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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2년 연보

글로벌 리더 KIOST의 원대한 꿈과 도약이 세계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더 넓은 가능성의 바다가 열리고 더 큰 희망의 미래가 다가옵니다.

New Challenge 
New Future



New Step For the Better Life

KIOST의 바다는 인류의 행복이 자라는 곳입니다

바다에 생명력과 기술을 더해

바다와 사람을 잇고

바다,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드는 일

KIOST는 바다 연구와 해양과학기술의 개발을 통해 

우리 삶의 영역을 넓히고 풍요로운 행복을 창조합니다

기술의 바다
인류의 풍요와 행복이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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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의 바다
 세계의 중심에서 공존을 이끈다

New Step For Global Happiness

 KIOST의 바다는 세계가 공존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세계의 바다를 개척하고 기술을 교류하며

 글로벌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일

 KIOST는 글로벌 해양과학기술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세계와 하나 되어 新 해양시대를 리드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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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바다
 해양교육과 산업발전의 빛을 발하다

New Step For Development

KIOST의 바다는 해양교육 및 산업의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해양과학교육으로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의 선진국을 만드는 일

KIOST는 인재양성 및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과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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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은 전 지구적인 환경^자원^기후변화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2년 한 해

에도 바다가 가진 무한한 가치를 밝히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 7월 한국해양연구원(KORDI)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으로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기관 창립 40년 역사에 

큰 획을 그었으며, 작년 대한민국의 여름을 수놓았던 여수세계박람회에서 해양 관련 각종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의 선진 해양과학기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연구 분야에서도 또 한 단계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인도양에 제주도 면적의 5.4배에 이르는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를 확보 

하였으며, 해양과기원이 개발한 세계 수준의 해양바이오수소 생산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실증생산 플랜트동을 준공하였 

습니다. 또한 중남미 지역의 요충지인 페루에 한^페루 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중남미 국가들과의 공동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해양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를 향한 연구 인프라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은 해양과학문화 확산에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한 해였습니다. 해양과학도서관의 이전 개관과 국내 

최초 해양시료도서관 및 해양시료홍보관 개관(남해연구소), 국내 유수 포털사이트 내 해양관측위성 테마지도 실시간 제공 등을 

통해 해양과학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해양과학기술은 모든 자연과학 분야와 다양한 공학 분야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자연현상에  

대한 원리를 규명하는 자연과학은 물론,  바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공학기술까지 포함하는 

복합과학기술입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해양과학 분야의 발전과 관련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위해 헌신한 KIOST 전 구성원의 열정을 연보에 수록 

하였습니다. 함께 회고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발걸음처럼, 앞으로도 우리 한국해양과학 

기술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전 지구가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 나가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과학기술은 
대표적인 복합과학기술,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

인사말

2013년 3월 18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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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ve KIOST
KIOST 비전 및 미션
글로벌 해양강국의 꿈 실현

KIOST 목표

전문화된 해양기술과 향상된 
해양과학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납니다!

글로벌 아젠다를 해결하며, 

창의경영을 통한 상승(相乘)의 

문화 속에 국민과 함께 

선진 미래해양으로 

수월성^국제성^책임성^융합성

KIOST 주요기능

KIOST 4대 핵심가치

블루오션의 꿈을 전하는 
바다요정 키오(KIO)  리더

문화

연구

KORDI
한국해양 역사의 중심축

교육 해양 우수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

정책 해양 및 극지에 대한 국가 정책 지원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해양과학문화 조성

대국민 해양과학 서비스대중화

해양 기초과학 및 응용^실용화 연구 개발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 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

해양 및 극지과학기술 정책, 제도 연구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해양 관련 기기^장비기술개발과 검^교정

해양과학기지 등 해양인프라 구축 및 운영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수탁^위탁 연구, 공동 연구 및 기술제휴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기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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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0

지속적인 확대 발전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

다양한 연구 분야를 전문화하기 위해 중점 연구를 해양환경·기후 연구, 

해양자원 개발 연구, 극지 연구, 해양 공간자원 개발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특성화를 추구하면서 MT(Marine Technology) 개발 계획을 국가 계획으로 

확정한 단계

2001~

세계 10대 연구기관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원 시대를 향해~

해양자원의 지속적 개발, 지구 규모의 해양현상 규명 등을 통해 전 지구적 

현안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 자연재해 및 해황의 장기적 사전 예보 

기술 등을 확보하는 등,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으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

연구소 설립과 초기 운영체제 구축 후, 
성장 기반 마련

우리나라 주변 해양의 종합환경도를 작성하고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연구, 고급어종 중^양식 개발 연구, 남극과학기지 조사 연구 등 국가 

대형 장기 국책 연구과제를 본격 추진한 단계

1973. 10. 30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창립

1988. 02. 17 

남극 킹조지 섬에 세종과학기지 건설

1990. 06. 01 

재단법인 한국해양연구소 설립 

1992. 03. 07

이어도호(546톤) 취항 

1992. 03. 20

온누리호(1,422톤) 취항 

1995. 05. 12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치 (중국 청도) 

1997. 03. 28

남해연구소 설치 (경남 거제) 
2001. 01. 01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2002. 04. 29

북극 다산기지 설치 (스피츠베르겐  섬)

2004. 04. 16

부설 극지연구소 설치 (인천 송도)

2008. 06. 20

동해연구소 설치 (경북 울진) 

2012. 07. 0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1999. 05. 0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설치 (대덕 특구) 

2000. 05. 30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설치 (미크로네시아, 축주)

Beginning Developed Best of Best1970~1980

연혁 (197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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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재정현황

연구직

임원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합     계

283명

2명

138명

35명

15명

473명

연구사업비

재원별 연구비 현황

정부출연금 72,145

자체수입 135,457   
정부수탁 116,173  
민간수탁 9,861   
기타연구 3,300     

기타 6,123

총        계 207,602

인건비 36,985

직접비 138,271     
주요사업 32,103     
정부수탁 96,068     
민간수탁 6,900     
기타연구 3,200

경상운영비 12,372

기타 19,974     
시설비 15,092         
차입금상환 1,358 

기타 3,524

총계 207,602

구분
주요사업

(자체사업포함)
국토해양부

R&D
기타부처 R&D

(교과부, 기상청, 지경부)
정부수탁

(해군, 지자체 등)
민간수탁

(소액과제 포함)
합계

과제수(건) 100 67 42 46 56 311

금액(백만 원) 47,823 103,099 15,733 15,619 9,187 191,461

(단위 : 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60.2%

29.2%

7.4%
3.2%

정부출연금

34.8%
인건비

17.8% 6.0% 10.0%

경상운영비

기타

자체수입

65.2% 직접비

66.2%

32.0%

35.0%

33.0%

연구비

연구비

연구비

과제수

과제수

47,823백만 원

118,832백만 원

24,806백만 원

100건

109건

102건

과제수

주요사업

국가 R&D 사업

수탁연구사업



14 15Annual Report 2012개요

인력현황

재정현황

연구직

임원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합     계

283명

2명

138명

35명

15명

473명

연구사업비

재원별 연구비 현황

정부출연금 72,145

자체수입 135,457   
정부수탁 116,173  
민간수탁 9,861   
기타연구 3,300     

기타 6,123

총        계 207,602

인건비 36,985

직접비 138,271     
주요사업 32,103     
정부수탁 96,068     
민간수탁 6,900     
기타연구 3,200

경상운영비 12,372

기타 19,974     
시설비 15,092         
차입금상환 1,358 

기타 3,524

총계 207,602

구분
주요사업

(자체사업포함)
국토해양부

R&D
기타부처 R&D

(교과부, 기상청, 지경부)
정부수탁

(해군, 지자체 등)
민간수탁

(소액과제 포함)
합계

과제수(건) 100 67 42 46 56 311

금액(백만 원) 47,823 103,099 15,733 15,619 9,187 191,461

(단위 : 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60.2%

29.2%

7.4%
3.2%

정부출연금

34.8%
인건비

17.8% 6.0% 10.0%

경상운영비

기타

자체수입

65.2% 직접비

66.2%

32.0%

35.0%

33.0%

연구비

연구비

연구비

과제수

과제수

47,823백만 원

118,832백만 원

24,806백만 원

100건

109건

102건

과제수

주요사업

국가 R&D 사업

수탁연구사업



조직도

16 17Annual Report 2012개요

건물 및 부지

이사회 원장

감사

감사부

제2부원장

부설 극지연구소

국제협력본부

국제협력실
국제공동연구센터

해양정책연구소

해양정책^영토연구실
해양환경^산업연구실

융합연구전략실 해외센터^연구실

•�한^중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남해연구소

동해연구소

제1부원장

건물 : 30,568m2 / 부지 : 92,939m2

건물 : 12,941m2 / 부지 : 59,739m2

변동추이

건물 : 41,173m2 / 부지 : 153,985m2

건물 : 8,049m2 / 부지 : 95,890m2

해양기반연구본부

응용기술연구본부

특성화연구본부

해양관측기술•자료본부

인력양성^교육운영본부

●	해양환경^보전연구부

●	해양순환^기후연구부

●	해양생태계연구부

●	심해저자원연구부

●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	해양바이오연구부

●	연안재해^재난연구센터

●	해양위성센터

●	해양방위센터

●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	해양운송연구부

●	해양플랜트연구부

●	해양안전기술연구부

●	해양시스템연구부

●	산업정책협력실

●	운영관리부

●	해양과학도서관

●	학사^교육지원실

●	경영기획부

●	행정관리부

●	연구사업개발부

●	보안^안전관리단

●	건설사업단

●	해양R&D실용화센터

●	남해특성연구부

●	해양시료도서관

●	선박평형수센터

●	연구선지원실

●	운영관리실

●	동해특성연구부

●	독도전문연구센터

●	운영관리실

●	해양과학데이터센터

●	기기검교정^분석센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서해연구소^설립추진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산본원)  

건물

2012 20122011 20112004 20041994 19941984 1984

부지

남해연구소 (분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원)

동해연구소 (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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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 전략 기관운영 주요성과

▷  국제적 수준의 다학제^융복합 연구
인력 보유

▷ 첨단 연구시설^장비 보유

S

W

T

O

▷  국내외적으로 해양이슈가 아젠다로 
부각

▷  KIOST 인력양성기능 부여

미래(KIOST)와 
과거(KORDI)의 성공적 융합

글로벌 수준의 해양연구 
교육전문기관으로 재탄생

국내외 해양현안, 
국가사회적 기대에 
적극 대응(Responsive)

通하는 KIOST, 소통과 나눔의 KIOST

▷  장기 안정적인 대형연구 프로그램  
개발 미흡

▷  국가 차원의 해양분야 고급 인력 공급
체계 미비

대내외 환경 및 핵심 역량 분석
(SWOT)

KIOST 비전 및 미션

해양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

2012 4대 경영전략
(T.E.A.M)

Together

T A

E

M

Expert Agile Manlike
T E A M

▷  국가 R&D 전략이 실용화^산업화에 
치중

▷  타 출연연과의 교류 협력 기회 부족

해양 기초과학 및 응용 실용화 연구개발

해양 및  극지에 대한 국가정책 지원

해양 우수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해양과학문화 조성

대국민 해양과학 서비스

1

2

3

4

5

 해양 연구시료의 통합 관리와 국가적 
공동 활용 시스템을 갖춘 국내 최초 
해양 시료도서관(Library of Marine 
Samples, LIMS) 구축, 국제적 허브역
할 기대 

남해연구소에 국내 최초 해양
시료도서관 개관

3년 연속 최우수 전문도서관 선정, 
‘인재개발 우수기관(Best-HRD)’ 선정 
및 연보^사보^교육기부^웹어워드  
시상 등 잇따른 수상 

독도 가상체험 4D 시뮬레이터,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일반에 공개

KIOST, 소통과 공감을 통한 
외부 수상으로 대외 인정

해양과기원 정관 제정, 초대 임원 및  
이사진 구성,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해양과기원 조직설치, 설립 등기 등    

소형연구선 장목2호 취항식 및 
연구선 취항 20주년 기념식 개최

우리나라 연안해역 해양조사를 위한  
35톤 규모의 소형연구선 장목2호 취항, 
1992년 이래로 연근해 및 태평양 등을  
항해한 종합해양연구선 온누리호와  
이어도호는 취항 20주년을 맞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공식 출범 

여수선언포럼 작성 등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지원, IOC/WESTPEC 총회 등 
26종 45회의 학술행사 지원 

KIOST와 함께한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지원

해양자원이 풍부하고 지구 기후조절
에 중추적으로 기능하는 중남미 해역
으로 활동영역을 확대 및 해양수산업
계의 중남미 진출의 발판 마련 

 라이딩 3D 입체영상과 
모션베이스를 통한 독도해역 
가상체험 공간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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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성과 연구내용 및 성과

적도 태평양
연구인프라
구축

해양심층수 
정책 및 법제도 
개발 지원

권문상 책임연구원 (해양정책연구소) 
E-mail : mskwon@kiost.ac

박성욱 책임연구원 (해양정책^영토연구실)
E-mail : swpark@kiost.ac

적도 태평양 도서국은 대부분 저개발국으로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 연안침식, 해양오염 등  

지구적 혹은 지역적 규모의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어려움이 이들 국가

들만의 지역적 문제가 아닌 인류의 귀중한 자연적, 경제적, 문화적 자원과 인류공동 유산의 문제

임을 인식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전 지구적 환경변화와 해양자원 탐사 및 개발 관점에서 적도 태평양이 중요한 지역

으로 인식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해양환경, 자원탐사 및 개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 및 경제활동 공간 확장을 위해서는 적도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프라 및 협력 네트워크 구성이 필수적이다. 

이 사업은 적도 태평양 연구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서국의 사회^경제 환경 및 기초 해양환경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개발 진출의 기반 마련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도서국들의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은 

적도태평양 해양 유용자원 탐구와 공동개발 가능성 확보를 통해 국익창출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사업은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심층수 산업의 성장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해양심층수 산업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등과의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한 산업 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외 먹는 물 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의 국내  

법률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 미국, 대만 등 외국의 해양심층수 산업사례 및 정책의 비교분석 

하여 시사점을 도출을 통한 법제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의 부정적 요소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미흡, 과도한 행정규제, 해양

심층수 이용 범위의 제한 등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외국의 해양심층수 산업 사례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법률상 해양심층수 이용범위를 매우 제한하고 있어, 산업 육성에 저해요소로 작용

하고 있다. 

이에 크게 규제완화 부분, 산업관리 부분, 법적 흠결 부분으로 나누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

고, 특히 식품 분야에서 해양심층수 이용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인 

식품공전상 해양심층수가 제한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 제2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법률 개정안 기초 

자료로 활용

-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원 

그림 1.  적도 태평양 도서국 현황 및 EEZ 경계 그림 1.  대만 해양심층수 산업개발지역 및 산업단지도그림 2.  코스레 해양수질 및 저질 모니터링을 위한 시료 채취

- 적도 태평양 14개국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기초정보 제공

- 적도 태평양 도서국 외국인 투자법제 및 투자환경 정보 제공

- 적도 태평양 도서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및 해결방안 제시

- 적도 태평양 도서국 연안범람 취약성 분석 및 대응정책 제시

해양정책 연구 해양정책 연구

활용분야
활용분야

해수양식장

종묘양식장

농업생산시설 

감시통제센터

해수담수화센터

해수온도차발전

해양심층수제조가공센터

해양심층수연구개발센터

해양심층수 배수관

해양심층수 취수관

가두리양식

해양비옥화인공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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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인프라 및 협력 네트워크 구성이 필수적이다. 

이 사업은 적도 태평양 연구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서국의 사회^경제 환경 및 기초 해양환경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개발 진출의 기반 마련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도서국들의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은 

적도태평양 해양 유용자원 탐구와 공동개발 가능성 확보를 통해 국익창출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사업은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심층수 산업의 성장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해양심층수 산업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등과의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한 산업 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외 먹는 물 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의 국내  

법률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 미국, 대만 등 외국의 해양심층수 산업사례 및 정책의 비교분석 

하여 시사점을 도출을 통한 법제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의 부정적 요소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미흡, 과도한 행정규제, 해양

심층수 이용 범위의 제한 등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외국의 해양심층수 산업 사례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법률상 해양심층수 이용범위를 매우 제한하고 있어, 산업 육성에 저해요소로 작용

하고 있다. 

이에 크게 규제완화 부분, 산업관리 부분, 법적 흠결 부분으로 나누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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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상 해양심층수가 제한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 제2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법률 개정안 기초 

자료로 활용

-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원 

그림 1.  적도 태평양 도서국 현황 및 EEZ 경계 그림 1.  대만 해양심층수 산업개발지역 및 산업단지도그림 2.  코스레 해양수질 및 저질 모니터링을 위한 시료 채취

- 적도 태평양 14개국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기초정보 제공

- 적도 태평양 도서국 외국인 투자법제 및 투자환경 정보 제공

- 적도 태평양 도서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및 해결방안 제시

- 적도 태평양 도서국 연안범람 취약성 분석 및 대응정책 제시

해양정책 연구 해양정책 연구

활용분야
활용분야

해수양식장

종묘양식장

농업생산시설 

감시통제센터

해수담수화센터

해수온도차발전

해양심층수제조가공센터

해양심층수연구개발센터

해양심층수 배수관

해양심층수 취수관

가두리양식

해양비옥화인공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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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구축 
연구개발

독도 기본계획 
성과 평가

권석재 책임연구원 (해양환경^산업연구실)
E-mail : sjkwon@kiost.ac

이문숙 선임연구원 (해양환경^산업연구실)
E-mail : leems@kiost.ac

이 사업은 여수세계박람회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된 공적개발 원조 사업으로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만의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만의  

연안환경 문제를 현지 정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였으며, 지반침하가 연안환경을 악화 

시키는 현안 문제임을 파악하였다. 이에 주요 지반침하지역인 판타이 무티아라(Pantai mutiara) 

지역을 조사지역으로 설정하고, 정밀 3차원 지형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량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정책적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자료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조사대상 지역인 판타이 무티아라 지역은 평균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 

다수 나타나며, 조사지역 내에서의 구역별 비고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약 13%의 

제방이 폭풍해일 또는 쓰나미 등과 같은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반침하율을  

감안할 때 10년 이내에 12%의 제방이 범람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3차원 측량장비인 지상라이다(LIDAR)를 활용하여 자카르타의 현안 문제인 지반침하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고, 수원국의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협조 및  

참여가 있었으며, 연구 결과가 정책결정에 활용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 수행되었다는 측면 

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연과학적 조사와 함께 이를  

정책적 대안으로 도출하는 방법론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현재 후속 연구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에 관한 법률’에 의

한  독도기본계획

의  세부시행사업

(2010~2011년)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독도 지속가

능한  이용을  위한 

제2차 독도기본계

획’의 방향을 개선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사업에 의한 성과평가는 기본계획의 4대 분야(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연안자원의 합리적 이용, 시설의 관리 및 운용, 지식정보 생산 및 보급) 53개 세부사업을 대상 

으로 하며, 사업시행 주체(12개 소관부처)의 자체평가 결과, 사업수행 결과 보고서, 관련자 면담 

등을 토대로 평가자(연구진)의 정성적 평가방법이 적용되었다. 

평가 결과에 의하면 독도기본계획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정책방향과 추진 

전략을 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반영된 시행사업의 추진만으로는 그 목적 달성이 어려우며  

사업 간 중복성, 연계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으로 기본계획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방향과 추진사업을 관리^조정하기 위한 범부처 거버

넌스의 운영을 통해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 제2차 독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

- 2013년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인도네시아 연안통합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연안취약지역 분석 및 연안지역 계획 수립

- 인도네시아 정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협력관계 증진

활용분야

활용분야

해양정책 연구 해양정책 연구

그림 1.  적도태평양 도서국 현황 및 EEZ 경계

그림 3.  성과평가 추진체계

그림 1.  제 2차 독도기본계획 비전/목표/ 추진전략

그림 2.  조사지역의 상대지반침하율 분포. 최대 6cm/y 그림 3.  지반침하와 해수면상승을 반영한 제방침수예상시기 분포도. 정책결정자에게 제방 보수 
계획을 수립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줌

Plan for assessment
Implementation 
for assessment

1.  평가 목적, 활용

2.  평가 항목, 방법

3.  평가 절차

1.  자료 수집

2.  성과 목표/지표/분석의제

3.  정성적 평가

4.  자료 보완

5.  평가 조정

평가 
결과

2차
기본 계획에

반영

Sustainable and productive Dokdo for future generation

1. Ecosystem and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2. Rational use of coastal resource
3. Management and operation of related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4. Production and sharing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Vision

Obective

Strategy

Strengthening knowldege-based management and establishing 
integrated mangement system for sustainable use of Dokdo

지속가능하고 풍요로운 독도의 미래 세대로의 전승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식기반의 강화 및

통합관리체제 구축

1.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2. 독도 연안자원의 합리적 이용

3. 울릉도, 독도 시설 관리 • 운용

4.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 보급

비      전

목      표

추진전략

그림 2.  독도 기본계획 성과 평가 절차

분야/세부 사업의 평가목적 설정

분야/세부 사업의 평가항목 설정

분야/세부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평가항목에 대한 분석의제 설정

자료수집

1차 평가

평가결과의 조정

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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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에 의하면 독도기본계획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정책방향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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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로 활용 

- 인도네시아 연안통합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연안취약지역 분석 및 연안지역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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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활용분야

해양정책 연구 해양정책 연구

그림 1.  적도태평양 도서국 현황 및 EEZ 경계

그림 3.  성과평가 추진체계

그림 1.  제 2차 독도기본계획 비전/목표/ 추진전략

그림 2.  조사지역의 상대지반침하율 분포. 최대 6cm/y 그림 3.  지반침하와 해수면상승을 반영한 제방침수예상시기 분포도. 정책결정자에게 제방 보수 
계획을 수립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줌

Plan for assessment
Implementation 
for assessment

1.  평가 목적, 활용

2.  평가 항목, 방법

3.  평가 절차

1.  자료 수집

2.  성과 목표/지표/분석의제

3.  정성적 평가

4.  자료 보완

5.  평가 조정

평가 
결과

2차
기본 계획에

반영

Sustainable and productive Dokdo for future generation

1. Ecosystem and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2. Rational use of coastal resource
3. Management and operation of related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4. Production and sharing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Vision

Obective

Strategy

Strengthening knowldege-based management and establishing 
integrated mangement system for sustainable use of Dokdo

지속가능하고 풍요로운 독도의 미래 세대로의 전승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식기반의 강화 및

통합관리체제 구축

1.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2. 독도 연안자원의 합리적 이용

3. 울릉도, 독도 시설 관리 • 운용

4.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 보급

비      전

목      표

추진전략

그림 2.  독도 기본계획 성과 평가 절차

분야/세부 사업의 평가목적 설정

분야/세부 사업의 평가항목 설정

분야/세부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평가항목에 대한 분석의제 설정

자료수집

1차 평가

평가결과의 조정

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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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따른 
생리/생태 변화
연구

하구역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해양의 용존 이산화

탄소 증가와 pH의 감소(해양 산성화)가 급격히 나타나고, 이에 따른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반응을 효과적으로 평가^예측하기 위한 기술의 필요성이 최근 급격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역 핵심해역에서 우점하는 주요 생물(무척추동물, 난자치어,

어류, 해조류)들의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생리^생태 반응을 진단하고 이산화탄소 스트레스 

대응 유전자 지표발굴을 통한 주요 생물 관리 방안 수립하고자 한다. 

해양산성화 핵심해역 선정을 위해 국내 연안의 환경자료와 지리정보 시스템(GIS)기법을 사용 

하여 해양환경 변화양상을 GIS 점수지도로 파악하고, 핵심해역으로 선정된 후포지역에서 해수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분압 (pCO2) 및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점하고 있는 분야별 해양

생물(저서 요각류, 굴, 넙치, 다시마 등)을 선정하여 CO2 농도에 따른 사망률, 성장률, 산소 소비

율 등의 생리실험을 실시하였다. 해양산성화에 따른 해양생물의 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실험실

이나 메조코즘(mesocosm) 내 해수 속에 일정 농도의 CO2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pH 농도 유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CO2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와 실시간으로 해수 속에 녹아있는 CO2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하였다. 또한 해양의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산호 생체 지표 발굴을 위하여 한국산 연산호의 이산화탄소 농도 특이적 생체지표 40종을 발굴

하였고, 산성도에 따른 생체지표 유전자 발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사업은 영산호와 영산강 하구역의 저서생태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홍수기 방류에 의한 하구 

환경 변화를 평가하고 예측하여 종합적인 하구역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수행하

고 있다.

2012년 주요 연구내용은 영산강 하구역과 영산호에 서식하는 저서동물을 정량 분석하여, 우점

종의 변화와 군집구조를 파악하고 생태계의 변동을 예측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영산호와 영산

강의 하구역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환경교란과의 연계성을 해석하였다.

영산호는 하구둑 건설 이후 담수화 되어 해양 저서동물의 출현이 거의 없었으며, 담수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저서동물 깔따구(Chironomidae sp.) 1종만이 극우점 하고 있다. 상부로부터 

유입된 유기물의 영향으로 인해 다양도가 매우 낮은 생태계로 변하였다.

하구둑을 통해 하구로 방류된 담수는 표층을 통하여 외해로 흐르며, 외해와의 경계지역에서 해

수와 섞인 후, 저층염분수의 형태로 하구 저서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저서동물은 경계지역에

서 출현양이 높으며, 홍수기 담수의 대량 방류 이후 저서동물의 감소가 관측되었다.

- 하구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영토공간 재배치 사업 자료

- 하구역 관리 프로그램 개발 자료

- 선진국형 하구역 생태계기반 관리를 위한 연구방법 정립

- 다양한 시나리오 별 대책방안 제시

- 한반도 주변 해역의 기후변화 대응책 수립에 활용 

- 소형 해양생물의 독성평가에 활용 

- 해양생물의 CO2 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정밀 모니터링 장비 구축 

-  해양산성화 연구방법 확립 및 해양산성화에 의한 해양환경영향평가 

기술 방법으로 활용

활용분야

활용분야

해양기반 연구 해양기반 연구

산성화실험수조

PCO2 조절기 NDIR

공기평형기 제습기

그림 1.  이산화탄소 자동 공급 장치(상) 및 이산화탄소 
측정용 평행기(하 )

그림 3.  분홍바다맨드라미 연산호의 이산화탄소 농도 특이적 생체지표 발굴 그림 3.  하구둑에 설치된 통선문 (선박은 이문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그림 1.  영산호 내부 전경 (외해와 다르게 수괴가  
황토빛을 띰)

그림 2.  영산강 하구둑 전경 (홍수기 갑문을 개방함)
그림 2.  작은구슬산호말의 pCO2 농도별 재생율

(regeneration ratio)

김동성 책임연구원 (해양기반연구본부)
E-mail : dskim@kiost.ac

장   만 책임연구원 (해양생태연구부)
E-mail : mchang@kios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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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산성화 연구방법 확립 및 해양산성화에 의한 해양환경영향평가 

기술 방법으로 활용

활용분야

활용분야

해양기반 연구 해양기반 연구

산성화실험수조

PCO2 조절기 NDIR

공기평형기 제습기

그림 1.  이산화탄소 자동 공급 장치(상) 및 이산화탄소 
측정용 평행기(하 )

그림 3.  분홍바다맨드라미 연산호의 이산화탄소 농도 특이적 생체지표 발굴 그림 3.  하구둑에 설치된 통선문 (선박은 이문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그림 1.  영산호 내부 전경 (외해와 다르게 수괴가  
황토빛을 띰)

그림 2.  영산강 하구둑 전경 (홍수기 갑문을 개방함)
그림 2.  작은구슬산호말의 pCO2 농도별 재생율

(regeneration ratio)

김동성 책임연구원 (해양기반연구본부)
E-mail : dskim@kiost.ac

장   만 책임연구원 (해양생태연구부)
E-mail : mchang@kios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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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화력 
항로개선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Ⅸ)

강래선 책임연구원 (해양생태계연구부) 
E-mail : rskang@kiost.ac

정창수 책임연구원 (특정해역보전관리연구센터)
E-mail :  cschung@kiost.ac

이 연구에서는 당진화력 항로개선공사 주변해역의 생태계와 이 생태계에 의존하는 각종 어업

생산성 변동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항로개선공사로 인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요인

(부유물질, 수중소음, 유속 및 침^퇴적)을 추출하였고, 이 환경요인의 변화량을 수치모델을 통해 

계량한 뒤, 환원론적 접근 방법에 따라 생물검정실험 결과와 결합하였다. 또한 이 환원론적 접근 

방법의 적용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총체론적 접근방식에 따라  수질, 퇴적환경, 생물다양성 및 어

획량의 실질적 변화를 사전-사후-대조구-실험구 기법에 의거 조사하였다. 최종적인 어업생산

성 변동은 환원론적 및 총체론적 접근방식에 의해 유도된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되었다.

항로 및 발전소 건설공사는 우리 연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며, 이로 인한 어업피해 민원이 상

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체계화된 연구방법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연구사업은 런던의정서 체제를 국내 제도권에 수용하고 폐기물 배출해역의 오염방지 및  

관리방안 마련 등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적인  

연구 내용은 1) 폐기물 배출해역의 정밀모니터링을 통한 건강상태 평가, 2)  런던의정서 준수를 

위한 기술 지원 및 공동협력, 3) 해양배출 관련 국내외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통한 폐기물 최적관

리 공감대 조성, 4) 폐기물 해양배출 최적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관리정책 기술 지원이다. 

연구사업은 2011년 폐기물 해양배출 폐기물 중 70%를 차지하는 하수오니, 가축분뇨 및 음폐수

의 해양배출 금지를 이끌어 냈고, 더 나아가 2012년에는 2014년부터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

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배출해역 정밀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양

환경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공했다. 

또한 2012년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제주에서 런던협약/의정서 합동과학그룹회의와 아태지역 

개최지로 결정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에서 런던협약/의정서 

합동과학그룹 의장과 합동당사국총회 부의장, 그리고 당사국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준수평가 

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위원 등 런던협약/의정서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주요 임원으로 선출 

됨으로써 국제 위상을 높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과거 해양환경 오염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폐기물 해양배출 방지를 위한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이 연구사업을 통해 현재 해양에 투기 되고 있는 모든 산업폐기물을 육상처리로 전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투기해역 관리로 투기해역환경보전 기술을 확립하는 등 국제 수준의  

폐기물 해양투기 제도가 완성되어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안전한 수산자원 

공급 및 국민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폐기물 배출해역 환경감시 기술 제공

- 런던의정서 준수를 통한 국가신뢰도 확보 자료 제공

-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국가 환경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

- 조사해역 별 해양물리, 화학, 생물 등 데이터베이스

- 각종 민원해소에 따른 공공사업의 원활한 진행

활용분야

활용분야

침·퇴적 변화량
단위 : cm/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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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치모델에 의한 침^퇴적 변화의 예
그림 1. 우리나라 폐기물 해양배출 해역 그림 2.  과제 시행 후부터 지속 감소하는 폐기물 해양투기량 그림 3.  KIOST 홍기훈박사 주재로 제주에서 개최된  

런던협약/의정서 합동과학그룹회의 (2012. 5. 14)그림 2.  생물검정 실험장치

그림 1.  현장 조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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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치모델에 의한 침^퇴적 변화의 예
그림 1. 우리나라 폐기물 해양배출 해역 그림 2.  과제 시행 후부터 지속 감소하는 폐기물 해양투기량 그림 3.  KIOST 홍기훈박사 주재로 제주에서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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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반 연구 해양기반 연구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 
사업

북서태평양의 
해양환경 변화가 
한반도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경태 책임연구원 (해양환경^보전연구부) 
E-mail : ktkim@kiost.ac

전동철 책임연구원 (해양순환^기후연구부)
E-mail : dcjeon@kiost.ac

이 사업은 인공호수 시화호의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정책^핵심기술 등을 확보하고, 각 프로그램의 시행^지원 등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2012년도 주요 연구내용은 시화호 관리위원회 운영지원, 3단계 시화호 종합관리계획(2012~ 

2016) 마련, 시화호 유역과 주변해역 환경모니터링(수질, 퇴적물, 조간대생태계), 유역 및 해역

수질 모델링, 시화호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도 기본계획 마련, 연안 통합관리를 위한 지역역량강

화와 홍보활동으로 홈페이지, 특별관리해역 네트워크 구축과 뉴스레터 발행 등을 수행하였다.

향후 이 사업을 통하여 3단계 시화호 종합관리계획(2012~2016)과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2013~)가 시행될 계획이다.

미래 기후 변화에 따른 열대북서태평양의 해양변동성이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과 

예측을 위하여 해역 간 상관성과 해양변화의 장기 변동성, 북서태평양의 대기 및 물리, 생지화학 

인자의 변동이 우리나라 주변해역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북서태평양에서 열대해역의 해류, 해황, 부유퇴적물 등에 관한 장기 관측을 위하여 3개의  

고정점 장기계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 관측 결과로부터 북적도잠류(NEUC)와 아열대반류 

(STCC) 관측, 유기물 침강 플럭스, 황해 남동연안에서 서진하는 횡단류를 발견하였으며, 대양  

표층 부이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북서태평양 해양순환기후실험(NPOCE), 열대계류부이패널(TIP), 

자료부이협력패널(DBCP),미국(URI, UW, NOAA), 일본(JAMSTEC) 등과의 국제 협력을 추진하였다.

쿠로시오 수역과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해양환경 탐사를 통하여 해양생태계의 

변동성 연구를 수행중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북서태평양의 미세플랑크톤 생태계의 다양성 및 

우점종, 기후가스인 DMS(Dimethyl Sul�de) 생성 원인 미생물 박테리아 발견, 어란 분석을 통한 

출현 어종의 공간적 분포, 아열대 지표종의 모니터링, 생태계 모델의 입력 자료 개발을 위한  

대한해협 정기 관측 등을 수행하였다.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모델 연구를 통하여 기후모델과 재분석 자료에 나타난 엘니뇨 -남방 

진동과 PDO(Paci�c Decadal Osillation)의 관련성, 기후시스템 모형과 관측치에서의 클로로필 

변동과 물리 기작, 전 지구 0.5도 중장기 해양-해빙접합모델 모의, 동중국해 염분과 양자강 유량

의 경년 변동 상관성, 해양물리-생지화학 연구를 위한 영국 PML의 POLCOMS-ERSEM 접합모델 

도입을 통한 북서태평양 연근해에 대한 모델 수립 등을 수행하였다. 

-  전 지구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주변해역 환경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 자료로 활용

-  북서태평양의 생태계 모델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능력 확보

-  한반도 주변 해역, 쿠로시오 해역의 해양환경^생태계 자료를 획득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의 장기 환경보전 정책 수립 등에 활용

- 시화호의 오염물질의 거동 및 수질 예측

- 시화호-인천 연안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정책 자료 제공

-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화호 유역 연안 통합관리제도 시행 

활용분야

활용분야

그림 1.  창원에서 개최된 PEMSEA Network of Local 
Government (PNLG) 포럼

그림 1.  북서태평양의 해양-대기 상호작용 모식도와  
계류 정점

그림 2.  북서태평양 연근해 3차원 해양물리-생지화학 
접합 모델 영역

그림 3. 3차원 해양물리-생지화학 접합 모델에 의한  클로로필 분포 재현

5월 8월

그림 2. 시화호 관리위원회 조직도

그림 3. 시화호 표층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 분포와 저층수의 용존산소 농도 변화

그림 4. 부착생물을 이용한 오염 모니터링 a) 부착생물 채취, b) 채취된 부착생물(패류), c) 패류의 크기 측정
a)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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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해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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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책임연구원 (해양환경^보전연구부) 
E-mail : ktkim@kios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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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통한 북서태평양 연근해에 대한 모델 수립 등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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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서태평양의 생태계 모델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능력 확보

-  한반도 주변 해역, 쿠로시오 해역의 해양환경^생태계 자료를 획득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의 장기 환경보전 정책 수립 등에 활용

- 시화호의 오염물질의 거동 및 수질 예측

- 시화호-인천 연안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정책 자료 제공

-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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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서태평양의 해양-대기 상호작용 모식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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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북서태평양 연근해 3차원 해양물리-생지화학 
접합 모델 영역

그림 3. 3차원 해양물리-생지화학 접합 모델에 의한  클로로필 분포 재현

5월 8월

그림 2. 시화호 관리위원회 조직도

그림 3. 시화호 표층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 분포와 저층수의 용존산소 농도 변화

그림 4. 부착생물을 이용한 오염 모니터링 a) 부착생물 채취, b) 채취된 부착생물(패류), c) 패류의 크기 측정
a)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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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반 연구 해양기반 연구

통합 기후예측
시스템을 위한 
기후예측
시뮬레이션 
개발 및 대양관측 
-가이아(GAIA) 사업 

통합 기후예측을
위한 열대 
서태평양 관측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는 교육과학부 출연사업으로 ‘통합 기후예측 시스템을 위한 기

후예측 시뮬레이터 개발 및 대양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최종 목표는 기후 변화 및 장

주기 기후 변동을 예측 파악할 수 있는 전 지구 고해상도 기후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2012년에는 KIOST 고유의 기후 모형으로 해양-대기-해빙 모형이 접합되어 기후시스템 모형이 

개발되었다. 이 모형에는 사업 참여 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해양의 연직 혼합 모수화 과정, 대기

의 적운 대류 모수화 방안이 사용되었다. 다양한 물리과정 모수화에 대한 민감도 실험이 수행되

어, 최종적으로 KIOST 모형 (ver1.1)이 선택되었다.  KIOST에 구축된 클러스터 시스템과 KISTI 슈

퍼컴을 이용하여 200년 이상 장기적분을 수행하여, 기후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KIOST 기후 모형의 장기 기후 모의 결과는 이전의 모형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모형에서 나타난 double ITCZ 문제가, 크게 개선되어 나타났다.  기후 값 뿐만 아니라, 

KIOST 기후 모형은 엔소(ENSO, El Nin~o-Southern Oscillation)를 현실적으로 모의하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특히, 엘니뇨와 관련된 해수면 온도와 강수 반응 패턴을 기존 모형에 비해 매우 

현실적으로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후모형비교프로젝트(CMIP5,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5)에 참가하는 다른 선진 모형의 모의 성능과 비교해도, 

KIOST 기후모형은 엘니뇨의 패턴을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니뇨뿐만 아니라, 열

대의 대표적인 기후현상인 MJO(Madden-Julian Oscilation)도 현실적으로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OST 접합모형은 추후 점차 개선되어, KIOST 기후변화 연구 및 기후 예측에 활용될 

것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해양^기후모델의 품위 향상에 필요한 적도 서태평양 수온약층 수심대의 연직

혼합 과정 모수화 방안 제시와 적도 서태평양 해류 시계열 자료 확보를 위한 관측망의 확장이다.

해양모델에서 아격자 크기 현상을 표현하는 것은 모델링 결과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 과정의 하나로 해양 혼합 층에서의 연직혼합 모수화가 주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적도 서태평양 상층의 유속장 관측 결과 적도잠류와 북적도반류가 지나는 수온약층 수심

대에 많은 소규모의 유속 시어 구조가 있음이 발견되어 해양순환모델에서 새로운 모수화 방안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이 연구에서는 적도태평양 수온약층을 포함한 

상층의 혼합과정 연구와 수온약층 혼합과정 모수화 방안 개발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동경 

156도 선 상의 소라고둥(Triton) 부이 관측망 해역에서 2011~2012년에 미국 하와이대학과 

일련의 공동 관측을 수행하였다. 한편, 해양의 변동성을 이해하기 위한 전 해양 시계열 해류  

관측망 확장을 위하여 이 사업에서는 적도 태평양 해역의 적도잠류 및 북적도반류의 상시  

관측계획을 미국 노아(NOAA)의 협조 하에 완료하여 설치장소로 열대태평양 계류관측망(TAO, 

Tropical Atmosphere Ocean) 부이 설치지점인 165°E, 2°N 및 165°E, 5°N 두 지점을 확정하였고 

2013년도에 계류할 예정이다. 최근 시작된 대양관측망 네트워크(OceanSITES)의 전 지구 심층 

해수 물성 관측 계획에 참여를 위하여 초음파 유속계 (ADCP, Acoustic Doppler Current Pro�ler) 

계류 시 심해용 수온염분측정기(MicroCAT) 설치도 병행하기로 하였고 국제 관련 협의체에  

등록하였다.

- 해양순환·기후 모델 

- 적도 해류계 변동성 연구
- 미래 기후 변화 전 지구 시나리오 산출

- KIOST 기후예측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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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적도 태평양에서의 혼합 과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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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해양^기후모델의 품위 향상에 필요한 적도 서태평양 수온약층 수심대의 연직

혼합 과정 모수화 방안 제시와 적도 서태평양 해류 시계열 자료 확보를 위한 관측망의 확장이다.

해양모델에서 아격자 크기 현상을 표현하는 것은 모델링 결과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 과정의 하나로 해양 혼합 층에서의 연직혼합 모수화가 주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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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많은 소규모의 유속 시어 구조가 있음이 발견되어 해양순환모델에서 새로운 모수화 방안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이 연구에서는 적도태평양 수온약층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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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도 선 상의 소라고둥(Triton) 부이 관측망 해역에서 2011~2012년에 미국 하와이대학과 

일련의 공동 관측을 수행하였다. 한편, 해양의 변동성을 이해하기 위한 전 해양 시계열 해류  

관측망 확장을 위하여 이 사업에서는 적도 태평양 해역의 적도잠류 및 북적도반류의 상시  

관측계획을 미국 노아(NOAA)의 협조 하에 완료하여 설치장소로 열대태평양 계류관측망(TAO, 

Tropical Atmosphere Ocean) 부이 설치지점인 165°E, 2°N 및 165°E, 5°N 두 지점을 확정하였고 

2013년도에 계류할 예정이다. 최근 시작된 대양관측망 네트워크(OceanSITES)의 전 지구 심층 

해수 물성 관측 계획에 참여를 위하여 초음파 유속계 (ADCP, Acoustic Doppler Current Pro�ler) 

계류 시 심해용 수온염분측정기(MicroCAT) 설치도 병행하기로 하였고 국제 관련 협의체에  

등록하였다.

- 해양순환·기후 모델 

- 적도 해류계 변동성 연구
- 미래 기후 변화 전 지구 시나리오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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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IOST 기후 시스템 모형이 모의한 a) 해수면온도, b) 적도 수온분포, c) 적도 해류 분포도

a)

b)

c)

그림 1.  적도 태평양에서의 혼합 과정 조사

30°N

30°S
120°E 140°E 160°E 160°W 140°W180°

20°N

20°S

10°N

10°S

0°

국종성 선임연구원 (해양순환^기후연구부) 
E-mail : jskug@kiost.ac

이재학 책임연구원 (해양순환^기후연구부)
E-mail : jhlee@kiost.ac



34 35Annual Report 2012연구활동

  

연구내용 및 성과 연구내용 및 성과

응용기술 연구 응용기술 연구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지상범 책임연구원 (심해저자원연구부) 
E-mail : sbchi@kiost.ac

문재운 책임연구원 (응용기술연구본부)
E-mail : jwmoon@kiost.ac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2002년 태평양 공해상에 

우리나라  망간단괴  단독 

개발광구를  확보한  이래  

지속적인 정밀탐사와 환경 

연구, 채광기술 및 제련기

술 연구를 수행하여 현재는 

상업생산에 필요한 채광도 

제작 ,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친환경적 채광  

시스템 개발 및 실증시험, 

고효율  제련시스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우선채광 지역과 환경충격시험 예정지역의 정밀 해저 

지형 분석 및 환경특성 파악, 통합채광 시스템 근해역 실증시험을 수행을 연구개발 목표로 하고 

있다.

실해역 탐사에서는 심해 예인 소나(DTSSS, Deep-Tow Side Scan Sonar) 시스템을 이용하여  

우선채광지역과 환경충격시험지역의 정밀 해저지형 및 음향자료를 획득하였으며, 환경충격 

시험에 필수적인 지질, 물리, 화학, 생물학적 환경 자료를 획득하였다. 또한 동해 후포항 인근 

해역에서 파일럿 집광로봇을 이용하여 모조단괴 집광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사업은 지난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남서태평양 해역 및 인도양을 대상으로 전략 금속자원  

확보를 위해 개발지역 선정 및 독점적 탐사권 획득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12년도에 수행된 주요성과로는 먼저 인도양 중앙해령지역을 대상으로 국제해저기구에  

공해상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광구를 신청하고 이를 승인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남서

태평양의 피지로부터 승인된 해저열수광상 탐사권지역을 대상으로 1차년도 탐사를 수행하여 

정밀지형자료를 획득하고 수층 내 열수활동의 증거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열수분출 

근원지를 확인하고 광체의 부존을 확인하기 위한 2차년도 탐사가 2012년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공해지역의 해양광물자원 탐사 기술 확보

- 해양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기술 확보

-  500기압 이상의 환경적응 소재, 정밀제어 계측, 기계, 로봇산업 등에  

기술 파급

- 해양플랜트 건설, 유지, 관측시설 설치 개발 등

활용분야

활용분야

그림 1. 집광기 성능 시험 모식도

그림 2. 대표구역 정밀 해저지형(수평해상도 5m) 그림 3. 1:25,000 해저면 음향 특성도
그림 2.  우리나라에서 확보한 공해상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광구(A)와 피지 EEZ 내 해저열수광상 광구(B)의 위치와 도면

그림 1. 피지 해저열수광상 탐사권 지역의 지형도(KF-2) 및 수층 내 열수플룸 분포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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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각) 개발

지상범 책임연구원 (심해저자원연구부) 
E-mail : sbchi@kiost.ac

문재운 책임연구원 (응용기술연구본부)
E-mail : jwmoon@kiost.ac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2002년 태평양 공해상에 

우리나라  망간단괴  단독 

개발광구를  확보한  이래  

지속적인 정밀탐사와 환경 

연구, 채광기술 및 제련기

술 연구를 수행하여 현재는 

상업생산에 필요한 채광도 

제작 ,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친환경적 채광  

시스템 개발 및 실증시험, 

고효율  제련시스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우선채광 지역과 환경충격시험 예정지역의 정밀 해저 

지형 분석 및 환경특성 파악, 통합채광 시스템 근해역 실증시험을 수행을 연구개발 목표로 하고 

있다.

실해역 탐사에서는 심해 예인 소나(DTSSS, Deep-Tow Side Scan Sonar) 시스템을 이용하여  

우선채광지역과 환경충격시험지역의 정밀 해저지형 및 음향자료를 획득하였으며, 환경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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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활용분야

그림 1. 집광기 성능 시험 모식도

그림 2. 대표구역 정밀 해저지형(수평해상도 5m) 그림 3. 1:25,000 해저면 음향 특성도
그림 2.  우리나라에서 확보한 공해상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광구(A)와 피지 EEZ 내 해저열수광상 광구(B)의 위치와 도면

그림 1. 피지 해저열수광상 탐사권 지역의 지형도(KF-2) 및 수층 내 열수플룸 분포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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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가 
해저열수광상 
개발 연구

이경용 책임연구원 (심해저자원연구부) 
E-mail : kylee@kiost.ac

국토해양부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해온 심해저광물자원 개발^탐사 사업 중 하나로  

2008년 3월 남서태평양에 위치한 통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저열수광상의 독점 탐사권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9년 1월에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단’을 설치하였다.  

통가 해저열수광상 탐사^개발 사업은 광상의 매장량 및 경제성을 평가를 목표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K네트워크, LS LS Nikko 동제련, 포스코 등 5개 기업의 참여로 4년 동안 정부 132억 원, 참여 

기업 178억 원 등 총 31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2014년 이후 본격적인 상업 개발을 

위한 준비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탐사에서는 무인잠수정을 이용 100여 개 이상의 활동성^비활동성 열수분출구로 이루

어진 3개 광화대를 확인하고 차년도 해저시추를 위한 시추적지를 선정하였다. 회수된 광체는 

동, 아연, 금, 은의 품위가 높으며, 인듐(In), 셀레늄(Se)의 희유금속 품위도 높아 광체의 개발  

경제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금속의 안정적 공급 및 공급원 다변화

- 다양한 배후 사업에 응용되는 기술 축적 
활용분야

응용기술 연구 응용기술 연구

그림 1. 터빈의 기본 설계안
               a) 수평축, b) 수직축, c)가동물체형

그림 2. 제어의 개념 설계안 
                a) 피치, b) 요, c) 유동 

그림 2.  통가 탐사권 지역에서 발견된 해저열수분출구 인근의 광체
  a) TA25해저산 동쪽에 위치하는 구리 우세형 열수광석, b) TA25 해저산 서쪽에서 회수된  

아연 우세형 열수광석

그림 1. 확인된 광체 분포도

a) b)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 
개발의 
연구내용 및 성과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에서는 국토해양부의 해양에너지 및 자원이용 기술개발 사업인 ‘능동

제어형 조류발전 기술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유향^유속에 따라 능동제어하고, 

유속 강화 제어기법을 통한 효율적인 조류발전 시스템과 경제적인 지지구조물을 개발하여  

실해역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6년 기간 중 1차 년도를 진행하였으며, 조류 터빈 세 가지 

형식과 세 가지 제어 기법의 기존 자료 분석을 통해 개념 및 기본 설계를 진행하였다. 조류 터빈

은 수평축, 수직축, 그리고 가동물체형 터빈으로 나뉠 수 있으며 기본 설계안은 그림1과 같다.

수평축 터빈은 유향과 수평인 회전축을 통해, 수직축 터빈은 유향과 수직인 회전축을 통해 발전 

한다. 가동물체형 터빈은 날개가 유동에 의해 양력을 받아 유향과 수직으로 왕복운동을 하며  

이를 통해 발전한다. 

세 가지 제어 방식으로는 피치, 요, 그리고 유동 제어로 나뉠 수 있고 이 연구에서 진행한 개념 

설계안은 그림2와 같다.

피치 제어는 주로 수평축과 가동물체형 터빈에 이용되며, 수평축의 경우 조류방향과 유속에  

맞게 블레이드를 회전하여 효율을 향상하며, 가동물체형의 경우 날개를 회전하여 높은 양력을 

얻는 역할을 한다. 그림은 베벨기어를 이용하여 블레이드 피치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요 제어는 

수평축에 주로 적용되며, 유향에 맞게 터빈 시스템 전체를 회전하여 효율 향상과 시스템 내구성

을 향상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은 추진기를 이용하여 요 제어 하는 방식이다. 유동제어의 경우는 

그림과 같이 덕트 형태로 유속을 증가하거나 유선을 유도하여 효율을 향상하는 방식을 적용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세 가지 터빈 형식의 상대 비교와 세 가지 제어방식을 활용하여 

고효율이며 광범위 유속에 적용할 수 있는 터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개발 터빈은 조류 외에 해류, 강, 배수로 등의 유동 에너지 발전에 활용 

- 개발 제어기는 조류발전의 효율, 구조 안전성 그리고 이용률 향상에 활용  
활용분야

a) c)

b)

이광수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kslee@kiost.ac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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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덕트 형태로 유속을 증가하거나 유선을 유도하여 효율을 향상하는 방식을 적용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세 가지 터빈 형식의 상대 비교와 세 가지 제어방식을 활용하여 

고효율이며 광범위 유속에 적용할 수 있는 터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개발 터빈은 조류 외에 해류, 강, 배수로 등의 유동 에너지 발전에 활용 

- 개발 제어기는 조류발전의 효율, 구조 안전성 그리고 이용률 향상에 활용  
활용분야

a) c)

b)

이광수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kslee@kiost.ac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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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수중공사용 
무인 다목적 
기계화 시공장비 
개발

장인성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isjang@kiost.ac

항만 공사 중 하나인 수중 사석 고르기 작업은 지금까지 대부분 다이버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깊은 수심, 높은 파도, 강한 조류 및 높은 탁도 등의 다양한 악조건으로 인해 다이버가  

수행하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인 작업이다. 따라서 효율적이며 안전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기계

화장비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사업을 통하여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중에서 사석 

고르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 기계화 장비 및 장비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금년에 수행된 내용은 1) 상용 06급 굴삭기 규모에 준하는 수중 무인 기계화 장비(이동시스템 및 

블레이드) 설계 및 제작, 2) 장비의 수중위치 정밀 인식시스템 및 탁도 높은 수중에서 작업 모니

터링 가능한 시스템 개발, 3) 06급 장비에 맞는 운영시스템 개발 및 운영실 설계 및 제작, 4)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작업부두 및 부산 송도해수욕장 전면해상(수심 18.5m)을 대상으로 

현장검증 실험 수행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수중항만공사의 효율적, 안전 시공

- 각종 툴을 적용하여 다양한 수중공사에 적용 가능

- 국내시장 외 해외시장에도 수출 가능

활용분야

응용기술 연구 응용기술 연구

해중터널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박우선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wspark@kiost.ac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륙 간 연결사업 추진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중과 한-일 연결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해중터널에 대한 기술개발은 대륙을 잇는 도로와 철도 개발 

시에 우리나라의 이니셔티브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해중터널은 초장대 연결

사업에서 기존 해저굴착터널과 달리 환경부하를 극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친환경 녹색공학

기술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중터널의 거동을 평가하고 이를 제어하는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해중터널의 경제적인 설계를 위하여 수압, 흐름 등의 정적하중에 의한 거동 해석 및 제어  

기술, 파랑, 지진 및 지진해일의 동적하중에 의한 해석 및 제어 기술, 선박 및 잠수함의 충돌에  

의한 충격하중에 의한 거동 해석 및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당해년도에는 수치해석으로 통하여 파랑, 조류, 지진, 충돌 등에 의한 해중터널의 변위, 가속도,

파괴양상 등의 거동을 평가하였다. 또한, 해중터널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여 계류 방법

에 따른 운동특성과 계류장력 변화를 살펴보았다. 터널 함체의 단면재료에 따른 충돌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일반 철근콘크리트 단면과 강판 보강 철근콘크리트 단면에 대한 충격실험도 

실시하였다.

-  한일 심해저 교통인프라, 한-중 연결사업, 제주도 연육사업 등 해양횡단을 

통한 물류네트워크 구축사업 적용

- 대륙 간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초장대 해양 연결사업에 적용 

- 국내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기반시설 건설에 적용 

활용분야

그림 3.  수중 진수 모습 그림 3. 해양과학기술원 제안 ‘사장식 해중터널’ 개념도(KIOST특허 10-121149)

그림 1.  제작된 기계화 장비 (상용 06급 굴삭기급)
그림 1. 해양 교통 인프라  
               (① 교량, ② 해중터널, ③ 침매터널, ④ 해저터널)

그림 2.  현장실험 시 시연회 개최 그림 2. 해중터널 수리 모형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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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수중공사용 
무인 다목적 
기계화 시공장비 
개발

장인성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isjang@kiost.ac

항만 공사 중 하나인 수중 사석 고르기 작업은 지금까지 대부분 다이버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깊은 수심, 높은 파도, 강한 조류 및 높은 탁도 등의 다양한 악조건으로 인해 다이버가  

수행하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인 작업이다. 따라서 효율적이며 안전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기계

화장비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사업을 통하여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중에서 사석 

고르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 기계화 장비 및 장비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금년에 수행된 내용은 1) 상용 06급 굴삭기 규모에 준하는 수중 무인 기계화 장비(이동시스템 및 

블레이드) 설계 및 제작, 2) 장비의 수중위치 정밀 인식시스템 및 탁도 높은 수중에서 작업 모니

터링 가능한 시스템 개발, 3) 06급 장비에 맞는 운영시스템 개발 및 운영실 설계 및 제작, 4)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작업부두 및 부산 송도해수욕장 전면해상(수심 18.5m)을 대상으로 

현장검증 실험 수행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수중항만공사의 효율적, 안전 시공

- 각종 툴을 적용하여 다양한 수중공사에 적용 가능

- 국내시장 외 해외시장에도 수출 가능

활용분야

응용기술 연구 응용기술 연구

해중터널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박우선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wspark@kiost.ac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륙 간 연결사업 추진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중과 한-일 연결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해중터널에 대한 기술개발은 대륙을 잇는 도로와 철도 개발 

시에 우리나라의 이니셔티브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해중터널은 초장대 연결

사업에서 기존 해저굴착터널과 달리 환경부하를 극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친환경 녹색공학

기술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중터널의 거동을 평가하고 이를 제어하는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해중터널의 경제적인 설계를 위하여 수압, 흐름 등의 정적하중에 의한 거동 해석 및 제어  

기술, 파랑, 지진 및 지진해일의 동적하중에 의한 해석 및 제어 기술, 선박 및 잠수함의 충돌에  

의한 충격하중에 의한 거동 해석 및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당해년도에는 수치해석으로 통하여 파랑, 조류, 지진, 충돌 등에 의한 해중터널의 변위, 가속도,

파괴양상 등의 거동을 평가하였다. 또한, 해중터널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여 계류 방법

에 따른 운동특성과 계류장력 변화를 살펴보았다. 터널 함체의 단면재료에 따른 충돌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일반 철근콘크리트 단면과 강판 보강 철근콘크리트 단면에 대한 충격실험도 

실시하였다.

-  한일 심해저 교통인프라, 한-중 연결사업, 제주도 연육사업 등 해양횡단을 

통한 물류네트워크 구축사업 적용

- 대륙 간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초장대 해양 연결사업에 적용 

- 국내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기반시설 건설에 적용 

활용분야

그림 3.  수중 진수 모습 그림 3. 해양과학기술원 제안 ‘사장식 해중터널’ 개념도(KIOST특허 10-121149)

그림 1.  제작된 기계화 장비 (상용 06급 굴삭기급)
그림 1. 해양 교통 인프라  
               (① 교량, ② 해중터널, ③ 침매터널, ④ 해저터널)

그림 2.  현장실험 시 시연회 개최 그림 2. 해중터널 수리 모형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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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기술 연구 응용기술 연구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

이정현 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부) 
E-mail : jlee@kiost.ac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단에서는 다양한 해양^극한생물 자원의 확보, 해양생물의  

유전체^환경유전체 해독 및 해양생명기능 분석을 통하여 해양생명공학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연구단에서는 해양^극한생물자원뱅크(http://www.megrc.re.kr/mebic) 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해양미생물자원 부분은 2012년부터 ‘해양미생물 기탁등록보존기관 (http://www.

mebic.re.kr)’으로 독립시켰다. ‘해양미생물 기탁등록보존기관’에는 현재 1,114종 6,347주의  

미생물이 확보되어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의 해양미생물자원 활용기술 개발의 기초 원천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이 확보된 해양유전자원을 분자생물학, 구조생물학, 생물

정보학 등의 방법론으로 연구^분석하여 해양 특이적인 생명현상을 규명하고 있다.  

또한 연구단은 공모를 통해 우뭇가사리, 까막전복, 윤충류 등 9종의 해양 동식물을 선별하고  

차세대 유전체 해독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체 및 발현유전체 해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미 확보

된 유전체 정보는 유전체정보뱅크(http://mbrc.kiost.ac) 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해양생명공학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포유류인 밍크고래(Balaenoptera acutorostrata)의 유전

체 해독 연구를 세계 최초로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진화 연구, 노화 및 심혈관, 뇌질환 연구, 

생태 보전 측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생명공학 연구 저변 확대

- 해양생명시스템 이해

- 해양생명공학 소재 개발 및 산업화 
활용분야

해양 초고온 
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개발

강성균 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부)
E-mail : sgkang@kiost.ac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고, 또한 최근  

유가의 변동과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으로 에너지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수소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2009~2018년, 10개년 동안 해양고세균을 활용한 바이오

수소 대량생산기술개발이란 목표아래, 2009~2012년 1단계사업기간 동안  해양 고온성 고세균 

Thermococcus onnurimeus NA1을 이용하여 균주개량, 배양기술개발, 100리터 실증생산 및  

경제성평가를 수행하여 개미산, 전분, 일산화탄소 등 재생자원으로부터 고효율의 바이오수소  

대량생산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012. 6. 19. 공개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1단계가 완료된 2012년 결과, 해양 고온성 고세균 Thermococcus onnurimeus NA1의 수소생산

기작 규명 및 수소생산 설계도 작성, 5~100리터 고온혐기성 배양기 구축 및 운용, 야생형 대비  

2배 이상 수소생산성이 향상된 우수균주 개발, 세계 최대 바이오수소 생산성의 배양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부생가스 및 재생자원 이용 수소생산기술개발 

- 연료전지 이용 전기 생산
활용분야

그림 1. 유전체정보뱅크
               (http://www.megrc.re.kr/mebic))

그림 1.  초고온성 고세균을 이용한 바이오수소 생성 발표조 시스템 그림 2. 바이오수소 생산을 위한 모식도
그림 2.  고래 게놈 프로젝트 컨소시엄의 홈페이지 운영

을 통한 국제 공동 연구 그림 3.  구조생물학의 기반 기술 구축을 통한 해양 생물 시스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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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기술 연구 응용기술 연구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

이정현 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부) 
E-mail : jlee@kiost.ac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단에서는 다양한 해양^극한생물 자원의 확보, 해양생물의  

유전체^환경유전체 해독 및 해양생명기능 분석을 통하여 해양생명공학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연구단에서는 해양^극한생물자원뱅크(http://www.megrc.re.kr/mebic) 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해양미생물자원 부분은 2012년부터 ‘해양미생물 기탁등록보존기관 (http://www.

mebic.re.kr)’으로 독립시켰다. ‘해양미생물 기탁등록보존기관’에는 현재 1,114종 6,347주의  

미생물이 확보되어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의 해양미생물자원 활용기술 개발의 기초 원천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이 확보된 해양유전자원을 분자생물학, 구조생물학, 생물

정보학 등의 방법론으로 연구^분석하여 해양 특이적인 생명현상을 규명하고 있다.  

또한 연구단은 공모를 통해 우뭇가사리, 까막전복, 윤충류 등 9종의 해양 동식물을 선별하고  

차세대 유전체 해독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체 및 발현유전체 해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미 확보

된 유전체 정보는 유전체정보뱅크(http://mbrc.kiost.ac) 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해양생명공학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포유류인 밍크고래(Balaenoptera acutorostrata)의 유전

체 해독 연구를 세계 최초로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진화 연구, 노화 및 심혈관, 뇌질환 연구, 

생태 보전 측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생명공학 연구 저변 확대

- 해양생명시스템 이해

- 해양생명공학 소재 개발 및 산업화 
활용분야

해양 초고온 
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개발

강성균 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부)
E-mail : sgkang@kiost.ac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고, 또한 최근  

유가의 변동과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으로 에너지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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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2009~2018년, 10개년 동안 해양고세균을 활용한 바이오

수소 대량생산기술개발이란 목표아래, 2009~2012년 1단계사업기간 동안  해양 고온성 고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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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생산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012. 6. 19. 공개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1단계가 완료된 2012년 결과, 해양 고온성 고세균 Thermococcus onnurimeus NA1의 수소생산

기작 규명 및 수소생산 설계도 작성, 5~100리터 고온혐기성 배양기 구축 및 운용, 야생형 대비  

2배 이상 수소생산성이 향상된 우수균주 개발, 세계 최대 바이오수소 생산성의 배양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부생가스 및 재생자원 이용 수소생산기술개발 

- 연료전지 이용 전기 생산
활용분야

그림 1. 유전체정보뱅크
               (http://www.megrc.re.kr/mebic))

그림 1.  초고온성 고세균을 이용한 바이오수소 생성 발표조 시스템 그림 2. 바이오수소 생산을 위한 모식도
그림 2.  고래 게놈 프로젝트 컨소시엄의 홈페이지 운영

을 통한 국제 공동 연구 그림 3.  구조생물학의 기반 기술 구축을 통한 해양 생물 시스템의 이해

3L

300L30L



42 43Annual Report 2012연구활동

  

연구내용 및 성과 연구내용 및 성과

그림 1.  해양과학기지 위치와 한반도 주변 해양의 주요 현안 그림 2.  독도 기지의 기능 및 연구수행 계획 그림 1.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전시된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의 전시 디오라마

저기압, 황사

양자강 저
염수

기후변화

생태계 변동

수온 & 해수면 상승

이상고파 &
연안침식

위성자료
검보정 지원

지진 & 쓰나미

동해 연구 활성화

연안재해

태풍, 몬순

기상 및 대기환경 관측
(풍향, 풍속, 기압, 속도, 미세먼지, 오존, 환경방사능...)

해양관측
(수온, 염분, 해류, 파랑, 해수면,....)

▶ 지구환경변화 장기 모니터링

▶ 대기오염물질 이동 및 분포 연구

▶ 원격탐사자료 검보정 지원

▶ 태풍 역학 연구

▶ 대기-해양 상호 작용연구

▶ 해양생물자원 및 생태계 변동 연구

▶ 해양혼합층 변동 연구

▶ 수중음향 분석 및 활용

▶ 지진 및 쓰나미 분석 및 예경보지원

특성화 연구 특성화 연구

종합해양과학
기지 구축 및 
활용 연구

심재설 책임연구원 (특성화연구본부) 
E-mail : jsshim@kiost.ac

2012년에는 2011년에 시작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이하 독도 기지) 구조물의 육상 제작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독도 기지에 설치될 30여 종의 첨단 관측장비 및 통신^제어

시스템 구축 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독도 기지는 동해 및 독도에 대한 많은 연구수요를 감안하여 40명이 30일간 임시 거주하며 연구

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고, 특히 해중 실험실(Wet-Lab) 및 다이버 지원시설의 기능을 

강화하여 해양생물 및 해양화학 분야 연구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해의 일본 근해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쓰나미의 관측을 통해 우리나라 동해 연안의 피해 저감

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독도 기지는 기존 이어도 및 가거초 해양과학기지의 설계^제작 및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관측 

및 연구 시설, 통신 시스템, 복합 발전시설, 담수화 및 오수처리 시설 등 기지 운영과 관련된 전반

적인 시스템의 향상을 이루었다. 독도 기지의 해양 및 기상 관측 자료는 무궁화 위성 및 CDMA를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전송된 이후 연구자, 관계기관, 그리고 일반인 등 사용자들에게 

배포된다. 

- 종합 해양^기상관측소 역할 수행

- 인공위성에 의한 해양원격탐사 자료 검^교정

- 지구환경 변화 감시 및 연구 핵심자료 제공

- 지진 및 지진해일 관련 모니터링

- 태풍 구조 및 특성 연구

- 어^해황예보 및 지역 해양연구에 기초자료 제공

-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 이동 및 분포 파악

- 악기상에서의 해양구조물 안정성 연구

- 안전 항해를 위한 등대

활용분야

운용해양
(해양예보) 
시스템 연구

박광순 책임연구원 (연안재해^재난연구센터)
E-mail : kspark@kiost.ac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연구사업으로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KOOS,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연구’를 지난 2009년 8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기인 자연재해 및 해양오염사고,  

안전항해지원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관련 국가기관, 산업체 그리고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해양환경의 현황과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현업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용화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연구사업에서 구축된 시스템은 해양관측자료의 준실시간 전달체계, 정밀격자 해양

기상 정보생산체계 및 해양예보 모델의 자료입력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한 정밀격자 연안 해상

상태(파랑, 조석, 조류, 폭풍해일 등) 예측체계, 전 지구 해양순환모델, 3차원 지역해 및 연안순환 

예측체계가 있다. 이들 해양예측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류오염 확산, 수색구조 예측체계, 항만 

수로 실시간 해양환경 예보 시스템과 같은 활용 시스템의 초기 운영을 시험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관측 및 예측 정보는 웹-지리정보시스템(Web-GIS) 기반 해양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의사 

결정 지원 등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에서는 전시관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양예측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국내외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은 해양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반

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결과가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활용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각종 연안재해, 해양오염사고, 해난사고 등 긴급현안 문제 발생 시 대책

수립을 위한 신속^정확한 해양정보 지원

- 연안재해 예방활동 지원과 국가 재난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연안환경 정보업체의 국지 해양예보 현업 활용

- 기상 용역업체의 국지연안 특정지역의 정밀예보 협업 활용

- 3차원 해수순환 예보 연구

활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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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재해

태풍, 몬순

기상 및 대기환경 관측
(풍향, 풍속, 기압, 속도, 미세먼지, 오존, 환경방사능...)

해양관측
(수온, 염분, 해류, 파랑, 해수면,....)

▶ 지구환경변화 장기 모니터링

▶ 대기오염물질 이동 및 분포 연구

▶ 원격탐사자료 검보정 지원

▶ 태풍 역학 연구

▶ 대기-해양 상호 작용연구

▶ 해양생물자원 및 생태계 변동 연구

▶ 해양혼합층 변동 연구

▶ 수중음향 분석 및 활용

▶ 지진 및 쓰나미 분석 및 예경보지원

특성화 연구 특성화 연구

종합해양과학
기지 구축 및 
활용 연구

심재설 책임연구원 (특성화연구본부) 
E-mail : jsshim@kiost.ac

2012년에는 2011년에 시작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이하 독도 기지) 구조물의 육상 제작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독도 기지에 설치될 30여 종의 첨단 관측장비 및 통신^제어

시스템 구축 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독도 기지는 동해 및 독도에 대한 많은 연구수요를 감안하여 40명이 30일간 임시 거주하며 연구

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고, 특히 해중 실험실(Wet-Lab) 및 다이버 지원시설의 기능을 

강화하여 해양생물 및 해양화학 분야 연구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해의 일본 근해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쓰나미의 관측을 통해 우리나라 동해 연안의 피해 저감

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독도 기지는 기존 이어도 및 가거초 해양과학기지의 설계^제작 및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관측 

및 연구 시설, 통신 시스템, 복합 발전시설, 담수화 및 오수처리 시설 등 기지 운영과 관련된 전반

적인 시스템의 향상을 이루었다. 독도 기지의 해양 및 기상 관측 자료는 무궁화 위성 및 CDMA를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전송된 이후 연구자, 관계기관, 그리고 일반인 등 사용자들에게 

배포된다. 

- 종합 해양^기상관측소 역할 수행

- 인공위성에 의한 해양원격탐사 자료 검^교정

- 지구환경 변화 감시 및 연구 핵심자료 제공

- 지진 및 지진해일 관련 모니터링

- 태풍 구조 및 특성 연구

- 어^해황예보 및 지역 해양연구에 기초자료 제공

-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 이동 및 분포 파악

- 악기상에서의 해양구조물 안정성 연구

- 안전 항해를 위한 등대

활용분야

운용해양
(해양예보) 
시스템 연구

박광순 책임연구원 (연안재해^재난연구센터)
E-mail : kspark@kiost.ac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연구사업으로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KOOS,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연구’를 지난 2009년 8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기인 자연재해 및 해양오염사고,  

안전항해지원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관련 국가기관, 산업체 그리고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해양환경의 현황과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현업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용화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연구사업에서 구축된 시스템은 해양관측자료의 준실시간 전달체계, 정밀격자 해양

기상 정보생산체계 및 해양예보 모델의 자료입력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한 정밀격자 연안 해상

상태(파랑, 조석, 조류, 폭풍해일 등) 예측체계, 전 지구 해양순환모델, 3차원 지역해 및 연안순환 

예측체계가 있다. 이들 해양예측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류오염 확산, 수색구조 예측체계, 항만 

수로 실시간 해양환경 예보 시스템과 같은 활용 시스템의 초기 운영을 시험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관측 및 예측 정보는 웹-지리정보시스템(Web-GIS) 기반 해양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의사 

결정 지원 등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에서는 전시관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양예측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국내외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은 해양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반

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결과가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활용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각종 연안재해, 해양오염사고, 해난사고 등 긴급현안 문제 발생 시 대책

수립을 위한 신속^정확한 해양정보 지원

- 연안재해 예방활동 지원과 국가 재난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연안환경 정보업체의 국지 해양예보 현업 활용

- 기상 용역업체의 국지연안 특정지역의 정밀예보 협업 활용

- 3차원 해수순환 예보 연구

활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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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연구 특성화 연구

정지궤도 
해양위성(GOCI) 
활용 연구

유주형 책임연구원 (해양위성센터) 
E-mail : jhryu@kiost.ac

이 연구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GOCI)의 안정적인 운영과,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임무를 수행

하기위한 활용 연구 및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검^보정 활동이 주요 목적이다. 

2012년도 사업에서는 GOCI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해양위성자료 DB 구축 및 위성자료 정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국토해양부, 기상청, 수산과학원, 해경, 해군 등에 실시

간 위성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국내 포털사이트 지도서비스를 통하여 일반사용자에게 준 실시

간으로 제공하였다. 적조, 녹조, 냉수대, 해빙 등 현안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하여 위성분석 자료

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였다. 해양위성자료의 안정적인 관리^분석을 위해서 위성자료 저장 시스

템을 확장하고, 위성자료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표준 산출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검^보정 연구를 위해 총 9회의 현장 

관측을 통해 207개 정점에서 관측하였으며, 현장자료와 위성자료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엽록소농도 및 부유입자 농도는 65%의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국외 다양한 해역의 현장관측 결

과를 활용한 위성 검^보정 방안으로 국제 검^보정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OSJ, Ocean Science Journal』

GOCI 특별호(47권 3호)에 게재하였으며,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장점을 활용한 연안탁수의 시

간적 변화에 관한 논문이 국제학술지 『JGR,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의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국내 9개 기관 11개 분야에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활용연구를 수행하여 국내 해

양위성 활용역량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GOCI 위성자료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내 이용자 워크숍 및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해양 

자료처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을 8회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각종 학회 및 행사에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을 홍보하였다. 

 - 지구환경 기후변화(엘니뇨, 라니냐 등) 감시 등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 연안 및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장^단기 해양환경 모니터링

 - 대기^기상^육상^방재 등 감시, 지표면 정보 제공, 군^경 작전 지원
활용분야

해양위성센터 
기능고도화

박영제 책임연구원 (해양위성센터)
E-mail : youngjepark@kiost.ac

이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 설치된 해양위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

이다. 

연구내용으로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분석기술을 개선하고,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을 중심 

으로 한 다중위성(고해상도 위성, SAR 위성 등)의 활용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재해복구용  

위성자료의 원격지 보관을 통해 위성자료의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분석기술의 개선으로는, 위성관측 대기신호 보정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NOAA 등 선진 연구팀

과의 협력연구를 추진하였고, 탁한 해수의 대기보정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외 

적조, 녹조 등의 특이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각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분석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또한, 다중위성을 이용한 복합연구를 통해 갯벌 생태 주제도를  

작성하고, SAR 기반 해양오염 및 선박탐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양위성자료의 신규 활용분야 개척을 위해, 식물플랑크톤의 기능별 위성분석 기술개발의 일환 

으로 동해의 식물플랑크톤군집분석 연구, 동해 용승 현상에 대한 위성자료 분석 연구, 위성과  

해양수치모델의 과학적 가시화 기술 개발, 한반도 해역의 해양일차생산력 알고리즘 개선 연구, 

해수 내 유기탄소화합물(POC) 분포 조사를 위한 요소기술 연구 등 해양생물, 모델연계, 연안 

환경, 기후변화 와 같은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였다.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개선과 새로운 운영 

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운영체계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8년까지 지속적인 해양위성센터 운영과 연구 수행을 통해 독자적인 해양

위성 운영 및 활용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 해양위성의 활용분야 개척 및 해양재난^재해에 대한 위성의 활용도 

향상

 - 융복합 연구를 기반으로 해양현상에 대한 가시적인 근거 제시

 -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뢰도 높은 위성자료의 획득

활용분야

그림 2.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국제 검^보정 협의체 회의

그림 1.  포털사이트를 통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영상
의 준실시간 서비스

그림 3.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을 이용한 적조 모니터링 그림 2. 조석에 따른 연안 부유물질의 이동 그림 3. 대기보정 알고리즘 개선

그림 1.  동한 난류에 의한 용승해역 클로로필의 이동 
기작

a)

d) e)

b) c)

동해 동해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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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연구 특성화 연구

정지궤도 
해양위성(GOCI) 
활용 연구

유주형 책임연구원 (해양위성센터) 
E-mail : jhryu@kiost.ac

이 연구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GOCI)의 안정적인 운영과,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임무를 수행

하기위한 활용 연구 및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검^보정 활동이 주요 목적이다. 

2012년도 사업에서는 GOCI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해양위성자료 DB 구축 및 위성자료 정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국토해양부, 기상청, 수산과학원, 해경, 해군 등에 실시

간 위성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국내 포털사이트 지도서비스를 통하여 일반사용자에게 준 실시

간으로 제공하였다. 적조, 녹조, 냉수대, 해빙 등 현안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하여 위성분석 자료

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였다. 해양위성자료의 안정적인 관리^분석을 위해서 위성자료 저장 시스

템을 확장하고, 위성자료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표준 산출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검^보정 연구를 위해 총 9회의 현장 

관측을 통해 207개 정점에서 관측하였으며, 현장자료와 위성자료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엽록소농도 및 부유입자 농도는 65%의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국외 다양한 해역의 현장관측 결

과를 활용한 위성 검^보정 방안으로 국제 검^보정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OSJ, Ocean Science Journal』

GOCI 특별호(47권 3호)에 게재하였으며,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장점을 활용한 연안탁수의 시

간적 변화에 관한 논문이 국제학술지 『JGR,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의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국내 9개 기관 11개 분야에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활용연구를 수행하여 국내 해

양위성 활용역량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GOCI 위성자료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내 이용자 워크숍 및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해양 

자료처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을 8회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각종 학회 및 행사에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을 홍보하였다. 

 - 지구환경 기후변화(엘니뇨, 라니냐 등) 감시 등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 연안 및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장^단기 해양환경 모니터링

 - 대기^기상^육상^방재 등 감시, 지표면 정보 제공, 군^경 작전 지원
활용분야

해양위성센터 
기능고도화

박영제 책임연구원 (해양위성센터)
E-mail : youngjepark@kiost.ac

이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 설치된 해양위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

이다. 

연구내용으로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분석기술을 개선하고,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을 중심 

으로 한 다중위성(고해상도 위성, SAR 위성 등)의 활용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재해복구용  

위성자료의 원격지 보관을 통해 위성자료의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분석기술의 개선으로는, 위성관측 대기신호 보정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NOAA 등 선진 연구팀

과의 협력연구를 추진하였고, 탁한 해수의 대기보정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외 

적조, 녹조 등의 특이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각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분석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또한, 다중위성을 이용한 복합연구를 통해 갯벌 생태 주제도를  

작성하고, SAR 기반 해양오염 및 선박탐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양위성자료의 신규 활용분야 개척을 위해, 식물플랑크톤의 기능별 위성분석 기술개발의 일환 

으로 동해의 식물플랑크톤군집분석 연구, 동해 용승 현상에 대한 위성자료 분석 연구, 위성과  

해양수치모델의 과학적 가시화 기술 개발, 한반도 해역의 해양일차생산력 알고리즘 개선 연구, 

해수 내 유기탄소화합물(POC) 분포 조사를 위한 요소기술 연구 등 해양생물, 모델연계, 연안 

환경, 기후변화 와 같은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였다.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개선과 새로운 운영 

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운영체계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8년까지 지속적인 해양위성센터 운영과 연구 수행을 통해 독자적인 해양

위성 운영 및 활용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 해양위성의 활용분야 개척 및 해양재난^재해에 대한 위성의 활용도 

향상

 - 융복합 연구를 기반으로 해양현상에 대한 가시적인 근거 제시

 -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뢰도 높은 위성자료의 획득

활용분야

그림 2.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국제 검^보정 협의체 회의

그림 1.  포털사이트를 통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영상
의 준실시간 서비스

그림 3.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을 이용한 적조 모니터링 그림 2. 조석에 따른 연안 부유물질의 이동 그림 3. 대기보정 알고리즘 개선

그림 1.  동한 난류에 의한 용승해역 클로로필의 이동 
기작

a)

d) e)

b) c)

동해 동해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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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방위를 위한 
해상^수중^해저 
환경 모니터링 및 
음향 특성 연구

이용국 책임연구원 (해양방위센터) 
E-mail : yklee@kiost.ac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해양방위는 매우 중요하다.  

해양방위를 목적으로 2012년 서해의 NLL 인접 접경해역, 동해의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작전 

지원 종합 해양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해양환경 조사용 수중글라이더를 운영하여 장시간, 

장거리 해양조사를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동해에서 시험운영에 성공 

하였다.

2012년에는 해양 물리^수중음향 환경 및 해저지형^저질 등을 연구하여 수온^유동 분포, 수중

소음^음향특성 파악, 해저지형^저질분포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해상^ 

수중^해저 활동을 모니터링하기위해 음향탐지 환경 시스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군의 해양안보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정밀 해양환경 자료 DB 및 음향 특성 정보를 이용한 해양방위기술 지원

- 해군작전 및 현안문제 해결정보 지원
활용분야

연안환경 음향 
특성조사 및
연안해역 
해양^음향 환경 
연구

강돈혁 책임연구원 (해양방위센터)
E-mail : dhkang@kiost.ac

연안에서 수중 물체의 음향탐지는 해양환경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연안의 해양환경 변동에 따른 음향탐지 성능 분석 및 예측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지음향 

변수, 해양환경 변수, 시스템 변수를 이용하여 음향 탐지 성능을 분석하고 음향 수치 모델로부터 

탐지 성능 최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에는 남동해 연안 해역에 대해 해양환경 및 음향특성 파악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로부터 

생성되는 결과들은 다양한 해양방위 체계 구축에 활용될 것이다. 

- 해양환경 및 음향 DB 구축을 통한 음향탐지 기술 확립

- 해양방위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자료로 활용 
활용분야

그림 1. 대잠수함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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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안 정밀 해저 지형도

그림 1. 해양환경관측부이 계류

그림 2. 수중소음 장비 계류 그림 3. 수중음파 전달 및 수중소음 시스템그림 2. 수중 글라이더 시범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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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012년에는 해양 물리^수중음향 환경 및 해저지형^저질 등을 연구하여 수온^유동 분포,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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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이희승 책임연구원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E-mail : hslee@kiost.ac

해양생물 중 특히 많은 생리 활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열대해양생물에 

관한 연구는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열대 

지역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국제 협약상의 제약으로 인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과제를 통해 생물학적 유용성이 큰 열대 해양생물

들을 중심으로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하는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미크로네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 실험실을 설립하거나, 현지 연구기관과의 협약

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물시료를 채집하거나 공급받고 공동연구를 진행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고 있다.

확보된 생물자원의 유용성 평가를 위해 생물의 화합물 조성을 탐색하여 신물질 및 유용물질을 

찾아내는 연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 결과들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공개될 것이며, 이는  

화학, 생물, 환경학 및 생명공학을 포괄한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의 근간을 조성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해양생물자원의 개발

- 해양생물로부터 생리활성물질 개발
활용분야

Tropical Marine Invetebrates

Collected Biological Materials

Extract Preparation

Chemical Analysis of the 
Extract

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자원화 기술 
개발

강도형 선임연구원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E-mail : dohkang@kiost.ac

이 연구사업의 목적은 기존 식량 및 산림자원과 겹치지 않고, 성장효율이 뛰어난 바이오매스인 

해양 기원의 조류로부터 저비용^고효율 청정수송에너지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석유기반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 

하고자 한다. 

2012년도 연구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바이오에탄올 원료인 구멍갈패래의 원료당을 2년간  

계절별 평가 분석 완료하였고, 바이오에탄올 원료인 글루코오스의 증강을 위한 전처리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유체역학적 설계를 통한 20톤급 2기의 미세조류 대량배양시설의 안정적  

운영모델 구축과 함께 당화효소 재조합 단백질 생산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고, 부산물 이용  

기술을 개발하였다. 

2012년도의 정량적 연구 실적은 SCI(E) 12편, 국내 학술지 4편, 국외 특허출원 4건, 국외 특허 

등록 1건, 국내 특허출원 4건 및 국내 특허등록 7건이 대표적이다.

향후 에너지 전환률이 높은 해양 기원의 조류 다량 확보 및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의 원천기술  

선점하고, 이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디젤 생산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선두 기술 보유한 바이오

에너지 선두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다. 

- 바이오연료 시장 진입을 위한 원천기반 기술 확보 

-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배양^추출^전환 핵심기술 개발
활용분야

그림 2.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실증실험장 모습

표 1.  미세조류(Nannochloropsis sp.) 바이오디젤 부산물 이용 평가를 위한 오일 생산 전^후의 세포 내  
생화학적 조성  

그림 1.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적합한 남조류 신종의  
전자현미경 사진그림 1.  해양생물로부터 유용물질 개발 과정

생화학적 성분 바이오디젤 추출 전 바이오디젤 추출 후(부산물)

지방 20.5 0.8

단백질 30.4 38.6

탄수화물 37.1 44.3

색소계 0.9 0.2

미네랄 등 11.1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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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원 

박흥식 책임연구원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E-mail : hspark@kiost.ac

해양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열대 산호초지역에서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

과 태평양도서국 협력관계구축, 해양과학 증진을 위한 공간 및 태평양 과학정보 수집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2000년에 미크로네시아연방 축주에 태평양해양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양환경, 기후, 생태계 등 과학 활동과 더불어 축 정부에 교육정보지원, 지역사회 협력활동을 

통한 민간교류도 진행하고 있으며, 괌 대학 등 열대 해양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국가 해외 융복합 과학활동을 위해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기초연구 활동  

공간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열대 해양환경 및 생태계 정보를 얻기 위해 2009년부터 장비 계류를 

통한 기후, 해양 물리 특성 등 모니터링 연구와 더불어 산호초 종 다양성, 생태계 구조, 지속가능

한 자원생물 생산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체제국가 애로사항으로 망그로브 지역 생태

계구조 파악, 해양 기원 바이러스 정보 확보 등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확보된 정보를 

통해 GIS 기반 주제도를 구축하였다. 

바이오에너지 생산 소재인 미세조류(스피룰리나)를 연간 100kg 이상 생산하여, 자원생물 대량 

배양 가능성을 확보하였고, 해양천연물 등 생명공학 소재생물 200여 점을 국내 반입하였다.  

동아시아해양생물모임(SPAM)을 조직하여,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열대 환경 및 생물 관련하여 

부족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태평양 연구 국가 과학 거점 활용

- 열대 해양 생물 소재 확보 및 국내 지원

- 해양 기반 생물 산업 다양화 

- 태평양 과학연구 증진 역할 

활용분야

그림 4. 단기 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산호 채취 

그림 6. 연안 서식처 지도 작성 그림 3. 미세조류 수확 

그림 1. 축 환초 주변 지리정보 기반 주제도 작성  

그림 5. 해양보호구역 조사를 위한 산호초 모니터링 

그림 7. 기상 정보 측정 결과 (축주 자료 제공)그림 2. 산호초 복원 연구를 위한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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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연구 국가 과학 거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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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과학연구 증진 역할 

활용분야

그림 4. 단기 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산호 채취 

그림 6. 연안 서식처 지도 작성 그림 3. 미세조류 수확 

그림 1. 축 환초 주변 지리정보 기반 주제도 작성  

그림 5. 해양보호구역 조사를 위한 산호초 모니터링 

그림 7. 기상 정보 측정 결과 (축주 자료 제공)그림 2. 산호초 복원 연구를 위한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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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는 매년 많은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해양과학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한 해양자료를 해양과기원의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업무를 해양과학데이터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해양연구에 필요한 해양데이터의 수집, 관리, 배포이며, 주요 연구내용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에서 생산하는 해양과학데이터의 수집, 관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연구용 해양정보 제공을 

위한 해양자료포털 시스템 개발^운영, 한반도 해역의 국내외 해양데이터 수집 및 원내 배포 

체계 구축^운영이다. 

2012년도(1차년도) 사업에서는 해양과기원 출범에 맞춰 원내 ‘해양과학조사자료관리규정’

을 정비하였으며, 연구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자료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 자

료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KIOST 해양자료포털 개발에서는 KIOST에서 분석^가공을 통해 생

산한 KIOST 수온염분(TS, Temperature Salinity) 자료 세트, 새만금 해양환경도 등을 제공하

는 원외정보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해양물리자료를 중심으로 국내외 한반도해

역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배포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다. ARGO와 세계해양데이터베이

스(WOD, World Ocean Database)의 수온^염분자료, 인공위성 해수면온도(SST, Sea Surface 

Temperature) 자료와 해수면고도(SSH, Sea Surface Height) 자료를 수집하여 DB화 하였으며, 

GIS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검색서비스와 FTP(File Transfer Protocol) 파일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더불어, GIS 기술을 이용하여 조사계획도 작성, 해안선 자료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연구활용  

해양GIS 서비스를 개발하여 원내서비스로 운영하였다. 

유엔해양법 협약 비준과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로 관리해야할 해양영토가 증가함에 따라  

국공립연구기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다수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생산된 자료를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어서 해양경계획정 전략수립에 결과를 통합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관할

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축적하고, 최대^최적의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에 과학적 

분석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 사업목표는 해양영토 관리를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제공이며, 연구내용은 경계획정 관련 과학 조사 자료의 통합 DB체계 구축, 정책

결정 지원정보 제공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해역별 통합정보에 기반 한 최적의 관할

권 확보^관리정책 방향 제시 이다.

이 사업에서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의 연구사업에서 생산한 과학자료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통합 DB를 구축하였으며, GIS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자료검색^표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여러 사업에서 생산한 자료의 체계적 수집, 관리를 위해 표준화를 수행 

하였으며, 수집자료 원형 그대로 관리하는 아카이브 DB와 가공된 GIS 데이터를 관리하는 GIS 

DB로 구성하였다. 자료검색 시스템에서는 각 자료별 특성에 따라 이미지, 그래프, 수치 형태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또한, 경계획정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트북용 

포터블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하였으며, 과학조사 정보와 함께 경계획정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였다. 

-  해양경계획정 협상 및 해양영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과학적 기본정보 

제공

- 해양영토 관련 자료의 지속적인 축적을 통한 정보 활용 기반 조성

-  우리나라 EEZ해역에 대한 과학적 정보에 근거한 최적의 국가 해양정책 

수립

- 해양과학 조사 연구의 중복투자 방지 및 선행과제 선별에 활용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축적을 통한 해양

자료 공동 활용 촉진

- 해양연구에 필요한 전문 해양자료 집적, 관리, 제공

- 연구용 자료수집에 투입하는 시간 및 노력 절감

- 해양과학에 대한 청소년, 일반국민의 과학적 지적 욕구 해소

- 국가적 현안문제 해결에 필요한 해양 분야 전문정보 제공 

활용분야

활용분야

해양관측기술·자료 연구 해양관측기술·자료 연구

그림 4. Web-GIS 서비스의 주제도 제작 기능 그림 2. 해양자료 포털의 인공위성 자료 제공 

그림 1. 지질 자료의 GIS 가공

그림 2. 자료별 특성을 반영한 상세정보 표출 기능 그림 3. 통합 DB 검색용 GIS 인터페이스그림 3. 해양자료 포털의 자료현황 정보 

그림 1. KIOST 해양자료 관리 개념도 

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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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성과

해양관측조사 
표준화 확립 사업

김은수 책임연구원 (해양관측기술^자료본부)
E-mail : eskim@kiost.ac

이 연구사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생산되는 해양관측 자료의 품질을 보증하고 국제 수준

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원내의 연구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해양관측 및 조사 활동에 대

한 품질관리(Quality Assurance/Quality Control) 체계를 구축해 왔다. 해양관측 기기 교정, 해양

관측 품질 관리, 해양관측 기법 개발, 품질 관리 제도 개선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해양관측 기기 교정을 위하여 안산 본원 제2연구동 1층에 해양관측 기기 교정 시설을 구축하여 

2011년 하반기부터 CTD 센서에 대하여 약 56여 건의 교정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구축

된 교정 시설을 활용하여 ISO/IEC17025에 따른 국제공인 교정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한국 

인정기구의 문서 심사 및 현장 평가를 2012년 11월에 마치고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관측 자료의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해양시료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기준 

물질(reference material)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균질성과 안정성 시험을 거친 염분 측정을  

위한 기준물질을 자체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 해양환경연구소(IAEA/MEL)와 

공동으로 해양퇴적물 미량금속 표준물질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국내 분석 수행  

기관에 배포하여 숙련도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2년 국제 실험실 상호 비교시험에도 참여

하여 우리의 해양시료 분석 능력이 전 세계 수준에 비하여 뒤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품질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기기검교정^분석센터 주관으로 해양관측 기기 사용자 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원내에서 수행되는 각종 해양관측기법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서를 작

성,검토, 승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관측 기술 수요를 파악하

고, 개발된 기술에 대한 보급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관측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해양관측 품질 향상 및 체계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해양관측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침 등을 새로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해양 관측 기기 교정을 통한 해양 관측 자료의 신뢰성 증진

  - 다양한 기준 물질의 보급에 따른 해양 시료 분석 능력 확대

  - 표준 운영 절차서 제정 및 보급으로 인한 해양 관측 기술의 시스템화

  - 새로운 해양 관측 기법 개발

활용분야

해양관측기술·자료 연구

그림 1. CTD(SBE19) 교정
그림 2. 염분 센서 교정을 위한 정밀 염분 측정
그림 3. 기준물질 제조를 위한 해수 멸균
그림 4. 기준물질 병입 장치
그림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기검교정^분석

센터에서 개발·보급 중인 기준물질
그림 6.  2012년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발표  

대회장에 설치된 전시 부스
그림 7. 해양관측 기기 사용자 협의회 회의 장면 

교정분야 측정범위
확장불확도

(신뢰수준 약 95%, K=2)
수온 -5°C ~35°C 0.0032°C

수심(압력) 0.03MPa~70MPa 6.3 ×10-5

염분 1~42 0.0054

표 1. CTD 교정 분야별 측정 범위와 불확도

표 2. 표준물질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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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 연구

황해 
저층냉수괴의 
거동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제작된 미세한 플라스틱 또는 거대 플라스틱이 

자연적인 풍화로 미세하게 된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플라스틱의 대량 생산과 사용에 

따라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급증해 왔으며, 해양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70%를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다. 해양으로 유입된 플라스틱은 자연적 풍화를 거치면서 점차 

잘게 쪼개져 크기가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작아지며, 최근에는 공업용 또는 화장품 등에  

제조된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의 해양 유입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플라스틱 

크기가 작아질수록 그 영향범위가 해수 내 작은 입자를 섭식하는 해양무척추동물로까지 확산

되고, 먹이망을 따라 이동하며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위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해양환경 내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거동 및 생물

영향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현재까지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 사업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내 최초 연구사업이며, 해양과학기술원의 기관역량강화사업

으로 올해(2012년) 시작되어 2014년까지 3년간 수행될 예정이다. 이 연구사업에서는 해양환경

에서 미세플라스틱의 거동과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우심해역(거제-낙동

강 주변 해역)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평가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정하고 있다. 

세부 연구 분야에는 미세플라스틱의 조사기법 개발, 미세플라스틱에 흡착 또는 첨가된 유해 

물질의 분석 및 거동평가 기술 개발, 미세플라스틱의 생물축적 및 독성평가를 위한 기술 개발, 

우심해역의 미세플라스틱 오염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연구 해역의 해변표착, 해안 부유 미세 

플라스틱의 풍도는 현재까지 보고된 국외 자료의 최상위 수준에 해당하고, 굴 양식업에 사용 

되는 발포스틸렌 부자의 알갱이가 전체 미세플라스틱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수십에서 수백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모래해변과 해수 중  

마이크로레이어(microlayer)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연안환경의 오염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국내 최초로 확보할 전망이다.

이 연구사업의 목표는 황해 저층냉수괴 고유특성을 반영하는 부유생태계 먹이망 구조(end-to-

end foodweb : 하위 생산자에서 육식성 어류를 총망라한) 및 key/target species의 분포특성, 상

호관계 및 영양단계 간의 에너지 흐름을 정량화하여, 영양학적 연속체(trophic continuum)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연구범위는 기초환경으로 물리, 이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해역 공간분포, 연간분포, 기후 

해양학적 지수와의 상관성 및 냉수괴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생태계 분야는 냉수괴 특

성을 반영하는 미소생물환 구조(microbial loop structure) 및 전형적인 먹이사슬 구조 (N-P-Z)연

구를 포함한다. 당해년도 연구목표는 냉수괴 내 영양단계별 기초조사(구조특성) 및 환경특성 파

악에 있다. 주요 조사항목으로서 냉수괴의 물리특성 경년변동성 분석 및 이화학적 요인(영양염) 

분포 분석이 해당된다. 생태계 분야로서는 식물플랑크톤(초미소, 미소 및 네트), 원생생물, 중형 

동물플랑크톤, 크릴의 생지화학 마커 분석 및 음향산란층, 그리고 동위원소를 이용한 황해 

생태계 먹이망 특성 규명이 해당된다. 

최근 현장조사 자료와 기존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냉수괴 해역에서 고온고염수와 냉수괴 변

동성 연구를 기후변동과 상관지어 연구하고, 냉수괴 분포영역의 변동성을 파악할 계획이다.  

냉수괴해역에서 박테리아 -식물플랑크톤 -원생동물플랑크톤을 연결하는 미세생물 먹이구조가 

처음 조사되었다. 냉수괴 유무에 의한 먹이망 특성 규명을 위해 탄소 및 질소 안정동위원소비를 

사용하였고,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황해 생태계 먹이망 구조 및 크릴 먹이원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냉수괴 내의 음향산란층과 환경자료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향후 먹이생물들의 분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위한 연구방법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  기후 변화에 따른 황해 해양환경 변화(냉수괴 변동)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 예측

-  미세생물 먹이망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적 연구를 통해 황해 생태계 장

기변동 이해

-  황해 생태계 내 주요 생물종의 먹이원 규명 및 생태계 먹이망 구조 평가

-  미지의 황해저층냉수괴의 생태계 특성을 밝힘으로 대중적 관심도 향상

- 미세플라스틱의 오염조사 방법의 표준화에 활용

- 전 지구적인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평가에 활용

-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오염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 수립 지원

활용분야활용분야

남해특성 연구 남해특성 연구

그림 1.  거제도 흥남해수욕장의 모래입자 사이에 존재
하는 1mm 이하의 미세플라스틱 조각

그림 2.  양식용 발포스티렌 부자에 첨가된 난연제 HBCDs의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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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요각류인 T. japonicus가 형광 표지된 미세 폴리스티렌 입자를 섭식하여 체내 축적한 사진 그림 2.  황해 저층냉수괴 분포영역 및 수직 구조그림 1.  2012년도(1차 년도)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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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 연구

황해 
저층냉수괴의 
거동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제작된 미세한 플라스틱 또는 거대 플라스틱이 

자연적인 풍화로 미세하게 된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플라스틱의 대량 생산과 사용에 

따라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급증해 왔으며, 해양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70%를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다. 해양으로 유입된 플라스틱은 자연적 풍화를 거치면서 점차 

잘게 쪼개져 크기가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작아지며, 최근에는 공업용 또는 화장품 등에  

제조된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의 해양 유입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플라스틱 

크기가 작아질수록 그 영향범위가 해수 내 작은 입자를 섭식하는 해양무척추동물로까지 확산

되고, 먹이망을 따라 이동하며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위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해양환경 내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거동 및 생물

영향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현재까지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 사업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내 최초 연구사업이며, 해양과학기술원의 기관역량강화사업

으로 올해(2012년) 시작되어 2014년까지 3년간 수행될 예정이다. 이 연구사업에서는 해양환경

에서 미세플라스틱의 거동과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우심해역(거제-낙동

강 주변 해역)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평가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정하고 있다. 

세부 연구 분야에는 미세플라스틱의 조사기법 개발, 미세플라스틱에 흡착 또는 첨가된 유해 

물질의 분석 및 거동평가 기술 개발, 미세플라스틱의 생물축적 및 독성평가를 위한 기술 개발, 

우심해역의 미세플라스틱 오염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연구 해역의 해변표착, 해안 부유 미세 

플라스틱의 풍도는 현재까지 보고된 국외 자료의 최상위 수준에 해당하고, 굴 양식업에 사용 

되는 발포스틸렌 부자의 알갱이가 전체 미세플라스틱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수십에서 수백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모래해변과 해수 중  

마이크로레이어(microlayer)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연안환경의 오염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국내 최초로 확보할 전망이다.

이 연구사업의 목표는 황해 저층냉수괴 고유특성을 반영하는 부유생태계 먹이망 구조(end-to-

end foodweb : 하위 생산자에서 육식성 어류를 총망라한) 및 key/target species의 분포특성, 상

호관계 및 영양단계 간의 에너지 흐름을 정량화하여, 영양학적 연속체(trophic continuum)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연구범위는 기초환경으로 물리, 이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해역 공간분포, 연간분포, 기후 

해양학적 지수와의 상관성 및 냉수괴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생태계 분야는 냉수괴 특

성을 반영하는 미소생물환 구조(microbial loop structure) 및 전형적인 먹이사슬 구조 (N-P-Z)연

구를 포함한다. 당해년도 연구목표는 냉수괴 내 영양단계별 기초조사(구조특성) 및 환경특성 파

악에 있다. 주요 조사항목으로서 냉수괴의 물리특성 경년변동성 분석 및 이화학적 요인(영양염) 

분포 분석이 해당된다. 생태계 분야로서는 식물플랑크톤(초미소, 미소 및 네트), 원생생물, 중형 

동물플랑크톤, 크릴의 생지화학 마커 분석 및 음향산란층, 그리고 동위원소를 이용한 황해 

생태계 먹이망 특성 규명이 해당된다. 

최근 현장조사 자료와 기존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냉수괴 해역에서 고온고염수와 냉수괴 변

동성 연구를 기후변동과 상관지어 연구하고, 냉수괴 분포영역의 변동성을 파악할 계획이다.  

냉수괴해역에서 박테리아 -식물플랑크톤 -원생동물플랑크톤을 연결하는 미세생물 먹이구조가 

처음 조사되었다. 냉수괴 유무에 의한 먹이망 특성 규명을 위해 탄소 및 질소 안정동위원소비를 

사용하였고,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황해 생태계 먹이망 구조 및 크릴 먹이원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냉수괴 내의 음향산란층과 환경자료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향후 먹이생물들의 분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위한 연구방법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  기후 변화에 따른 황해 해양환경 변화(냉수괴 변동)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 예측

-  미세생물 먹이망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적 연구를 통해 황해 생태계 장

기변동 이해

-  황해 생태계 내 주요 생물종의 먹이원 규명 및 생태계 먹이망 구조 평가

-  미지의 황해저층냉수괴의 생태계 특성을 밝힘으로 대중적 관심도 향상

- 미세플라스틱의 오염조사 방법의 표준화에 활용

- 전 지구적인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평가에 활용

-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오염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 수립 지원

활용분야활용분야

남해특성 연구 남해특성 연구

그림 1.  거제도 흥남해수욕장의 모래입자 사이에 존재
하는 1mm 이하의 미세플라스틱 조각

그림 2.  양식용 발포스티렌 부자에 첨가된 난연제 HBCDs의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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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요각류인 T. japonicus가 형광 표지된 미세 폴리스티렌 입자를 섭식하여 체내 축적한 사진 그림 2.  황해 저층냉수괴 분포영역 및 수직 구조그림 1.  2012년도(1차 년도)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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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wjshim@kios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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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연구

박찬홍 책임연구원 (동해연구소) 
E-mail : chpark@kiost.ac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는 법률 및 국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 해양과학 연구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를 

2006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독도 및 주변해역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독도 및 주변해역 해수^지형 모니터링, 

독도 관측자료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3개의 중과제로 그룹지어 총 11개 세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올해는 독도 해역에 서식하는 무척추동물의 대사산물과 생리 

활성 분석과 대형 저서생물에 대한 연구, 독도종합정보 시스템과 GIS DB 기반의 해양연구정보 

시스템을 통합 개편하는 작업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한편 2011년 과업을 통해 제작한 ‘독도 4D 

종합 시뮬레이터’와 독도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기자간담회, 동해연구소 방문 및 견학을 통한 

체험,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온라인상 배포, 국립해양박물관^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등 

타 기관으로의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독도연구에 관한 KIOST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내년 2013년 사업에서는 해양환경^생태계 중장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함께 

연안 서식지 매핑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부분야간 연계성을 가지고 목적 

성이 분명한 연구 수행을 통해 정부 용역과제로서 국가 정책수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행사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자료집, 총서, 아틀라스, 논문 등 가시

적인 성과물 제작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 독도 주변해역 생물다양성 자원 분포 파악 및 관리^보전 토대 마련

 -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독도 연안개발 등 현재 진행 중인 독도 이용 

계획 기반 자료로 활용

 -  독도 이용 개발 사전^사후, 환경적^생태적 영향 모니터링을 통한  

독도의 친환경적 관리 기반 구축

 -  해양영토분쟁 발생 시 국가차원 영토주권 행사의 근거자료로 활용

활용분야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 
감시체제 구축

박찬홍 책임연구원 (동해연구소) 
E-mail : chpark@kiost.ac

다기능 해양변동 관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동해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이 사업의 연구목적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기능 동해 해양환경변동 상시 관측 

시스템 구축과 동해 해양과정 변동 연구, 동해 해수 및 대기경로 입력물질 거동 연구, 동해 생태

계 변동 감시 및 유전정보 관리 연구, 동해 해양환경정보 모니터링 센터 구축 등을 포함한다.

주요 성과로는 수직 프로파일(vertical pro�le), 수중 및 표층 해수특성 관측 부이 및 계류 시스템, 

대기관측 시스템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기-연안-심해 관측시스템의 성공적인 설치, 동해의 

기존자료 분석결과와 해양모델을 활용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용승현상 강화 및 내부 조석파  

에너지 전달과정과 해수순환 관련성 파악, 영양염류 분포 및 침강입자 유량(flux) 조사를 통하

여 동해의 표층 일차생산의 특성 파악, 동해 생태계 관련 연구자료 수집하고 분석하여 동해 전체  

출현종 목록을 작성하고 동해 생물 가이드북 제작, 동해 관련 해양, 기상, 위성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시각화한 동해 환경정보 모니터링 센터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국제공동 연구성과로는  

국제시계열해양관측 워크숍 개최,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동해 공동 해양조사, 러시아 쉬르

쇼바해양연구소(IO RAS, P.P. Shirshov Institute of Oceanology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와 동해 북부 해역 공동관측 협의 등이 있다.

-  해양환경 상시 감시 시스템 가동으로 국가 관할해역 환경관리 및 기후

변화에 따른 국가 미래 환경변화 대응 전략 수립에 활용

-  동해 환경정보 모니터링 센터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 변동 

모니터링 자료 확보 및 수요자 서비스 기반 마련

-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국제공동연구 기반 마련으로 향후 동해 전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주도적인 연구 추진

활용분야

그림 2. 독도 생태 서식지도

그림 1. 독도종합정보시스템(www.dokdo.re.kr)

그림 3. 독도 연안의 대형 갈조류 개체군 및 수중 서식지

그림 1. 어란 및 자치어 출현분포와 해수순환 관련성

그림 2. 울릉분지 침강입자 포집 기간별 플럭스 그림3.다기능 관측 시스템 구축 개념도

울릉도

독도

37°.30'N

36°.30'N

37°.00'N

36°.00'N
129°.00'E

1~100 101~500 501~1,000 1,001~5,000 ind./1000m3

130°.00'E 131°.00'E 132°.00'E

온대-아열대종, 온대-열대종
대기관측시스템

해류계

- 유속, 유향
- 수온
- 염분
- 밀도

해류계

1회/10min
Surface Equip.
- 위성센서
- DGPS
- 기상 센서1회/일

위성데이터송신

수중윈치

표층~200m

- 광센서
- pCO2

- 영얌염
- DO
- Chl.
- pH

- Turbidity
- 유속, 유향
- 수온
- 염분
- 밀도

수중침강 입자 포진

- 중금속(오염물질)
- 자연/인공방사성핵종
- 유기물
- 미량원소
- 주요원소

해양정보모니터링센터

Sediment Trap

Sediment Trap

Unterwater Mooring System Vertical Pro�ler
Buoy Mooring System

CDMA
Telemetry

수층별 해류 관측

- 유속, 유향
- 수온
- 염분
- 밀도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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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는 법률 및 국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 해양과학 연구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를 

2006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독도 및 주변해역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독도 및 주변해역 해수^지형 모니터링, 

독도 관측자료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3개의 중과제로 그룹지어 총 11개 세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올해는 독도 해역에 서식하는 무척추동물의 대사산물과 생리 

활성 분석과 대형 저서생물에 대한 연구, 독도종합정보 시스템과 GIS DB 기반의 해양연구정보 

시스템을 통합 개편하는 작업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한편 2011년 과업을 통해 제작한 ‘독도 4D 

종합 시뮬레이터’와 독도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기자간담회, 동해연구소 방문 및 견학을 통한 

체험,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온라인상 배포, 국립해양박물관^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등 

타 기관으로의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독도연구에 관한 KIOST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내년 2013년 사업에서는 해양환경^생태계 중장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함께 

연안 서식지 매핑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부분야간 연계성을 가지고 목적 

성이 분명한 연구 수행을 통해 정부 용역과제로서 국가 정책수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행사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자료집, 총서, 아틀라스, 논문 등 가시

적인 성과물 제작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 독도 주변해역 생물다양성 자원 분포 파악 및 관리^보전 토대 마련

 -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독도 연안개발 등 현재 진행 중인 독도 이용 

계획 기반 자료로 활용

 -  독도 이용 개발 사전^사후, 환경적^생태적 영향 모니터링을 통한  

독도의 친환경적 관리 기반 구축

 -  해양영토분쟁 발생 시 국가차원 영토주권 행사의 근거자료로 활용

활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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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변동 
감시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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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 해양변동 관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동해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이 사업의 연구목적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기능 동해 해양환경변동 상시 관측 

시스템 구축과 동해 해양과정 변동 연구, 동해 해수 및 대기경로 입력물질 거동 연구, 동해 생태

계 변동 감시 및 유전정보 관리 연구, 동해 해양환경정보 모니터링 센터 구축 등을 포함한다.

주요 성과로는 수직 프로파일(vertical pro�le), 수중 및 표층 해수특성 관측 부이 및 계류 시스템, 

대기관측 시스템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기-연안-심해 관측시스템의 성공적인 설치, 동해의 

기존자료 분석결과와 해양모델을 활용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용승현상 강화 및 내부 조석파  

에너지 전달과정과 해수순환 관련성 파악, 영양염류 분포 및 침강입자 유량(flux) 조사를 통하

여 동해의 표층 일차생산의 특성 파악, 동해 생태계 관련 연구자료 수집하고 분석하여 동해 전체  

출현종 목록을 작성하고 동해 생물 가이드북 제작, 동해 관련 해양, 기상, 위성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시각화한 동해 환경정보 모니터링 센터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국제공동 연구성과로는  

국제시계열해양관측 워크숍 개최,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동해 공동 해양조사, 러시아 쉬르

쇼바해양연구소(IO RAS, P.P. Shirshov Institute of Oceanology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와 동해 북부 해역 공동관측 협의 등이 있다.

-  해양환경 상시 감시 시스템 가동으로 국가 관할해역 환경관리 및 기후

변화에 따른 국가 미래 환경변화 대응 전략 수립에 활용

-  동해 환경정보 모니터링 센터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 변동 

모니터링 자료 확보 및 수요자 서비스 기반 마련

-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국제공동연구 기반 마련으로 향후 동해 전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주도적인 연구 추진

활용분야

그림 2. 독도 생태 서식지도

그림 1. 독도종합정보시스템(www.dokdo.re.kr)

그림 3. 독도 연안의 대형 갈조류 개체군 및 수중 서식지

그림 1. 어란 및 자치어 출현분포와 해수순환 관련성

그림 2. 울릉분지 침강입자 포집 기간별 플럭스 그림3.다기능 관측 시스템 구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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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 및 
방향타 최적설계 
시스템 기술

이 연구사업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해양과학

기술원에서 수행하였다. 

에너지 절감 및 해양환경 보호가 중요한 이슈인 최근의 조선산업은 선박의 고속화 및 대형화로 

인한 추진기와 방향타의 최적설계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연구 사업에서는 선박  

추진기 및 방향타의 최적설계를 위한 설계 시스템 개발이 목표이다. 최적설계 시스템은 모형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실선의 성능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형 캐비테이션터널에서 수행한 모형시험과 실선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치적으로 프로 

펠러 및 방향타의 성능을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부항목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수치추정 기법 정밀성 향상을 위한 유효반류 추정 기술개발

•추진기 및 방향타의 수치 성능추정 고성능화

•최적형상 설계 시스템 개발

 

올해에는 그동안 개발된 핵심모듈을 프로펠러 및 방향타의 성능추정을 위한 시스템에 접목 

하여 실선 설계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 조선소의 설계기술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선박 추진기 및 방향타 최적설계

 - 이론적 개발을 통한 복합추진기 설계 기반기술 확보
활용분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선박 
저항감소 및 
추진성능 향상 
핵심기술 개발

김   진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jkim@kiost.ac

지구 온난화에 기인한 국제적인 환경 규제 움직임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에  

대한 이산화탄소 설계지표(EEDI: Energy E�ciency Design Index)를 정하여 2013년부터 지표를 

만족한 선박에 대해서만 건조와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가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서 미래

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은 선박의 연료소모량 및 배기가스 감소를 위한 새로운 하이테크 기술 

및 성능평가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박의 저항 감소와 추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요소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파랑 중 부가저항 감소형 선형 개발

•저항 감소형 선형 최적화 기법 개발

•공기층을 이용한 선체 마찰저항 저감 기법 개발

•추진 효율 향상을 위한 연료절감장치 개발

•EEDI 정밀 계산을 위한 실선 시운전 기준선속 해석법 검증

올해는 2차년도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이며, 파랑중 부가저항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법,  

저속 비대선의 새로운 최적화 선형, 덕트형의 연료절감장치 등을 개발하였다. 공동 참여 중인  

국내 조선소들의 기술 경쟁력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 에너지 절감형 선박과 연료저감장치의 설계 

- 에너지 절감형 선박의 유체역학적 성능 평가
활용분야

해양운송 연구 해양운송 연구

그림 2. 설계 시스템 개발 그림 3. 추진기 캐비테이션 성능해석 그림 4. 방향타 캐비테이션 성능해석

그림 1. 유혀반류 추정을 위한 추진기성능 해석

그림 2.  파랑 중 부가저항 감소 선수 선형 후보 
(KVLCC 적용)

그림 1.  KVLCC 선형의 파랑 중 부가저항 계측 결과

그림 3. 덕트형 연료절감 장치 설계의 개념도

(a) Ax-Box Type

(b) Leadge Box Type

문일성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misprop@kiost.ac

속도분포

유입류 프로펠러 
피치분포

최소피치

설계피치보다 작은

설계피치보다 큰

프로펠라

설계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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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2차년도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이며, 파랑중 부가저항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법,  

저속 비대선의 새로운 최적화 선형, 덕트형의 연료절감장치 등을 개발하였다. 공동 참여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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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운송 연구 해양운송 연구

그림 2. 설계 시스템 개발 그림 3. 추진기 캐비테이션 성능해석 그림 4. 방향타 캐비테이션 성능해석

그림 1. 유혀반류 추정을 위한 추진기성능 해석

그림 2.  파랑 중 부가저항 감소 선수 선형 후보 
(KVLCC 적용)

그림 1.  KVLCC 선형의 파랑 중 부가저항 계측 결과

그림 3. 덕트형 연료절감 장치 설계의 개념도

(a) Ax-Box Type

(b) Leadge Box Type

문일성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misprop@kios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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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분포

최소피치

설계피치보다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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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운송 연구 해양운송 연구

고정도 
예인시험용 
모형선 제작 
시스템 구축

반석호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shvan@kiost.ac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 설치된 예인수조는 1978년 완공된 이후 35년간 약 1,500척의 모형선을 

실험하였다. 장기간 운영으로 많은 장비가 노후화되어 성능 저하 및 교체 부품의 조달에 어려움

이 따르고 있다. 해양운송연구부에서는 지식경제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고정도 예

인시험 시스템 구축’ (연구기간 2009~2014)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제의 지원으로 계측 장

비, 예인 전차 등 많은 장비를 개선(upgrade)하고 있다. 최근 대형터널,빙해수조의 완공 및 국내 

조선소의 신규 선박에 대한 실험 수요가 급증하여 일 년에 100척 이상의 모형선 제작이 요구되

고 있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신규 삭성기를 설치 완료하였다. 

기존의 삭성기는 가공할 수 있는 모형선의 크기가 길이 10m이었으나 새로운 삭성기는 길이 

15m 모형선까지 가공이 가능하다. 또한 2011년에 도입한 3차원 레이저 계측기 및 레이저 절단

기와 함께 사용하여 모형선 제작 공정의 단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어진 3차원 수치데이터로 

부터 곡면생성, 재단^적층을 위한 2차원 형상생성, 공구경로, 측정경로 생성, 보고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며, 삭성 중 접촉식 센서를 이용한 측정과  

보정 삭성, 모형시험 전 3차원 레이저 계측기에 의한 최종 측정을 통해 모형선의 제작 정도를  

향상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삭성기와 병행 사용하여 2개의 모형선 제작 라인을 완성함으로서 

늘어나는 모형선 제작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 수조 시험 모형선 제작 및 계측

- 기타 실험에 필요한 부가물 제작
활용분야

남극 
아문젠 해에서 
쇄빙연구선
(아라온)에 대한 
실해역 쇄빙능력 
시운전

이춘주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cjlee@kiost.ac

2012년 2월과 3월에 쇄빙연구선(아라온)에 대한 실해역 쇄빙능력 시운전이 남극 아문젠 해의 

대형 빙판에서 두 번 수행되었다. 모든 빙 특성은 실해역 시운전 코스에 따라 측정되었으며,  

시운전 동안에 계측된 선박의 궤적에 따른 항해 기록들은 시간에 따라 그림 2에 표시되었다. 

실해역 쇄빙능력 시운전 결과는 서로 다른 빙두께, 빙강도 특성과 선박의 마력과 속도에 따라  

해석되었다. 또한 모형선-실선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빙수조 모형시험 결과뿐 아니라  

쇄빙연구선에 대한 쇄빙능력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교되었다. 

실해역에서 계측된 시운전 결과를 설계된 해빙두께에서 속도-마력을 보정해주기 위하여 본선의 

상대속도를 이용하여 HSVA(Hamburgische Schiffbau-Versuchs Anstalt) 방법으로 보정하는 

방법이 적용되었다. 대형 유빙의 빙판에서 계측된 쇄빙연구선(아라온)의 속도는 평탄빙에서 

설계된 속도보다 높았으며, 최종으로 보정된 쇄빙연구선의 쇄빙속도는 10MW 과 103cm 빙  

두께에서 그림 2과 같이 5.4노트로 해석되었다. 조만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빙해수조에서  

실해역과 동일 조건으로 모사된 모형빙 상태에서 빙수조시험을 통하여 모형선과 실선의 상관

계수를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 쇄빙선에 대한 실해역 실선 시운전 수행

 - 모형선-실선 상관계수 비교 분석

 - 빙수조 시험결과 비교

활용분야

Offset or 3D data

Surface Generation and Faining
(Power SHAPE)

2D Data and Tool Path 
Generation for Fabrication

Tool Path Generation and 
Interference check for 

5-Axis Milling (Power MILL)

Sanding (manual work)

Report generation

Painting and coating 
(manual work)

Marking (Power MILL, 
5-axis CNC)

CNC Milling roughing, 
grinding, fine machining 
(Power MILL, 5-axis CNC)

Pre-inspection of 
reference points (touch 
probe-OMV, 5-axis CNC)

Final inspection 
(3D laser Scanner, touch probe-OMV, 5-axis CNC)

Layering and Curing 
(manual work)

Fabrication (Laser CNC)

그림 1. 레이저 절단기

그림 2. 신규삭성기를 활용한 모형선 가공(중삭과정)

그림 3. 3차원 레이저 측정기 그림 4. 모형선 제작 절차

그림 1. 시간별 계측데이터 

그림 2. 실해역 실선 시운전 해석결과 비교 그림 3. 남극 아문젠 해  빙상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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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운송 연구 해양운송 연구

고정도 
예인시험용 
모형선 제작 
시스템 구축

반석호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shvan@kiost.ac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 설치된 예인수조는 1978년 완공된 이후 35년간 약 1,500척의 모형선을 

실험하였다. 장기간 운영으로 많은 장비가 노후화되어 성능 저하 및 교체 부품의 조달에 어려움

이 따르고 있다. 해양운송연구부에서는 지식경제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고정도 예

인시험 시스템 구축’ (연구기간 2009~2014)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제의 지원으로 계측 장

비, 예인 전차 등 많은 장비를 개선(upgrade)하고 있다. 최근 대형터널,빙해수조의 완공 및 국내 

조선소의 신규 선박에 대한 실험 수요가 급증하여 일 년에 100척 이상의 모형선 제작이 요구되

고 있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신규 삭성기를 설치 완료하였다. 

기존의 삭성기는 가공할 수 있는 모형선의 크기가 길이 10m이었으나 새로운 삭성기는 길이 

15m 모형선까지 가공이 가능하다. 또한 2011년에 도입한 3차원 레이저 계측기 및 레이저 절단

기와 함께 사용하여 모형선 제작 공정의 단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어진 3차원 수치데이터로 

부터 곡면생성, 재단^적층을 위한 2차원 형상생성, 공구경로, 측정경로 생성, 보고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며, 삭성 중 접촉식 센서를 이용한 측정과  

보정 삭성, 모형시험 전 3차원 레이저 계측기에 의한 최종 측정을 통해 모형선의 제작 정도를  

향상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삭성기와 병행 사용하여 2개의 모형선 제작 라인을 완성함으로서 

늘어나는 모형선 제작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 수조 시험 모형선 제작 및 계측

- 기타 실험에 필요한 부가물 제작
활용분야

남극 
아문젠 해에서 
쇄빙연구선
(아라온)에 대한 
실해역 쇄빙능력 
시운전

이춘주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cjlee@kiost.ac

2012년 2월과 3월에 쇄빙연구선(아라온)에 대한 실해역 쇄빙능력 시운전이 남극 아문젠 해의 

대형 빙판에서 두 번 수행되었다. 모든 빙 특성은 실해역 시운전 코스에 따라 측정되었으며,  

시운전 동안에 계측된 선박의 궤적에 따른 항해 기록들은 시간에 따라 그림 2에 표시되었다. 

실해역 쇄빙능력 시운전 결과는 서로 다른 빙두께, 빙강도 특성과 선박의 마력과 속도에 따라  

해석되었다. 또한 모형선-실선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빙수조 모형시험 결과뿐 아니라  

쇄빙연구선에 대한 쇄빙능력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교되었다. 

실해역에서 계측된 시운전 결과를 설계된 해빙두께에서 속도-마력을 보정해주기 위하여 본선의 

상대속도를 이용하여 HSVA(Hamburgische Schiffbau-Versuchs Anstalt) 방법으로 보정하는 

방법이 적용되었다. 대형 유빙의 빙판에서 계측된 쇄빙연구선(아라온)의 속도는 평탄빙에서 

설계된 속도보다 높았으며, 최종으로 보정된 쇄빙연구선의 쇄빙속도는 10MW 과 103cm 빙  

두께에서 그림 2과 같이 5.4노트로 해석되었다. 조만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빙해수조에서  

실해역과 동일 조건으로 모사된 모형빙 상태에서 빙수조시험을 통하여 모형선과 실선의 상관

계수를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 쇄빙선에 대한 실해역 실선 시운전 수행

 - 모형선-실선 상관계수 비교 분석

 - 빙수조 시험결과 비교

활용분야

Offset or 3D data

Surface Generation and Faining
(Power SHAPE)

2D Data and Tool Path 
Generation for Fabrication

Tool Path Generation and 
Interference check for 

5-Axis Milling (Power MILL)

Sanding (manual work)

Report generation

Painting and coating 
(manual work)

Marking (Power MILL, 
5-axis CNC)

CNC Milling roughing, 
grinding, fine machining 
(Power MILL, 5-axis CNC)

Pre-inspection of 
reference points (touch 
probe-OMV, 5-axis CNC)

Final inspection 
(3D laser Scanner, touch probe-OMV, 5-axis CNC)

Layering and Curing 
(manual work)

Fabrication (Laser CNC)

그림 1. 레이저 절단기

그림 2. 신규삭성기를 활용한 모형선 가공(중삭과정)

그림 3. 3차원 레이저 측정기 그림 4. 모형선 제작 절차

그림 1. 시간별 계측데이터 

그림 2. 실해역 실선 시운전 해석결과 비교 그림 3. 남극 아문젠 해  빙상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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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연구 해양플랜트 연구

해상 LNG 
터미널(FSRU)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해양구조물 
이송^설치를
위한 작업성능
평가기술 개발

홍석원 책임연구원 (해양플랜트연구부)
E-mail : swhong@moeri.re.kr

성홍근 책임연구원 (해양플랜트연구부)
E-mail : hgsung@moeri.re.kr

‘해상 LNG터미널(FSRU, Floating Storage and Re-gasi�cation Unit)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은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1단계 3차년 연구를 완료 

하고 2단계 2차년 연구를 착수하였다. LNG FSRU로 알려져 있는 부유식 해상 LNG 터미널은  

해상에서 LNG 운반선(LNGC)으로부터 LNG를 하역 받아 저장하고 재기화하는 기능을 가진  

바다 위에 떠 있는  LNG 터미널의 한 개념이다. 최근 LNG 수요 증가에 따라 LNG 터미널의 수요

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용, 환경, 안보와 위험성 문제로 인하여 육상에 LNG 터미널을 새로 건설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LNG FSRU가 주목받고 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발주된 신조 FSRU 5건을 

국내 조선 3사에서 전량 수주한 것은 이 연구과제와 같은 연구개발 노력이 선행되었기에 가능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연구과제는 설계 엔지니어링의 핵심요소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 중이며, 우리 원이 총괄과제기관이며 우리 원과 한국가스공사, 삼성중공업, 한국생산기술

연구원에서 4개의 세부과제를 각기 수행 중에 있다. 각 세부과제는 FSRU 구조물 -계류 시스템 

기술, 가스플랜트 설계기술, 위해도 평가기술, 안전접안 감시제어 시스템 기술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 원에서 수행 중인 FSRU 구조물-계류 시스템 기술은 개념설계 절차, 계류 시스템 성능평가  

등, 설계 단계에서 FSRU의 작업성, 안전성, 경제성을 결정짓는 구조물-계류 시스템 -적하역  

시스템 통합성능 평가를 위한 수치해석과 모형시험 성능 평가 시스템 핵심 기술이며, 각 핵심 

기술을 통합하여 통합성능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 원 주요사업으로 수행 중인 ‘해양구조물 이송^설치를 위한 작업성능 평가기술 개발’은 

2011년에  착수하여  2013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  최근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계에서는  

일괄(Turn-key) 수주능력 확보 또는 엔지니어링^구매조달^건조^설치(EPCI,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계약 업체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관

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기울여 온 해양플랜트의 건조 이후 공정, 즉, 이송^설치 등에 대한 설계해

석과 작업성능의 안정성 평가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지식경제부에서 추진 중인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과 미래 

산업선도기술개발 사업에서도 해양플랜트의 설치와 관련된 요소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당 연구부에서도 이러한 기술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과제를 착수

하였다. 이 과제의 주요 연구내용은 1) 오버행(Over hang)이 있는 블록을 탑재한 블록자항선의 

파랑 중 운동특성문제, 2) 직렬배치 조건에서의 물체의 Fishtailing 거동 문제, 3) 부유체의 과도 

대변위 운동 문제 등과 같이 학술적 난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제는 현상의 이해를 위한  

모형시험과 해당 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수치해석기법 개발의 두 가지 축의 상호작용에 의해  

수행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해양구조물의 Dry Transport 모델링 기법 

● 해양구조물의 다중선체 작업성능 평가 기법 개발 (직렬 배치)

● 과도 대변위^각운동에 대한 완전 비선형 유동 기법

● 과도 대변위^각운동에 대한 완전 비선형 유동 기법과 구조해석 기법과의 결합

- 해양구조물의 이송과 설치작업 핵심기술 보유로 Turn-Key 수주능력 확보

-  대규모 해양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부유식 플랜트의 핵심설계 기술 

역량 확보

-  세계적인 엔지니어링사에서 보유한 부상식(�oat-over) 설치기법 성능 

평가기법 확보 

-  개발된 설치 기술의 경우 해저생산처리장비(Subsea equipment)에도 

적용 가능 

-  LNG FSRU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를 통한 국내 조선^해양업계의  

근접 지원 

- LNG FSRU 시장 선점에 대한 국내 조선^해양업계 비교 우위 선점

- LNG FSRU 원천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조선^해양업계 경쟁력 제고 

- 해양구조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기술 자립화

활용분야

활용분야

그림 1. LNG FSRU 시설계 그림 2. MMG 모델과 Cross-Flow 모델 비교

그림 1.  터렛 계류된 선체와 직별배치된 셔틀탱커 간의 
모형시험

그림 2. FSRU 다물체-계류-송출관-선수각제어 시스템 복합거동 모형시험 그림 3. 터렛 계류된 선체와 직별 배치된 셔틀탱커 간의 상대운동 제어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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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연구 해양플랜트 연구

해상 LNG 
터미널(FSRU)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해양구조물 
이송^설치를
위한 작업성능
평가기술 개발

홍석원 책임연구원 (해양플랜트연구부)
E-mail : swhong@moeri.re.kr

성홍근 책임연구원 (해양플랜트연구부)
E-mail : hgsung@moeri.re.kr

‘해상 LNG터미널(FSRU, Floating Storage and Re-gasi�cation Unit)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은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1단계 3차년 연구를 완료 

하고 2단계 2차년 연구를 착수하였다. LNG FSRU로 알려져 있는 부유식 해상 LNG 터미널은  

해상에서 LNG 운반선(LNGC)으로부터 LNG를 하역 받아 저장하고 재기화하는 기능을 가진  

바다 위에 떠 있는  LNG 터미널의 한 개념이다. 최근 LNG 수요 증가에 따라 LNG 터미널의 수요

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용, 환경, 안보와 위험성 문제로 인하여 육상에 LNG 터미널을 새로 건설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LNG FSRU가 주목받고 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발주된 신조 FSRU 5건을 

국내 조선 3사에서 전량 수주한 것은 이 연구과제와 같은 연구개발 노력이 선행되었기에 가능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연구과제는 설계 엔지니어링의 핵심요소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 중이며, 우리 원이 총괄과제기관이며 우리 원과 한국가스공사, 삼성중공업, 한국생산기술

연구원에서 4개의 세부과제를 각기 수행 중에 있다. 각 세부과제는 FSRU 구조물 -계류 시스템 

기술, 가스플랜트 설계기술, 위해도 평가기술, 안전접안 감시제어 시스템 기술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 원에서 수행 중인 FSRU 구조물-계류 시스템 기술은 개념설계 절차, 계류 시스템 성능평가  

등, 설계 단계에서 FSRU의 작업성, 안전성, 경제성을 결정짓는 구조물-계류 시스템 -적하역  

시스템 통합성능 평가를 위한 수치해석과 모형시험 성능 평가 시스템 핵심 기술이며, 각 핵심 

기술을 통합하여 통합성능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 원 주요사업으로 수행 중인 ‘해양구조물 이송^설치를 위한 작업성능 평가기술 개발’은 

2011년에  착수하여  2013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  최근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계에서는  

일괄(Turn-key) 수주능력 확보 또는 엔지니어링^구매조달^건조^설치(EPCI,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계약 업체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관

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기울여 온 해양플랜트의 건조 이후 공정, 즉, 이송^설치 등에 대한 설계해

석과 작업성능의 안정성 평가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지식경제부에서 추진 중인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과 미래 

산업선도기술개발 사업에서도 해양플랜트의 설치와 관련된 요소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당 연구부에서도 이러한 기술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과제를 착수

하였다. 이 과제의 주요 연구내용은 1) 오버행(Over hang)이 있는 블록을 탑재한 블록자항선의 

파랑 중 운동특성문제, 2) 직렬배치 조건에서의 물체의 Fishtailing 거동 문제, 3) 부유체의 과도 

대변위 운동 문제 등과 같이 학술적 난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제는 현상의 이해를 위한  

모형시험과 해당 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수치해석기법 개발의 두 가지 축의 상호작용에 의해  

수행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해양구조물의 Dry Transport 모델링 기법 

● 해양구조물의 다중선체 작업성능 평가 기법 개발 (직렬 배치)

● 과도 대변위^각운동에 대한 완전 비선형 유동 기법

● 과도 대변위^각운동에 대한 완전 비선형 유동 기법과 구조해석 기법과의 결합

- 해양구조물의 이송과 설치작업 핵심기술 보유로 Turn-Key 수주능력 확보

-  대규모 해양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부유식 플랜트의 핵심설계 기술 

역량 확보

-  세계적인 엔지니어링사에서 보유한 부상식(�oat-over) 설치기법 성능 

평가기법 확보 

-  개발된 설치 기술의 경우 해저생산처리장비(Subsea equipment)에도 

적용 가능 

-  LNG FSRU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를 통한 국내 조선^해양업계의  

근접 지원 

- LNG FSRU 시장 선점에 대한 국내 조선^해양업계 비교 우위 선점

- LNG FSRU 원천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조선^해양업계 경쟁력 제고 

- 해양구조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기술 자립화

활용분야

활용분야

그림 1. LNG FSRU 시설계 그림 2. MMG 모델과 Cross-Flow 모델 비교

그림 1.  터렛 계류된 선체와 직별배치된 셔틀탱커 간의 
모형시험

그림 2. FSRU 다물체-계류-송출관-선수각제어 시스템 복합거동 모형시험 그림 3. 터렛 계류된 선체와 직별 배치된 셔틀탱커 간의 상대운동 제어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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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연구 해양플랜트 연구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해양심층수의 
에너지 
이용기술 개발

신승호 책임연구원 (해양플랜트연구부)
E-mail : shinsh@kiost.ac

김현주 책임연구원 (해양플랜트연구부)
E-mail : hyeonju@kiost.ac

이 사업은 진자에 의한 파력에너지의 

효과적  흡수  및  회전식  유압변속  

시스템 채용으로 고효율^고내구성을 

달성할  수  있는  심해용  파력발전  

시스템 설계 엔지니어링 및 성능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대수심 파력에너지 

자원개발에 적합한 300kW급 파력 

발전장치를  실증함으로써  실용화  

기술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부유식 파력발전장치의 파랑운동 및 계류특성 분석과 기본설계, 1차 변환 장치  

성능 연구 및 기본설계, 2차 변환 장치(유압변속 시스템)의 설계를 토대로, 부유체의 구조해석 

및 부유모선과 2, 3차 변환 시험모듈을 통합한 연계 수리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고효율 해양온도차발전 플랜트(1MW) 및 해수냉난방 시스템(2000RT)  

설계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해양온도차발전 및 해수 냉난방 이용 기술 개발의 목표는 효율 

15% 향상 및 비용 15% 절감을 목표로 한 수월성 확보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6개년(2010~2015년) 중점 연구 내용은 대구경 취수관 저렴화 및 해양 

온도차발전 플랫폼 설계기술 확보, 해수 냉난방 요소기술 개발 및 시스템 효율 향상, 해양온도차

발전 핵심기술 확보 및 효율개선, 해양환경 개선 및 복합이용 모델 개발 등이다.

2012년도의 주요 성과는 중형관 설계기술 정립 및 시작품 제작, 500RT 탠덤히트펌프 실시 설계 

및 시작품 제작, 20kW 폐쇄 순환식 온도차발전 플랜트 설계 및 터빈발전기 제작, 심층수 재활용

형 해중림 조성 구조물 개발 및 그린올림픽 복합이용 모델 정립 등을 들 수 있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화석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녹색기술 

확보

-  국가 신재생에너지 자급(2030년 11%) 및 CO2 배출저감(2020년 BAU 

30%) 목표 달성

-  해양자원 및 해양에너지 기반 임해 녹색도시 및 청정 생산기반 구축

-  2018동계올림픽의 그린올림픽 및 해양과학기술 공적개발 원조(MT-ODA) 전개

-  경제성 높은 파력발전 장치(고효율이면서 출력대비 건설단가 저렴)의 

개발로 파력발전의 상용화 조기 달성

-  대규모 단지화가 용이하며, 높은 가동률, 내구성이 확보된 300kW급  

부유식 파력발전 장치로서 해양에너지 관련 주요 수출 품목으로 세계 

시장 진출

-  파력발전용 로터리 베인펌프는 소용적·고내구성·고용량이며, 선박용  

주요 기자재로서의 활용이 가능하여 세계시장을 향한 독립된 수출품목

으로 활용 가능 

활용분야

활용분야

그림 2. 부유식 파력발전단지 조감도

그림 4. 축척 유압변속 시스템 시험 (2012. 1. 10)

그림 3. 파랑 중 구조해석
그림 1. 해수 온도차발전(OTEC) Mock-up

그림 1. 300kW급 실증용 로터리 베인 유압펌프의 설계

그림 5. 3차원 통합연계 수리모형 시험 그림 2. 해수 냉난방용 탠덤 히트펌프 시스템 그림 3.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강릉 녹색 시범도시 및 그린올림픽벨트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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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진자에 의한 파력에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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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개발하고, 대수심 파력에너지 

자원개발에 적합한 300kW급 파력 

발전장치를  실증함으로써  실용화  

기술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부유식 파력발전장치의 파랑운동 및 계류특성 분석과 기본설계, 1차 변환 장치  

성능 연구 및 기본설계, 2차 변환 장치(유압변속 시스템)의 설계를 토대로, 부유체의 구조해석 

및 부유모선과 2, 3차 변환 시험모듈을 통합한 연계 수리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고효율 해양온도차발전 플랜트(1MW) 및 해수냉난방 시스템(2000RT)  

설계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해양온도차발전 및 해수 냉난방 이용 기술 개발의 목표는 효율 

15% 향상 및 비용 15% 절감을 목표로 한 수월성 확보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6개년(2010~2015년) 중점 연구 내용은 대구경 취수관 저렴화 및 해양 

온도차발전 플랫폼 설계기술 확보, 해수 냉난방 요소기술 개발 및 시스템 효율 향상, 해양온도차

발전 핵심기술 확보 및 효율개선, 해양환경 개선 및 복합이용 모델 개발 등이다.

2012년도의 주요 성과는 중형관 설계기술 정립 및 시작품 제작, 500RT 탠덤히트펌프 실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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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활용분야

그림 2. 부유식 파력발전단지 조감도

그림 4. 축척 유압변속 시스템 시험 (2012. 1. 10)

그림 3. 파랑 중 구조해석
그림 1. 해수 온도차발전(OTEC) Mock-up

그림 1. 300kW급 실증용 로터리 베인 유압펌프의 설계

그림 5. 3차원 통합연계 수리모형 시험 그림 2. 해수 냉난방용 탠덤 히트펌프 시스템 그림 3.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강릉 녹색 시범도시 및 그린올림픽벨트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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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연구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수행되는 이 연구사업에서는 2011년 7월 

부터 시작하여 5년 동안 최대 속도 45노트, 해상상태 4까지 운용이 가능한 다목적(해양조사/해양

감시용) 무인선을 개발할 예정이다. 무인선에 대한 수요는 군사용, 해양경비용, 해양조사용 등으로 

범위가 점점 늘어나면서 2019년에는 103억 달러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늘어날 민수 및 군수 무인선 시장에 대비하여 국내 자체적으로 무인선을 제

작하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력 있는 무인선을 개발하고자 한다.

1차 년도에는 무인선의 잠재 수요자인 해양경찰 및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무인선 운용개념과 구현해야 할 시스템의 기능을 정립하였다. 또한, 선체, 추진기를  

포함한 무인선 플랫폼, 해양조사 및 해양감시를 수행을 위한 임무 시스템, 무인선 스스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하며 목표지점까지 항해하기 위한 자율운항 시스템, 모선과 무인선 간에 데이터 

통신을 위한 무선통신 시스템, 원격으로 무인선을 통제하고 운항 및 임무수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제 시스템, 모선에서 무인선을 용이하게 진수,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회수 시스템 

등 6가지 무인선 세부 시스템에 대한 형상설계를 수행하고 각 세부 시스템의 구체적 사양을  

정하였다. 

최대속도 45노트, 해상상태 4까지 운항이 가능한 선형 개발을 위하여 무인선 운용개념, 탑재 

장비, 목표 성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가지 선형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저항시험 및 파랑중 

운동성능시험을 수행하여 향후 수행할 무인선 선형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자율적으로 경로를 추적하고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한 자율운항 알고리즘을 제작하였으며 시뮬

레이션을 통해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센서특성 및 물리적인 선박 특성을 고려한 자율운항 

알고리즘 시험 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제트보트를 기반으로 구축함으로서 좀 더 현실적인 

자율운항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위성항법 보정  

시스템 (DGNSS) 보정서비스 신뢰성 기술개발’ 연구과제(2011. 08. 05~2013. 08. 04)를 수행 

하고 있으며, 이 연구는  DGPS/DGLONASS 소프트웨어 기반 기준국^감시국 시스템(RSIM) 운영

기능 고도화 및 실용화 기술개발과 기존 DGPS 인프라 환경에서의 장기시범운영을 통한 성능 

검증, GPS 위성신호의 전파간섭 검출 및 의사거리 기반 GPS/GLONASS 위성시계 이상 현상  

검출 및 식별기술 개발이 목표이다.

이 연구의 1차년도에는 DGPS/DGLONASS 소프트웨어 RSIM 운영기술 고도화를 목적으로 위성

항법보정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개발된 RSIM의 성능검증을 위한 시범운영과 GPS 

위성신호의 전파간섭 검출, 위성시계 이상현상 검출 및 식별 알고리즘 개발이 이뤄졌다. 특히  

개발된 DGNSS 소프트웨어 RSIM은 현재 운영 중인 내륙 위성항법사무소에 설치되어 기존 

DGPS RSIM 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범운영이 되었으며,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시험을 통하

여 성능 측면에서 기존 시스템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현재 운영 중인 DGPS 기준국 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한 실용화 및 기술이전 실시, DGNSS 

RSIM 시스템 환경에서의 GPS 신호 전파간섭 검출 및 GNSS 위성시계 이상 현상 검출/식별기법 

적용, 실제 DGPS 기준국 적용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국내외 DGNSS RSIM 재구축 및 기능 개선

- DGNSS 기준국 환경에서의 위성신호 이상 감시

- DGNSS RSIM 고도화 기술 개발

- 해양 감시,경비  및 불법 해상 작업 단속

 - 정찰,기뢰 탐지 및 제거,무인 전투용

 - 내수면 감시 및 수질 검사

 -  해양조사선과의 협업에 의한 해양조사시간 단축 및 해양조사선이 접근

하기 어려운 천해 해양 조사

활용분야

활용분야

그림 1. 자율운항 시스템 시험용 테스트베드(KOMBO)

원격관제소

그림 1. DGNSS RSIM 운영 프로그램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그림 3. DGNSS SW RSIM 시범 운용

M-CS
with RS/IM

IM A
Receiver

RS A
Receiver

SW I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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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IM BSW RS B

RS B
Receiver

HU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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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r

- 엔진/조타 제어기
- 항법 센서
    : AHRS, RTK, AIS
- 주제어 PC
- 무선 모뎀

- 관제PC & Base장비     
  (RTK, Acksys)

-  엔진 구동기
-  조타 구동기

-  전원 공급
-  축전지

-  안테나
    : RTK, AIS, Mo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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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실제 DGPS 기준국 적용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국내외 DGNSS RSIM 재구축 및 기능 개선

- DGNSS 기준국 환경에서의 위성신호 이상 감시

- DGNSS RSIM 고도화 기술 개발

- 해양 감시,경비  및 불법 해상 작업 단속

 - 정찰,기뢰 탐지 및 제거,무인 전투용

 - 내수면 감시 및 수질 검사

 -  해양조사선과의 협업에 의한 해양조사시간 단축 및 해양조사선이 접근

하기 어려운 천해 해양 조사

활용분야

활용분야

그림 1. 자율운항 시스템 시험용 테스트베드(KOMBO)

원격관제소

그림 1. DGNSS RSIM 운영 프로그램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그림 3. DGNSS SW RSIM 시범 운용

M-CS
with RS/IM

IM A
Receiver

RS A
Receiver

SW IM A
SW RS A

SW IM BSW RS B

RS B
Receiver

HUB A/B

IM A
Receiver

- 엔진/조타 제어기
- 항법 센서
    : AHRS, RTK, AIS
- 주제어 PC
- 무선 모뎀

- 관제PC & Base장비     
  (RTK, Acksys)

-  엔진 구동기
-  조타 구동기

-  전원 공급
-  축전지

-  안테나
    : RTK, AIS, Mo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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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기술 연구 해양안전기술 연구

선박평형수 
유해수중생물 
모니터링장치 
개발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 및 관리 
기술 개발 

오정환 선임연구원 (해양안전기술연구부) 
E-mail : jhoh@kiost.ac

김홍태 책임연구원 (해양안전기술연구부)
E-mail : hongtae.kim@kiost.ac

2004년 채택된 국제해사기구(IMO) ‘선박평형수와 침전물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발효를 앞두고, 선박평형수 내로 유입된 생물사멸을 위한 처리설비들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2017년까지 8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대응 기술을 개발, 우리 

나라 선박평형수 관리제도의 신뢰성 확보, 우리나라의 항만, 해양환경 보호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장치 기술개발과 지정해역 후보지 설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 1)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기술 향상 및 정부 대응 기술지원을 위한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 기술 및 IMO 심사 동향 분석, 2) 입항 선박에서 배출되는 선박평형수가 협약의 성능 

기준에 맞게 배출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평형수 모니터링 장치 개발, 3) 적조생물과 같은  

유해수중생물의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유해수중생물 판별키트 개발, 4) 선박평형수 교환을  

위한 지정해역 설정 연구 등을 집중 연구 개발하고 있다. 

향후 개발된 모니터링 장치의 성능 향상 및 검증 연구를 통해 항만감독관이 선박평형수로부터 

생물의 생사판별 및 유해수중생물 감시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선박평형수 지정해역 설정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인근 국가간 선박평형수 협약 대응을 위한 협력시 정부의 기술지원 및  

기초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다. 

이 연구사업은 2008년부터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해사 인간공학 분야의 연구기반을 마련

할 수 있는 종합 연구로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한국교통대, 한국선급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사업의 목적은 선박 및 해양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를 분석^

관리^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를 통한 선상 생활의 질 향상과 교육훈련 시스템의 개선

을 통한 해기 인력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양사고 인적요인 조사 분석 매뉴얼 개발

•해기인력 생애관리 프로그램 개발

•선교 알람인지 평가 시스템 개발 (BAMS)

•간이형 선원 피로^스트레스 측정기 개발 (McFAS)

•선박 승무정원 평가 시스템 개발(S-MAT) 

•시뮬레이션 기반의 해양사고 예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항해장비 사용평가 기법 개발 

국내외의 주요 해양사고 통계에서 인적요인이 해양사고 주된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해사분야의 인적요인 문제는 해양 종사자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활동을 포함한 해양안전, 해사

보안, 해양환경보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학제적 이슈이다. IMO는 이러한 인적요인

을 위한 비전, 원칙 및 목표를 위해 관련 결의서 등을 채택하고 있다.   

-  ‘해양사고 인적요인 조사분석 매뉴얼’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관련 

법 및 기준 제정 활용 

-  ‘해기인력 생애관리 프로그램’은 선원 지원자에게 해기직업 관련정보로 

제공할 수 있음.

-  ‘선교 알람인지 평가 시스템’은  선박경보관리 시스템(Bridge Alert 

Management System)의 개발과 연계하여 실용화

-  ‘간이형 선원 피로^스트레스 측정기’ 및 ‘선박 승무정원 평가 시스템’은 

개발 S/W 프로그램을 해운선사에 보급^활용

-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기술 고도화 

- 항만 감독관이 선박평형수 처리유무 판별에 활용 

- 항만 감독관이 선박평형수로부터 유해생물 감시에 활용

- 선박평형수 교환해역 설정 

활용분야

활용분야

그림 1. 수중생물 생사판별 모니터링 파일럿 장치 외관 및 구성 그림2. 황해 선박평형수 교환 지정해역 후보지

한국
중국

일본

선박평형수 교환 지정해역 후보지

그림 2. 간이 선원 피로/스트레스 측정기(McFAS)

그림 3. 선박경보관리 시스템(BAMS)

그림 1. 선박 승무정원 평가 시스템(S-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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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기술 연구 해양안전기술 연구

선박평형수 
유해수중생물 
모니터링장치 
개발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 및 관리 
기술 개발 

오정환 선임연구원 (해양안전기술연구부) 
E-mail : jhoh@kiost.ac

김홍태 책임연구원 (해양안전기술연구부)
E-mail : hongtae.kim@kiost.ac

2004년 채택된 국제해사기구(IMO) ‘선박평형수와 침전물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발효를 앞두고, 선박평형수 내로 유입된 생물사멸을 위한 처리설비들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2017년까지 8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대응 기술을 개발, 우리 

나라 선박평형수 관리제도의 신뢰성 확보, 우리나라의 항만, 해양환경 보호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장치 기술개발과 지정해역 후보지 설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 1)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기술 향상 및 정부 대응 기술지원을 위한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 기술 및 IMO 심사 동향 분석, 2) 입항 선박에서 배출되는 선박평형수가 협약의 성능 

기준에 맞게 배출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평형수 모니터링 장치 개발, 3) 적조생물과 같은  

유해수중생물의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유해수중생물 판별키트 개발, 4) 선박평형수 교환을  

위한 지정해역 설정 연구 등을 집중 연구 개발하고 있다. 

향후 개발된 모니터링 장치의 성능 향상 및 검증 연구를 통해 항만감독관이 선박평형수로부터 

생물의 생사판별 및 유해수중생물 감시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선박평형수 지정해역 설정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인근 국가간 선박평형수 협약 대응을 위한 협력시 정부의 기술지원 및  

기초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다. 

이 연구사업은 2008년부터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해사 인간공학 분야의 연구기반을 마련

할 수 있는 종합 연구로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한국교통대, 한국선급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사업의 목적은 선박 및 해양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를 분석^

관리^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를 통한 선상 생활의 질 향상과 교육훈련 시스템의 개선

을 통한 해기 인력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양사고 인적요인 조사 분석 매뉴얼 개발

•해기인력 생애관리 프로그램 개발

•선교 알람인지 평가 시스템 개발 (BAMS)

•간이형 선원 피로^스트레스 측정기 개발 (McFAS)

•선박 승무정원 평가 시스템 개발(S-MAT) 

•시뮬레이션 기반의 해양사고 예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항해장비 사용평가 기법 개발 

국내외의 주요 해양사고 통계에서 인적요인이 해양사고 주된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해사분야의 인적요인 문제는 해양 종사자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활동을 포함한 해양안전, 해사

보안, 해양환경보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학제적 이슈이다. IMO는 이러한 인적요인

을 위한 비전, 원칙 및 목표를 위해 관련 결의서 등을 채택하고 있다.   

-  ‘해양사고 인적요인 조사분석 매뉴얼’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관련 

법 및 기준 제정 활용 

-  ‘해기인력 생애관리 프로그램’은 선원 지원자에게 해기직업 관련정보로 

제공할 수 있음.

-  ‘선교 알람인지 평가 시스템’은  선박경보관리 시스템(Bridge Alert 

Management System)의 개발과 연계하여 실용화

-  ‘간이형 선원 피로^스트레스 측정기’ 및 ‘선박 승무정원 평가 시스템’은 

개발 S/W 프로그램을 해운선사에 보급^활용

-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기술 고도화 

- 항만 감독관이 선박평형수 처리유무 판별에 활용 

- 항만 감독관이 선박평형수로부터 유해생물 감시에 활용

- 선박평형수 교환해역 설정 

활용분야

활용분야

그림 1. 수중생물 생사판별 모니터링 파일럿 장치 외관 및 구성 그림2. 황해 선박평형수 교환 지정해역 후보지

한국
중국

일본

선박평형수 교환 지정해역 후보지

그림 2. 간이 선원 피로/스트레스 측정기(McFAS)

그림 3. 선박경보관리 시스템(BAMS)

그림 1. 선박 승무정원 평가 시스템(S-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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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스템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심해저 광물자원 
통합채광 시스템 
개발 연구

홍   섭 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suphong@kiost.ac

2012년 과제부터 기존의 양광 분야를 흡수 통합하여 ‘심해저 광물자원 통합채광 시스템 개발  

연구’로 변경되었다. 2012년 6월에 5,000m급 파일럿 집광로봇(미내로 II)을 제작^완료하였 

으며,  집광로봇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중량 : 28톤(공기중), 수중(11톤)

•크기 : 6.5m(길이) × 5m(폭) × 4m(높이)

•작동수심 : 5,000m

•용량 : 550kW 

2012년에 제작된 파일럿 집광로봇은 실해역 성능 실험에 앞서 심해저집광실험동에서 다양한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실에서의 다양한 성능 실험 이후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

까지 동해 후포항 근해 수심 130m에서 미내로II 예비 집광성능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성능시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일럿 집광로봇 핸들링 시험

•수중 센서 튜닝 및 시스템 성능 확인

•채집장치 간격 제어계측 성능 시험

•원격 실시간 운용 S/W 성능 시험

•모조단괴 집광성능 시험

이상의 성능시험을 통하여 파일럿 집광로봇의 성능을 테스트하였으며, 성능시험결과를 분석 

하여 2013년에 동해 수심 1,000m에서 2차 예비 집광성능시험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설계 및 제작 중인 양광펌프, 버퍼, 유연관을 파일럿 집광로봇과 통합하여 2015년에는 수심 

2,000m에서 파일럿 집광로봇 통합채광 성능 실증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 심해저 광물자원 (망간단괴 열수광상 및 망간각) 채광장비 개발 분야

 - 해중 작업 장비 개발 분야
활용분야

인공지능 기반의 
수중로봇 개발

최현택 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htchoiphd@kiost.ac

미래 에너지와 자원의 보고인 바다가 극한의 환경임을 감안할 때 수중로봇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수중 로봇이 해야 할 임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보다 똑똑한 수중 

로봇에 대한 기대도 증가하고 있다. 무인자동차와 무인항공기의 활동 영역인 지상에 비해 수중은 

강한 압력, 약한 시계, 조류와 같은 외란, 염분 등으로 환경 조건이 까다롭고, 매우 느린 통신,  

부정확한 센서 정보, 제한된 에너지 등으로 기술적으로도 제약이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세계적인 대표 연구 그룹들은 수중 환경에 적합한, 현재의 기술 수준을 넘어서는 수중로봇의  

무인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2010년부터 지능형 수중로봇에 필요한 수중로봇의 영상 및 음향 

처리에 의한 물체 인식 및 추적, 수중 로봇의 정밀 제어 및 경로 생성, 지도 기반 항법과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수중 로봇 미들웨어, 수중 가상현실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알고리즘의 실험적 검증을 위해 개발한 수중로봇 yShark은 다양한 센서와 충분한 연산 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개방형 구조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였으며, 후처리가 가능한 실험 데이터를 

많은 협동 연구자에게 제공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알고리즘들이 융합되는 단계에 있으며, 궁극

적으로 수중 음향, 소나, 광학 영상 처리가 연동된 지능형 항법 기술과 관련 기반 기술을 실해역

에서 검증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단기적으로 주요 요소기술을 반자율 방식으로 응용하는 것에 기여하고, 완전한 

무인 수중로봇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수중 물체 자동 인식 및 추종 기술 (수중 조사 및 수색 임무에 응용)

- 수중 음향 자동 인식 및 방향 추정 기술 (감시 및 구조 임무에 응용)

- 지도 기반 항법 및 SLAM (수중 자동 항법 및 수중 무기 체계에 응용)
활용분야

그림 2. 심해저 집광 팀 그림 3. 수중 물체 인식 및 추적 실험그림 1. 파일럿 집광로봇(MineRo II) 예비집광성능시험 그림 2. 기능 실험을 위해 진수 중인 yShark

그림 1.  수중 물체의 위치와 로봇의 위치를 동시에 
              추정(SLAM)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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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스템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심해저 광물자원 
통합채광 시스템 
개발 연구

홍   섭 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suphong@kiost.ac

2012년 과제부터 기존의 양광 분야를 흡수 통합하여 ‘심해저 광물자원 통합채광 시스템 개발  

연구’로 변경되었다. 2012년 6월에 5,000m급 파일럿 집광로봇(미내로 II)을 제작^완료하였 

으며,  집광로봇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중량 : 28톤(공기중), 수중(11톤)

•크기 : 6.5m(길이) × 5m(폭) × 4m(높이)

•작동수심 : 5,000m

•용량 : 550kW 

2012년에 제작된 파일럿 집광로봇은 실해역 성능 실험에 앞서 심해저집광실험동에서 다양한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실에서의 다양한 성능 실험 이후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

까지 동해 후포항 근해 수심 130m에서 미내로II 예비 집광성능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성능시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일럿 집광로봇 핸들링 시험

•수중 센서 튜닝 및 시스템 성능 확인

•채집장치 간격 제어계측 성능 시험

•원격 실시간 운용 S/W 성능 시험

•모조단괴 집광성능 시험

이상의 성능시험을 통하여 파일럿 집광로봇의 성능을 테스트하였으며, 성능시험결과를 분석 

하여 2013년에 동해 수심 1,000m에서 2차 예비 집광성능시험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설계 및 제작 중인 양광펌프, 버퍼, 유연관을 파일럿 집광로봇과 통합하여 2015년에는 수심 

2,000m에서 파일럿 집광로봇 통합채광 성능 실증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 심해저 광물자원 (망간단괴 열수광상 및 망간각) 채광장비 개발 분야

 - 해중 작업 장비 개발 분야
활용분야

인공지능 기반의 
수중로봇 개발

최현택 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htchoiphd@kiost.ac

미래 에너지와 자원의 보고인 바다가 극한의 환경임을 감안할 때 수중로봇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수중 로봇이 해야 할 임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보다 똑똑한 수중 

로봇에 대한 기대도 증가하고 있다. 무인자동차와 무인항공기의 활동 영역인 지상에 비해 수중은 

강한 압력, 약한 시계, 조류와 같은 외란, 염분 등으로 환경 조건이 까다롭고, 매우 느린 통신,  

부정확한 센서 정보, 제한된 에너지 등으로 기술적으로도 제약이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세계적인 대표 연구 그룹들은 수중 환경에 적합한, 현재의 기술 수준을 넘어서는 수중로봇의  

무인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2010년부터 지능형 수중로봇에 필요한 수중로봇의 영상 및 음향 

처리에 의한 물체 인식 및 추적, 수중 로봇의 정밀 제어 및 경로 생성, 지도 기반 항법과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수중 로봇 미들웨어, 수중 가상현실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알고리즘의 실험적 검증을 위해 개발한 수중로봇 yShark은 다양한 센서와 충분한 연산 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개방형 구조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였으며, 후처리가 가능한 실험 데이터를 

많은 협동 연구자에게 제공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알고리즘들이 융합되는 단계에 있으며, 궁극

적으로 수중 음향, 소나, 광학 영상 처리가 연동된 지능형 항법 기술과 관련 기반 기술을 실해역

에서 검증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단기적으로 주요 요소기술을 반자율 방식으로 응용하는 것에 기여하고, 완전한 

무인 수중로봇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수중 물체 자동 인식 및 추종 기술 (수중 조사 및 수색 임무에 응용)

- 수중 음향 자동 인식 및 방향 추정 기술 (감시 및 구조 임무에 응용)

- 지도 기반 항법 및 SLAM (수중 자동 항법 및 수중 무기 체계에 응용)
활용분야

그림 2. 심해저 집광 팀 그림 3. 수중 물체 인식 및 추적 실험그림 1. 파일럿 집광로봇(MineRo II) 예비집광성능시험 그림 2. 기능 실험을 위해 진수 중인 yShark

그림 1.  수중 물체의 위치와 로봇의 위치를 동시에 
              추정(SLAM)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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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스템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개발

전봉환 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bhjeon@kiost.ac

이 사업의 목적은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수중 

작업 로봇이 갖는 취약점의 대안으로 관절을 

가진 여러 개의 다리를 이용하여 해저를 이동

하며 작업할 수 있는 수중로봇 기술을 개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조속은 최대 

3~7노트에 이르며 시계가 탁한 곳이 많아  

프로펠러형 수중로봇으로 정밀 조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업이 국토 

해양부의 지원으로 착수되었고, 1단계에서는 

강조류와 악시계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200m급 천해용 해저로봇 기술을 개발한다.

2012년에는 천해용 해저로봇 프로토타입과 

원격제어실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해저로봇의 

내압성능과  수밀성은  일련의  압력챔버  

시험을 통해 확인하였고, 해저로봇과 원격제어실과의 연동 테스트를 통하여 해저 보행로봇  

설계개념의 기능적 측면을 검증하였다. 악시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해저로봇에 장착한  

스캐닝 소나의 운용전략을 고안하였고, 고안된 전략에 따라 스캐닝 소나를 운용함으로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부두에서 해저면 매핑을 시연하였다. 여기서 광학카메라로는 

거의  가능한 해저면 초음파 영상을 얻을 수 있었고, 얻어진 이미지로부터 해저 물체의 모양과 

위치를 식별할 수 있었다.

이 과제의 3차년도가 끝나는 2013년 7월까지 천해용 다관절 해저로봇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완료하고 실해역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3년 7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에서는 개발된  

천해용 해저로봇을 실해역에 투입하여 활용하는 한편, 핵심기술을 심해용으로 확대 적용하여 

심해용 해저로봇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  국내 연안 침몰선박의 해저 침몰상태에 대한 정밀 조사와 구난/방제  

작업에 활용

- 해저 센서 설치, 토양 샘플 채취, 생태계 조사 등 과학 조사장비로 활용

- 해류환경에서의 해저수색, 수중구조물 상태 조사장비로 활용

활용분야

U-기반 
해운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 연구

임용곤 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yklim@kiost.ac

국토해양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된 ‘U-기반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 연구’의 2012년 연구내용으로는 해상 초단파(VHF) 대역 디지털 통신 단말기 모뎀 시제품 

제작, 해상 멀티대역 애드혹(ad-hoc) 네트워크 프로토콜 구현, 해양 능동형 인터넷 기반 전자 

태그(IP-RFID) 및 스마트 포인트 시제품 제작, 컨테이너 검색기용 핵심기술 개발,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 개발을 수행하였다.

향후 2018년까지 1세대 해상 초단파(VHF) 대역 디지털 통신모뎀(28.8kbps급) 제품화 및 2세대 

해상 초단파(VHF) 대역 디지털 통신모뎀(300kbps급) 시제품 개발,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는  

에너지 관리형 해운물류 능동형 인터넷 기반 전자태그(IP-RFID) 시스템 개발, 실제 크기의 3차원 

고속 컨테이너 검색장치 및 방사선 검출기 개발, 해운물류 위험상황 분석 및 대응 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  해상 멀티대역 선박용 디지털 통신모뎀을 개발하여 해상에서 단절 없는 

새로운 통신수단 제공(고가 위성통신 대체를 통한 물류비 절감)

-  해운물류 능동형 인터넷 기반 전자태그(IP-RFID) 기술 개발로 항만 및 

선박의 유비쿼터스 환경의 해운물류 정보 수집체계로 활용

-  3차원 컨테이너 고속 검색장치 개발을 통해 전량 수입되고 있는 검색 

장치의 국산화 및 수입대체

-  동북아 해운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선점과 국가적 물류 보안

체계 수립

활용분야

그림 4.  천해용 다관절 해저로봇(CR200)  
외부

그림 5.  천해용 다관절 해저로봇(CR200)  
내부

그림 3.  장목만 부두에서 스캐닝 소나를 이용한 해저면 
맵핑

그림 2.  스캐닝 소나를 이용한 사다리 영상

그림 6.  원격제어실 외부 그림 7.  원격제어실 내부

그림 1.  스캐닝 소나를 이용한 타이어 영상

그림 3. X-선 컨테이너 검색기 투시기 장치(1/10크기) 그림 2. 해상 VHF 통신모뎀 시제품

그림 1.  해양 능동형 IP-RFID 리더기(좌),  해양 능동형 
IP-RFID(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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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성과 연구내용 및 성과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개발

전봉환 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bhjeon@kiost.ac

이 사업의 목적은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수중 

작업 로봇이 갖는 취약점의 대안으로 관절을 

가진 여러 개의 다리를 이용하여 해저를 이동

하며 작업할 수 있는 수중로봇 기술을 개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조속은 최대 

3~7노트에 이르며 시계가 탁한 곳이 많아  

프로펠러형 수중로봇으로 정밀 조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업이 국토 

해양부의 지원으로 착수되었고, 1단계에서는 

강조류와 악시계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200m급 천해용 해저로봇 기술을 개발한다.

2012년에는 천해용 해저로봇 프로토타입과 

원격제어실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해저로봇의 

내압성능과  수밀성은  일련의  압력챔버  

시험을 통해 확인하였고, 해저로봇과 원격제어실과의 연동 테스트를 통하여 해저 보행로봇  

설계개념의 기능적 측면을 검증하였다. 악시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해저로봇에 장착한  

스캐닝 소나의 운용전략을 고안하였고, 고안된 전략에 따라 스캐닝 소나를 운용함으로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부두에서 해저면 매핑을 시연하였다. 여기서 광학카메라로는 

거의  가능한 해저면 초음파 영상을 얻을 수 있었고, 얻어진 이미지로부터 해저 물체의 모양과 

위치를 식별할 수 있었다.

이 과제의 3차년도가 끝나는 2013년 7월까지 천해용 다관절 해저로봇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완료하고 실해역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3년 7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에서는 개발된  

천해용 해저로봇을 실해역에 투입하여 활용하는 한편, 핵심기술을 심해용으로 확대 적용하여 

심해용 해저로봇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  국내 연안 침몰선박의 해저 침몰상태에 대한 정밀 조사와 구난/방제  

작업에 활용

- 해저 센서 설치, 토양 샘플 채취, 생태계 조사 등 과학 조사장비로 활용

- 해류환경에서의 해저수색, 수중구조물 상태 조사장비로 활용

활용분야

U-기반 
해운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 연구

임용곤 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yklim@kiost.ac

국토해양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된 ‘U-기반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 연구’의 2012년 연구내용으로는 해상 초단파(VHF) 대역 디지털 통신 단말기 모뎀 시제품 

제작, 해상 멀티대역 애드혹(ad-hoc) 네트워크 프로토콜 구현, 해양 능동형 인터넷 기반 전자 

태그(IP-RFID) 및 스마트 포인트 시제품 제작, 컨테이너 검색기용 핵심기술 개발,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 개발을 수행하였다.

향후 2018년까지 1세대 해상 초단파(VHF) 대역 디지털 통신모뎀(28.8kbps급) 제품화 및 2세대 

해상 초단파(VHF) 대역 디지털 통신모뎀(300kbps급) 시제품 개발,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는  

에너지 관리형 해운물류 능동형 인터넷 기반 전자태그(IP-RFID) 시스템 개발, 실제 크기의 3차원 

고속 컨테이너 검색장치 및 방사선 검출기 개발, 해운물류 위험상황 분석 및 대응 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  해상 멀티대역 선박용 디지털 통신모뎀을 개발하여 해상에서 단절 없는 

새로운 통신수단 제공(고가 위성통신 대체를 통한 물류비 절감)

-  해운물류 능동형 인터넷 기반 전자태그(IP-RFID) 기술 개발로 항만 및 

선박의 유비쿼터스 환경의 해운물류 정보 수집체계로 활용

-  3차원 컨테이너 고속 검색장치 개발을 통해 전량 수입되고 있는 검색 

장치의 국산화 및 수입대체

-  동북아 해운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선점과 국가적 물류 보안

체계 수립

활용분야

그림 4.  천해용 다관절 해저로봇(CR200)  
외부

그림 5.  천해용 다관절 해저로봇(CR200)  
내부

그림 3.  장목만 부두에서 스캐닝 소나를 이용한 해저면 
맵핑

그림 2.  스캐닝 소나를 이용한 사다리 영상

그림 6.  원격제어실 외부 그림 7.  원격제어실 내부

그림 1.  스캐닝 소나를 이용한 타이어 영상

그림 3. X-선 컨테이너 검색기 투시기 장치(1/10크기) 그림 2. 해상 VHF 통신모뎀 시제품

그림 1.  해양 능동형 IP-RFID 리더기(좌),  해양 능동형 
IP-RFID(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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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도서관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지정한 

해양분야 전문정보센터로서 국가 해양과학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 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최대의 해양 

과학 연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 

공유와 개방형 플랫폼의 첨단 디지털도서관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FAO/ASFA의 한국정보센터운영으로 지정되어 한국해양수산정보 자료

입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내핵심저널에 수록된 논문의 서지정보를 

색인^분석^입력^제공하여 국내 해양학자의 연구정보가 국제적으로 인용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해양과학도서관은 2012년도 

‘전국도서관평가’에서 특별상을 수상함으로써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국해양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는 영문학술지 『Ocean Science 

Journal』은 해양과학기술분야 국제학술지로서 SpringerLink를 통해 전 세계 

연구자에게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수준 향상을 통해 SCI등

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해양과 극지분야의 『Ocean and Polar Research』

도 계속 발간하고 있다. 이들 학술지는 Elsevier의 Scopus 등재 학술지이며,   

한국연구재단의 우수학술지 계속평가를 통과하여 등재자격을 계속 유지하

고 있다. 아울러, 해양분야 우수논문 발표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과학도서관은 해양과학기술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축적, 활용하고  

대외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웹 기반 통합전자도서관 시스템인 ILUS과 RFID 

도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내 이

용자의 연구 수월성 확보와 연구정보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 ScienceDirect, 

Springer 등에 수록된 9,500종의 전자저널과 Wiley, Elsevier 등을 통해 1,688

권의 국외전자책을 구독하고 있으며, Web of Science와 Scopus를 구독하여 

SCI 수록논문의 인용정보 검색 및 연구성과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원내 직원들의 교양 함양과 인문학적 소양 증대를 위해 교보문고와 웅진

OPMS에서 국내전자책 1,505종, 오디오북 32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전자자원을 하나의 접근 경로를 통해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논문 단위 통합검색시스템 Primo Central과 SFX 링크리졸버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내 최초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시리즈를 발간 

하는 해양과학도서관은 2012년까지 총 23종을 발간하였다. 이 시리즈는  

향후 50종 이상의 대형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이다. 2012년에는 특히, 바다를 

주제로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에 ‘해양문고와 함께하는 2012여수세계 

박람회 100배 즐기기’라는 제목으로 도서전시 및 이벤트 행사를 가져 엑스포

를 찾은 꿈나무들에게 바다의 꿈을 전하는 등 해양과학 대중화에 앞장섰다. 

일반인 대상 해양과학 교양서인 『해양과학총서』 시리즈 출판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판형을 바꿔 내는 개정판 발간 첫 해로 금년에 3종이 발간되었 

으며, 향후 10권 규모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원에서 수행한 연구사업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화보집인 『과학으로 보는 바다』  

시리즈는 새로운 기획물로 2013년 초 발간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또한 『KIOST 연보』는 KIOST의 기관운영 사례 및 우수 연구사업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해양과학에 대한  

관심 유도 및 해양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도 대한

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출판물 부문 최우수 대상을 수상하였다.

전문도서관	운영

해양과학	전문학술지	발간

전자정보자원	서비스

과학기술	출판을	통한	

해양과학의	대중화

그림 2. 2012 전국도서관 평가 특별상 상패

그림 1. FAO/ASFA

그림 5. 해양과학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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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도서관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지정한 

해양분야 전문정보센터로서 국가 해양과학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 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최대의 해양 

과학 연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 

공유와 개방형 플랫폼의 첨단 디지털도서관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FAO/ASFA의 한국정보센터운영으로 지정되어 한국해양수산정보 자료

입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내핵심저널에 수록된 논문의 서지정보를 

색인^분석^입력^제공하여 국내 해양학자의 연구정보가 국제적으로 인용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해양과학도서관은 2012년도 

‘전국도서관평가’에서 특별상을 수상함으로써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국해양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는 영문학술지 『Ocean Science 

Journal』은 해양과학기술분야 국제학술지로서 SpringerLink를 통해 전 세계 

연구자에게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수준 향상을 통해 SCI등

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해양과 극지분야의 『Ocean and Polar Research』

도 계속 발간하고 있다. 이들 학술지는 Elsevier의 Scopus 등재 학술지이며,   

한국연구재단의 우수학술지 계속평가를 통과하여 등재자격을 계속 유지하

고 있다. 아울러, 해양분야 우수논문 발표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과학도서관은 해양과학기술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축적, 활용하고  

대외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웹 기반 통합전자도서관 시스템인 ILUS과 RFID 

도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내 이

용자의 연구 수월성 확보와 연구정보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 ScienceDirect, 

Springer 등에 수록된 9,500종의 전자저널과 Wiley, Elsevier 등을 통해 1,688

권의 국외전자책을 구독하고 있으며, Web of Science와 Scopus를 구독하여 

SCI 수록논문의 인용정보 검색 및 연구성과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원내 직원들의 교양 함양과 인문학적 소양 증대를 위해 교보문고와 웅진

OPMS에서 국내전자책 1,505종, 오디오북 32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전자자원을 하나의 접근 경로를 통해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논문 단위 통합검색시스템 Primo Central과 SFX 링크리졸버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내 최초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시리즈를 발간 

하는 해양과학도서관은 2012년까지 총 23종을 발간하였다. 이 시리즈는  

향후 50종 이상의 대형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이다. 2012년에는 특히, 바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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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고 판형을 바꿔 내는 개정판 발간 첫 해로 금년에 3종이 발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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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내협력

기후변화, 생물종다양성 급감 등 전지구적 위기에 따른 대양연구의 필요성,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해양연구비용과 리스크 저감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해양과학협력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박람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2012년은 

우리 원 국제협력이 여느 때 보다도 활발했던 한 해였다.

국제해양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여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과학연구기관으로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획^준비단계부터 참여해

온 우리 원은 박람회 기간 중 대규모 국제해양학술회의를 여수에 유치하고, 개최를 주관하여 

박람회 성공에 큰 기여를 하였다.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학제적, 범해역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제 2회 PICES/ICES/IOC 

기후해양변화 심포지엄은 37개국 450여 명의 해양과학자를 여수에 불러모았고, 해양공학,  

연안공학, 조선공학, 수중음향학, 해양기기, 해양에너지개발 등 첨단 해양산업기술 연구동향을 

소개하는 OCEANS '12 MTS/IEEE 컨퍼런스에는 45여 개국 600여 명의 해양공학기술자들이  

집결했으며, 어류DNA바코딩 신기술을 공유하여 어족자원관리정책을 개선하고 수산물가공 

식품 원산지 추적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세계 어류DNA바코드 2012년도 컨퍼런스의 참가자는 

20개국 560여 명에 달했다. 

UN 내 해양문제담당관 협의체인 UN-Oceans 2012년도 총회를 처음으로 북미, 서유럽이 아닌 

여수에서 개최하였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네스코 청년포럼을 후원하였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 여수를 찾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양과학 선진국 해양과학기관장과 협의를 통하여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정신적 유산인 여수선언문 성안을 주도한 기관으로서, UN사무총장 

이하 해양관련 UN기구 수장 등 국제 해양거버넌스의 주역들이 일거 참석한 여수선언포럼을  

기획^준비^개최하여 해양에 기반한 녹색성장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협력대상국의	확대

2012년은 우리 원의 협력대상국이 비약적으로 확대된 한 해였다. 3년 전 한^페루 정상이 합의

한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이 주도면밀한 준비 끝에 실현되었고, 비교적 

가깝지만 교류^협력이 그리 활발하지 못했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협력의 물꼬를 틔웠다. 

특히, 중남미의 여러 임해개도국들은 우리의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기다리는 미래의 환태평양 

우방이며, 우리 원과 함께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운영할 페루해양연구소

(IMARPE)는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새로운 협력파트너이다.

지구심층(열염)순환의 길목에 위치하여 대양연구의 적지이면서 해양생물종다양성의 보고인 

해양대국 인도네시아의 주요 과학기관 즉 인도네시아 기술응용평가원(BPPT), 인도네시아  

과학원-해양연구센터(LIPI-RCO), 인도네시아 해양수산연구원(AMFRD)과 우리 운용해양학  

시스템 등 기술 및 인력교류를 증진하고 미세조류 유전자원 개발 등 해양천연물 공동연구를  

발굴할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필리핀 수산국(DA) 및  

필리핀대학교(UPV)와도 MOU를 체결하고 필리핀 비사야(Visayas)해역에서 해양생물자원  

공동조사를 시작하였다.

서태평양지역 해양신재생에너지 개발기술 워크숍을 후원하여 국별 기술개발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기술개발과 응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새로운 개발대상 분야를 모색하는 한편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의 서태평양지역 소위원회인 WESTPAC 9차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였다.

그림 8.  인도네시아 해양수산연구원과의 미세조류 유전
자원 등 공동연구 발굴

그림 10.  인도네시아 과학원과의 운용해양학 시스템 등 
기술인력 교류 증진 회의

그림 9. 인도네시아 기술응용평가원과의  MOU 체결 

그림 1. 세계 어류 DNA바코드 2012년도 컨퍼런스에서 
              김웅서(제1부원장) 발표

그림 2. 여수에서 열림 기후해양변화 심포지엄 VIPs 그림 3.  유네스코 청년포럼 연사들 (반기문 총장 등) 그림 4.  여수를 찾은 영국 플리머스해양연구소  
(PML) 소장

그림 5.  여수를 찾은 독일 해양연구원장 그림 6.  여수를 찾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해양법 
재판관

그림 7. 여수선언포럼 중 장도수 국제협력본부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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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내 해양문제담당관 협의체인 UN-Oceans 2012년도 총회를 처음으로 북미, 서유럽이 아닌 

여수에서 개최하였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네스코 청년포럼을 후원하였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 여수를 찾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양과학 선진국 해양과학기관장과 협의를 통하여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정신적 유산인 여수선언문 성안을 주도한 기관으로서, UN사무총장 

이하 해양관련 UN기구 수장 등 국제 해양거버넌스의 주역들이 일거 참석한 여수선언포럼을  

기획^준비^개최하여 해양에 기반한 녹색성장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협력대상국의	확대

2012년은 우리 원의 협력대상국이 비약적으로 확대된 한 해였다. 3년 전 한^페루 정상이 합의

한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이 주도면밀한 준비 끝에 실현되었고, 비교적 

가깝지만 교류^협력이 그리 활발하지 못했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협력의 물꼬를 틔웠다. 

특히, 중남미의 여러 임해개도국들은 우리의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기다리는 미래의 환태평양 

우방이며, 우리 원과 함께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운영할 페루해양연구소

(IMARPE)는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새로운 협력파트너이다.

지구심층(열염)순환의 길목에 위치하여 대양연구의 적지이면서 해양생물종다양성의 보고인 

해양대국 인도네시아의 주요 과학기관 즉 인도네시아 기술응용평가원(BPPT), 인도네시아  

과학원-해양연구센터(LIPI-RCO), 인도네시아 해양수산연구원(AMFRD)과 우리 운용해양학  

시스템 등 기술 및 인력교류를 증진하고 미세조류 유전자원 개발 등 해양천연물 공동연구를  

발굴할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필리핀 수산국(DA) 및  

필리핀대학교(UPV)와도 MOU를 체결하고 필리핀 비사야(Visayas)해역에서 해양생물자원  

공동조사를 시작하였다.

서태평양지역 해양신재생에너지 개발기술 워크숍을 후원하여 국별 기술개발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기술개발과 응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새로운 개발대상 분야를 모색하는 한편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의 서태평양지역 소위원회인 WESTPAC 9차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였다.

그림 8.  인도네시아 해양수산연구원과의 미세조류 유전
자원 등 공동연구 발굴

그림 10.  인도네시아 과학원과의 운용해양학 시스템 등 
기술인력 교류 증진 회의

그림 9. 인도네시아 기술응용평가원과의  MOU 체결 

그림 1. 세계 어류 DNA바코드 2012년도 컨퍼런스에서 
              김웅서(제1부원장) 발표

그림 2. 여수에서 열림 기후해양변화 심포지엄 VIPs 그림 3.  유네스코 청년포럼 연사들 (반기문 총장 등) 그림 4.  여수를 찾은 영국 플리머스해양연구소  
(PML) 소장

그림 5.  여수를 찾은 독일 해양연구원장 그림 6.  여수를 찾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해양법 
재판관

그림 7. 여수선언포럼 중 장도수 국제협력본부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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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작업용 로봇,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심해생물 및 극지연구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인 러시

아와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가능성을 모색하는 동시에 러시아 태평양연구소(POI)와 동해특성 

및 변화 등 협력 정례화를 추진 중이다.

제13차 POGO총회에 참석하여 세계 37개 선도해양연구기관과의 유대를 다짐은 물론 적도 

태평양 시계열관측사업(GAIA) 관련 센서가 표준화될 경우 이를 OceanSITES에 등록될 수 있게 

하였다.

북미와의	협력

국토해양부와 미국 해양대기청(NOAA) 간에 맺은 한미해양과학기술공동사업(JPA, Joint 

Project Agreement) 아래 우리 원은 NOAA와 8개의 과제를 수행 중이다. 특히 적도 서태평양  

기후연구의 일환으로 열대 서태평양 TAO array에 계류할 ADCP 등 해양관측장비의 구체적  

사양^일정^계류좌표, 설치방식 등 협의를 마친 채 2013년 계류를 앞두고 있다.

KIOST-NOAA Lab은 세계 해양정책 동향분석, 최신 해양과학기술정보 습득, 미국 해양학자  

네트워킹을 통한 공동연구 기반조성을 3대 목표로 정하고, NOAA와 해양-기후변화 공동  

세미나를  열어  국제공동  인도네시아  통과해류(ITF) 연구프로젝트를  우리  포세이돈

(POSEIDON) 프로젝트와 연계하기로 하였다.

유럽과의	협력

2012년은 작년 말 개소한 KIOST-PML Lab의 사실상 원년이었음에도 이미 유럽표준 해양순환

모델(NEMO) 관련 나노플라스틱 및 생지화학모델링 공동연구와 플리머스해양연구소(PML)의 

해양생태계모델(ERSEM)의 북서태평양 적용에 착수하였고 이외에도 원격탐사 데이터처리  

기술, 이산화탄소 해저저장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EKC-2012지원을 

통하여 유럽 내 한인 해양과학기술자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하였다.

동북아	협력

2012년 한해는 우리 원과 일본해양지구과학기술청(JAMSTEC, Japan Agency for Marine-

Earth Science and Technology)과의 파트너십이 한층 돈독해진 한 해였다. JAMSTEC의 TRITON 

부이가 열대서태평양에서 유실되었을 때 항행 중이던 우리 연구조사선 온누리호가 이를 회수

해 주었고 JAMSTEC의 연구조사선 Yokosuka호와 심해탐사정 Shinkai6500의 2012여수세계 

박람회 입항 및 전시행사를 국제협력본부에서 적극 지원하였다. 다져진 우호관계에 기반하여 

해양바이오, 기후변화 등 10개 분야 지식정보 및 시료 교류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일본항만총합연구재단과 연안기술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2012.11.08)하고 기술협력 

및 정보 교환 등 상호 협력 활동의 뜻을 나타내었다. 또한, 일본 연안기술연구센터와 연안방재, 

연안관리, 파랑해석, 기술개발 및 보급이라는 4개 부분을 주제로 제4회 공동워크숍 개최 

하였으며, 일본 항만항공기술연구소와는 동북대지진이후 중단되었던 공동워크숍 재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양국공동의 현안해결을 위한 중대형 공동연구과제인 황해/

동중국해 해양핵안전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 개발 협력 및 황해/동중국해 운용해양예보  

시스템 구축기반, 공통기술개발 협력 1차년도 사업목표를 달성하였고 2012년 12월부터 2차년

도에 착수하였다.

국제기구	참여

우리 정부 해양과학정책 자문기구이자 국내 기상-해양-수산기관의 접점인 한국해양학위원회

(KOC)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협력실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제 45차 

집행이사회,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2012년도 집행이사회, 제16차 북서태평양해양 

환경보전실천계획(NOWPAP, Northwest Paci�c Action Plan) 정부간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을 자문, 보좌하였고 IOC의장국으로서 IOC아프리카지역위원회의 신설을 전폭 지원 

하는 한편, 재정란에 처한 IOC국제해양탄소프로젝트를 후원하여 여타 회원국들의 귀감이  

되었다. 

이윤호 책임연구원은 IOC서태평양지역소위원회(WESTPAC) 제1부의장에 당선되었고, PICES

의 북태평양 생태계 변화 예측사업(FUTURE)의 수행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FUTURE 

Roadmap Workshop)를 부산에서 개최하였으며, 우수 청년과학자를 선발하여 지구 시스

템모델링 등 첨단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하였다. UN 세계해양환경평가(WOA, World Ocean 

Assessment)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대응협의체와 국내 해양환경평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기여전문가 30여 명을 섭외하는 등 우리나라의 WOA참여를 주도하였다. 

인도
네시아 필리핀

동부
아시아

유럽

남아메
리카

북아메
리카

그림 11.  WESTPAC총회에서 한국무용을 따라 하는 IOC
사무국장

국제협력 거점 운영

그림12. 일본 해양항만총합연구재단과의 MOU 체결

그림 13.  제4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일본 연안개발기술 
연구센터 공동 워크숍 

그림 14. 한^중센터관리위원회 회의

그림 15. IOC 45차 집행이사회 주재하는 변상경 의장

그림 16. PICES 미래 로드맵 워크숍 (유신재 박사)

그림 17.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국제학술행사 개최지원 
중 방문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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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일정^계류좌표, 설치방식 등 협의를 마친 채 2013년 계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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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가 열대서태평양에서 유실되었을 때 항행 중이던 우리 연구조사선 온누리호가 이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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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WESTPAC총회에서 한국무용을 따라 하는 IOC
사무국장

국제협력 거점 운영

그림12. 일본 해양항만총합연구재단과의 MOU 체결

그림 13.  제4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일본 연안개발기술 
연구센터 공동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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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PICES 미래 로드맵 워크숍 (유신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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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IOST 캐릭터 ‘키오(KIO)’

그림 2.  ‘여수세계박람회 골든벨을 잡아라’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전시·홍보 

2012년 7월 1일, 한국해양연구원(KORDI)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기관의 새로운 이름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KIOST의 이념과 비전을 담은 CI(Corporate Identify)를 제정하여 선포하고,  

대국민공모전을 통하여 캐릭터 ‘키오(KIO)’와 슬로건 ‘Feel the Ocean, Fill the Future’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해양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동영상은 아동용과 일반인용 

2가지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해 KIOST의 출범을 알리고자 바다 속 세상을 배경 

으로 하는 UCC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각종 매체를 통해 해양과학의  

중요성과 KIOST 출범의 의의를 알리기 위한 기획기사를 게재하였다.  

2010년 이후 사회적으로 ‘교육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출연 

연구기관의 교육기부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과기원도 다양한  

형태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간물 및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교육정보 제공을 위

해서도 노력하였다. 특히, 2006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Roger D. Kornberg(로저 콘버그)  

교수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선사하기도 하였다. 해양과학체험전시관 ‘KORDIUM’의 전시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 

하여 인근지역은 물론, 먼 곳에서까지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회 교육기부대상’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뿐만 아니라, 대중과의 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기관 대표홈페이지’와 

‘KORDIUM 사이버투어’가 ‘제9회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최우수상을, 사보 ‘See the Sea’ 가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인쇄부문 기획대상을 수상하는 등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도 했다.

[표 1. 보도실적]

[표 1. 홍보행사]

구  분 실   적

교육훈련 및 대중강연 ‘노벨상 수상자 콘버그 교수 초청 강연’ 등 123건 

전시회 및 대중행사 ‘제1회 교육기부박람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 등 28건

견학프로그램 ‘기관과학기술앰배서더 프로그램’ 등  248건

구  분 실   적

TV 다큐멘터리  KBS 특별기획 ‘잘피밭의 사계’ 등 22건

언론보도  ‘제철소 일산화탄소, 녹색에너지 수소로 변신 선언’ 등 2,532건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을 주제로 열린 전 세계 해양인의 축제로, 한국해양과학 

기술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였다. 특히, 전시관  

곳곳에 녹아 있는 최첨단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상을 소개하기 위하여 과학전문기자들을 

행사장으로 초대하여 취재를 지원하고, 일간지 칼럼 게재 등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 

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해양과학자와 함께 떠나는 여수세계박람회’라는 주제로  

총6회에 걸쳐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전시^홍보’, 

‘여수세계박람회 골든벨을 잡아라!’ 등의 행사를 개최, 또는 지원하여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그림 3. 해양과학자와 함께 떠나는 여수세계박람회 그림 4. KORDIUM 관람

그림 7. 교육기부박람회 (12. 03. 16~18) 그림 9. 해양바이오수소플랜트 준공식 및 시연회 (12. 06.19)

그림 5. 로저 콘버그 교수 초청 강연회 (12. 11. 01)

그림 6.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12. 12. 07) 

그림 8. 바다의 날 기념 행사 (12.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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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호	

●주요 연구조사 지역 대양 및 심해저 자원 탐사를 위한 태평양 해역

●2012년 운항실적 운항거리 - 51,696마일, 운항일수 - 302 일

●2012년 온누리호 운항실적

이어도호

●주요 연구조사 지역   국내 연근해 전 해역

●2012년 운항실적     운항거리 - 23,083 마일, 운항일수 - 250 일

장목호	1호

●주요 연구조사 지역   국내 연해 

●2012년 운항실적     운항거리 - 9,138 마일, 운항일수 - 175 일

장목호	2호

●주요 연구조사 지역  국내 연해 

●2011년 운항실적     운항거리 - 5,949 마일, 운항일수 - 107 일

●온누리호 제원
     총톤수 : 1,422 톤
     전장 : 63.08 m
     수선간장 : 55.50 m
     선폭 : 12.00 m
     순항속도 : 15.00 노트
     항속거리 : 10,000마일
     승선인원 : 41 명
     (연구원 26명, 승무원 15명)

●주요 연구 장비
        Single Beam Hydrographic Echo Sounder (EA 

600), Multichannel Seismic System, Acoustic 
Doppler Current Pro�ler, Gravitymeter, Deepsea 
Camera, Traction Winch, Piston Core, Konmap 
System, CTD Seabird 911

●이어도호 제원
     총톤수 : 546 톤
     전장 : 48.95 m
     수선간장 : 45.00 m
     선폭 : 8.60 m
     순항속도 : 12.00 노트
     항속거리 : 5,000마일
     승선인원 : 32 명
     (연구원 19명, 승무원 13명)

●주요 연구 장비
        Single Beam Hydrographic Echo Sounder 

(EA 502), Acoustic Doppler Current Pro�ler, 
Subbottom Pro�ler, CTD Seabird 911, Sparker 
Array System, XBT MK-9

●장목호 1호 제원
     총톤수 : 41 톤
     전장 : 24.22 m
     수선간장 : 21.80 m
     선폭 : 5.20 m
     순항속도 : 17.00 노트
     항속거리 : 380마일
     승선인원 : 15 명
     (연구원 11명, 승무원 4명)

●주요 연구 장비
        Acoustic Doppler Current Pro�ler, Multibeam 

Echosounder (EM 3002), Single Beam 
Hydrographic Echo Sounder (EA 400), 
Subbottom Pro�ler, CTD Seabird 911

●장목호 2호 제원
     총톤수 : 35톤
     전장 : 23.97m
     수선간장 : 21.20m
     선폭 : 4.8m
     순항속도 : 18 노트
     항속거리 : 300마일
     승선인원 : 12명(승무원 4명, 연구원 8명)
     연구장비 : CTD Seabird911

운항일정 운항목적 조사지역 책임자

01.01∼02.14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인도양 문재운

02. 27 ~ 03. 05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광물자원 정밀 조사 동해 정갑식

03.07 ~ 03.17

동해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 감시체계 구축

동해 김영일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독도의 지속가능한 연구

03. 19 ~ 03. 24 한국 관할해역 지체구조 및 해양지질 조사 황해북부
제주남부

이희일

04. 04~ 05. 21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피지 EEZ 문재운

05. 23 ~ 05. 31 상가수리 부산 구본관

06. 04 ~ 06. 23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연구 

동중국해 
및 

북서태평양
전동철

06. 24 ~ 07. 09 통합 기후예측을 위한 열대 서태평양 관측 서태평양 이재학

07. 14 ~ 07. 23 한국 관할해역 지체구조 및 해양지질 조사 황해북부
제주남부

이희일

07. 25 ~ 08. 09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광물자원 정밀 조사 황해 및 
남해

유해수

08. 16 ~ 11. 10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 북태평양 지상범

12. 06 ~ 12. 31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 동해 지상범

해양연구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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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행	연구과제

주요연구사업

2012

2011

2010

191,461백만 원

208,600백만 원

168,092백만 원

311건

261건

259건

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북서태평양의 해양환경 변화가 한반도 주변해(대한해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전동철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MT-IT 융합 실시간 관할해역 관측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최복경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파랑 관측, 분석 및 장기산출 전기천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일침수범람지역 예측 기술 및 재해도(Hazard Map) 작성 기술 개발 심재설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침식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 개발 연구 이종찬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생태계 장기변화 예측 시범 연구 장찬주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감시 체제 구축 박찬홍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환경충격에 따른 해양환경영향 예측 시스템 개발 정경태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황해저층냉수괴의 거동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강정훈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별관리해역의 관리를 위한 해양생태계 건강지수 개발 김영옥 2012. 01. 01 ~ 2013. 01. 0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략 무인도서 해양생태계 기반 관리기술 개발 연구 강정훈 2012. 01. 01 ~ 2013. 01. 0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감시 체제 구축(세부과제) 장     만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자원화 기술 개발 강도형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 온배수와 심층수 활용에 기반을 둔 해양식량 어류자원의 유전적 관리 
체계 구축

노충환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비쿼터스 해양 유용/유해생물 관리기술 개발 김     성 2012. 01. 01 ~ 2013. 01. 0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중터널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박우선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천해용 해상도시 건설을 위한 계류앵커 기술 개발 권오순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력발전 시스템 성능향상 기술 개발 정원무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운영 및 기능 고도화 사업 박영제 2012. 01. 01 ~ 2013. 01. 0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관측조사 표준화 확립 사업 김은수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새만금 해양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조철호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운영 홍상희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열대 태평양기지 운영 및 기본 연구활동 지원 박흥식 2012. 01. 01 ~ 2013. 01. 0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남태평양연구센터 건설사업 김재순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기술 정보 분석을 통한 미래연구 수요 개발 강길모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기술 전략 개발 연구 강길모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장기 연구발전 전략 수립 연구 이희일 2012. 01. 17 ~ 2012. 08.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후변화와 자연기후 변동성의 상관성 분석 연구 국종성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극한생물 유래 미지단백질의 질병 연관성 또는 신기능 연구 이현숙 2012. 03.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생리 생태변화 연구 김동성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제공동해양조사(ARGO) 운영 강석구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데이터 관리 운영 사업 김성대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 연구 심원준 2012. 03.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물로부터 항노화 바이오소재 개발 연구 신희재 2012. 03.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상풍력 지지구조물 건설기술 개발 연구 윤길림 2012. 03.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지역기후 접합모형(RCCM) 수립 및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상세 전망 장찬주 2012. 03. 01 ~ 2012. 12. 3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동해 중북부 연안-심해 Geoframework 및  
해저지형 진화 연구

이희일 2012. 03.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유래 바이오에너지 생산 핵심 유전자원 및 생촉매 발굴 권개경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적도 태평양 연구인프라 구축 연구 권문상 2012. 05.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의 저항 및 추진성능 향상 핵심기술 개발 (2/3) 김광수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고정밀 임무수행을 위한 인공 지능 기반의 수중 로봇 기술 개발 (3/5) 최현택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구조물의 이송^설치를 위한 작업성능 평가기술 개발 (2/3) 성홍근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극한환경 극복 기술 (2/7) 이판묵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 수중소음 모형시험을 위한 계측기반 구축 연구 (1/3) 박철수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한수역에서의 선박 운항 시뮬레이션 기술 고도화 (1/3) 여동진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SPAR 기반 연계형 지지구조물 기술 개발 (1/3) 홍석원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성능 분석을 통한 대체설계 기초기술 개발 (1/3) 강희진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요 위험유해물질(HNS) 유출 거동예측 및 대응정보 지원 기술 개발 (1/3) 이문진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상교통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인간공학 실험평가 기술 개발 (1/3) 김홍태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다중 해저주행로봇의 분산제어 핵심기술 연구 (1/3) 여태경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항해 및 재난해파 조기검출을 위한 위성기반 정밀 수직측위 기술  
연구 (3/6)

조득재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차원 유출유 확산예측 기반 해양유류오염 방제 지원기술 개발 (1/3) 이문진 2012. 03.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기술 개발 및 실증 신승호 2012. 08.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내외 선박해양플랜트 산업 및 기술 개발 동향 분석 연구 오위영 2012. 09. 01 ~ 2013. 04. 3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91Annual Report 2012부록90

주요	수행	연구과제

주요연구사업

2012

2011

2010

191,461백만 원

208,600백만 원

168,092백만 원

311건

261건

259건

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북서태평양의 해양환경 변화가 한반도 주변해(대한해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전동철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MT-IT 융합 실시간 관할해역 관측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최복경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파랑 관측, 분석 및 장기산출 전기천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일침수범람지역 예측 기술 및 재해도(Hazard Map) 작성 기술 개발 심재설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침식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 개발 연구 이종찬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생태계 장기변화 예측 시범 연구 장찬주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감시 체제 구축 박찬홍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환경충격에 따른 해양환경영향 예측 시스템 개발 정경태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황해저층냉수괴의 거동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강정훈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별관리해역의 관리를 위한 해양생태계 건강지수 개발 김영옥 2012. 01. 01 ~ 2013. 01. 0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략 무인도서 해양생태계 기반 관리기술 개발 연구 강정훈 2012. 01. 01 ~ 2013. 01. 0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감시 체제 구축(세부과제) 장     만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자원화 기술 개발 강도형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 온배수와 심층수 활용에 기반을 둔 해양식량 어류자원의 유전적 관리 
체계 구축

노충환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비쿼터스 해양 유용/유해생물 관리기술 개발 김     성 2012. 01. 01 ~ 2013. 01. 0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중터널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박우선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천해용 해상도시 건설을 위한 계류앵커 기술 개발 권오순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력발전 시스템 성능향상 기술 개발 정원무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운영 및 기능 고도화 사업 박영제 2012. 01. 01 ~ 2013. 01. 0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관측조사 표준화 확립 사업 김은수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새만금 해양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조철호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운영 홍상희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열대 태평양기지 운영 및 기본 연구활동 지원 박흥식 2012. 01. 01 ~ 2013. 01. 0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남태평양연구센터 건설사업 김재순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기술 정보 분석을 통한 미래연구 수요 개발 강길모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기술 전략 개발 연구 강길모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장기 연구발전 전략 수립 연구 이희일 2012. 01. 17 ~ 2012. 08.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후변화와 자연기후 변동성의 상관성 분석 연구 국종성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극한생물 유래 미지단백질의 질병 연관성 또는 신기능 연구 이현숙 2012. 03.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생리 생태변화 연구 김동성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제공동해양조사(ARGO) 운영 강석구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데이터 관리 운영 사업 김성대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 연구 심원준 2012. 03.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물로부터 항노화 바이오소재 개발 연구 신희재 2012. 03.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상풍력 지지구조물 건설기술 개발 연구 윤길림 2012. 03.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지역기후 접합모형(RCCM) 수립 및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상세 전망 장찬주 2012. 03. 01 ~ 2012. 12. 3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동해 중북부 연안-심해 Geoframework 및  
해저지형 진화 연구

이희일 2012. 03.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유래 바이오에너지 생산 핵심 유전자원 및 생촉매 발굴 권개경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적도 태평양 연구인프라 구축 연구 권문상 2012. 05.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의 저항 및 추진성능 향상 핵심기술 개발 (2/3) 김광수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고정밀 임무수행을 위한 인공 지능 기반의 수중 로봇 기술 개발 (3/5) 최현택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구조물의 이송^설치를 위한 작업성능 평가기술 개발 (2/3) 성홍근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극한환경 극복 기술 (2/7) 이판묵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 수중소음 모형시험을 위한 계측기반 구축 연구 (1/3) 박철수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한수역에서의 선박 운항 시뮬레이션 기술 고도화 (1/3) 여동진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SPAR 기반 연계형 지지구조물 기술 개발 (1/3) 홍석원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성능 분석을 통한 대체설계 기초기술 개발 (1/3) 강희진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요 위험유해물질(HNS) 유출 거동예측 및 대응정보 지원 기술 개발 (1/3) 이문진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상교통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인간공학 실험평가 기술 개발 (1/3) 김홍태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다중 해저주행로봇의 분산제어 핵심기술 연구 (1/3) 여태경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항해 및 재난해파 조기검출을 위한 위성기반 정밀 수직측위 기술  
연구 (3/6)

조득재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차원 유출유 확산예측 기반 해양유류오염 방제 지원기술 개발 (1/3) 이문진 2012. 03.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기술 개발 및 실증 신승호 2012. 08. 01 ~ 2012.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내외 선박해양플랜트 산업 및 기술 개발 동향 분석 연구 오위영 2012. 09. 01 ~ 2013. 04. 3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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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안전설비 대체설비용 위해도 분석 박범진 2012. 01. 01 ~ 2012. 10. 31 국토해양부

해양극한생물분자유전체연구단 이정현 2012. 01. 01 ~ 2012. 12. 31 국토해양부

한중해양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협력 사업 구본관 2012. 01. 01 ~ 2012. 12. 31 국토해양부

하구역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 장     만 2012. 01. 01 ~ 2012. 12. 31 국토해양부

서남극해 결빙해역의 순환 및 하위생태계 특성 분석 이재학 2012. 01. 01 ~ 2012. 12. 31 교육과학기술부

실시간 항만항행 환경정보 기반 선박 안전 입출항 지원 기술 개발 (2/5) 김선영 2012. 01. 01 ~ 2012. 12. 31 지식경제부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실용화 기술 개발 홍기용 2012. 01. 01 ~ 2012. 12. 31 국토해양부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 연구 김경태 2012. 01. 02 ~ 2013. 01. 21 국토해양부

해양미생물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권개경 2012. 01. 09 ~ 2012. 10. 31 국토해양부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9) 정창수 2012. 01. 19 ~ 2012. 12. 31 국토해양부

2012년도 여수선언문 업무위수탁 연구 장도수 2012. 01. 25 ~ 2012. 09. 30 국토해양부

해양심층수의 에너지 이용기술 개발 김현주 2012. 02. 01 ~ 2013. 01. 31 국토해양부

국가어항 외곽시설(방파제 등) 설계파 검토 및 안전성 평가 (3) 전기천 2012. 02. 26 ~ 2013. 02. 25 농림수산식품부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지상범 2012. 03. 01 ~ 2013. 02. 28 국토해양부

나노캡시드 살포 및 생태계 위해성 평가 원천기술 개발 백승호 2012. 03. 01 ~ 2013. 02. 28 교육과학기술부

북태평양 기후변동 수치모델링 연구 장찬주 2012. 03. 01 ~ 2013. 02. 28 국토해양부

정지궤도 해양위성(GOCI) 활용 연구 유주형 2012. 03. 01 ~ 2013. 02. 28 국토해양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 박찬홍 2012. 03. 05 ~ 2013. 01. 15 국토해양부

지구시스템 모듈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해양과정 모의 분석 연구 김철호 2012. 03. 08 ~ 2013. 02. 28 기상청

엘니뇨 진단 기법 개발 및 한반도 기후와 관련성 연구 국종성 2012. 03. 08 ~ 2013. 02. 28 기상청

동해의 해저지진 특성 해석을 위한 이동식 해저지진계 적용 연구 김광희 2012. 03. 08 ~ 2013. 02. 28 기상청

고해상 탄성파 탐사를 이용한 한반도 연안의 신기 지진활동 분석 김한준 2012. 03. 15 ~ 2013. 02. 28 기상청

기상청 지진관측망에 관측된 지진원 위치 결정의 오차 평가 및 GT 수준 지진 
카탈로그 작성

김한준 2012. 03. 15 ~ 2013. 02. 28 기상청

남해 통영 서남부 EEZ 골재자원 조사 연구 신동혁 2012. 03. 22 ~ 2012. 12. 20 국토해양부

해저 지반조사 장비 및 분석 시스템 개발 장인성 2012. 03. 26 ~ 2013. 03. 25 국토해양부

유류오염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 복원 연구 (4) 심원준 2012. 04. 01 ~ 2013. 03. 31 국토해양부

국제해양과학협력 기반구축 연구 이웅열 2012. 04. 01 ~ 2013. 03. 31 국토해양부

CO2 해양지중저장 기술 개발 허    철 2012. 04. 01 ~ 2013. 03. 31 국토해양부

해저 및 해상생산플랜트 설치설계 핵심기술 개발 (2/5) 홍사영 2012. 04. 01 ~ 2013. 03. 31 지식경제부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 개발 (3/5) 황호진 2012. 04. 01 ~ 2013. 03. 31 지식경제부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 연구 심재설 2012. 04. 01 ~ 2013. 03. 31 국토해양부

UN 세계해양환경평가 대응기반 구축·운영 연구 (4) 김경진 2012. 04. 13 ~ 2012. 12. 20 국토해양부

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해양오염 퇴적물 분포 현황 조사 (2) 김경련 2012. 04. 20 ~ 2013. 01. 14 국토해양부

해양생물 추출물을 이용한 미생물 세포벽 합성 저해제 발굴 및 작용기작 규명 차선신 2012. 05. 01 ~ 2013. 04. 30 교육과학기술부

친환경 추진기 캐비테이션 성능 제어 기술 개발 (4/5) 김기섭 2012. 06. 01 ~ 2013. 05. 31 지식경제부

해양영토관리 통합DB 체계 구축 김성대 2012. 06. 01 ~ 2013. 05. 31 국토해양부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문재운 2012. 06. 01 ~ 2013. 05. 31 국토해양부

선박성능 고도화 핵심기반 구축 및 기술 개발 (4/5) 반석호 2012. 06. 01 ~ 2013. 05. 31 지식경제부

빙해선박의 극지항로 안전운항기술 및 극저온 빙성능 시험평가 기법 개발 (4/5) 이춘주 2012. 06. 01 ~ 2013. 05. 31 지식경제부

한국 관할해역 지질구조 및 해양지질 조사 정갑식 2012. 06. 01 ~ 2013. 05. 31 국토해양부

2012년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전국) 홍석원 2012. 06. 01 ~ 2013. 05. 31 중소기업청

설계 유의파고 15m 해역의 Oil & Gas 생산을 위한 100만 배럴급 FPSO용 Turret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성홍근 2012. 06. 01 ~ 2013. 05. 31 지식경제부

선박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형식 복합 추진 시스템 기술 개발 (2/5) 안해성 2012. 06. 01 ~ 2013. 05. 31 지식경제부

실시간 수직 자동 관측 장치의 운용 및 해양관측 기법 개발 강동진 2012. 06. 01 ~ 2013. 05. 31 국토해양부

생체정보를 이용한 수생태계 주요 유해화학물질 위해성 예측 도구 및 PAH류 검출
랩칩 개발

염승식 2012. 06. 01 ~ 2013. 05. 31 환경부

극지 환경 조건을 고려한 Platform Supply Vessel 핵심 기술 개발 이춘주 2012. 06. 01 ~ 2013. 05. 31 지식경제부

저항추진성능 향상 선종별 에너지절감 부가장치 개발 및 실선 적용 (2/5) 이영연 2012. 06. 01 ~ 2013. 05. 31 지식경제부

국제 해양 GIS 표준 기술 기반 차세대 항행정보 지원 시스템 기술 개발 (1/4) 김선영 2012. 06. 01 ~ 2013. 05. 31 지식경제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선박 저항감소 및 추진성능 향상 핵심기술 개발 (2/5) 김     진 2012. 06. 01 ~ 2013. 05. 31 지식경제부

대수심 버켓기초 시공 시스템 개발 권오순 2012. 06. 10 ~ 2013. 06. 09 국토해양부

2012년도 업그레이드 기술이전 사업 김태영 2012. 06. 25 ~ 2013. 06. 24 지식경제부

국제 항만기술 연구동향 조사 및 기술정보 구축 오영민 2012. 06. 26 ~ 2013. 02. 20 국토해양부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실시설계 및 건조 박정기 2012. 07. 01 ~ 2013. 04. 30 국토해양부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 박광순 2012. 07. 01 ~ 2013. 06. 30 국토해양부

통가 해저열수광상 개발 사업 이경용 2012. 07. 01 ~ 2013. 06. 30 국토해양부

CO2 변환·농축·해양저장 기술 개발 신경순 2012. 07. 01 ~ 2013. 06. 30 지식경제부

해양 초고온 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개발 강성균 2012. 07. 01 ~ 2013. 06. 30 국토해양부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2) 김선영 2012. 07. 14 ~ 2013. 07. 13 국토해양부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개발 (3) 전봉환 2012. 07. 19 ~ 2013. 07. 18 국토해양부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이희승 2012. 08. 01 ~ 2013. 06. 30 국토해양부

항만 수중공사용 무인 다목적 기계화 시공장비 개발 장인성 2012. 08. 01 ~ 2013. 07. 31 국토해양부

해양풍력단지 장기 환경 모니터링 기술 연구 이광수 2012. 08. 01 ~ 2013. 07. 31 지식경제부

기후변화가 남해권역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기능평가 기술 개발 사업 주세종 2012. 08. 01 ~ 2013. 07. 31 국토해양부

수중 광역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 임용곤 2012. 08. 01 ~ 2013. 07. 31 국토해양부

주요	수행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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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안전설비 대체설비용 위해도 분석 박범진 2012. 01. 01 ~ 2012. 10. 31 국토해양부

해양극한생물분자유전체연구단 이정현 2012. 01. 01 ~ 2012. 12. 31 국토해양부

한중해양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협력 사업 구본관 2012. 01. 01 ~ 2012. 12. 31 국토해양부

하구역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 장     만 2012. 01. 01 ~ 2012. 12. 31 국토해양부

서남극해 결빙해역의 순환 및 하위생태계 특성 분석 이재학 2012. 01. 01 ~ 2012. 12. 31 교육과학기술부

실시간 항만항행 환경정보 기반 선박 안전 입출항 지원 기술 개발 (2/5) 김선영 2012. 01. 01 ~ 2012. 12. 31 지식경제부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실용화 기술 개발 홍기용 2012. 01. 01 ~ 2012. 12. 31 국토해양부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 연구 김경태 2012. 01. 02 ~ 2013. 01. 21 국토해양부

해양미생물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권개경 2012. 01. 09 ~ 2012. 10. 31 국토해양부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9) 정창수 2012. 01. 19 ~ 2012. 12. 31 국토해양부

2012년도 여수선언문 업무위수탁 연구 장도수 2012. 01. 25 ~ 2012. 09. 30 국토해양부

해양심층수의 에너지 이용기술 개발 김현주 2012. 02. 01 ~ 2013. 01. 31 국토해양부

국가어항 외곽시설(방파제 등) 설계파 검토 및 안전성 평가 (3) 전기천 2012. 02. 26 ~ 2013. 02. 25 농림수산식품부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지상범 2012. 03. 01 ~ 2013. 02. 28 국토해양부

나노캡시드 살포 및 생태계 위해성 평가 원천기술 개발 백승호 2012. 03. 01 ~ 2013. 02. 28 교육과학기술부

북태평양 기후변동 수치모델링 연구 장찬주 2012. 03. 01 ~ 2013. 02. 28 국토해양부

정지궤도 해양위성(GOCI) 활용 연구 유주형 2012. 03. 01 ~ 2013. 02. 28 국토해양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 박찬홍 2012. 03. 05 ~ 2013. 01. 15 국토해양부

지구시스템 모듈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해양과정 모의 분석 연구 김철호 2012. 03. 08 ~ 2013. 02. 28 기상청

엘니뇨 진단 기법 개발 및 한반도 기후와 관련성 연구 국종성 2012. 03. 08 ~ 2013. 02. 28 기상청

동해의 해저지진 특성 해석을 위한 이동식 해저지진계 적용 연구 김광희 2012. 03. 08 ~ 2013. 02. 28 기상청

고해상 탄성파 탐사를 이용한 한반도 연안의 신기 지진활동 분석 김한준 2012. 03. 15 ~ 2013. 02. 28 기상청

기상청 지진관측망에 관측된 지진원 위치 결정의 오차 평가 및 GT 수준 지진 
카탈로그 작성

김한준 2012. 03. 15 ~ 2013. 02. 28 기상청

남해 통영 서남부 EEZ 골재자원 조사 연구 신동혁 2012. 03. 22 ~ 2012. 12. 20 국토해양부

해저 지반조사 장비 및 분석 시스템 개발 장인성 2012. 03. 26 ~ 2013. 03. 25 국토해양부

유류오염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 복원 연구 (4) 심원준 2012. 04. 01 ~ 2013. 03. 31 국토해양부

국제해양과학협력 기반구축 연구 이웅열 2012. 04. 01 ~ 2013. 03. 31 국토해양부

CO2 해양지중저장 기술 개발 허    철 2012. 04. 01 ~ 2013. 03. 31 국토해양부

해저 및 해상생산플랜트 설치설계 핵심기술 개발 (2/5) 홍사영 2012. 04. 01 ~ 2013. 03. 31 지식경제부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 개발 (3/5) 황호진 2012. 04. 01 ~ 2013. 03. 31 지식경제부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 연구 심재설 2012. 04. 01 ~ 2013. 03. 31 국토해양부

UN 세계해양환경평가 대응기반 구축·운영 연구 (4) 김경진 2012. 04. 13 ~ 2012. 12. 20 국토해양부

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해양오염 퇴적물 분포 현황 조사 (2) 김경련 2012. 04. 20 ~ 2013. 01. 14 국토해양부

해양생물 추출물을 이용한 미생물 세포벽 합성 저해제 발굴 및 작용기작 규명 차선신 2012. 05. 01 ~ 2013. 04. 30 교육과학기술부

친환경 추진기 캐비테이션 성능 제어 기술 개발 (4/5) 김기섭 2012. 06. 01 ~ 2013. 05. 31 지식경제부

해양영토관리 통합DB 체계 구축 김성대 2012. 06. 01 ~ 2013. 05. 31 국토해양부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문재운 2012. 06. 01 ~ 2013. 05. 31 국토해양부

선박성능 고도화 핵심기반 구축 및 기술 개발 (4/5) 반석호 2012. 06. 01 ~ 2013. 05. 31 지식경제부

빙해선박의 극지항로 안전운항기술 및 극저온 빙성능 시험평가 기법 개발 (4/5) 이춘주 2012. 06. 01 ~ 2013. 05. 31 지식경제부

한국 관할해역 지질구조 및 해양지질 조사 정갑식 2012. 06. 01 ~ 2013. 05. 31 국토해양부

2012년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전국) 홍석원 2012. 06. 01 ~ 2013. 05. 31 중소기업청

설계 유의파고 15m 해역의 Oil & Gas 생산을 위한 100만 배럴급 FPSO용 Turret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성홍근 2012. 06. 01 ~ 2013. 05. 31 지식경제부

선박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형식 복합 추진 시스템 기술 개발 (2/5) 안해성 2012. 06. 01 ~ 2013. 05. 31 지식경제부

실시간 수직 자동 관측 장치의 운용 및 해양관측 기법 개발 강동진 2012. 06. 01 ~ 2013. 05. 31 국토해양부

생체정보를 이용한 수생태계 주요 유해화학물질 위해성 예측 도구 및 PAH류 검출
랩칩 개발

염승식 2012. 06. 01 ~ 2013. 05. 31 환경부

극지 환경 조건을 고려한 Platform Supply Vessel 핵심 기술 개발 이춘주 2012. 06. 01 ~ 2013. 05. 31 지식경제부

저항추진성능 향상 선종별 에너지절감 부가장치 개발 및 실선 적용 (2/5) 이영연 2012. 06. 01 ~ 2013. 05. 31 지식경제부

국제 해양 GIS 표준 기술 기반 차세대 항행정보 지원 시스템 기술 개발 (1/4) 김선영 2012. 06. 01 ~ 2013. 05. 31 지식경제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선박 저항감소 및 추진성능 향상 핵심기술 개발 (2/5) 김     진 2012. 06. 01 ~ 2013. 05. 31 지식경제부

대수심 버켓기초 시공 시스템 개발 권오순 2012. 06. 10 ~ 2013. 06. 09 국토해양부

2012년도 업그레이드 기술이전 사업 김태영 2012. 06. 25 ~ 2013. 06. 24 지식경제부

국제 항만기술 연구동향 조사 및 기술정보 구축 오영민 2012. 06. 26 ~ 2013. 02. 20 국토해양부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실시설계 및 건조 박정기 2012. 07. 01 ~ 2013. 04. 30 국토해양부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 박광순 2012. 07. 01 ~ 2013. 06. 30 국토해양부

통가 해저열수광상 개발 사업 이경용 2012. 07. 01 ~ 2013. 06. 30 국토해양부

CO2 변환·농축·해양저장 기술 개발 신경순 2012. 07. 01 ~ 2013. 06. 30 지식경제부

해양 초고온 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개발 강성균 2012. 07. 01 ~ 2013. 06. 30 국토해양부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2) 김선영 2012. 07. 14 ~ 2013. 07. 13 국토해양부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개발 (3) 전봉환 2012. 07. 19 ~ 2013. 07. 18 국토해양부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이희승 2012. 08. 01 ~ 2013. 06. 30 국토해양부

항만 수중공사용 무인 다목적 기계화 시공장비 개발 장인성 2012. 08. 01 ~ 2013. 07. 31 국토해양부

해양풍력단지 장기 환경 모니터링 기술 연구 이광수 2012. 08. 01 ~ 2013. 07. 31 지식경제부

기후변화가 남해권역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기능평가 기술 개발 사업 주세종 2012. 08. 01 ~ 2013. 07. 31 국토해양부

수중 광역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 임용곤 2012. 08. 01 ~ 2013. 07. 31 국토해양부

주요	수행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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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DGNSS 보정서비스 신뢰성 기술개발 (2) 서기열 2012. 08. 05 ~ 2013. 08. 04 국토해양부

해상부유식 LNG 벙커링 시스템 기술개발 기획연구 성홍근 2012. 08. 15 ~ 2013. 02. 14 국토해양부

지속가능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기술개발 (피복 및 현장처리기술) 김경련 2012. 08. 16 ~ 2013. 08. 15 국토해양부

육상교통 환경에서 위성항법 활용을 위한 항법신호 이상 감시기법 연구 조득재 2012. 08. 31 ~ 2013. 08. 30 국토해양부

미세조류 육상배양 강도형 2012. 09. 01 ~ 2013. 07. 31 국토해양부

해양심층수 산업 지원 기술 개발 문덕수 2012. 09. 01 ~ 2013. 08. 31 국토해양부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 및 관리기술 개발 (2) 김홍태 2012. 09. 01 ~ 2013. 08. 31 국토해양부

사고선박 예인지원 요소기술 및 구난체제 개선 연구 최혁진 2012. 09. 01 ~ 2013. 08. 31 국토해양부

해양정보유통 기반 기술 개발 및 정책 연구 김성대 2012. 09. 01 ~ 2013. 08. 31 국토해양부

방파제 재해예방 경보 시스템 구축 전기천 2012. 09. 10 ~ 2014. 01. 02 국토해양부

기존 시추자료 활용연구 (동해의 지구조적 연구와 관련한 심부시추의 필요성 제안) 현상민 2012. 09. 15 ~ 2013. 09. 14 국토해양부

방사능 물질의 수산물 농축 영향 및 오염사례 연구 홍기훈 2012. 09. 26 ~ 2013. 06. 23 농림수산식품부

통합 기후예측 시스템을 위한 기후예측 시뮬레이터 개발 및 대양 관측 이재학 2012. 09. 30 ~ 2013. 09. 29 교육과학기술부

해양관측위성 2호 운영 기술 개발 및 감리 유주형 2012. 10. 01 ~ 2013. 04. 30 국토해양부

U-기반 해운물류 체계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 (5) 임용곤 2012. 10. 01 ~ 2013. 07. 31 국토해양부

선박평형수 유해 수중생물 모니터링 장치 개발 오정환 2012. 10. 01 ~ 2013. 08. 31 국토해양부

해상 LNG터미널(FSRU)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홍석원 2012. 10. 01 ~ 2013. 09. 30 지식경제부

유공케이슨 및 상부구조물 작용 파압 평가 오영민 2012. 10. 01 ~ 2013. 09. 30 국토해양부

2012년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연구 배세진 2012. 10. 31 ~ 2013. 08. 26 국토해양부

해양미생물자원 기탁 등록보존기관 권개경 2012. 11. 01 ~ 2013. 08. 31 국토해양부

안전설비(Liquid-Seal) 대체 설비용 위해도 분석 박범진 2012. 11. 01 ~ 2013. 10. 31 국토해양부

해상풍력 지지구조물 신뢰성 해석 및 설계프로그램 개발 윤길림 2012. 11. 01 ~ 2013. 10. 31 지식경제부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 개발 이광수 2012. 11. 11 ~ 2013. 11. 10 국토해양부

인공리프 실해역 성능평가 및 모니터링 정원무 2012. 11. 21 ~ 2013. 08. 31 국토해양부

고효율/친환경 조류발전을 위한 유연플랩형 터빈 기술 개발 고진환 2012. 12. 01 ~ 2013. 11. 30 지식경제부

차세대 해양생명공학사업 추진 방안 연구 강길모 2012. 12. 01 ~ 2013. 11. 30 국토해양부

DGNSS 서비스 성능강화 및 항만 PNT 모니터링 기술 개발 서기열 2012. 12. 01 ~ 2013. 11. 30 국토해양부

수중 인공 구조물의 국소지역 정밀 탐사가 가능한 1.0m 위치 오차를 갖는 수중로봇 
자율유영 기술 개발

최현택 2012. 12. 01 ~ 2014. 02. 28 지식경제부

2012년도 해양생태계 유해생물 해파리 피해 예방 연구 염승식 2012. 12. 10 ~ 2013. 12. 04 국토해양부

부산항 신항 해양수리 연구 개발 (1/3) 정원무 2012. 12. 13 ~ 2013. 04. 19 국토해양부

고파랑 대응 소파블럭 및 상치구조물 기술 개발 오영민 2012. 12. 20 ~ 2013. 12. 19 국토해양부

항만시설물 점검용 장비 기술 개발 한상훈 2012. 12. 26 ~ 2013. 11. 25 국토해양부

주요	수행	연구과제

수탁연구사업

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해양분야 위성활용 연구 유주형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황해 생태지역 지원사업 (5) 김웅서 2012. 01. 01 ~ 2013. 03. 31 세계야생기금(WWF)

한라IMS 평형수 관리장치 'EcoGuardian'의 최종 및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신경순 2012. 02. 06 ~ 2013. 12. 31 한라IMS

벵갈만 해역 서식 해양생물 유래의 생리활성 천연물 발굴 및 활용 연구 이연주 2012. 03. 01 ~ 2012. 12. 3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2 해양특성 조사 이용국 2012. 03. 21 ~ 2013. 03. 31 해군본부

제주 해군기지 평면배치 변경안에 대한 항내정온도 및 항만가동율 검토 정원무 2012. 04. 09 ~ 2012. 06. 30 (주)삼성물산

해양바이오메탄 기초 원천기술 개발 연구 기획 이정현 2012. 04. 09 ~ 2012. 10. 08 한국가스공사

STX조선해양-해양연  협력사업 이영연 2012. 05. 01 ~  2014. 04. 30 (주)STX조선해양

차기상륙함(LST-II)  상세설계 및 건조단계 IR 신호예측 및 감소대책 연구 김윤식 2012. 05. 07  ~ 2014. 11. 30 (주)한진중공업

평택^당진항 항로 확장 준설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김종관 2012. 05. 14 ~ 2013. 09. 13 한국감정원

K289 울산급  Batch-II 기본설계사업 저소음 프로펠러 설계 및 모형시험 안종우 2012. 05. 17 ~  2013. 06. 30 (주)대우조선해양

울릉도-독도 다목적 해저케이블 구축 기획 연구 최복경 2012. 05. 17 ~ 2012. 12. 12 경북도청

가거도항 태풍에 의한 이상파랑의 수치모형 실험 전기천 2012. 06. 01 ~ 2013. 02. 28 (주)혜인이엔씨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운영 및 법제화 방안 연구 강동진 2012. 07. 05 ~ 2012. 11. 01 (주)전략해양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이문숙 2012. 07. 20 ~ 2013. 05. 15 안산시청

해양환경 (수질 및 퇴적물) 영향 조사 김창준 2012. 08. 15 ~ 2014. 02. 14 (주)장금상선

신울진원전 1,2호기 온배수 어업영향 예측 조사 강래선 2012. 08. 16 ~ 2014. 05. 15 (주) 한국수력원자력
울진원자력본부

자율무인잠수정의 실해역 성능시험 노하우 개발 김덕진 2012. 10. 01 ~ 2014. 10. 31 (주)한화 대전사업장

바이오에너지 시범플랜트 실시계획 연구 박세헌 2012. 10. 16 ~ 2013. 06. 12 경북도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연안통합관리 체계구축 연구 (2) 권석재 2012. 10. 25 ~ 2013. 10. 24 한국국제협력단

삼성중공업 선박평형수 관리장치의 필터 및 전극교체와 생물사멸시험 
검증

신경순 2012. 11. 30 ~ 2013. 11. 30 부산테크노파크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에 따른 극지공학 분야 기획 연구 이광수 2012. 12. 01 ~ 2013. 11. 3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기후변화에 따른 이머징 해양 세균성 병원체 탐색 기술 개발 이택견 2012. 12. 27 ~ 2013. 11. 30 한국식품연구원

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항로표지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 김연규 2012. 12. 26 ~ 2013. 12. 10 국토해양부

환경 친화적 준설토 확보, 매립 및 운송거리 30km 이상급 이송 기술 개발 윤길림 2012. 12. 27 ~ 2013. 07. 26 국토해양부

수중로봇 기술개발 전략 프로그램 기획 연구 홍     섭 2012. 12. 28 ~ 2013. 06. 27 국토해양부

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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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DGNSS 보정서비스 신뢰성 기술개발 (2) 서기열 2012. 08. 05 ~ 2013. 08. 04 국토해양부

해상부유식 LNG 벙커링 시스템 기술개발 기획연구 성홍근 2012. 08. 15 ~ 2013. 02. 14 국토해양부

지속가능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기술개발 (피복 및 현장처리기술) 김경련 2012. 08. 16 ~ 2013. 08. 15 국토해양부

육상교통 환경에서 위성항법 활용을 위한 항법신호 이상 감시기법 연구 조득재 2012. 08. 31 ~ 2013. 08. 30 국토해양부

미세조류 육상배양 강도형 2012. 09. 01 ~ 2013. 07. 31 국토해양부

해양심층수 산업 지원 기술 개발 문덕수 2012. 09. 01 ~ 2013. 08. 31 국토해양부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 및 관리기술 개발 (2) 김홍태 2012. 09. 01 ~ 2013. 08. 31 국토해양부

사고선박 예인지원 요소기술 및 구난체제 개선 연구 최혁진 2012. 09. 01 ~ 2013. 08. 31 국토해양부

해양정보유통 기반 기술 개발 및 정책 연구 김성대 2012. 09. 01 ~ 2013. 08. 31 국토해양부

방파제 재해예방 경보 시스템 구축 전기천 2012. 09. 10 ~ 2014. 01. 02 국토해양부

기존 시추자료 활용연구 (동해의 지구조적 연구와 관련한 심부시추의 필요성 제안) 현상민 2012. 09. 15 ~ 2013. 09. 14 국토해양부

방사능 물질의 수산물 농축 영향 및 오염사례 연구 홍기훈 2012. 09. 26 ~ 2013. 06. 23 농림수산식품부

통합 기후예측 시스템을 위한 기후예측 시뮬레이터 개발 및 대양 관측 이재학 2012. 09. 30 ~ 2013. 09. 29 교육과학기술부

해양관측위성 2호 운영 기술 개발 및 감리 유주형 2012. 10. 01 ~ 2013. 04. 30 국토해양부

U-기반 해운물류 체계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 (5) 임용곤 2012. 10. 01 ~ 2013. 07. 31 국토해양부

선박평형수 유해 수중생물 모니터링 장치 개발 오정환 2012. 10. 01 ~ 2013. 08. 31 국토해양부

해상 LNG터미널(FSRU)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홍석원 2012. 10. 01 ~ 2013. 09. 30 지식경제부

유공케이슨 및 상부구조물 작용 파압 평가 오영민 2012. 10. 01 ~ 2013. 09. 30 국토해양부

2012년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연구 배세진 2012. 10. 31 ~ 2013. 08. 26 국토해양부

해양미생물자원 기탁 등록보존기관 권개경 2012. 11. 01 ~ 2013. 08. 31 국토해양부

안전설비(Liquid-Seal) 대체 설비용 위해도 분석 박범진 2012. 11. 01 ~ 2013. 10. 31 국토해양부

해상풍력 지지구조물 신뢰성 해석 및 설계프로그램 개발 윤길림 2012. 11. 01 ~ 2013. 10. 31 지식경제부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 개발 이광수 2012. 11. 11 ~ 2013. 11. 10 국토해양부

인공리프 실해역 성능평가 및 모니터링 정원무 2012. 11. 21 ~ 2013. 08. 31 국토해양부

고효율/친환경 조류발전을 위한 유연플랩형 터빈 기술 개발 고진환 2012. 12. 01 ~ 2013. 11. 30 지식경제부

차세대 해양생명공학사업 추진 방안 연구 강길모 2012. 12. 01 ~ 2013. 11. 30 국토해양부

DGNSS 서비스 성능강화 및 항만 PNT 모니터링 기술 개발 서기열 2012. 12. 01 ~ 2013. 11. 30 국토해양부

수중 인공 구조물의 국소지역 정밀 탐사가 가능한 1.0m 위치 오차를 갖는 수중로봇 
자율유영 기술 개발

최현택 2012. 12. 01 ~ 2014. 02. 28 지식경제부

2012년도 해양생태계 유해생물 해파리 피해 예방 연구 염승식 2012. 12. 10 ~ 2013. 12. 04 국토해양부

부산항 신항 해양수리 연구 개발 (1/3) 정원무 2012. 12. 13 ~ 2013. 04. 19 국토해양부

고파랑 대응 소파블럭 및 상치구조물 기술 개발 오영민 2012. 12. 20 ~ 2013. 12. 19 국토해양부

항만시설물 점검용 장비 기술 개발 한상훈 2012. 12. 26 ~ 2013. 11. 25 국토해양부

주요	수행	연구과제

수탁연구사업

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해양분야 위성활용 연구 유주형 2012. 01. 01 ~ 2012. 12. 3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황해 생태지역 지원사업 (5) 김웅서 2012. 01. 01 ~ 2013. 03. 31 세계야생기금(WWF)

한라IMS 평형수 관리장치 'EcoGuardian'의 최종 및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신경순 2012. 02. 06 ~ 2013. 12. 31 한라IMS

벵갈만 해역 서식 해양생물 유래의 생리활성 천연물 발굴 및 활용 연구 이연주 2012. 03. 01 ~ 2012. 12. 3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2 해양특성 조사 이용국 2012. 03. 21 ~ 2013. 03. 31 해군본부

제주 해군기지 평면배치 변경안에 대한 항내정온도 및 항만가동율 검토 정원무 2012. 04. 09 ~ 2012. 06. 30 (주)삼성물산

해양바이오메탄 기초 원천기술 개발 연구 기획 이정현 2012. 04. 09 ~ 2012. 10. 08 한국가스공사

STX조선해양-해양연  협력사업 이영연 2012. 05. 01 ~  2014. 04. 30 (주)STX조선해양

차기상륙함(LST-II)  상세설계 및 건조단계 IR 신호예측 및 감소대책 연구 김윤식 2012. 05. 07  ~ 2014. 11. 30 (주)한진중공업

평택^당진항 항로 확장 준설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김종관 2012. 05. 14 ~ 2013. 09. 13 한국감정원

K289 울산급  Batch-II 기본설계사업 저소음 프로펠러 설계 및 모형시험 안종우 2012. 05. 17 ~  2013. 06. 30 (주)대우조선해양

울릉도-독도 다목적 해저케이블 구축 기획 연구 최복경 2012. 05. 17 ~ 2012. 12. 12 경북도청

가거도항 태풍에 의한 이상파랑의 수치모형 실험 전기천 2012. 06. 01 ~ 2013. 02. 28 (주)혜인이엔씨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운영 및 법제화 방안 연구 강동진 2012. 07. 05 ~ 2012. 11. 01 (주)전략해양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이문숙 2012. 07. 20 ~ 2013. 05. 15 안산시청

해양환경 (수질 및 퇴적물) 영향 조사 김창준 2012. 08. 15 ~ 2014. 02. 14 (주)장금상선

신울진원전 1,2호기 온배수 어업영향 예측 조사 강래선 2012. 08. 16 ~ 2014. 05. 15 (주) 한국수력원자력
울진원자력본부

자율무인잠수정의 실해역 성능시험 노하우 개발 김덕진 2012. 10. 01 ~ 2014. 10. 31 (주)한화 대전사업장

바이오에너지 시범플랜트 실시계획 연구 박세헌 2012. 10. 16 ~ 2013. 06. 12 경북도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연안통합관리 체계구축 연구 (2) 권석재 2012. 10. 25 ~ 2013. 10. 24 한국국제협력단

삼성중공업 선박평형수 관리장치의 필터 및 전극교체와 생물사멸시험 
검증

신경순 2012. 11. 30 ~ 2013. 11. 30 부산테크노파크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에 따른 극지공학 분야 기획 연구 이광수 2012. 12. 01 ~ 2013. 11. 3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기후변화에 따른 이머징 해양 세균성 병원체 탐색 기술 개발 이택견 2012. 12. 27 ~ 2013. 11. 30 한국식품연구원

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항로표지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 김연규 2012. 12. 26 ~ 2013. 12. 10 국토해양부

환경 친화적 준설토 확보, 매립 및 운송거리 30km 이상급 이송 기술 개발 윤길림 2012. 12. 27 ~ 2013. 07. 26 국토해양부

수중로봇 기술개발 전략 프로그램 기획 연구 홍     섭 2012. 12. 28 ~ 2013. 06. 27 국토해양부

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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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	SCI-e

강석구, 정경태, 염기대, 이광수, 박진순, 김은진
Tidal dynamics in the strong tidal current environment of the Uldolmok 
waterway, southwestern tip o� the Korean peninsula. Ocean Sci. J.,47(4), 
453~463

강성명, 김아름다슬, 허수진, 김길남, 이승홍, 고석천, 전유진 
Induction of apoptosis by diphlorethohydroxycarmalol isolated from 
brown alga, Ishige okamurae. J. Funct Foods., 4(2), 433~439 

강성명, 차선희, 고주영, 강민철, 김대경, 허수진, 김진수, 허민수, 김영태,
정원교, 전유진 
Neuroprotective e�ects of phlorotannins isolated from a brown 
alga, Ecklonia cava, against H2O2-induced oxidative stress in murine 
hippocampal HT22 cells. Environ. Toxicol. Phar.,  34(1), 96~105 

강성명, 허수진, 김길남, 이승홍, 양혜미, 김아름다슬, 전유진 
Molecular docking studies of a phlorotannin, dieckol isolated from 
Ecklonia cava with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Bioorg. Med. Chem. Lett., 
20(1), 311~316 

강성명, 허수진, 김길남, 이승홍, 전유진 
Isolation and identi�cation of new compound, 2,7"-phloroglucinol-6,6'-
bieckol from brown algae, Ecklonia cava and its antioxidant e�ect. J. Funct 
Foods., 4(1), 158~166 

강수영, 김광희 
Developing a seismic site classi�cation map of Korea using geologic and 
topographic maps. Disas. Adv., 5(2), 16~24

강윤호, 정승원, 주재형, 한명수 
Use of immobilized algicidal bacteria to control natural freshwater diatom 
blooms. Hydrobiologia, 683(1), 151~162  

강형구 
E�ects of suspended sediments on reproductive responses of Paracalanus 
sp. (Copepoda: Calanoida) in the laboratory. J. Plankton Res., 34(7), 
626~635  

강희진, 신종계, 이종갑 
A business model-based design of a damage control support system for 
naval ships. Syst. Eng., 15(1), 14~27

고진환, 김지훈, 홍종인, 유용훈, 이영종, 진태리, 박훈철, 구남서, 변도영
Micro/nanofabrication for a realistic beetle wing with a superhydrophobic 
surface. Bioinspir. Biomim., 7(1), 1~8 

구본수, 이광훈, 박외선,양철수, Jianning Ge, 이성규, 차선신, Feng Shao,  
허원도, 정재웅, 오병하 
VipD of Legionella pneumophila Targets Activated Rab5 and Rab22 to 
interfere with endosomal tra�cking in macrophages. Plos Pathog., 8(12), 
e100308~e100308

국종성, 함유근 
Indian Ocean feedback to the ENSO transition in a multi-model ensemble. J. 
Climate., 25(1), 6942~6957

국종성, 함유근, 이준이, F.F. Jin 
Improved simulation of two types of El Nino in CMIP5 models. Environ. 
Res. Lett., 7(1), 1~7 

권민호, 예상욱, 박영규, 이윤경 
Changes in the linear relationship of ENSO-PDO under the global warming. 
Int. J. Climatol., doi: 10.1002/joc.3497

권봉호, 김종성, 박진순, 류종성, 강성길, 고철환 
Short-term variability of microphytobenthic primary production 
associated with in situ diel and tidal conditions. Estuar. Coast. Shelf S., 112, 
236~242 

권영경, 김주연, 김지형, 전선미, 예보람, 장지이, 허수진, 박세창, 강도형,  
오철홍 
Draft genome sequence of the Xylan-Degrading marine eacterium strain 
S124, representing a novel species of the genus oceanicola. J. Bacteriol., 
194(22), 6325~6325 

김건우, 이명은, 이광수, 박진순, 정원무, 강석구, 소재귀, 김한나 
An overview of ocean renewable energy resources in Korea. Renew. Sust. 
Energ Rev., 16(4), 2278~2288 

김길남, 차선희, 김은아, 강민철, 양혜미, 김민주, 양혜영, 노성원, 정원교, 
허수진, 김대경, 전유진, T. Oda 
Neuroprotective e�ects of Nannochloropsis oculata against AAPH-
induced oxidative DNA damage in HT22 cells. Int. J. Pharmacol.,  8(6), 
527~534

김동선, 양은진, 김경희, 신창웅, 박지수, 유신재, 현정호
Impact of an anticyclonic eddy on nutrient and chlorophyll-a distributions 
during summer in the Ulleung Basin, East/Japna Sea. Ices J. Mar. Sci., 
69(1), 23~29 

김동선, 이찬원, 최상화, 김영옥 
Long-term changes in the water quality of Masan Bay, Korea. J. Coast. Res., 
28(4), 923~929 

김민규, 안영준, 정창숙, 차선신 
Crystallization and preliminary X-ray crystallographic analysis of a putative 
NADP(H)-dependent oxidoreductase YncB from Vibrio vulni�cus. Acta. 
Crystallogr. F, 68(9), 1098~1101 

김병권, 송근철, 홍근형, 성원근, 김선영, 정해영, 강성균, 권순경, 이충훈,  
송주연, 유동수, 박미선, 조성학, 김지현 
Genome Sequence of the Shiga Toxin-Producing Escherichia coli Strain 
NCCP15657. J. Bacteriol., 194(14), 3751~3751

김병권, 정준희, 김선영, 정해영, 강성균, 권순경, 이충훈, 송주연, 유동수,  
류충민, 김지현 
Genome Sequence of the Leaf-Colonizing Bacterium Bacillus sp. Strain 
5B6, Isolated from a Cherry Tree. J. Bacteriol., 194(14), 3758~3758

김병남, 윤석왕, 최복경, 정섬규 
Gas void fraction estimation in gas-bubble-contained sands with 
di�erence frequency waves. Jpn. J. Appl. Phys., 51(7), 1~9

김병찬, 이성혁, 김선영, 정해영, 권순경, 이충훈, 송주연, 유동수, 강성균, 
김지현 
Genome Sequence of an Oligohaline Hyperthermophilic Archaeon, 
Thermococcus zilligii AN1 Isolated from a Terrestrial Geothermal 
Freshwater spring. J. Bacteriol., 194(14), 3765~3766 

김부근, 김형직, 조영석, 지상범, 유찬민 
Orbital variations of biogenic CaCO3 and opal abundance in the Western 
and Central Equatorial Paci�c Ocean during the late quaternary. 
Terr. Atmos. Ocean. Sci., 23(1), 107~117  

김상희, 박미현, 정재호, 안동하, T. Sultana, 김세주, 박중기, 최한구, 민기식 
The mitochondrial genomes of Cambaroides similis and Procambarus 
clarkii (Decapoda: Astacidea: Cambaridae): the phylogenetic implications 
for Reptantia. Zool Scr., 41(3), 281~292I  

김성민, 김창배, 민기식, 서영배, 백종, 우태하, 구혜영, 최준길, 신만균,  
정종우, 송교홍, 이한일, 황의욱, 박영철, 어해석, 김주필, 윤성명, 노현수,  

김사흥, 이항, 민미숙, 김진구, 심정자, 원용진, 이종욱, 조수원, 서지은,  
이승환, 송준임, 한호연, 신숙, 송성준, 빅중기, 엄기선, 박정희, 김    원
Korea barcode of life database system (KBOL). Anim. Cells Syst.,  16(1), 
11~19

김소영, 임동일, 조현진 
Dino�agellate cyst assemblages from the northern shelf sediments of the 
East China Sea: An indicator of marine productivity. Mar. Micropaleontol.,  
97(1), 75~83

김순희, 김종범, 장요순, 김소연, 노경희, 김현욱, 이경렬, 박종석 
Isolation and functional characterization of polyunsaturated fatty 
acid elongase (AsELOVL5) gene from black seabream (Acanthopagrus 
schlegelii). Biotechnol. Lett., 34(2), 261~268 

김영옥, 신경순, 장풍국, 최현우, 노재훈, 양은진, 김    응, 전동철 
Tintinnid species as biological indicators for monitoring intrusion of the 
warm oceanic waters into Korean coastal waters. Ocean Sci. J.,  47(3), 
161~172 

김원년, 도성재, 유용재 
Asian dust storm as conveyance media of anthropogenic pollutants. 
Atmos. Environ., doi:10.1016/j.atmosenv.2011.12.034 

김유아, 공창석,이정임, 김호준, 박희연, 이희승, 이철현, 서영완 
Evaluation of novel antioxidant triterpenoid saponins from the halophyte 
Salicornia herbacea. Bioorg. Med. Chem. Lett., 22(13), 4318~4322

김정민, 신홍인, 차선신, 이창섭, 홍복실, 임세영, 장현준, 김재윤, 양용렬,  
김윤희, 윤상억, Girdhari Rijal, 이화선, 서정곤, 고용송, 류성호,허은미,  
서판길 
DJ-1 promotes angiogenesis and osteogenesis by activating FGF 
receptor-1 signaling. Nat. Commun., 3(3), 1296~1296 
 
김정훈, 최지웅, 강돈혁 
Laboratory experiment to measure 5-MHz volume backscattering 
strengths from red-tide causing microalgae Chattonella antiqua. Ocean 
Sci. J., 47(3), 173~179 

김종욱, 형기성, 이현복, 고영탁 
Relationship between polymetallic nodule genesis and sediment 
distribution in the KODOS (Korea Deep Ocean Study) area, Northeastern 
Paci�c. Ocean Sci. J., 47(3), 197~207 

김지형, 손지수, C.H. Choresca, 신상필, 한지은, 전진우, 강도형, 오철홍,
허수진, 박세창 
Complete genome sequence of bacteriophage phiAS7, a T7-Like virus 
that infects Aeromonas salmonicida subsp. salmonicida,. J. Virol., 88(5), 
2894~2895  

김지형, 손지수, 채지영, C.H. Choresca, 신상필, 한지은, 전진우, 강도형,
오철홍, 허수진, 박세창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 lytic Myoviridae bacteriophage PAS-1 
with broad Infectivity in Aeromonas salmonicida. Curr. Microbiol., 64(5), 
418~426 

2012

2011

2010

 SCI 143편

 SCI-e  47편

 SCI 184편

 SCI-e  45편

SCI 142편

 SCI-e  78편

 기타  201편

 기타  221편

 기타  173편

483편

389편

36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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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	SCI-e

강석구, 정경태, 염기대, 이광수, 박진순,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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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ith a key to species of Peniculus von Nordmann, 1832. Zookeys, 
243(1), 1~14

V. Maran, 오승용, 서호영, 최희정, 명정구
Caligus sclerotinosus (Copepoda: Caligidae), a Serious Pest of Cultured 
Red Seabream Pagrus major (Sparidae) in Korea. Vet. Parasitol., 188(3-4), 
355~361 

X.U. Dapeng, P. Sun, 신만균, 김영옥
Species boundaries in tintinnid ciliates: A case study - morphometric 
variability, molecular characterization, and temporal distribution of 
Helicostomella species (Ciliophora, Tintinnina). J. Eukaryot. Microbiol., 
59(4), 351~358 

Y.R. Luo, Y. Tian, X. Huang, 권개경, 양성현, 서현석, 김상진, T.L. Zheng 
Sphingomonas polyaromaticivorans sp. nov., a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degrading-bacterium isolated from water sample of oil port, 
Int J. Syst. Evol. Micr.,  62(6), 1223~1227 

Y.R. Luo, 강성균, 김상진, 김미리, N. Li, 이정현, 권개경
Genome sequence of benzo(a)pyrene degrading bacterium 
Novosphingobium pentaromativorans US6-1. J. Bacteriol.,  194(4), 907~907

Z.J. Qian,정원교, 강경화, 류보미, 김세권, 제재영, 허수진, 오철홍, 강도형, 
박원순, 최일환
In vitro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fermented marine microalga Pavlova 
Lutheri (haptophyta) with the Yeast Hansenula Polymorpha. J. Phycol., 
48(2), 47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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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수직 구조 연속 연직 관측을 위한 수중 측정 장치 박요섭, 이신제, 이용국, 
정섬규, 장남도, 이하웅

2012. 01. 12 10-2012-0003988 특허 한국

풍력발전기 설치방법 및 그 장치 심재설, 우찬조, 정진용,
김선정

2012. 01. 17 10-2012-0005410 특허 한국

자동 수평유지 무인 잠수정 이종무, 최현택, 김기훈 2012. 01. 27 10-2012-0008052 특허 한국

플로우팅 도크 방식의 액화 이산화탄소 수송선 허   철, 강성길, 공인영 2012. 02. 07 1202079.8 특허 영국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수소 생산 방법 이정현, 강성균, 김태완 2012. 02. 13 10-2012-0014187 특허 한국

음속측정을 위한 프레임 이승훈, 정섬규, 이용국 2012. 02. 14 10-2012-0014645 특허 한국

워터젯 쇄빙선 이춘주, 이재만 2012. 02. 15 10-2012-0015350 특허 한국

에어버블 쇄빙선 이춘주, 최걸기 2012. 02. 15 10-2012-0015356 특허 한국

유빙 방어용 스턴핀이 부착된 선체 구조 이춘주, 최걸기, 임동원 2012. 02. 15 10-2012-0015362 특허 한국

마그네틱 클램프 최걸기, 이춘주 2012. 02. 15 10-2012-0015389 특허 한국

히브바 이춘주, 최걸기 2012. 02. 15 10-2012-0015400 특허 한국

스프링 작용반경 가변형 단순 왕복 피봇 회전형 와유기진동 에너지추출 장치 최종수, 홍   섭, 김형우, 
여태경

2012. 02. 21 10-2012-0017340 특허 한국

해양 모래 지반용 파일의 지지력 증가장치 및 이를 이용한 파일의 시공 방법 심재설, 김선정, 전인식, 
박광순, 김진아

2012. 02. 24 PCT/KR2012/001430 특허 PCT

암에 대한 바이오마커 및 이를 이용한 암 진단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김윤재, 
황영옥, 임형순, 진   욱, 
조용균

2012. 02. 27 PCT/KR2012/001471 특허 PCT

비스페놀 Ａ 노출에 대응하는 바다송사리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수생태계
환경오염 진단 방법

염승식, 우선옥, 원효경, 
이애경, 류재천

2012. 02. 28 10-2012-0020191 특허 한국

선박 통합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정보 및 AIS선박정보의 통합 방법 양찬수, 박광순 2012. 03. 02 2012-047274 특허 일본

결빙 방지 기능을 갖는 핸드 레일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선박 이춘주, 이재만 2012. 03. 07 10-2012-0023243 특허 한국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한 결빙 방지 기능을 갖는 밸러스팅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선박

이춘주, 정성엽 2012. 03. 07 10-2012-0023246 특허 한국

초음파를 이용한 결빙 방지 기능을 갖는 밸러스팅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선박 이춘주, 정성엽 2012. 03. 07 10-2012-0023249 특허 한국

조선해양 공정 상호검증 시뮬레이션 요구 및 기능 분석 방법 황호진, 공인영 2012. 03. 14 10-2012-0025880 특허 한국

블록의 크레인 리프팅 및 탑재 시뮬레이션 요구 및 기능 분석 방법 황호진, 공인영 2012-03-14 10-2012-0025881 특허 한국

GIS정보 기반 설비 시뮬레이션 요구 및 기능 분석 방법 황호진, 공인영 2012. 03. 14 10-2012-0025882 특허 한국

블록 및 물류 관제 시뮬레이션 요구 및 기능 분석 방법 황호진, 공인영 2012. 03. 14 10-2012-0025883 특허 한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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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195건

국내 227건

 국내 1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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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요구 및 기능 분석 방법 황호진, 공인영 2012. 03. 14 10-2012-0025884 특허 한국

선박평형수내의 와편모조류 검출을 위한 헤테로캅사 트리퀘트라 유래 
다클론항체

염승식, 우선옥, 이애경, 
원효경, 신경순

2012. 03. 15 10-2012-0026691 특허 한국

해상시설물에 설치되는 상용 레이더를 이용한 3차원 레이더 장치 조득재, 서상현 2012. 03. 16 PCT/KR2012/001904 특허 PCT

해상 이동체 애드혹 네트워크의 통신을 위한 방법 및 노드 윤창호, 김승근, 박종원, 
임용곤

2012. 03. 20 10-2012-0028234 특허 한국

수중로봇 비상 대응 모듈 김기훈, 이종무, 구법모, 
정찬익, 표상호, 허준기, 
윤석준

2012. 03. 20 10-2012-0028521 특허 한국

해수온 변화에 대응하는 감태 유래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해양 생태계 
환경 변화 진단 방법

염승식, 우선옥, 오윤식, 
원효경, 노현수, 박찬홍

2012. 03. 22 10-2012-0029433 특허 한국

이산화탄소 미세전극 및 그 제작 방법 권봉오, 고철환, 강성길, 
황진환, 이정석, 박영규, 
김종성

2012. 03. 23 10-2012-0030112 특허 한국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에 대응하는 바다송사리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수생태계 환경오염 진단 방법

염승식, 우선옥, 원효경, 
이애경, 류재천

2012. 03. 23 PCT/KR2012/002105 특허 PCT

양면 초음파 센서 이승훈, 정섬규 2012. 03. 26 10-2012-0030584 특허 한국

양면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수심 및 음속 동시 측정 장치 이승훈, 정섬규, 이용국 2012. 03. 26 10-2012-0030585 특허 한국

심해저 망간단괴 집광로봇 홍    섭, 김형우, 최종수, 
여태경, 박성재

2012. 03. 28 10-2012-0031912 특허 한국

이산화탄소 측정용 미세전극, 산소 측정용 미세전극 및 피에이치 측정용 
미세전극의 보정 방법

권봉오, 고철환, 강성길, 
김종성

2012. 03. 30 10-2012-0033051 특허 한국

용존산소 측정용 미세전극 및 그 제작 방법 권봉오, 고철환, 강성길, 
김종성

2012. 03. 30 10-2012-0033052 특허 한국

피에이치 측정용 미세전극 및 그 제작 방법 권봉오, 고철환, 강성길, 
황진환, 이정석, 박영규, 
김종성

2012. 03. 30 10-2012-0033053 특허 한국

내압실험 시 음파를 이용한 내압용기와 고압챔버 간의 신호전달 장치 및 방법 오상우, 최혁진 2012. 03. 30 10-2012-0033320 특허 한국

다수 개 센서의 서로 다른 주파수 할당 방법을 이용한 내압용기와 고압챔버 
간의 신호전달 장치 및 방법

오상우, 최혁진 2012. 03. 30 10-2012-0033321 특허 한국

수중용 방향타 동력계 김기섭, 안종우, 문일성, 
김건도

2012. 04. 04 10-2012-0034723 특허 한국

방향타 동력계 캘리브레이션 장치 안종우, 김건도, 박영하 2012. 04. 04 10-2012-0034727 특허 한국

기포제거용 해치 및 이의 제조 방법 김기섭, 안종우, 박영하, 
설한신

2012. 04. 04 10-2012-0034729 특허 한국

캐비테이션터널용 기포제거 시스템 및 방법 김기섭, 안종우, 박영하, 
박철수

2012. 04. 04 10-2012-0034730 특허 한국

다목적 프로펠러 동력계 캘리브레이션 장치 안종우, 설한신, 이창용, 
김경열

2012. 04. 04 10-2012-0034731 특허 한국

강제동요시험용 동력계 안종우, 김기섭, 박철수, 
백부근

2012. 04. 04 10-2012-0034733 특허 한국

부등침하에 대응이 용이한 항만구조물 박우선, 오상호, 장세철 2012. 04. 05 10-2012-0035372 특허 한국

코어 시료 저장 장치 정승원, 신현호, 임동일 2012. 04. 05 10-2012-0035536 특허 한국

해중 터널 튜브의 수중 설치장치 및 그 방법 한상훈, 박우선 2012. 04. 05 10-2012-0035703 특허 한국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수소 생산 장치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윤재, 김태완, 
임형순, 배승섭

2012. 04. 12 10-2012-0037822 특허 한국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수소 생산을 위한 일산화탄소 용해 유도 장치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임형순, 김윤재, 
배승섭, 김태완

2012. 04. 12 10-2012-0037823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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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수조에서 모형시험 시 예인점의 위치를 조절하는 장치 안해성, 황승현, 이영연, 
반석호, 이창용, 권기진, 
김명수, 유선모

2012. 04. 16 10-2012-0039135 특허 한국

공작기계를 이용한 재료 가공 시 기준점을 용이하게 설정하는 장치 반석호, 안해성, 임근태, 
이영연, 황승현, 김명수, 
이창용, 임동원

2012. 04. 16 10-2012-0039136 특허 한국

공작기계를 이용한 재료 가공 시 최초 기준점과 재가공 시의 기준점을 
용이하게 일치시키는 방법

반석호, 안해성, 임근태, 
이영연, 황승현, 김명수, 
이창용, 임동원

2012. 04. 16 10-2012-0039137 특허 한국

예인전차 주행레일의 진직도 측정 장치 반석호, 안해성, 이영연, 
황승현, 김명수, 이창용, 
권기진

2012. 04. 16 10-2012-0039138 특허 한국

예인전차 주행레일의 진직도를 측정 및 교정하는 방법 반석호, 안해성, 이영연, 
황승현, 김명수, 이창용, 
권기진

2012. 04. 16 10-2012-0039139 특허 한국

예인전차 주행레일의 수평도 측정 장치 반석호, 안해성, 이영연, 
황승현, 김명수, 이창용, 
권기진

2012. 04. 16 10-2012-0039140 특허 한국

예인전차 주행레일의 수평도를 측정 및 교정하는 방법 반석호, 안해성, 이영연, 
황승현, 김명수, 이창용, 
권기진

2012. 04. 16 10-2012-0039141 특허 한국

고압 압출 분쇄 공정을 포함하는 해조류 또는 농산부산물의 당화 방법 강도형, 이현용, 최운용, 
이춘근, 서용창, 김지선, 
송치호, 정경환, 이상은

2012. 04. 17 10-2012-0039981 특허 한국

항균활성을 가지는 신규의 마크로락틴류를 생성하는 해양 미생물, 이 해양 
미생물로부터 생성된 신규의 마크로락틴류 및 이 마크로락틴의 제조 방법

신희재, 이희승, 이종석, 
이연주, 몬     돌, 김지혜, 
이민아, TAREQ

2012. 04. 25 10-2012-0043452 특허 한국

경사판 어초 명정구, 노봉호, 박용주, 
유재명, 오승용, 강래선

2012. 04. 26 10-2012-0043940 특허 한국

스트렙토클로린을 포함하는 항 알러지 조성물 신희재, 이희승, 이종석, 
이연주, 이광호

2012. 04. 30 10-2012-0045179 특허 한국

해상풍력 기초의 세굴방지용 캡 윤길림, 오명학 2012. 05. 02 10-2012-0046143 특허 한국

해상풍력발전타워의 슬래브 기초 설치 방법 오명학, 윤길림, 권오순 2012. 05. 02 10-2012-0046154 특허 한국

단일복합하이브리드기초형 해상풍력타워 윤길림, 오명학 2012. 05. 02 10-2012-0046157 특허 한국

멀티복합하이브리드 기초형 해상풍력타워 윤길림, 오명학 2012. 05. 02 10-2012-0046160 특허 한국

위치센서를 이용한 해상풍력 발전기의 기초슬래브 설치 방법 윤길림, 오명학 2012. 05. 02 10-2012-0046162 특허 한국

고압 압출 분쇄 공정을 포함하는 해조류 또는 농산부산물의 당화 방법 강도형, 이현용, 최운용, 
이춘근, 서용창, 김지선, 
송치호, 정경환, 이상은

2012. 05. 02 PCT/KR2012/003424 특허 PCT

전착도료를 적용한 직교 대향류 해수용 열교환기 김현주, 이호생, 정영권, 
문덕수, 정동호, 권영철, 
권정태, 이상재, 허   철, 
조맹익

2012. 05. 07 10-2012-0047943 특허 한국

미세조류 유용성분을 함유한 소금의 제조방법 및 제조된 소금 김현주, 문덕수, 정동호, 
이승원, 김아리

2012. 05. 07 PCT/KR2012/003554 특허 PCT

대형캐비테이션터널용 웨이크레이크 캘리브레이션 장치 안종우, 박영하, 이창용 2012. 05. 08 10-2012-0048555 특허 한국

복합 고압 압출 공정을 포함하는 해조류의 당화방법 및 그 당화산물 이현용, 안주희, 최운용, 
서용창, 김지선, 이춘근, 
송치호, 정경환, 이상은, 
강도형

2012. 05. 10 10-2012-0049843 특허 한국

선박 측위용 위성신호 모호성 검출 시스템 및 방법 심우성, 조득재 2012. 05. 11 10-2012-0050229 특허 한국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선미 부착 핀 김   진, 김광수, 김유철, 
반석호, 안해성, 이영연, 
박일룡

2012. 05. 16 10-2012-0051897 특허 한국

지식재산권	현황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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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요구 및 기능 분석 방법 황호진, 공인영 2012. 03. 14 10-2012-0025884 특허 한국

선박평형수내의 와편모조류 검출을 위한 헤테로캅사 트리퀘트라 유래 
다클론항체

염승식, 우선옥, 이애경, 
원효경, 신경순

2012. 03. 15 10-2012-0026691 특허 한국

해상시설물에 설치되는 상용 레이더를 이용한 3차원 레이더 장치 조득재, 서상현 2012. 03. 16 PCT/KR2012/001904 특허 PCT

해상 이동체 애드혹 네트워크의 통신을 위한 방법 및 노드 윤창호, 김승근, 박종원, 
임용곤

2012. 03. 20 10-2012-0028234 특허 한국

수중로봇 비상 대응 모듈 김기훈, 이종무, 구법모, 
정찬익, 표상호, 허준기, 
윤석준

2012. 03. 20 10-2012-0028521 특허 한국

해수온 변화에 대응하는 감태 유래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해양 생태계 
환경 변화 진단 방법

염승식, 우선옥, 오윤식, 
원효경, 노현수, 박찬홍

2012. 03. 22 10-2012-0029433 특허 한국

이산화탄소 미세전극 및 그 제작 방법 권봉오, 고철환, 강성길, 
황진환, 이정석, 박영규, 
김종성

2012. 03. 23 10-2012-0030112 특허 한국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에 대응하는 바다송사리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수생태계 환경오염 진단 방법

염승식, 우선옥, 원효경, 
이애경, 류재천

2012. 03. 23 PCT/KR2012/002105 특허 PCT

양면 초음파 센서 이승훈, 정섬규 2012. 03. 26 10-2012-0030584 특허 한국

양면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수심 및 음속 동시 측정 장치 이승훈, 정섬규, 이용국 2012. 03. 26 10-2012-0030585 특허 한국

심해저 망간단괴 집광로봇 홍    섭, 김형우, 최종수, 
여태경, 박성재

2012. 03. 28 10-2012-0031912 특허 한국

이산화탄소 측정용 미세전극, 산소 측정용 미세전극 및 피에이치 측정용 
미세전극의 보정 방법

권봉오, 고철환, 강성길, 
김종성

2012. 03. 30 10-2012-0033051 특허 한국

용존산소 측정용 미세전극 및 그 제작 방법 권봉오, 고철환, 강성길, 
김종성

2012. 03. 30 10-2012-0033052 특허 한국

피에이치 측정용 미세전극 및 그 제작 방법 권봉오, 고철환, 강성길, 
황진환, 이정석, 박영규, 
김종성

2012. 03. 30 10-2012-0033053 특허 한국

내압실험 시 음파를 이용한 내압용기와 고압챔버 간의 신호전달 장치 및 방법 오상우, 최혁진 2012. 03. 30 10-2012-0033320 특허 한국

다수 개 센서의 서로 다른 주파수 할당 방법을 이용한 내압용기와 고압챔버 
간의 신호전달 장치 및 방법

오상우, 최혁진 2012. 03. 30 10-2012-0033321 특허 한국

수중용 방향타 동력계 김기섭, 안종우, 문일성, 
김건도

2012. 04. 04 10-2012-0034723 특허 한국

방향타 동력계 캘리브레이션 장치 안종우, 김건도, 박영하 2012. 04. 04 10-2012-0034727 특허 한국

기포제거용 해치 및 이의 제조 방법 김기섭, 안종우, 박영하, 
설한신

2012. 04. 04 10-2012-0034729 특허 한국

캐비테이션터널용 기포제거 시스템 및 방법 김기섭, 안종우, 박영하, 
박철수

2012. 04. 04 10-2012-0034730 특허 한국

다목적 프로펠러 동력계 캘리브레이션 장치 안종우, 설한신, 이창용, 
김경열

2012. 04. 04 10-2012-0034731 특허 한국

강제동요시험용 동력계 안종우, 김기섭, 박철수, 
백부근

2012. 04. 04 10-2012-0034733 특허 한국

부등침하에 대응이 용이한 항만구조물 박우선, 오상호, 장세철 2012. 04. 05 10-2012-0035372 특허 한국

코어 시료 저장 장치 정승원, 신현호, 임동일 2012. 04. 05 10-2012-0035536 특허 한국

해중 터널 튜브의 수중 설치장치 및 그 방법 한상훈, 박우선 2012. 04. 05 10-2012-0035703 특허 한국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수소 생산 장치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윤재, 김태완, 
임형순, 배승섭

2012. 04. 12 10-2012-0037822 특허 한국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수소 생산을 위한 일산화탄소 용해 유도 장치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임형순, 김윤재, 
배승섭, 김태완

2012. 04. 12 10-2012-0037823 특허 한국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일자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예인수조에서 모형시험 시 예인점의 위치를 조절하는 장치 안해성, 황승현, 이영연, 
반석호, 이창용, 권기진, 
김명수, 유선모

2012. 04. 16 10-2012-0039135 특허 한국

공작기계를 이용한 재료 가공 시 기준점을 용이하게 설정하는 장치 반석호, 안해성, 임근태, 
이영연, 황승현, 김명수, 
이창용, 임동원

2012. 04. 16 10-2012-0039136 특허 한국

공작기계를 이용한 재료 가공 시 최초 기준점과 재가공 시의 기준점을 
용이하게 일치시키는 방법

반석호, 안해성, 임근태, 
이영연, 황승현, 김명수, 
이창용, 임동원

2012. 04. 16 10-2012-0039137 특허 한국

예인전차 주행레일의 진직도 측정 장치 반석호, 안해성, 이영연, 
황승현, 김명수, 이창용, 
권기진

2012. 04. 16 10-2012-0039138 특허 한국

예인전차 주행레일의 진직도를 측정 및 교정하는 방법 반석호, 안해성, 이영연, 
황승현, 김명수, 이창용, 
권기진

2012. 04. 16 10-2012-0039139 특허 한국

예인전차 주행레일의 수평도 측정 장치 반석호, 안해성, 이영연, 
황승현, 김명수, 이창용, 
권기진

2012. 04. 16 10-2012-0039140 특허 한국

예인전차 주행레일의 수평도를 측정 및 교정하는 방법 반석호, 안해성, 이영연, 
황승현, 김명수, 이창용, 
권기진

2012. 04. 16 10-2012-0039141 특허 한국

고압 압출 분쇄 공정을 포함하는 해조류 또는 농산부산물의 당화 방법 강도형, 이현용, 최운용, 
이춘근, 서용창, 김지선, 
송치호, 정경환, 이상은

2012. 04. 17 10-2012-0039981 특허 한국

항균활성을 가지는 신규의 마크로락틴류를 생성하는 해양 미생물, 이 해양 
미생물로부터 생성된 신규의 마크로락틴류 및 이 마크로락틴의 제조 방법

신희재, 이희승, 이종석, 
이연주, 몬     돌, 김지혜, 
이민아, TAREQ

2012. 04. 25 10-2012-0043452 특허 한국

경사판 어초 명정구, 노봉호, 박용주, 
유재명, 오승용, 강래선

2012. 04. 26 10-2012-0043940 특허 한국

스트렙토클로린을 포함하는 항 알러지 조성물 신희재, 이희승, 이종석, 
이연주, 이광호

2012. 04. 30 10-2012-0045179 특허 한국

해상풍력 기초의 세굴방지용 캡 윤길림, 오명학 2012. 05. 02 10-2012-0046143 특허 한국

해상풍력발전타워의 슬래브 기초 설치 방법 오명학, 윤길림, 권오순 2012. 05. 02 10-2012-0046154 특허 한국

단일복합하이브리드기초형 해상풍력타워 윤길림, 오명학 2012. 05. 02 10-2012-0046157 특허 한국

멀티복합하이브리드 기초형 해상풍력타워 윤길림, 오명학 2012. 05. 02 10-2012-0046160 특허 한국

위치센서를 이용한 해상풍력 발전기의 기초슬래브 설치 방법 윤길림, 오명학 2012. 05. 02 10-2012-0046162 특허 한국

고압 압출 분쇄 공정을 포함하는 해조류 또는 농산부산물의 당화 방법 강도형, 이현용, 최운용, 
이춘근, 서용창, 김지선, 
송치호, 정경환, 이상은

2012. 05. 02 PCT/KR2012/003424 특허 PCT

전착도료를 적용한 직교 대향류 해수용 열교환기 김현주, 이호생, 정영권, 
문덕수, 정동호, 권영철, 
권정태, 이상재, 허   철, 
조맹익

2012. 05. 07 10-2012-0047943 특허 한국

미세조류 유용성분을 함유한 소금의 제조방법 및 제조된 소금 김현주, 문덕수, 정동호, 
이승원, 김아리

2012. 05. 07 PCT/KR2012/003554 특허 PCT

대형캐비테이션터널용 웨이크레이크 캘리브레이션 장치 안종우, 박영하, 이창용 2012. 05. 08 10-2012-0048555 특허 한국

복합 고압 압출 공정을 포함하는 해조류의 당화방법 및 그 당화산물 이현용, 안주희, 최운용, 
서용창, 김지선, 이춘근, 
송치호, 정경환, 이상은, 
강도형

2012. 05. 10 10-2012-0049843 특허 한국

선박 측위용 위성신호 모호성 검출 시스템 및 방법 심우성, 조득재 2012. 05. 11 10-2012-0050229 특허 한국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선미 부착 핀 김   진, 김광수, 김유철, 
반석호, 안해성, 이영연, 
박일룡

2012. 05. 16 10-2012-0051897 특허 한국

지식재산권	현황	(출원현황)



111Annual Report 2012부록110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일자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익형 단면을 가지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선미 부착 핀 김    진, 김광수, 김유철, 
반석호, 임근태, 박일룡

2012. 05. 16 10-2012-0051898 특허 한국

전류효과를 포함하는 에너지 절감형 선미 부착 핀 김     진, 김광수, 김유철, 
반석호, 박일룡, 이영연

2012. 05. 16 10-2012-0051899 특허 한국

익형 단면을 가지며 전류효과를 포함하는 에너지 절감형 선미 부착 핀 김     진, 김광수, 김유철, 
반석호, 안해성, 박일룡

2012. 05. 16 10-2012-0051900 특허 한국

절단 스파형 부유식 해상풍력 플랫폼 홍사영, 김진하, 홍석원 2012. 05. 16 10-2012-0052158 특허 한국

해저 로봇의 기능 시험용 테스트 베드 전봉환, 김정엽, 박진영, 
심형원, 김방현, 백     혁, 
이판묵

2012. 05. 17 10-2012-0052411 특허 한국

소형선박용 해양 조사장비 투입 및 인양 장치 김용권, 김윤칠, 소재귀 2012. 05. 22 10-2012-0054409 특허 한국

코어튜브 보관 장치 김진수, 노경찬, 유해수, 
이채구

2012. 05. 22 10-2012-0054466 특허 한국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기반 조선해양 공정 상호검증 
시뮬레이션 시스템

황호진, 공인영 2012. 05. 29 10-2012-0056844 특허 한국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기반 블록의 크레인 리프팅 및 탑재 
시뮬레이션 시스템

황호진, 공인영 2012. 05. 29 10-2012-0056845 특허 한국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기반 GIS정보 기반 설비 시뮬레이션 
시스템

황호진, 공인영 2012. 05. 29 10-2012-0056846 특허 한국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기반 블록 및 물류 관제 시뮬레이션 
시스템

황호진, 공인영 2012. 05. 29 10-2012-0056847 특허 한국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기반 응용 시뮬레이션 시스템 황호진, 공인영 2012. 05. 29 10-2012-0056848 특허 한국

찰과부식 대응 요동베인형 펌프 엑츄에이터 신승호, 홍기용, 
와타베 토미지

2012. 05. 29 13/512545 특허 미국

해수 전기분해 알칼리 수로부터 마그네슘염과 칼슘염을 포함한 미네랄 염의 
분리 및 이를 이용한 미네랄음료의 제조 방법

문덕수, 김현주, 이승원, 
정동호, 이호생

2012. 05. 30 10-2012-0057337 특허 한국

해수 전기분해 알칼리 수로부터 마그네슘염과 칼슘염을 포함한 미네랄 염의 
분리 및 이를 이용한 미네랄 정제의 제조 방법

문덕수, 김현주, 이승원, 
정동호, 이호생

2012. 05. 30 10-2012-0057345 특허 한국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의 제어 장치 신승호, 홍기용 2012. 05. 30 13/512697 특허 미국

선박의 통합연동 시스템 박종원, 성소영, 임용곤 2012. 05. 31 10-2012-0058192 특허 한국

HCI기반 선박용 다기능 콘솔 박종원, 임용곤, 성소영, 
윤창호, 최영철, 김승근, 
김시문, 변성훈

2012. 05. 31 10-2012-0058341 특허 한국

통신 시스템의 백플랜 버스 구조 및 이를 이용한 보드 인식 방법 박종원, 성소영, 임용곤 2012. 05. 31 10-2012-0058349 특허 한국

해양 탄성파 탐사 장치 김진수, 노경찬, 유해수, 
이채구

2012. 05. 31 10-2012-0058629 특허 한국

Thermococcus spp.로부터 분리된 신규한 수소화효소,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그 유전자를 갖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김상진, 권개경, 차선신, 
전정호, 김윤재, 배승섭, 
조요나

2012. 06. 01 2012103674 특허 러시아

암반 설치용 중력식 해상풍력 기초 슬래브 윤길림, 오명학, 권오순, 
한택희

2012. 06. 07 10-2012-0060700 특허 한국

가동식 커튼부재가 장착된 잔교식 안벽 박우선, 한택희, 장세철 2012. 06. 08 10-2012-0061217 특허 한국

압력 평형 장치를 가지는 부력 조절 장치와 이를 이용한 수중 글라이더 및 
압력 평형을 이용한 부력 제어 방법

박요섭, 정섬규, 장남도, 
이용국

2012. 06. 15 10-2012-0064196 특허 한국

주상시료 채취장치용 안전장치 진재율, 김용권, 도종대, 
김윤칠, 어영상

2012. 06. 15 10-2012-0064611 특허 한국

비교란 채취가 가능한 주상시료 채취기 진재율, 김용권, 도종대, 
김윤칠, 어영상

2012. 06. 15 10-2012-0064612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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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능이 증가된 써모코코스 온누리우스 엔에이원 돌연변이 균주 및
이를 이용한 수소생산 방법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윤재, 김민식, 
김태완, 배승섭, 이성혁, 
임재규

2012. 06. 19 10-2012-0065303 특허 한국

선박경보 관리장치 및 방법 김홍태, 장준혁, 하욱현, 
이광찬, 백지만, 정민규

2012. 06. 19 10-2012-0065330 특허 한국

유출유 탐지 센서 및 그 제조 방법 오상우, 이문진, 이승현, 
최혁진

2012. 06. 27 10-2012-0069294 특허 한국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 및 이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오상우, 이문진, 최혁진, 
이승현, 이승훈

2012. 06. 27 10-2012-0069302 특허 한국

해상표면흐름 모사체 유출유 대용 실험 장치 이문진, 이승현, 김혜진 2012. 06. 29 10-2012-0070511 특허 한국

해상표면흐름 모사체 유출유 대용 부유체 이문진, 이승현, 김혜진 2012. 06. 29 10-2012-0070512 특허 한국

통신 시스템의 백플랜 버스 구조 및 이를 이용한 보드 인식 방법 박종원, 성소영, 임용곤 2012. 06. 29 PCT/KR2012/005157 특허 PCT

해상용 레이더 장치, 이를 이용한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법 양찬수, 최복경 2012. 07. 02 10-2012-0071979 특허 한국

합성개구레이더를 이용한 소형 선박 탐지방법 양찬수, 박광순, 김태호 2012. 07. 02 10-2012-0071980 특허 한국

한글을 사용한 지점 및 구역 표현 방법 박종민, 서상현, 오세웅 2012. 07. 03 10-2012-0072193 특허 한국

한글을 사용한 위도 및 경도 표현 방법 박종민, 서상현, 조득재 2012. 07. 03 10-2012-0072194 특허 한국

선원 피로도 측정 방법 및 장치 김홍태, 장준혁 2012. 07. 03 10-2012-0072484 특허 한국

내압 수밀 구조를 갖는 다관절 해저 로봇용 다리 심형원, 강한구, 전봉환, 
백    혁, 박진영, 이판묵, 
김방현, 김정엽

2012. 07. 12 10-2012-0076271 특허 한국

내압 수밀 구조를 갖는 다관절 해저로봇용 다리 겸용 로봇팔 심형원, 강한구, 전봉환, 
백     혁, 박진영, 이판묵, 
김방현, 김정엽

2012. 07. 12 10-2012-0076272 특허 한국

투명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 현실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 김선영, 오재용, 박세길 2012. 07. 20 PCT/KR2012/005797 특허 PCT

천정 이동형 투명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현실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 김선영, 오재용, 박세길 2012. 07. 20 PCT/KR2012/005800 특허 PCT

모니터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 현실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 김선영,  오재용, 박세길 2012. 07. 20 PCT/KR2012/005801 특허 PCT

독도의 육상 및 해저지형 모형물 제작방법 및 그 모형물 김현욱, 박찬홍, 김창환, 
이미경

2012. 07. 23 10-2012-0080158 특허 한국

메틸렌플로라이드와 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진 냉동, 공조기 및 발전플랜트용 
혼합냉매

김현주, 이호생, 정동수 2012. 07. 24 10-2012-0080864 특허 한국

노닐페놀 노출에 대응하는 바다송사리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수생태계 환경
오염 진단 방법

염승식, 우선옥, 원효경, 
이애경

2012. 07. 25 10-2012-0081166 특허 한국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전리층 지연 변칙현상의 모니터링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

조득재, 유윤자 2012. 07. 25 10-2012-0081371 특허 한국

반복 승강식 조류 발전 장치 고진환, 이광수, 박훈철, 
강태삼, 트롱 쾅 트리, 시
토러스 에베네저 파타르

2012. 07. 26 10-2012-0081860 특허 한국

증강현실 기반의 디스플레이 보정 방법 및 모듈, 이를 이용한 객체정보 
디스플레이 방법 및 시스템

오재용, 박세길 2012. 07. 26 10-2012-0081914 특허 한국

압력보상기를 이용한 심해용 LED 수중조명장치 백   혁, 이판묵, 전봉환, 
김방현, 박진영, 심형원, 
이경목

2012. 07. 27 10-2012-0082067 특허 한국

실린더형 자율무인잠수정의 방진 유지보수ㆍ이동대차 백    혁, 이판묵, 전봉환, 
박진영, 심형원, 김방현

2012. 07. 27 10-2012-0082068 특허 한국

단일 인버터를 이용한 다수개의 탠덤 히트펌프의 제어 방법 김현주, 이호생, 문덕수, 
정동호, 이승원, 손지훈, 
장기창

2012. 08. 01 10-2012-0084291 특허 한국

지식재산권	현황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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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형 단면을 가지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선미 부착 핀 김    진, 김광수, 김유철, 
반석호, 임근태, 박일룡

2012. 05. 16 10-2012-0051898 특허 한국

전류효과를 포함하는 에너지 절감형 선미 부착 핀 김     진, 김광수, 김유철, 
반석호, 박일룡, 이영연

2012. 05. 16 10-2012-0051899 특허 한국

익형 단면을 가지며 전류효과를 포함하는 에너지 절감형 선미 부착 핀 김     진, 김광수, 김유철, 
반석호, 안해성, 박일룡

2012. 05. 16 10-2012-0051900 특허 한국

절단 스파형 부유식 해상풍력 플랫폼 홍사영, 김진하, 홍석원 2012. 05. 16 10-2012-0052158 특허 한국

해저 로봇의 기능 시험용 테스트 베드 전봉환, 김정엽, 박진영, 
심형원, 김방현, 백     혁, 
이판묵

2012. 05. 17 10-2012-0052411 특허 한국

소형선박용 해양 조사장비 투입 및 인양 장치 김용권, 김윤칠, 소재귀 2012. 05. 22 10-2012-0054409 특허 한국

코어튜브 보관 장치 김진수, 노경찬, 유해수, 
이채구

2012. 05. 22 10-2012-0054466 특허 한국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기반 조선해양 공정 상호검증 
시뮬레이션 시스템

황호진, 공인영 2012. 05. 29 10-2012-0056844 특허 한국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기반 블록의 크레인 리프팅 및 탑재 
시뮬레이션 시스템

황호진, 공인영 2012. 05. 29 10-2012-0056845 특허 한국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기반 GIS정보 기반 설비 시뮬레이션 
시스템

황호진, 공인영 2012. 05. 29 10-2012-0056846 특허 한국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기반 블록 및 물류 관제 시뮬레이션 
시스템

황호진, 공인영 2012. 05. 29 10-2012-0056847 특허 한국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기반 응용 시뮬레이션 시스템 황호진, 공인영 2012. 05. 29 10-2012-0056848 특허 한국

찰과부식 대응 요동베인형 펌프 엑츄에이터 신승호, 홍기용, 
와타베 토미지

2012. 05. 29 13/512545 특허 미국

해수 전기분해 알칼리 수로부터 마그네슘염과 칼슘염을 포함한 미네랄 염의 
분리 및 이를 이용한 미네랄음료의 제조 방법

문덕수, 김현주, 이승원, 
정동호, 이호생

2012. 05. 30 10-2012-0057337 특허 한국

해수 전기분해 알칼리 수로부터 마그네슘염과 칼슘염을 포함한 미네랄 염의 
분리 및 이를 이용한 미네랄 정제의 제조 방법

문덕수, 김현주, 이승원, 
정동호, 이호생

2012. 05. 30 10-2012-0057345 특허 한국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의 제어 장치 신승호, 홍기용 2012. 05. 30 13/512697 특허 미국

선박의 통합연동 시스템 박종원, 성소영, 임용곤 2012. 05. 31 10-2012-0058192 특허 한국

HCI기반 선박용 다기능 콘솔 박종원, 임용곤, 성소영, 
윤창호, 최영철, 김승근, 
김시문, 변성훈

2012. 05. 31 10-2012-0058341 특허 한국

통신 시스템의 백플랜 버스 구조 및 이를 이용한 보드 인식 방법 박종원, 성소영, 임용곤 2012. 05. 31 10-2012-0058349 특허 한국

해양 탄성파 탐사 장치 김진수, 노경찬, 유해수, 
이채구

2012. 05. 31 10-2012-0058629 특허 한국

Thermococcus spp.로부터 분리된 신규한 수소화효소,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그 유전자를 갖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김상진, 권개경, 차선신, 
전정호, 김윤재, 배승섭, 
조요나

2012. 06. 01 2012103674 특허 러시아

암반 설치용 중력식 해상풍력 기초 슬래브 윤길림, 오명학, 권오순, 
한택희

2012. 06. 07 10-2012-0060700 특허 한국

가동식 커튼부재가 장착된 잔교식 안벽 박우선, 한택희, 장세철 2012. 06. 08 10-2012-0061217 특허 한국

압력 평형 장치를 가지는 부력 조절 장치와 이를 이용한 수중 글라이더 및 
압력 평형을 이용한 부력 제어 방법

박요섭, 정섬규, 장남도, 
이용국

2012. 06. 15 10-2012-0064196 특허 한국

주상시료 채취장치용 안전장치 진재율, 김용권, 도종대, 
김윤칠, 어영상

2012. 06. 15 10-2012-0064611 특허 한국

비교란 채취가 가능한 주상시료 채취기 진재율, 김용권, 도종대, 
김윤칠, 어영상

2012. 06. 15 10-2012-0064612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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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능이 증가된 써모코코스 온누리우스 엔에이원 돌연변이 균주 및
이를 이용한 수소생산 방법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윤재, 김민식, 
김태완, 배승섭, 이성혁, 
임재규

2012. 06. 19 10-2012-0065303 특허 한국

선박경보 관리장치 및 방법 김홍태, 장준혁, 하욱현, 
이광찬, 백지만, 정민규

2012. 06. 19 10-2012-0065330 특허 한국

유출유 탐지 센서 및 그 제조 방법 오상우, 이문진, 이승현, 
최혁진

2012. 06. 27 10-2012-0069294 특허 한국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 및 이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오상우, 이문진, 최혁진, 
이승현, 이승훈

2012. 06. 27 10-2012-0069302 특허 한국

해상표면흐름 모사체 유출유 대용 실험 장치 이문진, 이승현, 김혜진 2012. 06. 29 10-2012-0070511 특허 한국

해상표면흐름 모사체 유출유 대용 부유체 이문진, 이승현, 김혜진 2012. 06. 29 10-2012-0070512 특허 한국

통신 시스템의 백플랜 버스 구조 및 이를 이용한 보드 인식 방법 박종원, 성소영, 임용곤 2012. 06. 29 PCT/KR2012/005157 특허 PCT

해상용 레이더 장치, 이를 이용한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법 양찬수, 최복경 2012. 07. 02 10-2012-0071979 특허 한국

합성개구레이더를 이용한 소형 선박 탐지방법 양찬수, 박광순, 김태호 2012. 07. 02 10-2012-0071980 특허 한국

한글을 사용한 지점 및 구역 표현 방법 박종민, 서상현, 오세웅 2012. 07. 03 10-2012-0072193 특허 한국

한글을 사용한 위도 및 경도 표현 방법 박종민, 서상현, 조득재 2012. 07. 03 10-2012-0072194 특허 한국

선원 피로도 측정 방법 및 장치 김홍태, 장준혁 2012. 07. 03 10-2012-0072484 특허 한국

내압 수밀 구조를 갖는 다관절 해저 로봇용 다리 심형원, 강한구, 전봉환, 
백    혁, 박진영, 이판묵, 
김방현, 김정엽

2012. 07. 12 10-2012-0076271 특허 한국

내압 수밀 구조를 갖는 다관절 해저로봇용 다리 겸용 로봇팔 심형원, 강한구, 전봉환, 
백     혁, 박진영, 이판묵, 
김방현, 김정엽

2012. 07. 12 10-2012-0076272 특허 한국

투명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 현실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 김선영, 오재용, 박세길 2012. 07. 20 PCT/KR2012/005797 특허 PCT

천정 이동형 투명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현실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 김선영, 오재용, 박세길 2012. 07. 20 PCT/KR2012/005800 특허 PCT

모니터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 현실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 김선영,  오재용, 박세길 2012. 07. 20 PCT/KR2012/005801 특허 PCT

독도의 육상 및 해저지형 모형물 제작방법 및 그 모형물 김현욱, 박찬홍, 김창환, 
이미경

2012. 07. 23 10-2012-0080158 특허 한국

메틸렌플로라이드와 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진 냉동, 공조기 및 발전플랜트용 
혼합냉매

김현주, 이호생, 정동수 2012. 07. 24 10-2012-0080864 특허 한국

노닐페놀 노출에 대응하는 바다송사리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수생태계 환경
오염 진단 방법

염승식, 우선옥, 원효경, 
이애경

2012. 07. 25 10-2012-0081166 특허 한국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전리층 지연 변칙현상의 모니터링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

조득재, 유윤자 2012. 07. 25 10-2012-0081371 특허 한국

반복 승강식 조류 발전 장치 고진환, 이광수, 박훈철, 
강태삼, 트롱 쾅 트리, 시
토러스 에베네저 파타르

2012. 07. 26 10-2012-0081860 특허 한국

증강현실 기반의 디스플레이 보정 방법 및 모듈, 이를 이용한 객체정보 
디스플레이 방법 및 시스템

오재용, 박세길 2012. 07. 26 10-2012-0081914 특허 한국

압력보상기를 이용한 심해용 LED 수중조명장치 백   혁, 이판묵, 전봉환, 
김방현, 박진영, 심형원, 
이경목

2012. 07. 27 10-2012-0082067 특허 한국

실린더형 자율무인잠수정의 방진 유지보수ㆍ이동대차 백    혁, 이판묵, 전봉환, 
박진영, 심형원, 김방현

2012. 07. 27 10-2012-0082068 특허 한국

단일 인버터를 이용한 다수개의 탠덤 히트펌프의 제어 방법 김현주, 이호생, 문덕수, 
정동호, 이승원, 손지훈, 
장기창

2012. 08. 01 10-2012-0084291 특허 한국

지식재산권	현황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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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균형유지형 해상 관측 부이 이문진, 김혜진, 이승현 2012. 08. 01 10-2012-0084431 특허 한국

수중 관측대상물체 위치파악용 무인관측장비 이문진, 김혜진, 이승현 2012. 08. 01 10-2012-0084432 특허 한국

해양무인관측 자료 송수신 네트워크 시스템 이문진, 김혜진, 이승현, 
오상우

2012. 08. 01 10-2012-0084433 특허 한국

5-하이드록시인돌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성물

이연주, 이희승, 노현수, 
신희재, 이종석

2012. 08. 02 PCT/KR2012/006160 특허 PCT

확산 흐름을 이용한 포어 구조체를 구비하는 단백질 바이오센서 및 이의 
제조방법

정정열, 오정환, 김은찬, 
이승국, 신경순

2012. 08. 03 10-2012-0085446 특허 한국

확산 흐름을 이용한 단백질 바이오센서를 구비하는 측정 시스템 정정열, 오정환, 김은찬, 
이승국, 신경순

2012. 08. 03 10-2012-0085447 특허 한국

확산 흐름을 이용한 포어 구조체를 구비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측정센서 및 
이의 제조방법

정정열, 허    철, 강성길 2012. 08. 03 10-2012-0085448 특허 한국

확산 흐름을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농도 측정센서를 구비하는 측정 시스템 정정열, 허    철, 강성길 2012. 08. 03 10-2012-0085449 특허 한국

복합식 시료 채취 장치 이근창, 함동진, 지상범, 
김경홍

2012. 08. 03 PCT/KR2012/006196 특허 PCT

항균 활성을 포함한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가지는 신규의 화합물, 이 화합물을 
생성하는 해양 미생물

신희재, 이희승, 이종석, 
이연주, 김지혜, 이민아, 
TAREQ

2012. 08. 07 10-2012-0086357 특허 한국

다단형 프리스트레스를 통한 모듈러 풍력 타워 기술 원덕희, 한택희, 윤길림, 
박우선

2012. 08. 08 10-2012-0086716 특허 한국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이상위성의 판단방법 및 이를 이용한 판단장치 조득재, 신미영 2012. 08. 13 10-2012-0088406 특허 한국

빙해선박용 실시간 선체 마찰계수 측정 방법 조성락, 정성엽 2012. 08. 13 10-2012-0088418 특허 한국

빙해선박용 실시간 선체 마찰계수 측정 시스템 조성락, 정성엽 2012. 08. 13 10-2012-0088419 특허 한국

영상장비를 이용한 실해역 해빙 두께 측정 방법 조성락, 정성엽 2012. 08. 13 10-2012-0088420 특허 한국

영상장비를 이용한 실해역 해빙 두께 측정 시스템 조성락, 정성엽 2012. 08. 13 10-2012-0088421 특허 한국

중금속 노출에 대응하는 감태의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해양 생태계 환경 오염 
진단 방법

염승식, 우선옥, 원효경, 
이애경, 오윤식

2012. 08. 17 10-2012-0089891 특허 한국

실해역 해빙 굽힘강도 측정 시스템 정성엽, 조성락 2012. 08. 17 10-2012-0090014 특허 한국

실해역 해빙 굽힘강도 측정 방법 정성엽, 조성락 2012. 08. 17 10-2012-0090015 특허 한국

신규의 아미다아제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이들을 이용한 카프로락탐 
생산 방법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차선신, 김윤재, 
전정호

2012. 08. 22 10-2012-0091634 특허 한국

타원단면 실린더 와유기진동 에너지 추출 장치 최종수, 홍   섭, 김형우, 
여태경

2012. 08. 28 10-2012-0094572 특허 한국

단일 파장의 LED광원과 CCD센서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및 장치 오상우, 이문진 2012. 08. 28 10-2012-0094574 특허 한국

테트라포드 박우선, 한상훈, 이진학, 
오영민

2012. 08. 29 10-2012-0094951 특허 한국

하이드레이트 펠릿의 저장, 운송, 해리 용기 및 이를 이용한 하이드레이트 
펠릿의 저장, 운송, 해리 방법

강희진, 이동곤, 최    진 2012. 09. 04 10-2012-0097461 특허 한국

쌍동선체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대용량 해양폐기물 수집 및 분류 장치와 
그 방법

강희진, 신명수, 박범진 2012. 09. 04 10-2012-0097645 특허 한국

쌍동선체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대용량 해양폐기물 수집 및 분류 장치와
그 방법

강희진, 신명수, 박범진 2012. 09. 04 PCT/KR2012/007083 특허 PCT

수중 위치추적 시스템의 캘리브레이션 방법 변성훈, 김시문, 임용곤, 
이판묵, 박종원, 김승근

2012. 09. 05 10-2012-0098169 특허 한국

하이드레이트 펠릿의 저장, 운송, 해리 용기 및 이를 이용한 하이드레이트 
펠릿의 저장, 운송, 해리 방법

강희진, 이동곤, 최    진 2012. 09. 06 PCT/KR2012/007145 특허 PCT

단일 편파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무선 송수신 신호 처리 장치 고학림, 박종원, 임용곤, 
김승근

2012. 09. 10 10-2012-0100121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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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관측장비용 회수장치 김용권, 정섬규, 김윤칠, 
어영상

2012. 09. 10 10-2012-0100166 특허 한국

로프 분리장치 김용권, 정섬규, 김윤칠, 
어영상

2012. 09. 10 10-2012-0100167 특허 한국

설치 및 회수장치를 갖는 해양관측장비 김용권, 정섬규, 김윤칠, 
어영상

2012. 09. 10 10-2012-0100168 특허 한국

다중 홉 선박 통신망 기반의 자원할당 및 전송률 제어 방법 강충구, 조구민, 고학림, 
박종원, 임용곤, 윤창호, 
김승근

2012. 09. 12 10-2012-0101252 특허 한국

찰과부식 대응 요동베인형 펌프 엑츄에이터 신승호, 홍기용, 와타베 
토미지

2012. 09. 14 11769108.9 특허 유럽

대한민국 연안 규조류의 종 판별방법과 이에 따른 규조류의 종판별용 폴리뉴
클레오티드 프로브, DNA칩 및 키트

이택견, 장    만, 박소윤, 
이건섭, 황진익, 이윤호

2012. 09. 18 13/635887 특허 미국

단일 편파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무선 송수신 신호 처리 장치 박종원, 임용곤, 고학림, 
김승근

2012. 09. 19 PCT/KR2012/007479 특허 PCT

해상풍력 지지구조 한택희, 박우선, 원덕희 2012. 09. 20 10-2012-0104697 특허 한국

모듈러 기둥 및 이의 시공 방법 원덕희, 한택희, 박우선, 
장인성, 한상훈

2012. 09. 20 10-2012-0104700 특허 한국

부침식 폭풍해일 방벽장치 및 그 시공 방법 심재설, 김병구, 전인식, 
우찬조

2012. 09. 20 10-2012-0104737 특허 한국

신규의 에스터라제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이들을 이용한 에스터라제 
생산 방법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김상진, 권개경, 차선신, 
김윤재, 전정호, 이창묵, 
윤상홍, 김수진, 구본성

2012. 09. 24 10-2012-0105557 특허 한국

조난위치 알림을 위한 레이더반사체 운용 장치 강희진, 이동곤 2012. 09. 24 10-2012-0105618 특허 한국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특정한 유용성분을 증강시키는 미세조류 배양 방법 김현주, 문덕수, 이승원, 
김아리

2012. 10. 02 10-2012-0109707 특허 한국

확산 흐름을 이용하여 해수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검출하는 유해물질 
검출센서 구조체 및 이의 제조 방법

정정열, 이문진 2012. 10. 04 10-2012-0110103 특허 한국

확산 흐름을 이용하여 해수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검출하는 유해물질 검
출센서를 구비한 유해물질 측정 시스템

정정열, 이문진 2012. 10. 04 10-2012-0110107 특허 한국

확산 흐름을 이용하여 해수에 포함된 유출유를 검출하는 유출유 검출센서 
구조체 및 이의 제조 방법

정정열, 이문진 2012. 10. 04 10-2012-0110110 특허 한국

확산 흐름을 이용하여 해수에 포함된 유출유를 검출하는 유출유 검출 시스템 정정열, 이문진 2012. 10. 04 10-2012-0110114 특허 한국

조난위치 알림을 위한 레이더반사체 운용 장치 강희진, 이동곤 2012. 10. 08 PCT/KR2012/008120 특허 PCT

방열핀 겸용 강성보강재가 장착된 조류 발전기 나셀 한택희, 고진환, 이광수 2012. 10. 10 10-2012-0112388 특허 한국

조류 발전 장치 한상훈, 박진순, 이광수 2012. 10. 10 10-2012-0112625 특허 한국

해양 구조물의 수중 촬영을 위한 챔버 장치 신창주, 한상훈 2012. 10. 10 10-2012-0112631 특허 한국

사가크로마놀 D를 포함하는 골염증성 질환의 예방, 개선 및 치료용 조성물 허수진, 윤원종, 강도형, 
오철홍

2012. 10. 12 10-2012-0113596 특허 한국

사가크로마놀 E를 포함하는 골염증성 질환의 예방, 개선 및 치료용 조성물 허수진, 윤원종, 강도형, 
오철홍

2012. 10. 12 10-2012-0113597 특허 한국

사가크로마놀 I를 포함하는 골염증성 질환의 예방, 개선 및 치료용 조성물 허수진, 윤원종, 강도형, 
오철홍

2012. 10. 12 10-2012-0113598 특허 한국

심해저 망간단괴 집광로봇 홍    섭, 김형우, 최종수, 
여태경, 박성재

2012. 10. 12 PCT/KR2012/008296 특허 PCT

항암활성을 갖는 스트렙토클로린 신규 유도체 및 이의 합성 방법 이종석, 신준호, 신희재, 
이연주, 이희승, 강종순, 
윤지은, 권주희

2012. 10. 15 10-2012-0114008 특허 한국

해양용 강제 회수 장치 김용권, 장세철, 박순희, 
마린테크

2012. 10. 15 10-2012-0114231 특허 한국

지식재산권	현황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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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균형유지형 해상 관측 부이 이문진, 김혜진, 이승현 2012. 08. 01 10-2012-0084431 특허 한국

수중 관측대상물체 위치파악용 무인관측장비 이문진, 김혜진, 이승현 2012. 08. 01 10-2012-0084432 특허 한국

해양무인관측 자료 송수신 네트워크 시스템 이문진, 김혜진, 이승현, 
오상우

2012. 08. 01 10-2012-0084433 특허 한국

5-하이드록시인돌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성물

이연주, 이희승, 노현수, 
신희재, 이종석

2012. 08. 02 PCT/KR2012/006160 특허 PCT

확산 흐름을 이용한 포어 구조체를 구비하는 단백질 바이오센서 및 이의 
제조방법

정정열, 오정환, 김은찬, 
이승국, 신경순

2012. 08. 03 10-2012-0085446 특허 한국

확산 흐름을 이용한 단백질 바이오센서를 구비하는 측정 시스템 정정열, 오정환, 김은찬, 
이승국, 신경순

2012. 08. 03 10-2012-0085447 특허 한국

확산 흐름을 이용한 포어 구조체를 구비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측정센서 및 
이의 제조방법

정정열, 허    철, 강성길 2012. 08. 03 10-2012-0085448 특허 한국

확산 흐름을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농도 측정센서를 구비하는 측정 시스템 정정열, 허    철, 강성길 2012. 08. 03 10-2012-0085449 특허 한국

복합식 시료 채취 장치 이근창, 함동진, 지상범, 
김경홍

2012. 08. 03 PCT/KR2012/006196 특허 PCT

항균 활성을 포함한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가지는 신규의 화합물, 이 화합물을 
생성하는 해양 미생물

신희재, 이희승, 이종석, 
이연주, 김지혜, 이민아, 
TAREQ

2012. 08. 07 10-2012-0086357 특허 한국

다단형 프리스트레스를 통한 모듈러 풍력 타워 기술 원덕희, 한택희, 윤길림, 
박우선

2012. 08. 08 10-2012-0086716 특허 한국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이상위성의 판단방법 및 이를 이용한 판단장치 조득재, 신미영 2012. 08. 13 10-2012-0088406 특허 한국

빙해선박용 실시간 선체 마찰계수 측정 방법 조성락, 정성엽 2012. 08. 13 10-2012-0088418 특허 한국

빙해선박용 실시간 선체 마찰계수 측정 시스템 조성락, 정성엽 2012. 08. 13 10-2012-0088419 특허 한국

영상장비를 이용한 실해역 해빙 두께 측정 방법 조성락, 정성엽 2012. 08. 13 10-2012-0088420 특허 한국

영상장비를 이용한 실해역 해빙 두께 측정 시스템 조성락, 정성엽 2012. 08. 13 10-2012-0088421 특허 한국

중금속 노출에 대응하는 감태의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해양 생태계 환경 오염 
진단 방법

염승식, 우선옥, 원효경, 
이애경, 오윤식

2012. 08. 17 10-2012-0089891 특허 한국

실해역 해빙 굽힘강도 측정 시스템 정성엽, 조성락 2012. 08. 17 10-2012-0090014 특허 한국

실해역 해빙 굽힘강도 측정 방법 정성엽, 조성락 2012. 08. 17 10-2012-0090015 특허 한국

신규의 아미다아제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이들을 이용한 카프로락탐 
생산 방법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차선신, 김윤재, 
전정호

2012. 08. 22 10-2012-0091634 특허 한국

타원단면 실린더 와유기진동 에너지 추출 장치 최종수, 홍   섭, 김형우, 
여태경

2012. 08. 28 10-2012-0094572 특허 한국

단일 파장의 LED광원과 CCD센서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및 장치 오상우, 이문진 2012. 08. 28 10-2012-0094574 특허 한국

테트라포드 박우선, 한상훈, 이진학, 
오영민

2012. 08. 29 10-2012-0094951 특허 한국

하이드레이트 펠릿의 저장, 운송, 해리 용기 및 이를 이용한 하이드레이트 
펠릿의 저장, 운송, 해리 방법

강희진, 이동곤, 최    진 2012. 09. 04 10-2012-0097461 특허 한국

쌍동선체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대용량 해양폐기물 수집 및 분류 장치와 
그 방법

강희진, 신명수, 박범진 2012. 09. 04 10-2012-0097645 특허 한국

쌍동선체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대용량 해양폐기물 수집 및 분류 장치와
그 방법

강희진, 신명수, 박범진 2012. 09. 04 PCT/KR2012/007083 특허 PCT

수중 위치추적 시스템의 캘리브레이션 방법 변성훈, 김시문, 임용곤, 
이판묵, 박종원, 김승근

2012. 09. 05 10-2012-0098169 특허 한국

하이드레이트 펠릿의 저장, 운송, 해리 용기 및 이를 이용한 하이드레이트 
펠릿의 저장, 운송, 해리 방법

강희진, 이동곤, 최    진 2012. 09. 06 PCT/KR2012/007145 특허 PCT

단일 편파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무선 송수신 신호 처리 장치 고학림, 박종원, 임용곤, 
김승근

2012. 09. 10 10-2012-0100121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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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관측장비용 회수장치 김용권, 정섬규, 김윤칠, 
어영상

2012. 09. 10 10-2012-0100166 특허 한국

로프 분리장치 김용권, 정섬규, 김윤칠, 
어영상

2012. 09. 10 10-2012-0100167 특허 한국

설치 및 회수장치를 갖는 해양관측장비 김용권, 정섬규, 김윤칠, 
어영상

2012. 09. 10 10-2012-0100168 특허 한국

다중 홉 선박 통신망 기반의 자원할당 및 전송률 제어 방법 강충구, 조구민, 고학림, 
박종원, 임용곤, 윤창호, 
김승근

2012. 09. 12 10-2012-0101252 특허 한국

찰과부식 대응 요동베인형 펌프 엑츄에이터 신승호, 홍기용, 와타베 
토미지

2012. 09. 14 11769108.9 특허 유럽

대한민국 연안 규조류의 종 판별방법과 이에 따른 규조류의 종판별용 폴리뉴
클레오티드 프로브, DNA칩 및 키트

이택견, 장    만, 박소윤, 
이건섭, 황진익, 이윤호

2012. 09. 18 13/635887 특허 미국

단일 편파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무선 송수신 신호 처리 장치 박종원, 임용곤, 고학림, 
김승근

2012. 09. 19 PCT/KR2012/007479 특허 PCT

해상풍력 지지구조 한택희, 박우선, 원덕희 2012. 09. 20 10-2012-0104697 특허 한국

모듈러 기둥 및 이의 시공 방법 원덕희, 한택희, 박우선, 
장인성, 한상훈

2012. 09. 20 10-2012-0104700 특허 한국

부침식 폭풍해일 방벽장치 및 그 시공 방법 심재설, 김병구, 전인식, 
우찬조

2012. 09. 20 10-2012-0104737 특허 한국

신규의 에스터라제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이들을 이용한 에스터라제 
생산 방법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김상진, 권개경, 차선신, 
김윤재, 전정호, 이창묵, 
윤상홍, 김수진, 구본성

2012. 09. 24 10-2012-0105557 특허 한국

조난위치 알림을 위한 레이더반사체 운용 장치 강희진, 이동곤 2012. 09. 24 10-2012-0105618 특허 한국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특정한 유용성분을 증강시키는 미세조류 배양 방법 김현주, 문덕수, 이승원, 
김아리

2012. 10. 02 10-2012-0109707 특허 한국

확산 흐름을 이용하여 해수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검출하는 유해물질 
검출센서 구조체 및 이의 제조 방법

정정열, 이문진 2012. 10. 04 10-2012-0110103 특허 한국

확산 흐름을 이용하여 해수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검출하는 유해물질 검
출센서를 구비한 유해물질 측정 시스템

정정열, 이문진 2012. 10. 04 10-2012-0110107 특허 한국

확산 흐름을 이용하여 해수에 포함된 유출유를 검출하는 유출유 검출센서 
구조체 및 이의 제조 방법

정정열, 이문진 2012. 10. 04 10-2012-0110110 특허 한국

확산 흐름을 이용하여 해수에 포함된 유출유를 검출하는 유출유 검출 시스템 정정열, 이문진 2012. 10. 04 10-2012-0110114 특허 한국

조난위치 알림을 위한 레이더반사체 운용 장치 강희진, 이동곤 2012. 10. 08 PCT/KR2012/008120 특허 PCT

방열핀 겸용 강성보강재가 장착된 조류 발전기 나셀 한택희, 고진환, 이광수 2012. 10. 10 10-2012-0112388 특허 한국

조류 발전 장치 한상훈, 박진순, 이광수 2012. 10. 10 10-2012-0112625 특허 한국

해양 구조물의 수중 촬영을 위한 챔버 장치 신창주, 한상훈 2012. 10. 10 10-2012-0112631 특허 한국

사가크로마놀 D를 포함하는 골염증성 질환의 예방, 개선 및 치료용 조성물 허수진, 윤원종, 강도형, 
오철홍

2012. 10. 12 10-2012-0113596 특허 한국

사가크로마놀 E를 포함하는 골염증성 질환의 예방, 개선 및 치료용 조성물 허수진, 윤원종, 강도형, 
오철홍

2012. 10. 12 10-2012-0113597 특허 한국

사가크로마놀 I를 포함하는 골염증성 질환의 예방, 개선 및 치료용 조성물 허수진, 윤원종, 강도형, 
오철홍

2012. 10. 12 10-2012-0113598 특허 한국

심해저 망간단괴 집광로봇 홍    섭, 김형우, 최종수, 
여태경, 박성재

2012. 10. 12 PCT/KR2012/008296 특허 PCT

항암활성을 갖는 스트렙토클로린 신규 유도체 및 이의 합성 방법 이종석, 신준호, 신희재, 
이연주, 이희승, 강종순, 
윤지은, 권주희

2012. 10. 15 10-2012-0114008 특허 한국

해양용 강제 회수 장치 김용권, 장세철, 박순희, 
마린테크

2012. 10. 15 10-2012-0114231 특허 한국

지식재산권	현황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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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 융복합 연구 지원 시스템 임학수, 심재설, 김창식, 
박진순

2012. 10. 15 10-2012-0114418 특허 한국

찰과부식 대응 요동베인형 펌프 엑츄에이터 신승호, 홍기용, 와타베 
토미지

2012. 10. 16 201180019392 특허 중국

선박안전성평가모델의 작성 및 이를 이용한 선박안전성평가 방법 강희진, 이동곤 2012. 10. 16 10-2012-0115040 특허 한국

위성신호 미약 환경에서의 관성센서를 이용한 선박의 위성측정치 생성 방법 
및 장치

조득재, 박슬기, 심우성 2012. 10. 17 10-2012-0115390 특허 한국

위성신호 미약 환경에서의 반송파 위상과 관성센서 정보를 이용한 선박의 
위성측정치 생성 방법 및 장치

조득재, 박슬기, 심우성 2012. 10. 17 10-2012-0115401 특허 한국

해양 표층수 및 심층수 열원용 해양온도차 다단 터빈 발전사이클 김현주, 이호생, 정영권, 
윤정인, 손창효, 백승문

2012. 10. 17 10-2012-0115577 특허 한국

심해 해저에서 분리된 에스터라제 KTL7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김상진, 권개경, 차선신, 
전정호, 임재규, 배승섭, 
김윤재

2012. 10. 18 10-2012-0116121 특허 한국

심해 해저에서 분리된 에스터라제 KTL9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김상진, 권개경, 차선신, 
전정호, 임재규, 배승섭, 
김윤재

2012. 10. 18 10-2012-0116123 특허 한국

해상풍력발전기의 하이브리드 지지구조 박우선, 한택희, 신창주, 
박영현, 원덕희, 이종석

2012. 10. 24 10-2012-0118289 특허 한국

수중에 설치되는 수동형 상하동요 및 회전동요 감쇠장치가 구비된 부유식
풍력 발전기 및 부유식 풍력 발전기용 수동형 상하동요 및 회전동요 감쇠 장치

홍석원, 홍사영, 김영식 2012. 10. 24 10-2012-0118375 특허 한국

수동형 상하동요 및 회전동요 감쇠장치가 구비된 부유식 풍력 발전기 및 
부유식 풍력 발전기용 수동형 상하동요 및 회전동요 감쇠 장치

홍석원, 홍사영, 김영식 2012. 10. 24 10-2012-0118378 특허 한국

수동식 스프링 강성 계측기 김진하, 최성권, 김영식, 
박인보

2012. 10. 26 10-2012-0119553 특허 한국

자동식 스프링 강성 계측기 김진하, 최성권, 김영식, 
박인보

2012. 10. 26 10-2012-0119554 특허 한국

수동형 가속도계 캘리브레이터 김진하, 최성권, 김영식, 
박인보

2012. 10. 26 10-2012-0119572 특허 한국

자동형 가속도계 캘리브레이터 김진하, 최성권, 김영식, 
박인보

2012. 10. 26 10-2012-0119576 특허 한국

우렁쉥이(멍게) 유래의 시알산 전이효소 및 이를 이용한 시알화 복합당질 
합성 방법

권오석, 김성훈, 이윤호, 
오두병

2012. 10. 29 PCT/KR2012/008919 특허 PCT

핵산 추출 또는 증폭을 위한 휴대용 장치 이윤호, 강돈혁, 김     성, 
강미혜, 정다금, 이유철, 
정길아, 김하나

2012. 10. 30 10-2012-0120951 특허 한국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리튬 흡착 장치 및 방법 이윤호, 박병권, 김    성, 
김현주, 문덕수, 강미혜

2012. 10. 30 10-2012-0120952 특허 한국

양방향 망간단괴 집광장비 여태경, 홍    섭, 김형우, 
최종수

2012. 10. 30 10-2012-0121026 특허 한국

콘크리트 충전 이중강관 단면을 이용한 해중 터널 모듈화 기술 원덕희, 한택희, 한상훈, 
박우선, 이진학

2012. 10. 30 10-2012-0121349 특허 한국

수동형 요잉 감쇠장치가 구비된 부유식 풍력 발전기 홍석원, 홍사영, 김영식 2012. 11. 01 10-2012-0122980 특허 한국

경량 혼합토를 이용한 연약지반 개량 방법 윤길림 2012. 11. 02 10-2012-0123482 특허 한국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한 기름유출 감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양찬수, 박광순, 김태호 2012. 11. 02 10-2012-0123501 특허 한국

파고계 캘리브레이터 김진하, 최성권, 김영식, 
박인보

2012. 11. 02 10-2012-0123591 특허 한국

풍력발전기 설치 방법 및 장치 심재설, 우찬조, 정진용, 
박광순

2012. 11. 02 PCT/KR2012/009181 특허 PCT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일자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단열재를 이용한 밸러스트 탱크 결빙 방지 구조 이춘주, 이재만 2012. 11. 05 10-2012-0124236 특허 한국

이중격벽을 이용한 밸러스트 탱크 결빙 방지 구조 이춘주, 이재만, 강성호 2012. 11. 05 10-2012-0124244 특허 한국

무인선박을 이용한 수상 이동형 하천 퇴적물 채집 및 채수 멀티플 장치 백    혁, 이판묵, 전봉환, 
김방현, 박진영, 심형원

2012. 11. 07 10-2012-0125284 특허 한국

선원 피로도 측정 장치를 이용한 선박 도난방지 방법 및 시스템 김홍태, 장준혁 2012. 11. 07 10-2012-0125659 특허 한국

항만 안벽 모니터링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항만 안벽 모니터링 방법 김기훈, 이종무, 한상훈 2012. 11. 08 10-2012-0125985 특허 한국

수치정보 한글 표현 방법 박종민, 오세웅, 이문진 2012. 11. 09 10-2012-0126670 특허 한국

위치 및 식별번호 한글표현 입력방법 및 장치 박종민, 이문진, 서상현 2012. 11. 09 10-2012-0126671 특허 한국

피치와 곡면 능동제어를 이용한 반복승강식 조류발전 장치 고진환 2012. 11. 15 10-2012-0129430 특허 한국

해수의 이산화탄소분압 측정 장치 김    성, 최해영, 오지나 2012. 11. 15 10-2012-0129564 특허 한국

항공사진을 이용한 섬의 해안선 제작 방법 박준용, 정의영 2012. 11. 15 10-2012-0129654 특허 한국

단순 왕복 피봇 회전형 와유기진동 에너지추출 장치 최종수, 홍   섭, 김형우, 
여태경

2012. 11. 15 PCT/KR2012/009645 특허 PCT

FrsA를 발현하는 균주 및 이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 방법 이경조, 김유라, 이정기, 
차선신, 이규호

2012. 11. 16 10-2012-0129937 특허 한국

내부구속 중공 철근콘크리트 단면을 이용한 해중터널 모듈구조 및 이의 시공
방법

원덕희, 한택희, 한상훈, 
박우선

2012. 11. 16 10-2012-0129952 특허 한국

선박 측위용 위성신호 모호성 검출 시스템 및 방법 심우성, 조득재 2012. 11. 16 PCT/KR2012/009670 특허 PCT

위성신호 미약 환경에서의 반송파 위상과 관성센서 정보를 이용한 선박의 
위성측정치 생성 방법 및 장치

조득재, 박슬기, 심우성 201. 11. 16 PCT/KR2012/009687 특허 PCT

무한궤도 트랙 전단변위 산출 방법 김형우, 홍     섭 2012. 11. 19 10-2012-0104068 특허 한국

원격제어 무인 잠수정의 정밀 수중 위치추적 시스템 김기훈, 변성훈, 이종무, 
장인성

2012. 11. 20 10-2012-0131474 특허 한국

토크 측정이 가능한 터빈 발전기 및 이를 이용한 파력 발전 시스템 홍기용, 박봉일, 신승호, 
김상호

2012. 11. 20 10-2012-0131488 특허 한국

슈미트 햄머의 수중 사용을 위한 방수 장치 한상훈, 박승희, 신은석 2012. 11. 20 10-2012-0131803 특허 한국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시스템을 위한 최대 출력점 추종 알고리즘 홍기용, 신승호, 김상호, 
박정우, 강대욱, 권진수

2012. 11. 22 10-2012-0132695 특허 한국

안벽면에서 주행하는 트랙형 수중 이동객체의 수중위치추정 시스템 및 방법 김기훈, 변성훈, 한상훈 2012. 11. 27 10-2012-0135036 특허 한국

천해 해저지형조사용 프레임 장치 정의영, 박준용 2012. 11. 28 10-2012-0136054 특허 한국

해빈지형조사용 폴 받침대 정의영, 박준용 2012. 11. 28 10-2012-0136059 특허 한국

어란 핀셋 김    성, 이윤호, 오지나, 
최해영

2012. 11. 28 10-2012-0136341 특허 한국

수중 생물 폐사 방지용 해수의 이산화탄소분압 측정 장치 김    성, 김동성, 조홍연, 
최해영, 오지나

2012. 11. 28 10-2012-0136342 특허 한국

기능복합형 해상풍력발전 시설물 심재설, 한정호, 정진용, 
우찬조

2012. 11. 28 10-2012-0136481 특허 한국

메뉴버링 북렛 기반의 선박조종성능 및 안전운항영역 가시화 시스템 및 그 방법 윤근항, 여동진 2012. 11. 29 10-2012-0137250 특허 한국

양수기능을 갖는 조력발전 장치 및 그 방법 박진순, 진재율, 이광수, 
이진학, 정원무

2012. 12. 05 10-2012-0140317 특허 한국

표층수 채집 장치 김창준, 김영일, 정창수 2012. 12. 06 10-2012-0141359 특허 한국

음향 코드를 이용한 수중 트리거 스위치 및 이를 이용한 수중 트리거 시스템 김기훈, 최현택, 변성훈, 
이종무

2012. 12. 07 10-2012-0141802 특허 한국

어집 기능을 갖는 투과성 잠제블럭 심재설, 양정아, 전인식, 
우찬조

2012. 12. 07 10-2012-0142052 특허 한국

지식재산권	현황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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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 융복합 연구 지원 시스템 임학수, 심재설, 김창식, 
박진순

2012. 10. 15 10-2012-0114418 특허 한국

찰과부식 대응 요동베인형 펌프 엑츄에이터 신승호, 홍기용, 와타베 
토미지

2012. 10. 16 201180019392 특허 중국

선박안전성평가모델의 작성 및 이를 이용한 선박안전성평가 방법 강희진, 이동곤 2012. 10. 16 10-2012-0115040 특허 한국

위성신호 미약 환경에서의 관성센서를 이용한 선박의 위성측정치 생성 방법 
및 장치

조득재, 박슬기, 심우성 2012. 10. 17 10-2012-0115390 특허 한국

위성신호 미약 환경에서의 반송파 위상과 관성센서 정보를 이용한 선박의 
위성측정치 생성 방법 및 장치

조득재, 박슬기, 심우성 2012. 10. 17 10-2012-0115401 특허 한국

해양 표층수 및 심층수 열원용 해양온도차 다단 터빈 발전사이클 김현주, 이호생, 정영권, 
윤정인, 손창효, 백승문

2012. 10. 17 10-2012-0115577 특허 한국

심해 해저에서 분리된 에스터라제 KTL7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김상진, 권개경, 차선신, 
전정호, 임재규, 배승섭, 
김윤재

2012. 10. 18 10-2012-0116121 특허 한국

심해 해저에서 분리된 에스터라제 KTL9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김상진, 권개경, 차선신, 
전정호, 임재규, 배승섭, 
김윤재

2012. 10. 18 10-2012-0116123 특허 한국

해상풍력발전기의 하이브리드 지지구조 박우선, 한택희, 신창주, 
박영현, 원덕희, 이종석

2012. 10. 24 10-2012-0118289 특허 한국

수중에 설치되는 수동형 상하동요 및 회전동요 감쇠장치가 구비된 부유식
풍력 발전기 및 부유식 풍력 발전기용 수동형 상하동요 및 회전동요 감쇠 장치

홍석원, 홍사영, 김영식 2012. 10. 24 10-2012-0118375 특허 한국

수동형 상하동요 및 회전동요 감쇠장치가 구비된 부유식 풍력 발전기 및 
부유식 풍력 발전기용 수동형 상하동요 및 회전동요 감쇠 장치

홍석원, 홍사영, 김영식 2012. 10. 24 10-2012-0118378 특허 한국

수동식 스프링 강성 계측기 김진하, 최성권, 김영식, 
박인보

2012. 10. 26 10-2012-0119553 특허 한국

자동식 스프링 강성 계측기 김진하, 최성권, 김영식, 
박인보

2012. 10. 26 10-2012-0119554 특허 한국

수동형 가속도계 캘리브레이터 김진하, 최성권, 김영식, 
박인보

2012. 10. 26 10-2012-0119572 특허 한국

자동형 가속도계 캘리브레이터 김진하, 최성권, 김영식, 
박인보

2012. 10. 26 10-2012-0119576 특허 한국

우렁쉥이(멍게) 유래의 시알산 전이효소 및 이를 이용한 시알화 복합당질 
합성 방법

권오석, 김성훈, 이윤호, 
오두병

2012. 10. 29 PCT/KR2012/008919 특허 PCT

핵산 추출 또는 증폭을 위한 휴대용 장치 이윤호, 강돈혁, 김     성, 
강미혜, 정다금, 이유철, 
정길아, 김하나

2012. 10. 30 10-2012-0120951 특허 한국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리튬 흡착 장치 및 방법 이윤호, 박병권, 김    성, 
김현주, 문덕수, 강미혜

2012. 10. 30 10-2012-0120952 특허 한국

양방향 망간단괴 집광장비 여태경, 홍    섭, 김형우, 
최종수

2012. 10. 30 10-2012-0121026 특허 한국

콘크리트 충전 이중강관 단면을 이용한 해중 터널 모듈화 기술 원덕희, 한택희, 한상훈, 
박우선, 이진학

2012. 10. 30 10-2012-0121349 특허 한국

수동형 요잉 감쇠장치가 구비된 부유식 풍력 발전기 홍석원, 홍사영, 김영식 2012. 11. 01 10-2012-0122980 특허 한국

경량 혼합토를 이용한 연약지반 개량 방법 윤길림 2012. 11. 02 10-2012-0123482 특허 한국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한 기름유출 감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양찬수, 박광순, 김태호 2012. 11. 02 10-2012-0123501 특허 한국

파고계 캘리브레이터 김진하, 최성권, 김영식, 
박인보

2012. 11. 02 10-2012-0123591 특허 한국

풍력발전기 설치 방법 및 장치 심재설, 우찬조, 정진용, 
박광순

2012. 11. 02 PCT/KR2012/009181 특허 PCT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일자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단열재를 이용한 밸러스트 탱크 결빙 방지 구조 이춘주, 이재만 2012. 11. 05 10-2012-0124236 특허 한국

이중격벽을 이용한 밸러스트 탱크 결빙 방지 구조 이춘주, 이재만, 강성호 2012. 11. 05 10-2012-0124244 특허 한국

무인선박을 이용한 수상 이동형 하천 퇴적물 채집 및 채수 멀티플 장치 백    혁, 이판묵, 전봉환, 
김방현, 박진영, 심형원

2012. 11. 07 10-2012-0125284 특허 한국

선원 피로도 측정 장치를 이용한 선박 도난방지 방법 및 시스템 김홍태, 장준혁 2012. 11. 07 10-2012-0125659 특허 한국

항만 안벽 모니터링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항만 안벽 모니터링 방법 김기훈, 이종무, 한상훈 2012. 11. 08 10-2012-0125985 특허 한국

수치정보 한글 표현 방법 박종민, 오세웅, 이문진 2012. 11. 09 10-2012-0126670 특허 한국

위치 및 식별번호 한글표현 입력방법 및 장치 박종민, 이문진, 서상현 2012. 11. 09 10-2012-0126671 특허 한국

피치와 곡면 능동제어를 이용한 반복승강식 조류발전 장치 고진환 2012. 11. 15 10-2012-0129430 특허 한국

해수의 이산화탄소분압 측정 장치 김    성, 최해영, 오지나 2012. 11. 15 10-2012-0129564 특허 한국

항공사진을 이용한 섬의 해안선 제작 방법 박준용, 정의영 2012. 11. 15 10-2012-0129654 특허 한국

단순 왕복 피봇 회전형 와유기진동 에너지추출 장치 최종수, 홍   섭, 김형우, 
여태경

2012. 11. 15 PCT/KR2012/009645 특허 PCT

FrsA를 발현하는 균주 및 이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 방법 이경조, 김유라, 이정기, 
차선신, 이규호

2012. 11. 16 10-2012-0129937 특허 한국

내부구속 중공 철근콘크리트 단면을 이용한 해중터널 모듈구조 및 이의 시공
방법

원덕희, 한택희, 한상훈, 
박우선

2012. 11. 16 10-2012-0129952 특허 한국

선박 측위용 위성신호 모호성 검출 시스템 및 방법 심우성, 조득재 2012. 11. 16 PCT/KR2012/009670 특허 PCT

위성신호 미약 환경에서의 반송파 위상과 관성센서 정보를 이용한 선박의 
위성측정치 생성 방법 및 장치

조득재, 박슬기, 심우성 201. 11. 16 PCT/KR2012/009687 특허 PCT

무한궤도 트랙 전단변위 산출 방법 김형우, 홍     섭 2012. 11. 19 10-2012-0104068 특허 한국

원격제어 무인 잠수정의 정밀 수중 위치추적 시스템 김기훈, 변성훈, 이종무, 
장인성

2012. 11. 20 10-2012-0131474 특허 한국

토크 측정이 가능한 터빈 발전기 및 이를 이용한 파력 발전 시스템 홍기용, 박봉일, 신승호, 
김상호

2012. 11. 20 10-2012-0131488 특허 한국

슈미트 햄머의 수중 사용을 위한 방수 장치 한상훈, 박승희, 신은석 2012. 11. 20 10-2012-0131803 특허 한국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시스템을 위한 최대 출력점 추종 알고리즘 홍기용, 신승호, 김상호, 
박정우, 강대욱, 권진수

2012. 11. 22 10-2012-0132695 특허 한국

안벽면에서 주행하는 트랙형 수중 이동객체의 수중위치추정 시스템 및 방법 김기훈, 변성훈, 한상훈 2012. 11. 27 10-2012-0135036 특허 한국

천해 해저지형조사용 프레임 장치 정의영, 박준용 2012. 11. 28 10-2012-0136054 특허 한국

해빈지형조사용 폴 받침대 정의영, 박준용 2012. 11. 28 10-2012-0136059 특허 한국

어란 핀셋 김    성, 이윤호, 오지나, 
최해영

2012. 11. 28 10-2012-0136341 특허 한국

수중 생물 폐사 방지용 해수의 이산화탄소분압 측정 장치 김    성, 김동성, 조홍연, 
최해영, 오지나

2012. 11. 28 10-2012-0136342 특허 한국

기능복합형 해상풍력발전 시설물 심재설, 한정호, 정진용, 
우찬조

2012. 11. 28 10-2012-0136481 특허 한국

메뉴버링 북렛 기반의 선박조종성능 및 안전운항영역 가시화 시스템 및 그 방법 윤근항, 여동진 2012. 11. 29 10-2012-0137250 특허 한국

양수기능을 갖는 조력발전 장치 및 그 방법 박진순, 진재율, 이광수, 
이진학, 정원무

2012. 12. 05 10-2012-0140317 특허 한국

표층수 채집 장치 김창준, 김영일, 정창수 2012. 12. 06 10-2012-0141359 특허 한국

음향 코드를 이용한 수중 트리거 스위치 및 이를 이용한 수중 트리거 시스템 김기훈, 최현택, 변성훈, 
이종무

2012. 12. 07 10-2012-0141802 특허 한국

어집 기능을 갖는 투과성 잠제블럭 심재설, 양정아, 전인식, 
우찬조

2012. 12. 07 10-2012-0142052 특허 한국

지식재산권	현황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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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발전기의 이상 유무 진단 방법 홍기용, 신승호, 전봉환,
박정우, 강대욱, 오창훈,
문지우, 배득우, 권진수

2012. 01. 02 10-1103513 특허 한국

조립식 헬리컬 터빈의 회전축 고정 장치 박진순, 이광수, 염기대,
오명학, 한상훈, 이진학

2012. 01. 03 10-1104577 특허 한국

경사류 프로펠러 동력계 및 모형 프로펠러를 이용한 캐비테이션 침식 시험 
방법 및 장치

백부근, 김경열, 김기섭, 
정원출, 박선규, 김태규, 
이상욱, 장영훈, 김경래, 
남창우

2012. 01. 04 10-1105073 특허 한국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운송기술 및 그 장치 김완수 2012. 01. 05 2007282333 특허 호주

안벽용 비파괴 검사 장치 한상훈, 박우선, 이진학 2012. 01. 05 10-1105326 특허 한국

DGPS 기준국용 수신기의 신호추적을 위한 루프 대역폭 조정 방법 박상현, 조득재, 서기열 2012. 01. 05 10-1105442 특허 한국

미생물을 이용한 항암 활성 화합물의 제조 방법 신희재, 이희승, 정현선, 
김태식, 김환묵, 박성규, 
권호정, 최인권

2012. 01. 09 10-1106287 특허 한국

러더 벌브를 구비하는 선박의 분리형 방향타 김기섭, 백부근, 김건도, 
박영하

2012. 01. 10 10-1106708 특허 한국

몸체의 일부만 이용하며 러더 벌브를 구비하는 선박용 방향타 김기섭, 안종우, 문일성, 
백부근

2012. 01. 10 10-1106709 특허 한국

몸체의 일부만 이용하며 스팬 방향 비틀림을 갖는 선박용 방향타 김기섭, 문일성, 백부근, 
박영하

2012. 01. 10 10-1106710 특허 한국

GPS를 이용한 파고 측정 장치 및 방법 조득재, 서기열 2012. 01. 12 10-1107546 특허 한국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진재율, 박진순, 이광수, 
도종대, 박준석, 이기욱

2012. 01. 18 10-1109460 특허 한국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제조 방법 강도형, 허수진, 오철홍, 
Abu A�an, 김태호

2012. 01. 19 10-1110068 특허 한국

자연해수로부터 고농도 마그네슘 생산 방법 강도형, Abu A�an, 
허수진, 오철홍, 박흥식

2012. 02. 06 10-1115372 특허 한국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운송기술 및 그 장치 김완수 2012. 02. 07 572952 특허 뉴질랜드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변화하는 전자 해도 갱신 시스템 양찬수 2012. 02. 07 10-1116253 특허 한국

부유식 이동안벽의 횡방향 변위 제어 장치 한상훈, 박우선, 채장원 2012. 02. 07 10-1116525 특허 한국

선박의 기름유출 차단 장치 및 방법 양찬수 2012. 02. 07 10-1125590 특허 한국

수중음향 네트워크의 매체접속 방법 및 이를 위한 마스터 노드 조아라, 윤창호, 박종원, 
임용곤

2012. 02. 08 10-1116801 특허 한국

예인수조 모형선저의 수중촬영 장치 김충만, 이영연, 안해성, 
반석호, 황승현

2012. 02. 08 10-1116836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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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터 센서 시스템을 이용한 신호 도래각 추정 방법 최영철, 임용곤 2012. 12. 12 10-2012-0144329 특허 한국

전자해도 기반의 항로표지 배치 관리 시스템 및 방법 오재용, 김연규, 공인영, 
김홍태

2012. 12. 12 10-2012-0144573 특허 한국

항로표지 배치 최적화용 시각적 인식 효과의 정량적 척도 산출 방법 황태현, 공인영, 김연규, 
윤근항

2012. 12. 13 10-2012-0145095 특허 한국

보행과 유영의 복합 이동 기능을 갖는 다관절 해저 로봇을 이용한 해저탐사 
시스템

전봉환, 심형원, 박진영, 
김방현, 백   혁, 이판묵

2012. 12. 13 PCT/KR2012/010813 특허 PCT

심층수 및 영양염류 공급형 인공어초 김현주, 김영석, 이승원, 
이종순, 김형근, 한명석

2012. 12. 14 10-2012-0146520 특허 한국

금속 재질의 내압용기를 포함하는 수중 무접점 충전 시스템 최현택, 김종석, 김정식 2012. 12. 20 10-2012-0149150 특허 한국

복합 재질의 내압용기를 포함하는 수중 무접점 충전 시스템 최현택, 김종석, 김정식 2012. 12. 20 10-2012-0149151 특허 한국

선박운항정보 추정 기반 타선인식 지원 시스템 및 방법 손남선, 김선영 2012. 12. 20 10-2012-0149172 특허 한국

단안카메라 영상을 이용한 선박 자동 인식 시스템 및 방법 손남선, 김선영 2012. 12. 20 10-2012-0149173 특허 한국

음파을 이용한 사고 선박 내 기름 잔류량 감지 방법 및 시스템 김선동, 최혁진 2012. 12. 20 10-2012-0149868 특허 한국

모듈형 감지장치를 이용한 사고선박 내 기름 잔류량 감지 시스템 김선동 2012. 12. 21 10-2012-0150475 특허 한국

스크린 배열을 이용한 비점 오염물질 저감 장치 조홍연, 정신택, 오수열, 
최우정, 김학중

2012. 12. 21 10-2012-0151190 특허 한국

해저용 안벽 손상부 검사 장치 장인성, 한상훈, 신창주, 
김기훈, 백원대, 나선홍, 
이    배, 황인철

2012. 12. 21 10-2012-0150500 특허 한국

성게 실험을 위한 휴대용 장치 이윤호, 오승용, 최희정, 
강미혜, 정길아, 김     성, 
명정구, 정다금, 이유철, 
김하나

2012. 12. 26 10-2012-0152992 특허 한국

선박내 무선 통신 지원 시스템 박종원, 임용곤 2012. 12. 27 10-2012-0154571 특허 한국

광학부재의 위치 오차 평가 방법 오은송, 안기범, 김석환 2012. 12. 27 10-2012-0155253 특허 한국

청색 레이저 및 포토다이오드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및 장치 오상우, 이문진 2012. 12. 27 10-2012-0154791 특허 한국

유선형 방열구조를 갖는 지향형 수중 LED 램프 백    혁, 이판묵, 전봉환, 
김방현, 박진영, 심형원, 
이경목, 김보람

2012. 12. 28 10-2012-0155763 특허 한국

압력보상기 일체형 유적식 수중 LED 램프 백     혁, 이판묵, 전봉환, 
김방현, 심형원, 박진영, 
이경목, 유승열, 김보람

2012. 12. 28 10-2012-0155764 특허 한국

인공위성 시스템의 제어 방법 및 장치 조성익, 안유환 2012. 12. 28 10-2012-0157407 특허 한국

해수 전기분해 알칼리 수로부터 마그네슘염과 칼슘염을 포함한 미네랄 염의 
분리 및 이를 이용한 미네랄음료의 제조 방법

문덕수, 김현주, 이승원, 
정동호, 이호생

2012. 12. 28 PCT/KR2012/011424 특허 PCT

관측영상 기반의 인공위성 성능 평가 방법 및 장치 조성익, 오은송 2012. 12 .31 10-2012-05158541 특허 한국

지식재산권	현황	(출원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2012

2011

2010

 국내 113건

국내 149건

 국내 48건

국외 12건

 국외 7건

 국외 15건 164건

125건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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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발전기의 이상 유무 진단 방법 홍기용, 신승호, 전봉환,
박정우, 강대욱, 오창훈,
문지우, 배득우, 권진수

2012. 01. 02 10-1103513 특허 한국

조립식 헬리컬 터빈의 회전축 고정 장치 박진순, 이광수, 염기대,
오명학, 한상훈, 이진학

2012. 01. 03 10-1104577 특허 한국

경사류 프로펠러 동력계 및 모형 프로펠러를 이용한 캐비테이션 침식 시험 
방법 및 장치

백부근, 김경열, 김기섭, 
정원출, 박선규, 김태규, 
이상욱, 장영훈, 김경래, 
남창우

2012. 01. 04 10-1105073 특허 한국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운송기술 및 그 장치 김완수 2012. 01. 05 2007282333 특허 호주

안벽용 비파괴 검사 장치 한상훈, 박우선, 이진학 2012. 01. 05 10-1105326 특허 한국

DGPS 기준국용 수신기의 신호추적을 위한 루프 대역폭 조정 방법 박상현, 조득재, 서기열 2012. 01. 05 10-1105442 특허 한국

미생물을 이용한 항암 활성 화합물의 제조 방법 신희재, 이희승, 정현선, 
김태식, 김환묵, 박성규, 
권호정, 최인권

2012. 01. 09 10-1106287 특허 한국

러더 벌브를 구비하는 선박의 분리형 방향타 김기섭, 백부근, 김건도, 
박영하

2012. 01. 10 10-1106708 특허 한국

몸체의 일부만 이용하며 러더 벌브를 구비하는 선박용 방향타 김기섭, 안종우, 문일성, 
백부근

2012. 01. 10 10-1106709 특허 한국

몸체의 일부만 이용하며 스팬 방향 비틀림을 갖는 선박용 방향타 김기섭, 문일성, 백부근, 
박영하

2012. 01. 10 10-1106710 특허 한국

GPS를 이용한 파고 측정 장치 및 방법 조득재, 서기열 2012. 01. 12 10-1107546 특허 한국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진재율, 박진순, 이광수, 
도종대, 박준석, 이기욱

2012. 01. 18 10-1109460 특허 한국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제조 방법 강도형, 허수진, 오철홍, 
Abu A�an, 김태호

2012. 01. 19 10-1110068 특허 한국

자연해수로부터 고농도 마그네슘 생산 방법 강도형, Abu A�an, 
허수진, 오철홍, 박흥식

2012. 02. 06 10-1115372 특허 한국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운송기술 및 그 장치 김완수 2012. 02. 07 572952 특허 뉴질랜드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변화하는 전자 해도 갱신 시스템 양찬수 2012. 02. 07 10-1116253 특허 한국

부유식 이동안벽의 횡방향 변위 제어 장치 한상훈, 박우선, 채장원 2012. 02. 07 10-1116525 특허 한국

선박의 기름유출 차단 장치 및 방법 양찬수 2012. 02. 07 10-1125590 특허 한국

수중음향 네트워크의 매체접속 방법 및 이를 위한 마스터 노드 조아라, 윤창호, 박종원, 
임용곤

2012. 02. 08 10-1116801 특허 한국

예인수조 모형선저의 수중촬영 장치 김충만, 이영연, 안해성, 
반석호, 황승현

2012. 02. 08 10-1116836 특허 한국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일자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섹터 센서 시스템을 이용한 신호 도래각 추정 방법 최영철, 임용곤 2012. 12. 12 10-2012-0144329 특허 한국

전자해도 기반의 항로표지 배치 관리 시스템 및 방법 오재용, 김연규, 공인영, 
김홍태

2012. 12. 12 10-2012-0144573 특허 한국

항로표지 배치 최적화용 시각적 인식 효과의 정량적 척도 산출 방법 황태현, 공인영, 김연규, 
윤근항

2012. 12. 13 10-2012-0145095 특허 한국

보행과 유영의 복합 이동 기능을 갖는 다관절 해저 로봇을 이용한 해저탐사 
시스템

전봉환, 심형원, 박진영, 
김방현, 백   혁, 이판묵

2012. 12. 13 PCT/KR2012/010813 특허 PCT

심층수 및 영양염류 공급형 인공어초 김현주, 김영석, 이승원, 
이종순, 김형근, 한명석

2012. 12. 14 10-2012-0146520 특허 한국

금속 재질의 내압용기를 포함하는 수중 무접점 충전 시스템 최현택, 김종석, 김정식 2012. 12. 20 10-2012-0149150 특허 한국

복합 재질의 내압용기를 포함하는 수중 무접점 충전 시스템 최현택, 김종석, 김정식 2012. 12. 20 10-2012-0149151 특허 한국

선박운항정보 추정 기반 타선인식 지원 시스템 및 방법 손남선, 김선영 2012. 12. 20 10-2012-0149172 특허 한국

단안카메라 영상을 이용한 선박 자동 인식 시스템 및 방법 손남선, 김선영 2012. 12. 20 10-2012-0149173 특허 한국

음파을 이용한 사고 선박 내 기름 잔류량 감지 방법 및 시스템 김선동, 최혁진 2012. 12. 20 10-2012-0149868 특허 한국

모듈형 감지장치를 이용한 사고선박 내 기름 잔류량 감지 시스템 김선동 2012. 12. 21 10-2012-0150475 특허 한국

스크린 배열을 이용한 비점 오염물질 저감 장치 조홍연, 정신택, 오수열, 
최우정, 김학중

2012. 12. 21 10-2012-0151190 특허 한국

해저용 안벽 손상부 검사 장치 장인성, 한상훈, 신창주, 
김기훈, 백원대, 나선홍, 
이    배, 황인철

2012. 12. 21 10-2012-0150500 특허 한국

성게 실험을 위한 휴대용 장치 이윤호, 오승용, 최희정, 
강미혜, 정길아, 김     성, 
명정구, 정다금, 이유철, 
김하나

2012. 12. 26 10-2012-0152992 특허 한국

선박내 무선 통신 지원 시스템 박종원, 임용곤 2012. 12. 27 10-2012-0154571 특허 한국

광학부재의 위치 오차 평가 방법 오은송, 안기범, 김석환 2012. 12. 27 10-2012-0155253 특허 한국

청색 레이저 및 포토다이오드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및 장치 오상우, 이문진 2012. 12. 27 10-2012-0154791 특허 한국

유선형 방열구조를 갖는 지향형 수중 LED 램프 백    혁, 이판묵, 전봉환, 
김방현, 박진영, 심형원, 
이경목, 김보람

2012. 12. 28 10-2012-0155763 특허 한국

압력보상기 일체형 유적식 수중 LED 램프 백     혁, 이판묵, 전봉환, 
김방현, 심형원, 박진영, 
이경목, 유승열, 김보람

2012. 12. 28 10-2012-0155764 특허 한국

인공위성 시스템의 제어 방법 및 장치 조성익, 안유환 2012. 12. 28 10-2012-0157407 특허 한국

해수 전기분해 알칼리 수로부터 마그네슘염과 칼슘염을 포함한 미네랄 염의 
분리 및 이를 이용한 미네랄음료의 제조 방법

문덕수, 김현주, 이승원, 
정동호, 이호생

2012. 12. 28 PCT/KR2012/011424 특허 PCT

관측영상 기반의 인공위성 성능 평가 방법 및 장치 조성익, 오은송 2012. 12 .31 10-2012-05158541 특허 한국

지식재산권	현황	(출원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2012

2011

2010

 국내 113건

국내 149건

 국내 48건

국외 12건

 국외 7건

 국외 15건 164건

125건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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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빙 두께 계측용 상하 접촉식 초음파 장치 이춘주, 이재환 2012. 02. 14 10-1118566 특허 한국

모형빙 두께의 상하 접촉 계측 방법 이춘주, 이재환 2012. 02. 14 10-1118567 특허 한국

이산화탄소의 저장 상태 모니터링 및 누출 여부의 검출 방법 이정석, 이규태, 강성길, 
황진환, 허    철, 박영규

2012. 02. 14 10-1118622 특허 한국

유/무인 잠수정용 흡입형 저서생물시료 채집기 김문구, 임동일, 최동림, 
이태희, 심원준, 이판묵

2012. 02. 23 10-1122237 특허 한국

로드 장착구조를 구비한 해저 지반조사 장치 장인성, 권오순, 윤희정, 
권오정, 이    배

2012. 02. 23 10-1122287 특허 한국

선박 안전성 향상을 위한 모듈형 레이더반사면적 및 적외선신호 생성기 강희진, 이동곤 2012. 02. 28 8125369 특허 미국

다기능 컨테이너 자가 하역 장치 및 그의 스큐 보정 시스템 김승남 2012. 02. 29 167947 특허 싱가포르

천연 해수 및 전처리 해수를 이용한 두날리엘라 배양액 제조 방법 강도형, Abu A�an, 
허수진, 오철홍, 전선미, 
김태호, 예보람

2012. 02. 29 10-1124466 특허 한국

자연해수를 이용한 조류 배양액 제조 방법 강도형, Abu A�an, 
오철홍, 허수진, 이대원, 
전선미, 박흥식

2012. 03. 05 10-1125666 특허 한국

전처리 해수를 이용한 스피룰리나 배양액 제조 방법 강도형, Abu A�an, 
허수진, 오철홍, 이대원, 
박흥식, 전선미

2012. 03. 05 10-1125668 특허 한국

신호 감소 기술 기반의 위장 그물 강희진, 이동곤 2012. 03. 08 10-1127062 특허 한국

선박의 콘솔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 임용곤, 박종원, 최영철, 
윤창호, 한정희

2012. 03. 13 10-1128408 특허 한국

수중암반 굴착용 가설구조물 심재설, 이종호, 김영철 2012. 03. 13 10-1128495 특허 한국

매설관의 매설 방법 윤길림 2012. 03. 16 10-1129469 특허 한국

해저 지질 조사용 표준 관입 시험 장치 장인성, 권오순, 김우태, 
이     배, 황인철

2012. 03. 20 10-1130833 특허 한국

갈치류의 종 또는 원산지 판별 방법과 이에 따른 갈치류의 종 또는 
원산지 판별용 폴리뉴클레오티드 프로브, DNA칩 및 키트

이윤호, 김충곤, 김    성, 
정다금, 황창남, 황승용, 
정진욱, 정인혁

2012. 03. 23 10-1131789 특허 한국

AIS 기반 레이더 타깃 정보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서기열, 박상현 2012. 03. 23 10-1131944 특허 한국

해양예보 정보제공 장치 박광순, 전기천, 권재일, 
김진아

2012. 03. 27 10-1132828 특허 한국

해류 관측용 해저면 계류 장치 황상철, 신창웅 2012. 03. 28 10-1133197 특허 한국

화물통을 이용한 해양 화물하역 방법 이진태, 문일성 2012. 04. 05 10-1136095 특허 한국

선박용 밸러스트수의 전해 소독 장치 김은찬, 신경순, 강국진, 
이강평, 김영준

2012. 04. 12 200680033341 특허 중국

반응성 칼럼형 연직배수 공법용 파일 및 이를 이용한 연약지반의 개량 방법 오명학, 권오순, 권오정, 
박준범, 이광헌

2012. 04. 12 10-1138053 특허 한국

모형빙의 밀도 제어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모형빙의 밀도 제어 방법 조성락, 이춘주, 정성엽 2012. 04. 12 10-1138159 특허 한국

파랑 시뮬레이션 장치 조득재, 박상현 2012. 04. 13 10-1138269 특허 한국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제조용 플랜트 강도형, 허수진, 오철홍, 
오동규

2012. 04. 26 10-1142358 특허 한국

바이오 연료 제조용 배양조 및 이를 갖는 미세조류 대량 배양 장치 강도형, 허수진, Abu 
A�an, 박흥식

2012. 04. 26 10-1142359 특허 한국

직교 특성의 송신신호를 사용하여 갱신율을 증가시킨 이미징 소나 김시문, 변성훈, 임용곤, 
김승근

2012. 04. 26 10-1142616 특허 한국

이차원의 엇갈림 구조로 배열된 수신 음향트랜스듀서를 갖는 이미징 소나 김시문, 변성훈, 임용곤, 
김승근

2012. 04. 26 10-1142671 특허 한국

선박 안전성 향상을 위한 모듈형 레이더반사면적 신호와 적외선 신호를 
생성하는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함정 피격성 향상을 위한 위협세력 기만 방법

강희진, 이동곤 2012. 04. 26 10-1142699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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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탱크내 액체물질 시료채취장치 및 방법 최혁진, 오상우, 이승훈, 
이승국

2012. 05. 04 10-1145123 특허 한국

내압실험 시 진동을 이용한 내압용기와 고압챔버 간의 신호전달 장치 및 방법 오상우, 최혁진 2012. 05. 11 10-1148512 특허 한국

자망형 해양오염 샘플링 장치 이승현, 이문진, 김선동, 
김혜진, 오상우

2012. 05. 16 10-1149213 특허 한국

양면 초음파 센서 이승훈, 정섬규 2012. 05. 18 10-1150133 특허 한국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김현주, 이호생, 정동호, 
문덕수

2012. 05. 21 10-1150183 특허 한국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아이스링크 냉각 및 공조 시스템 김현주, 이호생, 정동호, 
문덕수

2012. 05. 21 10-1150659 특허 한국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운송기술 및 그 장치 김완수 2012. 05. 22 2652720 특허 캐나다

DGNSS 수신기 다중접속 및 원시정보 중계시스템과 그 방법 서기열, 장원석, 박상현 2012. 05. 22 10-1150712 특허 한국

휴대용 등표구조물 안전진단장비 및 방법 이진학, 오영민 2012. 05. 23 10-1151290 특허 한국

해양생물의 종 판별 방법과 이에 따른 종 판별용 폴리뉴클레오티드 
프로브, DNA 칩 및 키트

이윤호, 김충곤, 배세진, 
정다금, 김고은, 박흥식, 
황승용, 정진욱, 김예림, 
윤현규

2012. 05. 24 10-1151747 특허 한국

대한한국 연안 해파리류의 종 판별방법과 이에따른 해파리류의 종 판별용 
폴리뉴클레오티드 프로브, DNA칩 및 키트

이택견, 박소윤, 황진익, 
이우진, 이윤호

2012. 05. 24 10-1151757 특허 한국

몰수체 내항성능시험 장치 성홍근, 최성권, 남보우, 
김진하, 홍장표, 신승호

2012. 05. 24 10-1151888 특허 한국

미세조류 유용성분을 함유한 소금의 제조방법 및 제조된 소금 김현주, 문덕수, 정동호, 
이승원, 김아리, 박주용, 
김형기, 박원용

2012. 05. 24 10-1152020 특허 한국

위성전파항법 보강시스템의 기준국 장치 및 이에 적용되는 의사거리 
보정정보에 대한 거리오차 추정값 산출 방법

박상현, 서기열 2012. 05. 25 10-1152399 특허 한국

연안정밀 폭풍해일 예측 시스템과 연안정밀 폭풍 해일 예측 방법 박광순, 이종찬, 전기천, 
김상익, 권재일

2012. 05. 25 10-1153706 특허 한국

HH편파 안테나 및 VV편파 안테나를 갖는 해상 관측 레이더 양찬수, 정정수 2012. 06. 01 10-1154417 특허 한국

파력발전 시스템 홍기용, 신승호, 박봉일 2012. 06. 05 10-1155290 특허 한국

찰과부식 대응 요동베인형 펌프 엑츄에이터 신승호, 홍기용, 
와타베 토미지

2012. 06. 05 10-1155582 특허 한국

해양표층수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히트펌프 냉,난방 장치 및 작동 방법 김현주, 문덕수, 정동호, 
이호생

2012. 06. 08 10-1156465 특허 한국

부이형 수중감시 장치 김봉채, 한주영, 최복경, 
김병남, 강돈혁

2012. 06. 11 10-1157169 특허 한국

날개형 하이브리드 소음 계측 장치 설한신, 박철수, 김기섭 2012. 06. 11 10-1157370 특허 한국

날개형 하이브리드 소음 계측 장치의 설치 방법 설한신, 안종우, 김기섭 2012. 06. 11 10-1157371 특허 한국

유동장 내에 설치되는 날개형 유동장 외부형 소음 계측 장치의 설치 방법 설한신, 안종우, 김기섭 2012. 06. 11 10-1157372 특허 한국

날개형 유동장 내부형 소음 계측 장치의 설치 방법 설한신, 박영하, 안종우 2012. 06. 11 10-1157375 특허 한국

유동장 내에 설치되는 날개형 유동장 외부형 소음 계측 장치 설한신, 김건도, 문일성 2012. 06. 11 10-1157380 특허 한국

날개형 유동장 내부형 소음계측 장치 설한신, 박영하, 문일성 2012. 06. 11 10-1157381 특허 한국

수평 세팅 기능을 구비한 해저 지반조사 장치 장인성, 권오순 2012. 06. 13 10-1158095 특허 한국

해양 생물 부착방지 장치 이동건, 박규원, 박용석, 
김대원, 김은찬, 최학선, 
최진우

2012. 06. 15 10-1158675 특허 한국

저항측정용 대용량 3분력계 안종우, 박영하, 김기섭, 
최두환

2012. 06. 21 10-1160617 특허 한국

해양 파랑관측 시스템 및 방법 심재설, 김기완, 오병철, 
정진용

2012. 07. 02 10-1163362 특허 한국

지식재산권	현황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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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빙 두께 계측용 상하 접촉식 초음파 장치 이춘주, 이재환 2012. 02. 14 10-1118566 특허 한국

모형빙 두께의 상하 접촉 계측 방법 이춘주, 이재환 2012. 02. 14 10-1118567 특허 한국

이산화탄소의 저장 상태 모니터링 및 누출 여부의 검출 방법 이정석, 이규태, 강성길, 
황진환, 허    철, 박영규

2012. 02. 14 10-1118622 특허 한국

유/무인 잠수정용 흡입형 저서생물시료 채집기 김문구, 임동일, 최동림, 
이태희, 심원준, 이판묵

2012. 02. 23 10-1122237 특허 한국

로드 장착구조를 구비한 해저 지반조사 장치 장인성, 권오순, 윤희정, 
권오정, 이    배

2012. 02. 23 10-1122287 특허 한국

선박 안전성 향상을 위한 모듈형 레이더반사면적 및 적외선신호 생성기 강희진, 이동곤 2012. 02. 28 8125369 특허 미국

다기능 컨테이너 자가 하역 장치 및 그의 스큐 보정 시스템 김승남 2012. 02. 29 167947 특허 싱가포르

천연 해수 및 전처리 해수를 이용한 두날리엘라 배양액 제조 방법 강도형, Abu A�an, 
허수진, 오철홍, 전선미, 
김태호, 예보람

2012. 02. 29 10-1124466 특허 한국

자연해수를 이용한 조류 배양액 제조 방법 강도형, Abu A�an, 
오철홍, 허수진, 이대원, 
전선미, 박흥식

2012. 03. 05 10-1125666 특허 한국

전처리 해수를 이용한 스피룰리나 배양액 제조 방법 강도형, Abu A�an, 
허수진, 오철홍, 이대원, 
박흥식, 전선미

2012. 03. 05 10-1125668 특허 한국

신호 감소 기술 기반의 위장 그물 강희진, 이동곤 2012. 03. 08 10-1127062 특허 한국

선박의 콘솔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 임용곤, 박종원, 최영철, 
윤창호, 한정희

2012. 03. 13 10-1128408 특허 한국

수중암반 굴착용 가설구조물 심재설, 이종호, 김영철 2012. 03. 13 10-1128495 특허 한국

매설관의 매설 방법 윤길림 2012. 03. 16 10-1129469 특허 한국

해저 지질 조사용 표준 관입 시험 장치 장인성, 권오순, 김우태, 
이     배, 황인철

2012. 03. 20 10-1130833 특허 한국

갈치류의 종 또는 원산지 판별 방법과 이에 따른 갈치류의 종 또는 
원산지 판별용 폴리뉴클레오티드 프로브, DNA칩 및 키트

이윤호, 김충곤, 김    성, 
정다금, 황창남, 황승용, 
정진욱, 정인혁

2012. 03. 23 10-1131789 특허 한국

AIS 기반 레이더 타깃 정보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서기열, 박상현 2012. 03. 23 10-1131944 특허 한국

해양예보 정보제공 장치 박광순, 전기천, 권재일, 
김진아

2012. 03. 27 10-1132828 특허 한국

해류 관측용 해저면 계류 장치 황상철, 신창웅 2012. 03. 28 10-1133197 특허 한국

화물통을 이용한 해양 화물하역 방법 이진태, 문일성 2012. 04. 05 10-1136095 특허 한국

선박용 밸러스트수의 전해 소독 장치 김은찬, 신경순, 강국진, 
이강평, 김영준

2012. 04. 12 200680033341 특허 중국

반응성 칼럼형 연직배수 공법용 파일 및 이를 이용한 연약지반의 개량 방법 오명학, 권오순, 권오정, 
박준범, 이광헌

2012. 04. 12 10-1138053 특허 한국

모형빙의 밀도 제어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모형빙의 밀도 제어 방법 조성락, 이춘주, 정성엽 2012. 04. 12 10-1138159 특허 한국

파랑 시뮬레이션 장치 조득재, 박상현 2012. 04. 13 10-1138269 특허 한국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제조용 플랜트 강도형, 허수진, 오철홍, 
오동규

2012. 04. 26 10-1142358 특허 한국

바이오 연료 제조용 배양조 및 이를 갖는 미세조류 대량 배양 장치 강도형, 허수진, Abu 
A�an, 박흥식

2012. 04. 26 10-1142359 특허 한국

직교 특성의 송신신호를 사용하여 갱신율을 증가시킨 이미징 소나 김시문, 변성훈, 임용곤, 
김승근

2012. 04. 26 10-1142616 특허 한국

이차원의 엇갈림 구조로 배열된 수신 음향트랜스듀서를 갖는 이미징 소나 김시문, 변성훈, 임용곤, 
김승근

2012. 04. 26 10-1142671 특허 한국

선박 안전성 향상을 위한 모듈형 레이더반사면적 신호와 적외선 신호를 
생성하는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함정 피격성 향상을 위한 위협세력 기만 방법

강희진, 이동곤 2012. 04. 26 10-1142699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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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탱크내 액체물질 시료채취장치 및 방법 최혁진, 오상우, 이승훈, 
이승국

2012. 05. 04 10-1145123 특허 한국

내압실험 시 진동을 이용한 내압용기와 고압챔버 간의 신호전달 장치 및 방법 오상우, 최혁진 2012. 05. 11 10-1148512 특허 한국

자망형 해양오염 샘플링 장치 이승현, 이문진, 김선동, 
김혜진, 오상우

2012. 05. 16 10-1149213 특허 한국

양면 초음파 센서 이승훈, 정섬규 2012. 05. 18 10-1150133 특허 한국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김현주, 이호생, 정동호, 
문덕수

2012. 05. 21 10-1150183 특허 한국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아이스링크 냉각 및 공조 시스템 김현주, 이호생, 정동호, 
문덕수

2012. 05. 21 10-1150659 특허 한국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운송기술 및 그 장치 김완수 2012. 05. 22 2652720 특허 캐나다

DGNSS 수신기 다중접속 및 원시정보 중계시스템과 그 방법 서기열, 장원석, 박상현 2012. 05. 22 10-1150712 특허 한국

휴대용 등표구조물 안전진단장비 및 방법 이진학, 오영민 2012. 05. 23 10-1151290 특허 한국

해양생물의 종 판별 방법과 이에 따른 종 판별용 폴리뉴클레오티드 
프로브, DNA 칩 및 키트

이윤호, 김충곤, 배세진, 
정다금, 김고은, 박흥식, 
황승용, 정진욱, 김예림, 
윤현규

2012. 05. 24 10-1151747 특허 한국

대한한국 연안 해파리류의 종 판별방법과 이에따른 해파리류의 종 판별용 
폴리뉴클레오티드 프로브, DNA칩 및 키트

이택견, 박소윤, 황진익, 
이우진, 이윤호

2012. 05. 24 10-1151757 특허 한국

몰수체 내항성능시험 장치 성홍근, 최성권, 남보우, 
김진하, 홍장표, 신승호

2012. 05. 24 10-1151888 특허 한국

미세조류 유용성분을 함유한 소금의 제조방법 및 제조된 소금 김현주, 문덕수, 정동호, 
이승원, 김아리, 박주용, 
김형기, 박원용

2012. 05. 24 10-1152020 특허 한국

위성전파항법 보강시스템의 기준국 장치 및 이에 적용되는 의사거리 
보정정보에 대한 거리오차 추정값 산출 방법

박상현, 서기열 2012. 05. 25 10-1152399 특허 한국

연안정밀 폭풍해일 예측 시스템과 연안정밀 폭풍 해일 예측 방법 박광순, 이종찬, 전기천, 
김상익, 권재일

2012. 05. 25 10-1153706 특허 한국

HH편파 안테나 및 VV편파 안테나를 갖는 해상 관측 레이더 양찬수, 정정수 2012. 06. 01 10-1154417 특허 한국

파력발전 시스템 홍기용, 신승호, 박봉일 2012. 06. 05 10-1155290 특허 한국

찰과부식 대응 요동베인형 펌프 엑츄에이터 신승호, 홍기용, 
와타베 토미지

2012. 06. 05 10-1155582 특허 한국

해양표층수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히트펌프 냉,난방 장치 및 작동 방법 김현주, 문덕수, 정동호, 
이호생

2012. 06. 08 10-1156465 특허 한국

부이형 수중감시 장치 김봉채, 한주영, 최복경, 
김병남, 강돈혁

2012. 06. 11 10-1157169 특허 한국

날개형 하이브리드 소음 계측 장치 설한신, 박철수, 김기섭 2012. 06. 11 10-1157370 특허 한국

날개형 하이브리드 소음 계측 장치의 설치 방법 설한신, 안종우, 김기섭 2012. 06. 11 10-1157371 특허 한국

유동장 내에 설치되는 날개형 유동장 외부형 소음 계측 장치의 설치 방법 설한신, 안종우, 김기섭 2012. 06. 11 10-1157372 특허 한국

날개형 유동장 내부형 소음 계측 장치의 설치 방법 설한신, 박영하, 안종우 2012. 06. 11 10-1157375 특허 한국

유동장 내에 설치되는 날개형 유동장 외부형 소음 계측 장치 설한신, 김건도, 문일성 2012. 06. 11 10-1157380 특허 한국

날개형 유동장 내부형 소음계측 장치 설한신, 박영하, 문일성 2012. 06. 11 10-1157381 특허 한국

수평 세팅 기능을 구비한 해저 지반조사 장치 장인성, 권오순 2012. 06. 13 10-1158095 특허 한국

해양 생물 부착방지 장치 이동건, 박규원, 박용석, 
김대원, 김은찬, 최학선, 
최진우

2012. 06. 15 10-1158675 특허 한국

저항측정용 대용량 3분력계 안종우, 박영하, 김기섭, 
최두환

2012. 06. 21 10-1160617 특허 한국

해양 파랑관측 시스템 및 방법 심재설, 김기완, 오병철, 
정진용

2012. 07. 02 10-1163362 특허 한국

지식재산권	현황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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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포드 결속 시스템 오영민 2012. 07. 04 10-1164621 특허 한국

페놀계 화합물, 그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항균 조성물 이희승, 이연주, 신희재, 
전흥배, 신종헌, 오기봉

2012. 07. 05 10-1164869 특허 한국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해삼의 하면(夏眠) 억제 및 축양 기술 김현주, 문덕수, 정동호, 
이승원, 김아리, 김원태, 
최미연, 함윤호

2012. 07. 06 10-1165312 특허 한국

헬리컬 터빈 발전 시스템 박진순, 염기대, 이광수, 
강석구, 진재율, 박우선

2012. 07. 17 8222761 특허 미국

음속측정을 위한 프레임 이승훈, 정섬규, 이용국 2012. 07. 20 10-1169195 특허 한국

양면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수심 및 음속 동시 측정 장치 이승훈, 정섬규, 이용국 2012. 07. 20 10-1169197 특허 한국

초음파를 이용한 실해역 해빙 두께의 실시간 계측 장치 및 시스템 정성엽, 최걸기, 이춘주 2012. 08. 08 10-1174236 특허 한국

내압실험 시 음파를 이용한 내압용기와 고압챔버 간의 신호전달 장치 및 방법 오상우, 최혁진 2012. 08. 08 10-1174249 특허 한국

초음파를 이용한 실해역 해빙두께 실시간 계측 방법 이춘주, 정성엽, 최걸기 2012. 08. 08 10-1174258 특허 한국

경험적 싱귤러 벡터를 이용한 앙상블 기후 예측 방법 국종성, 함유근 2012. 08. 10 10-1174625 특허 한국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를 위한 탄성파 측정 장치 이진학, 한상훈, 박우선, 
박수열, 강형구, 최준성

2012. 08. 10 10-1174794 특허 한국

부유체 동적 변위 계측장치 및 이에 포함되는 영상기반 유닛 이진학, 정원무, 박우선, 
채장원

2012. 08. 10 10-1174820 특허 한국

압력 평형 장치를 가지는 부력 조절 장치와 이를 이용한 수중 글라이더 및 
압력 평형을 이용한 부력 제어 방법

박요섭, 정섬규, 장남도, 
이용국

2012. 08. 13 10-1175235 특허 한국

얼음두께 측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얼음두께 측정 방법 양찬수 2012. 08. 13 10-1175256 특허 한국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해저 지반조사 장치 장인성, 권오순, 윤희정, 
권오정, 이     배

2012. 08. 17 10-1176606 특허 한국

AIS 기반 DGNSS 무결성 감시 시스템 서기열, 박상현 2012. 08. 21 10-1177326 특허 한국

조립식 헬리컬 터빈 박진순, 이광수, 염기대, 
강석구, 진재율, 이충범, 
안형진

2012. 08. 22 ZL200880123439.6 특허 중국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제조용 고압 액화 추출물 및 이의 제조 방법 강도형, 이현용, 한재건, 
박흥식, 이희승, 강래선

2012. 08. 23 2008360491 특허 호주

위성전파항법시스템 위성시계오차 최적보간 기법 박상현, 조득재 2012. 08. 27 10-1178758 특허 한국

하이브리드 DGNSS 기준국 시스템 및 제어 방법 서기열, 박상현, 조득재, 
서상현

2012. 08. 27 10-1178759 특허 한국

다수 개 센서의 서로 다른 주파수 할당 방법을 이용한 내압용기와 
고압챔버간의 신호전달 장치 및 방법

오상우, 최혁진 2012. 08. 27 10-1178967 특허 한국

부유식 물체용 앵커 회수장치 및 그 회수 방법 심재설, 김선정, 권재일, 
김진아, 정진용, 민인기

2012. 08. 29 10-1179733 특허 한국

빙해역 시운전 계측 시스템 및 그 방법 김현수, 이춘주 2012. 08. 29 10-1179641 특허 한국

해양 부착 미소생물 배양 장치 정승원, 김영옥, 심원준 2012. 08. 30 10-1179926 특허 한국

이산화탄소 평형기내 미세기포 탈출 방지 장치 김    성, 오지나 2012. 08. 30 10-1179927 특허 한국

고호열성 DNA 중합효소 및 이의 제조 방법 이정현, 이현숙, 김윤재, 
강성균, 임재규, 전정호, 
배승섭, 김상진, 현정호, 
권개경, 양성현, 권석태, 
남기훈

2012. 09. 04 8257953 특허 미국

부유식 고속스크린 장치 이재학, 유옥환, 이승백 2012. 09. 07 10-1182753 특허 한국

Thermococcus spp.로부터 분리된 신규한 수소화효소,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그 유전자를 갖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김상진, 권개경, 차선신, 
전정호,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조요나, 노태옥, 
정인순

2012. 09. 10 2460789 특허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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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컬 터빈 발전 시스템 이광수, 염기대, 박진순, 
강석구, 진재율, 박우선

2012. 09. 11 2671024 특허 캐나다

용골을 가진 단동형 세일링요트의 구속모형시험 방법 안해성, 이영연, 김충만, 
황승현, 반석호, 유재훈

2012. 09. 17 10-1185216 특허 한국

유출유 탐지 센서 및 그 제조 방법 오상우, 이문진, 이승현, 
최혁진

2012. 09. 19 10-1185740 특허 한국

변동행동공간 탐색법을 이용한 선박충돌회피 지원 시스템 손남선, 김선영, 공인영 2012. 09. 24 10-1187182 특허 한국

모타터빈을 이용한 조력발전 효율 증대 시스템 박우선, 오상호 2012. 09. 25 10-1187283 특허 한국

전력선 통신을 이용하여 예인전차 내외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반석호, 안해성, 이영연, 
황승현

2012. 09. 25 10-1187483 특허 한국

다단 재열 랭킨 사이클을 이용한 해양 지열 발전 시스템 김현주, 이호생, 문덕수, 
정동호

2012. 09. 27 10-1188335 특허 한국

다자유도 와유기진동 청정에너지 추출 장치 최종수, 홍   섭, 김형우, 
여태경

2012. 09. 28 10-1188617 특허 한국

헬리컬 터빈 발전 시스템 박진순, 염기대, 이광수, 
강석구, 진재율, 박우선

2012. 10. 02 1-2009-501052 특허 필리핀

헬리컬 터빈 발전 시스템 박진순, 염기대, 이광수, 
강석구, 진재율, 박우선

2012. 10. 02 2671027 특허 캐나다

파력 및 풍력을 이용한 복합발전 장치 박우선, 한상훈, 이광수 2012. 10. 08 10-1190583 특허 한국

웨이브렛 변환에 기초한 최대출력 추종제어 방법 및 이에 적용되는 장치 이광수, 박진순, 박정우, 
강대욱, 오창훈, 문지우, 
배득우, 권진수

2012. 10. 08 10-1190763 특허 한국

써모코커스속 균 연속배양방법 및 연속배양 장치 이정현, 강성균 2012. 10. 08 10-1190841 특허 한국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수소 생산 방법 이정현, 강성균, 김태완 2012. 10. 08 10-1190842 특허 한국

불순물 정제 장치 김창준, 홍기훈, 홍성진, 
정창수, 김영일

2012. 10. 26 10-1196639 특허 한국

오징어류의 종 판별방법과 이를 위한 오징어 종 판별용 폴리뉴클레오티드 
프로브, DNA칩 및 키트

이윤호, 김충곤, 김    성, 
정다금, 황창남, 황승용, 
정진욱, 정인혁

2012. 10. 26 10-1196640 특허 한국

수중 위치추적 시스템의 캘리브레이션 방법 변성훈, 김시문, 임용곤, 
이판묵, 박종원, 김승근

2012. 10. 30 10-1197833 특허 한국

수중 위치추적 방법 변성훈, 김시문, 임용곤, 
이판묵, 박종원, 김승근

2012. 10. 30 10-1197860 특허 한국

관입용 선단 슈가 설치된 석션파일 권오순, 오명학, 장인성 2012. 11. 02 10-1199348 특허 한국

DGNSS의 기준국 서기열, 장원석, 박상현 2012. 11. 02 10-1199419 특허 한국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노출에 대응하는 분홍바다맨드라미의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연안환경오염 진단 방법

염승식, 우선옥, 이택견, 
전혜영, 이종락, 송준임

2012. 11. 02 10-1199440 특허 한국

선박경보 관리장치 및 방법 김홍태, 장준혁, 하욱현, 
이광찬, 백지만, 정민규

2012. 11. 08 10-1201471 특허 한국

‘바다의 소리’ 체험 전시물 제작 김나영, 최복경, 이창열 2012. 11. 09 10-1201683 특허 한국

가물막이댐을 이용한 소규모 조력발전 시스템 및 그 시공 방법 이진학, 이광수, 박진순, 
오상호, 김건우, 권오정

2012. 11. 09 10-1201684 특허 한국

테트라포드 박우선, 한상훈, 이진학, 
오영민

2012. 11. 09 10-1201685 특허 한국

심해 해저에서 분리된 리파제 EM2L4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전정호

2012. 11. 12 10-1202259 특허 한국

심해 해저에서 분리된 리파제 EM2L7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전정호

2012. 11. 12 10-1202261 특허 한국

부유식 육상 상차 시스템 홍석원, 최학선 2012. 11. 13 10-1202768 특허 한국

지식재산권	현황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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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포드 결속 시스템 오영민 2012. 07. 04 10-1164621 특허 한국

페놀계 화합물, 그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항균 조성물 이희승, 이연주, 신희재, 
전흥배, 신종헌, 오기봉

2012. 07. 05 10-1164869 특허 한국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해삼의 하면(夏眠) 억제 및 축양 기술 김현주, 문덕수, 정동호, 
이승원, 김아리, 김원태, 
최미연, 함윤호

2012. 07. 06 10-1165312 특허 한국

헬리컬 터빈 발전 시스템 박진순, 염기대, 이광수, 
강석구, 진재율, 박우선

2012. 07. 17 8222761 특허 미국

음속측정을 위한 프레임 이승훈, 정섬규, 이용국 2012. 07. 20 10-1169195 특허 한국

양면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수심 및 음속 동시 측정 장치 이승훈, 정섬규, 이용국 2012. 07. 20 10-1169197 특허 한국

초음파를 이용한 실해역 해빙 두께의 실시간 계측 장치 및 시스템 정성엽, 최걸기, 이춘주 2012. 08. 08 10-1174236 특허 한국

내압실험 시 음파를 이용한 내압용기와 고압챔버 간의 신호전달 장치 및 방법 오상우, 최혁진 2012. 08. 08 10-1174249 특허 한국

초음파를 이용한 실해역 해빙두께 실시간 계측 방법 이춘주, 정성엽, 최걸기 2012. 08. 08 10-1174258 특허 한국

경험적 싱귤러 벡터를 이용한 앙상블 기후 예측 방법 국종성, 함유근 2012. 08. 10 10-1174625 특허 한국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를 위한 탄성파 측정 장치 이진학, 한상훈, 박우선, 
박수열, 강형구, 최준성

2012. 08. 10 10-1174794 특허 한국

부유체 동적 변위 계측장치 및 이에 포함되는 영상기반 유닛 이진학, 정원무, 박우선, 
채장원

2012. 08. 10 10-1174820 특허 한국

압력 평형 장치를 가지는 부력 조절 장치와 이를 이용한 수중 글라이더 및 
압력 평형을 이용한 부력 제어 방법

박요섭, 정섬규, 장남도, 
이용국

2012. 08. 13 10-1175235 특허 한국

얼음두께 측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얼음두께 측정 방법 양찬수 2012. 08. 13 10-1175256 특허 한국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해저 지반조사 장치 장인성, 권오순, 윤희정, 
권오정, 이     배

2012. 08. 17 10-1176606 특허 한국

AIS 기반 DGNSS 무결성 감시 시스템 서기열, 박상현 2012. 08. 21 10-1177326 특허 한국

조립식 헬리컬 터빈 박진순, 이광수, 염기대, 
강석구, 진재율, 이충범, 
안형진

2012. 08. 22 ZL200880123439.6 특허 중국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제조용 고압 액화 추출물 및 이의 제조 방법 강도형, 이현용, 한재건, 
박흥식, 이희승, 강래선

2012. 08. 23 2008360491 특허 호주

위성전파항법시스템 위성시계오차 최적보간 기법 박상현, 조득재 2012. 08. 27 10-1178758 특허 한국

하이브리드 DGNSS 기준국 시스템 및 제어 방법 서기열, 박상현, 조득재, 
서상현

2012. 08. 27 10-1178759 특허 한국

다수 개 센서의 서로 다른 주파수 할당 방법을 이용한 내압용기와 
고압챔버간의 신호전달 장치 및 방법

오상우, 최혁진 2012. 08. 27 10-1178967 특허 한국

부유식 물체용 앵커 회수장치 및 그 회수 방법 심재설, 김선정, 권재일, 
김진아, 정진용, 민인기

2012. 08. 29 10-1179733 특허 한국

빙해역 시운전 계측 시스템 및 그 방법 김현수, 이춘주 2012. 08. 29 10-1179641 특허 한국

해양 부착 미소생물 배양 장치 정승원, 김영옥, 심원준 2012. 08. 30 10-1179926 특허 한국

이산화탄소 평형기내 미세기포 탈출 방지 장치 김    성, 오지나 2012. 08. 30 10-1179927 특허 한국

고호열성 DNA 중합효소 및 이의 제조 방법 이정현, 이현숙, 김윤재, 
강성균, 임재규, 전정호, 
배승섭, 김상진, 현정호, 
권개경, 양성현, 권석태, 
남기훈

2012. 09. 04 8257953 특허 미국

부유식 고속스크린 장치 이재학, 유옥환, 이승백 2012. 09. 07 10-1182753 특허 한국

Thermococcus spp.로부터 분리된 신규한 수소화효소,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그 유전자를 갖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김상진, 권개경, 차선신, 
전정호,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조요나, 노태옥, 
정인순

2012. 09. 10 2460789 특허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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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컬 터빈 발전 시스템 이광수, 염기대, 박진순, 
강석구, 진재율, 박우선

2012. 09. 11 2671024 특허 캐나다

용골을 가진 단동형 세일링요트의 구속모형시험 방법 안해성, 이영연, 김충만, 
황승현, 반석호, 유재훈

2012. 09. 17 10-1185216 특허 한국

유출유 탐지 센서 및 그 제조 방법 오상우, 이문진, 이승현, 
최혁진

2012. 09. 19 10-1185740 특허 한국

변동행동공간 탐색법을 이용한 선박충돌회피 지원 시스템 손남선, 김선영, 공인영 2012. 09. 24 10-1187182 특허 한국

모타터빈을 이용한 조력발전 효율 증대 시스템 박우선, 오상호 2012. 09. 25 10-1187283 특허 한국

전력선 통신을 이용하여 예인전차 내외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반석호, 안해성, 이영연, 
황승현

2012. 09. 25 10-1187483 특허 한국

다단 재열 랭킨 사이클을 이용한 해양 지열 발전 시스템 김현주, 이호생, 문덕수, 
정동호

2012. 09. 27 10-1188335 특허 한국

다자유도 와유기진동 청정에너지 추출 장치 최종수, 홍   섭, 김형우, 
여태경

2012. 09. 28 10-1188617 특허 한국

헬리컬 터빈 발전 시스템 박진순, 염기대, 이광수, 
강석구, 진재율, 박우선

2012. 10. 02 1-2009-501052 특허 필리핀

헬리컬 터빈 발전 시스템 박진순, 염기대, 이광수, 
강석구, 진재율, 박우선

2012. 10. 02 2671027 특허 캐나다

파력 및 풍력을 이용한 복합발전 장치 박우선, 한상훈, 이광수 2012. 10. 08 10-1190583 특허 한국

웨이브렛 변환에 기초한 최대출력 추종제어 방법 및 이에 적용되는 장치 이광수, 박진순, 박정우, 
강대욱, 오창훈, 문지우, 
배득우, 권진수

2012. 10. 08 10-1190763 특허 한국

써모코커스속 균 연속배양방법 및 연속배양 장치 이정현, 강성균 2012. 10. 08 10-1190841 특허 한국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수소 생산 방법 이정현, 강성균, 김태완 2012. 10. 08 10-1190842 특허 한국

불순물 정제 장치 김창준, 홍기훈, 홍성진, 
정창수, 김영일

2012. 10. 26 10-1196639 특허 한국

오징어류의 종 판별방법과 이를 위한 오징어 종 판별용 폴리뉴클레오티드 
프로브, DNA칩 및 키트

이윤호, 김충곤, 김    성, 
정다금, 황창남, 황승용, 
정진욱, 정인혁

2012. 10. 26 10-1196640 특허 한국

수중 위치추적 시스템의 캘리브레이션 방법 변성훈, 김시문, 임용곤, 
이판묵, 박종원, 김승근

2012. 10. 30 10-1197833 특허 한국

수중 위치추적 방법 변성훈, 김시문, 임용곤, 
이판묵, 박종원, 김승근

2012. 10. 30 10-1197860 특허 한국

관입용 선단 슈가 설치된 석션파일 권오순, 오명학, 장인성 2012. 11. 02 10-1199348 특허 한국

DGNSS의 기준국 서기열, 장원석, 박상현 2012. 11. 02 10-1199419 특허 한국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노출에 대응하는 분홍바다맨드라미의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연안환경오염 진단 방법

염승식, 우선옥, 이택견, 
전혜영, 이종락, 송준임

2012. 11. 02 10-1199440 특허 한국

선박경보 관리장치 및 방법 김홍태, 장준혁, 하욱현, 
이광찬, 백지만, 정민규

2012. 11. 08 10-1201471 특허 한국

‘바다의 소리’ 체험 전시물 제작 김나영, 최복경, 이창열 2012. 11. 09 10-1201683 특허 한국

가물막이댐을 이용한 소규모 조력발전 시스템 및 그 시공 방법 이진학, 이광수, 박진순, 
오상호, 김건우, 권오정

2012. 11. 09 10-1201684 특허 한국

테트라포드 박우선, 한상훈, 이진학, 
오영민

2012. 11. 09 10-1201685 특허 한국

심해 해저에서 분리된 리파제 EM2L4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전정호

2012. 11. 12 10-1202259 특허 한국

심해 해저에서 분리된 리파제 EM2L7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전정호

2012. 11. 12 10-1202261 특허 한국

부유식 육상 상차 시스템 홍석원, 최학선 2012. 11. 13 10-1202768 특허 한국

지식재산권	현황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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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컬 터빈 발전 시스템 이광수, 염기대, 박진순, 
강석구, 진재율, 박우선

2012. 11. 13 8308424 특허 미국

저주파 및 고주파를 선택적으로 운용하는 정밀수중탐사용 
수중초음파카메라 및 그 작동 방법

김시문, 변성훈, 김승근, 
최영철, 성소영, 임용곤

2012. 11. 14 10-1203269 특허 한국

신규한 5종의 포스파타제들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김상진, 권개경, 차선신, 
전정호,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조요나, 노태옥, 
정인순

2012. 11. 16 10-1203920 특허 한국

신규한 5종의 포스파타제들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임형순, 
조요나, 임재규, 김윤재, 
김민식

2012. 11. 16 10-1203922 특허 한국

신규한 5종의 포스파타제들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임형순, 
조요나, 김윤재, 김민식, 
임재규

2012. 11. 16 10-1203923 특허 한국

신규한 5종의 포스파타제들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임형순, 
조요나, 김윤재, 김민식, 
임재규

2012. 11. 16 10-1203924 특허 한국

신규한 5종의 포스파타제들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임형순, 
조요나, 김윤재, 김민식, 
임재규

2012. 11. 16 10-1203946 특허 한국

선박 파공부위 응급봉쇄 장치 신성규, 권기생, 정경태, 
안영춘

2012. 11. 19 10-1204489 특허 한국

DGNSS 멀티 제어국 및 그 시스템 서기열, 장원석, 박상현 2012. 11. 21 10-1205414 특허 한국

DGNSS 무결성 감시국 서기열, 장원석, 박상현 2012. 11. 21 10-1205415 특허 한국

키토산을 이용한 S.maxima의 면역활성 증진을 위한 식용소재 나노입자화 
방법과 그 나노입자 및 그를 함유한 건강 기능성 식품

강도형, 이현용, 오성호, 
권민철, 최운용, 서용창, 
정명훈, 김승섭

2012. 11. 23 10-1206228 특허 한국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 및 이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오상우, 이문진, 최혁진, 
이승현, 이승훈

2012. 11. 23 10-1206361 특허 한국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이상위성의 판단방법 및 이를 이용한 판단 장치 조득재, 신미영 2012. 11. 23 10-1206364 특허 한국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의 제어 장치 신승호, 홍기용 2012. 11. 23 10-1206396 특허 한국

소형 선박 부양 장치 홍석원, 최학선 2012. 11. 26 10-1206759 특허 한국

복합형 해상풍력발전 시설물 심재설, 한정호, 정진용, 
우찬조

2012. 11. 28 10-1208116 특허 한국

선박 측위용 위성신호 모호성 검출 시스템 및 방법 심우성, 조득재 2012. 11. 29 10-1208638 특허 한국

유체 이송 파이프 조립체 및 이를 갖는 해양 설비 김현주, 정동호, 이호생, 
문덕수

2012. 12. 05 10-1210840 특허 한국

대한민국 남해 어류의 종 판별방법과 이에따른 어류의 종 판별용 
폴리뉴클레오티드 프로브, DNA칩 및 키트

이윤호, 김    성, 정다금, 
오지나

2012. 12. 05 10-1211068 특허 한국

분말시료 투하 장치 조성록 2012. 12. 06 10-1211485 특허 한국

현수식 해중터널 박우선, 한상훈 2012. 12. 06 10-1211486 특허 한국

사장식 초장대 해중터널 및 그 시공 방법 한상훈, 박우선 2012. 12. 06 10-1211491 특허 한국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전리층 지연 변칙현상의 모니터링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

조득재, 유윤자 2012. 12. 07 10-1212119 특허 한국

모형선의 마찰계수 측정 장치 조성락, 정성엽, 반석호, 
이춘주

2012. 12. 13 10-1214291 특허 한국

발명의 명칭 발명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재산권 등록국가

모형선의 마찰계수 측정 방법 조성락, 정성엽, 반석호, 
이춘주

2012. 12. 13 10-1214325 특허 한국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바이패스형 파이프라인 수송공정 
안전해석 모의실험 장치

조맹익, 허    철, 강성길 2012. 12. 26 10-1217994 특허 한국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바이패스형 파이프라인 수송공정
안전해석 모의실험 방법

조맹익, 허    철, 강성길 2012. 12. 26 10-1218030 특허 한국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 및 이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오상우, 이문진, 최혁진, 
이승현, 이승훈

2012. 12. 27 10-1218391 특허 한국

단일 파장의 LED광원과 CCD센서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및 장치 변성훈, 김시문, 임용곤
이판묵, 박종원, 김승근 

2012. 12. 27 10-1218392 특허 한국

지식재산권	현황	(등록현황)

보유기술	이전	현황

기술명 책임자 계약일자 실시자

선형평가용 수치해석 시스템(WAVIS ver1.4 ) 김   진 2012. 02. 02 창원대학교 산업협력단

선형설계 전용 프로그램(Hcad) 이춘주 2012. 02. 08 (주)한국종합설계

연안지역의 해도-육도 접합 정밀지형도 작성 기술 심재설 2012. 03. 05 (주)공간정보기술

선형평가용 수치해석 시스템(WAVIS) 김   진 2012. 03. 26 (주)대우조선해양

해양구조물 설계해석 프로그램 홍사영 2012. 03. 27 (주)삼성중공업

선형평가용 수치해석 시스템(WAVIS ver2.0 ) 김   진 2012. 04. 10 (주)현대미포조선

선형평가용 수치해석 시스템(WAVIS ver2.0 ) 김   진 2012. 04. 27 (주)한진중공업

프로펠러 설계 및 성능해석용 프로그램 문일성 2012. 05. 31 (주)SPP조선

선형평가용 수치해석 시스템(WAVIS ver2.1 ) 김   진 2012. 07. 25 (주)현대비에스엔씨

선형평가용 수치해석 시스템(WAVIS ver2.2 ) 김   진 2012. 08. 10 (주)SPP조선

프로펠러 설계 및 성능해석용 프로그램 문일성 2012. 08. 24 (주)대우정보시스템

선형평가용 수치해석 시스템(WAVIS ver1.3 ) 김   진 2012. 08. 24 (주)대우정보시스템

선형평가용 수치해석 시스템(WAVIS ver2.2 ) 김   진 2012. 08. 28 (주)현대비에스엔씨

PKX-A 워터젯 추진장치 개발 기술 김기섭 2012. 09. 10 두산중공업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진재율, 이광수 2012. 09. 19 (주)오션테크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기술 김현주 2012. 10. 18 (주)삼양에코너지

횡동요 감쇠장치해석 프로그램 조석규 2012. 10. 31 (주)한진중공업

매설관의 매설공법 기술 윤길림 2012. 11. 28 (주)창성건설

선박의 안전성 평가 기술 이동곤 2012. 12. 27 (주)엠티아이

2012

2011

2010

1,988백만 원

 4,960백만 원

 2,057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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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컬 터빈 발전 시스템 이광수, 염기대, 박진순, 
강석구, 진재율, 박우선

2012. 11. 13 8308424 특허 미국

저주파 및 고주파를 선택적으로 운용하는 정밀수중탐사용 
수중초음파카메라 및 그 작동 방법

김시문, 변성훈, 김승근, 
최영철, 성소영, 임용곤

2012. 11. 14 10-1203269 특허 한국

신규한 5종의 포스파타제들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김상진, 권개경, 차선신, 
전정호,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조요나, 노태옥, 
정인순

2012. 11. 16 10-1203920 특허 한국

신규한 5종의 포스파타제들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임형순, 
조요나, 임재규, 김윤재, 
김민식

2012. 11. 16 10-1203922 특허 한국

신규한 5종의 포스파타제들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임형순, 
조요나, 김윤재, 김민식, 
임재규

2012. 11. 16 10-1203923 특허 한국

신규한 5종의 포스파타제들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임형순, 
조요나, 김윤재, 김민식, 
임재규

2012. 11. 16 10-1203924 특허 한국

신규한 5종의 포스파타제들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임형순, 
조요나, 김윤재, 김민식, 
임재규

2012. 11. 16 10-1203946 특허 한국

선박 파공부위 응급봉쇄 장치 신성규, 권기생, 정경태, 
안영춘

2012. 11. 19 10-1204489 특허 한국

DGNSS 멀티 제어국 및 그 시스템 서기열, 장원석, 박상현 2012. 11. 21 10-1205414 특허 한국

DGNSS 무결성 감시국 서기열, 장원석, 박상현 2012. 11. 21 10-1205415 특허 한국

키토산을 이용한 S.maxima의 면역활성 증진을 위한 식용소재 나노입자화 
방법과 그 나노입자 및 그를 함유한 건강 기능성 식품

강도형, 이현용, 오성호, 
권민철, 최운용, 서용창, 
정명훈, 김승섭

2012. 11. 23 10-1206228 특허 한국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 및 이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오상우, 이문진, 최혁진, 
이승현, 이승훈

2012. 11. 23 10-1206361 특허 한국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이상위성의 판단방법 및 이를 이용한 판단 장치 조득재, 신미영 2012. 11. 23 10-1206364 특허 한국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의 제어 장치 신승호, 홍기용 2012. 11. 23 10-1206396 특허 한국

소형 선박 부양 장치 홍석원, 최학선 2012. 11. 26 10-1206759 특허 한국

복합형 해상풍력발전 시설물 심재설, 한정호, 정진용, 
우찬조

2012. 11. 28 10-1208116 특허 한국

선박 측위용 위성신호 모호성 검출 시스템 및 방법 심우성, 조득재 2012. 11. 29 10-1208638 특허 한국

유체 이송 파이프 조립체 및 이를 갖는 해양 설비 김현주, 정동호, 이호생, 
문덕수

2012. 12. 05 10-1210840 특허 한국

대한민국 남해 어류의 종 판별방법과 이에따른 어류의 종 판별용 
폴리뉴클레오티드 프로브, DNA칩 및 키트

이윤호, 김    성, 정다금, 
오지나

2012. 12. 05 10-1211068 특허 한국

분말시료 투하 장치 조성록 2012. 12. 06 10-1211485 특허 한국

현수식 해중터널 박우선, 한상훈 2012. 12. 06 10-1211486 특허 한국

사장식 초장대 해중터널 및 그 시공 방법 한상훈, 박우선 2012. 12. 06 10-1211491 특허 한국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전리층 지연 변칙현상의 모니터링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

조득재, 유윤자 2012. 12. 07 10-1212119 특허 한국

모형선의 마찰계수 측정 장치 조성락, 정성엽, 반석호, 
이춘주

2012. 12. 13 10-1214291 특허 한국

발명의 명칭 발명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재산권 등록국가

모형선의 마찰계수 측정 방법 조성락, 정성엽, 반석호, 
이춘주

2012. 12. 13 10-1214325 특허 한국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바이패스형 파이프라인 수송공정 
안전해석 모의실험 장치

조맹익, 허    철, 강성길 2012. 12. 26 10-1217994 특허 한국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바이패스형 파이프라인 수송공정
안전해석 모의실험 방법

조맹익, 허    철, 강성길 2012. 12. 26 10-1218030 특허 한국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 및 이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오상우, 이문진, 최혁진, 
이승현, 이승훈

2012. 12. 27 10-1218391 특허 한국

단일 파장의 LED광원과 CCD센서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및 장치 변성훈, 김시문, 임용곤
이판묵, 박종원, 김승근 

2012. 12. 27 10-1218392 특허 한국

지식재산권	현황	(등록현황)

보유기술	이전	현황

기술명 책임자 계약일자 실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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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1

2010

1,988백만 원

 4,960백만 원

 2,057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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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외부	수상	/	포상	[개인포상]

신희재 책임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총창표창

2012. 08.29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UST우수교수상

장   만 책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훈장 (웅비장)

2012. 04.20 
과학의 날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

안유환 전문연구위원
해양위성센터

포장

2012. 12. 31
천리안위성 개발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

이희일 책임연구원
해양환경보전연구부

훈장 (진보장)

2012. 04.20 
과학의 날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

장관표창

2012. 04.21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의 날)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김    성 책임연구원
해양생태계연구부

이창용 선임기술원
해양운송연구부

정성재 선임기술원
운영지원팀

대통령표창

2012. 05.31
바다의 날

해양수산진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강성길 책임연구원
해양CCS 연구단

강시환 책임연구원
연안방재연구사업단

이윤호 책임연구원
해양생태계연구부

장관표창

2012. 12. 31
국토해양부

국토해양업무 발전에 
기여

이연주 선임연구원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장관표창

2012. 07.03
여성가족부

여성지위향상에 기여

김광수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장관표창

2012. 09.13
지식경제부

조선해양의 날 기념

권성국 기술원(전)
해양과학도서관

장관표창

2012. 12.31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육성 발전에 
기여

장관표창

2012. 07.04
국토해양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에 기여

김형우 선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김경련 선임연구원
특정해역보전관리연구센터

이재성 기술원(전)
인사팀

최기석 선임기술원(전)
국제협력실

함춘옥 기술원(전)
해양과학도서관

장관표창

2012. 05.31
국토해양부
(바다의 날)

해양수산진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신승호 책임연구원
해양플랜트연구부

이희승 책임연구원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김경진 선임기술원
국제협력실

박수영 선임기술원
해양과학데이터센터

김영준 선임기술원
연구선지원실

윤재열 선임행정원
인사팀

김문구 선임연구원
유류유해물질연구단

김정훈 행정원
예산팀

강길모 선임연구원
융합연구전략실

김나영 선임연구원(전)
홍보팀

이미혜 연구사업인력
국제협력실

조승억 선임기술원(전)
시설팀

김지훈 행정원
연구계약팀

남찬우 선임기술원(전)
기획팀

송우용 선임행정원
운영지원팀

심민보 책임기술원(전)
학사교육지원실

우선미 선임행정원
학사교육지원실

주현희 선임기술원
해양환경산업연구실

강선규 기술원(전)
연구선지원실

박순희 기술원(전)
연구선지원실

이사장 표창 

2012. 03.29
공공기술연구회

연구선 취항 
20주년 기념

임동일 책임연구원
해양시료도시관

이사장 표창

2012. 06.04
공공기술연구회

해양시료도서관 
준공에 기여

권오순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국무총리표창

2012. 04. 21
과학의 날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

유주형 책임연구원
해양위성센터

국무총리표창

2012. 12. 31
천리안위성 개발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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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외부	수상	/	포상 Ocean	and	Polar	Research	논문상

우수연구부서	포상

우수직원	포상

기술	및	행정지원	부문	우수부서

OSJ	Award

[기관포상]

우수논문상

우수논문	피인용상

포상명 부서 수상일 공적사항 주관기관

장관표창 해양과학도서관 10.17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학사^교육지원실 10.29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 표창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표창 홍보팀 12.07 교육기부대상 교육과학기술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해양과학도서관 11.28 출판물 부문 최우수 출판물 대상 한국사보협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홍보팀 11.28 인쇄사보 공공 부문 기획 대상 한국사보협회

웹어워드코리아상 홍보팀 12.06 웹어워드코리아 공공기관 분문 최우수상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웹어워드코리아상 홍보팀 12.06 웹어워드코리아 사이버전시관 분문 최우수상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구  분 저    자 소    속 논문제목 학술지명/권(호)

최우수

신정호, 정회종, 안영준
조유복, 차선신, 노정혜

해양바이오연구부 Graded expression of zinc-responsive genes through two regulatory 
zinc-binding sites in Zur

Proceed. Nation. 
108(12) 5045~5050 

김종욱, 이경용, 김정훈 심해저자원연구부 Metal-bearing moltem sulfur collected from a submarine volcano: 
Implications for vapor transport of metals in sea�oor hydrothermal 
systems

Geol.
39(4), 351~354

우수

박종연,  국종성, 박지수
예상욱,  장찬주

해양순환^기후연구부 Variability of chlorophyll associated with ENSO and its possible 
biological feedback in the equatorial Paci�c

J. Geophys. Res., 
116(C10001), 1~10 

허수진, 김길남, 윤원종
오철홍, 최영웅,  Abu A�an 
이연주, 이희승, 강도형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Chromene induces apoptosis via caspase-3 activation in human 
leukemia HL-60 cells 

Food Chem. Toxico., 
49(2), 1998~2004 

임동일, Z. Xhaokai, 최진용
김소영,김은희, 강소라
정회수

해양시료도서관 Paleoceanographic changes in the the Ulleung Basin, East(Japan) 
Sea, during the last 20,000 years: Evidence from variations in element 
compositions of core sediments

Prog. Oceanogr.,
88(1), 101~115

최영철, 전주환, 배진호 해양시스템연구부 Numerically extrapolated discrete layer-peeling algorithm for 
synthesis of nonuniform �ber Bragg gratings

Optics Expr.,
19(9), 8254~8266

최종국, 오현주, 구본주
Saro Lee, 유주형

해양위성센터 Macrobenthos habitat mapping in a tidal �at using remotely sensed 
data and a GIS-based 
probabilistic model 

Mar. Pollut. 
Bull., 

62(3), 564~572

우선옥, 염승식 남해특성연구부 Transcriptional response of marine medaka (Oryzias javanicus) on 
exposure to toxaphene

Compar. Biochem. 
Physiol., 

153(x) 355~361

박태욱, 장찬주, 
Johann H. Jungclaus, Helmuth 
Haak, 박원선, 오임상

해양순환^기후연구부 E�ects of the Changjiang river discharge on sea surface warming in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in summer 

Conti. Shelf Res., 
31(1), 15~22

나공태, 방재현, 이정무
김경태, 김은수

해양환경^보전연구부 The extent and historical trend of metal pollution recorded in core 
sediments from an arti�cial Lake Sihwa, Korea 

Mar. Pollut. Bull.,  
62(8), 1814~1821 

성     명 직    급 소    속 대상기간 피인용횟수 비고

홍상희 선임연구원 유류유해물질연구단 1997~2011 (직근 15년) 169회 ※주저자 기준

구  분 저   자 논문제목 권(호)

우 수

김성중(KOPRI 극지기후연구부), 우성호(KOPRI 극지기후연구부),
김백민(KOPRI 극지기후연구부), 허순도(KOPRI 극지기후연구부)

지난 130년간 한반도 근해의 표층 수온 변화 경향 33(3)

주세종(KIOST 심해저자원연구부), 고아라(KIOST 심해저자원연구부),
이창래(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공원연구원)

지방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북서태평양에서 요각류
(Euchaeta sp. and Pleuromamma spp.)의 서식 위도별 
영양상태 및 먹이원 연구 

33(3)

구   분 저    자 직   급 부  서

우수 심사자상 Outstanding Reviewer Award 백승호 선임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구 분 부서명 부서장

최우수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이희승

우수 해양플랜트연구부 홍기용

우수 독도전문연구센터 박찬홍

우수 해양바이오연구부 이정현

우수 남해특성연구부 김영옥

우수 심해저자원연구부 문재운

구 분 부서명 부서장

최우수 홍보팀 김나영

우수 해양과학도서관 한종엽

우수 운영지원팀 김병주

우수 자재팀 경광진

우수 총무회계팀 변성수

우수 연구관리팀 최기석

구   분 성   명 직  급 소   속

올해의 KIOST인상 김성렬 책임연구원 해양방위센터

이달의 
KIOST인상

김기복 선임기술원 연구선운항사업단

신희재 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김기섭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청렴공직자상 조규표 기술원(전) 해양R&D실용화센터

우수업적상

박영규 책임연구원 해양순환기후연구부

김경옥 선임연구원 해양환경보전연구부

박상준 선임연구원 심해저자원연구부

장인성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강도형 선임연구원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김진아 연구원 연안재해재난연구센터

박동원 책임기술원 종합연구선건조사업단

김경진 선임기술원(전) 국제협력실

이문숙 선임연구원 해양환경산업연구실

김희경 행정원 인사팀

박준수 선임기술원(전) 성과평가팀

구   분 성   명 직  급 소   속

우수업적상

남보우 선임연구원 해양플랜트연구부

여태경 선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조득재 선임연구원 해양안전기술연구부

임한규 선임행정원 시설자재팀

홍상희 선임연구원 유류유해물질연구단

김현석 기술원(전) 연구선지원실

노현수 선임연구원 독도전문연구센터

근무유공상

유옥환 선임연구원 해양생태계연구부

김     응 전문연구사업인력 해양순환·기후연구부

서한경 연구사업인력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전정호 연수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부

손주원 연수연구원 심해저자원연구부

권재일 선임연구원 연안재해재난연구센터

문정언 단위연구사업인력 해양위성센터

이철구 연구사업인력 해양방위센터

이정한 연구원 기기검교정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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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외부	수상	/	포상 Ocean	and	Polar	Research	논문상

우수연구부서	포상

우수직원	포상

기술	및	행정지원	부문	우수부서

OSJ	Award

[기관포상]

우수논문상

우수논문	피인용상

포상명 부서 수상일 공적사항 주관기관

장관표창 해양과학도서관 10.17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학사^교육지원실 10.29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 표창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표창 홍보팀 12.07 교육기부대상 교육과학기술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해양과학도서관 11.28 출판물 부문 최우수 출판물 대상 한국사보협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홍보팀 11.28 인쇄사보 공공 부문 기획 대상 한국사보협회

웹어워드코리아상 홍보팀 12.06 웹어워드코리아 공공기관 분문 최우수상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웹어워드코리아상 홍보팀 12.06 웹어워드코리아 사이버전시관 분문 최우수상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구  분 저    자 소    속 논문제목 학술지명/권(호)

최우수

신정호, 정회종, 안영준
조유복, 차선신, 노정혜

해양바이오연구부 Graded expression of zinc-responsive genes through two regulatory 
zinc-binding sites in Zur

Proceed. Nation. 
108(12) 5045~5050 

김종욱, 이경용, 김정훈 심해저자원연구부 Metal-bearing moltem sulfur collected from a submarine volcano: 
Implications for vapor transport of metals in sea�oor hydrothermal 
systems

Geol.
39(4), 351~354

우수

박종연,  국종성, 박지수
예상욱,  장찬주

해양순환^기후연구부 Variability of chlorophyll associated with ENSO and its possible 
biological feedback in the equatorial Paci�c

J. Geophys. Res., 
116(C10001), 1~10 

허수진, 김길남, 윤원종
오철홍, 최영웅,  Abu A�an 
이연주, 이희승, 강도형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Chromene induces apoptosis via caspase-3 activation in human 
leukemia HL-60 cells 

Food Chem. Toxico., 
49(2), 1998~2004 

임동일, Z. Xhaokai, 최진용
김소영,김은희, 강소라
정회수

해양시료도서관 Paleoceanographic changes in the the Ulleung Basin, East(Japan) 
Sea, during the last 20,000 years: Evidence from variations in element 
compositions of core sediments

Prog. Oceanogr.,
88(1), 101~115

최영철, 전주환, 배진호 해양시스템연구부 Numerically extrapolated discrete layer-peeling algorithm for 
synthesis of nonuniform �ber Bragg gratings

Optics Expr.,
19(9), 8254~8266

최종국, 오현주, 구본주
Saro Lee, 유주형

해양위성센터 Macrobenthos habitat mapping in a tidal �at using remotely sensed 
data and a GIS-based 
probabilistic model 

Mar. Pollut. 
Bull., 

62(3), 564~572

우선옥, 염승식 남해특성연구부 Transcriptional response of marine medaka (Oryzias javanicus) on 
exposure to toxaphene

Compar. Biochem. 
Physiol., 

153(x) 355~361

박태욱, 장찬주, 
Johann H. Jungclaus, Helmuth 
Haak, 박원선, 오임상

해양순환^기후연구부 E�ects of the Changjiang river discharge on sea surface warming in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in summer 

Conti. Shelf Res., 
31(1), 15~22

나공태, 방재현, 이정무
김경태, 김은수

해양환경^보전연구부 The extent and historical trend of metal pollution recorded in core 
sediments from an arti�cial Lake Sihwa, Korea 

Mar. Pollut. Bull.,  
62(8), 1814~1821 

성     명 직    급 소    속 대상기간 피인용횟수 비고

홍상희 선임연구원 유류유해물질연구단 1997~2011 (직근 15년) 169회 ※주저자 기준

구  분 저   자 논문제목 권(호)

우 수

김성중(KOPRI 극지기후연구부), 우성호(KOPRI 극지기후연구부),
김백민(KOPRI 극지기후연구부), 허순도(KOPRI 극지기후연구부)

지난 130년간 한반도 근해의 표층 수온 변화 경향 33(3)

주세종(KIOST 심해저자원연구부), 고아라(KIOST 심해저자원연구부),
이창래(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공원연구원)

지방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북서태평양에서 요각류
(Euchaeta sp. and Pleuromamma spp.)의 서식 위도별 
영양상태 및 먹이원 연구 

33(3)

구   분 저    자 직   급 부  서

우수 심사자상 Outstanding Reviewer Award 백승호 선임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구 분 부서명 부서장

최우수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이희승

우수 해양플랜트연구부 홍기용

우수 독도전문연구센터 박찬홍

우수 해양바이오연구부 이정현

우수 남해특성연구부 김영옥

우수 심해저자원연구부 문재운

구 분 부서명 부서장

최우수 홍보팀 김나영

우수 해양과학도서관 한종엽

우수 운영지원팀 김병주

우수 자재팀 경광진

우수 총무회계팀 변성수

우수 연구관리팀 최기석

구   분 성   명 직  급 소   속

올해의 KIOST인상 김성렬 책임연구원 해양방위센터

이달의 
KIOST인상

김기복 선임기술원 연구선운항사업단

신희재 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김기섭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청렴공직자상 조규표 기술원(전) 해양R&D실용화센터

우수업적상

박영규 책임연구원 해양순환기후연구부

김경옥 선임연구원 해양환경보전연구부

박상준 선임연구원 심해저자원연구부

장인성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강도형 선임연구원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김진아 연구원 연안재해재난연구센터

박동원 책임기술원 종합연구선건조사업단

김경진 선임기술원(전) 국제협력실

이문숙 선임연구원 해양환경산업연구실

김희경 행정원 인사팀

박준수 선임기술원(전) 성과평가팀

구   분 성   명 직  급 소   속

우수업적상

남보우 선임연구원 해양플랜트연구부

여태경 선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조득재 선임연구원 해양안전기술연구부

임한규 선임행정원 시설자재팀

홍상희 선임연구원 유류유해물질연구단

김현석 기술원(전) 연구선지원실

노현수 선임연구원 독도전문연구센터

근무유공상

유옥환 선임연구원 해양생태계연구부

김     응 전문연구사업인력 해양순환·기후연구부

서한경 연구사업인력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전정호 연수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부

손주원 연수연구원 심해저자원연구부

권재일 선임연구원 연안재해재난연구센터

문정언 단위연구사업인력 해양위성센터

이철구 연구사업인력 해양방위센터

이정한 연구원 기기검교정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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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주요	보직자

구  분 성    명 직   급 소    속 수상일 비    고

원장표창

곽태영 선임기술원
연구선운항

사업단
03.29

장목2호 
취항 기념

정승영 행정원 홍보팀 03.29

최승민 계약직책임연구원 국제협력실 08.30

2012여수
세계

박람회 
기여  
공로상 

최근형 전문연구사업인력 국제협력실 08.30

이철교 계약직행정원 국제협력실 08.30

김혜진 연구사업인력 국제협력실 08.30

윤서나 연구사업인력 국제협력실 08.30

이미혜 연구사업인력 국제협력실 08.30

이샛별 연구사업인력 국제협력실 08.30

최예나 연구사업인력 국제협력실 08.30

심정아 실습생 국제협력실 08.30

한시형 실습생 국제협력실 08.30

허원준 일용직 국제협력실 08.30

구   분 성   명 직  급 소   속

근무유공상

권영주 연구사업인력 해양환경산업연구실

박한산 전문연구사업인력 해양정책영토연구실

권성국 기술원(전) 해양과학도서관

이문정 기술원(전) 기획팀

정재윤 행정원 총무팀

김영주 기술원(전) 총무팀

김희진 행정원 연구관리팀

이종순 연구사업인력 해양심층수연구센터

성소영 연구사업인력 해양시스템연구부

황태현 선임연구원 해양안전기술연구부

김병주 선임기술원(전) 운영지원팀

하형석 기능원(선) 연구선지원실

이효진 연구사업인력 독도전문연구센터

모범해양인상
조민주 연구사업인력 융합연구전략실

박소연 계약직기능원 재무팀

구   분 성   명 직  급 소   속

모범해양인상

이성미 연구사업인력 연구관리팀

손현일
장기계약직

기술원(전)
시설자재팀

채세종 장기계약직기능원 운영지원팀

명예근로봉사상

안현구 용역직 보안안전관리단

윤치상 용역직 행정관리부

오영식 용역직 운영관리부

정순동 용역직 운영관리부

석재혁 용역직 운영지원팀

조영호 용역직 운영지원팀

 시설관리(단체) 용역직 행정관리부

우수인턴상

김은식 인턴연구원 유류유해물질연구단

손지훈 인턴연구원 해양심층수연구센터

정의형 인턴행정원 자재팀

우수직원	포상 본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남해연구소

동해연구소

특별상

구  분 성    명 직   급 소    속 수상일 비    고

원장표창

Zhang Na 일용직 국제협력실 08.30

 
2012여수
세계

박람회 
기여  
공로상 

장한솔 연구사업인력 연구계획팀 08.30

박종희 용역직 총무팀 08.30

김병호
장기계약직

기술원(전)
홍보팀 08.30

심문영
장기계약직

기술원(전)
홍보팀 08.30

박재욱 장기계약직기능원 홍보팀 08.30

서지혜 계약직행정원 홍보팀 08.30

한성민 연구사업인력
해양방위

센터
12.26

보안

유공상

조     철 기술원(전) 운영관리부 12.26
안전관리

유공상  
함용극 계약직기술원

해양플랜트

연구부
12.26

유진영 계약직기술원(전) 시설자재팀 12.26 에너지

절약

유공상안중혁 장기계약직기능원 운영관리실 12.26

성    명 직    위 전공/학위 이메일

강정극 원    장 지질학 / 박사 jkkang@kiost.ac

이기룡 감    사 산업공학 / 학사 leekir@kiost.ac

김웅서 제1부원장 해양생태학 / 박사 wskim@kiost.ac

임장근 제2부원장 행정학 / 박사 jglim@kiost.ac

권문상 해양정책연구소장 법학 / 박사 mskwon@kiost.ac

장도수 국제협력본부장 해양정책학 / 박사 dsjang@kiost.ac

김동성 해양기반연구본부장 생물과학 / 박사 dskim@kiost.ac

유해수 해양환경^보전연구
부장

자원공학 / 박사 hsyoo@kiost.ac

전동철 해양순환^기후연구
부장

해양공학 / 박사 dcjeon@kiost.ac

문재운 응용기술연구본부장 지질학 / 박사 jwmoon@kiost.ac

오영민 연안개발^에너지
연구부장

해안공학 / 박사 ymoh@kiost.ac

이정현 해양바이오연구부장 미생물학 / 박사 jlee@kiost.ac

심재설 특성화연구본부장 연안공학 / 박사 jsshim@kiost.ac

유주형 해양위성센터장 지구시스템과학 /
 박사

jhryu@kiost.ac

이용국 해양방위센터장 해양학 / 박사 yklee@kiost.ac

이희승 해외생물자원

연구센터장

화학 / 박사 hslee@kiost.ac

김은수 해양관측기술^자료
본부장

해양화학 / 박사 eskim@kiost.ac

김성대 해양과학데이터

센터장

해양학 / 박사 sdkim@kiost.ac

박정기 종합연구선건조

사업단장

지구물리학 / 박사 ckpark@kiost.ac

박성욱 해양정책^영토연구
실장

법학 / 박사 swpark@kiost.ac

박세헌 해양환경^산업연구
실장

지구시스템 / 박사 shpark@kiost.ac

강길모 융합연구전략실장 과학관리학과 / 박사 kanggm@kiost.ac

임충규 감사부장 행정학 / 학사 cglim@kiost.ac

한종엽 해양과학도서관장 문헌정보학 / 박사 jyhan@kiost.ac

심민보 학사·교육지원실장 정보처리학 / 석사 mbsim@kiost.ac

조영만 경영기획부장 도시 및 
지방행정학 / 석사

cymmh@kiost.ac

김세용 행정관리부장 법학 / 석사 sykim@kiost.ac

김석기 연구사업개발부장 경영학 / 학사 kimsk@kiost.ac

김종훈 보안^안전관리단장 해양공학 badaro@kiost.ac

성    명 직    위 전공/학위 이메일

서상현 선박해양플랜트연구

소장

조선공학 / 박사 shsuh@kiost.ac

이동곤 해양운송연구부장 조선공학 / 박사 dlee@kiost.ac

홍기용 해양플랜트연구부장 해양공학 / 박사 khong@kiost.ac

김선영 해양안전기술

연구부장

선박해양공학 / 박사 sunykim@kiost.ac

홍    섭 해양시스템연구부장 해양공학 / 박사 suphong@kiost.ac

이종갑 해양플랜트산업지원

센터장

선박해양공학 / 박사 jklee@kiost.ac

오위영 산업정책협력실장 에너지정책 / 박사 wyoh@kiost.ac

정찬금 운영관리부장 물리학 / 학사 ckchung@kiost.ac

성    명 직    위 전공/학위 이메일

최동림 남해연구소장 지질해양학 / 박사 dlchoi@kiost.ac

김영옥 남해특성연구부장 수산학 / 박사 yokim@kiost.ac

오재룡 해양시료도서관장 환경분석화학 / 박사 jroh@kiost.ac

신경순 선박평형수센터장 해양학 / 박사 ksshin@kiost.ac

김기복 연구선지원실장 해상교통정보학 / 석사 kimkb@kiost.ac

김채수 운영관리실장 해양학 / 석사 ckim@kiost.ac

성    명 직    위 전공/학위 이메일

박찬홍 동해연구소장 지구물리학 / 박사 chpark@kiost.ac

김영일 동해특성연구부장 화학해양학 / 박사 yikim@kiost.ac

조경래 운영관리실장 경영학 / 석사 klcho@kiost.ac

성    명 직    위 전공/학위 이메일

김재순 건설사업단장 - kimjs@kiost.ac

김태영 해양R&D실용화
센터장

무역학 / 석사 tykim@kiost.ac

박내선 국제협력실장 사회기반학 / 박사 naesun@kiost.ac

김영일 동해특성연구부장 화학해양학 / 박사 yikim@kiost.ac

조경래 운영관리실장 경영학 / 석사 klcho@kios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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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주요	보직자

구  분 성    명 직   급 소    속 수상일 비    고

원장표창

곽태영 선임기술원
연구선운항

사업단
03.29

장목2호 
취항 기념

정승영 행정원 홍보팀 03.29

최승민 계약직책임연구원 국제협력실 08.30

2012여수
세계

박람회 
기여  
공로상 

최근형 전문연구사업인력 국제협력실 08.30

이철교 계약직행정원 국제협력실 08.30

김혜진 연구사업인력 국제협력실 08.30

윤서나 연구사업인력 국제협력실 08.30

이미혜 연구사업인력 국제협력실 08.30

이샛별 연구사업인력 국제협력실 08.30

최예나 연구사업인력 국제협력실 08.30

심정아 실습생 국제협력실 08.30

한시형 실습생 국제협력실 08.30

허원준 일용직 국제협력실 08.30

구   분 성   명 직  급 소   속

근무유공상

권영주 연구사업인력 해양환경산업연구실

박한산 전문연구사업인력 해양정책영토연구실

권성국 기술원(전) 해양과학도서관

이문정 기술원(전) 기획팀

정재윤 행정원 총무팀

김영주 기술원(전) 총무팀

김희진 행정원 연구관리팀

이종순 연구사업인력 해양심층수연구센터

성소영 연구사업인력 해양시스템연구부

황태현 선임연구원 해양안전기술연구부

김병주 선임기술원(전) 운영지원팀

하형석 기능원(선) 연구선지원실

이효진 연구사업인력 독도전문연구센터

모범해양인상
조민주 연구사업인력 융합연구전략실

박소연 계약직기능원 재무팀

구   분 성   명 직  급 소   속

모범해양인상

이성미 연구사업인력 연구관리팀

손현일
장기계약직

기술원(전)
시설자재팀

채세종 장기계약직기능원 운영지원팀

명예근로봉사상

안현구 용역직 보안안전관리단

윤치상 용역직 행정관리부

오영식 용역직 운영관리부

정순동 용역직 운영관리부

석재혁 용역직 운영지원팀

조영호 용역직 운영지원팀

 시설관리(단체) 용역직 행정관리부

우수인턴상

김은식 인턴연구원 유류유해물질연구단

손지훈 인턴연구원 해양심층수연구센터

정의형 인턴행정원 자재팀

우수직원	포상 본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남해연구소

동해연구소

특별상

구  분 성    명 직   급 소    속 수상일 비    고

원장표창

Zhang Na 일용직 국제협력실 08.30

 
2012여수
세계

박람회 
기여  
공로상 

장한솔 연구사업인력 연구계획팀 08.30

박종희 용역직 총무팀 08.30

김병호
장기계약직

기술원(전)
홍보팀 08.30

심문영
장기계약직

기술원(전)
홍보팀 08.30

박재욱 장기계약직기능원 홍보팀 08.30

서지혜 계약직행정원 홍보팀 08.30

한성민 연구사업인력
해양방위

센터
12.26

보안

유공상

조     철 기술원(전) 운영관리부 12.26
안전관리

유공상  
함용극 계약직기술원

해양플랜트

연구부
12.26

유진영 계약직기술원(전) 시설자재팀 12.26 에너지

절약

유공상안중혁 장기계약직기능원 운영관리실 12.26

성    명 직    위 전공/학위 이메일

강정극 원    장 지질학 / 박사 jkkang@kiost.ac

이기룡 감    사 산업공학 / 학사 leekir@kiost.ac

김웅서 제1부원장 해양생태학 / 박사 wskim@kiost.ac

임장근 제2부원장 행정학 / 박사 jglim@kiost.ac

권문상 해양정책연구소장 법학 / 박사 mskwon@kiost.ac

장도수 국제협력본부장 해양정책학 / 박사 dsjang@kiost.ac

김동성 해양기반연구본부장 생물과학 / 박사 dskim@kiost.ac

유해수 해양환경^보전연구
부장

자원공학 / 박사 hsyoo@kiost.ac

전동철 해양순환^기후연구
부장

해양공학 / 박사 dcjeon@kiost.ac

문재운 응용기술연구본부장 지질학 / 박사 jwmoon@kiost.ac

오영민 연안개발^에너지
연구부장

해안공학 / 박사 ymoh@kiost.ac

이정현 해양바이오연구부장 미생물학 / 박사 jlee@kiost.ac

심재설 특성화연구본부장 연안공학 / 박사 jsshim@kiost.ac

유주형 해양위성센터장 지구시스템과학 /
 박사

jhryu@kiost.ac

이용국 해양방위센터장 해양학 / 박사 yklee@kiost.ac

이희승 해외생물자원

연구센터장

화학 / 박사 hslee@kiost.ac

김은수 해양관측기술^자료
본부장

해양화학 / 박사 eskim@kiost.ac

김성대 해양과학데이터

센터장

해양학 / 박사 sdkim@kiost.ac

박정기 종합연구선건조

사업단장

지구물리학 / 박사 ckpark@kiost.ac

박성욱 해양정책^영토연구
실장

법학 / 박사 swpark@kiost.ac

박세헌 해양환경^산업연구
실장

지구시스템 / 박사 shpark@kiost.ac

강길모 융합연구전략실장 과학관리학과 / 박사 kanggm@kiost.ac

임충규 감사부장 행정학 / 학사 cglim@kiost.ac

한종엽 해양과학도서관장 문헌정보학 / 박사 jyhan@kiost.ac

심민보 학사·교육지원실장 정보처리학 / 석사 mbsim@kiost.ac

조영만 경영기획부장 도시 및 
지방행정학 / 석사

cymmh@kiost.ac

김세용 행정관리부장 법학 / 석사 sykim@kiost.ac

김석기 연구사업개발부장 경영학 / 학사 kimsk@kiost.ac

김종훈 보안^안전관리단장 해양공학 badaro@kiost.ac

성    명 직    위 전공/학위 이메일

서상현 선박해양플랜트연구

소장

조선공학 / 박사 shsuh@kiost.ac

이동곤 해양운송연구부장 조선공학 / 박사 dlee@kiost.ac

홍기용 해양플랜트연구부장 해양공학 / 박사 khong@kiost.ac

김선영 해양안전기술

연구부장

선박해양공학 / 박사 sunykim@kiost.ac

홍    섭 해양시스템연구부장 해양공학 / 박사 suphong@kiost.ac

이종갑 해양플랜트산업지원

센터장

선박해양공학 / 박사 jklee@kiost.ac

오위영 산업정책협력실장 에너지정책 / 박사 wyoh@kiost.ac

정찬금 운영관리부장 물리학 / 학사 ckchung@kiost.ac

성    명 직    위 전공/학위 이메일

최동림 남해연구소장 지질해양학 / 박사 dlchoi@kiost.ac

김영옥 남해특성연구부장 수산학 / 박사 yokim@kiost.ac

오재룡 해양시료도서관장 환경분석화학 / 박사 jroh@kiost.ac

신경순 선박평형수센터장 해양학 / 박사 ksshin@kiost.ac

김기복 연구선지원실장 해상교통정보학 / 석사 kimkb@kiost.ac

김채수 운영관리실장 해양학 / 석사 ckim@kiost.ac

성    명 직    위 전공/학위 이메일

박찬홍 동해연구소장 지구물리학 / 박사 chpark@kiost.ac

김영일 동해특성연구부장 화학해양학 / 박사 yikim@kiost.ac

조경래 운영관리실장 경영학 / 석사 klcho@kiost.ac

성    명 직    위 전공/학위 이메일

김재순 건설사업단장 - kimjs@kiost.ac

김태영 해양R&D실용화
센터장

무역학 / 석사 tykim@kiost.ac

박내선 국제협력실장 사회기반학 / 박사 naesun@kiost.ac

김영일 동해특성연구부장 화학해양학 / 박사 yikim@kiost.ac

조경래 운영관리실장 경영학 / 석사 klcho@kios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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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부 서 직급 최종학교 전공 학위 학위논문제목

박내선1) 국제협력실 선임연구원 동경대학교 사회기반학 박사 Transit-oriented development History of Tokyo and Seoul: How TOD 
has been promoted and frustrated

김형직2) 심해저자원연구부 선임연구원 부산대학교 해양학 박사 Variability of sinking particle �uxes in the 10°N thermocline ridge 
area of the northeastern equatorial Paci�c

박영현3)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선임연구원 Texas A&M Univ. 토목공학과 박사 Overwash induced by storm conditions

신창주4)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선임연구원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 Filtered-velocity feedback 제어기를 이용한 구조물의 능동진동제어

허기영5) 연안재해^재난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부산대학교 대기과학과 박사 E�ects of Air-Sea interaction on fog and snowstorm over the ocean : 
with the use of a coupled model

장덕희6) 융합연구전략실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정부지원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최영웅7) 태평양해양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제주대학교 수산생물학과 박사 해마류(Hippocampus spp.)의 번식생물학적 연구

이지민8) 해양생태계연구부 선임연구원 대구대학교 생물학과 박사 한국산 복모류(복모동물 문)의 계통분류학적 연구

나공태9) 해양환경^보전연구부 선임연구원 나고야대학교 환경학 박사 Magnesium isotope in chlorophyll and calcite of marine 
phytoplankton

채기영10) 융합연구전략실 연구원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영층 윤리의식행동, 윤리제도, 기업특성,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

오은송11) 해양위성센터 연구원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 석사 Integrated optical alignment algorithm with multiple design 
con�guration optimization

박요섭12) 해양방위센터 선임기술원 인하대 자동화공학 박사 다중빔음향소해탐사시스템 자료의 오차분석 및 처리기술 연구

서재규13) 기획팀 선임기술원(전)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환율변동이 수출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이순주14) 해양위성센터 기술원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 석사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가뭄의 주기에 관한 연구

김     욱15) 연구계약팀 기술원(전)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박노경16) 재무팀 기술원(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선윤혜17) 인사팀 기술원(전) 서강대학교 법학 학사 　

이미혜18) 국제협력실 기술원(전) 성신여대학교 법학 학사 　

이태희19) 기획팀 기술원(전)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본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성 명 부 서 직급 최종학교 전공 학위 학위논문제목

최근형20) 선박평형수센터 선임연구원 올드도미니온대학교 해양학 박사 Bacterioplankton ecology in estuarine and oceanic waters

민천홍21) 해양시스템연구부 선임연구원 한국해양대 해양공학 박사 Experimental Identi�cation of a structural damping matrix 
using natural and zero frequencies

이강수22)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선임연구원 인하대학교 선박공학 박사 환경하중하의 풍력터빈타워의 동특성 예측에 관한 연구

김경환23) 해양플랜트연구부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 박사 선박의 파랑 중 Weak-Scatterer 기반 비선형 운동해석 및 전선 유
탄성 해석

이광호24) 해양플랜트연구부 선임연구원 나고야대학교 토목공학 박사 A study on time domain analysis of nonlinear dynamic 
interaction among waves,currents and bed materials

기민석25) 해양운송연구부 연구원 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석사 LNG 운반선 CCS의 슬로싱 충격응답 해석법에 관한 연구

김명수26) 해양운송연구부 연구원 서울대학교대학원 조선해양공학과 석사 Vortex-InCell(VIC) 방법을 기반으로 한 2D foil의 난류해석

임근태27) 해양운송연구부 연구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 석사 구상선수 주위의 유동과 공기공급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손정민28) 해양플랜트연구부 연구원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석사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 화물창구조의 슬로싱 충격강도에 관한 
연구

유윤규29) 해양운송연구부 기술원 고려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단일 레이저거리센서를 장착한 실내용이동서비스로봇을  
이용하여 SVDD(Support Vector Data Description)기법에 기반
한 사람 다리 인식 및 추종제어

선박해양플랜연구소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성 명 부 서 직급 최종학교 전공 학위 학위논문제목

오재룡30) 해양시료도서관 책임연구원 히로시마대학교 환경분석화학 박사 The occurrence, distribution and fate of organochlorines in 
Korean environment and the human intake from seafood 
consumption

우선옥31) 남해특성연구부 선임연구원 연세대학교 의과학과 박사 Viral vector mediated insulin gene expression in liver of 
diabetic rats 

손동근32) 연구선지원실 기술원(전) 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 학사 　

성 명 부 서 직급 최종학교 전공 학위 학위논문제목

박근하33) 동해특성연구부 선임연구원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박사 Oceanic uptake of fossil-fuel CO2: Distribution and uptake rate 
change

김윤배34) 동해특성연구부 선임기술원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박사 Low-frequency variability of deep currents in the southwestern 
East Sea

남해연구소

동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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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내선1) 국제협력실 선임연구원 동경대학교 사회기반학 박사 Transit-oriented development History of Tokyo and Seoul: How TOD 
has been promoted and frustrated

김형직2) 심해저자원연구부 선임연구원 부산대학교 해양학 박사 Variability of sinking particle �uxes in the 10°N thermocline ridge 
area of the northeastern equatorial Paci�c

박영현3)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선임연구원 Texas A&M Univ. 토목공학과 박사 Overwash induced by storm conditions

신창주4)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선임연구원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 Filtered-velocity feedback 제어기를 이용한 구조물의 능동진동제어

허기영5) 연안재해^재난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부산대학교 대기과학과 박사 E�ects of Air-Sea interaction on fog and snowstorm over the ocean : 
with the use of a coupled model

장덕희6) 융합연구전략실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정부지원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최영웅7) 태평양해양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제주대학교 수산생물학과 박사 해마류(Hippocampus spp.)의 번식생물학적 연구

이지민8) 해양생태계연구부 선임연구원 대구대학교 생물학과 박사 한국산 복모류(복모동물 문)의 계통분류학적 연구

나공태9) 해양환경^보전연구부 선임연구원 나고야대학교 환경학 박사 Magnesium isotope in chlorophyll and calcite of marine 
phytoplankton

채기영10) 융합연구전략실 연구원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영층 윤리의식행동, 윤리제도, 기업특성,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

오은송11) 해양위성센터 연구원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 석사 Integrated optical alignment algorithm with multiple design 
con�guration optimization

박요섭12) 해양방위센터 선임기술원 인하대 자동화공학 박사 다중빔음향소해탐사시스템 자료의 오차분석 및 처리기술 연구

서재규13) 기획팀 선임기술원(전)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환율변동이 수출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이순주14) 해양위성센터 기술원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 석사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가뭄의 주기에 관한 연구

김     욱15) 연구계약팀 기술원(전)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박노경16) 재무팀 기술원(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선윤혜17) 인사팀 기술원(전) 서강대학교 법학 학사 　

이미혜18) 국제협력실 기술원(전) 성신여대학교 법학 학사 　

이태희19) 기획팀 기술원(전)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본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성 명 부 서 직급 최종학교 전공 학위 학위논문제목

최근형20) 선박평형수센터 선임연구원 올드도미니온대학교 해양학 박사 Bacterioplankton ecology in estuarine and oceanic waters

민천홍21) 해양시스템연구부 선임연구원 한국해양대 해양공학 박사 Experimental Identi�cation of a structural damping matrix 
using natural and zero frequencies

이강수22)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선임연구원 인하대학교 선박공학 박사 환경하중하의 풍력터빈타워의 동특성 예측에 관한 연구

김경환23) 해양플랜트연구부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 박사 선박의 파랑 중 Weak-Scatterer 기반 비선형 운동해석 및 전선 유
탄성 해석

이광호24) 해양플랜트연구부 선임연구원 나고야대학교 토목공학 박사 A study on time domain analysis of nonlinear dynamic 
interaction among waves,currents and bed materials

기민석25) 해양운송연구부 연구원 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석사 LNG 운반선 CCS의 슬로싱 충격응답 해석법에 관한 연구

김명수26) 해양운송연구부 연구원 서울대학교대학원 조선해양공학과 석사 Vortex-InCell(VIC) 방법을 기반으로 한 2D foil의 난류해석

임근태27) 해양운송연구부 연구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 석사 구상선수 주위의 유동과 공기공급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손정민28) 해양플랜트연구부 연구원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석사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 화물창구조의 슬로싱 충격강도에 관한 
연구

유윤규29) 해양운송연구부 기술원 고려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단일 레이저거리센서를 장착한 실내용이동서비스로봇을  
이용하여 SVDD(Support Vector Data Description)기법에 기반
한 사람 다리 인식 및 추종제어

선박해양플랜연구소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성 명 부 서 직급 최종학교 전공 학위 학위논문제목

오재룡30) 해양시료도서관 책임연구원 히로시마대학교 환경분석화학 박사 The occurrence, distribution and fate of organochlorines in 
Korean environment and the human intake from seafood 
consumption

우선옥31) 남해특성연구부 선임연구원 연세대학교 의과학과 박사 Viral vector mediated insulin gene expression in liver of 
diabetic rats 

손동근32) 연구선지원실 기술원(전) 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 학사 　

성 명 부 서 직급 최종학교 전공 학위 학위논문제목

박근하33) 동해특성연구부 선임연구원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박사 Oceanic uptake of fossil-fuel CO2: Distribution and uptake rate 
change

김윤배34) 동해특성연구부 선임기술원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박사 Low-frequency variability of deep currents in the southwestern 
East Sea

남해연구소

동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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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뉴스

2일  10~11일

2012 시무식 제2회 정지궤도 해양위성(GOCI) 활용연구 워크숍 개최

27일

해양 관련 6대 학회 초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바란다’ 워크숍 개최 

11일
해양예보종합상황실 개소식

27일

한국해양연구원-(주)아모레퍼시픽, 신소재 및 해양바이오 연구를 
 통한 신소재 개발 협약 체결 - (주)아모레퍼시픽기술연구원

21일

3일

여수세계박람회 제12차 해양수산자문단 회의 참석 
-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준비위원 위촉식 -  국토해양부

21~22일

8일

한국해양연구원 제3기 블로그 기자단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
 - 남해분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준비추진단 현판식

1월 / January 2월 /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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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뉴스KIOST	뉴스

3월 / March 4월 / April

9일

신 해양시대를 선도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국제심포지엄 개최 - 소공동 롯데호텔

16~18일

2012 대한민국 교육기부박람회 참가 - 일산 킨텍스

29일26일

장목2호 취항식 및 연구선 운항 20주년 기념식 개최 - 남해분원제부리 자매결연 마을 방문 교육기부활동 
- 화성 서신초등학교 제부분교

19일

 14~15일
Dynamic KORDI 워크숍 개최 - 수원 라비돌 리조트

 13일
제5차 황해생태지역 지원 사업 한^중^일(YSESP) 

3개국 연례 자문회의

 16일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계기 해외 언론인 초청 

기자간담회

New KORDIAN 융화과정 개최 

4일

9일

 해양과학도서관 이전 개관 현판식

국토해양부 어린이 기자단 견학

20일

 적도해양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 개최 - 서울 프라자호텔

17일

26일

  녹색성장해양포럼 학술대회 ‘한·중 해양경계획정과 이어도’ 개최 
- 소공동 롯데호텔

황해와 동중국해 해양환경 예측 시스템 한^중공동워크숍 개최
 - 프레지던트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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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뉴스KIOST	뉴스

5월 / May 6월 / June

15일

PICES-ICES-IOC 공동 국제심포지엄 개최 - 여수세계박람회 엑스포홀

19일

 ‘바다의 날’ 기념 행사 개최

18일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일행 내방

21일

제7차 국제 해양법 연차대회 - 서울 프라자호텔

 16일
한국해양연구원-한국해양대학교,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 한국해양대학교

 17일
^한국해양연구원-(주)대덕넷, 상호협력 협약 체결 - 대덕분원
^국제원자력기구(IAEA) Daud Mohamad 사무차장 내방

31일~
6/2일  수도권 사회적 배려계층 , 해양 과학자와 함께 떠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1회차)  

4~5일

두드림(DO-DREAM) 체육대회 - 남해분원

7~9일

2012 국토해양기술대전 참가 - 서울 코엑스

4일 ^온누리호 출항식 - 남해분원
^독일 해양과학연구소 Peter Herzig 소장 내방

8~10일
충청권 학생, 해양 과학자와 함께 떠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2회차) 

4일

해양시료도서관 개관식 - 남해분원

19일

해양바이오수소 플랜트 준공식 

14~16일
강원권 학생, 해양 과학자와 함께 떠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3회차) 

15~17일
'Expo 100 배 즐기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발간도서 전시회(1회차)

 21일
한국해양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교류협력 협약 체결

30일~
7/2일 전라권 학생, 해양 과학자와 함께 떠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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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뉴스KIOST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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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뉴스KIOST	뉴스

7월 / July 8월 / August

4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설립 기념식

9~13일

동아시아해양회의 참가 - 창원 컨벤션센터

19일

피지 Josaia Voreqe Bainimarama 국무총리 일행 내방

 3일
일본 잠스텍(JAMSTEC) Hisashi Dobashi 부원장 내방

19~21일
경상권 학생, 해양 과학자와 함께 떠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5회차)

22~24일
수도권 학생, 해양 과학자와 함께 떠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6회차)

14~15일

‘EXPO 100배 즐기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발간도서 전시회 (2회차) 
- 여수세계박람회 컨퍼런스홀 

14~19일

2012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 참가 - 일산 킨텍스

18~26일

2012 열대해양체험 프로그램 개최 - 태평양해양연구센터

27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엔에이치엔(주), 상호협력 협약 체결

29일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연안^해양 활용 워크숍 개최

12일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네스코 청년 포럼 참가
 - 여수 엠블 호텔

17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경찰청, 교류협력 협약 체결 

12 일

여수선언 포럼 개최 - 여수세계박람회 엑스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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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뉴스KIOST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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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뉴스KIOST	뉴스

9월 / September 10월 / Octoberl

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Monde Mayekiso 
환경해양담당 부국장 일행 내방

5일

일본 항만총합연구재단 Kaneda Takayuki  이사장 내방

 3일
코스래(KOSRAE) 해양과학조사 워크숍 개최

5일

동해연구소 기숙사 증축 공사 준공식 - 동해연구소

13일

과학기술 나눔 마라톤 대회 참가 - 상암동 평화의 공원

30~31일

Dynamic KIOST 워크숍 개최 - 천안 휴러클 리조트

29일
2012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 - 서울 프라자호텔

5일
해양환경 정화활동 - 태안 모항항

8일

이명박 대통령 휘호 석각 조형물 제막식

17일

해양과학도서관,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특별상 수상 - 일산 킨텍스

11일

모리셔스 교육과학기술부 Rajeshwar Jeetah 장관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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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뉴스KIOST	뉴스

11월 / November 12월 / December

23일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 - 안산 평화의 집

 2일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 - 수원 권선구

10일
 제1회 안산 사이언스밸리 연합 체육대회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6일

한^페루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개소식 - 페루 해양연구소

10일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활동 보고서 출판 기념회 개최 

10일
한국해양학위원회 (KOC) 2차 총회

4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교류협력 협약 체결 

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 제9회 웹어워드코리아 

공공기관 사이버전시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잠실 롯데호텔 월드

7일

제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수상 - 양재 엘타워

26일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건조계약 체결식

28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사보』와 『연보』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수상

1일

스탠퍼드대학 Roger Kornberg 교수 초청 강연회 개최

27일

적도해양포럼 2012년 정기총회 및 기념세미나 개최
 -  서울 올림픽파크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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