양성청과 같은 과학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정부기관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캐나다 국립과학연구소(INRS)의 연구원과 국립대만해양대학교의 석좌교수로 초빙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1985
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동메달, 1992년 과학아카데미 생리학상, 2012년 과학아카데미 대상 및 대만-프랑스 
과학협력상, 2014년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훈장, 2020년-2023년 대만 옥산 우수 프로그램 등 프랑스 국내 상과 
더불어 다양한 국제상을 수상했다. 해양생물학, 생리학, 진화생물학 분야에서 ISI 학술지(H-지수 = 54)에 175개의 
논문을 출판했고, 다양한 국제 및 양자 연구 프로그램(유럽 공동체, 미국, 캐나다, 영국, 아르헨티나, 쿠바, 튀니지, 
대만)을 조직한 바 있다. 2022년에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럽·국제업무 사무국을 지휘함으로써 프랑스 브레스트 
원 오션 정상회의에 이은 파리-리스본 해양포럼(Forum Ocean Paris-Lisbon)을 프랑스-포루투칼 시즌 중에 유럽
연합이사회의 의장국으로서 조직했다.

Sylvie DUFOUR is Research Director at the National Center for Scientific Research (CNRS),  Thematic Director for 
the Ocean at the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MNHN), and Vice-Director of The Ocean Institute, Alliance 
Sorbonne University, France. She has founded and directed the Research Unit "Biology of Aquatic Organisms 
and Ecosystems" (BOREA) at MNHN in association with CNRS, Sorbonne University, Institut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RD), University of Caen-Normandy and University of Antilles (100 permanent staff). She has acted 
as member of the Scientific Councils of Research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Governmental Agencies: 
MNHN, CNRS-Institute of Ecology and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for Agronomic Research, French Agency 
for Biodiversity. She has been nominated Invited Researcher at the Canadian National Institute for Scientific 
Research (INRS) and Invited Chair Professor at the National Taiwan Ocean University. She has receiv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awards: CNRS Bronze Medal, 1985; Physiology Prize of the Academy of Sciences, 1992; Grand 
Prize of the Academy of Sciences, Prize of the Taiwan-France Scientific Cooperation, 2012; Chevalier of the 
Legion of Honor, France, 2014; YuShan Excellence Program Taiwan 2020-2023. Her research activities in the 
fields of marine biology, physiology, and evolutionary biology has led to more than 175 publications in ISI journals 
(h-index = 54). She has coordinated various international and bilateral research programs (European Community, 
USA, Canada, UK, Argentina, Cuba, Tunisia, Taiwan). In 2022, together with the Direction of the MNHN Office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she has coordinated the "Forum Ocean Paris-Lisbon", as a follow up of the 
One Ocean Summit, Brest, and in the frame of the France-Portugal Season, and of the French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실비 뒤포

Director of Research at CNRS Sea Project Manager, French Museum of Natural 
History Ocean Institute of Alliance Sorbonne University

Sylvie Du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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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of Marine Policy Division,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Mr. Kim Yong-tae graduated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s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in 1994 (academic) and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in 2003. He was 
appointed as a public official in 2003 and has worked a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is currently serving as the head of the Maritime Policy Division of the Maritime Policy Office after 
serving as the head of the Coastal Shipping Divis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Director of Marine Policy Division,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Mr. Kim Yong-tae graduated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s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in 1994 (academic) and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in 2003. He was 
appointed as a public official in 2003 and has worked a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is currently serving as the head of the Maritime Policy Division of the Maritime Policy Office after 
serving as the head of the Coastal Shipping Divis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김용태

Director of Marine Policy Division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Kim Yong-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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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부대표는 강원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 

김기성 부대표는 수협중앙회에 입직한 이후 연수원장, 조합감사실장, 경영전략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2022년1월부터 
수협중앙회의 교육․지원사업부문을 총괄하는 지도부대표직을 맡고 있다. 

Kim Ki-sung, vice president of the Education Support Project Division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graduated from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majored in law at Kyung-hee University's graduate school.

Since joining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Kim Ki-sung has served in major 
positions such as the head of the training center, the head of the union audit office, and the head 
of the management strategy office, and has been in charge of the education and support business 
division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since January 2022.

수협중앙회 부대표
김기성

Managing Director of Korea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Kim Ki-seong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류종성 위원장은 현재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서울대학교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에 서울대학교에서 해양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9년에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해양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류종성 위원장의 연구분야는 해양과학과 해양정책의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생태계기반 연안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연구분야는 해상풍력의 해양생태계 영향, 블루카본, 인공위성과 드론을 이용한 갯벌 원격탐사, 고래 모니터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의 연구는 국제 학술지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Marine Pollution Bulletin,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등에 총 66편이 게재되었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 
환경단체와 연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류종성 교수는 한국수로학회 부회장, 해양조사협회 이사,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연락관, 북태평양해양학위원회(PICES) 
위원, 민관해양환경정책협의회 위원,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다.

Dr. Ryu conducted his undergraduate train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re he majored in 
oceanography. He received his Master’s and Doctorate degrees from Seoul National in Biological 
Oceanography, then pursued his another Master’s degree from University of Washington in Marine 
Policy in the School of Marine Affairs. He has been working as a professor at A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Marine Biotechnology), serving a chairman of ocean committee at the Korean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He has a broad knowledge of marine sciences and policy, with particular emphasis on ecosystem-
based coastal management. His scientific articles include the following specific expertise: benthic 
community ecology, ecological modeling, coastal management, remote sensing, marine protected 
areas, ecological quality assessments, coupled social-ecological systems. He has a strong interest in 
the integration of science and policy for sustainable ocean management.

류종성

Chairman of Ocean Committee of KFEM
Ryu Jong-seong



  World
Ocean  Forum 2022

2022 제16회 세계해양포럼

초해양시대, 협력과 공존으로, 번영의 길을 찾아서
Ocean as Uniters, Pursuing Global Cooperation for

the good of the planet
초해양시대, 협력과 연대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 우선 해운, 항만, 조선, 수산, 해양과학, 해양정책 

등으로 세부 분야로 구분된 해양산업부터 하나로 통합해야 하지 않을까. 세계해양포럼은 올해 대주제인 

‘Oceans as Uniters’를 실현하기 위해 전 세션을 통합한 에필로그 세션을 준비했다. 각 세션에 참가한 

연사, 발제자를 비롯해 포럼 기획위원, 일반참석자, 온라인참여자 등이 모두 모여 변화하는 해양산업을 

조망하고 앞으로 한국 해양산업에 나아갈 길을 모색해본다. 특히 앞선 세션의 발제를 바탕으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해본다. 또한 16회를 맞이하는 세계해양포럼의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방전 

방향을 마련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에필로그] 초해양시대, 협력과 공존으로, 번영의 길을 찾아서

What should we do for our cooperation and solidarity in the new ocean era? First, 
should we integrate the maritime industry, which is segmented into various sectors 
(e.g., shipping, ports, shipbuilding, fisheries, ocean science, and ocean policy) into 
one? In order to realize this year’s main theme, “Oceans as Uniters,” the World Ocean 
Forum has organized an epilogue session that integrates all the sessions. We, in-
cluding the speakers and presenters who participated in each session, as well as 
the members of the Planning Committee, and in-person and online attendees, will 
gather to forecast the changing ocean industry and explore the future pathways of 
the Korean ocean industry. In particular, various new ideas, which have come from 
the different presentations of the previous sessions, will be shared. In addition, it will 
be an opportunity for us to review the achievements of the 16th World Ocean Forum 
and prepare a future direction for its development.

[Epilogue] Ocean as Uniters, Pursuing Global 
Cooperation for the good of the 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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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겸 회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무역학 석•박사를 거쳤다.

김현겸 회장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팬스타엔터프라이즈를 비롯해 (주)팬스타라인닷컴, 일본 현지법인 (주)산스타라인 등 
8개 계열사로 이루어진 팬스타그룹의 설립자 회장이자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이다.

김현겸 회장은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한국해운조합 대의원, 한국무역학회 부회장,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제 8대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를 역임하였고, 현재 9대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한국해양산업협회 공동 이사장, 세계해양포럼 
기획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Chairman Kim Hyun-kyum founded PanStar Group in 1990 and now running eight companies as a 
chairman including a KOSDAQ listed PanStar Enterprise, a RoRo passenger ship operator PanStar Line 
Dot Com, and an overseas affiliated company SanStar Line in Japan, and more. He was a committee 
member of the Busan Port Authority,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 Shipping Association, a vice 
chairman of the Korea Trade Research Association, and a chairman of the Audience Committee of 
KBS(Korea Broadcasting System)

Kim Hyun-kyum

김현겸

Chair of the Planning Committee of World Ocean Forum
President of PanStar Group

세계해양포럼 기획위원장, 팬스타 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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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용 연구위원(1977년생)은 현재 부산시 산하 종합정책연구기관인 부산연구원(BDI)에서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해양정책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위원이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에서 학사학위(2000년)와 석사학위를(2002년) 
취득하였으며, 동대학 메카트로닉스공학에서 해양산업분야 박사학위(2014년)를 전공한 융합연구자이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에서 주임교수를 역임하면서 스마트항만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광역시청 해양정책과에서 부산시 해양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참여했다.

장하용 연구위원은 2018년부터 세계해양포럼의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위원,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특히,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문위원, 외교부 제2차 
북극써클회의 대한민국 대표단, 부산광역시 유라시아-부산 원정대 등 다양한 해양정책분야에서 활동하였다.

Dr. Ha yong Jang is the researcher at BDI(Busan Development Institute), the comprehensive policy  
research institute under Busan Metropolitan City, studying maritime policies to realize the vision of 
Busan, the maritime capital of Korea. As the convergence researcher, he earned his B.A.(2000) and 
M.A.(2002) in Coast Guard Studies, Ph.D. in Maritime industry at Mechatronics from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He served as the head professor at the Busan branch of Korea Port Training Institute to conduct 
research into smart port from 2014 to 2019. He also helped Maritime Policy Division at the Busa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formulate and implement the maritime policy in Busan.

Dr. Jang took his role as a member of the WOF planning committee, Busan Cruise Industry 
Development Committee and Technical Advisory Committee of Busan Port Construction Office. In 
particular, he worked in a variety of areas as a member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on 
Sewol Ferry Disaster, the ROK Delegation to the 2nd Arctic Circle Assembly, and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of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연구원(BI) 기획조정실 정책기획팀장/ 연구위원
장하용 

Researcher of Busan Institute(BI)
Jang Ha-yong

백종혁 본부장(1966년생)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공학과(공학박사)를 졸업한 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30년 넘게 
근무하고 있다.  국내 주력 원전인 경수로원자로(PWR) 핵연료 국산화,  한국형 표준원전(KSNP) 개발 및 신형핵연료(Advanced 
PWR Fuel)에 참여한 경험(’90~’06년) 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4세대 원자로의 하나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에도 
직접 참여하였다(’07~’12년). 그는 정부 사업단인 소듐냉각고속로사업단(SFRA)에서 사업관리부장(’13~’19년)으로 대형사업 
관리 역량을 발휘했으며, 경수형 SMR  및 연구원자로를 포함한 제4세대 원자로(SFR, VHTR, MSR 등) 개발을 총괄하는 
혁신원자력시스템연구소장(’19~’20년)을 거쳐 현재는 원자력연구개발 정책·전략 개발을 책임지는 미래전략본부장(’20년~) 을 
맡고 있다.

백종혁 본부장은 14개 원자력선도국(한,미,프,일,캐,중,러 등) 참여하여 제4세대 원자로(SFR, VHTR, MSR, GFR, SCWR, LFR) 
개발·배치를 논의하는OECD/NEA 산하의 제4세대 국제포럼(Gen-IV International Forum)에서 한국대표 겸 부의장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의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Dr. Jong-Hyuk  BAEK (1966)studied the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a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AIST) and has been successively working in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He has been active in nuclear fuel and reactor development for 
various nuclear systems and project management field over 30 years. 

He has lots experiences of  the Pressurized Water Reactor(PWR) projects such as the development of 
nuclear fuel localizing project,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KSNP), 
and Advanced PWR Fuel project. He also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Sodium-cooled Fast 
Reactor(SFR) project from 2007 to 2012. He had a lot of  experience on the project manager. He was 
in charge of the project management in the government SFR Agency(SFRA) to develop Prototype 
Gen-IV SFR(PGSFR) from 2013 to 2019. After then, he was a Senior Vice President for the SMR 
development including PWR-type and non PWR-type reactor systems at Innovative Nuclear Reactor 
Systems Directorate in KAERI. He is currently working as a Senior Vice President at Nuclear R&D 
Policy and Planning Directorate in KAERI. 

Dr. BAEK is a Korea’s representative and vice-chairman at the Gen-IV International Forum(GIF) under 
OECD/NEA, which is consisted of 14 nuclear industrialcountries. He is also a member of the Nuclear 
Use and Development Specialized Committee under the Atomic Energy Promotion Committee.

한국원자력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백종혁

Senior Vice President for Nuclear R&D Strategy & Planning,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Baek Jong-h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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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모 본부장은 부경대학교에서 수산경영학(1993년), 서울대학교에서(2017년)에서 농업경제학을 전공하였다. 총리실 
산하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17년 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수산정책, 국제수산, 양식산업 등을 연구를 수행하였다. 마창모 
본부장은 한국수산경영학회 이사, 미래양식투자포럼 사무국장, 산업부 과학기술수준 평가위원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식관련 아쿠아팜 4.0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Dr. Ma Chang-mo majored in fisheries management at Pukyung National University(2001) and 
agriculture econo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 He has been working at the Korea Maritime 
Institute(KMI)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for 17 years and has conducted research on fisheries 
policies, international fisheries and aquaculture industries. Ma Chang-mo is a director of the Korea 
Fisheries Management Association, secretary general of the Future Aquaculture Investment Forum, 
and a member of the Ministry of Industry's Science and Technology Level Assessment Committee. 
Recently, he has been participating in aquafarm 4.0 projec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연구본부장
마창모

Deputy President of Fisheries Policy Research Department
Korea Maritime Institute(KMI)

Ma Chang-mo

홍익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이연승 교수는 베를린공대 교통학부 해양시스템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2000)한 후 
세계 최고 조선소인 현대중공업(HHI, 2000-2005)과 대우조선해양(DSME, 2006-2010)에서 최고 성능의 친환경 선박을 
설계하였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2011-2015)을 거쳐 홍익대학교(2016~ )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매진하며 선박 
유체성능설계, 해양신재생에너지 및 해양플랜트시스템 설계 분야에서 다양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2018년 부터 3년간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2017.12-2021.02)의 기관장으로 해양안전기술 
및 해양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홍익대학교 해양시스템연구센터 소장, 
대한조선학회 편집위원, TEAM 국제학회기술위원, 대한민국해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Prof. Lee Yeon-Seung(1968) is a faculty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and the director of ocean systems research center, at Hongik University(2016) of Korea. 

She received her doctoral degree(2000) from the Technical University Berlin and subsequently worked 
for the two largest shipyards of the world, Hyundai Heavy Industries (HHI, 2000-2005) and Daewoo 
Shipbuilding and Marine Engineering (DSME, 2006-2010), during the first decade of the millennium. 
She is a leading figure in Korea’s shipbuilding and offshore wind energy industries. She also served as 
the chairman of the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KOMSA) und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Korea for the last three years(2017.12-2021.02). 

Currently, she is serving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 director of the Ocean System Research Center 
at Hongik University, and the editorial member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the 
international technical committee of the TEAM conference, and a member of the Korea Navy advisory 
board.

홍익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 해양시스템연구센터 소장
이연승

Professor of Dept. NAOE, Hongik University
Director of Ocean Systems research Center

Lee Yeon-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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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복경 박사(1964년생)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물리학(1996)을 전공하였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30년간 수중음향연구에 
몸 담아왔다. 해양과학 및 국가과학정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다.

우리나라의 깊은 바다인 동해의 심해연구 분야 육성에 매진하고자 심해관련 연구사업발굴에 힘쓰고 있다. 수심 2000m가 넘는 
동해의 심해는 해양자원의 보고요 우리가 탐사해야할 미지의 영역이다. 우주개발이 중요하듯이 지구내부 탐사 특히 해양에 
대한 심해탐사는미래의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해양영토에 대한 확보를 위한 매우 필요한 과제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심해 해양과학 연구와 해양과학대중화 분야에 관심을 두고 노력하고자 한다.

Dr. Bok-Kyoung Choi (Born in 1964) majored in Physics (1996) at Sungkyunkwan University, and has 
been involved in underwater acoustic research for 30 years at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He has been paying a lot of attention and effort to ocean science and national 
science policy, and recently served as an expert member of the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 Technology.

In order to focus on studying the field of deep-sea research in the East Sea, the deep sea of   Korea, 
we are striving to discover deep-sea-related research projects. The deep sea of   the East Sea with a 
depth of more than 2000m is a treasure of marine resources and an unknown area to explore. Just as 
space development is important, exploration of the Earth's interior, especially deep-sea exploration of 
the ocean, is a very necessary task to secure the marine territories necessary for future human life.

In the future, we will continue to pay attention to deep-sea ocean science research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opularize ocean science.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해양방위안전연구센터 센터장
최복경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KIOST)
Choi Bok-kyung

고려대학교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미 워싱턴대학교(2010)와 상하이 해사대학교(2013)에서 방문학자로 
수학하였다.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극지기술연구회 부회장, 국제해양법학회 이사, 
한국유라시아학회 대외협력이사, 세계해양포럼 기획위원, ‘한국북극연구기관컨소시엄(KoARC)’ 정책분과장을 맡고 있다. 
APEC TRP,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 북극서클 및 북극프론티어 등에서 정부대표단으로 활동하였다. 우리나라 해양정책 
및 극지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Dr. KIM Minsu is working for Korea Maritime Institute(KMI) as Deputy President in charge of Ocean 
Economy Strategy Research Department. He got Ph.D of International Law in Korea University. He has 
studied in University of Washington in 2010 and Shanghai Maritime University in 2013 as a visiting 
scholar. Also, he is vice chairman of the Polar 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 director of Korea 
Society of the Law of the Sea, the external cooperation director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Eurasian 
Studies, a member of planning committee of the World Ocean Forum, and the director of policy 
subcommittee of the 'Korea Arctic Research Consortium (KoARC)'. He has served as a government 
delegation in APEC TRP,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rctic Circle and Arctic Frontier. He is 
now doing research mainly focusing on climate change, marine and polar policy and cooperation.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경제전략연구본부장
김민수

Deputy President of Ocean Economy Strategy Department
Korea Maritime Institute(KMI)

Kim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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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주 교수는 현재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을 맡아 
2017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단장직을 수행하면서 한국의 인문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학술단체인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대한일어일문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부산에서 한일문화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회장과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Professor Dong-Ju Son received his Ph.D. in Japanese Laguisitics at Tohoku University in 1998 and 
is currently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ince 2017, as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he has been working to develop humanities in Korea while serving as the head of 
the Humanities Korea Plus (HK+) Research Group sponsor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In addition, he served as the dean of the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단장
손동주

Director, Humanities Korea Plus Research Group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on Dong-ju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