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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류 수준의 해양과학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성장해 나가기를
한국해양연구원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해 보고 내일을 가늠해 볼 수 있는『한국해양연구원
의발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30년사』
역사란 단순히 지나온 발자취를 기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회고와 반성을 통해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다짐하는데 더 큰의미가 있습니다. 이번『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
의발간은 지금까지우리나라 해양과학기
술의선구적역할을수행해온한국해양연구원이모름지기장년 30세의혈기왕성한연구기관으로거듭나고, 정부가추
진하고있는“ 해양한국(Ocean Korea) 21” 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 완수하여한단계 도약하는전기가될 것임을믿어
의심치않습니다.
예로부터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그 시대의 주인이 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21세기 마지막 프론티어인 해양에 대한
가치를 먼저 인식하고 무궁무진한 해양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해양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이 과학입국,
경제중흥은물론국가경쟁력을높이는지름길이될것입니다.
지금 세계각국은 해양의 관할권 확보와 신해양산업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해양환경보호와 바다로
부터의재해에대비한해양탐구에도많은투자와큰관심을보이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성원과 여러 해양인들의 열정으로 이제는 세계 10대 해양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만 해양을
주도하는 해양종주국이 되기에는 아직도 멀고도 험한 길이 수 없이 많습니다.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해양과학기술은 그 극한성 만큼이나 미지의 현상을 밝히는 프론티어 기술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모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은물론연구개발과실용화면에서도많은난관이도사리고있습니다.
앞으로한국해양연구원은이러한어려움을슬기롭게극복하고 산업계· 학계와협력하여쌓아올린기반위에서기술
혁신을통하여해양과학기술의실용화를앞당길수있도록분발하여주실것을기대합니다.
끝으로『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그동안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기반구축
을 위하여 노력하신 연구원 관계자들의 노고를치하합니다. 아울러 한국해양연구원이 오늘을 발판으로 더욱 발전하여
세계적인해양과학기술전문연구기관으로성장해나가기를기원합니다.

2003. 10.
해양수산부장관 장 승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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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해양과학의비전을 보여주는
세계적 연구기관이되기를
한국해양연구원창립 30주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은1973년에우리나라해
양과학발전의초석을다지기위해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부설해양개발연구소로발족되어, 지
금까지질적으로나양적으로많은발전을이루어왔습니다. 무엇보다먼저많은어려움속에서도해양과학의발전을위해헌신
적노력을아끼지않은해양과학인여러분께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30년전연구소설립당시국내해양학은거의불모지나다름없었습니다. 전용연구선을비롯하여제대로된실험시설이전혀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해양학의 개념조차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한국해양연구원이현재세계수준에버금가는연구능력을갖추고, 국제사회로부터중요한역할을맡아주도록요청받는수준까
지발전하게된것은매우뜻깊은일이아닐수없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은우리나라해양에대한종합적인연구를통해우리해양의고유한특성을반영한해양연구체계를정립할수
있게되었으며, 다양한해양정보를통합하여분석함으로써관련연구및산업활동을위한기초를굳건히구축하였습니다. 북극
과남극에서의다양한연구활동을통해국제사회에서극지연구의성과를인정받는단계에이르게되었으며, 2000년에는선박
해양공학센터를통합하여명실공히해양관련종합연구기관으로서한국해양연구원의위상을더욱확고히할수있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과 국내 해양과학 분야가 이만한 성장을이루기까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한국해양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들의노고에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오랫동안해양은민족과국가간치열한경쟁무대였습니다. 역사의발전과정에서세계각국은해양을통해국가의부와경쟁
력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해상운송로의확보경쟁에서해양자원의개발과이용을가능케해주는첨단해양과학기술
육성경쟁에이르기까지시대적상황에따라국가경쟁력의원천으로서해양의의미는변해왔지만그중요성은변함없이이어져
왔습니다.
21세기에 있어서 해양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은 점차 첨단 과학기술을통한 신산업육성에 맞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해양
과학기술의고도화에 따라미개발해양자원의 실용화, 산업화가 더욱진전되고 있으며, 심해저광물자원을 비롯해서해양생물
자원을이용한건강식품, 의약품개발이더욱활발해지고, 해양공간을자원과에너지의생산, 저장장소로서뿐만아니라, 관광
과생활의장으로개발, 이용하려는시도가더욱늘어나게되어앞으로새로운해양산업의창출은더욱가속화될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여러가지여건상해양산업을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하여 해양 국가를 지향할필요가있는만큼이를뒷받침할
해양과학의발전이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지나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지에서이제성장기와청년기를 지나
장년기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해양연구원의 역할에 더욱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지금까지 국가 해양과학의
발전에많은공헌을해온것이사실입니다. 하지만, 향후지금까지의성과에안주하지않고금번창립 30주년을계기로 21세기
해양과학의비전을국민에게보여주는세계적연구기관으로거듭날수있도록최선을다해줄것을당부합니다.
끝으로 한국해양연구원30년사 발간을축하드리며지난 30년을거울삼아한국해양연구원이국민의사랑과신뢰를받는연
구기관으로더욱발전하기를기원합니다.

2003. 10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 박 병 권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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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학· 연 협력 통해
연구원과학회가 동반 발전할 수 있기를
한국해양연구원 창립 30주년과 30년사 발간을 전 해양학회 회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년전,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한 연구실로 출발하여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 해양학분야의 연구개발에 개척적인 첫 발걸음을 내딛은 이래, 한국해양연구원은 그동안 국내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사에 값하는 뚜렷하고 의미있는 발자취를 남기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초창기의
연구기반조성단계를거친이후남극세종기지건설, 첨단전용연구선인온누리호와이어도호의건조운영, 남해장목
분원과대덕분원설치 및최근의 이어도과학기지건설 등을통해 괄목할만한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또한 연구사업
도 지구기후변화연구를 비롯하여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연구, 바다 목장화 연구, 해양에너지 실용화연구, 극지
자원 및 환경연구, 심해잠수정 개발연구 등 해양분야의 핵심적인 연구과제들을 기획,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국제
적으로도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를비롯한각종국제기구에서의활발한활동을통해기관의국제적위상을크게높
여왔습니다.
이렇게 한국해양연구원이외형적으로나 내적으로 국내어느 연구기관 못지않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이룰수 있었던
것은정부차원의지원과관심, 학계와산업계의성원에힘입은바도있겠지만무엇보다한국해양연구원임직원개개인
의열정과의지, 헌신적인노력이합해진결과라고생각하며이자리를빌어치하를드리고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해양학회 역시 해양학의발전, 즉 해양에관한지식의 향상과 보급, 그리고 해양자원의개발과 보존에
기여하고자하는목적으로창립된지벌써 37년이되었습니다. 그동안우리학회는질적인면과더불어양적으로도비
약적인발전을하여현재회원수가약 1,000여명에이르고있습니다.
이렇듯 적지 않은 연륜을 쌓게 된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해양학회는 앞으로 상호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합
니다. 특히 해양자원의 개발, 이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오염문제를 해결하려면 해양의 제반 현상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야 하고 또한 지속적인 연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원과학회간의긴밀한학술· 연구교류와협력은매우중요하다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활발한학· 연 협력을 통해연구원과학회가 동반발전하면서국가와사회에 크게기여를할 수있
게되기를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국해양연구원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 배전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되기를기원하며축사에갈음합니다.

2003. 10
한국해양학회장 양 한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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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한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이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1973년 10월 창립된 한국해양
연구원은 공공기술분야의중추연구기관으로서 첨단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통해 국가경
제의발전과국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각고의노력을경주해왔습니다.
지난 30년의연구원역사를돌이켜볼때, 70년대와 80년대는태동· 성장기로서, 연구소의기틀을세우고연구인력
확보와 연구시설· 장비 등 기본적인 연구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인 시기였으며 연구사업도 주로 국내 해양과학기
술의기초와 저변을다지는 데중점을 두었던시기였습니다. 특히 80년대중반인 1986년에는현재의 안산시연구학원
단지로이전, 장착하였으며 1988년에는지구상의마지막미답지인남극에세종기지를건설, 대한민국의과학사에새로
운이정표를세우기도하였습니다.
한편 90년대는 독립연구기관으로재출범하여 기관의면모를일신한 발전기였습니다. 이기간동안 연구원은첨단종
합해양연구선의 확보와 더불어 연구무대를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부터 멀리 남극과 태평양으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연구거점으로 남해연구소와 대덕연구단지의 시스템안전연구소를 분원으로 설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서의위상을확고히다졌습니다.
이제 한국해양연구원은 미래학자들이‘ 해양의 세기’가 될 것으로 예견한 2천년대의 성숙기를 맞이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연구에 더욱 매진하고자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
듬고있습니다.
특히 공공성과 공익성에 바탕한 기관고유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성과보다는 다음 세대를 내다
보는 장기적 안목의 대형· 장기과제를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연구원은 현재 중점 연구사업
분야를「연안역통합관리를 위한다학제적연안해양연구」
,「지구기후변화에따른한반도 주변해양반응연구」
,「극한환
경 유전자원 및 바이오 신소재 개발」
의 4개 사업으로 정하고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남극 세종기지와 북극 다산기지, 그리고 한· 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와 한· 남태평양
공동연구센터등해외의연구거점들을적극활용하여연구의세계화에도 더욱박차를가해나감으로써오는 2010년까
지세계일류수준의해양전문연구기관으로도약, 발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한국해양연구원 30주년을 기리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음으로 양
으로한국해양연구원의성장· 발전을지원해주시고힘이되어주신분들께도감사를표하며, 앞으로도배전의성원을
보내주실것을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20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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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1 ~ 2003. 4

바

깥 테두리인 원(○)은 지구를 나타내며 원내에 태극기의 상징문형인 태극마크를 기본형태로 도입하고 이 태극
마크와 어우러져 상하에 두개의 힘찬 물결이 굽이치도록 표현하였다. 결국 지구-바다-태극의 3대 기본개념을

압축 도형화한 것이며 원내의 상하 배치는 북반구와 남반구 및 해류, 파동 등의 의미를 함께 표현하고 있다. 이는 지
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인류에게 공헌할 해양개발연구의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내면서 한국해양연구원이 해양분야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약동하는 힘과 조화, 균형속에 끝없이 발전해 갈 것임을 표상하는 것이다.

2003. 4 ~ 현재

해

양(Ocean)의 이니셜인‘ O’자에 파도 형상을 결합한 디자인으로서, 솟구쳐 오르며 휘감기는 파도는 21세기
해양과학을 선도해 나가는 연구원의 발전과 도전의지를 나타낸다. 또한‘ O’자는 지구-바다-태극의 3대 기본

개념을 포함하며, 한국의 해양뿐 아니라 지구 전체로 연구영역을 확대하는 한국해양연구원의 나아갈 바를 상징하고 있
다. 푸른색은 미지의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연구원의 진지함과 냉철함, 그리고 첨단의 기술력을 상징하며 붉은색은 일
류해양국가를 지향하는 연구원의 정열과 의지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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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이30년사의수록범위는 1973년 10월연구원설립시부터
2003년6월말까지로하였다.
2. 기관명은한국해양연구원으로명칭을변경한 2001년1월1일을기점으로하여
이전은‘ 연구소’로, 이후는‘ 연구원’으로구분하여표기하였다.
3. 문장내에서혼동을피하기위하여따로구분할필요가있는고유명사나
기관명등은‘

’ 로, 연구사업명은「 」
로, 문헌, 저서, 보고서명은『 』
로묶었다.

4. 외국어표기는되도록한글로표기하였으나발음하기어려운외국인명과기기명,
국제기구등은영문그대로표기하였다.
5.‘ 조사선’은‘ 연구선’으로용어를통일하였다.
6. 표의번호는각절별로구분하여일련번호를부여하였다.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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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은21세기해양의 시대를맞아
새로운웅비의역사를만들어갈 것입니다

남해권역 해양연구의 핵심 거점

남해연구소

경남거제시장목면에위치한남해연구소는남해해양환경보전기술및남해해양생물자원개발등
연구수행과아울러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로서의역할과해양연구선의효율적인운항과관리,
기타임해연구지원업무를담당하고있다

해양시스템엔지니어링 연구의 메카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는
해양안전, 해양환경보전, 해양방위분야 등공공복지기술과차세대선박및해양구조물분야등
선박해양산업선도기술연구개발의구심체이다

남극진출과 남극과학연구의 교두보

남극세종과학기지

우리역사상최초의해외상주과학기지로서 1988년서남극반도남쉐틀랜드군도의
킹조지섬에설치된남극세종과학기지는남극지역의대기, 고층대기, 지질, 지구물리연구와
해양학적환경특성규명, 기초생산력, 동식물상의조사들을수행하는남극연구의전초기지이다

극지과학연구의 새 지평을 연

북극다산과학기지

북극다산과학기지가 있는 노르웨이 니알슨 국제과학기지촌

북극권연안생태의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한지구환경변화연구를시작으로
향후위성추적시스템을설치하는등우주연구에도활용될예정이다

글로벌 해양연구의 전진기지

한· 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2000년5월 30일마이크로네시아축주에설치된한· 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는
우리나라의해외해양자원개발과 해양경제영역확대를위한거점이다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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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표하는 대양탐사 종합연구선

온누리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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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해얀연구의 견인차

이어도호

해양기후· 환경연구

한반도주변의연근해역과대양을대상으로하여해양순환과생지화학적물질순환특성을규명하고
변화를예측하며, 해양환경의보존과관리및회복기술개발연구, 해양음향연구,
해양광학및위성원격탐사응용기술개발연구, 지구규모의기후변화연구등을위한
다학제간조사· 연구사업을수행한다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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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연구

한국주변해와극지, 원양의생태계구조와기능에관한연구를수행하며해양생물의분류학, 유전학, 생리학과같은
기초연구를토대로신의약과신소재를개발하는응용연구를하고있다. 환경친화적으로지속적인
연안생산성을제고하기위한바다목장화연구와국지적인환경변화에서기후변동과같은전지구적규모의해양환경
변화에따른생태계변동기작을이해하고그변화를예측하기위한다학제간연구, 그리고생태계와환경의보존과
관리를위한응용연구도수행하고있다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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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환경· 자원연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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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주변해역과태평양등대양을대상으로해양지질환경의진화및
심해저자원개발을위한조사연구를수행한다

연안· 항만연구

연안및해양수리학에관련된기초연구, 연안환경의변화예측과회복기술, 연안재해예보및방재기술,
해양공간및에너지자원의개발과이용에관련된공학기술, 그리고항만설계및시공기술등의
개발및응용연구를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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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

남극세종기지와북극다산기지를거점으로, 극지환경에대한특성연구와자원에대한기초조사수행을통해서,
전지구적환경변화에대한주요변화인자의파악과이해를도모하고, 풍부하게부존하는극지자원에대한
제반자료를축적한다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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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개발시스템연구

각종해양자원의개발과효율적인해양공간이용에필수적인해양장비그리고해양시설물의설계및제작을위한
시스템엔지니어링기술을연구한다. 또한다양한해양구조물에작용하는환경하중및운동성능의해석기술,
파랑및해류의유동제어기술, 항해장비및해양탐사장비기술, 수중음향· 통신기술, 해양정보통신기술과같은
핵심요소기술을연구한다

화보

57

해양안전방제연구

해양사고를예방하기위한기술과해양환경보전을위한기술을개발한다
또한, 대형해양사고에따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관련기술을개발하며, 비상시최적구난및유류오염방제
기술을지원할수있는해양사고신속대응기술지원체제를구축한다

해양운송시스템연구

해양물류효율화를위한차세대해양운송시스템과해양개발및공공복지를위한환경친화적인선박개발에
필요한핵심요소기술과시스템종합기술을개발한다. 예인수조와캐비테이션터널에서의모형시험을통하여
선박운항성능을평가하고, 전산유체역학기법과국부유동기법을활용하여선형및추진기의설계와성능해석에
필요한핵심기술을개발한다

KORDI 30년, 어제와 오늘
1970년~1980년대

해양개발연구소 초대 소장에 임명된 고 이병돈 박사에게 임명장 수여
(1974. 1. 11)

한· 불 해양과학심포지움에 참석한 학자들과 환담하는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과 고 이병돈 소장 (1975. 8. 8)

한· 불 해양개발심포지움 (1975.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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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본 선형추진연구동과 모형제작동의 건축 초기 모습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1977)

한국조력발전 국제심포지움(1978. 11. 14~15)

1980년 9월 조력발전 타당성조사 사업 수행시의 연구팀
KORDI 30년,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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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준공, 취항한 해양연구선 반월호

1980년 과총회관 강당에서의 시무식. 고 이병돈 소장이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역삼동 과총회관 앞 공터에서의 배구시합 (1981. 3)

서초동 태화빌딩으로의 이전 현판식 (198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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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으로 이전, 정착하게 될 때까지 연구소의 보금자리였던
서울 서초동 소재 태화빌딩 건물 (1982)
이정오 과학기술처 장관의 안산 연구소 신축부지 현장 시찰시
연구소 건설계획을 보고하는 허형택 소장 (1982. 6. 9)

연구소 신축 조감도 (1983)

KORDI 30년, 어제와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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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연구학원단지에서의 연구소 건설 기공식 (1983. 3. 11)

황해에서 해양환경연구사업을 위한 현장조사 중... (1983. 9. 2)
연구소 건설현장 (1983)

본관동 골조공사 (1983)

66

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

제3차 UNDP사업 협정서 조인식 (1984. 4. 24)
미국 남가주대학 해양연구소와 자매결연 체결 (1984. 4. 19)

추계체육대회를 마치고 (양수리, 1985. 10. 25)

1985년 울돌목 조류발전개발 가능성 조사 사업시 임차 활용한 배

KORDI 30년, 어제와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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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개장기념 및 제11회 소장배 테니스 대회 (1987. 5. 23)
남극과학기지 후보지 답사 (1987. 4. 23~5. 7)

대한민국 남극과학기지 건설단 출항 (1987. 10. 6)

온누리호 건조계약 체결 (198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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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 발대식 (1988. 1)

대한민국 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식 (1988. 2. 17)

과학기술처에서 개최된 UNDP사업 서명식 (1988. 4. 20)

1차 월동대원이 만들어 세종기지 앞에 세운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1988)

KORDI 30년, 어제와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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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하늘공원 전시장에서 개최된 남극사진전(1989. 4. 5~18)을 돌아보고 있는 이상희 과학기술처 장관

제1회 해양개발 심포지움 (1989. 8. 28)

제1회 Home Coming의 날 행사 (198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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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0년대

남해연구소가건설되기 전진해에 있던조사선 관리사무소의 모습 (1990. 2)

21세기를 향한 해양연구소 발전계획 토론회 (1990. 3. 30)

한국해양연구소 개소 기념식 (1990. 6. 30)

한국해양연구소 제1회 이사회, 이사장에 이재철 박사를 선출하였다. (1990. 6. 26)

KORDI 30년, 어제와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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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연구소 현판식 (1990. 6. 30)

이어도호 취항식 (1992. 3. 7)

온누리호 취항식 (199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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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기지 건설 기공식 (1993. 12. 18)

제1회 호프미팅 (1994. 8. 19)
한· 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기념식 (중국 청도, 1995. 5. 12)

남해기지 대토론회 및 제1회 승조원의 밤 (1995. 12. 21~22)

KORDI 30년,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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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만기술연구소의 Noda 소장과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는 송원오 소장 (1996. 2. 7)
중국 국가해양국 행정시찰단 방문 (1996. 3. 11~17)

IOC사무총장 일행 연구소 방문 (1996. 10. 29)

장목분소 연구동 공사 (1996)

장목분소 숙소, 식당 공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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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분소 개소식 (1997. 3. 28)
한· 노르웨이 심해 자원개발 워크숍 (1997. 4. 2~3)

제2회 바다의 날 기념 바다사랑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1997. 5. 31)

제1차 해양환경교육지도자 훈련과정 (1998. 7. 9)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해양공학수조 건설 현장 (1998)
KORDI 30년, 어제와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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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3월 시화호 남측 간척지에서 발견된 공룡알화석,
식물과 저서동물 흔적 화석

모형 프로필러 500호 기념행사 (1999. 6. 25)

IOC/KOICA/KORDI 훈련과정 (1999. 9. 28~10. 11)

동문회 및 Home Coming 행사 (1999. 10. 30)

온누리호 대양항해 취항 (199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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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 방제지역활동센터 현판식 (2000. 3. 22)

한· 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개소식 (2000. 5. 30)

제29차 세계 지리학대회 해양지리분과 워크숍 (아셈회의장, 2000. 8. 16~17)

KRISO 모형선 800호 기념 행사 (2000. 10. 19~20)
육상폐기물 해양유입 차단막 개발 시연회 (2000. 9. 29)
KORDI 30년,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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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목장 국제심포지움 (2000. 11. 21~25)

한국해양연구소에서 한국해양연구원으로 출범 (2001. 1. 1)

한국 북극과학위원회 창립총회 (2001. 10. 5)

마이크로네시아 축주지사 일행 방문 (2001.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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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분원 2단계 건설공사 착공식 (2001. 12. 14)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과학기술부
김영환 장관 세미나 (2002. 1. 8)

해양과학홍보관 개관 (2002. 4. 10)

무인잠수정 기술에 관한 한· 미 국제공동 워크숍
(2002. 4. 22~23)
베트남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 (2002. 4. 22)

KORDI 30년,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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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남극연구소와 기관간 협력약정 체결 (2002. 7. 31)
위성항법시스템(GNSS) 연구센터 설치 (2002. 5. 31)

위그선 실해역 시운전 및 현장설명회 (2002. 9. 5)
일본 해양과학기술센터와 양해각서 체결 (2002. 9. 18)

울돌목 조류발전 실험 시연회 (200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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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기술(MT) 정체성 확립 및 추진방향 공청회 (2003. 1. 28)

남해연구소 2단계 건설사업 준공식 (2003. 4. 29)

한· 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현판식 (2003. 3. 26)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준공식 (2003. 6. 11)

KORDI 30년, 어제와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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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DI 지상(紙上) 미니 박물관
KORDI의고(古) 문서들
◦총무, 인사관련문서

선박연구소와분리된후의 첫인사발령기안서류1면과 끝면(1978. 4. 17)

1976년 KIST 부설연구소당시의‘ 재직증명서’와‘ 재직및 교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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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도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978)

급여표와 상여금명세서(1977. 6)

KORDI 지상(紙上) 미니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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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문서

연구사업계약체결통보 협조전 (1976. 6. 8)

야장(Waverider Field Note) (1980.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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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수행을위해 군관할지역출입에협조를 요청한공문
(1980. 2. 29)

1979년부터 사용했던Waverider 관측자수칙

가로림 조력발전 타당성검토사업관련
회의록(1990. 10. 3)

SOGREAH사에서송원오박사에게
보낸편지(1980. 10. 6)

표층해류유동실험에 사용된우편엽서(전면과 후면)와사례품으로제작, 사용했던 볼펜

KORDI 지상(紙上) 미니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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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의변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해양개발연구소 시절 (1978)

한국선박해양연구소시절 (1977. 5)

한국과학기술원해양연구소시절(1988. 8)

◦타임카드

1970년대 후반에 사용한월간타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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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연구소시절(1996. 3)

◦최초의보고서와초창기연구소소개책자

한국해양개발연구소설립및운영계획에
관한연구 보고서(1973)

한국과학기술원해양연구소소개책자(1982)

해양연구소소개책자(1985)

◦남극관련기념우표와봉투

남극과학기지준공기념우표(1988)

1985 남극관측탐험기념봉투

KORDI 지상(紙上) 미니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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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개관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사업은 기본연구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민간수탁연구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재원별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의 목적에서도 뚜렷이 구별이 된다. 기본연구사
업은 첨단연구개발기법의 도입 등 단위기술을 중심으로 선행적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연구개발사업 혹
은 민간수탁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의 축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선진국과 경쟁하여 기술적 비교우위를 확보
하거나 미래 실용화를 위한 수요창출형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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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분석

한국해양연구원의 설립 취지는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의

원별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의 목적에서도 뚜렷이 구

연구개발을 통하여 관할해역의 과학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별이 된다. 기본연구사업은 첨단연구개발기법의 도입 등 단위

해양자원의 개발· 이용 및 해양안전 확보 능력을 축적하여 그

기술을 중심으로 선행적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보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립 취지에 따라 한국해

혹은 민간수탁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의 축

양연구원은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해양자원의

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의 전략적

관리· 이용· 개발에 관한 연구, 극지 환경· 자원조사 연구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선진국과 경쟁하

과학기지 운영, 연안· 항만공학 및 해양안전· 운송시스템 관

여 기술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거나 미래 실용화를 위한 수요창

련 기술개발, 해양개발· 보전을 위한 제도 연구와 해양과학기

출형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민간수탁연구개발사업은

술정책 관련 연구를 담당해 왔다. 한국해양연구원의 이러한

위탁처가 안고 있는 경제· 사회적 해양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

임무는 설립 초기와 대동소이하나 극지 환경· 자원조사 연구

고있다.

는 198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설치와 더불어, 그리고 해양

한국해양연구원이 수행한 유형별 연구활동과 재원별 연구

안전· 운송시스템 관련 기술개발은 1999년 정부출연 연구기

활동은 각각 <표 1> 및 <표 2>와 같다. 과제당 평균연구비 규

관의 경영혁신에 따른 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한국기계연구원

모는 70년대 21백만원, 80년대 56백만원, 90년대 초반

부설로 있던 선박해양공학연구소가 이관되면서 기능이 추가

(1990~1996) 65백만원, 해양부 출범 후(1997~2002) 165백

되었다.

만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해양부 출범
후 과제 당 연구비가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은 해양수산연구개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사업은 기본연구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 민간수탁연구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재

1998년까지발간된 한국해역종합해양환경도

발사업의 확충과 1996년부터 과기부를 중심으로 시작한 연구
과제중심운영제도(PBS)의시행에힘입은것이다.

연구사업평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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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설립이후부터 1980년까지는 설립초기로서국가연

존자원조사와 파력발전 기초조사가 시행되었으나 국제유가변

구개발사업 보다는 수탁연구개발사업이 74.3%로 큰 비중을

동과 밀접히 연관된 정부의 대체에너지개발 정책에 따라 부침

차지하였는데 이는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되기 전

을 거듭하다가 해양수산부 출범 후에야 본격적인 연구개발사

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이 기간의 연

업이 추진되었으며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3년부터

구사업은 정부의 산업기반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된 항만개발

Pilot Plant 구축을위한사업이수행되고있다.

과 임해발전시설 건설과 관련한 사업이 주류를 이루어 대부분

한편, 1976년에해군본부의위탁으로시작된 우리나라주변

의 사업이 연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 사업내용은 해양환

의 해양특성조사 연구는 1977년부터는 국방과학연구원으로

경보전 보다는 우리나라 주변해양에 대한 기초자료가 거의 전

이관되어 진행되다가 1990년부터는 다시 해군본부로 이관되

무한 상태에서 해양환경과 관련된 자료수집 차원에서 연구가

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최장기 사업으로서 해군의 군사력

주로이루어졌다.

증강에과학적인기여를하고있다.

주요 위탁처는 순수민간기업보다는 한국전력(주), 한국전력

1980년대에는과기부에서특정연구개발사업을시작하여정

기술(주), 한국통신(주)과 같은 정부투자기관이었으며 주요연

부출연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중 과기부가 차지하는 비중

구내용은 임해발전소 설치를 위한 주변해양특성조사와 해저

이 획기적으로 증대된 기간이다. 또한 1985년부터는 1996년

통신케이블 설치를 위한 최적지 선정 등이었다. 이후에도 임

PBS제도 시행 전까지선임급 이상 연구원에게 일정액을 지급

해지역 발전소 건설사업이 계속됨에 따라 주변해역에 대한 해

한 기본연구사업 제도는 연구원들의 아이디어를 국가연구개

양특성조사는 민간수탁 부분의 가장 큰 사업분야가 되었으며

발사업으로 이끄는 역할과 연구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다.

해저케이블설치를위한최적지선정은 1990년대중반까지계

이 기간 중의 과제별 평균연구비는 56백만원으로 70년대에

속되었다. 한편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력발전 부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개발뿐 아니

표 1. 연대별 연구개발실적 (유형별)
연대
구분

1970년대(73~79)
연구비

(단위: 백만원)

1980년대(80~89)

과제수 연구비

%

%

1990년대 전반(90~96)

과제수 연구비

%

과제수

해양부출범후 (97~03.6)

계

연구비

%

과제수

연구비

%

과제수

공간활용

17

1.2

3

694

4.5

18

8,526

10.5

83

76,115

21.4

425

85,623

18.7

529

광물자원

-

-

-

1,189

5.5

7

11,477

14.1

56

25,755

7.3

54

38,421

8.4

117

극지개발

-

-

-

697

3.2

4

6,753

8.3

66

24,915

7.0

98

32,365

7.1

168

기반기술

197

14.8

16

9,633

44.8

143

18,239

22.4

499

84,244

23.7

509

112,313

24.5

1,167

생물자원

14

1.1

3

3,224

15.0

60

9,252

11.4

132

28,878

8.1

163

41,368

9.0

358

에너지개발

213

16.0

9

712

3.3

6

63

0.1

1

3,890

1.1

14

4,878

1.1

30

정책및기타

77

5.8

9

1,823

8.5

75

3,498

4.3

188

10,864

3.1

195

16,262

3.5

467

해양방위

141

10.6

6

742

3.4

22

4,894

6.0

30

16,985

4.8

63

22,761

5.0

121

환경보전

671

50.5

16

2,539

11.8

48

18,586

22.9

196

83,279

23.5

401

105,075

22.9

661

1,328

100.0

62

21,522

100.0

383

81,290 100.0

1,251

354,925

100.0

1,922

459,066

100.0

3,618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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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대상을 남극, 태평양 심해저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시기였다.

90년대전반기는남극연구, 태평양심해저광물자원개발, 종
합해양관측망구축연구를 중심으로 한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연

1982년부터 시작된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자체연구사업으로

안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보상조사와 축적된 어류양식기

수행하던 한국해역 종합해양환경도 작성연구가 개편되어 포

술을 바탕으로 온배수 양식기술 등 기술이전사업이 추진된 시

함되었고 심해저 광물자원개발 방안연구도 수행되었다. 한국

기이다. 또한 1991년과 1992년 각각 이어도호와 온누리호가

해역 종합해양환경도 작성연구는 이후 계속되어 1987년에 황

취항하였고IBRD 등의재원을통해첨단연구장비가확충됨에

해남부해역에대한환경도를발간하였고, 1993년도에는남해

따라 연구영역을 연안에서‘ 멀고 깊은’ 바다로 확장한 시기였

해양환경도를 발간하였다. 이후 1996년에 대한해협과 동해남

다. 이시기의과제별평균연구비는 65백만원이었다.

부를 포함하는 환경도를 발간하여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계절

1990년부터특정연구개발사업의국책연구로태평양심해저

별 해수특성, 화학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 지질· 지구물리학

광물자원연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1992년부터는 당시

적특성에 대한기초조사를마무리하였다.

동력자원부에서도 동 사업에 참여하여 과기부는 탐사와 채광
장비 개발 등에 필요한 기술을 담당하고 동력자원부는 실해역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은 1983년에 기획사업을 수행하

탐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

고 1984년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유엔해양법 협약이 지연됨

며이런역할분담체제는해양수산부가출범한이후인 2000년

에따라본격적인연구수행이유보되었다가 1988년재기획을

까지 계속되다가 2001년부터는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되었다.

수행한 후 1990년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하게 되

1990년에 착수한 종합해양관측망구축사업은 1992년까지 1단

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어류양식을 포함한 생물자원

계사업을 수행하여 관측망구축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확보하

개발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1990년대 초반 기술이전사업과

였고 이후 추가적인 연구수행을 통하여 이어도에 관측탑을 설

목장화 사업의 기초를 마련되었으며 1987년 남극과학기지 주

치하는데초석이되었다. 1994년에는산발적으로추진되던황

변환경조사를통해 1988년남극세종과학기지를건설하고본

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기획을 수행하고 이

격적인남극연구활동을착수하였다.

듬해부터는 국책연구사업으로 황해종합조사연구를 착수하여

표 2. 연대별 연구개발실적 (재원별)
연대
구분

1970년대(73~79)
연구비

%

(단위: 백만원)

1980년대(80~89)

과제수 연구비

%

1990년대 전반(90~96)

과제수 연구비

%

해양부 출범후 (97~03.6)

과제수 연구비

%

과제수

계
연구비

%

과제수

기본사업(PE)

112

8.4

21

2,841

13.2

155

2,635

3.3

410

71,999

20.3

395

77,605

16.9

981

정부수탁(PG)

230

17.3

14

11,396

52.9

114

24,421

30.0

209

37,349

10.5

258

73,396

16.0

595

민간수탁(PI)

986

74.3

27

7,286

33.9

114

20,641

25.4

196

46,136

13.0

452

75.048

16.3

789

자체사업(PK)

-

-

-

-

-

-

2,151

2.6

30

1,402

0.4

35

3,553

0.8

65

해양부사업(PM)

-

-

-

-

-

-

-

-

-

133,797

37.7

392

133,797

29.1

392

과기부사업(PN)

-

-

-

-

-

-

31,060

38.2

325

40,413

11.4

213

71,474

15.6

538

일반사업(PP)

-

-

-

-

-

-

-

-

-

22,825

6.4

64

22,825

5.0

64

소액사업(PS)

-

-

-

-

-

-

364

0.4

1,005

0.3

113

1,369

0.3

194

계

1,328 100.0

62

21,522 100.0

383

81

81,290 100.0 1,251

354,926 100.0 1,922

459,067 100.0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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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해양과학협력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같은 해 밀집된

국가지정연구실(NRL, National Research Laboratory) 사

연안양식어업으로인한환경피해를최소화하고친환경적인생

업등을중심으로추진되었다. 해양부의출범은연구사업비증

물자원확보를 위하여 그간 확보한 증· 양식 기술과 해양과학

대와사업의다각화에크게기여하였으나출범직후부처별역

지식을연계하여해양목장화기반연구를착수하였다.

할분담과정에서과기부의사업이한동안축소되기도하였다.

90년대는 환경의중요성에대한범국민적 관심이크게높아
진 시기로 1992년부터 10년간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된 G7기

연구개발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1999년 정부 출연연구기관

술개발사업에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포함되

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운

어 환경부가 주관부처로 해양환경관리와 오염방지를 위한 기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이에 따른연구회체제가출

술개발이 착수되었다. 또한, 연안개발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범하였다. 또한 199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국가과학기술위

분쟁이 발생하여 과학적 해결을 위한 피해보상조사가 특히 많

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가 본격적

이수행된시기였다.

으로 시행되었으며 예산신청에 대한 사전조정도 시작되어 단

1996년 해양부출범에따라당시산자부에서이관된 심해저

위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기본연구사업을 대형화· 전

광물자원개발사업 등의 과제가 해양부로 일원화되어 점차 첨

문화하였다. 기본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지원을

단해양과학기술개발사업, 해양환경보전사업, 첨단항만기술

위한미래첨단분야로그간우리연구원의연구경험과수행중인

등으로 발전하였다. 해양부의 사업은 해양자원개발, 환경친화

연구사업을고려하여선정하였다.

적 항만건설기술 개발, 지속가능한 연안이용을 위한 해양환경

한편, 1999년 한국기계연구원 산하에 있던 선박공학연구소

보전방안연구가중심이되었으나 이들응용및개발연구의밑

가 이관되어 해양장비 개발, 해양환경보전, 폐기물 처리기술

바탕이되는기초연구는상대적으로취약하였다. 따라서, 해양

개발에서 실용화를 위한 기술과 본원에 축적된 해양과학기술

과학기술 축적을 위한 기초연구는 기본연구사업과 과기부의

이 연계되어 해양과학기술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계기

표 3. 연대별로 본 연구과제의 유형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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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었다.

만원의 규모이며, 국내조선소, 해운업계, 정부 산하기관 등의

1994년부터 수행하여온‘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가

요청에 따라 기본설계사업, 설계도면 검토사업, 조선소 생산

2003년에 준공되어 해양국가로서 주요해역에 과학기지를 구

성 향상을 위한 조선소 기술지원 사업, 조선기자재 국산화와

축함으로 해양영토 확보 측면에서의 성과는 물론 해양과학 조

신뢰성· 경제성 향상을 위한 선용품 개발 지원사업, 시험평가

사자료의보급· 확산을촉진하는계기가되었다.

사업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주로 수행하였다. 또한 1978년에
대덕연구단지 입주를 계기로 선형시험수조와 공동시험수조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대덕분원)는 조선· 해양산업분야 핵

등의 대형시설을 확보하면서 관련기술 분야의 요소기술 확보

심기술의 선도적 연구, 선박 및 해양자원개발 장비의 핵심 요

를 목표로 기술 인력의 집약화, 경험의 축적, 신용 획득 등에

소기술 확보와 고성능화를 위한 기술개발, 해양방위, 해상교

역점을두었고, 1980년에는 356백만원 규모의 연구사업을 수

통 및 안전운항, 해양오염 방제 등을 위한 공공 복지기술 개발

행하였다.

의구심체역할을담당하면서발전해왔다.

성장기인 80년대에는 조선기술 우위확보와 인력절감 및 선

태동 및 기반조성기라 할 수 있는 70년대에는 주로 연구요

박건조 공기단축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저항추진,

원, 연구시설 및 장비 확보 등 연구기반 조성에 힘썼으며, 국

추진기, 선체 운동조종, 선박구조, 최적 선박설계, 용접기술,

가적 수요에 부응하여 기본 조선기술 및 설계기술의 자립화,

선박 건조기술, 해사경제 등 각 분야에 충실한 연구활동을 전

선진기술의 도입과 소화 보급, 기자재의 국산화, 해사정책 방

개하여 우리나라 조선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82

향, 그리고 고급기술 인력의 개발 등 필수적인 사업을 추진하

년부터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시작과 함께 중장기 과제도 도

였으며, 특히산업계와의기술지원사업에총력을 기울였다.

출되어 장기 대형화됨에 따라 소형어선 근대화, 44,000톤

기반조성기의 연구사업은 정부 및 산업계의 수탁연구사업

Bulk Carrier 선형개발, Energy Saving 중속선형 개발, 천

과 출연연구사업으로 1976년에 127백만원, 1977년에 274백

해용 잠수정 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또한 1987년부터

표 4. 연대별 본 재원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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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도별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현황
특

구분

허

기타(실용신안/의장 등)

국 내
연도
1983

출원

2003. 6. 30 현재

저작권

국 외

등록

출원

계

출원

등록

출원

등록
1

1

1

1

1986
1987

1

1

1990

2

2

3

3

1
4

1994

7

1995

11

1996

5

1997

16

8

1998

21

13

1999

12

13

2000

18

9

1

2001

24

10

2

2002

25

13

2003

9

3

계

121

55

1

45

1(실)

12

65

1(의)

12

36

1
5

1

1

1(실)

1992
1993

등록

1

6(실)

3

1(의)

37

1(의)

6

1

1(실)

27

10

67

22

16

45

7(실6/의1)

12

21

45

1

9(실2/의5/상2)

2(실)

28

12

27

1(실)

8(실1/의5/상2)

27

18

37

4

3

5(실2/상3)

1(실)

34

17

40

2

1(실)

1(실)

10

6

13

6

26

21

154

80

1

405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기술의 복합화 추세에

년 10,173백만원, 1997년 11,023백만원 규모로 증가하였으

부응하여 선박 해양기술, 성능시험 및 평가기술, 신가공기술

며, 특히 산업계에 기술이전이 활발한 시기(1992~1998)로써

을개발하여산업계의생산기반구축에노력하였으며, 1988년

40여건의기술이전으로 20여억원의기술수입이있었다.

부터는 국책연구사업으로 선박설계생산 자동화 기술개발을
산· 학· 연 공동연구로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사업비도

1999년부터 현재까지는 재도약기로써 1999년 본원으로 이

1981년 656백만원에서 1983년에는 2,097백만원, 1985년

관되면서 해양과학과 해양공학의 접목으로 보다 미래지향적

2,600백만원, 1988년 4,305백만원 규모로 증가하면서 전반

인 핵심 요소기술 확보와 시스템 기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적으로연구활동이활기를띄기시작하였다.

해양에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해양안
전기술, 국민에게 꿈을 주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해양

발전기라고 할 수 있는 90년대에는 조선산업 기술의 선박

개발기술,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해

건조량 1위의기치아래선박설계생산설비의 자동화와 기술의

양환경보전기술, 영해의 자력방위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복합화 추세를 부응하기 위하여 요소기술의 확대 심화를 위한

있는 해양방위기술 등 공공복지기술과 국가 해양정보화 기반

첨단 요소기술사업으로 선박해양기술, 성능시험 및 평가기술,

구축을 위한 고부가가치의 해양정보통신기술, 국가 경쟁력을

신가공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계의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였

향상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 해양구조물및 장비 등 미

다. 특히 1994년도에 수립한 선박해양기술 중장기발전계획에

래지향적인 해양산업기술 등의 지속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따라 국가와 조선해양분야 산업계의 기술수요를 충족하기 위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사업비도 1999년 11,855백

해 해양안전 및 해양보전기술, 해양자원개발 및 이용기술, 해

만원, 2000년 15,608백만원, 2002년 24,651백만원 규모로

양방위기술, 해양산업기술 등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급상승하고있으며, 기술이전(4년간) 또한 60여과제 11.5억원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사업비도 1992년 5,418백만원, 1995

의기술료수입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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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도별 연구논문 발표 실적
구분
연도

2003. 6. 30 현재

발표실적
국 내

국 외

계

구분
연도

발표실적
국 내

국 외

계

1974

3

3

1989

58

11

69

1975

1

1

1990

91

7

98

1976

5

6

1991

88

15

103

1977

5

5

1992

77

13

90

1978

3

4

1993

83

21

104

1979

10

10

1994

107

44

151

1980

14

5

19

1995

80

27

107

1981

21

1

22

1996

80

52

132

1982

17

2

19

1997

112

54

166

1983

26

5

31

1998

136

53

189

1984

28

7

35

1999

156

53

209

1985

33

33

2000

169

48

217

1986

42

3

45

2001

152

60

212

1987

39

9

48

2002

188

65

253

1988

47

11

58

2003

38

23

6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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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연구활동
•해양물리 연구분야

•해양지질· 지구물리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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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해양물리 연구분야

l.1. 개요

기후연구본부라는 통합부서가 조직되었으며, 그 산하에 해양
물리연구단, 해양화학연구단, 해양생물연구단, 해양지질연구

국가적인 차원의 해양과학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의 산실

단을 설치함에따라해양물리분야는하나의연구단형태로개

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편되었다. 그 후다시조직의간소화 방침에 의하여 2000년에

부설기관으로 1973년 10월에 해양연구소가 설립된이래 30여

이들 연구단이 모두 해체됨으로써 해양물리 분야는 거대한 조

년간 해양물리 분야는 대내적으로 주요한 기초분야의 연구단

직인 해양환경· 기후연구본부의 한 분야로 유지되었고, 2002

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내 해양물리학 분야를 이끌

년에 해양환경· 기후연구본부가 지구환경연구본부와 생태환

고 나가는 중심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경연구본부로 분리됨에 따라 해양물리 분야는 해양지질 분야

이후에는 국제 공동연구와 국제 학술발표회 참가 등을 통하여

와함께지구환경연구본부로오늘에이르고있다.

더욱 활발한연구활동을전개해왔다.

해양물리분야는그동안연구소의창립, 통합, 분리, 그리고

설립초기에는 연구소 내에 해양물리 분야의 전문인력이 매

독립이라는외부여건속에서도꾸준히발전해왔다. 이러한해

우부족하였으나, 한· 불해양과학협력에의한교육훈련프로

양물리분야의발전과정은관점에따라여러단계로구분될수

그램으로 고급인력이 양성됨으로써 연구소 해양물리 분야의

있으나, 여기에서는 편의상 4단계로 나누었다. 즉, 1970년대

핵심인력으로 성장하였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내· 외

의 태동과 발족기, 1980년대의 성장기, 1990년대의 발전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다수의 연구인력이 꾸준히 보강되

그리고 2000년이후의도약기로구분하였다.

어, 2003년현재약 20명의 연구인력이해양물리분야의연구
업무에종사하고있다.

1.2. 태동과 발족기 (1970년대)

연구소 해양물리 분야의 업무는 설립초기 단일 연구실이었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부설기관으로 연구소가 설립된 당시

던 해양과학실에서 해양물리 분야를 취급함으로써 시작되었

국내에는해양물리박사학위소지자가한명도없었고, 국립수

고, 1978년에 해양물리연구실이 정식으로 개설되어 1990년에

산진흥원과 교통부 수로국에서 해양물리 관련 조사업무를 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연구소가독립할때까지약 13년

행해오고있었다. 그후, 연구인력확보를위하여해양물리분

간 존속하였다. 해양물리 분야는 1990년 연구소의 독립과 더

야의인력으로서 1974년에2명, 1975년에2명, 1976년에1명,

불어해양화학 분야와함께해양물리· 화학연구부로개편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0년에 1명을 선발하여 한· 불해양과학

산하에물리특성연구실과순환역학연구실로분리설치되었다.

협력에의거프랑스로교육훈련을보냈다.

1992년에 연구업무의 전문화와 확장을 기하기 위하여 드디어

해양물리관측은해수의물리특성인수온과 염분, 그리고해

해양물리연구부가 독립된 연구조직으로서 자립하게 되었고,

수의 흐름인 해· 조류를 기본대상으로 한다. 연구소에서는 초

그하부조직으로서연안물리연구실과해황예측연구실, 그리고

창기에 매우 고전적인 장비인 난센 채수기와 전도 온도계, 에

해양음향 분야를 담당할 응용물리연구실을 두었다. 1993년에

크만 유속계를 기본 관측기기로 사용하였지만, 프랑스, 미국

이들 연구실은 물리특성연구그룹과 수치모델연구그룹으로 개

등해양선진국에서는 이미물리특성의측정에는CTD 시스템

편되었고, 다시 1997년에 물리환경연구실, 해양역학연구실,

을, 그리고 흐름의 측정에는 자기기록 유속계를 사용할 뿐만

해황예측연구실, 해양음향연구실로 세분되었다. 1998년에는

아니라컴퓨터를이용하여 자료처리를수행하고 있었다. 1970

연구사업의대형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해양환경·

년대 중반까지도 국내에서는 포트란(FORTRAN)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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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서적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1970년대 중반에

전문가 1호에 해당한다. 한국전력(주)은 현재까지도 해양연구

한· 불 해양과학 협력으로 조석계를 포함한 일부 관측장비가

원에 수탁과제를 의뢰하는 단골 발주처 중의 하나인데,「월성

제공되었고,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이동식 수압조석계와 같은

원자력 발전소 3호기 건설지점 연안해역의 해양조사」사업은

간단한장비가도입되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실시한 첫번째 해양조사 사업이었

1980년대 초까지 현장에서 관측한 물리특성 자료는 탁상용

다. 이사업에서해· 조류연속관측을위해처음으로조석계와

소형계산기로 처리되었고, 종이테이프에 천공 기록되는 유속

유속계를 U-형으로 수일 동안 해수중에 설치하였는데, 이것

계 자료는 초기의 개인용 컴퓨터로 기본적인 통계분석만을 실

을 계기로 고전적인 관측방법에서 현대적인 기법으로 전환되

시하였다. 그마저도 1978년 선박해양연구소가 선박연구소와

었다.

해양연구소로분리되면서컴퓨터가선박연구소로귀속됨에따
라 자료처리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1977년 말 당시 자료분

1976년에는 해군본부의 요청으로 해군작전에 필요한 기초

석용소프트웨어는거의없었고, 라인 프린터로일반적인통계

해양자료수집을위한「N Project에관한연구」
를수행하였는

도표를그려내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1978년프랑스국립자연

데, 현재연구소가수행하고있는대형수탁연구사업의하나인

사박물관의해양물리연구실과미국우즈홀해양연구소에서사

「해양특성조사」사업으로 발전하게 되는 디딤돌 역할을 하였

용하던 일부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시계열분석과 유속자료 분

다. 과학기술처 출연과제인「동해안의 해양관측의 분석」
에서

석프로그램의모체로서알맞게변형하여사용하였다.

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조사한 동해의 정선 해양관측 자료

해양물리조사가 실시된 첫번째 과제는 1974년에 진해화학
주식회사가 의뢰한「74~75년도의 진해만의 해양학적 연구」

(1961~1975)를 정리하여 각 조사항목마다평균치와 표준편차
를계산하여평균해황을분석, 제시하였다.

로 이 연구에서는 마산만, 행암만 및 웅동만에서 수온과 염분,

1977년에 선박해양연구소로 통합되면서 해양과학연구실의

해수유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점 조류관측과 표류판 추적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해양물리연구실이 정식으로 개설되었다.

그리고 표류병 투하를 하였는데, 연안역에서 해양환경 조사의

이 때의 첫 번째 사업은 한국전력(주)의「원자력발전소 2호기

새로운장을열었다는데에그의미를부여할수있다. 같은해

건설지점 주변 해양조사」
로 고리 원자력발전소 부지앞 해상에

에 과학기술처 출연과제로 수행된「조력발전 기초조사 연구」

서 해· 조류, 조석, 파랑조사를 하였고, 확산과 온폐수

의 물리분야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출연 연구의 첫 단추를

(thermal plume)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해군본부의「N-

꿰게되었다.

가 계약되어 제주해협에서 해양조사
N Project에 관한 연구」
를실시하였다.

1975년에는 프랑스 CNEXO(현 IFREMER) 소속
Houdart 박사가 한· 불 해양과학 협력의 일환으로서 기술자

1978년에는 한국전력(주)에서 의뢰한「원자력발전소 제 5,

문관으로 연구소에 파견되었는데, 그가 연구소 업무를 자문한

를 수행하였는데, 여러 정점에
6호기 건설지점 주변 해상조사」

CTD가개발되기전사용된난센(Nansen) 채수기

CTD 테스트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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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 조류를 1년 동안 연속관측하였고, 자동기록 온도계를

초로 도입되었다. 한편 해양물리 관측장비를 담당하던 일부의

사용하여 취· 배수구에서 1년 동안 수온을 관측함으로써 국내

기술인력은 1983년도에 연구지원실을 신설하여 해양물리연구

처음으로 체계적인 장기 연속관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방과

실을 떠났고, 환경공학실이 신설되어 파랑관련 물리환경 업무

학연구소 진해기계창이 의뢰한「해양특성조사 연구」
를 위해

의일부가이관되었다. 80년대중반에는 정부 특정연구과제의

황해동부해역에서해양물리관측을수행하였다. 그외과학기

지원으로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물리 특성과 해수의 흐름에

술처의 출연금과제로「한국 남해의 해양환경도 작성 연구」
를

관한 정밀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 해양물리학 발전에 크

수행하였다. 1979년에는 전남 영광의「원자력발전소 제7, 8호

게기여하였다.

기 건설지점 주변 해양조사」
와 한국원자력기술(주)이 의뢰한

1980년에는 1979년도에 착수한 계마리와 부구리의 원자력

경북 울진군 부구리 주변「원자력발전소 제9, 10호기 건설지

발전소 주변 해상조사와 진해만 적조조사가 마무리되었다. 그

점 주변 해양조사」
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진해기계창에서 의

리고 진해기계창이의뢰한「해양특성조사연구」
에서는대한해

뢰한「해양특성조사 연구」
를 계속 수행하였으며, 과학기술처

협서수도해역에서1981년까지계절별관측을실시하였다.

출연과제로「어황예보 해난방지 예보 및 원양어업 속보 시스

1981년에는 과학기술처 출연과제인「적조및 오염 모니터링

템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사업을 수행하여 온대성 저기압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
에 착수하여 일반적인 해양물리 조

변화과정, 경로, 피해지역, 통과시각, 기압변동과 해수면 변화

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외에도 해파 예보 및 추산을 위하여 수

를 조사하였다. 과학기술처 출연과제인「적조 모니터링 시스

치모델을 한반도에 적용한「파랑예보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
,

템 개발을 위한예비조사」
에서는진해만 일대에서 수온, 염분,

동해연안의 조석자료와 부구리 원전사업 자료를 활용하여 해

조류유동및 확산실험을수행하였다.

수유동을 기술한「해수유동 및 해수특성 변화 연구」
, 그리고
「연근해지역에서의해류의시간, 공간변화에대한 연구」
를수

1.3. 성장기 (1980년대)

행하였다.

1981년도에 연구소가 서초동 태화빌딩으로 이전한 후 해양

1982년에는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과제로서「한국해역 종

물리 분야는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

합 해양환경도 작성 연구」
가 시작되어 연구· 조사가 가장 뒤

다. 1970년대 말부터 파불훈련생들이 고급인력으로 변신하여

떨어진 황해에서부터 관측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업은 연구소

돌아왔고, 아시아개발은행차관으로관측장비가확보됨으로써

의 기초 해양분야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 해양관측이라는 새로

현대화된 조사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 1982년에 정밀 해

운장을열었다. 그이후, 1986년까지5개년동안은황해 중남

수특성 관측기기인 CTD 시스템, 1983년도에는 유속계 계류

부에서 관측이 실시되었으며, 1987년부터 1990년까지 4개년

용 부이 및 음향이탈기(acoustic release) 시스템이 국내 최

동안에는 남해에서 계절별 관측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측과

고리원자력발전소 후보지해류조사를 위한유속계계류

적조조사를위한 난센투하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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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존자료의 평균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각 황

발하였다. 1987년까지 3개년에 걸쳐 동해 중서부 해역에서

해(1987)와 남해(1991)의 종합 해양환경도를 발간하였다. 한

CTD 조사를 실시하였고, 심층해류 계류법을 적용하여 국내

편, 동해 중서부해역에서 기본적인 해수순환 구조를 규명하고

처음으로 수심 850 m에서 4개월간 심층류를 관측하였다. 또

수괴분석을 위한 과학기술처 출연과제로서「한국 동해의 해수

한, 내부조석, 인공위성 영상기법의 개발, 수온의 시· 공간 변

순환과 산업적 응용가치에 관한 연구」
를 2년(1982~1983)동

동을 분석하였으며, 인공위성 영상자료의 기하학적인 보정 프

안 수행하였다. 이 과제를 통하여 여름철에 동해안을 따라 남

로그램 개발과 변분모델을 이용한 수온의 수직모드 연구를 실

하하는 연안류를 관측할 수 있었고, 울기 부근에서 연안 용승

시하였다.수탁연구과제로는 한국전력(주)에서 의뢰한 원자력

을체계적으로연구하는계기를마련할수있었다.

발전소 11, 12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중에서「계마리 원
전후속기 해양 생태계 및 해황현황 조사」
를 해양생물연구실

1983년에는「한국해역 종합 해양환경도 작성 연구(2차년

및 해양화학연구실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그 외에 기본연구

도)」
의 일환으로 어청도의 공치산 정상에 풍향풍속계를 설치

과제로「한국 서남해역에서의 조석혼합」
과「변분모델을 이용

하여 바람을 관측하였고, 중앙기상대가 수신하고 있던 미국해

한동해남부해역의해양순환에대하여」
를수행하였다.

양대기청(NOAA)의 위성 적외선영상을 해황연구에 활용하기
시작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위성해양학을 도입하는 발판을

1986년에는 한국통신공사에서 의뢰한「한국-일본-홍콩간

마련하였으며, 위성영상 처리기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

해저케이블 건설을 위한 매설조사 및 해양조사」
의 해양물리

다. 또한,「한국 연안해역에서 기상자료의 처리 및 분석」
사업

조사에 참여하였다. 기본연구과제로는「한국동해안에서 해면

을 중앙기상대와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한국선주협회가 의

변화」
,「울산부근 해표면 냉수 출현」
,「동해 남부 해역의 해양

뢰한「고정리 화력발전소 전용부두 선착장의 유향, 유속측정」

순환의역학적과정에대하여」
,「연안풍의산업적활용에관한

의 소액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1984년에는 물리구조가

연구」등을수행하였다.

복잡한 동해의 관문인 대한해협 서수도에서 체계적인 해수유
동조사를교통부수로국과공동으로실시하기도하였다.

1987년부터 1989년 사이 3개년 동안「한국해협에서의 해류
구조 연구」
를 일본 규슈대학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는데 규슈대

사업을 과학기술처의
1985년에는「어· 해황 예보기술 개발」

학 소유의 ADCP를 이용하여 대한해협을 가로지르는 유속의

특정연구과제로서국립수산진흥원과공동으로수행하였다. 동

단면관측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것은 초음파 도플러 방식

해 해황의 시· 공간 변동성과 연근해역 회유성 생물자원의 환

의 유속계인 ADCP를 국내 최초로 해양에서 본격적으로 사용

경을 규명하여 어황예보 체제를 구축하는 데 연구목표를 두었

한 연구사업이었다. 그 외에 한국전력(주)이 발주하고 한국에

으며, 연구대상어종으로꽁치를 선정하여꽁치의어획량과노

너지연구소가 총괄한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주변 환경에 미치

력량의시· 공간 분포도를작성하였고, 국내 처음으로 NOAA

에
는 영향을 종합평가하기위한사업 중「해양확산 모델 정립」

적외선 영상으로부터 해표면 수온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개

서해양관측을맡아수행하였다. 또한, 국토개발연구원이의뢰

조위측정을 위해계류한장비를 잠수부가 수색하여선상으로올리는장면
(동해해양특성조사, 주문진, 198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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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중휴식시간에 무협소설에 심취한연구원(반월호, 1982. 9)

한「해안현안 조사및 정책방향연구」
에서 해상부분을맡아수

수순환뿐만 아니라 해양음향, 해색 원격탐사 등까지 포함하게

행하였으며, 그 외에 기본연구과제로서「동해의 해황특성과

되었다. 연구활동을 보면, 황해 국책연구사업, 해양환경 선도

수치실험」
을수행하였다.

기술 연구사업(G7), 기관고유 연구사업, 해군본부 수탁연구사
업등을위주로수행하였으며, 연구비가대폭증액되어대규모

1988년에는 한국에너지연구소가 의뢰한「해양확산 모델 정

의해양조사와심도있는연구를수행할 수있었다. 한편, 1980

립」
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의뢰한「울릉 신축개발 조사」사업

년대 말정부의특별외화자금지원과 1990년대 중반IBRD 차

중에서해양물리특성과유속관측을맡아수행하기도하였다.

관자금 그리고 자체연구비에 의해 고가의 해양물리 관측장비
와 해양음향 측정장비가 확보되어 보다 향상된 정밀관측을 수

1989년에는 3건의 특정연구과제를 포함하여 총 7건의 과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도입된 대표적인 장비로

를 수행하였다. 과학기술처 특정연구과제로 수행된「연근해역

는 예인용 ADCP, 계류용 ADCP, 음향이탈기, 수중음향 측정

해황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
는 1991년까지 3년간 무인 소형

및 분석장비, 연안음향 토모그래피 시스템 등이 있다. 또한

해양관측 부이를 제작하여 해상에서 운영하는 기법개발과 실

1992년 초에건조된두척의연구선인온누리호와이어도호에

시간 해황 모니터링이 가능한 송수신 체제개발을 목표로 추진

CTD, ADCP 및 XBT(expendable bathy-thermograph)

되어제작한소형관측부이의개량과정을거쳐해양및기상관

등의해양물리관측장비가장착되었다.

측 장비를 부착하여 묵호항 외해에서 3개월간 성공적으로 운
영하였다. 수탁과제로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울릉신축 개발

1990년도에는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과제로동중국해의대

조사」사업의 해양물리 분야의 현장조사 자료를 분석하였고,

마난류 생성해역에서 해황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쿠로시오

국방과학연구소가 의뢰한「부산사업(해양물리 분야)」
에서는

해역에서의 해황변동 연구」
가 시작되어 세계해양 대순환실험

동남해역에서 유속관측을 실시하였다. 기본연구과제로서「동

(WOCE)의한국측표층해류프로그램에공식적으로참여하게

해에서 관측한 역사적 BT자료의 질검증 및 일차분석」
,「한국

되었다. 1991~1992년에는 규슈 서방해역에서 CTD 관측을

해협의 해류특성과 그 역학적 구속조건에 관한 연구」등을 수

하였고, 해양기기실에서 제작한 인공위성 추적부이로 대마난

행하였다.

류를 관측하였으며, 동중국해의 쿠로시오와 대마해류의 관련
성및수온의시· 공간변동성연구를수행하였다.

1.4. 발전기 (1990년대)
해군본부의수탁연구과제로새로이착수한「해양특성조사」
사
1980년대까지는 연구대상 해역이 주로 한반도 연근해역이

업에서는 처음 2년 동안(1990~1991)에는 동남해역의 수온, 염

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 세계해양 대순환실험(WOCE) 등

분등의해수특성조사, ADCP에의한해수유동조사, 수중소음

국제공동 해양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연구영역이 북

측정등을통하여대잠전해황파악에필요한자료를수집· 분석

서태평양으로 확대되었고, 연구분야도 해수의 물리특성 및 해

하였으며, 3~4차년도(1992~1993)에는 대상해역을 동해 중부

XBT 투하

수중 음파전달 실험을위한Hydrophone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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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으로, 5~6차년도(1994~1995)에는 제주도를 포함하는 남

기술」
의 세부과제인「해양관측기기 개발」
에서는 군산 연안역

해서부해역에서관측을실시하여방대한양의자료를수집하고

에서고주파도플러레이더에의한표층류관측실험을하였다.

종합적인 결과를 분석하였다. 7~9차년도(1996~1998)에는 서

한편, 선진국수준의기술개발을위해 정부가추진하고있는

해를대상으로해수특성, 해조류, 수중소음측정및음파전달실

환경부의G7 연구과제중의하나인「해양오염관리기술」
의세

험 등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10~12차년도

부과제로「오염물질 이동· 확산 예측기술 개발」사업이 시작

(1999~2001)에는 동해중부 및 동해남부의 대잠전 취약해역

되어 1~2차년도(1992~1993)에는 오염물질의 이동경로와 확

에대한수온, 염분, 음속의분포를구하고, 해· 조류를측정하

산범위를 예측하기 위한 중규모 해황모델 개발에 주력하였으

였으며, 수중음파전달실험과수중소음측정등수중음향조사

며, 3차년도에는 0.2도 격자의 3차원 순환모델을 동해에 적

를 실시하고, 평택군항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조석, 조류와 항

용, 오염물질의 확산과정을 검토하였고 동해에서 TGPS

내의 퇴적율 및 수심변화를 관측하였다. 그 외에 1990년에 수

(Telemetric Global Positioning System)를이용한 실험과

행된 기본과제로는「북서태평양 상층수온의 계절과 경년변동

CTD 관측, ADCP에의한해류관측도병행하였다. 그외에혜

성 연구」
,「대한해협 서수도의 수리학적 연구」
,「수온의 수직

송실업(주)이 의뢰한「해남-제주간 전력케이블 건설에 따른

구조분석연구」
가수행되었다.

해양조사」
, J.M.T가 의뢰한「필리핀 니그로스-세부섬 간 해
저 전력케이블 건설 해양조사」
와 동력자원부의「’92 심해저

1991년에는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과제인「한국해역 종합

광물자원탐사」사업에서해양물리분야를수행하였다.

해양자원도 작성연구(10차년도)」
에서 새로시작되는 대한해협

기본과제로는「동지나해의 해황특성 연구」
,「동해 남서해역

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하여 1993년까지 3개년 동안 대한해

의 겨울철 연안해류에 관한 연구」
,「동해 남서해역의 수온 및

협의 해황특성을 조사하였고,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개년

염분 수직미세구조 연구」
,「해양의주위잡음에 미치는 강우의

동안은동해중서부해역에서종합해양관측이실시되어대한해

영향에관한 연구」
,「해양에서움직이는 표적의 위치추정을위

협(1994)과 동해중서부(1998)의‘ 종합해양환경도’가 각각 발

한 신호처리 기법의 성능평가」
,「동해 남서부해역에서의 해양

간되었다. 그리고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의뢰한「제1광구 시

음향 토모그래피 실험에 관한 연구(II. 음파통로측) 등이 수행

추 해저지형 조사」
에서는 황해 시추 사이트 주변의 해수특성

되었다.

과해조류를관측하여자료를분석하였다. 그외에기본과제로
는「동해 중간수의 분포에 관한 연구」
,「동해 남서해역의 여름

1993년에는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과제인「동중국해의 이

철 연안해류에 관한 연구」
,「동지나해에서 쿠로시오의 구조와

용과 개발을 위한 동중국해의 해황과 대마난류수의 기원에 관

변동에관한 연구」
,「국제 TOGA사업참여를 위한 예비연구」
,

한 연구」
가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생물분야 공동으로 수행

「동해 해수순환 수치모델 수립연구」
,「동해 남서부해역에서의

되었고,「황해에서의 환경보전을 위한 해양확산의 실시간 예

해양음향토모그래피실험에관한연구(I. 문헌수집)」
,「수중에

측시스템 연구(2차년도)」
가 해양공학연구부와 공동으로 수행

서 물체의 움직임이 위치추정을 위한 matched field

되었다.「해양에서의 음파전파 수치모델 연구(2차년도)」
에서

processing 기법에미치는영향」등을수행하였다.

는 정규모드 수치모델을 개발하였고, 음선이론에 의한 수치모
델에 착수하였다. 수탁연구과제로 통신시설사업단의「한국-

1992년도에는「동해에서의 중규모 해황변동에 관한 연구」

중국간 해저 광통신 케이블 건설을 위한 해양조사(물리부문)」

사업이시작되어동해중부해역에서 소용돌이의구조, 생성및

가 수행되었다. 또한, 기본연구과제로「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소멸을 위한 관측 및 해황변동 예측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차

면 변동예측에 관한 연구」
,「동중국해의 월평균 해상풍 계산」
,

년도(1993)에는 동해중부해역에서난수성소용돌이의구조와

「속초 연안해역 해양환경 연구」
,「연안해역에 있어서 고주파

특성에관한조사와 분석을 하였다. 그외에「황해에서의 해양

주위잡음에 관한연구」
,「한국근해해수순환에 대한수치모델

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확산의 실시간 예측시스템 연구(1차년

연구」
,「수온 및 염분 전선부근의 수직 미세구조 역학 연구」
,

도)」
를 해양공학연구부 및 해양기기실과 공동 수행하였다. 그

「수중음향 통신에 관한 연구(I. 문헌수집)」
,「고유치 문제의 벡

밖의 특정연구사업으로「열대서태평양의 해황변동성 연구」
가

터해법 연구」
,「제주해협에서 봄철에 관측되는 저염수에 관한

새로이 시작되어, TOGA 해역인 열대 서태평양에서 온누리호

연구」등을수행하였다.

를 이용한 대양항해를 2차에 걸쳐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이 사업은 1993년에 종료되었다.「해양에서의 음파전파 수치

1994년에는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과제로「쿠로시오 해역

모델연구(1차년도)」
에서는 각종음파전파모델에관한기본이

과 동중국해의 해양순환 연구」
가 제주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론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국가 종합 해양관측망 구축

연구팀이 동참한 학연 공동과제로 수행되었고, 세계해양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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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실험(WOCE)과 전지구 해양플럭스 연구(JGOFS)의 한국

를 실시하기로합의하였다. 과학기술처의 국제공동사업인「쿠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였다. 2~3차년도(1995~1996)에는 동중

로시오 연변에서의 상층해류의 계절변동 연구(1995~1997)」

국해동부의춘계주요해양과정과해양순환을조사하였고, 대

가 미국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연구팀과 공동으로 착수되었

마난류수의 기원과 춘계경로, 대마난류 분기역에서의 해양과

으며, 인공위성 추적부이를 이용하여 동중국해 쿠로시오 연변

정과 조석 잔차류를 분석하였다. 이 사업의 성과는 처음으로

인 대륙붕단역에서 표층해류를 관측하였다. 1996년 5월에는

동중국해를 대상으로 다분야의 학제적 관측과 연구를 성공적

일본 나가사키대학 조사선을 이용하여 동중국해의 대륙붕단

으로 실시하였고, 대마난류의 기원과 관련된 주요 해양과정을

역에 인공위성 추적부이를 투하하였고, 미국측이 제공한 5대

보다확실하게밝힐수있었으며, 동중국해동부역의상층해류

의 위성부이를 10월에 투하하여 해류를 조사하였다. 3차년도

도를 작성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이었다. 그 외에 과학기

(1997)에는동중국해대륙붕수와쿠로시오의고염분수는대륙

술정책관리연구소의 특정연구과제인「어군탐지 센서개발」사

사변역에서 혼합되고 이 혼합수의 상당한 해수가 한국 주변해

업을 통하여 어군탐지 센서를 개발, 성능을 평가하였다. 기본

역으로 이동하여 대륙붕단역에서 해양전선 사행과 소용돌이

연구과제로는「동한난류의 월별 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 주

를 복잡하게 형성함을 규명하였다. 그 밖의 수탁연구사업으로

변해역의 해상풍의 시공간 변동」
,「동중국해의 해황특성 연

는 한국통신이 의뢰한「제2 제주-육지간 해저케이블 건설 해

구」
,「연안해역에서 관측된 수중 생물잡음의 음향특성 연구」
,

양조사 연구」
의 해양물리 부문, 그리고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

「한국근해 해수순환에 대한 수치모델 연구(Ⅱ)」
,「서안 경계류

소가 의뢰한「대한해협에서 음향 토모그래피 실험」
을 공동 수

에의해유도되는대륙붕의 해수순환에관한 연구」
,「수중음향

행하였다. 기본연구사업으로는「규슈서방에서 쿠로시오의 분

통신에 관한 연구(Ⅰ.문헌 수집)」
,「이중확산성 수직 미세구조

기에 대하여 - 위성 추적부이 자료분석」
,「3차원 음파전파 수

의안정성」
,「해양데이터의GIS 구축을 위한예비연구」
,「동해

치모델연구」
,「대한해협에서 ADCP에의해관측된해류의특

남서부해역의음속최소층에관한연구」
를수행하였다.

성연구」
,「해양학 역문제연구」
,「대마난류의분기기작에 대한
수치실험」
,「대한해협과 동중국해에서의 계절별 수괴분포 특

1995년도에는 과학기술처의국책연구사업으로황해종합조

성」등이수행되었다.

사연구가 새로이 추진되어「종합 해양관측」
,「황해의 해류관
측 및 해수유동」
가 수행되었다.
,「황해 해수 물리특성 조사」

1996년도에는과학기술처의거대과학사업인「종합해양관측

이들연구과제에서는황해에서동서로횡단하는6개의관측선

(황해 종합조사)」
,「황해의 해류관측 및 해수유동 연구(1차년

을 선정하고, 한· 중 공동으로 3년에 걸쳐 연 2회씩 공동조사

도)」
에서는 위성 추적부이 실험, 유속계에 의한 정점관측, 조

중국항주에서개최된 동중국해 해양순환 및해양대기상호작용워크숍 (1997. 1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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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장착 ADCP를 이용한 유속관측을 실시하였으며, 2차년

모그래피 실험」
,「양자강 하천수 plume 수치모델링 연구」
,

도에는 49대의 인공위성 추적부이에서 수집한 결과를 분석하

「대한해협의해면역학및해류구조」
,「해양과학조사방법표준

여 황해의 해류가 시· 공간적으로 매우 불규칙하고 제주 남서

화 방식 연구」
,「해수중주위잡음에 미치는표층도파관의영향

방에서 제주도를 시계방향으로 돌아 제주해협으로 유입하는

에 관한 연구」
,「기상해황 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황해에서의

제주해류가 항상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였다.「황해 해수특성

대기해양 상호작용 메커니즘 연구기획」
,「엘니뇨가 우리나라

조사사업(1996~1997)」
에서는 중국 제1해양연구소와 공동으

주변해역에미치는영향연구」등이수행되었다.

로 수온, 염분 및 용존산소 등의 해수특성과 해수면 기상관측
의 조사를 통하여 황해의 계절별 해황판단을 위한 자료확보와

1998년에「동해의 분지간 해수교환의 시· 공간적 변동연구

황해의물리적인현상연구를위한 문제점을파악하였다. 그밖

에서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심해수로의 한 지
(1998~1999)」

의 소액 수탁연구과제로 한양대학교가 의뢰한「해양음향 토모

점에서 2년에 걸쳐 해류관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

그라피 이용에 관련된 역산기법 연구」
와 해양수산부의 정책·

고, 자동승강 장비인 SeaSoar를 이용하여 울릉 난수성 소용

지원사업인「한반도 주변해양 해수순환 자료동화 수치모델의

돌이의 정밀구조를 파악하였으며, 동해 중· 저층 순환과 중규

개발」
과「동해종합연구기획사업」
을수행하였다.

모 현상의 변동성을 정량적으로 해명하기 위하여 해류계 계류
에 의한 장기 해류관측과 CTD 관측을 실시하였다. 해양수산

1997년에 기관고유사업으로서 새로이 착수한「남해 대륙붕

부의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인「해양예보 시스템구축」사업의

물질순환과 생지화학적 환경연구(1997~1999)」
의 해류 및 해

1~2차년도(1998~1999)에서는 해양 경제활동, 해난구조, 해

수순환 분야에서는 ADCP 반복관측에 의하여 제주와 추자도

양오염사고와같은긴급상황시요구되는해양예보자료를생

에서해수면을비교 분석하였고, 제주해협해수수송량을계산

산, 제공하는해양예보시스템의구축을목표로우리나라주변

하였으며, 트롤방지용 ADCP를 계류하여 9개월에 걸친 장기

전 해역의 인공위성 관측자료와 기존의 해양관측 자료를 모델

해류관측이 제주해협 남부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다.「동중국해

에입력하기위하여분석하였고, 해양예보모델을적용하여한

중· 서부 해역의 해양순환 연구(1997~1999)」
에서는 온누리

반도 주변해역의 평균 해류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3차년도

호를 이용하여 하계에 종합 해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어도

(2000)에는 한반도 전 해역에 대해 실제의 시간에 맞춘 위성

호를 이용하여 봄철과 여름철에 황해와 동중국해 경계역에서

입력자료를 동화시켜 실제 해황과 부합되는 결과를 재현하였

제주난류와양자강수확장에관련된해양조사를실시하였다.

고, 예측모델을 운용단계로 발전시킨 예보모델 버전 1.3을 개

그 밖에 수탁연구사업으로 한국전력기술(주)의「대외원전

발하였으며, 해양예보모델의검증을위해인공위성추적중층

의 물리분야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의
1,2호기 해양조사 용역」

부표를 투하하여 국내 최초로 울릉분지의 시계방향 해수순환

뢰한「2020 인천드림 해양개발 계획: 물리에너지 분야 연구」

을 관측하고 동시에 해양예보 모델결과와의 비교검증을 실시

를 수행하였다. 연구소의 연구정책지원사업으로「제주도 서안

하였다. 4차년도(2001)에는해양의중규모현상예보를목표로

에서 황해난류의구조특성」
,「유속장관측을위한해양음향토

수행되었다.

SeaSoar 투하준비 (동해해양물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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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점에투하되어작동 중인 SeaSoar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황해 연안오염 과정
조사연구」
에서는 한강 하구역에서의 대표 오염물질 유입에 관

류의 계절별 분포특성, 황해 해수순환 3차원 수치모델 등으로
수행되었다.

한 현장관측과 분포특성 조사, 하계 경기만 외측 대표 관측선
의 정밀관측 및 조석전선의 수직구조와 오염분포의 상관성 분

2000년에 기관고유사업으로새로이추진된「해양환경 관측

포, 경기만의 2차원 이류 확산모델 구축과 조석전선 형성과정

및 개선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2000~2002)」
의 해양물리 분

에 대한 수치실험 등을 실시하였다. 그 밖의 과학기술부의 특

야 연구에서 위성에 의한 해면고도 관측기술 개발과 항공기에

정연구개발사업으로「황해오염특성 조사연구」
의황해해수물

의한 적조 생물종 구분 원격탐사 기술개발, 개발된 적조 생물

리특성분야를수행하였다. 그밖의수탁연구사업으로는한국

종의 광특성과 해색 반사도 모델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관측된

전력기술(주)의「보령화력발전소 주변해역 온배수 영향조사

해색으로부터역으로 해수중에발생된적조생물종과양을분

와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의뢰한「제VI-1광구 해저
(물리분야)」

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동해의 기후변동 예

지형 조사(수온, 염분, 조류)」
를 수행하였다. 연구정책지원사

측과 진화 연구」
는 동해를 대상해역으로 기후변동에 의한 물

업으로「미 해군의해양학 R&D과제개발전략연구」
,「트롤피

리적인 강제력이 생지화학적 과정을 거쳐 생태계 구조에 미치

해방지용 해류계 계류장치 개발」
,「위성에 의한 적조 및 해수

는 직· 간접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

탁도 원격탐사 기술개발」
,「쌍방향 음파전파를 이용한 해양음

행되었다. 그 밖의 기관고유사업으로「해양연구선 자동관측

향토모그래피시스템의시험운용」등을수행하였다.

장비의자료획득및활용체계확립」
을수행하였다.
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추진된「황해

1999년도에는 기관고유사업으로 새로이 착수한「한국 서해

의 해황변동 예보 기반기술」
은 황해의 해양자원 이용과 개발,

안 3차원 연안류 재현과 검증 연구(1999~2001)」
에서는 서해

해양환경 보전, 자연재해 방재, 연안보호 등 종합관리에 필요

의 연안류를 재현하는 정밀 격자모델을 개발하여 서해연안에

한 주요 해양과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해양변동 예보시스템 기

적용하였다. 이사업은산연협동연구및한· 미국제공동연구

반구축을 위한 것으로 1996~1998년에 실시된 한· 중 황해공

형태로수행되었다. 그 밖에「열대태평양 상층의해수특성 및

동조사 자료의 질검증을 하였고, GPS 부이를 제작하였으며,

구조 연구」
,「기후변화 연구를 위한 전지구 해양 대순환 모델

수치모델에 의한 황해 및 동중국해의 조석특성을 조사하였다.

수립」
을 수행하였고,「독도 주변해역의 해양물리 조사연구」
를

그 밖에 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적도 태평양의

수행하였다. 그 밖의 수탁연구사업으로 화성군 국화도리 어촌

관입성 열속 연구(2000~2002)」
를 수행하였다. 2000년에는

계가 의뢰한「국화도리 김 시설(1991~1992) 위성영상 분석」

그밖의수탁연구사업으로한· 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가의

을수행하였다.

뢰한「황· 동중국해대기폭풍발달연구」
를수행하였다.

1.5. 도약기 (2000년 이후)

2001년에는「동해의 기후변동 예측과 진화 연구(2차년도)」
가 동해를 대상해역으로 수행되었다. 그 밖의 기관고유사업으

해양물리 분야의 연구대상 해역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로「남극웨델해해수특성과미세구조연구」
를 수행하였다. 환

확대되어 북서 태평양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

경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추진된「생지화학 모델

에들어서남빙양 등대양으로 확대되고 있고, 한· 중, 한· 일

링을 통한 한반도 주변해역과 북태평양 이산화탄소 순환분

및 한· 미 등 국제공동 연구사업이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석· 평가기술 개발(1차년도)」
에서는 한반도 주변해역과 북태

연구영역도 꾸준히 확대되어 해수 물리특성 및 해수순환뿐만

평양에서 관측된 해양· 대기 이산화탄소 방출량 자료를 수

아니라 기후변동, 해양음향, 원격탐사 등의 분야를 포함하게

집· 분석하였고, 생지화학 모델링에 필요한 경계 및 초기자료

되었다.

를 준비하였다. 이 외에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연구사업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대형사업이 꾸준히 개발되

으로는「2001년 국제공동해양조사 연구(ARGO)(1차년도)」
가

고 있으며, 특히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으로「새만금 해양환경

새로이 수행되었다. 그 밖의 수탁연구사업으로는 (주)한국수

보전을위한조사연구용역」
과「해양관측및예보시스템개발」

력원자력이 의뢰한「영광 5, 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

이 착수되었고, 해군본부의 수탁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제2단계

해양조사」
, 서울대학교가 의뢰한「동해 환경변동 모니터링 및

해양특성조사 사업인「작전해역해양특성 조사」
가 시작되었으

예측 연구」및 신양기술(주)이 의뢰한「개발장비의 학술적 타

며, 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황해의 해황변동 예

당성검토및개발방향연구」등을수행하였다.

보기반기술(2000~2002)」사업이수행되어황해를대상해역

2002년에는 기본연구사업인「남극 웨델해 해수특성과 미

으로 상층 해황변동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해수특성 및 해

세구조 연구(2차년도)」
를 계속 수행하였다. 환경부의 국가연
제2부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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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사업인「생지화학 모델링을 통한 한반도 주변해역과

체선행연구」
를수행하였다.

북태평양 이산화탄소 순환분석· 평가기술 개발(2차년도)」
에

그 밖의수탁연구사업으로현대중공업이의뢰한「동해-1 가

서는 한반도 주변해역과 북태평양에서 관측된 해양· 대기 이

스생산 시설공사를 위한 저층해류 관측」
, 에덴환경이 의뢰한

산화탄소 방출량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고, 생지화학 모델링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국가 보고서 초안 작성연구(해양부

에 필요한 경계 및 초기자료를 준비하였다. 이 외에「동해 해

문)」
, (주)혜인이엔씨가의뢰한「해류자료처리및분석프로그

양순환 수치모델 개발(1차년도)」및「다목적 실용위성 2호의

램 개발」등을수행하였다.

연안 해수환경 분석기술 개발 및 SW 개발(1차년도)」
을 수행
하였다.

지난 30여년 동안 해양물리 분야는 연구인력, 관측장비, 연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추진된「새만금 해양환

구성과등에서괄목할만한성장과발전을이룩하였다. 중심연

경 보전을 위한 조사 연구(1차년도)」
는 새만금 해양환경 변화

구인력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80년대 말까지 파불훈련생

예측을 위한 종합적인 상시 감시망 구축, 만경수역 내· 외측

이었으나, 80년대 후반부터 국내외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및인접해역해양환경변화에대한예측· 평가, 해양환경변화

충원된 젊은 신진인력이었고, 이들의 전문분야도 매우 다양해

최소화 방안제시 및 친해양환경적 관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

졌다. 특별외화대출자금, IBRD 차관등의지원으로관측장비

으며, 금년도에는대상해역에대한기존의해양관측자료를수

도현대화되었고, 또한연구선의보유와연구공간의확보로바

집하고 분석함과 동시에 만경수역 해양환경 기반조사 및 분야

람직한 연구분위기가 조성되어 국가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별모델개발을수행하였다.

능력을갖추게되었다. 그리고과거 연구소의해양물리분야에
서 함께 근무하였던 연구인력이 국내외 대학 및 관련기관에서

해군본부의 수탁연구사업으로 1990∼2001년에 수행된 1단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역

계 해양특성조사 사업에서는 대잠전 해양환경을 위주로 조사

할까지 수행하였으며, 더 나아가 잠재 연구인력으로서 그들을

하고분석하여그결과를종합하였으며, 다양한해군작전에영

연구소의연구업무에활용할수있게되었다.

향을 미치는 해양환경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2단계 해양특성

해양물리연구분야는해수특성및해수순환에관한기초연구

조사 사업(2002∼2010)이 시작되었고, 1차년도(2002)에 동

로부터어· 해황예보를비롯하여원자력발전소건설에필요한

해남부의 대잠전 취약해역에 대해 CTD에 의한 해수특성 조

해양조사와 해군작전 지원을 위한해양환경 조사및 분석등의

사, ADCP에 의한 해수유동 조사, 수중음파 전달실험 및 수중

응용연구에이르기까지국가가필요로하는연구사업을성실히

소음측정등의조사를실시하였고, 평택군항에대해장기간에

수행하여 왔다. 연구대상 해역도한반도 주변의 연근해역은물

걸쳐 조석, 조류와 항내의 퇴적율 및 수심변화를 관측하였다.

론 북서 태평양과남빙양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연구의내용

그 밖의 해양수산부의 자체연구사업으로「해양관측 위성 탑재

도조사· 분석업무는물론예측업무까지포괄하고있다.

해수의 투명도 측정을위해 Secchi Disk를내리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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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해양화학 연구분야

2.l. 개요

표 1. 해양화학 분야 연구실 조직의 변천
연도

연구부

연구실

비고

한국해양연구원의 해양화학분야 연구는 해역 특성을 규명하

1978

연구부

해양화학연구실

1연구실

기위한조사 연구와해양오염관련 연구, 지구환경변화연구,

1986

제1연구부

해양화학연구실

1연구실

해양천연물개발연구등에중점을두고수행되어왔다.

1989

제1연구부

1990

해양물리· 화학연구부

1992

해양화학연구부

1973년 10월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부설해양개발연구
소설립이후3년간은연구인력과장비, 실험시설등이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 해양화학분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1976년 11월 한국선박해양연구소가 설립되고, 1978년

있는KIST 건물내에남아있다가, 1986년4월연구소가안산
으로이전할때합류하게되었다.

1993

해양화학연구부

1997

해양화학연구부

해양천연물화학연구실

2연구실

해양생지화학연구실

3연구실

화학환경연구그룹
천연물· 동위원소화학연구그룹

2연구그룹

화학환경연구실
생지화학연구실

3연구실

해양천연물연구실
1998

해양환경· 기후연구본부 해양화학연구단

1연구단

2002

생태환경연구본부

1연구본부

해양화학분야는1978년이후1개연구실체제로운영되어오
다가, 1989년 8월 해양천연물화학연구실이 신설됨에 따라 해

해양화학연구실

2연구실

해양천연물화학연구실

역삼동 과학기술회관과 서초동 태화빌딩으로 자리를 옮겼으
나, 해양화학연구실만은 화학실험실이 필요하여 계속 홍릉에

해양천연물화학연구실

해양화학연구실

4월 1일 해양화학연구실이 개설되었으며, 이때부터 해양오염
조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소는 서울

해양화학연구실

2003

해양기후· 환경연구본부
남해특성연구본부

2연구본부

양생물로부터의 신물질 분리 및 구조결정과 생리활성물질의
개발연구가 시작되었다. 1990년 화학분야는 물리분야와 함께

구실, 생지화학연구실, 해양천연물연구실 등 3개 연구실로 늘

물리· 화학연구부에 소속되었고, 10월에는 해양화학연구실이

어났다. 그러나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출연연구

개편되어 해양생지화학 연구 분야와 해양화학 연구 분야로 구

기관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으며, 해

분되었다. 그러나 해양생지화학 연구 분야는 당분간 해양천연

양환경· 기후연구본부가 신설되었고, 기존의3개연구실은해

물화학연구실내에 소속되고 내부적으로 연구업무만 이원화하

양화학연구단으로개편되었다.

여 운영되었다. 1992년 5월에는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해양

2002년 다시 조직개편에 따라 해양화학연구단은 생태환경

화학연구부가 독립된 연구부로 분리되었다. 해양천연물화학연

연구본부에 소속되었고, 국가해양폐기물 관련 연구분야는 생

구실내에 설치하여잠정 운영해오던 해양생지화학연구분야

태환경연구본부 산하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연구사업

도 분리하여 해양생지화학연구실로 독립되었으며, 해양화학연

단으로활동하게되었다. 2003년남해연구소가설립되면서생

구부는3개연구실체제로운영되기시작했다.

태환경연구본부의 일부 연구분야가 남해연구소 남해특성연구

1993년 연구소 보직자 감축정책에 따라 3개 연구실 체제로

본부로 분리되어 거제도 장목으로 이전하였으며, 2003년 9월

운영되던 해양화학연구부는 화학환경연구그룹과 천연물· 동

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라 해양화학분야는 다시 해양기후· 환경

위원소화학연구그룹 등 2개 그룹으로 축소되었다. 1997년 연

연구본부로편입되었다.

구그룹 체제에서 다시 연구실 체제로 환원되면서 화학환경연

1973년 연구소 설립이래 2003년까지 해양화학분야의 연구
제2부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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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연구과제중심으로개략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질현황을 파악하고 연안에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산출하는
성과를거두었다.

2.2. 1970년대
2.3. 1980년대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가 1973년 10월에 설립된 후,
「1973~1974년 동계 진해만 일대에서의 해양학적인 특성조사

1980년대에는 해양조사와 해양오염연구가 전해역으로 확대

연구」
가수행되었으며, 이때해양화학분야의 연구가 처음시작

되기 시작했으며, 연구인력이 확충되고 ADB 차관 등을 통해

되었다. 이 조사는 마산만과 행암만에서 웅동해역에 이르는 진

영양염 자동분석기, 원자흡수분광기,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액

해만해수의성분을분석하여오염여부를판정하고오염물질이

체크로마토그래프등분석장비가도입되어본격적인연구가진

해저퇴적물에미치는영향을규명하는데주안점이두어졌다.

행되기시작했다. 해양화학연구실은1980년부터IOC(정부간해

1975~1976년에는 UNDP 자금으로 자외선-가시광선 분광

양학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제 상호검정 워크숍(International

광도계, 원자흡수분광기,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자동적정기 등

Intercalibration Workshop)에 참가하여 중금속 분석능력을

주요 화학분석장비와 실험기구들이 도입됨으로써, 독자적인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이후 각종 오염물질의 측정기술 표

수질측정이가능하게되었다.

준화와상호검정프로그램에참여해오고있다.
1980년부터3년간수행된「진해만의 적조 및오염모니터링

1977년4월1일해양화학연구실이4명의연구원으로출범하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
를 통해 진해만의 화학적 특성을 조

였으며,「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현황 조사연구」
가 시작되었다.

사하고, 적조의 발생요인을 연구함으로써 마산 진해만 연구의

이 연구사업에서는 우리나라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고 향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981년부터「발전소 온배수에 의한 수산

체계적인 연구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1977년 7월부터 시작된

자원에의 영향 및 대책에 관한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보성만

「한국 연안의 오염현황 조사연구」사업에서는 묵호, 북평, 울

을 조사했으며, 건설부 수탁사업으로 반월, 울산, 창원, 여천

산, 진해만, 광양만, 목포, 군산, 인천연안등의해역에서오염

등4개임해공업단지의폐수처리장건설을위한주변해역의해

현황을조사하였다.

양조사와 오염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산업시설 조성지역에 대

1978년에는보건사회부사업으로「한강및낙동강의기초수

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1983년부터 1985년까지 광양만

질, 유량및유역별오염원에관한조사연구」
가수행되었다. 한

에서 광양제철소 부지조성에 따른 수질오탁관측 조사연구를

강과 낙동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조사하던

수행했으며, 1984년에는 해양공학실, 해양생물실과 공동으로

연구원들은 배에서떨어져강물에 빠지기도하고, 한강하류의

「울산· 온산공단공해피해주민이주대책을위한조사연구」
를

오수에 빠져 피부병을 앓기도 했다. 1979년에는「낙동강 하구

통해 울산 온산 주변해역의 오염현황을 조사하고 어패류의 중

의 수질현황조사」
를 수행하여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의 수

금속오염도를측정하였다.

동계진해만 일대에서의해양학적인
특성조사연구 보고서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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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의환경변화를분석하기위한 퇴적물 공극수채집

1982년에는「생태계내에 있어서 오염물질의 이동체계에 관

서‘ 한국해양연구소’로 독립되면서‘ 해양물리· 화학연구부’로

한연구」
를통하여 오염지표생물인홍합을 이용하여 중금속및

개편되었으며, 1992년에는 해양화학연구부로 분리되었다. 해

유기독성물질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국 제 홍 합 감 시

양화학 연구분야도 연구인력의 충원에 따라 해양화학, 해양생

(International Mussel Watch) 프로그램에참여하기시작했

지화학, 해양천연물화학으로 다변화 되었다. 90년대는 해양화

으며, 이후홍합감시프로그램은 90년대후반까지여러연구사

학연구의 폭이크게 넓어지고, 연구수준이 선진국수준으로도

업과연계하여계속수행되었다. 1985년에첫기본사업으로수

약하는시기였다고할수있다.

행된「한국연안퇴적물의중금속오염역사에관한연구」
에서는
마산만과 울산만 퇴적물의 퇴적속도를 측정하고, 중금속의 수

황해와 동중국해, 남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직분포를밝혀내오염역사를규명하는등큰성과를거두었다.

이루어진 것은 해양화학분야의 큰 성과중의 하나이다. 1992년

는
1983년부터 시작된「한국해역종합해양환경도 작성연구」

부터 시작된 G7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의 중과제로 시작된「황

황해, 남해, 남동해, 동해에서 4단계에 걸쳐 1997년까지 수행

해의 해양오염조사 및 대책연구」
에서는 반폐쇄해역인 황해의

되었다. 이 사업은그동안 연안에서의 해양조사에머물러 왔던

오염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합리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함

국내의 해양학 연구를 연근해까지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했으

으로써, 중국의 공업화에 따른 황해의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며, 조사된 결과를 종합 아틀라스(Atlas)라는 컬러 책자로 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사업에서는 황해로 유입되는 오염부

간하였다.

하를계산하고, 환경용량을산정하였다.

1986년 연구소가 안산으로 이전하면서 실험실 공간이 확충

「한반도주변해역의화학물질수지및순환연구」
에서는황해

되고, 연구인력도 연구원 8명, 기술원 2명으로 보강되었다. 연

입구를 통과하는물질의 교환량 추정, 엽록소 전선의형성과정

구소의 안산 이전 이후에는 해양정책연구실 주관으로 수행된

과일차생산력의계절성파악, 대륙-해양, 해저-해수간의영양

특정과제인「한국연안역 종합개발연구」
에 참여하였으며,「연

염류추정, 황해의해양환경변화연구등에초점이맞추어졌다.

안환경 보전기술 개발연구」
,「해양유류오염방제를 위한 화학

이사업은국제해양물질플럭스연구(JGOFS)의한국프로그램

적, 미생물학적 처리기술에 관한 연구」등 특정과제를 3년간

으로서 황해입구를 통과하는 생물기원 원소들의 순환, 육지와

수행하였다. 특히 연안환경 보전기술 개발연구에서는 전국 12

해양간의 순환을 추정하고, 퇴적물을 이용하여 생지화학적 과

개 연안해역의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고 마산만의 퇴적물에

정을연관시켜여러물질들의순환과정을연구하였다.

서 용출되는 영양염 유출량을 산정하였으며, 해역에 대한 3차

「쿠로시오 해역과 동중국해의 해양순환연구」
에서는 친생물

원 물질순환모델을 개발하여 과학기술처의 연구개발상을 수상

원소와 δ13O을 이용하여 수괴특성을 파악했으며,「황해의 물질

하기도했다.

순환연구」
에서는 하천으로부터의 물질유입, 이산화탄소 플럭

해양화학연구실은「원자력발전소 11,12호기 건설사업 환경

스, 영양염류, 일차생산력등을측정하여해양순환에대한종합

영향평가」
,「하동 ’86 김생산 피해조사」
,「순천만 어장 피해원

적인 기초자료를 획득하고, 황해의 주요 해양과정을 규명하고

인 조사연구」
,「월성 원자력 발전소 주변해역의 해양조사」등

자 하였다. 1995년부터 시작된「황해종합조사 연구」
에서는 황

의수탁과제에참여했다.

해의 해수특성과 황해의 물질균형 및 생지화학적 순환 규명을

기본사업으로는「해수중금과수은의분석법개발및분포에

통해물질순환연구를 계속 수행하였다.「남해대륙붕물질순환

관한 연구」
,「진해만의 질소화합물 순환연구」
,「한국연안 퇴적

과 생지화학적 환경연구」
는 남해 대륙붕과 한반도간의 물질이

유기물의초기속성과정연구」
,「소양호와중· 하류한강수계의

동기구를 규명하여 지속가능한 해역의 이용을 위한 시스템을

물질수지 및 수질오염에 관한 연구」
,「진해만의 유기물 순환과

구축하고자 하였다. 1998년부터는「황해 연안오염과정 조사」

무산소환경발생에관한연구」
,「대기를통해황해로 유입되는

와「황해오염특성 조사연구」
가 수행되어, 대기-해수-해저-생

오염물질의 부하량 측정에 관한 연구」등이 수행되었다. 소양

물간오염물질의이동과변천을규명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호에서의 연구는 인공호수내의 생지화학적 물질순환과정과 부
영양화 메커니즘, 유기물의 퇴적 역학 등을 연구했으며, 대기

동해에대한연구로는「한국대수심해역의지구적해저환경

를 통한 오염부하량 측정 연구에서는 만리포에 시료채취탑을

연구」
사업이있는데, 이연구에참여하여동위원소와생물· 기

설치하여분진과 40여종류의원소의낙하량을측정하였다.

후 관련 원소를 분석함으로써 동해의 해저퇴적물에 보존된 과
거 기후변화를 추정하여 미래의 기후변화 예측의 열쇄를 제공

2.4. 1990년대

하고자하였다.
코리아호프호, 씨프린스호, 유일호 등 일련의기름 유출사고

1990년에는 연구소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연구소에

는 기름오염 방제와 관련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
제2부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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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제공했다. 80년대에수행되었던해양유출유처리기술연구,

립에 관한 연구」
가 시작되었다. 1997년 시화호의 수질이 극도

유류 및 유처리제의 독성연구, 해상유출사고 방제시스템 개발

로 악화되어, 갑문을 개방하게되자 해양방류가 외해에미치는

연구 등을 기반으로 하여 G7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으로「해상

영향도조사하였다.

유출사고 긴급 방제지원 시스템 개발연구」
가 시작되었으며,

시화호 이외에도「영광 원자력발전소 주변해역의 해양환경

「해상유출사고방제지원시스템활용기술」
연구로이어졌다. 이

조사」
,「화옹지구 어업피해조사」
,「태안화력 건설에 따른 피해

사업을 통해 사고 초기에 현장의 방제책임자가 신속하게 방제

영향 범위조사와 피해어업권 및 어선손실 보상액 산출」
,「천수

에 필요한 과학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기동성 있

만 지역 어장환경조사」등 해양오염문제가 드러나는 해역에서

는방제작업을실시할 수있도록 지원하는시스템이 전국주요

수탁사업들을 수행하여 수산피해원인의 규명과 환경영향평가

해안에 대해 구축되었다. 또한, 한· 일 국제공동연구사업으로

를수행하기도했다.

수행된「해양의 유류와 유해액체물질오염의 정화기술 연구」
에
서는 유류와 유해액체물질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오염
된해역을정화하는기술이개발되었다.

1993년3월러시아연방영토부근해역핵폐기물투기에관
한 백서가 발간되어 과거 30여년간 동해와 오호츠크, 캄차카

연안의 개발에 따른 해양오염의 심화는 연안오염에 대한 연

해역에 중·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투기 사실이 밝혀졌으며,

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연안오염의 진행과정 및 변화

1993년 10월 그린피스에 의해 러시아 해군의방사성폐기물투

예측 연구」
에 이어 해양화학연구실에서는 유기염소계 농약,

기현장이 고발되자「동해 핵폐기물조사」사업을 수행하여

PCBs 등 유기염소계 화학물질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1994년3월과 1995년 8월한국, 러시아, 일본3국공동으로투

(PAHs), 유기주석화합물인TBT, 다이옥신, 퓨란등지속성유

기해역을 조사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도하는 해양

기오염물질(POPs)의 미량분석기술을 확보하였고, 이를 기반

오염물질과 퇴적물 이동 연구의 한국 프로그램으로 국제협력

으로「유류와 유독물질오염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제인「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퇴적물과 오염물질 순환역

연구」
를 통해 오염의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계속되었다. 일

학 연구」사업이 수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하

례로 선박 방오제로 사용되는 환경호르몬인 TBT의 전국 오염

여 축적된 기술은「해양환경 방사능 감시기술 연구」
로 이어져

실태가규명되었으며, 임포섹스의발현실태가드러났다. 이연

인공방사성 핵종을 추적자(tracer)로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변

구에서는오염물질에굴을노출시켜조직병리학적관계와굴의

의해양환경방사능기원과거동을규명하는데기여하였다.

산란 및 무독화 과정을 연구하는 등 오염물질별로 해양생물에
게미치는영향을규명하는심층적인연구가진행되었다.

해양생지화학연구실은「폐기물 배출해역의 수저질 환경조
사」
를 통하여 서울대와 공동으로 황해에 투기되는 해양폐기물
의 영향을 평가하는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G7 환경공학

연안개발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된 시화호에서는 수질오

기술개발사업으로「해양투기장 해역의 환경모니터링 기술 연

염문제가 사회적 중대 이슈가 되었으며, 해양연구소가 시화호

구」
를 수행함으로써, 해양투기 연구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변에 위치한 관계로「시화호의 환경변화 조사 및 보전대책 수

담당하게 되었다. 이 연구사업에서는 해양투기장 해역의 오염

대용량입자체취기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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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이동확산 예측기술, 수질환경 특성 모니터링 기술, 퇴적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APEC 국가들에게 기술적, 재정적

물오염평가기법개발등을통하여투기장해역을평가할수있

지원을 하기 위한 과제를 개발하게 되었다.「APEC 해양 모니

는최적의모니터링기술을개발하였다.

터링자료의질관리체제구축연구」
는해양환경모니터링프로
그램의 선결조건인 질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분석방법 표

해양화학연구실에서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NIES)와의 국

준화, 상호검정 프로그램, 분석기술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였

제공동연구로 수행된「정기운항선박을 이용한 해양환경 연속

다. 이후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훈련

모니터링」연구를 계기로 수질자동측정기술과 관련된 연구가

사업과 연계하여 매년 APEC 국가에서 훈련생을 초빙하여 분

시작되었다. 세계 최초로 고베-부산간을 운항하는 카페리인

석기술을 교육하고 질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

‘ 단노’에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장착하여 2년간 주2회 왕복 조

써,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의 설립에 밑거

사가이루어졌으며, 카페리 회사의 도산으로운항이 중지되자

름이되었다.

인천-제주 카페리에독자적인관측노선을구축하였다. 이러한

해양천연물화학연구실은 1989년에 개설되었으나, 1992년이

연구의 성과를 활용하여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으로「수질

되어서야 인력이 확충되고 장비가 도입되는 등 본격적인 연구

감시시스템구축」연구사업을시작하게되었으며, 화학적산소

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해양천연물화학연구실은 해양생

요구량, 영양염류 등을 자동측정하는 온라인 측정기기를 자체

물이생산혹은획득하여보유하고 있는유기신물질과유용물

개발하게 되었다. 1992년에전지구해양관측망(GOOS)이 출범

질을 분리하여 구조를 결정하고 생리활성도를 측정하여 산업

하고 실시간 관측기술과 해양예보기술이 차세대 유망기술로

적으로이용하기위한연구를수행하였다.

부각됨에 따라, 1998년부터 해양수질을 상시관측하기 위한
「해양오염원격감시체제구축연구」사업이시작되었다.

「한국근해저서군체생물로부터신물질추출연구」
에서는우
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해면과 산호로부터 20여종의 천연물
을 분리하여 구조를 결정하고, 생리활성도를 측정하여 산업적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개도
국에서 탈피하여 향후 APEC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용가능성을타진하기시작하였다.
10년간의 장기연구과제로 시작된「해양생물로부터 신물질

동해에계류한시계열 침강입자 자동채취기

해양생리활성물질소재연구사업단국가지정연구실 현판식 (200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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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및 유용물질 개발 연구」
에서는 남해안의 거문도, 거제도,

그동안 축적해 온 지속성 유기독성물질의 분석기술과 바이

서귀포 연안과 열대지역, 남극 세종기지 주변 등에서 채집된

오마커(biomarker) 기술을 바탕으로 생태 및 보건 위해성 평

90여종의 해양생물로부터 90여종의 생리활성 신물질을 규명

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3년 APEC 해양

하고, 효소 11종을분리, 생화학적특성을규명하는연구성과를

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의 설립과 함께, 남해연구소로

거두었다.「해양천연물로부터효소저해제탐색」
연구에서는암

지속성 유기오염물질 연구기능이 분리 독립됨에따라, 임해연

의 발현에 관여하는 주요 효소인 FPT 저해물질과 고지혈증의

구소의 특성을살려 오염물질의거동과 영향에관한 연구가더

원인물질인 CETP 저해물질을 발견하였다.「해양미생물에 의

욱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한 생리활성 선도물질 탐색기술개발」사업에서는 해양방선균

「해양환경방사능감시기술개발」사업에서는주요인공방사

으로부터 항바이러스 및 항암물질을 분리정제하여 구조를 결

성 핵종의 기원과 분포, 거동을 규명하여 방사성 폐기물 처분

정하였다.

장 주변의 해양환경관리와인접국핵활동감시및 국제핵사찰
등에활용할수있는기술을개발중에있다.

2.5. 2000년이후

「해양오염 원격감시체제 구축연구」사업에서는 그동안 개발
된 기술을 활용하여 시화호에 3개소의 수질자동측정소를 구축

지난 30년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해양화학분야는 세계

한데 이어, 낙동강 하구 1개소, 마산만 2개소를 구축하였으며,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어 놓기 시작했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

향후전국연안에상시수질관측시스템을확대하기위한핵심

을 바탕으로지구환경 및연안환경변화연구, 황해오염특성조

요소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중에 있다. 이 사업은 전세계해양

사연구, 지속성 오염물질의 거동 및 영향연구, 해양환경 상시

관측망(GOOS)의 기본원칙인 장기적, 체계적, 비용효과적, 상

관측기술 연구, 해양생물유래 생리활성물질의 산업화등 각 분

시 해양관측을 실현함으로써 해양환경변화 및 추세를 정확히

야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보였으며, 우수한논문을양산하기

예측하는기술을확보중에있다.

시작했다. 이제 해양화학분야는 국제화를 통하여 세계 수준에
서대등한역량을보유하게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2000년도 이후 수행되고 있는 주요 연구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국가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연구사업단에서 수행하
는「해양투기장 해역의 환경모니터링 기술」
은 국내 폐기물 해
양배출 특성을파악하고, 투기장해경의 조사를 통하여환경영
향을 감시하며, 투기장 해역의환경용량을검토하는 등다각적

「연안역에서의 육지와 해양 상호작용 연구」
에서는 시범해역

인 접근을 통하여 해양폐기물 투기로부터 해양환경의 영향을

인 진해만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의 유입량을 산정하고, 공급원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준설물

별 수지와수질변화를 분석하며, 유입된 오염물질에 의한생태

질 해양배출 평가체제 개발연구」
에서는 준설물질의 해양배출

계 영향을 분석평가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질개선

처리기준을 개발하고, 배출해역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며, 모니

방안을수립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터링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는 등 준설물질 평가체제를 구축

「황해 연안오염 저감대책 연구」
에서는 환황해권 연안해역의

중에있다.

종합적 환경평가와 환경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신물질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

있다.「황해오염 특성조사 연구사업」
은 1995년부터 시작된 황

운데,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으로 수행중인「해양생물유래 신규

해종합조사사업의 세부과제로서 수행되고 있는데, 황해의 해

생리활성물질 및 생물소재 개발연구」
는 해양생물로부터 천연

수 체류시간 산정, 황해오염 현황 파악, 황해 관리 기반 구축,

물을 분리하여 구조와 생리활성을 규명하여 의약품 등 산업적

황해의 친생물 원소 수지 및 기초생산력 파악 등을 통하여, 환

으로 개발가능성이 높은 후보물질을 찾아내어 이들의 대량생

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산을위한기술을개발중에있다.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부수적으로‘ 수심 압력을 이
용한역삼투방식의담수및소금생산방법및그장치’와‘ 해수

한국해양연구원의 해양화학 분야 연구활동은 그동안 괄목할

로부터용존유기물을추출하기위한고체상추출장치및그추

만한성장을거듭하여왔으며, 여러분야에걸쳐다양하게분화

출방법’ 등특허가출원되어, 산업분야에활용될전망이다.

발전되어 오면서 해양과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새만금 갯벌의 개발과 관련하여 화학분야 연구진들은 주도

현실문제를 해결하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된「새만금 해양

내는데 기여해 왔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30년 동안의 부단한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에 참여하여 새만금 해역의 관리와

노력의결과이며, 향후어느분야못지않은발전을예상케하고

보전을 위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기

있다. 머지않아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될 해양화학 분야의 연구

여하고있다.

성과는국민모두에게다양한편익을제공하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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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해양생물 연구분야

3.l. 개요

또한 1989년에는 해양생물공학연구실을 신설하여 유전공학
적기법을이용한어패류의신품종개발과유용미생물군의탐

연구소의 해양생물연구는 해양생태계구성요인들의 시· 공
적 변화와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구명하고 해양생물 환경 및
자원의보전과합리적관리기법의개발, 유용생물의생산성향
상과지속가능한개발에그목표를두고있다.

색 및 개량, 생물학적 환경보전시스템 개발 등을 연구하게 되
었다.
해양연구소가 설립된 1970년대와 안산캠퍼스로 이전하여
시설확충과 인력확보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된 80

해양생물에 대한 연구는 1973년 10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년대가 해양생물연구의 태동기, 성장기였다면 연구소가 독립

(KIST) 부설해양개발연구소의개소와함께 시작되었는데, 그

연구소로 재발족하게 된 1990년 이후는 도약기라고 할 수 있

최초의연구는 19973년 11월부터 1974년4월까지수행된가덕

다. 해양생물연구의과제가다양해지고규모가확대됨에따라

도북단해역의해태양식어장을대상으로한「해태양식단지의

1990년‘ 해양생물연구부(Biological Oceanography

흉작원인 조사」
였다. 이 때의 해양생물연구는 해양과학 제1연
구실(물리, 화학, 생물 및 지질연구)에서 수행되었으며 생물담

표 1. 해양생물연구실 조직의 변천

당 연구원은 단 2명에 불과했다. 1976년 5월 해양연구소가 선

연도

박연구소와 통합되어‘ 한국선박해양연구소’로 재 발족되었고,

1978

연구부

(*) : 신설
비고

연구실

연구부

해양생물연구실(*)

1연구실

1985

제1연구부(*)

해양생물연구실
생물응용연구실(*)

2연구실

1989

제1연구부

해양생물연구실
생물응용연구실(*)
해양생물공학연구실(*)

3연구실

해양생물연구부(*)

해양생물연구실
응용생태연구실(*)
해양생물공학연구실
생물생산연구실(*)
해양미생물연구실(*)

1991

해양생물연구부

해양생물연구실
응용생태연구실
해양생물공학연구실
해양미생물연구실

4연구실

1993

해양생물연구부

해양생물연구그룹(*)
해양생물공학연구그룹(*)

2연구그룹

1997

해양생물연구부

표영생물연구실(*)
저서생물연구실(*)
미생물연구실(*)
연안생태연구실(*)
생물자원개발연구실(*)

5연구실

산자원 개발 부분으로 나뉘어져 1985년에는 생물응용연구실

1998

해양환경· 기후연구본부(*)

해양생물연구단(*)
해양생물자원개발연구센터(*)

1연구단
1센터

이 신설되어 2개의 해양생물연구실로 재편성되었고 연구소가

2000

해양환경· 기후연구본부
해양자원연구본부(*)

2연구본부
(0연구실)

2002

생태환경연구본부(*)
해양자원연구본부

2연구본부
(0연구실)

2003

해양생물자원연구본부( )
*

1연구본부
(0연구실)

1978년 4월에 다시 선박부문과 분리되어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연구소로 환원되면서 해양생물연구실(초대실장: 허형택)
이처음으로설치되었다.
해양생물연구실의 발족과 더불어 인력과 장비가 빠른 속도
로늘어나기시작했다. UNDP기금과 ADB차관자금에의해광
학현미경, 플랑크톤네트, 채니기등장비· 연구기기가 도입되

1990

었고 국· 내외에서 훈련받은 고급인력들이 속속 입소하여 종
합적인 해양생물 연구가 수행되게 되었다.「한국 유용수면 개
발 이용도의 현황조사」
를 비롯하여「발전소 온배수에 의한 수
산자원에의 영향 및 대책조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 건설
지점 주변 해양조사」
,「적조 및 오염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연
구」등대형연구과제들이수행되어해양생물연구의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연구실의 규모와 연구과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생물의 연구도 일반 해양생물과 수

1986년 5월 안산으로 이전하면서 신축된 넓은 수조실을 활용
하여 해양생물의 생리 및 번식실험 등 활발한 연구를 할 수 있
게되었다.

5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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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가 설치되었고‘ 응용생태연구실’과‘ 해양미생물연

해만의해양학적연구(진해화학)」
를수행함으로써진해만의플

구실’이 신설되어 해양생물 관련 연구실이 5개로 늘어나게 되

랑크톤, 저서생물, 양식 등에 관한 기초자료가 축적되기 시작

었다. 생물응용연구실은‘ 생물생산연구실’로개칭되었다.

했다.

1991년에는 연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물생산연구실을

1975~1976년에 UNDP자금으로각종연구기기들이도입되

생물공학연구실에 통합, 개편(4 연구실) 하였고, 93년에는 과

었고 연구원도 늘어나 기초적인 연구능력이 축적되기 시작했

학기술처의 연구소 보직자 감축 지시에 따라 해양생물연구실

고,「N-Project(해군본부)」
,「월성 원자력 3호기 건설지점 해

과 응용생태연구실을 합쳐해양생물연구그룹으로, 생물공학연

역의 해양조사(한국전력)」
,「담수어에 대한 각종 중금속 및 농

구실과 미생물연구실을 통합하여 해양생물공학연구그룹으로

약류의LD50 실험」등다양한과제를수행할수있었다.

개편하여4개연구실을2개연구그룹으로축소하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단순화된‘ 그룹’제도는 운영상 여러 가지

1978년 4월에 해양생물연구실이 처음으로 설치되어 허형택

문제점이 노출되어 1997년에 연구그룹에서 다시 연구실 시스

박사 외 5명의 연구원이 생태 및 기초중심의 연구를 수행하기

템으로 환원되었다. 즉 2개 연구그룹이 5개 연구실로 늘어났

시작하였다. 그 후 ADB차관에 의해 각종 연구기기들이 도입

고명칭도각분야의특성을살려표영생물연구실, 저서생물연

되고 10여명의 석·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이 보강됨으로써 체

구실, 미생물연구실, 연안생태연구실 및 생물자원개발연구실

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연구과제도

로바뀌게되었다.

계속늘어나활발한연구활동을하게되었다.「원자력발전소고
리2호기건설지점주변해양조사」
를필두로「한국유용수면개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다시 출연연구기관

발 이용도의 현황조사」
,「동해안 기수호의 종합개발 기초조

경영혁신방안이 하달되어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다. 해양

사」
,「수산자원 보전지구내의 발전소건설 가능성 검토 및 대

생물연구부를 폐쇄하고 대신 해양환경· 기후연구본부

책」
,「고정리 화력발전소 주변해역의 기초조사」및「원자력 발

(Center for Marin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전소 5,6호기 건설지점 주변 해양조사」등 대형과제를 연속적

를 신설하여 5개 연구실을 해양생물연구단(Marine Biology

으로 수행하였다. 1979년 1월에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

Division)과 해양생물자원개발연구센터(Marine Living

시에 따라「담수진주 양식산업을 위한 기초조사」
를 실시하였

Resources R & D Center)로축소개편하였다.

는데 이는 담수진주양식 대상종인 민물조개‘ 대칭이’가 서식

2000년대에 들어와 다시 해양환경· 기후연구본부 산하의

하는 전국의 하천과 호수를 조사하여 조개의 분포와 양식현황

해양생물연구단과 해양생물자원개발연구센터가 폐쇄되고 대

을파악해야하는방대한사업이었다. 이를통하여 담수진주양

신 해양자원연구본부가 신설되었다. 2002년에는 또 해양환

식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음은 물론 해산 진주조개를 이용

경· 기후연구본부가 지구환경연구본부와 생태환경연구본부로

하는 인공진주양식에 관심을 갖게 되어 1984년에 국책과제로

분리되었고 2003년 9월 1일부로 또다시 생태환경연구본부와

「인공진주 양식기술개발」사업을 착수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

해양자원연구본부가 통합되어‘ 해양생물자원연구본부’로 개

된 것이다. 그 외에 상습적인 진해만 적조발생을 사전에 예보

편되었다.

하고대처하기위한「적조모니터링시스템개발을위한예비조

1973년연구소 설립이래 2003년까지 해양생물분야의연구

사」
를 비롯하여「원자력발전소 7,8호기(영광 1,2호기) 건설지

활동을 수행한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점 주변해양조사」및「원자력발전소 9,10호기(울진 1,2호기)

한다.

건설지점 주변해양조사(한국전력)」등을 수행하였다. 연구소
는 당시 해상 유류오염 사고 시 사용되던 유출유 처리제의 생

3.2. 1970년대

물독성 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생물학적 독성 검정시험 사업
을수년간시행하였다.

1973년 10월 연구소가 발족하여 1978년 4월 KIST부설 해

해양생물연구실이 설치된 바로 다음해인 1979년 6월

양개발연구소로 재편되기까지는시설과인력의미비로 활발한

25~30일에 해양연구소 주최로 한· 미 해양생물학 공동워크

연구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해양생물 관련 최초의 연구사업은

숍 (Joint Advisory Committee Meeting on Marine

진해만의「해태양식단지 흉작원인조사」
였다. 진해화학에서 배

Biology)을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

출된 폐수가 가덕도 북쪽의 웅동만 부근에 산재한 해태양식장

었다. 한국과학재단과 미국과학재단 후원으로 열렸던 이 워크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일이였다. 1974년에는「포항제철

숍에는 미국측에서 John Ryther, Theodore Smayda,

취수로 부착생물의생태및 부착방지 대책(포항제철)」
과「제주

Reuben Lasker, Joseph Mihursky 등 세계적인 석학 8명

도의 전복과 소라양식연구(한국무역협회)」
를 수행하였다.「진

이 참석하였고 국내에서는 강제원, 김인배, 유광일 등 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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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연구소에서는 이병돈, 이순길이

조사라고 할 수 있는「한국해역 종합 해양환경도 작성연구

「Benthic Faunal Studies in the Vicinity of Busan,

가 시작되어 생물연구실 전원이 참여하게 되었
(1982~1997)」

를, 허형택이「Effects of
Southern Coast of Korea」

다. 한국전력의「원자력발전소 5,6호기안전성조사」
에참여하

Thermal Effluents on Marine Biota in Coastal Waters

여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과 미국원자력위원회(NRC)의 규정

를 발표하였다. 후자는 발전소 온배수의 영향을 공
of Korea」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조

개한국내 최초의논문으로이에대해당시한국전력측으로부

사규정을작성하였다.

터 상당히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는 그 후에 한전 프
로젝트를더많이맡게되는전화위복의계기가되었다.

1984년에는 처음으로 실시된 과기처 특정연구사업 계획에
의하여「인공진주양식기술개발연구」
와「고급어종증· 양식기
술개발연구」사업이착수되었다. 이들2개의대형특정연구사

3.3. 1980년대

업은 처음으로 생물연구의 연간 사업비를 천만원대에서 수억
원대로 끌어올림으로해양생물연구실의연구능력을 크게 제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70년대에 조성된 연구기반과 경험

시키는 기폭제역할을 하게되었다. 청정해역으로알려진통영

을바탕으로매우활발한 연구활동을 하였다. 무엇보다도국내

군 한산면 염호리의 해덕진주양식장에 진주양식 시험어장을,

대학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외국에서 훈련받은 박

경남 기장에 전복진주양식 시험어장을, 그리고 통영군 산양면

사급 고급인력이 늘어났고 ADB차관 등을 통한 장비도입, 조

학림도의 신형범 씨 어장에 충무시험어장을 개설하여 고급어

사선 건조, 실험시설 확장 등 연구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

종인방어와참돔의양식연구를시작하였다.

문이었다.

1985년에는 생물응용연구실(Applied Marine Biology

1980년에는 전년도의 계속사업 외에「황해의 유용생물자원

Laboratory)이신설되어연구실이2개로늘어났고이 해부터

개발에 관한 연구」
와「발전소 온배수에 의한 수산자원에의 영

선임급 이상 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본연구과제로「한국

향 및 대책조사」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 (프

연근해어란· 치어도감제작」등많은기본연구가수행되었다.

랑스 Sogreah사)」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유용생물자원 조사

특히 한산도진주양식시험어장과충무어류양식시험어장에상

중가로림만부근에서 12~4월중대량의실치가포획되었고이

주연구원을파견하여 본격적인pilot plant 규모의연구를시

것이 흰베도라치의 치어임이 처음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이의

작하였고, 진주조개와 어류의 월동연구를 위하여 삼천포화력

효율적인 자원관리 방안이 제시되었다. 해양물리 및 화학연구

발전소 온배수 배수구 부근에 시험어장(육상수조와 해상가두

실과 공동으로「적조 및 오염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

리)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류양식 기술개발에 새로운 계

구」
가 1979년의예비조사에이어 1981년에착수되었고, 1982

기를마련하게되었다.

년에는 우리나라 해양학 연구사에 길이 남을 최초의 종합해양

1986년 5월 연구소가 안산으로 이전한 것은 우리나라 해양

한· 미해양생물학공동워크숍 (1979. 6. 25~30)

제2부 연구활동

201

생물 연구를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한 시발점이 되었다고

연구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고,「발전소 온배

하겠다. 연구소 이전을 계기로 연구원 수도 크게 증가하게 되

수를 이용한 고급어류 양식기법 개발(한국전력)」
과「원자력발

었고 넓은 연구실과 첨단 장비 등이 갖추어지게 되었을 뿐 아

전소의방수로를 이용한어류의사육및 월동시험연구(대양수

니라 해수를 이용한 수조실에서 해양생물의 생리학적 연구 및

산)」
를 통해 온배수의 효율적 이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성장에관한기초실험. 연구를할수 있게되었기때문이다. 은

되었다.

연어 양식기술 개발 연구를 위하여 미국 오레곤 산 은연어 발

80년대 마지막해인 1989년에는 해양생물공학연구실

안난 5만개를수입하여 강원도 평창의 원복수산 송어양식장에

(Marine Biotechnology Laboratory)을 신설하여 유전공학

서 부화시켰다. 인공진주 양식기술 개발연구의 일환으로 인도

적기법을 이용한어패류의신품종 개발과유용미생물군의탐

네시아산대형진주조개(Silver lip pearl oyster)를수입하여

색 및 개량, 생물학적 환경보전시스템 개발 등을 연구하게 되

삼천포 시험어장에서 6개월간 시험육성 하였고, 인도네시아와

었다. 특히 1989년은 8개의 기본사업, 5개의 수탁연구, 3개의

자메이카해역의진주양식가능성에관한조사도실시하였다.

특정연구사업, 1개의 특수사업 등 총 17개의 해양생물 연구사
업을 21명의 연구원이수행해야 했던 매우 바쁜 한해였다.「시

1987년에는 인공진주 양식기술개발 및 고급어종 증· 양식

화지구어업권간접피해조사(농진공)」
를 비롯하여「순천만어

기술 개발과제가 종료 되었다. 이 두 과제는 과학기술처의 우

장피해원인조사(보해산업)」
,「주요수산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수연구과제로 선정되었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초의 산·

위한이론모델과소프트웨어개발」
,「월성원자력발전소2호기

학· 연 공동연구사업인「고급어종 대량종묘생산 기업화 연구」

건설 환경영향평가(한국전력)」
, 그리고 시화지구 방조제공사

를성지실업과공동으로시작하였다. 또한「연어· 송어류양식

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조사와 고리 원자력발전소 부근의 미역

기술 개발」
,「생리활성물질 개발」
,「어류 신품종 개발」사업이

양식장어업권보상에관련된용역등이주된사업들이었다.

각 3개년 계획으로 착수되었다. 연어· 송어류 양식기술 개발
사업은 국립수산진흥원과 경상남도 내수면개발시험장과 공동

3.4. 1990년대

으로추진하게되었는데, 이중육상종묘생산연구는 양양내수
면연구소의 시설을, 해상사육은 강원도 옥계항에 설치한 노르

1990년에 연구소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연구소에서

웨이 제 철제가두리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이를 계기로 연구

‘ 한국해양연구소’로 독립됨에 따라 기구가 확대· 개편되어

소는 수산청 지정 시험교습기관으로 정식 지정되었다). 그 후

‘ 해양생물연구부(Biological Oceanography Division)’가

의 양식 실험은 경남 통영군 산양면 저도 앞 해상에 시험어장

설치되고‘ 응용생태연구실(Applied Ecology Laboratory)’

허가를 얻어 가두리를 설치하여 실시해왔고 이 어장은 현재에

과‘ 해양미생물연구실(Marine Microbiology Laboratory)’

도운영하고있다. 연어· 송어류양식기술개발사업은매우성

이 신설되어 연구실이 3개에서 5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생물

공적으로 수행되어 연어 특히 은연어의 시장성과 국내 양식생

응용연구실’은‘ 생물생산연구실 (Aquaculture Laboratory)’

산의가능성이입증되었다.

로 개칭되었다. 이 해에는 연구원이 23명으로 증가되었고 수

1988년에는 시화지구 개발에 따른 간접피해 영향권 조사

행과제수도 23개에 달하였다.「발전소 온배수이용 고급어류

및 김양식장 피해보상 조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어업피해보상

양식기술개발」
사업이 성공리에 종료되었고 이 결과에 따라

진주양식용핵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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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출연으로「발전소 온배수이용 대량종묘 생산기술개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연구」
,「넙치 대량 종묘생산기술 개발」
,

발」사업이3개년계획으로보령시험어장에서시작되었다.「신

「연근해일관양식시스템의마스터플랜작성및운영에관한연

품종 어류개발 연구」
가 과학기술처의 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되

구」
,「강릉수력발전 방류수의환경영향조사 및 개선대책」등에

었고,「조기류 생산기술 연구」
,「해남지구 해태양식장 어업권

대한연구가수행되었다.

소멸 보상조사(해남농협)」
,「통영안정공단 부지조성에 따른 어

1993년에는 과학기술처의 연구소 보직자 감축지시에 따라

업권피해조사(한국토지개발공사)」등의대형사업이착수되었

해양생물부의 4개의 연구실을 폐쇄하고 해양생물연구그룹과

다. 연어· 송어류양식기술개발연구가종료되었고, 과제수행

해양생물공학연구그룹의 2개 연구그룹으로 축소 개편하였다.

중 생산된 은연어는 미도파백화점을 통하여 기획상품으로 전

이 기간 중에 수행된 연구과제는 기존의 계속과제 외에「어류

량판매되었다.

의 이형염색분체 분석에 관한 연구」
를 비롯하여「장목 남해분
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해양저서생물상에 의한 환경

1991년에는‘ 생물생산연구실’이‘ 생물공학연구실’에 통합

평가」
, 영종도 국제공항, 영동화력발전소, 당진화력발전소 등

되어‘ 해양생물부’ 산하연구실이4개로줄게되었고3명의미

의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와 피해조사 사업 등 총 21개 과

생물 전공 연구원이 입소하여‘ 해양미생물연구실’의 연구능력

제였다.

이 크게 향상되었다. 영광원자력 주변해역 환경평가와 화옹지
구 간척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등의 수탁과제가 새로 추가

를 시작한 것이
1994년에는「해양목장화를 위한 기반연구」

되었고, 해양미생물연구실은「해양미생물을 이용한 EPA화합

특기할만한 일이다. 이 과제는 기관고유사업으로 시작되어 4

물 개발에 관한 연구」
, 응용생태연구실은「고리원자력발전소

년간 계속된 후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전환되어 지

주변 미역양식장 작황조사」
, 생물공학연구실은 참조기 인공채

금의 해양자원연구본부의 주력사업인 해양목장화사업의 기틀

란을 제주수산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충무시험어장에

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 외에 태안화력발전소, 굴포천 방수로

서는 1989년도에확보한참조기에서 처음으로 채란 및 부화에

및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연육교등의건설에따른 어업피해

성공함으로써 참조기양식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조사 사업들과「효암, 비학지점 해양환경 및 생태계조사(한국

참게류양식과넙치의품종개량, 해상사육용신품종송어의개

전력)」등 16개과제가수행되었다.

발 등의 과제를 협동농수산, 동원산업, 치악수산 등의 지원으
로수행하였다.

1995년에는「황해 생태계 감시사업」등 6개의 신규과제와
신설된 수산특정과제로「황복종묘 대량생산 및 증양식기술 개

1992년에는 7개 기본연구과제와 5개의 계속과제를 비롯하

발」외2개과제, 그리고「항암물질생산및공생미생물의분리

여 5개의 신규과제, 6개의 수탁과제가 수행되었다. 즉 G-7과

및 배양(보건복지부)」
와「화학발광기질을 이용한 해양세균의

제인「해양환경 기술개발」
과「해양미생물에 의한 생리활성선

세포효소활성 측정연구」등 13개 과제가 수행되었다. 1996년

도물질 탐색기술 개발」
,「해양오염방지기술」
,「연안역 개발에

에는「황토(점토광물)의 적조구제 효과에 관한 기초연구」
,「수

연구원의사업수행에감사를 표한인천국제공항건설공사의 감사패(2001. 3. 31)

연구원에서 개발한적조생물처리기

제2부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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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환경 모니터링기법 개발」
,「천수만지역 어장환경 조사(충남

연안환경의 보전 및 과학적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은

도청)」
, 태안화력발전소, 영흥도화력발전소및영광원전4호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기술 개발」
과

등의환경영향조사,「발전소온배수확산해역의해양목장화기

유용생물자원의지속적활용을위한「해양생물의보전및응용

술개발」등 11개의신규과제가계약되어수행되었다.

기술 개발연구」
,「해양생물로부터 신물질 (생리활성물질, 신소
재) 개발연구」
,「적조 확산경로 예측모델 및 방제기술 개발연

1997년에는 93년 이후 2개의 연구그룹으로 단순화되어 운

구」등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94년부터

영되어 오던 연구시스템이 다시 5개의 연구실시스템으로 환원

를 토대로 하
97년까지 수행된「해양목장화를 위한 기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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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통영해역의 바다목장 연구개발 사업」
이 해양수산부의 중

개의 연구과제가 수행되었다. 해양생물연구실에서 개발되어

점사업(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으로 채택되어 98년부터 9개년

이미 상당한 효과가 입증된「적조생물 처리기(RTS-KORDI)

계획으로 실시(총 325억 투자)하게 되었다. 1999년에도 이러

의 실용화 연구」
를 비롯하여「해양 미생물로부터 면역조절물

한응용생태, 생물자원개발및생물공학분야의대형연구과제

질 탐색」
,「미생물을 이용한 적조제어기술 개발(농림부)」
,「황

들이계속하여수행되었다.

해광역생태계 조사(해양수산부)」
,「시화호 외해 연안환경 영향
조사(수자원공사)」
,「SEA-ME-WE3 해저광케이불 부설에

3.5. 2000년 이후

따른어업손실액조사(한국전기통신공사)」등의과제들이수행
되었다. 특히「대외 원전 1,2호기 환경조사(한국전력)」
는

새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2000년을 맞이하여 연구소는 다시

KEDO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의 신포에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

해양환경· 기후연구본부 산하의 해양생물연구단과 해양생물

소 주변의 해양환경 영향을 평가한 것으로서 북한해역의 해양

자원개발연구센터를 폐쇄하고 대신‘ 해양자원연구본부’를 설

생물상이 처음으로 우리 연구원들에 의해 조사된 뜻있는 사업

치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연구실 또는 그룹차원의

이었다.

연구단위를 지양하고 해양생물연구기능을 2개 연구본부로 통

1998년에는‘ 국민의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에

합하여운영케하는 새로운관리시스템이다. 이에 따라해양생

따라 대폭적인 제도개선이 있었다. 90년에 설치된해양생물연

물 및 환경, 생태관련 연구는 환경· 기후본부에서, 그리고 유

구부가 폐쇄되고 신설된‘ 해양환경· 기후연구본부(Center

용미생물이용및자원개발(바다목장화등) 연구는자원연구본

for Marin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산하에

부에서수행하게되었다.

‘ 해양생물연구단(Marine Biology Division)’과‘ 해양생물자
원개발연구센터(Marine Living Resosurces R & D

세개의 생물 관련분야 연구 즉,「해양 유독식물플랑크톤의

Center)’ 가 설치되어 해양생물 연구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유전자 자원화 기술개발」
,「어류의 생체리듬을 응용한 인공동

불과 일년전에설치되었던5개 연구실이1 연구단/1 연구센터

면 유도기술 개발」
, 그리고「해양생물유래 신규 생리활성물질

로축소 개편된것이다. 이러한연구조직의변화에도 불구하고

및 생물소재 개발연구」
가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지원하

해양의 효율적 이용· 개발을 위한 생물자원의 생산능력 제고,

는국가지정연구실과제로선정되어연구를수행하였다.

KEDO 사업 : 암반생물조사(1998.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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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 사업: 스쿠버다이빙에의한해양생물조사 (1998. 5. 4)

「남해 어패류우량화를위한생태환경기반기술연구」
와「유

의 유형별 복원기술을 시범적용하고 갯벌 생태계의 보전과 효

용 해양미생물 탐색이용기술 개발연구」
가 고갈상태에 직면한

율적인 이용방안 모델(예: 갯벌생태관광)을 제시하였다.「통영

남해의 고급패류자원의 증대와 유용 해양미생물자원의 확보

해역의 바다목장 연구개발 용역사업」
은 1998~2000년의 1단

및유용생물소재개발을위해수행되었다.「독도생태계기초조

계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서 1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사연구」
가 독도에 대한 최초의 정부주도(해양수산부) 과제로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수확체계 확립에

실시되었고,「황해광역생태계연구」
의최종3차년도조사가수

중점을 두고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앞으로 설치예정인

행되어 곧 실시될 예정인 GEF(국제환경기금) 후원의 황해광

전남, 제주등전국의시범바다목장에활용되게될것이다.

역생태계 조사사업(US$ 23,000,000; 5개년)의 기초자료를
확보할수 있게되었다. 또한 남서태평양해양생물자원 개발연

2002년에는 21세기 국가 해양개발중장기계획 (Ocean

구(2000~2008)가 시작되어 1차적으로 마이크로네시아 해역

Korea 21)의 실현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 해양과학기술

의저서생물군집을조사하였다.

의개발과그활용체제구축에주력하고이를효과적으로운영

극지연구본부에서 수행한「남극해 유용생물자원 개발연구」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기후연구본부를‘ 지구환경연구본부’

는 미래의 식량자원으로 개발이 기대되는 남극 크릴의 분포와

와‘ 생태환경연구본부’로 분리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생물 연

자원량을 파악하고, 남극 생물의 유용물질과 유전자를 추출·

구는 생태환경연구본부와 해양자원연구본부를 통하여 수행하

분석하기 위한 연구였다. 연구결과, 크릴에서 다량의 EPA와

게 되었는데 2002년에 45개에 달하는 생물관련 연구과제를

DHA같은 유용 불포화지방산을 추출하였고, 남극의 세균에서

수행하여많은성과를거두었다.

저온활성의DNA Polymerase를 발견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식· 약품으로개발할수있는가능성이입증되었다.

이 해에 종료된 과기부의 국가지정연구실 사업「해양생물유
래 신규 생리활성물질 및 생물소재 개발연구」
는 해면과 산호

2001년에는전년도에이어3개의국가지정연구실과제를포

등 해양생물로부터 37종의 생리활성 신물질을 분리하였고 남

함한 10개의대형과제들을수행하였는데특히 해양환경생명공

해안에 자생하는 해면으로부터 혈관신생억제 신물질인‘ 원도

학부분에서 많은성과를이룩하였다. 환경부 G-7사업의하나

닌’을 발견하여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

로 1992년에 시작되어 2001년에 종료된「환경친화적 유류오

제의 연구책임자인 신종헌 박사는 90년대에 수행한 관련 연구

염저감을위한상용화기술 개발」
은개발된기술을벤처회사에

를 통하여 이미 50여종의 신물질을 분리하고구조를 규명하였

이전하여 제품(유류분해용 미생물처리제) 개발을 위한 로얄티

다.「새만금 해양환경 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환경생명공학기술의 산업

의 1단계 사업(2002~2004)과 프론티어사업인
(2002~2011)」

화에 크게 기여하였다.「해양미생물 다양성 확보 및 유전자원

「해양 특수환경미생물다양성및 메타게놈 자원확보및 탐색」

이용기술」
은 미생물 다양성 조사 및 균주 확보로 적조생물을

이시작되었고, 해양목장화관련사업으로「제주해역바다목장

살상하는친환경적물질을 생산하는미생물을개발하였다.「훼

개발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를 비롯하여「전남 다도해

손된 해양생태계 복원기술 개발」
과「갯벌 생태계조사 및 지속

형 바다목장 기반조성사업 연구」
,「사천만 바다목장화사업 실

가능한 이용방안 연구」
는 각각 2차년도 과제로서 훼손된 해안

시설계」등을수행하였다.

유독식물플랑크톤 연구사업단 국가지정연구실현판식(2000. 8. 29)

어류생체리듬 연구사업단국가지정연구실현판식(2000. 8. 14)

제2부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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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도 수많은 대형 계속과제들이 수행되고 있다. 특

였다. 인조진주양식 연구와 고급어류 양식기술 개발연구 등을

히 연구원의 장기발전을 위한 4대중점사업의 하나인「극한환

통하여 국내 양식산업 발전과 해양목장화 사업을 전국적으로

경 유전자원 및 바이오 신소재 개발」
과「해양방선균으로부터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해양생물공학 연구를

항암물질 개발」연구가 시작되어 신물질, 항암물질 및 유전자

통하여 해양생물과 생명공학기술을 접목시켜 해양생물자원의

자원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국책중점사업인 Biotech 2000

확보와 고부가가치의 바이오 신소재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해

과제의 하나로 1997년부터 수행되어온「유용 해양미생물 탐

오고 있다. 90여종의 신규생리활성물질을발견하여 상당수를

색· 이용기술 개발」
이 2003년 3월말에 종결되었고 연구결과

국내 및국제특허출원하였고, 개발된기술을기업에이전하여

로 남극방선균을 이용한 친환경적 탈유화제 및 새로운 내냉성

제품생산 계약을 맺는 등 생명공학기술의 산업화에 기여하고

단백질유전자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을 완료하였다.

있다. 연구 대상영역을 한국근해에서 열대와 남· 북극해역까

1998년부터 수행중인「남극해 유용생물자원 개발」연구는 남

지 확대함으로써 한국해양생물학의 국제화에도 크게 기여해

극어류에서 결빙방지 단백질의 유전자를 추출하기 위해 진행

오고있다.

되고있다.

1978년1개의 해양생물연구실로 출발하여 아홉차례에걸친

연구원의 해양생물 관련 연구활동은 창립이후 오늘에 이르

연구조직의개편을거치면서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개발

기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질과 양적인 면에서 명실

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연구활동은 꾸준히 성장하여 2003년

공히한국해양생물학계를선도하는위치에이르게되었다. 연

현재에는‘ 해양생물자원연구본부’와‘ 남해연구소(남해특성연

구소 설립 직후 국내 최초로 고리, 월성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

구본부)’ 및‘ 극지연구본부’ 등에서해양생물· 생태, 해양생물

지점 주변 해양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하여 원

공학 및 바다목장화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사업들이 펼

자력발전소건설에따른 안전규정과환경영향평가제도 확립에

쳐지고있다. 해양생태 및환경연구외에국가중점사업으로추

기여했고, 한국해역해양환경(자원)도작성연구를통하여 동·

진 중에 있는 해양생물공학 분야와 바다목장센터 사업에 관해

서· 남해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기초자료 확립에 크게 기여하

서는다음과같이추가로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4

절

바다목장 연구분야

바다목장이란 연안 자원생물의 생산, 제어 등에 필요한 제

증· 양식사업이나 자원 조성 사업보다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반 해양생물, 공학기술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제조업적

가능한 높은 생산력 유지와 이용을 고도화하기 위한 여러 분

생산 시스템으로 단순한 채포(catch)가 아니라 계획적 생산

야 기술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을 통한 바다 이용 시스

과 기업적 경영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말한다. 또, 현재의

템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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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잠재력
조사

어장 선정
대상종선정

환경조성
자원첨가

양 성

어장관리

어 획

잡는 어업

기르는 어업

자원 약탈형

환경 친화형

어획 통제불능

어획 통제가능

울타리 양식

울타리 없는 양식

지속적 생산, 경영 안정화, 풍요로운 어촌
바다목장 개념도

우리나라는 지난 수세기 동안 자원남획, 어장 오염에 따른

수산물수요 증가추세

기적으로높일수있는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였다.

연근해 자원감소 및 연안국의 EEZ확대로 인하여 원양어장이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해양 목장

축소되고 수산물의 생산정체 및 어업인 소득 감소와 이에 따

화를 위한 기반연구」
를 수행하면서 대상생물의 선정 및 대상

른 어촌의 존립기반이 약화되었다. 이를 극복하고 연안 생산

해역 선정하고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통영해역 바다목장연

성 향상을 위하여 정부는 1977년 연근해 어업진흥계획을 확

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정하여 그 사업으로 연안어장의 목장화사업(1982~1989)을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연안의 수산자원 생산력 증대를

추진한 바 있으며, 그 후 연안어장 목장화 종합개발계획

위하여 연어류, 조기류 등 고급 어종의 생산기술 개발 연구는

(1994~1995)으로 인공어초시설, 인공종묘방류, 증양식어업

물론 연안역 환경 관리, 자원 증대를 위한 신형 인공어초 개발

개발, 내수면어업의 촉진, 어장환경 보전에 관한 연구 사업을

연구 등 각 분야에서의 다양한 기초, 응용분야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바 있다.

추진하면서축적된기초자료가원동력이되었다.

그러나 국민소득증대와 함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연간 1인당 수산식품 소비량은 1980년에

통영바다목장사업: 1994년부터 1997년까지「해양목장화를

27kg에서 1990년대에는 36.2kg으로증가하였으며 1997년에

위한기반연구」결과를바탕으로 1998년부터통영시산양읍일

는 43.6kg으로 증가하였다. 또, 수산 식품이 전체 동물성 단

대(20km2)를대상해역으로시작된경남 통영바다목장사업은

백질 공급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1.9%로 매우 높은 비율을

사업기간이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의 9년으로 사업수행기관

차지하고있어원활한수산물공급을위하여연안생산성을 획

은 주관기관이 한국해양연구원이고 그 외 국립수산과학원,

통영바다목장 조감도

통영바다목장사업을 통해개발되어현지에설치된 한국형 음향급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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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연구원
총괄책임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양식기술을 이용한 건묘
생산기반 구축
· 해역 및 대상 어종에 맞
는 어초 개발

· 바다목장의 관련기술 및
모델개발
· 내파성 시설개발
· 해양구조물 개발

· 정책 및 법률제도
· 경제성 분석

대

학

· 대상생물의생태, 생리조사
· 기초환경조사

지자체 (도· 시)

· 어초투여
· 각종 인허가 협조

기

업

국내· 외 자문

· 소파제 등 구조물 제작
· 환경제어기자재 제작

· 바다목장화 선진기술

바다목장사업 추진 조직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상대학교, 상명대학교, 대구대학교, 여
수대학교및경상남도, 통영시등이참여해왔다.

2단계의3차년도에해당한다, 표1).
통영바다목장은이러한마스터플랜에따라서해양환경을모

목장대상종으로는 정착성이 높은 조피볼락과 볼락이며 그

니터링하고 1998년부터 통영바다목장해역에 주 대상 어종으

외 감성돔, 참돔, 전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은「환경수용

로 선정된 볼락, 조피볼락, 감성돔, 참돔, 전복 등 총

력평가및환경보존을위한 모니터링기술개발」
,「기능성어초,

4,248,317마리의 종묘를 방류하였다. 또, 방류용으로 특별 생

인조및자연해조장, 음향급이기, 해류차단장치, 환경관측부이

산 관리된 건강한 종묘의 방류 후 자연계로의 빠른 적응과 정

의개발및설치」
,「지속가능한높은생산력 유지를위한자원

착을 위하여 야간의 불빛을 이용한 중간 육성기법 개발, 적용

량 파악 및 방류, 관리 기술의 개발」
, 경제성 분석 및 새로운

과 함께 그들이 서식하기에 각종 신형 인공 어초를 개발 설치

어장 이용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주 연구 분야로 하여

함으로써 바다목장 해역에서의 획기적인 자원 증대 효과를 입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해 왔다(2003년은 바다목장 적용 단계인

증하였다.

목장해역에설치된강제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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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어초 주위에몰려든조피볼락

바다목장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된 기술이나 과학적인 실

의후보지선정작업을수행하고있다.

험 결과 자료는 국내외 학회에 발표되어 지금까지 총 49편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다목장사업은 <표 1>에서 보

(국외; 18편, 국내; 31편)의 논문이 기재되었으며 신형 인공

는 바와 같이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1998년부

어초 개발 등 특허가 총 11건(등록; 5건, 출원; 6건)이었고 5

터 2010년까지는 1단계 사업으로 전국 5개소 시범 목장을 선

권의 관련 저서가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바다목장 사업은 해

정하여 바다목장 기반을 조성하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양환경, 연안 생물자원의 증대 및 관리, 어장 조성 등 각 분야

전국 50개소로 바다목장을 확대시키며 그 후 2030년까지는

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룩한 하나의 해양종합연구의 산물이라

전연안을바다목장화한다는계획이다.

할 수 있다.
현재 한국해양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 중인 시범 바다목
장 사업은 연안의 지속 가능한 높은 생산력 유지를 통한 어업
의 안정성 확보로 어업인의 소득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은

표 1. 통영바다목장의 단계별 추진 계획
구분

기간

목표

주요내용
·
·
·
·
·

물론이고환경친화적어장조성으로연안해역을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수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1단계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해양건축· 토목 등 해양

1998~
2000

바다목장
기반조성

공학 관련 기술의 축적을 통한 국· 내외 진출기반을 마련하고
양식업, 연안수산업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술 발전을 이룩
할 것이다. 1차 산업중심의 수산업을 제조업 개념의 2차 산업
및 관광 레저 등의 3차 산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지역개발 사

2단계

2001~
2004

바다목장의
적용

업을육성하고해양박물관, 자연학습장, 낚시터 등과바다목장
사업을 연계하여 해양개발과 이용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
할 것이다.
통영바다목장사업의 위와같은연구성과에따라 전남다도

3단계

2005~ 사후관리·
효과분석
2006

해 바다목장을 전남 여수시 연안 금오열도 부근 해역에서
2001년부터 시작하였으며 2003년 말까지 동해, 서해, 제주도

환경수용력평가
대상생물생리생태조사
대상어종음향순치기술개발
어장조성기술개발및도입
사전사회경제적타당성및제도적
지원체제분석

· 환경관리및모니터링시스템적용
및가동
· 대상종방류및행동특성조사
· 순치기술의실용화
· 실해역어장조성시설완료
· 투자전략수립및바다목장이용
관리 방안수립
·
·
·
·
·
·

환경및생태계동태파악
방류종의어획관리및재생산조사
적정어구및어획량분석
투입된각종시설의점검및 효과조사
사후투자효과분석및종합개발계획수립
목장관리주체이관

표 2. 우리나라 시범 바다목장 마스터플랜
구분

경남 통영

전남 여수

서해안

제주

동해안

목장유형

다도해형

다도해형

갯벌형

수중
체험형

관광형

목표어종

조피볼락,
볼락

돌돔,
감성돔

조피볼락,
백합, 갑각류

돌돔, 전복,
다금바리

가자미,
전복, 가리비

종묘순치방법

음향, 광

음향, 광

음향

음향

음향

해류 제어 방식

인공어초
해류차단장치
소파제

인공어초
해류차단장치
소파제

인공어초
해류차단장치
소파제

인공어초
해류차단장치
그물차단장치

인공어초
용승구조물
그물차단장치

양성시설

인공어초
해조장

인공어초
해조장

인공어초
해조장
그물차단시설

인공어초
자연해조장

인공어초
자연해조장

수중전망시설
낚시용 부두

수중전망시설
낚시용 부두

8년

8년

기타시설
투자기간

9년

8년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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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

해양생명공학 연구분야

5.1. 개요

생명공학의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2002년에는 해양수산부의 기획사업으로「해양바이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해양생명공학 연구는 크게 첨단기술

기술개발 기획연구」
를 추진함으로써 해양바이오 기술개발의

을 이용한 양식 분야와 유용물질 개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기본방향, 세부추진계획, 단계별추진과제, 예산등에관하여

해양자원연구본부내의바다목장화연구센터에서는첨단양식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생명공학분야의 대형연구

분야 중에서 유용 수산생물자원의 개발과 이용, 신기능 및 신

사업개발을위한선도적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품종생물자원 개발을연구하고있으며, 해양자원연구본부, 해

이와같이해양생명공학연구분야의 연구활동은 1984년부

양생태환경본부, 극지연구본부, 남해연구소 등에서 유용물질

터 태동하기 시작하여 1989년 해양생물공학연구실이, 1990년

개발 분야로 해양생물의 생체기능 및 구조를 이용한 서비스나

에 해양미생물연구실과 해양천연물화학연구실이 설치되면서

상품을개발하는연구를 하고있다.

본격화되었고 2000년에 들어와 국가주도의 대형 중장기연구

1984년양식기술개발을위한정부의요구를 충족시키기위
하여「인공진주양식기술 개발」
,「고급어종 양식 기술개발」등

사업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생명공학 연구의 선
도적역할을해오고있다.

수산개발에관련된연구사업이착수되면서해양생명공학분야
의연구인력이보충되었고, 필수장비들이체계적으로구비되

5.2. 주요 연구업적

어 해양생물공학연구의 기반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 후
1986년 5월 연구소가 안산으로 이전하면서, 신축된 수조실을

5.2.1. 1980~1990년대

활용하여 해양생물의 생리 및 번식 연구가 더 한층 발전하게

연구소의 해양생명공학이 본격적으로 태동된 것은 1984년

되었고 1989년에 해양생물공학실이 그리고 이듬해인 1990년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

에 해양생물연구부가 설치되고 그 밑에 해양미생물연구실이

원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류양식에 많은 관심을

추가로 설치되면서 행양생물공학 연구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이 해에 최초로 신설된 특정

었다. 또한해양물리· 화학연구부산하에해양천연물화학연구

연구사업 계획에 의하여「인공진주 양식기술 개발」
과「고급어

실이 설치되어 해양생물로부터의 신물질을 추출하는 연구가

종 증양식기술 개발」연구사업이 착수되어 처음으로 해양공학

더욱박차를가하게되었다.

기술을해양생물생산에도입하기시작했기때문이다. 이사업
들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과기처 우수연구과제로 선정되었

1990년 기본사업으로「해양미생물공학 발전을 위한 개발연

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학 공동연구사업인「고급어

구과제 도출 및 계획수립」
과「해양천연물 연구를 위한 중장기

종 대량종묘 생산 기업화연구」
를 비롯하여「연어· 송어류 양

계획 수립연구」
가 수행되면서 계속적으로 연구인력과 시설,

식기술개발사업」
,「생리활성물질개발사업」등이 계속해서수

장비등이보강되어연구의질과양적인면에서비약적인발전

행되었다. 1989년에는 어류양식에 유전, 육종 개념이 도입되

이이루어지게되었다.

고생리활성물질관련사업의확장됨에따라해양생물공학연구

2000년에는 해양수산부 기획사업인「해양생명공학산업 발

실이신설되었다.

전전략 기획연구」
를 주관기관로서 수행하면서 대내외 해양생

1990년에 연구소가 KIST 부설연구소에서 한국해양연구소

명공학 분야 전문가 60인 이상이 참여하여 해양생명공학산업

로 독립됨에 따라 기구가 확대개편 되어 해양생물연구부가 설

발전전략 도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적으로 해양

치되었다. 응용생태연구실과해양미생물연구실이신설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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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응용연구실은생물생산연구실로개칭되었다. 동시에해양

물질 탐색을 위한 해양방선균의 분리, 분류 및 보전체계 확립

물리· 화학연구부내에 해양천연물화학연구실이 신설되었다.

에 관한 연구」
,「항암물질 생산 및 공생미생물의 분리 및 배

1990년 기본사업으로「해양미생물공학 발전을 위한 개발연구

양」
을
,「발광기질을 이용한 해양세균 세포의 효소활성 측정」

과제 도출 및 계획수립」
과「해양천연물 연구를 위한 중장기계

수행하였으며 1992년「해양미생물에 의한 생리활성선도물질

획 수립 연구」
가 수행되면서 본격적으로 해양생명공학분야의

탐색기술 개발」및「해양오염방지기술」
이 착수됨에 따라 연구

기틀이 다져지기 시작하였다. 1991년에 미생물을 전공하는 연

실의 주된 연구기능에 걸 맞는 해양생명공학분야 과제들을 수

구원 3명과해양천연물전공 연구원 2명이 입소하여해양미생

행하게 되었다. 그 후「해양 미생물로부터 면역조절 물질 탐

물연구실과해양천연물연구실의연구능력이배가되었다. 또한

색」
,「해양생물의 보전 및 응용기술 개발 연구」
,「환경친화적

OECD 차관사업으로 NMR, HPLC, GC 등의 분석장비와 혐

유류오염저감을위한상용화기술 개발」
,「미생물을이용한적

기성 배양기, 세포배양시스템이 도입되어 연구장비가 확충되

조제어기술 개발」등을 수행하여 환경생명공학부분에서 유류

었다. 연말에 생물공학연구실과 생물생산연구실이 통합되어

의생물정화관련 국내특허등록6건, 해양미생물유래신산업

해양생물공학연구실로다시확대개편되어총4개의연구실이

소재에관한국내특허등록3건이완료되었다.

해양생물연구부산하에소속되었다.
해양천연물화학연구실에서는 해양생물로부터 신물질 분리
해양생물공학연구실의주요관심연구분야는수산생물의번

및 구조결정과 생리활성물질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해양식물

식및생리조절, 염색체공학, 유전자공학연구로은연어의육

로부터 추출된 천연물에 관한 연구(문헌중심)」
,「한국근해 저

상 사육기법, 전용사료개발, 연어과 양식어류의 배수체, 성전

서 군체동물로부터 신물질 추출연구」
를 시작으로「천연물 연

환, 유전자 분석 등의 생물공학적 기법을 적용한 우량품종 생

구 분석」
를
,「해양생물로부터 신물질 및 유용물질 개발연구」

산함에 목표를 두었다. 관련된 연구사업으로는「육종· 유전에

수행하여 한국 근해, 연해, 남극 등지에서 신규물질 50여종을

의한 넙치의 품종 개량」
,「해상사육용 신품종 송어의 개발」
,

발견하였다.

「어류의 이형 염색분체 분석에 관한 연구」
,「송어· 연어의 이
용성 연구」
,「어류의 저온 순치시 생리변화 및 적응에 관한 연

5.2.2. 2000년대

구」
,「황복 종묘 대량생산및 증양식기술 개발」
,「연안어장 환

2000년에 들어와 늦게나마 해양생명공학분야의 국가주도

경보호를 위한 저오염 연질 배합사료의 개발에 관한 연구」
를

대형 중장기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위한 기획사업이

수행하였다.

수행되었다.「해양생명공학산업 발전전략 기획연구」
,「해양바

해양미생물연구실에서는유용미생물균주의탐색및유전자

이오프론티어사업추진기획연구」
,「Bio-Marine Tech 프로

확보, 신산업용 소재와 신규 생체활성물질 개발, 미생물 기능

그램 기획」
,「해양바이오 기술개발 기획연구」
,「극지 이용 및

을 이용한 해양의자정능력 증진 등이주요연구목표였다.「해

첨단기술 개발 기획사업」
를추
,「극지활용기술개발 기획연구」

양미생물을 이용한 EPA화합물 개발에 관한 연구」
,「생리활성

진함으로써 국내 연근해, 심해, 대양, 극지 등의 해양생물자원

유용미세조류배양시스템

다양한해양미생물

제2부 연구활동

211

을 대상으로 생명공학기술을 접목시켜 생물자원의 확보와 해

다. 유용 바이오폴리머로 국내 연안의 미생물로부터 동물심장

양생물의 생체 및 기능을 이용한 고부가 소재의 개발과 식량,

병 EMCV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 및 면역활성이 있는 바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총체적인 마스

오폴리머, 유화안정능이 기존의 잔탄검이나 겔랑검 보다 우수

터플랜이세워졌다.

한 바이오폴리머 등이 특허 출원되었다. 첨단해양과학기술사

또한 2002년에는 국내외 환경 분석에 따른 본 연구원의 기

업의 하나로 극지연구본부에서 수행중인「남극해 유용생물자

능과 역할에 대한 경영목표를 정립하였고, 연구원의 장기발전

원개발연구」사업과 더불어 남극 세균에서는 저온성 단백질

을 위한 4대 중점 연구사업의 하나로「극한환경 유전자원 및

분해효소가 분리 정제되고 남극 해면에서는 콜레스테롤 축적

바이오 신소재개발」연구를 2003년부터착수하였다. 본 연구

방지물질이 확인되고 남극 어류에서는 결빙방지 단백질의 유

에각본부의해양생명공학관련연구원이모두참여하여극한

전자를추출하려는 연구가진행중이다.

환경미생물유전체분석, 신의약품등의신소재개발, 유용유
전자의관리등고부가가치바이오신소재의산업화를위한연

과학기술부의 국가지정연구실(NRL) 사업의 경우 2002년

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SK 케미칼,

에 종료된「해양생물유래 신규 생리활성물질 및 생물소재 개

한의약연구원등과 MOU를체결하고신소재의신속한산업화

발연구」
를 통해 우리나라와 열대해역에 서식하는 해면과 산호

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생명공학분야의 견인차 역할을

로부터 37종이상의생리활성 신물질을 분리하여구조를 규명

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

하였으며남해안에자생하는해면으로부터혈관신생억제활성

주요연구실적을살펴보면해양수산부의해양신물질사업으

을 나타내는 원도닌이라는 신물질을 발견하여 국제특허를 출

로 2000년에「해양미생물 유래 바이오폴리머의 실용화 연구」

원하였다. 2000년에는남해연구소에서「해양유독식물플랑크

를 필두로 2001년에는「심해생물자원확보 및 이용기술개발」
,

톤의 유전자 자원화기술개발」
을 필두로 미세조류로부터 생산

이개시되었
2003년에는「해양방선균으로부터항암물질개발」

되는 독성물질을 신속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를

발효조를이용한 세포외다당류대량생산

해양미생물다양성연구실국가지정연구실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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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독성물질생합성에관여하는유전자은행을구축함으

환경부G7 사업으로 9년간수행한「환경친화적유류오염저

로써남해연구소에서도해양생명공학분야의연구를수행할수

감을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 2001년 종료되고 벤처회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001년에 시작된「해양미생물

사로 기술이전 및 로열티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

다양성 확보 및 유전자원 이용기술」
에서는 해양생물막을 대상

술이면서도 환경생명공학 시장개척에 크게 기여하는 실적을

으로생태학적연구를통한방오효능평가용표준균주의개발,

올렸다. 차세대 환경 핵심기술 개발사업으로「독성유기화합물

미생물 다양성 조사 및 균주 확보, 유용미생물 발굴에 중점을

오염 퇴적토의 생물정화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해양

두고연구를수행하며적조를살상하는친환경적물질생산미

환경생명공학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생물을개발하였다.

있다.
2003년 현재 위에서 언급한 사업과 함께 기관고유사업으로

2002년에는 프론티어사업인 미생물 유전체 할용기술개발

시작한「극한환경 유전자원 및 바이오 신소재 개발」
을 통하여

사업의 일환으로「해양· 특수환경 미생물 다양성 및 메타게놈

신물질및유전자자원을개발· 확보를위한연구를수행중에

자원 확보 및 탐색」사업이시작되었다. Biotech 2000사업으

있다. 해양생명공학연구는 한국해양연구원의 4대 연구기능의

로 1997년에 시작되어 국책 중점사업으로 2003년에 종결된

하나인 해양자원의 개발· 이용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유용 해양미생물 탐색· 이용기술 개발」연구결과 남극 방선

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용화연구로 국가 연구개발사

균을 이용한 친환경적 생물탈유화제의 개발 및 남극 방선균으

업으로 지속적으로 발굴되어야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연구기

로부터 신규 내냉성 단백질 유전자에 대하여 특허 출원 및 등

반조성을위하여참신한신규연구인력의확충과첨단연구장

록이완료되었다.

비와시설의도입이절실히요구된다.

표 1. 해양생명공학 중점 추진 분야
분 야

주요연구내용
- 해양생물 확보 및 유전자원 수집

해양생물 다양성 확보· 보존기술

- 생물체 분류 및 보존 기술 확보
- 극한환경 해양생태계 구조/기능 해석 및 생물 채집
- 해양생물자원 추출물 제공
- 해양생물 게놈구조 및 기능분석기술 확립

해양생물 유전체 기능분석 및 활용기술

- 해양생물 프로테옴 분자기술 구축 (유용해양생물체 대상)
- 유전정보 네트워크 분석 및 이용방안 확립
- 고부가성 형질전환 수산생물 개발

첨단 양식

- 분자 육종 기술 개발을 통한 신기능성 해양생물 생산
- LMO 안전성 관리 기술 개발
- 해양생물유래 건강/보건용 신규물질 개발

신물질/신소재 개발

- 해양생물유래 신소재 개발: 효소, 색소, 바이오폴리머, 지질, 펩타이드 등
- 분리물질의 생리활성 및 신기능 활용 연구
- 대량생산을 위한 생물공정기술 개발
- 유류오염 생물정화 기술개발

해양환경생물공학

- 생물학적 적조제어기술
- 친환경적 방오효능 물질 개발

제2부 연구활동

213

6

절

해양지질· 지구물리 연구분야

6.1. 1970년대

UNDP자금으로 도입된 Uniboom System, Side Scan
Sonar, Marine Magnetometer 등 지구물리탐사장비와

1970년대 해양학에서의 지질분야 연구에 대해서는 우리나

Phleger Corer, Shipek Grab, Oven 등 해저퇴적물 채취

라 최초의 해양연구소 설립을 위해 1972년 한국과학기술연구

및 기초분석기기 등을 사용하여 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

소(KIST)에 의해 정책연구과제로 수행된『한국해양개발연구

할수있게되었다.

소 설립 및 운영계획에관한 연구』보고서에 중요 부분으로 기
술되어 있다. 국내 최초의 해양지질연구는「해태양식단지의

6.2. 1980년대

흉작원인조사」사업에서 진해만의 해저퇴적물 분포와 점토광
물을분석하고세립질퇴적물의기원을밝히고자한것이다.

1982년부터시작되어 연차적으로계속수행된「한국해역종

1973년 10월에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

합 해양환경도 작성연구」사업과 함께 국방관련「해저음향특

연구소는 1976년 11월 한국선박해양연구소로의 개편을 거쳐

성 및 지자기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동안의 근해 천

1978년 4월 선박부문과 분리되어 다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해부조사 중심에서 한국 대륙붕 지역으로까지 연구해역과 연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재발족되었다. 이 기간은 해양지질분

구능력의 확장이이루어져종합적인해양지질연구가가능하게

야 연구진이 해양과학실(해양지질부문)과 해양공학실(지구물

되었다. 특히 1983년에 수행된「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연구」

리부문)에 분산되어「원자력발전소 건설지점 해양조사(한국전

사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와이 동남방 1,300km 지

력)」
,「국방관련 해양특성조사(N-사업)」및「조력발전 부존자

점의태평양공해상클라리온-클리퍼튼해역에서심해저망간

원 기초조사」등의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인력 양성, 장

단괴및퇴적물, 해저지층탐사를실시함으로써태평양심해저

비, 실험시설확보를위한노력을기울이던시기로, 이때가해

탐사의 새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의 본격적인

양지질학 연구의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태동기라 할 수 있다.

심해저 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 정책수립의 기틀이 되었다. 또

이 시기에 수행된 주요 연구사업으로는「조력발전 기초조사연

한 이 연구사업은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대형 전용 해양조사선

구」
「천수만
조력발전 기초예비 타당성조사」
,
,「Landsat 영상

보유가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일본

자료에 의한 아산만 일대의 조석현상에 따른 해안지형에 관한

OECF차관으로 온누리호의 건조를 추진하게 되어 본격적인

연구」
,「 ’74~75년도의 진해만의 해양학적 연구」
,「월성 원자

해양연구의 국제화시대를 여는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1985∼

력발전소 3호기 건설지점 연안해역의 해양조사」
,「국방연구

와
1986년에는「육지-제주간 해저 광통신망 건설 해양조사」

N-사업」등이있다.

「한국-일본-홍콩간해저광케이블건설해양조사」사업을수
행하면서 해양의 이용과 개발을 위한 지질조사 능력을 국제적

해양지질분야의 독립적인 연구체제는 1978년 4월 1일
KIST부설 해양개발연구소의 재발족과 함께 해양지질연구실

으로 인정받아 일본 및 미국 등으로부터 연구사업을 수주하기
에이르렀다.

이 개설되면서 다져졌다. 이때부터는 단독으로 연구사업 수행
이 가능해져「한· 일 해저 통신망 건설을 위한 해양조사」
,「주

이후 1986년 4월연구소가 현재의안산 캠퍼스로이전한이

요항만 해저음향특성 조사」
,「원자력 건설지점 주변 해양조

후 실내 실험실의 확충으로 연구능력이 배가되면서 각종 연구

사」
,「가로림만 조력발전 지점 조사」등 해양지질분야의 연구

사업의증가와함께연구인력이대폭보강되어더한층발전을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가하게되었다. 특히기존의 OECF차관외에특별외화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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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등으로많은대형의최신현장탐사장비와실내분석장비가

국방관련 연구사업도 이 시기 동안 해양지질부문의 주요사

도입되었고, 젊은신진박사들이대거참여함으로써해양지질

업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본 연구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

연구의비약적인발전이이루어지게 되었다. 1989년에는 연구

구비 지원으로 여수, 부산, 포항 주변해역에 대한 지질음향 특

소의내부조직개편에따라지질부문은해양지질연구부로승격

성및지구자기장조사연구를연차적으로실시하였으며, 이연

확대되었으며 해양지구물리연구실이 신설되어 전문적인 해양

구를 통하여 지질음향학과 지구자기학 부문의 연구능력을 축

지구물리연구가수행되었다. 이와함께그동안선진외국의 전

적함으로써 국방해양학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전문연구기관으

문업체에 의존하던 대륙붕 석유탐사를 위한「탄성파 탐사자료

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흥-제주간 해저 광통신케이블 건

전산처리사업」
과「시추지점지형조사및 Positioning사업」분

설을 위한 해양조사」
는 해저에 통신 케이블을 설치하기위한

야까지도자체적으로수행이가능하게되었다.

해저조사로 자체 연구기술로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하였다. 이
사업의수행은 1990년4월 21일과학의날에대통령이참석한

이 시기에 해양지질연구부는「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연구」
,
「한국해역 종합해양 자원도 연구」
,「해양특성 조사 연구 (N)」
,

국내 최초의 해저 광통신망 개통식에서 우리연구소가 기관표
창으로국무총리상을수상하는영광을안겨주었다.

「전국 6대 주요항만 및 해역 저질음향 특성조사」
,「이충무공
해전유물발굴조사」
,「영광 및울진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이 시기의 또 다른 연구활동 성과로는「Landsat 위성자료

해양조사」
,「Landsat 위성자료에 의한 조간대 지형 및 해수

에 의한 조간대 지형 및 해수탁도 조사연구」
이다. 이 연구는

탁도조사연구」
,「고흥-제주간해저광케이블건설을 위한해

다중영상처리시스템 기법개발을통하여여러장의 MSS영상

양조사」등 20여개의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최초로 적

을 중첩시켜 정밀한 조간대 지형도를 작성하고 입체적인 변화

도 태평양 Clarion-Clipperton 균열대 해역의 망간단괴 개

상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저질음향특성과 지구자기장

발을 위한「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연구」
의 착수와 함께 해양지

조사연구」
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

질연구의 국제화시대를 열었으며, 심해저 관련 국가적 대형사

여수, 부산, 포항, 울산 근해에 이어 인천 부근의 넓은 해역에

업 추진의 시발점이 되었음은 물론 OECF 차관 도입에 의한

대해 해저퇴적물층 및 경계면에서의 물리학적, 음향학적 특성

종합대형조사선온누리호의건조계기를마련하였다.

과 지구자기장 분포를 밝혔다.「한국-일본-홍콩간 해저 케이

당시 태평양 심해저탐사의 조사선으로는 하와이 대학교의

블 건설을 위한 해양조사 및 매설조사」사업에서는 태평양 횡

낡은 연구선‘ Kana Keoki호(350톤급)’를 임차하여 사용하

단 해저 광케이블(TPC-3)과 연결시키기 위한 한국-일본-홍

고였다. 태평양 심해저 탐사의 성공적 수행 결과는 국내 각종

콩 간 해저 케이블 건설을 위한 해양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언론매체를통해소개되었으며해양학과해양자원의 중요성을

매설조사와 함께 최적루트 선정까지 전체 해양조사를 실시하

홍보하는부수적효과도얻을수있었다.

였고동시에일본측관할구역까지우리연구진이조사에참여

Free Fall Grab(자유낙하식시료채취기) 부착카메라로
촬영한심해저망간단괴모습

심해저탐사시Free Fall Grab(자유낙하식시료채취기)의회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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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우리의 우수한 해양지질조사기술을 입증한 바 있다.

으며, 해양지질연구실 단독으로 3년 기간의 특정 연구과제인

한편 연구소 자체연구사업으로 미국 Georgia대학 교수 J.

「한국 서· 남해안 조간대의 종합 조사연구」
와「한반도 주변해

Howard와함께인천조간대에대해공동연구를시작하였는데

역 해저퇴적물의 음향학적 특성연구」
가 새로이 착수되었다.

이를 계기로 조간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처음으로 시작되

「한국 서· 남해안 조간대의 종합 조사연구」
에서는 간만의 차

었으며 6m 길이의 알루미늄 관을 이용한 Vibra Core기법이

가 크고 해안선이 복잡하면서 Barrier Island 발달 없이 넓은

확립되었다.

조간대가 발달된 서해연안지역에 대하여 생물학적, 화학적 연
구를 포함한 학제적인 종합연구가 수행되었다.「한반도 주변

1987년에는「한국대륙붕 제 6-1광구 시추 해저지형조사 및

해역 해저퇴적물의 음향학적 특성연구」
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추선 Positioning」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

Decca Trisponder System에 의한 위치자료를 PC로 제어

사업은 정확한 석유시추 지점을 찾고 안전하게 시추시설을 설

하여 조사선의 항로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Side

치할 수 있도록 해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서

Scan Sonar 조사자료로부터 Sand Wave Ridge의 형태와

는 해양지구물리 및 지질조사를 통하여 해저지형, 지질공학적

이동특성을 밝혀내었으며, 해저면 영상자료를 전산처리한 후

특성을 밝혔고, 정확한 위치측정을 위하여 처음으로 GPS를

퇴적물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색상의 영상도면으로 나타냄으

이용, 항해함으로써 외양에서의 항해 오차를 수 m 이내로 줄

로서해저면상태를분류하는기법을국내최초로개발하였다.

일 수 있었다. 당시에는 국내에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장비를

산업계의 요구에 의해「육지-울릉도간 해저 광통신망 건설

갖춘 지구물리 탐사선이 없어 위탁처가 제공한 싱가폴 선적의

을 위한 해양조사」
도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주변에서 가장 깊

‘ Sea Surveyor호’를 이용하였는데, 배가 일본에서 폐선된

은 심해(2,500m 이상)인 조사지역은 대륙붕, 대륙사면, 해양

30년 이상 된 낡은 배를 개조한 것이어서 통신시설도 형편없

저분지와 화산섬등 다양한 지질환경을 갖는데다가 수심이 깊

는데다가 선원은 모두 인도네시아인과 필리핀인이었다. 조사

어 그때까지 심해 조사경험이 전무했던 연구팀으로서는 조사

기간 중A급 태풍 셀마를 만나 큰위험을겪기도했던이 사업

선과필요장비확보에많은애로를겪었지만이조사사업을성

은 그 동안 외국전문회사에 용역을 주던 것을 우리 손으로 해

공적으로수행함으로써심해환경에서의지질조사능력과심해

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다중채널 탄성파탐사 및 GPS 정밀 항

에서의 해류계의장기계류관측을하는소중한경험을얻을수

해기법을처음으로적용했다는중요한성과를얻었다.

있었다.

1988년에는 특정 연구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 남해 해역에

에서는 태평양 마
1989년「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전략연구」

대한「한국해역 종합 해양자원도 작성연구」
가 계속 수행되었

샬군도 부근해역의 망간각과 하와이 남방 클라리온-클리퍼

황해 조간대에서실시한 바이브라코아주상퇴적물채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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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호에 장착된Piston Corer를사용한해저주상퇴적물의 채취

톤 해역에서 망간단괴에 대한 현장 탐사가 2차례, 60일간에

다. 1990년 4월 21일 제 22회 과학의 날에는해저 광통신망건

걸쳐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많은 양의 양질의 시료를 확보하

설유공으로우리연구소가국무총리상을수상하였다.

였다.

1991년에는 전년도에 이어 더 많은 대형 연구사업들이 수

이 시기의 학술활동으로 국제전문학술지의 20여 편을 비롯

행되었으며, 많은 연구장비가 도입되었다. 특정과제로서는

하여, 70편의 논문이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연구 장비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연구」
의 2단계 연구로서 태평양 공해

로는최신형Magnetometer, Graphic Workstation, Rock

상의 심해저 및 도서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 부

Sample Velocitymeter, Piston Corer 등15종의장비가특

존되어 있는 망간단괴와 망간각에 대하여 90일간에 걸친 탐

별외화대출자금및연구사업비로구입되었다.

사를 미국 지질조사소(USGS)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장비면에서도 ADB차관 자금과 연구사업 자금으로 많은 보

「한국 서· 남해안조간대의종합조사연구」
,「제4기 해수면 변

완이있었다. 이때정밀음향측심기, Penetrometer, 3.5KHz

화의 모델개발 및 퇴적변화에 대한 종합연구」
,「정량화된 위

고해상 천부지층탐사장비(ORE)와 중천해용 지층탐사장비인

성자료를 이용한 해수수질연구」
,「중앙 대서양 및 남지나해

Sparker System(EG&G), 신형 해저면 탐사장비인 Sea-

종합해양 특성연구」
,「다중채널 해양 반사자료의 처리기술개

floor Mapping System(EG&G), GPS 등이 갖춰졌으며,

발」
과「한국해역 종합해양자원 해양특성조사」
,「부산인공섬

Graphic Recorder(EPC), Hydrophone(Benthos), 정밀음

및 해상신도시 기본설계를 위한 종합조사」등의 사업이 수행

향측심기(Senbondenki), 세립질퇴적물의정밀입도분석기인

되었으며 기본 연구과제로서「MASSCOMP 시스템을 이용

Sedigraph, 6m 길이 Piston Corer, 편광 Microscope(Leitz),

한해저면자료처리연구」등 5개 과제가수행되었다. 그중특

Zoom Stereo Microscope, Soft X-선 촬영기, Magnetic

기할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련과학원 산하해양지질지

Separator 및Muffle furnace 등이도입되었다.

구물리연구소(IMGG)와 대용량 탄성파탐사 및 해저지진계
(OBS)를 이용한 동해지각에 관한 한 · 소 국제공동 연구가

6.3. 1990년대

시작되었다는점이다.

1990년은 우리 연구소가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해로 해양지

1992년은 한국의 해양학, 특히 해양지질학분야에 있어서

질연구부가 부내에 해양지질연구실, 해양지구물리연구실, 해

큰 폭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중요한 해이다. 최초의 종합해

양광물자원연구실, 해저구조연구실을 두는 확대 개편이 있었

양조사선인 1,442톤급의 온누리호와 350톤급의 잠수정 모선

다. 1990년 6월 1일 독립개편 당시의 해양지질연구부 인력은

이어도호가 취항하여 본격적인 해양조사가 이루어진 해이기

상근위촉직원 16명을 포함하여 34명이었으며, 박사학위 소지

때문이다.

자가 9명이었다. 이 해에도 전년도에 이어 해양지질부문에서

우선 온누리호에 탑재된 96채널 탄성파 탐사장비를 이용하

는 특정과제로「한국 서· 남해안 조간대의 종합조사연구」
,

여 한국 대륙붕에서 시험 탄성파 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

「한국해역 종합 해양자원도 작성연구」
,「심해저 광물자원 개

로써자료획득에서부터처리, 해석까지전과정기술을확보하

발연구」
,「한반도주변해역 해저퇴적물의 음향학적특성연구」

고 지금까지 외국 전문회사에 의뢰해온 선진기술을 완전 국산

를 수행하였고,「 ’90 해양특성」등 3건의 수탁사업을 수행하

화 시켰다. 그리고 과학기술처의 특정과제로부터 동력자원부

였다. 기본 연구과제로는「한국서해안 퇴적물의 퇴적율에 관

용역사업으로확대개선된「심해저광물자원 탐사용역」
에서는

한 연구」등 6건의 연구과제가 수행되었다. 해양지구물리 부

온누리호의 각종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한국자원연구소와 공

문에서는 특정과제로 신규사업인「해양지구물리 탐사기술개

동으로 120일간에걸쳐서태평양망간단괴자원탐사를성공적

발」
을 수행하여 신규종합 연구선인 온누리호와 이어도호의

으로수행함으로써대양연구의새로운장을열었다. 또한이어

조사운영에 대비하였으며 전년도에 이어「한반도 주변해역

도호를 이용하여 국내최초의 국외 진출 해양기술 용역사업인

해저퇴적물의 음향학적특성연구」
를 수행 완료하였다.

「필리핀 Cebu-Negros 도서간 해저전력케이블 건설을 위한
해양조사」
를 비롯하여「울릉도 신축보강조사」
,「’92-해양특

지구물리연구사업으로는그동안국내기술이부족하여외국

성조사」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국제협력사업으로 전년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오던 석유탐사 필수요소 기술인 탄성

이어 동해 울릉분지의 지각연구가 한· 러시아 공동사업으로

파 탐사자료 전산처리기술을 완전 자립화하여「국내 대륙붕

실시되었고, 일본 동경대학교 해양연구소(ORI) 및 일본 치바

탄성파 탐사자료 전산처리」사업을 국내최초로 성공적으로 수

대학교와공동으로대한해협부근해역에대한지구물리연구가

행하는 개가를 올렸다. 기본 연구과제로는「동해 울릉분지 지

수행되었다.

질구조에 관한 지구물리학적 연구」등 4편의 과제가 수행되었

1993년은 이때까지 확보된 최신분석기기와 신예 종합 해양
제2부 연구활동

217

연구선의 활용기반이 닦여진 가운데 비교적 안정된 연구사업

기도하였다.

수행을 기약하게 된 해이다. 그리고 1993년 7월 연구실의 명

1994년은「한국대수심 해역의 지구적 해저환경 연구」사업

칭을 그룹으로 개칭하면서 해양지질연구부는 두개의 그룹인

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동해연구를 착수한 한해라고 볼 수 있

해양지질연구그룹과 해양지구물리그룹을 포함하고 해양광물

다. 온누리호를 이용하여 다중빔 음향측심, 고해상천부지층탐

자원연구실을하나의연구부조직인심해저사업단으로분리하

사, 다중채널탄성파탐사와 중자력탐사 등 지구물리학적인 탐

는확대개편이이루어졌다.

사방법이 모두 동원된 연구사업이었으며 시추퇴적물도 약

주요 연구사업의 하나로 수행된「해양지구물리탐사 기술개

15m 정도까지 채취· 분석되었다. 이 연구사업은 1996년까지

발연구」
는 신예 연구선인 이어도호와 온누리호에 장착된 탐사

3년차에 걸쳐 1단계가 종료된 후 1997년부터 2단계 사업인

장비의실용화에역점을두어수행되었다. 특히이연구사업의

「동해분지의해양환경변화와 지구조진화 연구」사업의 모태가

최종결과 중 온누리호에 장착된 Sea Beam 2000 Multi-

되었다. 특히 이 연구사업을 통하여 베일에 가려져 있는 동해

Narrow Beam 음향측심기의 실용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의 지질구조와 고해양환경의 실체가 점차적으로 밝혀지게 됨

이용한 조사에서 발견된 동해안과 울릉도 사이의 해저 화산은

에 따라 동해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해산이었으며 이로 인해

연구결과를 이용한 발표논문이 현재까지 25편이 출간되는 큰

동해의 심해저지형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향후 Sea Beam

성과를거두었다.

2000의 활용성을 크게 부각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소 전

특히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 지구환경 및 오염에 대한 범

체 연구원이 참여하여 수행해 오던「한국해역 자원도 작성연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질연구 분야에서도 연안

구」
의 후속 연구사업인「한국해역 종합해양환경도 작성연구」

역관리에 관련된「해양오염 확산범위 관측기술 연구」등 많은

가 새롭게 시작되어 1997년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해양지질분

연구사업이 수행되었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근· 원거

야에서도한반도주변해역의종합적인해양자료집발간사업에

리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육상은 물론 해양에까지 통신케이블

일익을담당할수 있는계기가되었던해였다.

의 매설계획에 부응하여「국제해저통신케이블 FLAG 건설을

수탁사업으로는「대륙붕제5광구시추지점주변의해저지형

위한 문헌조사」
,「FLAG 케이블건설 해양조사」
,「한· 중 해저

및지질조사」
를비롯한 8개의연구사업이수행되었다. 또한국

광케이블해양조사」
,「제2 제주-육지해저광케이블설계용역」

방과학연구소의 장기기초연구사업에도 참여하여 1993년부터

등 해저통신케이블 건설과 관련된 연구사업도 여러 건이 수행

를 수행하
1995년까지「3차원 해저수치지형모델에 관한 연구」

되었다.

였으며 군사작전과 해저지형이라는 양면적 적용기술 향상을
위한 음향학적 탐사기법이 심도있게 연구되기 시작한 한해이

Chirp 지층탐사기를 사용한천부해저지층구조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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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은 우리 해양지질 연구분야가 세계적으로 위상을 드

심해용DTSS(Deep-tow Side Scan Sonar) 장비시험

높일 수 있었던 한해로서 4년마다 열리는 제3차 아시아 해양

특히 해양지구물리분야에서 199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

지질국제학술대회(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ia

로 추진된 해저면탐사(Side Scan Sonar) 자료처리기법이

Marine Geology)를 1995년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

완성단계에 이르렀던 시점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서귀포호텔에서 한국해양연구소 주관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아직 탐사자료의 모자이크 처리기술이 불모지이었으나 후방

이학술대회에서 68편의구두논문과 29편의포스터논문이발

산란 음향반사파자료의 획득부터 처리, 해석기술까지 선진국

표되었으며 약 300여명의 국내· 외 관련학자들이 참석한 가

수준의 기술이 확보되었다. 본 개발은 주로「원격탐사기법을

운데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수행

이용한 해저면 영상 처리시스템 개발」등 기본연구과제로 추

하고있는해양지질연구분야의활동상황과종합해양연구선온

진되었다.

누리호의 규모를 세계 각국에 좀더 심도있게 알릴 수 있는 기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1997년에는 심해 5,000m 정도에서

회가되었으며, 우리연구원들역시세계적수준의연구성과를

도 해저면탐사가 가능한 Deep-tow 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을

접할수있는좋은계기가되었다.

위한계획이추진되기시작하였다.

1996년은 연구방향이 크게 두개의 줄기로 분류된다. 1995

1997년은 해양지질연구부의 내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다.

년부터연차적으로지속되는대형연구과제의수행과황해역의

해양지질연구그룹은 해저환경연구실과 퇴적역학연구실로, 해

연안역개발과 오염에 관련된 새로운 장기 연구과제의 도출이

양지구물리연구그룹은해저음향연구실과 해저지구조연구실로

었다. 심해저, 남극, 해양특성 및 한국대수심 연구사업이 계속

각각 네 개의 전문분야로 세분되었으며 명칭도 연구그룹에서

과제로추진되고있었으며주로건설교통부와국립환경연구원

연구실로 개칭되었다. 자체연구사업인「동해분지의 해양환경

에 관련된「연안역 통합관리 체제구축을 위한 원격탐사기술

변화와 지구조 진화연구」
, 정부과제인「배타적 경제수역 해저

활용방안」
,「시화호의환경변화조사및보전대책 수립에 관한

광물자원조사 사업」
의 제1차년도가 수행되었으며 이 과제들

연구」
,「영광원전 제4호기 온배수영향 실측조사」
,「해저층 퇴

중「배타적 경제수역 해저광물자원조사 사업」
은 현재까지 계

적물 이동관측 및 예측기술」
,「해양투기장 해역의 환경모니터

속 수행되고 있다. 2년여에 걸쳐 추진해 오던 Deep-Tow 시

링 기술개발」
,「퇴적물 이동 및 분포 종합해양관측」등의 G-7

스템을 IBRD 차관자금으로 1997년 3월 확보하게 되었는데,

연구사업과연안역개발에따른오염확산문제, 그리고천해역

인수시험항해를 위해 연구선에 탑재된 날짜가 장목분소 개소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오염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민간의

기념일(3월 28일)이어서 기념식에참여한많은내외방문객들

피해규모가 서로 상충되는 사안의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가 수

의 흥미를 끌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산업계의 요구에 의해

행되었다.

온누리호에서96ch 다중채널반사파탐사를 위한
스트리머 케이블 작업광경

「울산 신항만건설 수심측량 및 지층탐사」
,「이어도(파랑도) 종

해양지질연구부 신년MT 기념(1998)

제2부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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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해양관측기지 구축」
,「마산만 해저터널 세부설계를 위한 해

연구장비면을 보면 특별외화 대출자금으로 Seafloor

양물리탐사」
,「SEA-ME-WE 케이블 거제도 해양조사」등의

Mapping & Satellite Image Processing System, Multi-

수탁사업도수행되었다.

element Streamer Hydrophone Array System,

1998년도에 해양지질연구부는 연구소의 조직개편에 따라

Sparker Seismic System, Marine Sediment Acoustic

해양환경기후연구본부의 하부조직인 해양지질연구단으로 변

Signal Analysis System, Acoustic Survey Recording

경되었으며 세부조직인 전문분야연구실은 통폐합되어 연구사

System, X-Ray Diffractometer, XRF, 전자현미경(SEM)

업 중심조직으로 운영되었다. 1998년, 1999년에는 수행되고

등 대형 신형장비가 대폭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랜, SUN

있는연구사업의연장선상에서동해분지, 배타적경제수역, 해

Workstation, Convex 및 Masscomp 등의 Mini-Super급

양특성조사, 남극탄성파자료처리등이연속사업으로추진되었

전산기종들이 도입되어 설치, 가동되었으며‘ Automatic

다. 특히 1998년도의동해분지연구사업은러시아지질· 지구

Particle Analyzer’,‘ Laser Plotter System(Versatec)’,

물리연구소의 탐사선‘ R/V Professor Gagarinsky호’를 이

‘ Image Analysis System’,‘ Micromax’ 등이 도입되었다.

용하여 OBS 탐사법에 의한 동해심부지각구조를 집중적으로

지구물리분야에서는현장에서획득된대부분의탐사결과를기

조사하였다. 그리고 해양지질 환경보존과 변화에 관련된 연구

록지에만의존하던체계에서어느정도계수화(digitalized)된

사업인 시화호 갯벌, 해저층 퇴적물이동 예측기술, 진해 마산

체계로방향전환을이룬상태라고볼수있다.

만 수질환경, 황해오염감시 등도 계속 수행 중에 있었다. 신규
로「황해퇴적물 이동연구」
가 중국 측과 공동 수행되는 국제프

6.4. 2000년대

로그램으로개발되어현재까지수행되고있다.
수탁연구사업으로서는연안항만· 공학연구센터에서 주관하

2000년대에 들어와서 1998년까지 4개의 연구실조직으로

고 연구소 전 분야가 참여하는 KEDO 사업에 관련된「대외원

운영되어오다 그 이후 축소 운영되던 해양지질 지구물리관련

전 1,2호기 해양조사용역」
에서 해저지형과 지층구조 탐사, 해

의 학제적 중심의 연구조직인 해양지질단은 완전히 해체되어

저퇴적물 채취와 분석 등의 분야에 참여하였으며, 석유개발공

해양환경· 기후연구본부의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질, 해

사 발주사업인「국내대륙붕 제6-1광구 해저지형조사」용역사

양생물분야 중의 하나로 흡수되었다. 그 후 2002년도에는 해

업이 수행 완료되었다. 그리고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해양2000

양환경· 기후연구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양물리분야와

호를 이용하여 1996년과 1997년에 동해에서 조사된 다중빔

해양지질분야를 합친 해양지구환경연구본부로 조직개편 되었

음향측심자료와 지층탐사자료 및 중자력 탐사자료의 처리를

으며, 2003년 9월에는 해저환경· 자원연구본부로 재개편 현

위한「국가기본해양도작성 자료처리용역」사업을 성공적으로

재에 이르고 있다. 모든 연구사업은 PBS 체제하의 연구책임

수행하고기술이전을실시하였다.

자중심사업으로운영되고있다.

시화호공룡알 화석발견 공동기자회견

220 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

황해퇴적물 이동현상 및퇴적환경연구한· 중공동 해양지질탐사(2000. 6. 23~7. 10)

이는 1990년대말까지는학제적이고 탐사와 조사가주된연

「시화호 농지조성부지 방수제 축조공사를 위한 매장문화재 지

구방향이었으나, 2000년대는 정부시책과 사회적인 관심분야

표조사」
,「천연기념물 및 유적보전과 개발방안」
,「공룡알 화석

가주로생태환경과오염, 기후변화, 그리고인간의삶의질향

지개발타당성조사」
,「시화지구1단계확장단지개발사업구역

상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맞추어 연구사업도 그 성격이 점차적

문화재지표조사」등을들수있다.

으로 변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구원 내부의 연구
방향 역시 연구대상이 내용중심에서 해역중심으로 변화하게

1999년 이후부터는 해군이 발주하는 해양특성사업은 지질

된다. 이러한 연구 분위기는 해양지질 연구분야에 상당히 큰

분야연구의방향과성격이다소변하는시기이다. 이전까지는

비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수행되고 있는 연구사업

해역작전에필요한저질음향해양환경특성변화와지구자기장

의성격에서잘나타나고있다.

분포양상이 주된 조사항목이었으나, 현재는 동해연안에 대한
작전환경자료의 하나인 해저면 음향영상도 제작과 한반도 주

해양지질 분야의 학제적인 연구는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

변해역에 대한 지자기분포 도면제작이 주된 연구항목으로 자

지만그규모는축소되어서, 동해, 남해및서해등해역중심의

리 잡고 있다. 향후 이러한 조사 자료들은 지리정보체계에 기

대형연구사업(기본사업)의 한 분야로 참여하고 있다.「동해의

초를 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전자정보전에 대비하는 작

기후변동예측과 진화연구」
,「황해연안역의 해양환경복원을 위

전자료로활용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한 연구: 인공갯벌」
,「연안역에서의 육지와 해양 상호작용 연
구」
,「남해동부연안역의영양물질 유입과 생물생산력개발환

2000년대 초반, 산업계와 연구계에 크게 기여한 수탁사업

경조성기반 기술」등이 지질분야에서 참여하고 있는 대형사업

으로서는「울산항 정박지 해저장애물 조사 및 실시 설계」
,「제

이다. 기타 학제적인 연구사업으로는「동해의 후기 플라이스

주도 서측 해양지질탐사」
,「동중국해 ASIAEX 해양환경 연

토세 이후지구기후 변화연구」
,「한반도주변해역 퇴적물시료

구」
,「군산 부근해역 해저면 이상물체 정밀위치 확인」
,「해저

의 도서체계구축 및 지화학적 특성연구」
,「한국대륙붕의 진화

배관지역(ROUTE 변경구간) 지형지질 조사」
,「KSR-III 비행

와지각변형」
,「한국남동대륙주변부의진화와지각변형」등의

시험기체 인양을 위한 사전탐사」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

사업이수행되고있다.

사업의 대부분은 해저면 음향영상 탐사분야를 응용하는 연구

해양환경의 변화와 보전대책에 관련된 연구사업으로는「훼

사업이다. 최근까지 신장비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는 Side

손된 해안생태계 복원 기술」
,「남해 어패류 우량화를 위한 생

Scan Sonar 장비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전히 정밀조사에

태환경 기반연구」
,「우리나라사구 실태파악과보전, 관리방안

서는 우리 해양연구원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이유

에 대한 연구」
,「갯벌생태계 조사 및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 연

는이분야에대한꾸준한자체개발과축적된탐사기술력에기

구」
,「황해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 연구」
,「관측탑을 이

인하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용한황해대기연구」
,「새만금해양환경보전을위한조사연구」
등의 대형사업에서 한 분야의 참여로 또는 주관으로 연구사업

해양지질 지구물리장비와 관련하여 2000년에는 우선적으

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의 구축

로 전 세계적으로 중요현안이 되었던 Y2K 문제해결을 위해

과 관련하여 해양지질분야에서는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하는

다량 보유하고 있던 지구물리관측장비(특히, Seabeam

「위성에의한연안공간자원정보수치화기법연구」
와「해양분

2000, Gradiometer, Sidescan sonar, multi-channel

야위성활용연구」
를수행하고있다.

seismic system, Deeptow 등)의 대대적인 S/W upgrade
를성공적으로완료하였다. 또한각종 장비는연구사업책임자

2000년대에 들어와 해양지질분야의 특기할만한 연구사업

중심의사업수행경향에따라많은첨단기능성이있는 지질지

중의 하나는 시화호 방조제 완성 이후 이 일대에서 공룡알 화

구물리 장비들이 도입되어 향후 사업수행에 큰 역할을 담당하

석지를발견하게된사건이다. 이를계기로화석지의개발방안

리라본다. 특히다중빔음향탐사기의경우수심권역별의장비

에 대한 논의와 시화호 주변지역에 대한 지질학적 재평가, 그

가 확보되었으며 첨단 ROV가 도입되어 지금까지의 간접적인

리고 자연문화재 보호에 관련된 제반 연구사업들이 파생되고

탐사에서직접적인해저면의변화를확인할수는있는계기가

있다. 관련사업으로는「시화호공룡알화석지지표 발굴조사」
,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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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절

심해저자원개발 연구분야

7.1. 개요

행기간(80년대후반~90년대초반)을‘ 개발기반구축기’, 태평
양 클라리온-클리퍼튼 해역 내 15만 ㎢의 할당광구를 유엔으

세계 7번째로 심해저 광구를 태평양 C-C해역에 확보한

로부터 인증 받고, 선행투자가지위를 획득한 기간(90년대 중

(1994년) 이후 본격적인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을 목표로 1997

반)을‘ 전환기’로구분하였으며, 할당광구확보이후, 단독개발

년에 설립된 심해저자원연구센터는 망간단괴, 망간각, 해저열

광구 7.5만 ㎢ 선정 기간(90년대후반~현재)을‘ 도약기’로 구

수광상등심해저에부존하는광물자원에대한조사및탐사활

분하였다.

동을 통하여 자원의 성인· 분포· 평가· 기술개발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수행하고있다. 한국해양연구원 30년 역사 속에서

7.2. 태동기 (1980년대 초)

심해저 연구는 그 동안 이룩한 사업성과 및 규모 확대에 의해
`1990년 해양광물자원연구실, `1992년 심해저 탐사사업단,

초기단계의 심해저자원개발분야는 우리나라 해양개발분야

`1997년 심해저자원연구센터 등으로 개편되는 동안 기존의 탐

에서 전문연구인력이 전무한 분야였다. 당시 해양연구원의

사중심체제에서 채광, 제련 등 실용기술분야를 총괄하는 현재

연구사업은 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기초조사에 집중되

의실질적추진조직으로성장하였다.

어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 심해저자원개발연구는 유엔 심해저
제도, 국제동향분석, 우리나라의 참여방안 연구, 심해저 자원

1991년 경제장관회의에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의 추진

개발 정책 등 유엔해양법 협약 체제 하에서 심해저자원개발

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의결한 후 본격적 사업추진을 시작한 이

에 참여하기 위한 타당성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래 약 10여년 간 심해저 자원연구는 대내적으로 전량 수입에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의 심해저제도

의존하는 광물자원의 공급원 확보를 위한 국가 핵심추진 연구

중 쟁점사항이었던 선행투자가보호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되

분야로 발전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는 차세대 해저자원개발

면서 우리나라에도 심해저개발의 참여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을 선도하는 중심체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특히 심해저

과학기술처로 하여금 심해저 자원개발 연구사업을 추진하도

광물자원 조사 및 탐사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

록 하는 정부의 조치가 취하여졌다. 이러한 일련의 국내· 외

술이 선진국과 비교우위경쟁력을 갖는 국제적 수준에 진입하

해양, 자원, 정책, 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전문가의 판단과 정

는계기가되었으며, 세계속에한국해양연구원의위상을각인

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의 추진동기가 마

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 동안 각고의 노력에 의해

련되었다.

태평양 공해상에 망간단괴 개발을 위한 독점적 개발광구를 확
보한심해저자원개발사업은명실공히 21세기심해저광업시대

최초의 해양과학기술적 탐사는 1983년 11월 하와이대학의

의 개막과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주요 해양개발 정책으로

조사선(R/V Kana Keoki)을 임차하여 수행하였으며, 이는

추진되고있다.

아시아에서 일본, 인도, 중국에 이어 네번째로 심해저자원개
발탐사를 수행한 것이었다. 국내 초유의 심해저 자원조사 결

심해저 자원연구분야의 발전과정은 관점에 따라 여러 단계

과는 조사지역의 자원잠재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뿐만이 아니

로구분할수있으나편의상4단계로나누었다. 심해저광물자

라 조사선 및 장비 등 모든 조건이 주어진다면 국내 과학기술

원개발의 정책적인 측면의 연구수행기간(80년대 초반)을‘ 태

능력으로 심해저 자원탐사를수행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동기’, 국제해양법 발효시기를 중심으로 한 기초적인 사업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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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개발기반 구축기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

1990년대 초는 우리나라의 심해저자원개발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시기였다. 국제동향 변화에 따라 심해저자원개발의 장
기적인 국가정책사업으로의 추진 필요성에 의거하여 정부는

1983년 이후 심해저 탐사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우리나

1991년 8월에 제 11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심해저 광물자원 개

라의 심해저개발 참여방안연구 및 심해저개발 전문연구팀을

발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함과 동시에 심해저 사업주체를 과학

구성하는 등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노력은 계속되었다. 유엔은

기술처에서 동력자원부로 이관함으로 심해저자원개발은 새로

해양법협약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심해저 자원개발에 실제적

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추진근거에 의거

투자와 탐사실적을 보유한 국가에게 부여하는 선행투자가 자

1992년 3월 20일에 건조된 종합해양연구선(R/V Onnuri,

격취득시간을 해양법협약 발효시점까지 연장하도록 결정하였

1400톤급)이 심해저자원개발사업에 투입되어 독자적인 탐사

다. 이에 따라해양연구소는 1988년과학기술처특정연구과제

를 수행함으로써 본격적인 심해저 자원개발시대를 여는 계기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전략연구」
를 통해 심해저광물의자원적

가 되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에 발효될 것이라

특성, 심해저개발에 대한 해양법 및 경제성 분석, 유망광구 자

는 외무부의 통보에 의해 온누리호와 5,500톤급 러시아 조사

료분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심해저자원개발 참여

선 Yuzhmorgeologiya를 이용하여 유망광구지역에 대한 집

전략을수립하였다. 1989년 12월‘ 21세기를 향한 심해저 광업

중적인탐사를수행하였다. 국내적으로는 1993년 12월경제장

의 현황과 전망’, 1990년 11월‘ 21세기를 향한 해양정책 워크

관회의에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를 안건 제

숍’을 통해 우리나라의 심해저개발 국가 추진정책과 국제협력

292호로 의결함으로써 1994년까지 유엔에 선행투자가 등록

방안을마련하였다.

과 동시에 할당광구 15만 ㎢를 확보하고 실용기술개발을 추진
하는국가정책이결정되었다.

또한, 과학기술처 특정연구사업「태평양 심해저광물자원 개
발연구(1989~1991)」
를통해한국해양연구소와미국국립지질

7.4. 전환기 (1990년대 중반)

조사소(USGS)가 공동으로 마샬제도, 마이크로네시아제도 및
팔라우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의 해저산을 대상으로 기초

1991~1993년까지 국내외적으로 숨가쁘게 진행되어온 심해

탐사를수행함으로써남서태평양광물자원개발의추진기반을

저자원연구분야에 있어서 1994년은 국가적으로나 연구소 그

마련하였다.

리고 심해저자원연구분야에 긴장과 감회로 점철된 한 해였다.

ⓛ
②
③

ⓛ수력펌핑양광시스템/Hydraulic pumping system
(단괴+해수/nodule+seawater)

④

②공기양광시스템/Air lifting system
(단괴+해수+공기/nodule+seawater+air)
⑤

③버퍼시스템(Buffer system)
④유연관시스템(Flexible pipe syetem)
⑤집광시스템(Miner system)

심해저 망간단괴 채광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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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행투자가 등록신청서는 연구소에서 상공자원부

단해양과학기술과해양개발기술을보유함과동시에심해저에

그리고 외무부를 거쳐 유엔해양법 사무국에 전달되었고 유엔

부존하는망간각, 해저열수광상 등제2의광물자원개발을가

이선발한심해저전문가들에의한심사가있었다. 심사결과는

능케 할 것이다. 넷째, 심해저 광업에 연관된 산업인 조선, 기

한국이 제출한 서류내용에 매우 만족하며, 특히 다중빔음향측

계, 전자, 정밀제어산업 및 해중통신 산업 등의 산업적 파급효

심기(Seabeam)를 이용한 광역지형자료 해석결과, 자원평가

과가크다는점이다.

부분의 적절한 기술도입과 해석에 대해 찬사를 표함과 아울러
한국의 선행투자가등록 및 할당광구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심

7.5. 도약기 (1990년대 후반~현재)

사결과는 1994년 8월 2일 유엔해양법 준비위원회 운영위원회
에서 한국의 선행투자가등록과 할당광구 15만 ㎢를 승인하게

1994년 광구등록후 1990년대 후반에들어서면서심해저자

하였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의 등록선행투자가가

원개발분야는 국내외적으로 심해저광물자원의 상용화를 위해

되었다. 또한 태평양 공해상에 망간단괴 개발을 위한 배타적

진일보하는시기로요약할수있다. 이시기에는국제해저기구

탐사권을갖는남한면적 1.5배에해당하는광구를확보하게되

에서 심해저 광업에 요구되는‘ 광업규칙(2000. 7)’이 제정됨

었다. 1982년이래 연구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심해저 자

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개발여건을 조성하였으며, 국내적으로

원연구를지속하여온결과 12년만에이루어낸연구성과였다.

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심해저 광물자원상용화를 위한

한편 국내산업계의 적극적 참여유도를 위해 국내 대표적 기

중· 장기 추진계획이 의결됨으로써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의 법

간산업체를 포함한 28개단체로구성된심해저자원개발 협의

제도적 개발시스템이 구비되었다. 또한, 탐사· 채광· 제련 등

회가 1994년 6월에 발족됨으로써 민간기업의 사업참여 채널

기술개발분야를 일원화하여 다분야 통합체제를 구축하고 망간

을 유도하였다. 심해협은 분과위원회별로 현재 활발한 활동을

각, 해저열수광상등남서태평양광물자원개발을수행함으로써

하고있다.

명실공히 21세기심해저광업시대의새로운장을열었다.

심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하여 추진한 심해저개발 광구확보
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 첫째, 남한면적에 버금가

1994년 광구등록과 동시에 선행투자가 지위를 확보한 우리

는 7.5만 ㎢ 크기의 광구를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고, 이에

나라는선행투자가로서수행하여야하는의무이행사항인단계

대한 배타적 탐사와 개발권리를 갖는 경제적 의미의 해양영토

별광구포기제도를포함하여일련의의무이행사항을수행하기

를확보한사실을꼽을수있다. 둘째, 상업생산이시작되는경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거하여 4개국 훈련생에

우망간단괴를채취· 제련하여망간, 니켈, 코발트, 동 등첨단

대한 유엔교육훈련 의무이행을 1999년에 완료하였으며, 8년

기술산업에필수적인원자재를매년 15억불씩생산하고국내

간의 정밀탐사를 통해 할당광구의 50%에 해당하는 단독개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전략금속의 장기· 안정적 공급원을 확

광구 7.5만 ㎢를 선정하는 의무사항을 2002년에 성공적으로

보한 것이다. 셋째, 수심 5,000m의 심해저 망간단괴를 개발

완료하였다. 1996년에는 우리나라가 국제해저기구 이사국에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인류가 도전할 수 있는 최첨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국내적으로는 정부 조직개편에

해저산 사면의표면을덮고 있는망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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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화산대에서 채취한열수분출구

의해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사업

한국해양연구소 연구정책지원사업으로 추진하던「남서태평양

의주관부처가통상산업부에서해양수산부로이관되어추진되

고코발트망간각자원개발」사업이 1999년해양수산부연구개

었다.

발과제인「남서태평양 망간각 탐사 및 개발」
로 전환됨으로써

1997년은 연구소 내부적으로 심해저 탐사사업단의 연구기

본격적인 광물자원 공급원 다변화체제를 확립하였다. 1999년

능과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심해저자원연구센터를 개설함으

에는 할당광구에 대한 2차 광구포기 의무를 완료하여 할당광

로써심해저자원개발분야를전담하는최초의상설연구조직이

구의 10%에 해당하는 1.5만 ㎢를 유엔에 유보하였으며, 국내

구성되었다. 국제적으로는대한민국의 15개년탐사사업계획서

적으로는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해저 자원개

가 국제해저기구의 승인을 획득하였다. 탐사활동으로는 1차

발추진단이구성됨으로써보다조직적인추진체계를확립하게

광구포기 완료를 통해 할당광구의 20%에 해당하는 3만 ㎢를

되었다.

유엔에유보하였다. `1992년이후중단되었던망간각자원탐사
활동을 미국국립지질조사소(USGS)와 공동으로 마샬군도 해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알리는 2000년을 맞이하면서심해저

저산에서재개하여심해저자원연구의활동범위를동태평양으

광물자원개발분야는국내외적으로중요한전환을맞이하였다.

로부터서태평양지역까지넓혔다.

국제해저기구는 그 동안 오랜 협의과정을 통해 심해저 광업활
동에 요구되는「광업규칙(mining code)」
을 제정하였으며, 국

1998년은 심해저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내적으로는 2000년 7월「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에서 2010년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와 함께 시작되었다. 해양수산부

이후 연간 300만 톤 규모의 망간단괴 상업생산체제구축을 위

는 해양개발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심해저 자원개발을 목표

한 최적채광지 선정 및 실용기술개발과 남서태평양의 광물자

로하였으며, 이를위해심해저자원연구의활성화가제시되었

원개발을 목표로 하는 심해저 자원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의결

다. 심해저 망간단괴자원개발과 연계하여「해저열수광화작용

함으로써 심해저 광업시대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

의 지화학적 연구」
를 마이크로네시아 배타적경제수역의 Yap

다. 본의결내용에의거하여 2001년에는탐사· 채광· 제련등

해구지역에서 시작함으로써 금, 은, 아연, 구리 등 금속자원에

기술개발분야를 통합하고, 한국해양연구원을 총괄연구기관으

대한 남서태평양 지역 해저자원개발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로하여각분야별로유기적인협력시스템을구축하였다.

자유낙하식 시료채취기(FGG)를 이용하여심해저망간단괴를채취하는장면

해저면특성을해석하기위한 견인식영상탐사시스템 (DSC)

제2부 연구활동

225

2002년은 우리나라 심해저자원 개발역사에 있어서 기념비

는 공급원을 확보하였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경

적인 시기였다. 1994년 광구등록이후 우리나라는 선행투자가

제적 가치 외에도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은 관련산업 즉, 기계,

로서 유엔에 등록된 할당광구에 대한 정밀탐사를 통해 할당광

전자, 정밀제어계측 소재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를 높임

구의 50%에 해당하는 7.5만 ㎢를 단독개발광구로 확정하는

으로써 첨단산업분야의 기술적 발전을 유도하여 21세기 환태

광구포기 의무사항을 수행하여 왔다. 이미 1997년과 2000년

평양 시대를 선도할 해양선진국으로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두 차례에 걸쳐 할당광구의 30%를 유엔에 유보하였으며,

수있다는것이다.

2002년에는 20%지역을 유보함으로써 7.5만 ㎢의 단독개발
광구를 확정하였다. 단독개발광구의 경제적 측면을 보면 부존

연구원의 30년 역사 속에서 불모지나 다름없는 심해저자원

량은 4억2천만톤이며, 연간 300만톤 채광 시 100년간 채광할

개발분야가 세계의 기술을 선도하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이와 같은 규모는 망간단괴 상용화기

할 수 있는 현재의 수준까지 발전하여 온 것은 연구원들의 심

반구축시점인 2010년예상가격을기준으로할때, 1,500억불

해저개발에대한열정과노력에의한것이다. 또한심해저자원

의수입대체효과를가져올수있는자원량이다. 망간단괴에함

개발분야는 연구원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한국해양연구원 및

유되어 있는 4대 전략금속인 망간, 니켈, 코발트, 구리의

국내 해양학의 중요한 연구분야로 성장, 발전, 도약하여 왔으

2000년도 수입액은 30억불에 달하고 있으며, 2010년도 우리

며, 나아가국가해양개발의핵심적인분야로정착하였다. 앞으

나라의 금속광물자원 자급율은 0.04%로 전량수입단계에 진

로 한국해양연구원과 심해저자원연구센터는 심해저 자원연구

입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독개발광구에 부존하는 망간단괴

뿐만이 아니라 국내· 외 심해연구의 중심체로 큰 발전과 도약

의 경제적 가치는 4대 전략금속자원의 완전자급을 이룰 수 있

을기대해도좋을것이다.

세계 광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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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고>

심해저 자원개발 광구 확보
강정극/ 심해저자원연구센터책임연구원

심해저 탐사사업은 지난 20여 연간 수심 5000m의 해양

정적 부담 등 심해저 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반 불확실성 요인

환경과 국가정책과 국제법과의 게임이었으며, 심해저자원연

들은 당시 정부가 선행투자가가 되기 위한 정책결정에 커다

구센터 연구원들은 게임의 승리자였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란 걸림돌이었다. 심해저 자원개발사업은 이러한 불확실성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광구 개척과 확보의 현장, 특히 유엔 및

문제로 1987년까지 일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연구소가 일본

국제해저기구에서 우리나라 광구에 대한 심사, 평가, 승인 과

의 OECF차관(미화 2,700만불 상당)으로 해양조사선 건조를

정의 현장에 있었다. 1994년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선행투자

추진하고, 또한 유엔해양법준비위원회 토의과정에서 개발도

가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및 평가 그리고 선행투자가 등록

상국의 선행투자가 등록기한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시기

및 할당광구의 승인, 나아가 2002년 국제해저기구 이사회에

까지 연장하므로 심해저 자원개발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결

서 최종할당광구 승인 등의 감격스런 순간들이 기억에 생생

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광구등록 후 년 1백만

하다. 태평양 한복판 수심 5,000m에 이르는 심해저에서 광

불씩 지불하도록 되어있던 연간 고정납부료도 상업생산시까

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남한면적 크기(7.5만 ㎢)의 우리나라

지 유예되므로 심해저사업 추진의 의사결정요소들이 명확하

독자적 광구를 확보한다는 것은 허황되고 무모한 일로 생각

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당시 연구소 해양정책실장 홍

될 수도 있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세계열강들은 과학기술

승용 박사가 심해저사업을 재개하였으며, 1989년 이후 해양

을 무기로 해양경제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새로운 해양경

지질연구실에서 필자가 책임자가 되어 탐사중심의 심해저사

쟁의 시대를 만들어 갔으며, 먼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업으로 이어갔다.

이라는 울타리를 설정하고 경제수역 외측의 공해상 심해저에
서 자원개발을 위한 광구를 선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 USGS와 공동으로 영국 조

은 어느 특정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 내에 무진장으

사선 Farnella호를 이용하여 수행된 심해저 탐사활동은 동태

로 매장된 광물자원이 기술과 자본력을 갖춘 일부 선진국의

평양에서 망간단괴를, 서태평양에서 망간각을 조사하면서 탐

이익만을 위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들 자원을‘ 인

사기술을 익히는 값진 기회였다. 심해저 탐사에 익숙하지 못

류 공동의 유산자원(Common Heritage of Mankind)’으로

한 우리 연구팀은 미국 연구원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의

선언하였다.

것으로 만들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노력한 반면에, 미국 연구
팀은 우리가 즐기는 라면과 김치 맛에 익숙해져 갔다. 25일

우리나라가 인류공동의 유산인 심해저 망간단괴에 주목하

의 긴 항해를 웃음과 즐거움으로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이겨

기 시작한 것은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매우 늦은 시기인

내기 위한 서양인들 특유의 유머로 일관된 선상생활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타결된 시점이었다. 당시 뉴욕에

몸에 밴 책임이행은 추후 온누리호 항해를 하게 되는 우리에

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참가한 정부대표단은 유

게 좋은 모범답안이었다. 한· 미 공동 심해저 활동으로 심해

엔해양법협약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한

저 탐사기술을 제법 익혀갈 무렵 그리고 망간단괴가 제법 다

결과, 즉시 과학기술처로 하여금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방안

량으로 분포되고 있어 개발유망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는 지역

연구를 추진하도록 조치가 내려졌다. 1983년에 하와이 대학

을 어느 날 중국이 유엔에 광구등록함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교의 해양조사선을 임차하여 국내 최초로 태평양 C-C해역

내용이 물거품이 되었다. 고작 수차례 조사에 불과하지만 실

을 조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인 국가사업임에도 불구

망과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고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다. 제일 어려운 문

심해저 광구확보가 용이하지 않음이 다시 확인 되었으며

제는 선행투자가의 조건인 3천만불 투자로서, 이 중 10%를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조사활동이 한 발짝 앞서지 못한 것

탐사활동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단시일 내(1985년 1

으로 운이 따라주지 못했다. 그러나 기회는 다시 주어졌다.

월 1일까지)에 만족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선행투자가의 재

동력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심해저 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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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고자 연구소와 협의 하였으며, 결과로 1991년

가 등록을 유엔에 신청한다는 정부의 결정이 있었다. 12월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

10일자로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

(안)’을 의결하는 등 우리 연구소를 실행주관으로 하는 본격

업 추진계획 (안)’을 의결하며 심해저 자원개발을 위한 선행

적인 심해저 탐사사업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처의

투자가 등록신청요건인 협약의 서명국, 투자비 충족, 그리고

R&D사업으로 다소 미진하게 추진되던 심해저 광물자원 개

30만 ㎢의 유망광구가 준비된 만큼 등록주체를 정부인 상공

발연구사업을 상공자원부의 자원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년 4

자원부로하고 등록신청 시점을 1994년 초로 하였다.

차례의 실해역 탐사를 수행하는 기본내용이었다. 마침 온누

10여년간 우리 연구소에서 수행한 심해저 연구사업의 1단

리호가 인수되어 그동안 쌓아온 심해저 연구능력 및 탐사기

계 결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며 국제적 공인을 받는 것이었다.

술을 한층 발휘할 기회가 왔던 것이다. 연구소에서는 심해저

사실 등록주체를 어느 기관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는

탐사사업단을 조직하여 심해저 연구 및 탐사사업을 전담하는

몇 달이 걸렸다. 우리 연구소와 심해저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

조치를 취하였다. 1992년 온누리호는 첫 항해로 168일간 심

한 각 기관들은 저마다 선행투자가 등록주체를 자기명의로 함

해저 탐사활동에 투입 되었으며 태평양 C-C해역 중동부 약

으로 다가올 심해저사업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 각별한 노

50만 ㎢를 대상으로 수행한 결과 망간단괴 부존율이 높은 상

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은 시설투

당히 넓은 지역을 확인하게 되었다.

자 이전단계까지는 심해저 연구능력과 탐사에 국제적 knowhow를 보유한 해양연구소를 주축으로 연구 및 자원개발활동

1993년 여름 유엔해양법협약이 다음해에 발효될 것이라는

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확고한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전망은 선행투자가 등록시점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는 것이
므로 심해저 탐사팀은 긴장하기 시작하였다. 탐사계획을 변

1994년 4월 14일 미국 뉴욕소재 유엔본부 건너편 유엔플라

경하고 러시아 조사선을 이용하여 52일간 탐사를 감행하는

자빌딩에 위치한 유엔해양법사무국 회의실 밖에서 긴장한 모

등 주어진 시간 내에 유망광구확보 및 등록서류를 작성하는

습으로 서성이는 한국대표단을 우람한 체격과 허리에 권총을

데 주력하였다. 경험 있는 외국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광구

두른 유엔경비가 회의장으로 안내하였다. 회의장은 좌우로 유

등록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였다. 우리와

엔 심해저 기술전문위원 12명과 유엔해양법사무국장이 자리

가까운 나라에서는 경쟁관계를 의식해서인지 비밀이라는 이

를 하고 있었다.“ 본 위원회는 한국이 신청한 선행투자가 등

유로 답을 회피하였으나, 먼 나라 사람들 특히 프랑스, 러시

록신청서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한국해양연구소를 통한 심해

아, 인도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필자는 이 지면

저 활동으로 선행투자가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한국이

을 통해서 다시 한번 Lenoble 박사, Gloumov 박사 그리고

제안한 광구분할이 기술적으로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

Singh 박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R-3건물 3층

라서 한국이 요청한 광구지역을 할당광구로 지정하는 것을 유

옥탑에 임시로 마련된 공간에서 추위에 떨면서 밤낮을 잊은

엔해양법 준비위원회에 권고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한국 측

작업을 몇 달간 계속한 결과 1993년 12월 31일 선행투자가

에서는 이러한 본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유엔해양

등록신청서를 완료하게 되었다. 패기와 의욕이 넘치는 젊고

법 사무국장 Mr. Levy의 최종발언이었다.

유능한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심해저 개발은 점차

기대 밖의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잠시 머뭇거

현실로 다가가고 있었다. 안중호 박사, 문재운 박사, 그리고

리는 동안 모든 시선이 필자에게 집중되었다.“ 한국을 대표하

장태헌, 박찬영 연구원의 헌신적 노력이 매우 컸다.

여 한국의 선행투자가 등록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선행투자가

1994년 1월 4일 정부에 전달된 신청서는 외교경로를 통해
유엔해양법사무국에 제출되었다.

등록승인과 할당광구 지정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며 동의합니
다.” 회의장은 박수와 함께 축하한다는 위원들의 인사말이 계

1993년 12월 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주유엔 대한민

속해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광구확보가 더욱 현실적으로

국 대표부의 유종하 대사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나

가까워 왔다. 이제 마지막 한고비만 넘기면 태평양 한가운데

는 이 자리를 빌어 대한민국이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의 결의

15만 km2 광구를 갖게 된다. 해양법 사무국장 사무실을 방문

Ⅱ에 의거 선행투자가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

하여 정중한 감사표시를 하고 향후 절차에 대한 문제를 토의

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해양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신청서 내용과 제출된 자료들이 완벽

연구소를 통하여 북동 태평양 심해저 지역에서 활동을 수행

하였으며 심사위원 전원이 심사보고서에 한국정부에 감사하

하여 왔습니다...”. 같은 날 국내에서는 우리나라가 선행투자

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결의하였다는 사실과 또한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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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신청 시에는 한국의 신청서를 모델로 할 것을 명시할 것

월 법률기술위원회는 그간 한국의 심해저활동 연차보고서를

이라고 하였다. Levy 국장은 축하의 손을 내밀었다.

통하여 탐사활동 내용과 탐사수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

해양연구자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을 한번쯤 읽어볼 필요가

며, 국제법이 정한 제반 규정을 잘 이행하여 왔고 최종광구포

있다고 생각된다. 협약의 생성시기부터 타결 그리고 발효에

기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프랑스, 러시아, 일

이르기까지 27년이 걸린 해양헌법이라고 일컫는 국제해양법

본, 독일, 중국 등 그간 잘 다져온 우군의 지지발언과 한국의

이 다루는 문제들이 무엇이며 해양과학자들이 어떻게 대응

심해저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근간으로 최종할당광구를 승인

해야할 것인지 알아볼 가치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1장

하였다. 이사회 또한 법률기술위원회의 보고서를 승인하므로

은 심해저자원개발에 관한 제반규정을 담고 있다. 유엔 심해

우리나라가 태평양 한가운데 7.5만 ㎢의 광구를 확보하는 게

저제도의 실효적 가동을 위한 재협상을 통하여 1994년에 이

임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였다. 우리나라의 최종할당광구

행협정을 타결하므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심해저자원개

확보는 한국해양연구원이 1983년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를

발을 가능케 하고 선행투자가의 경감된 재정적 부담과 간소

시작한 이래 20년 만에 일구어낸 공해 상에서 해양경제영역

화된 탐사 및 개발절차 등 선행투자가의 의무와 권리를 충실

을 개척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국제해저기구의 법률기술위

히 이행하고 탐사· 채광· 제련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착실

원회 그리고 이사회의 이러한 일련의 결정을 현장에서 조용

히 준비해 나갈 경우, 선진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21세기에

히 지켜보면서 심해저사업과 함께한 짧지 않은 지난 시간을

상업적 차원의 심해저 자원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전망이 매

회상해 보았다.

우 밝았다.
심해저 광물자원을 우리나라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광구
1994년 8월 2일 유엔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해양법준비

확보는 다음과 같은 효용가치를 지닌다. 첫째, 남한면적에 버

위원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한국의 선행투자가등록에 관한 기

금가는 7.5만 ㎢ 크기의 광구를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고,

술전문가그룹의 심사보고서가 배포되고 동보고서에 대한 검

이에 대한 배타적 탐사 및 개발권리를 갖는 경제적 의미의

토 후“ 기술전문가그룹의 권고와 같이 대한민국의 선행투자

준 해양영토를 확보한 사실이다. 둘째, 상업생산이 시작되는

가등록을 결정한다”는 의장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

경우 망간단괴를 채취· 제련하여 망간, 니켈, 코발트, 동 등

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의 심해저 자원개발을 위

첨단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최소한 매년 10억 불 이

한 선행투자가가 되었으며 하와이 동남방 2,000㎞의 공해

상씩 생산하고 국내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전략금속의 장

상에 남한 국토면적의 1.5배 크기에 해당하는 15만 ㎢의 할

기·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한 것이다. 셋째, 수심 5,000m의

당광구를 확보하게 되었다. 한민족의 해양개척사적 관점에서

심해저 망간단괴를 탐사,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으로

볼 때, 해양진출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을 그 당시의 한국해양

써 인류가 도전할 수 있는 최첨단 해양과학기술과 해양개발

연구소가 이루어냈다. 이는 1982년 이래 12년간 추진하여온

기술을 보유함과 동시에 심해저에 부존하는 망간각, 유화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제 1단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

상 등의 제 2의 광물자원 개발을 가능케 할 것이다. 넷째, 심

성한 것이다. 또한 세계 해양선진국만이 도전할 수 있는 심해

해저 광업에 연관된 산업인 조선공업, 기계공업, 전자공업,

저 자원개발의 각축장에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었다는 의미를

로봇 산업, 해중통신 산업 등에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갖게 되었다.

해양방위 산업에 지대한 기술축적 및 활용효과가 유발할 것
으로 기대된다. 지난 이십 수년간 사업추진의 역경과 태평양

할당광구 확보 후 8년째 되는 2002년은 국제법적으로 할

의 파도를 넘으며 심해저자원개발에 도전해온 결과 이제 태

당광구 면적의 반을 포기해야하는 광구포기의무를 완료해야

평양 한복판에 7.5만 ㎢의 기름진 밭을 일구었다. 머지않아

하며, 동시에 최종할당광구를 확보하는 역사적 해였다. 태평

이 밭에서 값진 수확을 거두는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양 C-C지역을 대상으로 아주 기초적인 조사결과에 기초하

를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자원이 부족하고 육지 영토면적이

여 할당광구를 확보한 이래, 김기현 박사를 중심으로 다소의

협소한 우리나라는 21세기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제 2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할당광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역에 따

국토인 해양의 적극적인 개척이 필요하다.“ 해양의 세기”에

라 밀도 있는 탐사활동을 8년간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02

어떻게 바다를 개척해 나가느냐하는 것은 국가발전과 번영을

년 초에 최종광구포기서와 더불어 잔여지역을 최종할당광구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또한 국가의 해양개발력은

로 지정하는 서류를 국제해저기구에 제출하였다. 2002년 7

국가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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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절

극지 연구분야

8.1. 극지와 한국해양연구원

수행되고있고, 해양의크릴은극지수산자원을활용하기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에 힘입어 곧 인류에게 최대의

지구환경변화의척도인극지는, 지구전체환경변화에가장

단백질공급원이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다. 극지가 갖고 있는 육지-대기-

극지에대한우리나라의관심은, 수산청의지원으로당시남

해양-빙하순환계를연구하여미래지구환경변화의시나리오

북수산이 1978, 1979년에 남빙양에서 크릴 시험어업을 위해

를 만들고 예측하는 기술은 21세기 과학의 핵심 분야로서, 세

출어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88년까지 8차례의 수산자원

계의 관심 속에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지구

개발을위한시험조업을수행한바있고, 최근1998, 1999년부

기후계의중요한축을차지하고있는극지에대한이해가필수

터 다시 산업체에서 매년 크릴과 메로를 조업하고 있다. 1985

사항으로 대두되면서, 극지에서 과거 지구 환경변화의 역사를

년 3월에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추적하고 현재의 현상을 관측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와 환경

1986년 11월 28일에세계 33번째로‘ 남극조약’에가입하였다.

변화양상을예측하는것이매우긴요한과제가되고있다.
한편, 지구상공유자원인극지의광물자원과생물자원을선

8.1.1. 한국남극관측탐험 (1985. 11~12)

점하려는국가간의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가운데, 극지의독

한국해양연구소가남극과인연을맺은것은한국남극관측탐

특한 생물자원은 새로운 물질과 유전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으

험 때부터이다. 1985년 11월 16일부터 12월9일까지한국해양

며 21세기 생명공학산업 시대에 필요한 기초 소재 자원으로서

소년단연맹(총재 윤석순)과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주관한 한국

선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극지광물자원의 개발은 현재

남극관측탐험에서등산전문가들은남극 최고봉인빈슨매시프

유보된 상태이나 각국에서 자원선점을 위한 탐사기술개발이

(Vinson Massif, 4,897m)를 등정(세계 6번째)했으며 해양

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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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를중심으로본북반구의모습

연구소에서는 과학자 두 명(장순근, 최효)이 참여하여 킹조지

National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가창립되었

섬에서 극지생활을 체험하며 외국기지들을 방문, 자료를 수집

으며(초대 위원장: 허형택 해양연구소 소장). 한국남극과학연

했다. 이를계기로, 기지후보지답사와기지건설, 그리고해양

구위원회 창립기념으로 남극학술회의를 1988년에 서울에서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가 이어졌다. 한

개최하기로결정하였다.

편, 1985년 초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시 재뉴

기지건설작업은현대그룹의현대엔지니어링주식회사(설계

질랜드한국대사(오윤경)가미국측의주선으로남극점을방문

와 감리), 현대건설주식회사(토목과 건축), 그리고 현대중공업

하였고, 이어 1994년 1월에는 한국 남극정복대(대장 허영호)

(수송)이 담당하였으며, 해양연구소는 건설단 단장(송원오)과

가 스키만을 이용하여 남극점을 밟았다. 1992년 12월에는 당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1987년 10월6일에는연구기지를건

시해양연구소의소장(박병권)이미국의각국남극연구책임자

설하기 위한 출항식(25,000톤급 화물선‘ HHI 1200호’)이 울

초청계획으로이루어진일정에따라남극점에있는미국의아

산항에서 개최되었고, 같은 해 12월 16일에는 단군이래 최초

문젠-스코트기지를방문하였다.

의 해외 기지 건설을 위한 기공식을 현지에서 가졌다. 이후 약
3개월만인 1988년 2월 17일 남극 킹조지 섬 바톤반도의 서북

8.1.2. 세종기지 건설 (1987~1988)

해안 지점(남위 62°
13′, 서경 58°
47′, 서울에서 17,240 km,

우리나라의 남극 과학기지 건설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에

남미 끝에서 1,200 km, 극점에서 3,100 km)에 마침내 세종

가입한다음해인 1987년1월대통령의지시로결정되었다. 해

기지를 준공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8번째로 남극에

양연구소는 1985년에 한국남극관측탐험 때에 과학자 두 명을

상주 기지를갖게되었다. 남극기지명은, 한국남극과학연구위

파견한 경험을 살려 기지건설 준비와 후보지 답사에 참여하였

원회의 주관으로 실시한 공모에서 최종‘ 세종(King Sejong)’

다. 즉, 1987년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당시 연구소의 송

으로결정하였다.

원오 제 1연구부장을 반장으로 해양연구소, 현대엔지니어링

세종기지 건설 준공식에는 과학기술처 장관(박긍식)과 주칠

주식회사와외무부에서구성된8명의후보지답사반이현지를

레한국대사(이용훈)를비롯한정부부처관계자, 건설단, 제1차

답사, 킹조지섬을중심으로기지건설가능성과문제점을검토

대한민국남극과학연구단과내외관계자들이참석하였고, 방송

하였다.

사(한국방송)와 신문사(서울신문, 연합통신, 중앙일보) 기자들

1987년초해양정책연구실주관으로「남극기지건설에관한

이참석하여세종기지건설과준공식에대해취재를하였다.

연구」
를수행하였고, 이어서 1987년3월 16일자로극지연구실

세종기지의 규모는 준공당시 거주동(64평), 본관동(53평),

(실장 박병권)이 설치되어 남극연구와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연구동(81평), 하계연구동(42평)의주건물4동과발전과식품

되었다.

저장동(121평)과 장비지원동(49평) 같은 큰 건물 6채와 지자

남극연구가 구체화되면서 같은 해 8월 28일에는 남극조약

기관측동, 지진파관측동을 포함하여 420여평과 연료탱크 6

가입국가들의연구활동을협의, 조정하는남극과학연구위원회

기, 컨테이너 7동에 콘크리트 부두 같은 부대시설을 합하면

(SCAR, 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의

500평정도였다. 주 건물4동은 열소모를최소로 하고눈보라

한국위원회인 한국남극과학연구위원회(KONCAR, Korean

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고상식(건물 바닥이 땅에서 1.7m 가

세계의 남극진출국들과당당히어깨를
겨루고있는 대한민국

세종기지건설 인력과 자재운송에사용된 25,000톤급 화물선‘ HHI 1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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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떠 있음)으로 지어졌으며, 실내는 경유용 열풍기를 가동하

종기지에서 1년여의 기간동안 상주하면서 연구하며 기지를 유

여 난방토록 하였다. 기지 내 모든 전기는 발전동에 설치된 3

지하고, 관리하는 월동연구대와 남반구 하계기간 동안 집중해

대의 발전기(113 kW)를교대로가동하여공급하였으며, 생활

서육상, 해양, 대기, 빙하를대상으로자연환경에대한연구를

용수는 여름철에는 융설수(
‘ 현대소’라는 인공 담수호로부터

하는하계연구대로구성된다.

취수함)를사용하고 겨울에담수호가얼게되면바닷물을담수
로 바꾸는 담수화기를 가동하여 취수하였다. 또한 남극환경보

제1차대한민국남극과학연구 (1987~1988) : 우리나라최초

호를 위해 소각로와 생물화학방식을 이용한 오배수처리 시설

의제1차대한민국남극과학연구단의파견은 1988년1월 20일

을 별도 설치하였다. 연구동에는 대기과학연구실, 지질· 지구

과학기술처에서 개최된 1차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단장 박

물리학연구실, 일반해양학연구실, 생물학연구실과 통신실, 암

병권)의 발단식을 시발로 이루어졌다. 하계연구대의 주연구내

실이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전 세계 어디와도 전화와 팩시밀

용은「남극과학기지주변환경조사」
라는 연구제목으로세종기

리, 텔렉스의 사용이 가능한 인마셋 통신위성 송수신 시설을

지 주변의육상, 해양, 대기에 대해행한 자연환경 조사였으며,

하였다.

해양연구소와 국내 연구기관, 국내 대학교의 연구진과 교수들

한편, 세종기지의 시설은 이후 약 세 번의 증축 공사를 거쳐

이 참가하였다. 하계연구대는 임차한 선박‘ 크루즈 데 프로워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연구와 운영장비의 증가, 참여인원

드(Cruz de Froward)호(총 톤수 1,000톤)’로 기지주변의 해

의확대로인한시설보완차원으로수행된것으로 1991년하계

양인 맥스웰만의 일반해양학 조사와 해양생물, 해저퇴적환경

에는 발전동(275kW용 발전기 2대 증설), 창고동, 체육관을

분야와지하구조를조사하였다. 육상에서는바톤반도의일반지

신축하였고, 1998년 하계에는 고무보트 보관창고를 지었다.

질조사와아울러지질구조선의발달을집중조사했으며기지주

2000년 하계에는 중장비(굴삭기) 보관동을 신축하여 기지 건

변의 생물상과 자연환경을 파악하였다. 한편, 세종기지에 파견

물은약 750평규모가되었다.

된 제 1차 월동연구대(대장 장순근) 13명(처음에는 10명이었고
1명은 칠레교민, 2명은 현지에 파견된 현대건설 단원중에서충

8.2. 우리나라의 남극연구

원하였음)은 1988년 2월 10일부터 다음해 2월 8일까지 기지
시설과 기장비의 유지 관리, 기상현상과 지질, 해양, 생물환경

우리나라의 남극연구는 세종기지의 건설과 더불어 1987년

에대해관찰하고자료를수집분석하였다.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으며‘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KARP,

아울러 제1차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 연구사업의 일환으

Korea Antarctic Research Program)’이란 연구조직의 이

로 스코티아 해역(남위 59̊ ~62̊ , 서경 45̊ ~65̊ )의 염분,

름하에남극자연환경의이해와보전연구, 남극부존자원의조

수온, 어장환경조사, 영양염류 분포특성, 클로로필 알파, 일차

사에 그 목적을 두고 수행해 오고 있다. 남극과학연구단은 세

생산성의 공간 분포를 연구했다. 이는 제7차(1987. 12. 1∼

남극대륙과 세종기지가있는 킹조지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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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세종기지와주변의 모습(2003 현재)

1988. 1. 23) 크릴어획시험조사선(동방 115호)에 해양연구소
연구원2명이승선하여수행되었다.

동시켜조난자구조작업에커다란기여를하였다.
제 2차 월동대원 14명(대장 김예동)은 기지주변의 지구물리

1987년 3월에 개설된 극지연구실은 남극연구와 세종기지

학 연구(바톤반도 일대의 수십 개 지점에서 중력 측정)를 수행

운영 강화를 위해 1988년 5월 2일 극지연구부로 확대 개편되

했으며, 2∼9월까지 고층대기 관측을 하였다. 또한 3월부터

었다. 극지연구부는 극지연구실, 극지지원실과 세종기지로 구

그물을 이용 기지 앞 바다에서 남극대구를 어획, 수백 개체의

성되어 본격 극지연구를 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다. 또한 우리

체장, 무게들을측정하여1차연구재료를확보하였다.

나라의 실질 남극연구 시작을 기념하고 학술 발전을 도모하기

국내에서는 1989년 4월에 기지건설장면, 자연풍광, 해양조

위하여 1988년 10월에 제1차 국제 남극과학 학술회의를 서울

사, 동식물 생태와 기지생활상을 담은 200여 점의 사진으로

에서 개최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으로 주최한 남

제 1차 남극사진전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 사진전은 서울

극에관한국제학술회의로서이후격년또는매년극지에대한

에 이어 온양, 부산, 울산으로 순회 개최되어, 남극에 관심을

학술회의를개최하게되는계기가되었다. 이학회에는남극연

가진 사람들에게 남극을 알 기회를 제공하였다. 1989년 7월

구의 선발국인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칠레,

12일에는 한· 소간 남극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합의각서를 교

폴란드와같은 10개국의외국학자들을포함하여 40여명의국

환하였다. 이 각서는 한국 남극과학연구위원회(허형택 위원

내· 외전문가가참가, 지질· 지체구조, 해양생물학에관한논

장)와 소련 연방수리기상학 국가위원회(칠링가로프: Arthur

문을발표하였다.

Chilingarov 위원장) 사이에 이루어졌다. 한편, 우리나라의
남극연구 수행과 세종기지 운영실적이, 남극에 관여하는 국제

제2차 대한민국 남극과학 연구 (1988~1989) : 1989년 1∼

사회에서 크게 인정받아, 1989년 10월 18일에는 남극조약에

2월에수행된제2차하계현장조사연구에서는제1차연구내

가입한 국가에서 선별, 가입하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의 지위

용에 고층대기연구와 육상포유류의 생리조사, 빙화학연구가

를획득하기에이르렀다.

추가되었다. 2차 연구에서는 육상지질, 해양지질조사와 지구
물리 연구를 비롯하여, 기상관측, 해양생물과 육상생물 연구,

제3차 대한민국 남극과학 연구 (1989~1990) : 1989년 12

필데스 반도 빙원의 얼음 내 화학 조성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월에서 1990년 1월까지 수행된 제3차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

또한미국뉴욕주립대학과공동연구의차원으로 1989년1월부

단 하계연구 현장조사에서는, 연구해역을 과거의 기지에 인접

터 2월까지 페브리-페로 간섭계(Fabry-Perot Interferometer)

한 해역에서 브랜스필드 해협으로 확장했으며 기지주변의 펭

를기지에설치하여남극고층대기연구를수행하였다.

귄을관찰하였다. 육상유용광물조사를수행해기지부근의광

한편, 1989년 1월 하순에는 기지에서 남서쪽으로 400여

화작용을 규명하였고, 규화목 화석을 바톤반도에서 처음으로

km 떨어진 곳에서 아르헨티나 남극보급선‘ 바이하 파라이소

발견해고환경연구의단서를제공하였다. 월동연구대(대장양

(Bahia Paraiso)호’가 좌초,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때

재삼)에서는 고층대기 연구 확대의 일환으로 페브리-페로 간

우리 연구단은 임차한 칠레 선박‘ 크루즈 데 프로워드호(단장

섭계에 이어 1990년 1∼2월에 다색 광도계(Multi-color

송원오와 1차 월동대의 하준걸 대원 승선)’를 급히 현장에 출

Photometer)를 설치하였으며, 남극에서 채집한 세균에서 유

우리나라최초로 시도된제1차대한민국남극과학연구단의 연구활동과
기지지원 업무에임차 사용된 칠레선적의‘ 크루즈 데프로워드호’

기지물품운송과주변해역에서의 연구조사를위해 사용된‘ 이스텔라호’
4차남극과학연구단에서 임차사용한‘ 사우델라호’와는쌍둥이로 불릴
정도로 아주흡사하다.

제2부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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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분해 능력이 뛰어난 저온성 균주 분리에 성공하였다. 기지

제4차 대한민국 남극과학 연구 (1990~1991) : 4차 남극과

물품운송과 해양연구를 위해 영국 선적의‘ 이스텔라

학연구단 하계연구대는 기지주변 해양의 지구물리 정밀 측심

(Eastella)호(총톤수약 1,000톤)’를임차하였다.

과 브랜스필드 해협, 남극반도 겔라쉬 해협의 지질과학, 생명

한편, 3차 하계연구대에는 세종기지 설치운영의 목적과 남

과학연구를위주로했으며디셉션섬의화산암에대한지구화

극연구에 대한 국민 홍보의 일환으로서 초등학교 교장 1명과

학연구를수행하였다. 기지물품운송과해양연구를위해영국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을 동반하여 남극의 자연과 환경을

선적의‘ 사우델라(Southella)호(총 톤수 약 1,000톤)’를 임차

견학하고기지시설을방문할기회를마련했다. 이를계기로서

하였다. 또한세종기지개소후처음으로대원들의심리검사와

울 과학교육원에서 두번째의 남극 사진전이 개최되었고, 초등

극지환경 적응에 따르는 생리변화와 체내 중금속의 생체 배출

학교 교과서에도 세종기지 이야기가 실렸다. 또한 정부관계자

을조사하기도하였다.

로구성된검열단이하계기간중기지를방문하여기지운영현

대원 15명으로 구성된 제 4차 월동연구대(대장 장순근)에서

황에 대한 파악과 실태조사를 하였고, 신문사(동아일보, 경향

는기지유지업무와아울러자연환경과펭귄의생태에대한관

신문)의기자들이세종기지의시설과연구활동에 대해서취재,

찰과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1990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

보도하였다.

지 130평정도의건물2동과발전동을새로지어, 수륙양용차,

1990년 6월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해양연구소가

설상차, 다목적차량의안전보관이가능하게되었으며, 증설된

한국해양연구소로 독립함과 아울러 극지연구부가 극지연구

275kW 용량의 발전기 두대를 안착시켰다. 신축 건물용과 보

센터로 확대 개편되었다. 산하 부서도 극지지질연구실, 극지

수용 자재의 수송은 아르헨티나의‘ 이리자르(Irizar)호’를 이

생물연구실, 극지대기과학연구실, 극지환경연구실, 극지지원

용하였고, 발전기의 수송은 칠레의‘ 뽀마이레(Pomaire)호’를

실과 세종기지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6월에 남극연구논문과

이용하였다. 또한기지검열단이하계기간중기지를방문하여

남극관계소식을 전할 남극전문학술지인 한국극지연구 가

세종기지 운영실태와 인근 외국기지의 운영에 대해 검열하였

창간되어 제1권 1호를 발행하였다. 여기에는 6편의 연구논문

고, 신문사(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의 기자들이 남극연구 현황

과 대한민국1, 2, 3차 남극과학연구단의 하계활동보고와제1

에대해서취재, 보도하였다.

차 월동대의 월동보고가 수록되었다. 1990년 7월에는 브라

한편, 한국남극과학연구위원회에서는 1991년 9월제3기위

질의 사웅 파울로에서 열린 제 21차 남극과학연구위원회

원장(박병권)을 새로 선임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남

(SCAR)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2번째의 정회원국이 되

극의 과학지식을 다룬 단행본『남극과학(박병권, 김예동 공

었다. 이어 1990년 9월 서울에서 제2차 국제 남극과학 학술

저)』
이 발간되었으며, 또한 기지방문자들에게 남극에 관한 기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국에서

초지식과 기지생활을 소개하기 위한 기지방문 편람이 발간되

40여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최신 남극연구 결과들을 발표

었다. 1991년 11월에는 연구소 조직개편에 따라 극지빙하· 기

하고 각국의남극활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후연구실과극지환경연구실은폐쇄되었다.

세종기지신축건물 자재운송을위해 임차된아르헨티나 선적의‘ 이리자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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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영역의확대를 위해임차 사용한 프랑스선적의쇄빙선‘ 에레부스호’
이후 6차와7차남극과학연구단의일정 기간동안에도연구활동과기지
물품운송용으로임차, 사용하였다.

제5차대한민국남극과학연구 (1991~1992) : 5차남극과학

1993년 1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연구단 하계연구대는 연구지역을 웨델 해까지 확장해서 일반

으로남극조약에의거영국이주관한기지검열에참가(장순근)

해양학 연구와 생명과학, 지질과학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위

해서, 영국해군‘ 엔듀어런스(Endurance)호’에 승선, 외국기

해 프랑스 선적의 쇄빙선‘ 에레부스(Erebus)호(총 톤수 약

지와선박에대해검열했다. 하계기간중에세종기지에해사위

1,000톤)’를 임차 사용하였다. 하계기간 동안 우리나라 최초

성전화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한편 극지연구센터는 조직개편

의 인공위성인‘ 킷새트-1(KITSAT-Ⅰ)호’의 지구국을 연구

에따라연구실을폐쇄하고지질과학연구그룹과생물과학연구

소 기기실과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 공동으로 세종기지에

그룹으로 개편되었다. 1993년 8월에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설치하기도하였다.

협약(CCAMLR)의 실무자회의인 남극해양생태계 감시프로그

또한 국내 여성과학자(안인영)로는 처음으로 남극연구에 참

램 전문가 회의가 있었다. 이어, 그 회의에 참석하였던 남극전

가하여남극에만서식하는연체동물의생리· 생태를조사하였

문가와국내학자들이 참석한 제3차국제남극과학학술회의가

으며, 기지 주변에 대한 지의류의 식생을 조사 연구하였다. 한

‘ 남극 생물과학 연구’란 주제로 서울과 연구소에서 각기 개최

편 5차 월동연구대(대장 김수암)에서는 킹조지 섬에서 북동쪽

되었다. 여기에서는우리나라와외국의약 40여명의학자들이

으로 약 200km 떨어져있는 엘리판트섬 북쪽의 해표와 펭귄

참석하여 16편의 국내외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편『새로운 남

에대해연구하였다. 이기간동안세종기지시설운영편람이 발

극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제4차 월동생활기(장순근)가 1993년

간되었으며, 1차 월동시절의일기를정리한『하얀지평선(장순

6월에발간되었다.

근)』
이라는도서가 발간되었다. 아울러 신문사(매일경제) 기자
와 정부관계자가하계기간중기지를방문하여, 기지운영에대
한실태를조사하고취재하였다.

월동연구대는소내직원과공채된인원, 기관에서파견된사
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월동연구대에는 의사를 국방부에
서 파견했으며 2차 월동연구대부터는 보사부에서 파견해오고

제6차 대한민국 남극과학 연구 (1992~1993) : 6차 남극과

있다. 기상연구소에서는 2차부터 3차 월동연구대까지 기상관

학연구단은 해양연구소의 연구선인‘ 온누리(Onnuri)호’를 처

측 담당자를 파견했으며 이후에는 기상청에서 파견하고 있다.

음으로 이용하여 브랜스필드 해협과 웨델 해에서 생명과학과

4차와 5차 월동연구대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통신담당

지질과학 연구를 수행했다. 온누리호의 지구물리 장비들을 이

을 파견했다. 6차 월동연구대의 통신담당 대원은 체신부 전파

용한다중채널탄성파, 해상중력, 정밀해저지형자료를얻음으

기술연구소에서 파견했다. 제6차 월동연구대(대장 김동엽)는

로써 우리나라의 남극연구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되었

12명으로 구성되어 기지주변의 육상, 해양, 대기환경을 관찰,

다. 기지 물자운송을 위해서는 프랑스 선적의‘ 에레부스호’가

기록하며연구재료를채집하였다.

단기간임차되었다.

한편, 1993년 1월 20일에는 세종기지 개소 5주년 기념행사

남극해양조사에처음 사용된 우리나라최초의해양연구선인‘ 온누리호’. 이선박은제13차남극과학연구단 하계연구에도사용되었다.

제2부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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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지에서 거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국회위원단과 과학기술

리빙스턴 섬, 깁스 섬에 대한 육상 지질조사가 수행되었다. 해

처 관계자, 신문사(한국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기자와

양조사와 기지 물품운송을 위해 러시아 선적의 내빙연구선인

사장을 비롯한 해양연구소(소장)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 유스모지올로기아(Yuzhmorgeologiya)호(총 톤수 4,430

아울러기지운영실태를검열하였다.

톤)’를임차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브랜스필드 해협과 남쉐틀랜드 군도,

제7차 대한민국 남극과학 연구 (1993~1994) : 7차 남극연

기지 주변에서의 육상지질조사, 지구물리탐사, 해양지질조사

구는 브랜스필드 해협과 웨델해 북부해역을 중심으로 지질,

와 해양생태 연구를 비롯한 환경 모니터링, 연안과 육상 생태

생물, 대기과학 분야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육상지질분야는

계 연구, 기상과 고층대기와 같은 연구가 있다. 아울러 8차 하

처음으로 킹조지 섬을 벗어나 리빙스턴 섬의 고생대 화산성

계 연구 기간동안 브랜스필드 해저화산의 드랫지 암석 시료를

퇴적암과 신생대 화성암류에 대한야외조사로 확대되었다. 해

채집하였으며 레디오 존데를 이용한 남극 연직대기에 대한 특

양조사도 남극반도 동쪽의 웨델 해 얼음해역으로 접근 해빙

성 관측이 처음 수행되었다. 그리고 페브리-페로 간섭계의 수

경계지역에 대한 생태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밖에도 극지

리 보정과 연구 측기 개발을 위해 일본 교토대학(이찌가와 교

빙역학 연구와 기지 앞 마리안 소만의 수심도 제작을 위한 측

수)에서세종기지를방문하였다.

심, 측량 작업이 수행되었다. 기지보급과연구를 위해서쇄빙

제8차 월동연구대(대장 장순근)는 7차대에 이어 기지 주변

선‘ 에레부스호’를 전년에 이어 임차하였으며, 국제협력의 일

의일반해양학연구와함께기지주변에서식하는조류와포유

환으로 중국기지로 보급되는 컨테이너 1대를 보급선편에 운

류의출현과움직임에대해관찰하고 기록하였다. 하계기간중

반해주었다.

에는 국회 체신과학위원회 소속 국회위원과 정부부처의 남극

하계기간 중에는 정부관계자를 중심으로 기지 검열이 실시
되었으며, 서울방송(SBS) TV 취재팀이 기지를 방문하여 주

조사단이 세종기지를 방문하여, 기지운영과 남극사업 현황에
대해서파악하였다.

변환경과 연구활동, 기지생활을 취재하였다. 제7차 월동연구

국내에서는 1995년 5월에 제1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 회의

대 (대장 남기수)는 기지환경 모니터링을 비롯한 세종기지 앞

가 서울에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마리안 소만의 계절별 해양 물리환경, 영양염류 농도, 엽록소

남극조약협의당사국(26 개국), 남극조약 비협의당사국(16 개

농도 변화와 그리고 어류 생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월동

국),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를 비롯한 3개

기간 중 일기를 정리한『남극 일기(남기수)』
라는 도서가 발간

옵서버위원회,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를포함한 10개국제

되었다

기구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부부처, 해양연구소와 학계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남극관련 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제8차 대한민국 남극과학 연구 (1994~1995) : 8차 남극연

의사결정을하였다. 곧이어해양연구소주최제4차 국제남극

구는 브랜스필드 해협, 웨델 해 서북부 해역의 종합 해양조사,

과학 학술회의가 서울대 호암관과 해양연구소에서 개최되었

남극해양조사와기지 물품운송에 사용된러시아선적의내빙연구선인
‘ 유스모지올로기아호’. 이선박은 이후9차, 10차, 12차, 14차, 15차와
16차 남극과학연구단에서도 임차사용하였다.

서울에서개최된제1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199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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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학술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국의 40여명의 학

의 미래(김예동, 강성호 공역)』
라는 도서를 발간하기도 하였

자들이 참석하여,‘ 남쉐틀랜드 군도의 지질’의 주제로 총 34

다. 월동기간 중 서울방송(SBS) TV의 보도국 취재팀이 기지

편의관련논문발표와함께심도있는토의가이루어졌다.

를 방문하여 기지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과 대원들의 기지생
활에대해서심층취재하였다. 하계기간중에는정부부처의관

제9차 대한민국 남극과학 연구 (1995~1996) : 9차 남극 하
계연구는 남쉐틀랜드 군도, 엘레펀트 섬, 웨델 해 북서부 해역
을 중심으로 일반 해양학 조사와 지질, 지구물리 탐사가 수행
되었다. 또한 세종기지를 중심으로 연안해양생태계, 지구물리

계자와 신문사(중앙일보)의 기자들이 세종기지를 방문하여,
기지운영실태와연구현황에대해서조사하고취재하였다.
1996년 9월에는 칠레 남극연구소와 한· 칠레 남극공동연구
협약서를체결하였다.

와대기과학연구가수행되었다. 이러한연구와 기지보급을위
해 러시아 선적의 유스모지올로기아호를 전년에 이어 임차하
였다.

제10차 대한민국 남극과학 연구 (1996~1997) : 10차 남극
하계연구는세종기지주변, 리빙스턴섬, 디셉션섬, 서부브랜

주요 연구내용은 남쉐틀랜드 군도와 웨델 해 얼음 경계지역

스필드해협, 웨델해서북부해역에서육상지질, 해양지질, 지

에서 해양 물리, 화학, 생물학적 요소를 확인하며, 그 안에 서

구물리, 기상, 고층대기, 해양생물, 연안환경 연구가 수행되었

식하는 생물체의 해역별 차이와 영양단계별 특성을 밝히는 것

다. 연구와기지물자운송을위해러시아선적의유스모지올로

이있다. 그리고남쉐틀랜드군도와남극반도 북부지역의지각

기아호를 임차 사용하였으며, 기지의 유류 운송은 칠레 해군

구조 진화과정 연구, 브랜스필드 동부분지의 해상 탄성파탐사

함정을이용하였다.

연구, 세종기지 주변 전기 비저항 탐사, 대기복사와 성층권 오
존층변화연구가있었다.

주요 연구로서, 남쉐틀랜드 해구-열도 시스템의 지질 진화
과정 연구, 서부 브랜스필드 분지의 지구조 연구, 해양 퇴적물

제9차 월동연구대(대장 김예동)는 기지에서 1년간 생활하면

시추를 통한 최근세 고기후 고환경 변화연구, 웨델 해 해빙지

서 마리안 소만 미세조류의 환경요인에 대한 계절 변화, 우루

역 생태계 구조와 기능, 생태계 에너지 흐름과 물질 이동에 관

과이 기지로부터의 절대중력값 전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계

한 생지화학 기구 규명, 지구환경변화 관련 세종기지 주변 환

기간 중 기지부두에 대한 전체 보수가 있었으며, 이를 위한 일

경모니터링, 세종기지인근해역수심조사가있었다.

부 보수자재의 수송은 중국의‘ 설룡호’를 이용하였다. 한편,

제10차 월동연구대(대장 조한빈)는 월동하면서 정상 기상관

월동연구대에서는 연구활동의 일환으로서『환경변화와 인간

측, 기지주변 지질조사와 페브리-페로 간섭계를 이용한 고층

대국민 남극홍보활동의일환으로개최된
남극사진전 포스터(울산 주리원백화점, 1989. 8)

남극 해양조사와 기지물품운송에사용된노르웨이선적의 쇄빙연구선‘ 폴라 듀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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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열권 관측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10차 월동연구대에서는

원, 정부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대원(의사 이명주)이 월동연구

개최되었으며, 사진전시회도함께열렸다. 아울러이를기념하

대에참여하였으며, 귀국후월동수기형식의도서를발간하기

는 10주년기념화보집이발간배포되었다.

도하였다. 하계기간중에는정부부처의관계자와방송사(연합
통신)의기자가세종기지를방문하여, 기지운영실태와연구현
황에대해서조사하고취재하였다.

제12차 대한민국 남극과학 연구 (1998~1999) : 12차 남극
하계연구에서는, 러시아선적의유스모지올로기아호를이용하

국내에서는 1997년 7월 연구소 조직 개편에 따라 극지연구

여 기지주변을 비롯한 브랜스필드 해협과 남극반도 북서해역

센터하에극지지질환경, 극지생물, 극지대기빙하, 그리고극지

에 대한 해양조사와 리빙스턴 섬과 남미 파타고니아에 이르는

해양연구실이 설치되었다. 1997년 8월 제 5차 국제 남극과학

육상조사와 세종기지를 중심으로 한 야외 지질조사와 연안 생

학술회의가 해양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주제는

태계조사가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해양지질조사,

‘ 환경변화에 따른 남극에서의 생태학 진행’에 관한 것이었으

유용생물자원조사와연단위의 Sediment Trap 설치와일반

며, 우리나라를비롯한 10개국에서 40여명의학자들이참석하

해양 조사, 물리환경과 화학적 플럭스 조사가 수행되었다. 또

였다. 이 회의에서는 3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한· 칠레,

한 세종기지를 중심으로 기지주변 환경변화 모니터링을 비롯

한· 페루간남극협력과상호정보교환, 그리고국제남극생물

한 기상, 오존층, 고층대기 연구, 빙하연구, 야외지질 조사, 지

과학연구동향파악과공동연구방향이모색되었다.

구물리모니터링이추진되었으며, 총 39명의전문 연구인력이
현장조사에참여하였다.

제11차대한민국남극과학연구 (1997~1998) : 제11차남극

제12차 월동연구대(대장 정호성)는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하계연구는 크게 해양분야와 육상분야로 대별하여, 연구선을

정상기상관측, 마이켈슨간섭계(Michelson Interferometer)

이용한 세종기지 주변해역은 물론 남극반도 북서부 해역에서

와 페브리-페로 간섭계를 활용한 고층대기 관측, 지진계와 지

의 해양조사와 세종기지를 중심으로 리빙스턴 섬과 남미 파타

자기계 운영, 대기오염도 조사를 위한 에어로졸과 눈 시료 채

고니아지역에 이르는 육상조사가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

취, 해양환경 모니터링의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1999

으로서 해저지질 조사, 해양지질 조사, 해양물리와 일반 해양

년 2월에는 인공위성(ENTELSAT) 안테나와 수신장비를 설

조사, 과학어군탐지기 시험탐사와 크릴자원량 예비조사가 수

치하여 최초로 인터넷을 연결하고, 세종기지 홈페이지를 구축

행되었다. 또한 세종기지 주변에서는 연안 해양환경과 생태계

하였다. 그 외에, 헬기착륙장을 새롭게 축조하였다. 하계기간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오존분광광도계(Brewer Ozone

중에는 정부부처의 관계자와 신문사(국민일보)의 기자가 세종

Spectrophotometer) 설치와 기상, 고층대기연구, 지구물리,

기지를 방문하여, 기지운영 현황과 연구, 대원들의 생활에 대

빙하와야외지질조사와같은다양한연구가심도있게추진되

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취재하였다. 국내에서는 1999년 5월에

었다. 하계 현장조사와 더불어 세종기지 연구물품과 생필품,

제6차 국제 남극과학 학술회의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7개국에

그리고 유류 하역 작업이 있었다. 물품운송과 하역, 하계 해양

서 50여명의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연구소에서 개최되

조사를 위하여 노르웨이 선적의 쇄빙선‘ 폴라 듀크(Polar

었다. 여기에서는‘ 남극 지구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란

Duke)호(총 톤수 1,650톤)’를 임차하였으며, 극지연구센터의

주제로 34편의논문이발표되었고, 자료교환과 극지빙하연구

24명을 포함하여 우루과이 연구원 2명과 국내 연구기관에서

에대한활성화방안이토의되었다.

참여한 총 50명의 전문 연구인력이 참여하였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물품운송의 전진 항구로서 그동안 이용했던 칠레의 푼

제13차 대한민국 남극과학 연구 (1999~2000) : 13차 남극

타아레나스 항이 아닌 아르헨티나의 우슈아이아 항이 이용되

하계연구는 온누리호를 이용한 해양조사와 세종기지 주변 육

었으며, 하계기간 중 유류 수송을 위해 임차 선박을 2차례 왕

상환경조사가 이루어졌다. 극지연구센터 연구원 23명을 포함

복사용하였다.

한 내· 외부의 전문 연구인력 총 40명이 참여하였다. 주요 연

제11차 월동연구대(대장 이상훈)에서는 지진계, 지자기계를

구로서해저지질조사, 유용생물자원조사, 물질플럭스조사를

통한 지구물리 자료수집과 해수분석을 통한 해양환경 모니터

비롯한 해양 지구물리 탐사와 지질조사가 수행되었다. 육상에

링, 그리고 기상, 고층대기 관측 분석 연구를 하였다. 또한 고

서는 퇴적층 조사, 지질조사, 세종기지 근접 환경변화 모니터

무보트보관을위한창고를신축하여세종기지유일의해상교

링이 수행되었고, 빙하와 대기환경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우루

통수단인 고무보트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

과이 제2기지 인근에서 눈시료 채취와 기지주변에서의

다. 국내에서는 1998년3월에세종기지준공 10주년기념행사

Lichen, 에어로졸, 오존량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기지 앞 마

가한국해양연구소관계자를비롯한역대월동, 하계대참여인

리안소만에서지구환경변화에따른해양생물의생리반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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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도되었다. 1999년에는 청소년들을 위한『야! 가자, 남극

연안환경, 빙하학, 일반해양, 유용생물자원조사, 오존층 관측,

으로』
와『남극의영웅들(장순근)』
이란도서가발간되었다.

기상과 고층대기, 지구환경변화, 생태계 조사연구로 수행되었

제13차 월동연구대(대장 이방용)는 15명의 대원이 월동하면

다. 하계해양조사와세종기지월동물품운반을위하여러시아

서, 정상기상관측을 비롯한 고층대기, 지구물리, 해양, 생물,

선적의 유스모지올로기아호를 임차하였으며, 관련 전문인력

대기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원, 기지 유

44명이하계현장조사에참여하였다.

지와 관련된 주요업무로는 굴삭기와 각종 중장비의 안전보관

제14차 월동연구대(대장 장순근)는 15명의 대원이 월동하면

을 위한 보관동의 신축, 대형 국기게양대의 설치가 있다. 굴삭

서, 정상기상관측, 오존감소에 따른 플랑크톤의 변화와 대형

기는 중국의 쇄빙선인 설룡호를 이용하여 기지까지 운송하였

해조류의자외선에대한민감도연구, 펭귄군서지에서의펭귄

으며, 유류와 식료품은 칠레 선박인‘ 아레스(ARES)호’를 임

생태 연구, 해양환경 변화 추적, 눈 시료와 공기 부유물의 채

차하여공급하였다. 한편, 하계기간 중한국방송(KBS) TV 보

집, 절대 지자기와 중력계, 지진계를 이용한 자료수집 업무를

도국 취재팀과 서울방송(SBS) TV의 방송작가가 기지를 방문

수행하였다. 또 기지주변의 새와 포유동물의 출현과 이동, 식

하여 주변환경과 연구활동, 기지생활을 비롯한 환경연구와 칠

물의변화를관찰했다. 나아가넬슨섬의펭귄군서지를찾아가

레의 남극연구에 대해서 취재하였다. 또한 정부부처의 관계자

연구가능성을 찾았다. 아울러 하계기간 중에 정부부처의 관계

로구성된기지검열단이세종기지를방문하여, 기지운영실태

자들이세종기지를방문하여기지운영실태와대원들의생활,

와 연구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검열단의 일원인 과학기술

그리고연구현황에대해서검열하였다.

부의최석식국장(현재실장)은『서울에서남극까지』
란방문기
를출간하기도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2001년 5월에 제8차 국제 남극과학 학술
회의가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전

국내에서는 2000년 6월에 극지연구센터가 극지연구본부로

지구적 환경변화 연구에서의 남극과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름이변경되었으며, 8월에는 제7차국제남극과학 학술회의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에서 약 60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32편의논문발표와토론이있었다.

8개국에서 약 60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30편의 남극 생물과
학 분야에 대한 연구 발표와 상호 의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제15차 대한민국 남극과학 연구 (2001~2002): 15차 남극

이어 9월에는 남극 지구과학 분야에 대한 한· 일 세미나가 제

하계연구는 14차 하계연구와 연계하여 세종기지 주변, 마리안

주도에서 개최되어 남극 주요관심사에 대한 학술발표와 토의

소만, 맥스웰만, 브랜스필드해협, 북서웨델해, 포웰분지북

가있었다.

부 대륙붕, 드레이크 해협, 남쉐틀랜드 군도 주변해역, 엘레펀
트 섬 주변해역, 마젤란 분지에서 지질, 지구물리, 연안환경,

제14차 대한민국 남극과학 연구 (2000~2001): 14차 남극

빙하학, 일반해양, 유용생물자원조사, 오존층관측, 기상및고

하계연구는 세종기지 주변, 맥스웰 만, 브랜스필드 해협, 웨델

층대기, 지구환경변화와 생태계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하계

해 북서부 포웰 분지, 드레이크 해협, 남쉐틀랜드 군도 주변해

해양조사와 세종기지 월동물품 운반을 위하여 러시아 선적의

역, 엘레펀트 섬 주변해역, 마젤란 분지에서 지질, 지구물리,

유스모지올로기아호를임차하였으며, 하계연구에는관련분야

세종기지에 설치된위성안테나

세종기지건물 증축계획의일환으로신축된 중장비 보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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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전문인력 57명이현장조사에참여하였다.

스페셜 취재팀이 기지를 방문하여 남극의 과학연구 중요성과

제15차 월동연구대(대장 정호성)는 16명으로 구성되었으

우리나라 기지주변 환경에 대한 연구활동, 기지생활을 비롯한

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고· 저층대기, 지질과 지구물리, 생물

환경연구활동에대해서심층취재하여보도(신년기획‘ 남극’)

과 해양 분야에서 자연환경 변화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하였다. 2003년 5월에는『남극 세종기지(장순근)』
란 도서가

업무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대기광 온도

발간되어킹조지섬이발견된역사와인간들의활동, 우리나라

측정계(SATI, Spectral Airglow Temperature Imager)

남극연구와세종기지의활동을소개하였다.

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육상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기선조사
로서 GPS를 이용해 기지주변의 해안선, 구조물을 정밀

8.3. 우리나라의 북극연구

mapping하였다. 아울러 지의류와 선태류를 비롯한 육상식
물의 식생도를 완성하였다. 기지 유지와 관리업무 측면에서

북극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1926, 1928년 북극 횡단비행이

발전기의 교체작업을 수행하였다. 국내에서는 2002년 10월

성공한이후유럽간, 아시아와북미간, 유럽과북미간의 항공

4일 제1차 한국-이태리간 극지연구에 대한 워크숍이 한국해

로로 활용하기 위해 각국이 북극에 무선 전신기지, 기상관측,

양연구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와 이태리

비행장을 건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북극은 남극과는 달리 북

의 극지연구 현황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

극해 중앙부를 제외하고는 경제면에서의 관심지역이 대부분

다. 또한 10월 8~10일에 제9차 국제 남극과학 학술회의가

주권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단독 개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역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남극

향후 북극개발에는 주변국들과 공동 참여가 불가피하며, 이를

에서의 환경변화’라는 주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10개국에

위해서는 우선우리나라도북극에관심을갖고있는북극국가

서 약 60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30편의 논문발표와 토론이

로서국제사회에서인정을 받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의

있었다.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는 현재 북극에 대한 유일한 국제기구인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 Internation Arctic Science

제16차 대한민국 남극과학 연구 (2002~2003): 16차 남극

Council)에 2002년 4월 25일 가입하고, 이어 4월 29일에 스

하계연구는 지구물리, 육상지질, 해양지질, 해양생물, 해양화

피츠베르겐 섬 니알슨(Ny-Ålesund) 국제과학기지촌에다산

학, 기상, 고층대기, 연안환경 분야의 연구와 세종기지 주변,

과학기지를 개설(북위 78°
55′, 동경 11°
56′, 고도8m, 서울에

맥스웰 만, 브랜스필드 해협, 사우스오크니 섬 주변해역, 드레

서약6,400km, 약 35평규모)하였다.

이크해협에서관측과조사가수행되었다. 하계해양조사와세
종기지 월동물품 운반을 위하여 러시아 선적의 유스모지올로
기아호를임차하였다.

우리나라의북극권탐사와연구에대한그 동안의수행일정
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북극해의 지하자원, 생물자

제16차 월동연구대(대장 강영철)는 현재 16명이 세종기지에

원, 항로 개발사업에 북극권 국가들과 공동 참여하거나 또는

서 월동중이다. 한편, 하계기간중 한국방송(KBS) TV의 일요

자체 수행을 목표로, 북극권 국가 연구소들과 공동으로 북극

노르웨이령스피츠베르겐 섬에있는 북극과학기지촌인니알슨에서의
다산과학기지 개소식 행사(2002. 4. 29)

러시아와 공동으로 수행한북극해해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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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 해, 척치 해에 대한 해양연구 확대추진과 극지연구를 계
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쇄빙연구선 확보 노력과 독자적인

우리나라의 북극권 탐사 및 연구수행 경과

극지활동의능력배양에힘을기울이고있다. 그리고다산기지

•1992년부터 2년간 북극진출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를 중심으로 노르웨이, 독일, 영국, 일본, 미국, 캐나다와 같이

예산상의 문제로 연구 중단

연구가 활발한 국가들과 연안 생태, 빙하, 고층대기물리 공동

•수산청 주관으로 북태평양 자원생태학 연구가
베링 해에 국한되어 수행

연구를 추진하며 지속 연구활동을 통해 북극국가로서의 위상

•1998, 1999년 오호츠크 해의 자원관련 기초연구 수행

을확립하는중장기추진계획을갖고있다.

•1999년 중국 쇄빙선‘ 설룡호’ 북극해 탐사시
해양연구원과 한· 중 북극해 국제공동연구 수행

따라서 이미 IASC 가입을 통해 북극연구국가로 인정을 받
은 만큼, 우선 국제 북극 해양연구 프로그램에 우리 측 연구원

•2000년 해양수산부 북극해 해양조사사업 시작:

을 참여시킴으로써 단기간에 효과있는 연구성과의 도출을 유

러시아 연구소와 공동으로 바렌츠, 카라 해에서 1차
공동 현장조사 수행. 러시아 극지연구소(AARI)와 북극

도함과 아울러, 시급히 5,000톤급의 쇄빙연구선을 확보하여

공동연구협약 체결

남극뿐만아니라북극해에서의나름대로의 연구활동을수행할

•2001년 하계기간 중 러시아 연구소와 바렌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층대기, 북극

카라 해 2차 공동 현장조사 수행. 러시아 해양지질/

기후연구, 연안 생태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르

광물자원연구소(VNIIO)와 북극공동연구협약 체결

웨이 스발바드 군도 니알슨에 설치된 다산기지를 적극 활용할

•2001년 10월 5일 한국북극과학위원회(KASCO) 창립

계획이다.

(IASC 가입 요건)
•2001년 10월, 북극권 연구기반(관측시설과 연구장비)

극지연구는 지구환경변화와 부존자원 연구가 중요한 연구

확충을 위해 스발바드 군도 스피츠베르겐 섬에
육상과학기지 설치 타당성 현지 조사

분야로서 현재의 인력과 시설의 최대 활용과 확충을 통해 이

•2001년 10월 19일 IASC 가입을 위한 사무국
(노르웨이 오슬로 소재)에 가입 신청서 제출

와 관련한 연구를 중점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수

•2001년 12월, 2002년 1월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북극과학연구협력과 실질협력사업에 합의

연구, 빙하, 오존층 변동, 고층대기물리연구와 같은 중요한

행되어왔던 지질, 지구물리, 생물, 연안생태 연구, 기후변화
연구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수행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2002년 4월 25일 네덜란드 그로닝엔 IASC회의에서
만장일치로 IASC 가입 (세계 18번째)

한국남극과학위원회와 한국북극과학위원회는 IASC 가입과

•2002년 4월 29일 스발바드 군도 스피츠베르겐 섬 니알
슨에 다산과학기지 개소 (35평 규모)

북극 다산과학기지 개소에 즈음하여 2002년 6월에 한국극지

•2003년 4월 8일 다산과학기지 확장 (70평 규모)

Polar Research)로 개칭되어, 남북극 업무를 통합 수행하게

과학위원회(KONPOR, Korean National Committee on
되었다.

· 운영비 지원
정부부처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극지과학위원회 (KONPOR)
SCAR

· 연구비 지원
극지연구본부

· 남극과학위원회 (KONCAR)

· 연구수행

· 북극과학위원회 (KASCO)

· 계획수립

IASC

통합 자문기구

· Logistics

세종기지 (1988)

다산기지 (2002)

국내학계/연구계

62°13′ S
58°47′ W

78°55′ N
11°56′ E

연구참여

우리나라의극지연구수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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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절

연안· 항만공학 연구분야

9.1. 조직의 변천

공학연구센터로개편되면서4개연구실외에연구지원실이추
가되어 신항만 사업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체제로 개편되었다.

연안공학 연구분야는 연안역 개발과 환경관리, 방재, 해양

1998년기존의실장중심의연구실체제는연구과제책임자중

에너지 개발 등 연안역 이용과 보존에 관련된 수공학분야에

심체제로 전환되면서 연구조직의 유연성이 강화되었다. 이에

대한 기초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한 실용화 연구를 중점적으로

따라 연안· 항만공학연구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재 연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가덕신항, 아산항, 광양항, 울산신항 등

안· 항만공학연구본부로존속하고있다.

대단위 항만 확충사업이 국책사업화 되면서 급증하는 현장 애
로 기술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반공학, 구조공학 등
설계및시공관련기술분야까지연구영역을확장했다.

이와 같이 해양공학연구실에서 출발한 공학분야의 연구는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의 명칭변경은 있
었지만 연구분야 자체는 연안공학(Coastal Engineering)을

연구소의 공학분야는 설립당시 해양공학실로 출발하였으

근간으로꾸준한성장발전을계속해왔다.

며, 첫 연구과제는 해양에너지 관련 과제로서「조력발전 기초
조사연구」
이다. 1976년 연구소가 선박연구소와 통합되면서

9.2. 1970년대 (발족 및 태동기)

해양담당 부소장 산하에 제2연구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78년선박분야와분리후다시해양공학연구실로옛명칭을

1973년연구소설립 후해양공학실의첫연구과제는해양에

되찾게 되었고, 이어서 환경공학연구실이 개설되어 해양환경

너지 관련 과제로서 1974년 과학기술처 위탁사업으로 수행된

보존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도 시작하였다. 1989년에는 공

「조력발전 기초 조사연구」
였다. 우리나라 서해안 조력자원 개

학부문의 숙원사업이었던 파랑· 흐름 복합2차원 수조가 설치

발에대한관심은이미 1920년대조선총독부체신국주관으로

되면서 연구실 조직은 해양공학연구실, 연안공학연구실, 환경

인천 해역에 대한 조력발전 방식 및 발전량에 대한 검토가 이

공학연구실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로써 해양공학연구에서 필

루어진 것으로 시작된 이래 해방 후 1950~1960년대에 걸쳐

수적인 현장관측 및 분석, 수치모델, 수리실험 기능까지 모두

한국전력(주)에 의해 아주 개략적인 검토가 간헐적으로 실시

갖추게되었다.

되었다. 물론 1974년의사업도부족한연구인력과장비등미
비한 점이 많았지만 우리나라 조력개발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

1990년 연구소가 부설 시대를 청산하고, 한국해양연구소로

연구는 이 사업이 처음이었다. 이 사업에서 처음으로 발전 최

독립하면서 연구기능 재정립 및 전문화 조치로 해양공학연구

적화 부문에 당시 서울대학교에 도입된 컴퓨터가 사용되었고,

부장 산하에 해양공학연구실, 연안공학연구실, 환경공학연구

이때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모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실, 연안방재연구실 등 4개 연구실이 배속되었다. 이로써 공

1975년에「천수만 조력발전 예비 타당성 조사」
, 1976년에 다

학분야는 연구 인력의 보강, 연구사업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시 가로림만을 대상으로 한「가로림만 조력발전 예비 타당성

연구내용도 더욱 충실해졌다. 1993년에는 해양공학연구그룹

조사」
를 수행하는 등 태동기에 수행된 연구사업은 주로 해양

과 연안기술연구그룹 2개 그룹으로 조정되고, 1995년에는 연

에너지 개발에 관련된 사업들이었다. 그 당시는 연구 인력이

안공학연구부로명칭변경이있었다.

나 관련 자료가 크게 부족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연구사업의
내용은 글자 그대로 조력발전에 대한 기초적이고도 초보적인

1996년8월 해양수산부 발족 이후 1997년 10월연안·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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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국한될수밖에없었다.

연구소 설립 초창기에는 국내에 연안공학분야 전문 연구인

9.3. 1980년대 (성장기)

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연구인력의 확보가 연구소
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였다. 따라서 연구인력 확보 전략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양공학실의 관심 분야도 점차 다

해외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의 자체 육성에 두고 한· 불 해양

양화되고 사업도 폭주하여 전문 연구인력 부족현상은 더욱 심

협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콜롬보 플랜, UNDP 등 해외파견훈

화되었다.

련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원들을 해외로 파견하였고

1980년에 한국전력(주)에서 발주한「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또 한편 해외에서 활약 중인 전문 연구인력의 유치에도 상당

건설 타당성조사」사업에 참여하여 2년간 정밀 해양조사를 실

한 노력을 한 결과 1976년에는 미국에서 송원오 박사(해안공

시하였다. 이 시기에 HRS(HR Ltd의 전신)의 Sand Flux

학전공)를 유치과학자로 영구유치 하여 본격적인 공학분야 연

Meter, Settling Tube 등 여러 가지 최신 관측장비들이

구를수행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였다.

UNDP 자금으로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당시 연구소 규모로
볼 때상당히 큰 대형과제로 기상, 조석, 조류, 파랑, 해적퇴적

1977년 12월에는 한국전력(주)으로부터 의뢰받은「조력발

물 등 해양조사 물량의 증가에 비해 연구인력은 제한되어 연

전 부존자원 기초조사」연구에서 서해안 조력자원 개발을 위

구 참여자들의 고생이 컸지만, 연구능력의 제고면에서는 보람

한 본격적인 연구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캐나다의 조

이컸던사업이기도하였다.

력발전전문용역단인TPC와 공동으로수행하였는데, 경기만
에서 충청남도의 천수만까지 조력발전이 가능한 서해안의

이후 1982년에시작된해안변형에관한조사연구, 임해발전

10개 후보지점에 대한 예비 타당성을 검토, 가로림만을 조력

소 온배수 확산에 관한 연구 등 당시 국내에서도 아직 생소한

발전개발입지로추천하였다.

주제에 대해 컴퓨터 수치모델을 이용한 연구를 과학기술처 출
연금과제로 착수함으로써 해양공학실의 연구능력 배양과 연

1978년에는 또 다른 해양에너지 자원으로「파력발전 기초

구분야의다양화를위한기초를닦았다. 1982년말부터광양제

조사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사업은 10년 후인 1988년

철소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포항종합제철(주)로부터 부지

부터 시행된 동력자원부 주관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매립용 준설작업에 따른 부유사 확산 현장 모니터링 및 수치

수있는토대가되었다.

모델실험 용역을 위탁받아, 대단위 준설 매립사업 현장에서

이후 조력자원 개발 관련 연구과제는 연구소 공학 부문의

발생하는부유탁도모니터링에도연구경험을쌓게되었다.

주력 연구사업으로서 1980년대 초까지 과학기술처 출연금 사
업 또는 한국전력의 수탁사업으로 계속 수행되었다. 특히 한

1983년 후반에는 해양물리실과 공동으로 연구소가 보유하

국전력 수탁사업으로 수행된「조력발전 부존자원 기초조사

고 있는 해양 관측장비와 이들의 분석기법을 수록한『해양관

와「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1981)」
는연
(1978)」

측 편람(해양공학, 물리 분야)』
을 작성, 배포하여 최신 기법을

구사업 규모가 커서 연구 성과는 물론 연구소 재정운영에도

소개하였다.

큰기여를 하였다.

조력발전타당성조사사업 수행시의 연구팀( 1980)

1984년은 해양공학 연구부문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해로

조력발전기초조사에관한
연구보고서 (1975)

천수만조력발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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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존의 중화학공업 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적절한 환경관

특정연구사업으로「해안구조물 적정설계 조건결정 기법의체

리 대책이없이 건설된각종 산업시설, 특히대규모임해공업

계화 연구」
를 3년 사업으로 착수하였고, 해운항만청 수탁 사

단지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문제가 1980년대에들어

업으로 죽변항의 매몰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죽변항 파랑관

서면서 점차 그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해양환

측 및 분석」사업을 4년 사업으로 시작하였다. 또한 건설부로

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처 필요성에 따라 환경공학실을

부터「포항 신항 파랑조사 및 모델 실험 용역」사업을 의뢰받

개설하게 되었다. 1984년은 해양공학실과 환경공학실 모두

아 11월에 착수하였다.「해안구조물 적정 설계 조건 결정 기법

사업의 수나 규모면에서 보유 인력에 비해 많은 과제가 수행

의 체계화 연구」사업은 연안에서의 제반 수리현상, 즉 조석,

된 해였다. 해양공학실은「울산· 온산 공단 공해 피해 주민

조류, 파랑, 연안류, 퇴적물이동, 해안변형, 온배수 확산 등을

이주대책을 위한 연구(화학실, 생물실 공동연구)」
를 위시해서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또한 이를 체계화함으로

「인천항 광역개발 기본계획」
,「가로림 조력지점 후속조사 및

써, 임해의 항만, 매립지 또는 발전소 등 대규모 연안구조물

기타조사」등 대형 수탁과제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이중에서

설계시 체계적이고 정확한 설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법을

한전에서 발주한「가로림 조력지점 후속조사 및 기타조사 사

확립할 목적으로 착수된, 그 당시 시급하고도 의욕적인 사업

업」
은「가로림조력 발전소건설 타당성조사 사업」
의후속사

이었다.

업이다.
이 사업은 1981년의 조사 결과에서가로림만의 조력 개발의

과학기술처 특정연구사업으로 연구소 자연과학분야가 공동

경제적 타당성 및 기술적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나 경제 장관회

으로 참여한「한국해역 종합자원도 작성연구-남해(예비조

의에서 개발이 유보된 후, 가로림 조력 개발의 재평가를 목적

사)」
의 해양에너지 분야 사업에서 심해 태풍파를 관측할 목적

으로 영국의 EPD사와공동으로수행되었다. 신설된환경공학

으로 남해안의 거제도 인근과 거문도 인근의 심해 2곳에 파고

실은 과학기술처 출연금 사업으로「해난 · 재해 예보 시스템

관측부이를 3개월씩 설치하여 운영한 끝에 1986년 8월 28일

연구」
사업을 비롯해서「동해 유의파 분포조사」
, 낙동강 유역

에 13호태풍 Vera에의해 발생한대한민국 파고 관측사상파

환경 보전 종합계획 중「낙동강 하구 해역의 해양 수질 모델

고가가장 큰최대파고 15.6m의심해파를관측하는데에성공

링」등의사업을수행하였다.

하고, 이듬해 1987년의「한국해역 종합해양자원도 작성연구남해(2차년도)」사업에서는 제주도 남쪽 마라도 근해에서 7월

1985년에 해양공학실은 산· 연 협동 사업으로 현대중공업

15일의 태풍 THELMA에 의해 발생한 최대파고 18.24m를

(주)와「해저 파이프라인을 위한 최적 배관 공정에 관한 연구」

관측하는 데에 또다시 성공하였다. 이 태풍파들은 당시의 학

를 공동수행 하였고, 환경공학실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위

계나 산업계에서 우리나라 근해에서 발생하리라고는 상상하

탁으로「서남해유의파고분포조사」사업을수행하였다.

지 못했을 정도로 파고가 커서 이들 자료는 이후「해역별(동

1986년의 연구사업으로는 해양공학연구실에서 과학기술처

태풍으로파괴된방파제

244 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

해· 남해) 심해파 추정(1988, 수산청)」사업에서 심해파 추산

파랑에너지를흡수하여해안의침식을줄이기 위해설치된호안

첨단수치모델의 가장 중요한 검증자료로 이용되었다. 이 때

차)」및 해운항만청이 의뢰한「1988년도 파랑 관측망 임시 운

관측된 심해파고들은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연안의 심해 설계

영 및기타 용역」
이 수행되었다. 이 사업은 해운항만청의 전국

파를 추정하는 수치모델의 가장 중요한 검증자료로 이용되고

주요 항만에 대한 파랑관측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착

있다.

수되었다.

한편 환경공학연구실에서는 수산청 위탁으로「소흑산도항
의 설계파 추정」사업을 수행, 과거 50년간의 태풍 자료를 전

1989년에 수행한 외부 수탁과제는 모두 13개로 해양공학연

산처리하고 파랑 스펙트럼 변환 모델을 적용, 설계파를 산출

구실의 경우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 외에 1989년에 착수된

함으로써 소흑산도항 설계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해운항만

수탁과제만도 8개였다. 특히 부산직할시에서 발주한「부산

청의 의뢰로「파랑 관측업무 개선방안 연구」사업을 수행, 우

인공섬 건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중에서 조석, 조류, 파

리나라 연근해에 대한 파랑관측 시스템의 장기계획을 수립하

랑 관측 및 수치모델링 부분을 수행하였다. 부산 인공섬 건설

였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해운항만청은 1987년부터 파랑 관

계획은 부산 남항 앞 바다에 약 250만평 규모의 인공섬을 건

측망 구축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실제 구축사업을 연차적으로

설하고 인공섬 전면에는 대규모 컨테이너항을 설치하여 부산

해양연구소에위탁수행하였다.

시를 21세기 동북아 지역의 중심 항으로 발전시켜 시가 당면
한 경제난, 주택난, 교통난 등 3대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해 보

1987년의해양공학연구실연구사업으로는과학기술처 특정

자는 의욕적인 부산시 발전 계획안이었다. 해양공학연구실은

사업으로「해안구조물 적정 설계조건 결정 기법의 체계화 연

이 사업 외에도 동력자원부의 대체에너지 개발 기금으로「해

구」
가전년도에이어연속사업으로수행되고, 수탁사업은「죽

양에너지 이용 복합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을 해사기

변항 파랑관측 및 분석 사업」
의 제2차년도 사업이 수행되었

술연구소와생산기술연구원과함께3년사업으로착수하였다.

고, 또한「포항 신항 파랑조사 및 모델실험 용역」
이 연말까지

또한 이전 수년간에 걸쳐 연구소 기본연구 및 과학기술처 특

계속되었다. 포항 신항 사업은 국내 최초의 장주기 파에 의한

정연구 등을 통하여 꾸준히 쌓아왔던 연안 수리학 분야, 특히

항내 부진동 현상을 다루게 된 연구사업으로 사업 수행시 장

온배수 확산, 퇴적물 이동 현상에 대한 수치모델링 분야의 연

비 부족으로 인한 현상 관측과 분석의 어려움, 최신 이론 적용

구실적을 토대로 1989년부터는 한전의 임해발전소 설계에 본

에 따른 수치모델의 적용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던

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환경공학연구실은 수산청의「2차

사업이었다. 한편 환경공학연구실에서도 대형 수탁과제를 착

어항 설계 천해파 추정과업」
, 해운항만청의「파랑관측망 구성

수하였다. 고리원자력 발전소 부근 해역의 해양오염 확산 파

용역」
,「고리 원전 해역의 오염 확산 모델링」등 1989년 이전

악 및 예측을 위한「해양 확산 모델 정립」사업이 1989년까지

부터 시작된 대형 과제들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양의

3년간에 걸쳐 수행되었고, 수산청 위탁으로「해역별(동· 남)

과제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실원들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

심해파 추정 과업」
과「어항 설계 천해파 추정 과업」
이 수행되

로 과도한 업무량이 부과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국가

었다. 과학기술처 특정사업으로는 1984년부터 시작한「해난

적인 대형 사업의 설계 단계에 참여,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

재해 예보시스템 연구」
의 최종년도분이 수행되었고또한 연안

함으로써 개발 기술의 실용화를 입증할 수 있었던 점에서 보

환경 보존에 관한 연구사업으로「연안환경 보존기술 연구」
가

람이컸던해이기도하다.

해양화학실및해양생물실과공동으로착수되었다.

또한정부특별외화자금과기본연구사업의지원으로2차원
파랑· 흐름 복합수조(길이 53m, 폭 1.0m, 높이 1.25m)가 완

1988년 수행 과제로는 과학기술처 특정 신규과제로「연안

성되어 연구실 숙원사업의 하나인 수리실험 시설을 갖추게 된

방재시설의 설계기준 산출 연구(환경공학연구실)」및「해안구

것도 커다란 성과의 하나이다. 이 수조는 불규칙파와 물의 흐

조물의 파력 흡수를 위한 신소재 개발 연구(해양공학연구실)」

름을동시에재현할수있는국내최초의실험장치이다.

등 2개 과제가 시작되었다. 이외에 포항제철 전용부두 확장계
획에 따라해운항만청에서 의뢰한「포항항 원료수송 합리화방

9.4. 1990년대 (발전기)

안 및 수치모델 실험용역」
이 해양경제연구실과 해양공학연구
실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해양연구소 공학부문 숙원 사

1990년에 연구소는 한국해양연구소로 독립하면서 연구 조

업의하나였던수리모형실험시설확보안이구체화되어제2연

직을 연구부 체제로 확대 개편하였다. 즉, 해양공학연구부가

구동 1층에 2차원 조파수조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조

설치되고 산하에 해양공학연구실, 연안공학연구실, 환경공학

파수조의 설계가 기본연구사업으로 착수되었다. 환경공학연

연구실등3개연구실이배속되었다. 연구부체제로의개편약

구실에서는 수산청이 의뢰한「어항 설계 천해파 추정 사업(2

2개월전에 해양공학연구실이 연안공학연구실로 명칭이 변경
제2부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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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다시 해양공학연구실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해양공학연

에너지 이용 복합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도 3차년도 사업

구실의 주 연구분야는 해양에너지 개발, 연안 구조물의 구조

이 완료되었다. 부산 인공섬건설과 관련하여「인공섬주변정

해석, 연안관측 시스템개발 등이며 기존의 해양공학연구실의

밀 해수유동 예측 연구」
,「해상 신도시 외곽 방파제 기본설계

연구기능 중에 하드웨어적인 성격의 연구와 수리실험 장비의

용역: 파랑 수치해석」
,「해상 신도시 외곽 방파제의 2차원 수

운용업무도담당하게되었다.

리모형실험」등3개과제가수행되었다.

1990년에해양공학연구부에서수행된연구사업은과학기술

1992년도에는 해양공학부가 산하 해양공학연구실, 연안공

처의 장기 국책 특정연구과제로「국가종합 해양 관측망 구축

학연구실 및 환경공학연구실 등 기존의 3개 연구실의 기능 및

기술 개발」
을 비롯해서 6개 과제가 과학기술처 특정사업으로

업무를 재조정하여 연안방재연구실을 신설하고 각 실의 기능

수행되었고 해운항만청, 부산직할시, 인천직할시, 한국전력공

및 업무를 세분화하였다. 신설된 연안방재연구실의 주 기능은

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15개의 수탁과제

연안해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연안재해예보 및 경보기술

를의뢰받아연구를수행하였다. 1990년에수행된수탁과제를

및 연안방재 기술연구 등 주로 황천시 연안에서 발생하는 제

유형별로 보면, 1) 연안구조물설치 시해수 유동변화, 파랑변

반 재해의 사전방지 내지 피해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이었다.

화, 퇴적물의 이동현상 등을 수치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예

과학기술처특정과제연구사업은연속사업외에신규로3개가

측하고 이로부터 환경영향을 평가하거나 적절한 설계자료를

시작되었고, 10여개의 수탁사업이 신규 수주되었다. 수탁연구

도출하는 과제, 2) 원자력, 화력 등 임해발전소의 온배수 확산

사업의 위탁처는 해운항만청, 부산직할시청, 한국전력공사,

현상을 역시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함으로써 환경에 미치

수자원공사, 농업진흥공사 등 대부분 국가기관 또는 국가투자

는 영향을 평가하고 또는 발전소의 적정설계를 위한 자료를

기관이었으며, 이외에 동부건설(주)로부터 산· 연 협동 형식

제시하는 과제, 3) 해역별 Primary 파랑 관측소를 설치하여

의 연구사업도 수주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시스템화하는 과제로 대별된다. 한편 1987년부터 해운항만청

국가 출연연구기관 주 기능의 하나인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

수탁과제로 4년간 수행되어온「죽변항 매몰방지 대책 수립을

술의 산업체 이전 측면에서 연구비를 외부에서 지원받아 해양

위한해양조사및수치모델실험」용역이완료되었다.

관련 수치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술이전하는 연구사업도 착
수되었다.

1991년 수행과제로는 과학기술처 특정과제로「연안 방재시
설의 설계기준 산출 연구」
가 최종 연도로서 마무리되었고 동

1993년에는 연구소의 기본 연구단위가 연구기능 중심의 연

력자원부 대체에너지개발 기금으로 1989년부터 수행된「해양

구실에서 연구사업 위주의 연구그룹으로 개편되면서 해양공

파랑· 흐름 발생복합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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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국가 해양관측시스템구축계획안

학부 산하의 4개 연구실이 해양환경공학연구그룹과 연안개발

함과 아울러 동북아시아 지역 환경관측시스템(NEARGOOS)

연구그룹의 2개의 그룹으로 통합, 조정되었다. 수행과제는 특

과 연계, 활용범위를 동북아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구상되

정연구 10개, 외부수탁 11개를비롯, 총 35개 과제였으며 해양

었다. 이외에 기관고유 과제 2개와 G7과제 2개 및 수탁 7개

환경공학연구그룹에서는 연안수질환경, 발전소 온배수, 연안

과제가 수행되었다. 수년간에 걸쳐 연구소 내외적으로 논란이

퇴적물이동 등에 관련된 연구과제를 연안개발기술연구그룹은

되었던 공학분야의 명칭, 즉 해양공학과 연안공학에 대한 정

해양에너지 개발, 연안구조물 설계, 관측시스템 개발, 재해예

의를 새롭게 정립하여 연구부의 명칭을 해양공학연구부에서

보시스템개발에관련된과제들을수행하였다.

연안공학연구부로 개칭하였다. 1996년에는 해양수산부가 발
족되었다.

1994년에 해양환경공학연구그룹은 영일만 신항 건설을 위
한 기본계획 설계에 대한 수탁연구사업을 완료하고 봉길 원자

해양수산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신항만 건설사업에

력발전소 신설에 대비한 온배수 저감방안 연구 등 연안역 환

필요한 국내 관련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96년부터

경제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안개발기술연구그룹에서

우리 연구소에 항만공학분야의 인력과 장비 보완을 요청하였

는 연안에서의 종합적인 방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연안재해

고 연구소는 정부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단계적인 공학분야

저감기술 개발연구(특정)에 착수하였고 3년간 계속된 항만수

발전계획을 수립, 1997년 10월 기존의 연안공학연구 조직을

질 개선을 위한 방파제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구결과로

연안· 항만공학연구센터로 개편하고 산하에 연안개발연구실,

부터 항내의 해수교환이 가능한 신형 방파제에 대해 국내외

연안환경공학연구실, 연안방재연구실 및 항만공학 연구실 등

특허를출원하여국내, 영국, 대만, 인도네시아에등록하였다.

4개 연구실과 연구지원실을 설치하였다. 연구사업은 기관고
유사업, 스타프로젝트 외에 해양수산 개발사업으로 3개 과제

1995년에는계속사업외에 G7과제로연안수질평가및예측

와수탁사업으로4개과제가수행되었다. 또한북한함경남도

기술과 연안환경개선 2개 연구과제를 시작하고 수산청, 해운

금호지구에건설중인대북경수로건설사업(일명 KEDO사업)

항만청, 원자력연구소, KIST, 한전 등 정부와 공공기관, 기타

의일환으로「대외원전1, 2호기해양조사용역」
이9월에착수

민간단체로부터 11개의 연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또

되어 1998년 2월부터 이어도호(546톤)를 이용하여 금호지구

한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 남쪽 약 150km 떨어진 소코트라

앞해상일원에대한4차에걸친해양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

초(礁)(이어도)에 종합해양관측기지를 설치하는 계획이 수립

팀은 해양공학, 해양생물, 해양화학, 해양지질 등 5개 분야의

되어 기초해양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지설치에 따르는 국제법

연구원들로 구성되었으며, 경수로 원전 건설이 인근 해양에

적, 기술적 타당성도 검토되었다. 한편 스타프로젝트로 종합

미치는 환경영향 평가를 위해 해양생태계(어란, 미생물), 해양

해양관측개발연구가 착수되었는데 사업목표는 우리나라 주변

수질(해수특성, 오염물질,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해양물리(해

해역에 세계적 수준의 해양관측 및 예보시스템을 개발, 구축

수의 수온, 염분도 및 유속분포), 해양공학(연안유속, 부유사

하여 산업활동 지원, 연안환경보존, 자연재해방지 등에 기여

이동, 파랑), 해양지질(해저지형, 지층 및해저퇴적물) 등에대

KEDO사업수행을위해북측관계자와이어도호에승선한송원오박사

해수교환방파제 시공장면 (주문진)

제2부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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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종합 분석, 발전소 설계를 위한

「체계운용을 위한가상해양환경 분석기술」
은과학기술부와국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이는 남북분단 이후 최초로 우리 해

방부가 공동 주관하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에

양조사선에 의해 북한 해역 내에서 종합 해양조사를 실시한

서는 가상현실 기법을 이용하여 바다환경을 5차원(공간 3차

것으로, 동해에대한해양학적연구의의도크다.

원, 시간, 변수면 상의 변수변화) 입체적으로 가시화하고 바다

1998년에는기관고유사업 5개과제,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속 환경을정밀하게분석할 수있는 DOVE시스템을 개발하였

7개 과제, 특정연구개발사업 2개 과제, 수탁연구사업 5개 과

는데, 본 과제의 개발기술에 대한 첨단성과 향후 발전적 활용

제가 수행되었다. 해양수산부 항만국 신규과제로「대수심 방

도가 인정되어 정부 지원으로 해양환경시뮬레이션센터가

파제 및 연약지반관련 기술연구」
,「지진대비 항만구조물 보강

2004년 준공될 예정이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끝나면 바다

기법및신형안벽개발」
,「해수교환방파제의실용화연구」3개

환경에대한이해와신뢰도높은예측이 가능해질것이다.

가중장기과제로착수되었다.

9.5. 2000년대 (도약기)
또한 연구능력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구조 및 토질 분야의
박사급연구인력4명을신규채용하였고, 토질및구조실험실

2000년에는 기관고유사업 2개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3

에 구조 및 재료시스템(MTS), 반복 삼축시험기 등 최신 실험

개 과제,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15개 과제, 수탁연구개발사업

장비가 도입되었다. 새로운 수조를 이용하여「해수교환 방파

7개 과제가 수행되었다. 그중에서 해양수산부 항만국 과제는

제의 실용화연구」
,「경사식 방파제의 최적 설계기술 개발」
,

「부유토사 발생량 및 오탁방지막 효율에 관한 연구」
,「항만구

「연약지반 방파제의 개발」
,「이어도 종합과학기지 구조물에

조물 설계자동화 시스템개발」등 5개 과제가 신규로 추가되어

작용하는 외력 설계」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수준 높은 수리

총 10개로 늘어났다. 정책국 과제로는「해양에너지 실용화 기

실험기법을 활용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다수의 발명

술개발사업」
이착수되어 2010년완료 예정이다.

특허 등록과 출원 실적을 산출하였다. 그리고「해수교환 방파
제의 실용화연구」사업을 통해 경사제형 및 케이슨형 해수교

2001년에는 기관고유사업 1개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2개

환 방파제 단면을 개발하여 해수 유입량을 추정하고 설계지침

과제,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13개 과제, 수탁연구개발사업 9

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동해안에 설치할 후보항을 선정하고

개 과제가 수행되었다.「해상연안재해 대응기술개발」
은 기상

각 입지별로 방파제 단면 형식을 결정하고 시설 규모를 추정

청으로 이관되어 실용화 기술개발 위주의 해양기상 변화 탐지

하였다. 과학기술부 특정과제로「해상 연안 재해 대응 기술개

기술개발 과제의 일부로 편입되어 수행되었다. 등표 및 잔교

발」
이 수행되었고「해양관측시스템 개발」
은 1998년 착수하여

를 이용한 7개소의 실시간 해양 기상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10년간 3단계로 나누어 수행될 예정으로 진행 중인데, 우리나

기존의 실시간 관측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제반 문제점을 개선

라 주변 지역의 실시간 해양관측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통

보완하였다. 실시간 관측소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해양수산부

합 연안정보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안에서 해양산업활동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될 계획이다. 향후 실시간

지원과 재해방지, 대책, 연안역관리 및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각종 해양예보에 활용 할 수 있는 해양

연안공학활용기술을개발하는것이목표이다.

관측시스템의획기적인발전이예상된다.

1999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5개 과제, 기관고유사업 3개

2002년에는 기본연구사업 1개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1개

과제,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7개과제, 수탁연구개발사업6개

과제, 해양수산개발연구사업 18개 과제, 수탁사업 9개 과제가

과제가 수행되었다.「부산신항 해양수리현상 및 사후환경영향

수행되었다. 특히「해수교환방파제 실용화 연구」
의 연구 성과

조사 연구개발」
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부산신항

를 이용하여 항내 수질이 나쁜 주문진항에 국내 최초로 경사

주변 해역의 수리· 퇴적· 생태환경의 변화와 시공 중, 시공

식 해수교환 방파제가 건설 중이다. 방파제 건설이 완료되면

후의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으로 부산신항 수리· 수질 환

외해수의 항내 유입으로 월 평균 95%이상 해수가 교환되어

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 중이다. 현재 주요 환경인

산소공급이 풍부해짐으로써 수질이 현저하게 개선될 것으로

자를 공기별로 관측하고 변화를 예측하고 자동 승강식 모니터

기대된다. 한편 주문진항 해수교환방파제 설치 후 모니터링

링 부이를 현장 운영하여 수질자료를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

사업에서 방파제의 현장 성능평가, 수질개선 효과, 플랑크톤

로 제공하고있다. 2004년부터는종합해상관측타워를설치하

및 저서생물의 생물상변화 등의 조사가 2006년까지 계속될

고, 2단계에서는 시스템을 완전 가동할 계획인 바, 수리· 수

예정인데, 성과가 좋으면 다른 항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며

질 실시간 모니터링은 국내항만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또한 신규항만 건설사업에서도 방파제의 일부 구간을 해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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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방파제로설계하여수질개선을시도하고있다.

에서준공식행사가거행되었다. 정부는 1994년에이미과학기
지 건설을 결정, 1995년 해저지질조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2000년에 착수한「부유토사 발생량 평가 및 오탁방지막 효

왔다. 이어도기지는수면 위36m 높이에헬기장및첨단해양

율에관한연구」
는준설작업시발생하는부유토사발생량과오

관측장비들이 장착된 약 400평 규모의 과학기지로 필요시에

탁방지막의 현장 실태조사로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그간

는과학자들이2주일정도체류할수있다. 앞으로기지주변해

사전 환경영향평가나 어업피해조사사업은주로 외국자료를맹

역의 해상· 기상상태를 실시간 관측하여 해양· 기상· 어장예

목적으로 인용하여그신뢰도가의심스러웠는데, 이사업을통

보의 적중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해상교통 안전에도

해국내처음으로오탁발생량평가와오탁방지막설치및유지

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에 관한 지침안을 만들었다.「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에

한편 복합평면수조가 2004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

서는 40kW급 Helical수차를 울돌목에 설치하여 수차 성능

평면수조에서는 조석과 파랑을 발생시킬 수 있어 앞으로 연안

개선 및 내구성 시험을 하였다. 이 수차는 기존의 다른 수차보

공학 분야에서 이론연구, 현장실험, 수리실험을 연계하는 효

다 발전 효율이 높고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율적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도 인공해빈의 조

현장실험과 앞으로 설치될 1,000kW급 시험발전소 운영을 통

성, 조석 및 조류에너지의 이용, 항내· 외 해수교환 등 평면상

해실용화기술이확보되면상업발전도가능할것이다.

의변화를포함하는방향으로발전해갈 것이다.

2003년에는 기관고유사업 6개 과제, 특정연구개발사업 5
개과제, 해양수산개발연구사업 22개 과제, 수탁사업 22개 과
제가수행되었다.

1973년 해양연구소 설립당시 거의 불모지대나 다름없었던
연안공학분야는 그 동안 소속 연구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고 대외적으로도 학계, 산업계

2002년 한국수자원 공사가 현대엔지니어링(주)에 위탁한

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연안공학분야는 기초 및 응용 연구분야

「시화호조력발전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
에서연

를 총망라하여 종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공현장에 바로 적

구원에서는 해양조사 및 해수유동, 파랑변형, 퇴적물 이동, 수

용해야 하는 실용기술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

질변화 등에 대한 수치실험, 발전소 개념설계 등에 포괄적으

친 이론적 및 실험적인 연구를 통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반

로 참여했다. 이 용역의 결과로 시화호 조력발전은 타당성이

면에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입증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설용량 252MW급 시화조력발전

단시일 내 해결해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성도 갖고 있다. 연

소가 2008년 준공될 예정이다. 시화조력발전소가 이처럼 현

안· 항만공학본부는 이러한 국가적 R&D 요구에 부응할 수

실화되기까지에는 연구소 창립 초기부터 수행해왔던「조력발

있게 끊임없이 연구능력을 배양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전기초조사사업」등조력발전사업이큰밑거름이되었다.

수 있는 뚜렷한 연구방향 설정과 과제 도출, 신속한 기술개발

또한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가 준공되어 6월 11일 연구원

울돌목에설치된조류발전 실험장치

및적용을위한노력을계속해나갈것이다.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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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에서 시화호까지
송원오/ 연안· 항만공학연구본부책임연구원

우리 연구소의 초창기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사업이

시작되어 전력생산(tidal power)으로 발전되었다. 조석에

조력발전사업과 UNDP사업이다. 특히 조력발전사업은 필자

너지를 이용하기 시작한 기록은 이미 중세이전 스페인, 영

가 1976년 연구소에 입소하여 1986년까지 10년간 줄곧 관

국 등 북대서양 연안에서 조석방아를 가동한데서부터 시작

여했었던 사업이어서 늘 감회가 새롭다. 그 때 관여했었던

된다.

주요 조력발전사업은 조력발전 부존자원 기초조사, 가로림

조력발전이라는 용어는 일본식으로 1930년에 조선총독부

조력발전소 타당성조사 중에서 해양조사 그리고 가로림 재

가 발간한 조력발전 , 전력정책 기본계획 조서 에서 찾아

검토사업 등이다. 그리고 UNDP지원(약 US$ 130만)은 지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조력발전소를 潮汐發電站이라한다.

금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외자가 부족한 그 당시에

이와 같이 조석과 조력이라는 말이 혼용되고 있지만 조석에

전문가초청, 훈련 그리고 장비 도입에 사용되었으며, 이것을

너지(tide energy), 조력발전(tidal power)이 무난하다고

기반으로 조력발전사업에 바로 연결시킬 수 있어서 아주 고

생각된다.

마운 존재였다.

국내에서 조력발전 검토는 1920년대‘ 강화도의 조력발전

나의 연구소 생활 27년 중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이 사업

계획’에서부터 시작된다. 대상지역으로는 강화도(인천만) 남

들과 함께 보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다. 특히 조력발

동쪽 끝머리의 동검도 일대가 검토되었고, 해방이전에 공유

전사업을 위해 프랑스 Rance 조력발전소, 캐나다

수면 매립허가원이 제출되었다고 하나 기록이 없다. 1957년

Annapolis 조력발전소 뿐 만 아니라, 영국 Woodbridge

에는 조선전업에서 서해안 일대 10개 지점을 개략적으로

조석방아까지 찾아다녔고, Severn, Mersey, Fundy만 등

검토한 바 있다. 1973년 유류파동의 여파로 1974년에는 프

세계적인 조력지점을 답사하고, 조력발전 관련 전문가들을

랑스 Sogreah사의 아산만 조력발전 예비타당성 검토에 이

찾아다니면서 선진각국의 조력발전에 관한 최신자료 수집

어 해양연구소의 가로림만에 대한 현장조사와 발전량 계산,

과 동향파악에 열중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 자료를 정리하

천수만, 인천만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가 연차사업으로 계

여 조력발전 문헌목록 , 조력발전 등 책자를 만들어 배

속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 조력발전사업은 조선총독부, 건설

포하고, KBS -TV에‘ 조력발전의 꿈’ 등 Program을 제작

부, 과학기술처의 사업으로 그 명맥을 유지했다.

하여 홍보하는 한편, 국내 관계자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세

본격적인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은 1976년 한국전력공사의

계적인 조력발전 전문가를 불러 한국 조력발전 국제 심포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계획(안)에서부터 시작된다. 한전은

지움(International Symposium on Korea Tidal

198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4단계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Power)을 개최하기도 했다. 그 당시 나는 조력발전 전도사

1978년 그 1단계사업으로 해양연구소가 캐나다 용역단과

의 역할을 해야 했다. 지금도 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들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부존량을 확인하고 개발 우선순

때 마다 거의 습관적으로‘ tidal power’를 key word로

위를 결정했다. 서해안의 조력부존량은 약 15,000Gwh, 개

두드려 자료를 찾아보곤 한다.

발우선순위는 가로림만, 인천만 순이었다. 2단계사업은

그 때 같이 일했었거나 만났던 해외전문가들은 이미 대부

1981년 가로림만에 대한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로 프랑

분 타계했거나 아니면 오래전부터 현직에서 물러나 은퇴생

스 Sogreah사 주관 하에 실시되었고, 해양연구소는 해양

활을 하고 있다. 나도 이제 그 말석을 차지하게 되니 그간

조사분야를 맡았다. 이 결과 가로림 조력발전소의 설비 용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새삼 느끼면서 그동안 내가 손때를

량은 480MW이고 개발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으나, 3

묻히며 몰두했던 조력발전사업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옛

단계 실시설계, 4단계 시공은 아직까지도 보류되고 있다.

날 일들을 회고해 본다.
인간의 조석에너지 이용방법은 조석방아(tide mill)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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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1986년과 1993년의 가로림 재검토 및 Update사업
에서는 다목적개발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사업으로 시화

한다.

호 수질오염 개선책의 하나로 조력발전을 검토 한 바 있으

한편 건설투자비를 대출해주는 해외차관단도 국내 조력

며 개발 규모는 252MW급으로 2008년 준공 예정이다. 조

사업에는 무관심했다. 프랑스, 미국, 캐나다는 각기 자국의

력발전이 환경문제 때문에 되살아나게 되리라고는 미처 예

원자력 산업의 활로를 개척하려고 대통령, 국무부 장관, 수

상치 못했던 일이다.

상이 원자력발전소 판매차 직접 방한하기도 했다. 만일 그

그동안 조력발전사업은 경

때 프랑스가 조력발전소를 팔

제적 타당성 때문에 발목이

겠다고 했었더라면 가로림 사

잡혀있었으나 경제성 문제는

업은 성사되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최근 시화호 수질오염 개선

얽혀있다. 조력발전의 가장

책으로 조력발전이 검토되어

큰 이점은 연료비 대체 효과

왔다. 시화 조력발전소가 가

이다. 따라서 유가 상승에 민

동되면 조력발전으로 전력생

감할 수 밖에 없다. 그간 유가

산과 동시에 수질오염 문제까

상승세의 둔화는 사업추진에

지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

걸림돌이 되어왔다. 그리고

를 거두게 될 것이다. 어쨌든

공공투자사업에서 할인율을

조력발전으로 청정에너지 생

10%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이

산과 수질개선효과까지 얻을

다. 경제성 지표인 편익/비용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

비(B/C비)를 향상시키려면 편

다. 오 늘 날

익을 키우거나 비용을 줄이는

Green Round, 기후변화 협

세계적으로

수밖에 없다. 편익은 유가 상

약, 탄소세 부과 등 온실가스

승률과 직결되어, 이것은 비

배출량을 국가별로 할당하여

산유국인 우리 손에서 결정될

의무적으로 감축하려는 움직

일이 아니다. 다만 비용을 줄

임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별

여야 하는데 이것은 신기술개

로 할당된 대체에너지 개발

발, 정책금융 등으로 건설비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 목표달성을

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조정가능한 부분이다.

위해서 조력발전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성 외에 정치성도 무시할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국내 경제규모도 많이 커져 투자비의 내자조달도 가

래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준 위정자는 아무도 없었다. 아

능해졌다. 조력사업은 국내 건설시장에서 새로운 일거리를

직도 사업추진을 두고 말이 많은 새만금사업이 호남지역

창출할 뿐 만 아니라 부존에너지자원개발로 에너지원의 다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대통령의 선거공약사업이었다는

변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점은 유의해 볼만하다. 프랑스 Rance 조력발전소도 드골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화조력발전소의 경험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으며 캐나다의 Annapolis 조력발전

토대로 가로림만, 신도지점 등으로 본격적인 서해안 조력개

소도 금융재벌 Rolls Royce의 측면지원으로 성사되었다고

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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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es of KORDI,
Korea and its tidal power potential
E. van Walsum / P. Eng., M. Eng., Consulting Civil Engineer

The Korean national anthem is my

been entrusted to the Korea Ocean Research and

clearest memory of the time during

Development Institute so within a day I met with

1978 that I was working at KORDI as

K O R D I’ s Director, Dr. Lee Byung D on who

a member of a team of three to four

introduced me to his project manager, Dr. Song

Canadian engineers. At the KORDI

Won Oh. As my firm had just completed a similar

office, we work with our local counterparts, Dr. Song

study to establish the tidal power potential of the

Won Oh, Dr. Choi Byung Ho, Dr. Huh Hyung Tack,

Bay of Fundy on Canada’ s East coast, I was in a

Dr. Yum Ki Dai, Mr. Jung Won Moo and others

position to submit a sound proposal which was

until, while in the court-yard the flag was being

accepted and resulted by August 1978 in the report

lowered, the national anthem sounded loud and

“ KOREA TIDAL POWER STUDY-1978”. This report

clear to call us to order and signal the finish of a day

was a joint- effort bet ween KORDI and the

of hard work. On rainy days there was no flag

Shawinigan Engineering Co. Ltd. and was prepared

lowering and no anthem so that we had to decide

for the benefit of the Korea Electric Company. Our

for ourselves when to finish up with our job.

guiding criterion was to devise tidal power plants

In late November 1977, on my way home from

which would produce energy at the lowest possible

the Philippines where I had been working on the

unit cost which was found to be US $ 3.6 ￠/kWh. It

Magat Hydro-electric project, I stopped over in Seoul

was recognized that there would be environmental

to respond to a request for a proposal for a study of

issues to be resolved, but it was decided to do that

the tidal power potential along Korea’ s west coast.

at a later date when a go-ahead signal could be

While I had been abroad in several countries,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signs along the road meant

expected soon.
While living in Seoul, our small band of Canadians

absolutely nothing to me. Here I was clearly in a

occupied a comfortable apartment at Banpo-dong.

country where western colonial influences had been

While all our neighbors had large pots of“ Kimchi”

kept out. There was for me no way of pronouncing

standing on their balconies, our balcony was bare

what was written The Canadian Embassy supplied

and empty, a clear indication of a foreign presence.

me with a booklet with useful phrases in both

During our lunches at the KORDI office however we

Korean and English which I could show to taxi

were introduced to this overpowering, healthy

drivers or merchants t o supplement m y sign

Korean food staple. Now and then we took refuge

language. And so I was soon able to find my way in

for our evening meals in a Chinese restaurant to

and around Seoul.

taste something different.

The management of the Tidal Power study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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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ever we had a chance w e made long

excursions up and down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people at KORDI.

visiting parks and temples but also some of the great

My congratulations to KORDI on its 30-years

land reclamation works being under taken on Korea’

existence as a vital part or Korea’ s scientific

s west coast. Korea in those days was clearly a

establishment, planning for a sustainable future.

country on the go where anything would seem
possible. It has therefore been a disappointment that
tidal power on Korea’ s west coast did not

※He passed away on August 17, 2003. We respectfully
tender the bereaved family our condolence and sympathy.

materialize at that time.
The challenge of finding the best way of extracting
energy from the tides has fascinated the writer as an
engineer and Dr. Song as an Ocean Scientist since
the early 1970s. As a result of this long standing
interest, Dr. Song and the writer got together to
w rite a paper, “ Tidal Power Plants” which is
scheduled to be published in late 2003 as a chapter
of Volume 3,“ Renewable Energy” of the Landolt··
Bornstein
Energy Technologies Handbook by

Springer Verlag, Berlin-Heidelberg, New York and
Tokyo. In this chapter, we accepted from the start
that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e worked from the premise that, for
ecological reasons, a tidal power plant has to operate
in a consistent manner, day-in-day-out.
The cooperation which started in 1977 may yet
produce fruit now that energy-self-sufficiency, the
independence from fickle supply lines, is more
desirable than ever. In addition, there is now the
Kyoto Protocol, the commitment to make whatever
we undertak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 task
which fits well within KORDI’ s mandate.
At the end of our 1978 assignment, we took back
to Canada the best of memories of working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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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해양정책 연구분야

10.1. 개 요

그 결과를 정부 및 산업계에 이전함으로써 국가해양정책수립
및 해양산업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이후 해양산업연구부는

해양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분야는 한국해양연구원의 해

해양정책연구부로 개칭하여 해양법연구실과 해양산업경영연

양자연과학과 극지연구분야와 함께 주요한 연구기능의 하나

구실로구성되어있었으며, 1997년5월1일한국해양수산개발

로서, 해양과학기술연구와 국가해양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원이 설립되었을때 그 기능 및 인원이 모두 해양수산개발원

이러한 연구를 통한 국민경제에의 기여를 위한 해양과학기술

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자연과학과 연계된 사회과학 연구의

정책, 해양법, 해양경제 및 해양환경정책 등을 연구범위로

필요성에 따라해양정책및해양법분야의연구인력을 1998년

하고있다.

5월에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부터재이관받아연구정책실에

한국해양연구원은 여타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 앞서 1978
년에 해양경제연구실을 설치하였고, 1979년에는 해운항만연

서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해양경제분야의 연구인력
충원등그기능이강화되었다.

구실을 그리고 1983년에는 해양정책연구실을 설치하여 국가
해양정책 및 한국해양연구소의 방향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10.2. 주요 연구 실적

왔다. 1990년 6월 한국해양연구소가 독립법인체로 발족되면
서 해양정책연구실, 해양자원경제연구실, 해양산업경영연구
실로구성된해양산업연구부가설치되었다.
해양자원개발 및 쾌적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해양과학
적 지식과 사회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신해양질서와 국가대책 세미나(198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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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분야의 주요한 연구실적을 크게 태동기, 성장 및
발전기, 도약기, 재건기로구분하여보기로한다.
10.2.1. 태동기 (1978∼1982)
1978년 해양연구소가 한국선박연구소와 분리시 사회과학

신해양질서와영해제도, 그국제· 국내적 재검토 세미나(1986. 8. 4)

분야인 해운· 항만분야의 연구진이 해양연구소로 이관된 것

이었다. 한편 후자는 해양연구소의 해양정책연구실 발족의

은 연구소 발전사에 하나의 분기점이었다. 왜냐하면 훗날

동기부여와 아울러 해양연구소가 국가해양정책 연구를 전담

1980년대 후반 및 1991년도의 연구기관 기능 재정립 평가 등

하는 계기가 된 연구사업이었으며, 1981년 국보위(國保委)에

에서 사회과학분야 연구팀들의 논리적 기여는 연구소의 존폐

의한 정부출연기관 통폐합 추진시 해양연구소의 진로설정과

및 연구기관의 발전과도 관련되었고, 이런 점에서 해양연구

존속이유를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이론정립에도 결정적 역할

소가 1973년 해양개발연구소 설립(안)에서 간과되었던 사회

을 담당했다.

과학분야의 기능을 1978년에 선박연구소와 분리시 보유하게
된 것은 연구소 발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

10.2.2. 성장 및 발전기 (1983∼1989)

이었다.

1983년부터 1989년까지의 발전기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 등 국책연구분야, 해양법 연구를 중심으로 한 해양정책

1978년에서 1982년까지 약 5개년간을 태동기로 보면

분야 및 간척· 매립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분야의 연구가

이기간은 해운· 항만분야의 연구업적이대종을이룬다. 주요

주종을 이룬다. 초창기의 주종을 이뤘던 해운· 항만연구분야

연구사업 실적으로는「연안 해운업의 현황분석과 육성방안

는 1982년 해운항만청 산하 연구기관으로 해운산업연구원이

연구(한국해운조합)」
,「신항만건설 타당성 조사 및 최적투자

발족되면서 해운항만연구실의 연구진 일부가 해양연구소를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대림엔지니어링)」
,「부산항 콘테이너

떠나 해운산업연구원으로 이직하면서 기능이 축소되었다.

부두 운영에 관한 연구(안권회계법인)」등이다. 해운항만분야

따라서 해운항만연구실은 해양경제연구실로 명칭을 변경하였

의 위탁연구가 대종을 이룬 이유는 한국경제가 국가 주도형

고, 해양연구소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

연구 등 국책과제의 개발을 수행키 위하여 해양정책연구실을

기 위한 항만 확충과 신항만 개발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

1983년4월에창설하면서본격적으로해양정책연구사업의중

었으며, 해운항만청의 정책적 문제해결에 해운항만연구실이

심지역할을 하게되었다.

기여했다.
먼저 이 기간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과제는「심해저 광물자원
해운· 항만분야 이외에 주목할 만한 연구사업은 초창기 후

개발연구(과학기술처)」
,「한국 연안역 종합 개발연구(과학기

반「해양산업 육성정책을 위한 연구(과학기술처)」
와「해양개

술처)」
,「해면부 기초조사 및 이용계획수립용역(건설부)」
,

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과학기술처)」
이다. 전자는

「고급어종 증양식 개발연구(경제성 분석분야) (과학기술처)」
,

훗날 해양정책연구의 중요성이 인식될 수 있는 연구의 시발

「해양기술개발과산업화전략연구(과학기술처)」등이다.

해양정책동향(창간호, 1983. 10)

해양정책연구(제1권1호, 1989. 겨울)

국제연합해양법협약 (199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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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듯이 국책연구과제는 대부분 과학기술처가

책 세미나’는 4차(85, 86, 87, 89년)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

재원을 부담하였으며, 연구분야는 한국의 연안역에서 태평양

최되었으며, 동 세미나를 통해 해양개발기본법의 제정 필요

의 광물자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주변해역에서 대양에 걸

성 및 초안이 검토되었고, 남극과학기지 건설 필요성 및 방안

친 제반문제로 확대되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남극과학기지

정립이 토의됐으며, 해양법에 관련된 각종 정책대안이 제시

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를 수행함으로써 오늘날의 세종과학기

되었다.

지를 세울 수 있는 전략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연구했다

한편 해양경제연구실이 미국 동서문화센터(East-West

는 점이다. 다음으로 해양법 연구를 중심으로 한 해양정책분

Center)와공동으로개최한‘ 동북아 해양자원관리및공동협

야의연구가동기간두드러진업적이라할수 있다.

력방안 세미나’는 1987년 이후 매년 참가국(일본, 구소련, 중

「황해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한· 중· 일 공동협력방안 연구

국 등)을 순회하면서 개최되었으며, 한반도 주변에서의 해양

(외무부)」
,「신해양 질서에 따른 국내법제 정비와 해양지역협

정책 관련 국제회의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두만강 개

력 방안 연구(외무부, 1984∼1990)」등이 대표적 연구과제이

발 프로젝트, 한반도 주변 지역해 환경보전기구 결성 등은 대

다. 해양법 관련 연구과제의 주요 내용은 200해리 배타적 경

표적연구결과라할수있다.

제수역 설정 등과 관련된 해양경계획정 문제, 심해저 광물개
발참여문제, 주변국과의국제공동해양조사문제등이다.

10.2.3. 도약기 (1990∼1997)
1990년 이후 1997년까지를해양정책연구의 도약기로분류

끝으로 이 기간 중 수탁연구사업의 대종을 이루었던 분야는

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연구분야에서는 연안

간척· 매립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분야이다. 해양경제연

역 통합관리 연구,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전략연구, 간척· 매

구실에 의해 수행된 대표적 과제는「하동지역 전어업권 피해

립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용역 등이 주종을 이루나, 해양산업

보상(하동군청)」
,「시화지구 개발에 따른 간접피해 영향권 조

체의 경영전략 및 기술개발전략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시도

사(농업진흥공사)」등이며 이 분야는 해양정책연구부 발전기

하였다.

중반이후현재까지수탁용역사업의주종을이루었다.

한편, 한국해양연구소가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 해양

이 시기의 특기사항은 해양문제에 관한 사회과학분야 전문

연구소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해외기관과 공동연구기반을 조

학술지인『해양정책연구』
를 발간한 것이다.『해양정책연구』
는

성함에 따라, 해양정책연구부는 해당 외국연구기관의 사회과

1986년부터 발간되었으며, 1983년부터 발간되어 온『해양정

학분야와 국제적인 공동관심사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전개시

책동향』
을보다전문적인연구학술지로발전시킨것이다.

킨바있다.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1990년 제주도에서 미국 우즈홀

또한 해양정책에 관한 국내외 학술회의를 수차례 개최, 우

해양연구소의 Marine Policy Center와 해양정책연구부가

리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검토하였다. 해양정책연구실과

공동으로‘ 21세기를 향한 해양정책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또

외무부 국제법규과가 공동으로 주관한‘ 신해양질서와 국가대

한 1993년에는 해양법 및 해양정책분야의 세계적 학술회의인

‘ 21세기심해저광업의 현재와전망’ 국제심포지움
(1989. 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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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대학교해양법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제27차 해양법연차대회(1993. 7. 13~16)

‘ 제27차 해양법 연차대회’가 미국 하와이대학교 해양법연구

구실및관련조직을설치하게되는기반을조성하게되었다.

소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되어 국내외적으로 한국해양연

해양에 관한 자연과학적 연구와 접목하여 국가해양정책과

구소와해양정책연구부의역할을크게알리는계기가되었다.

해양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던 해양정

특히,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해양정책연구부는 국가해양

책연구부는 1996년 해양수산부가 발족함에 따라 정부의 결정

정책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 수행을 통하여 한국해양연구소의

에 의하여 타기관의 사회과학분야 연구직과 통합되어 새로이

대내외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1982년

설치된 해양수산개발원으로 이관되었다. 동 연구기관은 해양

태동된「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은 1994년 유엔에 독자적

정책연구부, 농촌경제연구원의 수산경제연구진, 수산진흥원

인 광구를 등록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성공적인 연

의 수산경제연구진, 수협중앙회의 수산경제연구진, 그리고 해

구사업의 수행결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 한국의 해양과학기술

운산업연구원을통합하여설립되었다.

능력을 널리 알림은 물론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임(박춘
호 고려대 명예교수),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 선임(박용안 서

10.2.4. 재건기 (1998∼ )

울대 교수), 국제해저기구 법률기술위원회 위원 선임(강정극

해양정책연구부의 이관으로 인하여 해양과학기술정책분야

심해저사업단장)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하

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심해저 광물자원개발 및 남극에 관

였던것이다.

한 해양법 및 정책분야의 공백으로 인한 연구소 중· 장기 계

또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국

획수립과 국가해양과학기술정책의 방향성 설정과 시행의 우

제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양법 관련 연구사

려감이 대두되었다. 이에 이관된 전문인력을 재이관하여 정

업들과 연안역 통합관리를 위한 연구사업은 국제적으로 높은

책개발실에서 해양과학기술정책분야에 대한 연구기능과 관

평가를 받아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IOC), 국제해사기구 동아

련연구사업의 사회과학적 연구분야의 연구수행을 담당토록

시아 지역사무소(UNDP/IMO/EAS),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하였다.

Marine Policy Program, 로드아일랜드대학교 Coastal

정책개발실은 2000년 6월 연구정책실로 명칭 변경과 함께

Resources Center, 워싱턴대학교 등과 학술교류 및 인적교

그 기능을 강화하여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전략수립, 연구원

류가활발히진행되었다.

중장기 발전계획의 총괄 수립· 조정, 해양과학기술동향분석,
해양관련 법제도 및 산업화 기반연구 수행과 원장의 대내외

해양정책연구부는 국가해양개발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해양정책업무를보좌토록하고있다.

관한 연구를 통하여 1996년 1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무회

이 기간의 대표적인 연구과제로는 국책과제로서「심해저광

의 의결을 통한 해양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하였고, 관련

물자원개발연구(법· 경제성분석)(해양수산부)」
,「독도생태계

연구사업 결과를 연구소의 정책방향을 정립해 나가는데 활용

등 기초조사연구(해양수산부)」
,「유엔해양법협약 대응체제 구

토록하는데기여하였다.

축 연구(해양수산부)」및「대체습지조성 중장기계획수립(법제

또한, 해양정책연구부는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도분야)(해양수산부)」사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2000년 5월

대한 국내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각종 정책자료 및 자문을 실

에는 마이크로네시아 축주에‘ 한· 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를

시하였으며, 그 일환의 하나로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국내

개소하는데 중심역할을 하고 센터운영 및 관련 연구사업을 주

수용체제 구축과 해양과학자료 및 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목적

도하였다.

으로 한 해양과학조사법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한편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관련 연구와 선진해양
과학기술동향분석 및 전파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연구 방향

이와 같은 해양정책연구부의 기능 즉, 국가정책 추진과 출

의 제시와 기관발전 방안 모색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해양

연연구기관의 역할에 관한 성공적인 기능 수행은 과학기술처

과학기술분야와의 협력· 공동연구를 통하여 연구성과의 성취

산하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에 정책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연

도제고와대형연구과제도출에기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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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해양개발시스템 연구분야

11.1. 해양개발시스템 분야 연구의 시작

이를부서의무형의출발점으로볼수있을것이다.
1976년5월선박연구소의설립당시‘ 유체역학실’에서주로

해양개발시스템분야의연구는해양공학기술을기반으로시

파랑중선박의내항성능이론및실험적추정기법개발에집중

작되었다. 공식적인 연구부서로서의 출발점은 1989년 10월로

되었던 해양공학 분야의 연구는 1985년 8월‘ 해양공학실’의

당시한국기계연구소부설해사기술연구소의신생부서로출발

체제로본격화된 바있다. 1989년 10월에‘ 해양기술연구부’로

하여오늘에이르고있지만실질적인역사는이보다더 오래되

연구부서화 된 후, 1999년5월 1일‘ 해양개발시스템연구센터’

었다. 1969년 12월에과학기술처에서작성한해양연구관련 10

로 개칭되고, 다시 2000년 6월 1일에‘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

개년계획인‘ 해양종합조사연구계획(안), 1971~1980’에 의거

부’로개칭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하여 보면 국립해양과학기술연구소(가칭)의 설립을 목표로 조
사연구계획안이 작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제2부 1장에 해

11.2. 주요 연구 활동

양기초부분, 2장에 해양기상조사연구부문, 3장에 해저광물자
원부분, 4장에 해양생물자원부문, 5장에 해수용존물자원부문,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는 해양의 개발 및 이용을 통한 미

6장에 해양에너지부문, 7장에 해안이용부문, 8장에 해양공학

래국가발전의비전을제시하기위한연구활동을수행하고있

부분이 기술되어 있다. 이는 현재의 한국해양연구원의 부서기

다. 해양에 잠재되어 있는 각종 자원과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능과 매우 유사한 계획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주며, 제8장의 해

이주연구분야이며, 이에필요한해양구조물및장치, 그리고

양공학부문이 현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의 기능에 해당하는

해양장비관련기술개발이이루어지고있다.

것으로서 약 100여페이지에 걸쳐 기초 및 관련기술분야, 해중

연구수행 범위는 해양구조물 및 장비의 설계와 성능평가에

장비 및 기기, 잠수정 및 작업정 개발계획 등이 정리되어 있어

필요한 파도, 해수흐름 및 바람 등 해양환경조건 재현 기능을

심해계류시스템위치유지성능 모형시험

부유식초대형해상구조물개념도 및파랑운동모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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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해양공학수조를 핵심 연구시설로 활용하는 해양공학 기

반구축등이수행되고있다.

술 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해양장비 시스템 기술 개발 및 해양

이와같은기본연구사업의수행성과들을기반으로하여다양

정보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연

한분야의연구사업들이도출되면서연구활동이본격화되었다.

구 활동 분야는 해양구조물 안전성 연구 및 설계기술 개발, 해
양자원개발시스템기술연구, 해역제어시스템기술연구, 수

11.2.1. 해양구조물 기술 연구분야

중 로봇 및 수중음향 기술 개발, 해양정보통신 시스템 기술 연

부유식초대형해상구조물개념도및파랑운동모형시험

구등으로분류되어수행되어오고있다.

해양 공간의 이용 및 해양자원의 개발에 필수적으로 활용되

해양개발시스템분야의연구활동기반은기본연구사업을통

는 부유식 해양구조물 거동해석 기법에 관한 기본연구사업의

하여 구축되어 왔다. 정부출연연구소에 PBS가 도입되면서 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과기부 지원「해양공간이용 대형 복합플

작된 기관고유사업인「해양장비 핵심기술 개발(1994~1996)」

랜트 개발사업(1995~1998)」
의세부과제인「부유구조물파랑

을통하여 대형해양구조물 거동 해석기법의 개발, 200m급 탐

응답 해석기법 개발」
을 수행함으로써 해상에 설치되는 돌핀계

사용 AUV의 개발, 해상유출유 확산방지 기술의 개발, 해양환

류 방식의 부유구조물을 대상으로한 파랑중 운동해석 및 설계

경 재현기술의 개발 등이 수행되었다. 명칭이 기본연구사업으

기법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해양

로 변경된 후의 1단계 사업인「해양공학수조를 활용한 모형시

수산부가 지원하는「부유식 초대형 해상구조물 기술 개발

험 기법 개발(1997~1999)」
은 해양공학수조 시설 활용의 조기

(1999~ )」사업이해상공간의본격적활용을목적으로 도출됨

정상화를 목표로 수행되었으며, 그 세부 내용은 조파기, 조류

으로써육상부지에대한투자경쟁력을갖춘초대형해상구조

발생장치, 바람발생장치 등 해양환경 재현장치의 운용기술 개

물기술기반확보를위한연구가수행되고있다. 또한, 과학기

발, 수조 중앙부의 원통형 심수부(pit)를 활용하는 심해 TLP

술부가 지원하는「해양온도차 발전기술 개발 연구」사업의

모형시험 기법의 개발, 다방향파중에서의 자유항주 선체운동

「해양온도차 발전시스템의 해양구조물 설계기술 개발

모형시험기법의 개발, 파랑에너지를 해역환경 개선 목적으로

(1996~1999)」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부유식 OTEC 플랫폼과

활용하는핵심장치에대한성능평가모형시험연구, 해저면작

냉해수 취수관간의 연성된 거동의 해석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업로봇의항법및수중 초음파영상전송시스템의개발등으로

복합해양구조물의시뮬레이션기반설계기법개발연구가심

구성되었다. 2단계 기본연구사업은「해양개발 설계엔지니어

화되었다.

링 기술 고도화 연구(2000~2004)」
로서 해양공학수조에서의

한편,「해양에너지 이용 파력발전(60kw)장치 개발」사업이

비선형 환경하중 조건의 생성 및 해석 기법의 개발, 심해석유

1993년에 착수되어 부유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장치에 대한

개발 플랫폼의 위치유지 시스템의 성능평가 및 해석기법의 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발전장치를 탑재하는 부유식 구조

발, 수중초음파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실험시설인 무향수조

물에 대한 설계 및 성능평가 기법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실험실 구축 및 이를 활용한 수중 음장가시화 시스템 개발, 해

연구는실증시험을위한발전플랜트구조물‘ 주전A호’의설계

양정보활용 기반기술로서의 웹기반 개방형 해양GIS 기술 기

· 제작 및 현장 설치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며, 기술 개발 성과

심해저광물자원채광시스템개념도

연약지반주행성능 모형시험 장면

제2부 연구활동

259

의실용화를 위한「파력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2003~ )」사

공동연구(2000~ )」
는 인도 NIOT에서 개발하여 실용화를 추

업으로이어지고있다.

진 중인 부유식 해양온도차 발전시스템의 계류성능에 관한 모
형시험 연구 및 진동수주방식과 BBDC 방식간의 파력발전 성

11.2.2. 해양에너지 및 자원개발 시스템 기술 연구분야

능비교 연구를 내용으로 수행되고 있다. 수심 1,000m 심해에

해양개발의 1차적 대상인 해양자원 개발 기술 연구는 과기

서의 계류성능 모형시험은 해양공학수조에서의 전체시스템의

부 국책연구 1단계 사업인「심해저 망간단괴 채광기술 개발

축소모형시험이 불가능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처

(1994~1996)」과제로 시작되었다. 이때, 해상으로의 양광기

음으로하이드리드모형시험기법을적용하여수행하였다.

술 분야는 당시 자원연구원(현 지질자원연구원)의 위탁연구로
수행되었으며, 해양연구원은 수심 6,000m 심해저에서의 집

11.2.3. 수중장비 및 수중음향 기술 연구분야

광기술 및 채광운용 기술 분야를 맡아 수행하게 되었다. 과기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는 국내에서의 해양장비 분야의 연

부의 심해저 국책연구 사업은 2단계의「심해저 망간단괴 집광

구 개발를 선도해오고 있다.「수심 250m급 유인잠수정 개발」

및 채광운용시스템 개발 연구(1997~1999」
와 3단계의「심해

과「수심 300m급 무인잠수정 개발(1992~1993)」성과 및 외

저 망간단괴 집광시스템 개발 및 채광운용 실용화 연구

국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무인잠수정 기술 개발이 본

를 거친 후 해양수산부로 사업이 이관되면서「심해저
(2000)」

격적으로 수행되었다. 과학기술부 특정연구사업인「고성능 중

광물자원집광시스템및채광운용기술개발(2001~2010)」사

작업용 수중로봇 개발(1997~1999)」과제 수행을 통하여 원격

업으로추진되고있다. 심해저연약퇴적지반을주행하는자항

제어형 무인잠수정(ROV) 설계기술 기반을 구축한 후, 해양수

식 집광시스템의 개발과 채광선-양광관/버퍼-유연관-집광시

산부특정연구사업인「차세대심해용무인잠수정개발(2001~

스템으로 구성되는 전체 채광시스템의 거동 시뮬레이션을 기

을 통하여 수심 6,000m 심해용 ROV 개발에 착수하
2005)」

반으로 하는 설계기법 및 채광운용기술의 개발이 수행중이며,

였다. 자율형 수중로봇(AUV)을 장착하는 차세대 무인잠수정

혼합식 단괴채집장치와 연약지반용 무한궤도 주행장치 기술,

개발을위하여한미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양국간기술협력의

해석관련 전산 S/W들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1차 목표인 근해

제로서미국우즈홀연구소(WHOI)와의협력이진행중이다.

역 실증시험(2006)과 심해역 파일럿 성능시험(2010)을 거쳐

기관고유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탐사용 AUV 개발 과제의 성

심해저 집광시스템 상용화 모델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

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민군겸용 기술사업인

다.

「자율형 무인잠수정의 운항제어 및 매니퓰레이터 기술 개발

한편 동해 고성해역을 대상으로「해양 심층수의 다목적 개

(1998~2003)」사업이 도출되었다. 해양방위 목적에 활용하

발연구(2001~ )」사업을발굴착수함으로써무한한해양자원

기위하여비자성재료로동체구조를설계제작하고수중기뢰

의 하나인 해양 심층수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선도하게 되었

제거용 소형 매니퓰레이터를 탑재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다. 심층수취수관의설계기법개발을비롯하여심층수의자원

시도되었다.

적가치의다목적활용을위한연구가수행되고있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와 인도 해양개발부간의 해양과학기
술협력 양해각서에 의거, 도출된「한· 인도 해양에너지 개발

수심 250m급 유인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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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양방위 분야의 또 다른기술개발 시도로「유인 잠수
항해장비기술개발(2000~2001)」
이수행되었다.
무향수조실험시설을활용하는수중음향기술연구는산업자

수심 300m급 무인잠수정 CROV300

원부의 민군겸용 기술 사업으로 추진되는「초음파를 이용한

11.3. 실험 및 연구 시설

수중 영상정보 전송기술 개발(1999~2004)」사업과 2003년
도에국가지정연구실로채택된「수중3차원 퓨전영상생성, 탐

11.3.1. 해양공학수조

지 및 전송기술개발(2003~2007)」과제로 인해 안정적 연구

해양개발시스템 분야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연구시설인

개발기반이구축되고있다.

해양공학수조는규모와기능면에서세계적경쟁력을보유하고

또한, 본원과 분원간의 공동연구의 일환으로서「대양연구를

있다. 다방향조파장치, 흐름발생장치, 바람발생장치, 중앙심수

위한 탐사장비 기술 기반 구축(2002~2004)」과제를 통하여

부(직경5m, 수심12.5m) 등의기능적특징을가지고있는 해

대양 지각구조 및 심해 열수분출공 탐사 연구 수행에 필요한

양공학수조는「해양공학수조기능고도화 사업(2002~2005)」

탐사장비기술의자립화가추진됨으로써해양과학연구와해양

을 통하여 다방향 조파기를 L자형으로 확장하고 제어식 대형

기술개발간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예인전차(CPMC)를 제작설치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시험설비

탐사장비의 공통기반 핵심기술인 저전력형 데이터 기록장치

를바탕으로세계최고수준의위상을확보할전망이다.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이를 이용하는 단기형 해저면지진계
(OBS) 개발이추진되고있다.
11.2.4. 해양정보통신 시스템 기술 연구분야
해양정보 통신 분야의 연구는 해양개발 시스템의 효율성 제
고 및 연구개발의 고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매우 높은 분야로
90년대 후반부터 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오고 있다.「해양조사

· 수조의 주요 제원
- 56m(L)×30m(B)×4.5m(D)
- 직경 5m 깊이 12.5m
· 다방향 조파장치
- 조파판 : 0.5m(B)×2.0m(H),88개

원 조사선의 종합정보통신망 개발(1999)」과제 수행 이후, 건

- 조파기능 : 다방향 규칙파/불규칙파/단파정파 등

조되는 조사선에 탑재되는 종합정보통신망 설치 수탁사업을

- 최대파고 : 0.8m

수행하였으며,「선박 항해용 전자해도(ECDIS) 시스템 개

- 수심 : 0.4 ~ 3.5m

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련의 전자해도 구
발 연구(1996~1997)」
축 관련 기술용역 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지
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해도 데이터를 기반으
로하는「해양지리정보체계를 위한 기반연구(2001)」및「해양
GIS 기반환경구축(2002~ )」사업이수행되고있다. 한편, 산
자부 중기거점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선박의 지능형 자율운

· 흐름발생장치
- 임펠러 : 55kW×6개
- 최대유속 : 0.5m/s (수심 2.5m)
· 바람생성장치
- 형식 : 1단 축류 fan 방식
- Fan 제원 : 직경 0.7m×1100 rmp×8개
- 설계풍속 : ~ 10m/s

항 제어시스템 개발(2000~2005)」
을 통하여 선박기술의‘ 디
지털화’을통한전통선박의고부가가치화를추진하고있다.

자율형무인잠수정운항제어시험

저전력형 디지털 데이터로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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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무향수조

설계제작된토조(soil bin)은길이6.0m 폭3.7m 깊이 0.7m

수중음향기술분야연구를위해제작설치된무향수조의내

의 크기를 가지며, 벤토나이트와 물의 혼합물을 이용한 해저

부는 길이 879cm, 폭 247cm, 깊이 452cm로 5면이 흡음재

연약지반 모사 연구와 무한궤도 주행장치의 주행성능 모형시

로 둘러 쌓인 일종의 준 무향수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요

험이수행되고있다.

실험시설은다음과같다.
· 16채널배열센서시스템

주요시험장치는다음과같다.

· 16채널데이터취득시스템및해석소프트웨어

· 전동식2축이동대차
· 지반교반장치

11.3.3. 주행성능시험토조

· 지반전단강도계측장치

해저 연약지반에서의 주행성능 모형시험 수행을 위해 자체

· 주행장치모형제어PC 및계측데이터취득시스템

디지털선박의통합 개념도

무향수조 내부의흡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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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학수조의 내부전경

연약지반주행성능시험설비(토조)

<회 고>

해양공학수조가 탄생하기까지
홍석원/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책임연구원

해양환경을 축소 재현하여 해양구조물 및 장비, 선박 등의

도움으로 우수한 성능의 조류 발생장치가 탄생하게 되었다.

설계 성능을 평가하고 해상안전 관련 연구를 위하여 건설된

그러나 조류발생장치의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도 많은 어

해양공학수조는 당초에는 내항조종수조로 계획되었으나 좀더

려움이 따랐다. 특히 많은 예산을 들여 수로가 건설되었지만

넓은 역할을 가진 해양공학수조로 변경하여 계획이 수립되었

막상 임펠라의 제작 설치비용이 당초예산에 들어있지를 않

다. 1989년 초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건설기술위원회가 발

아서 고심하였는데 이 문제는 서상기 원장과 오병두 부장의

족하였으나 1998년 2월에서야 완공되는 등 9년여에 걸쳐 많

도움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은 분들의 땀으로 건설이 완료된 각고의 시설물이다.

기술적으로 임펠라가 수면아래에 설치되기 때문에 기계장

1989년 당시 사업의 정부승인을 위하여 장석 소장, 김훈

치와 콘크리트 토목구조물 사이의 방수가 매우 중요하였다.

철 박사, 사업책임자인 홍도천 박사를 비롯하여 최인숭 부

이를 수납하기 위하여 별도의 덕트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장, 서인원 실장 등 많은 분들이 노력이 있었으며 예산부처

타설하게 되었는데, 이 작업 중 펌프카에 연결된 파이프가

의 문제점사업 대상으로 오르내리기를 몇 차례 반복한 끝에

터져 지하에서 감독 중이던 본인과 최학선 씨의 머리위로 레

마침내 1989년 5월에 정부사업으로 승인을 얻게 되었다.

미콘 내용물이 쏟아져 내렸던 기억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

한편, 해양공학수조의 부지로는 당초에 내항조종성능수조

다. 1997년 여름 일요일이었는데, 위기일발의 순간을 가까스

부지로 계획되었던 선형시험수조 북동쪽위치를 고려하였으

로 모면하고 밖으로 빠져나와 선형추진연구동의 2층에 있는

나 공사 중 선형시험수조 벽면의 붕괴위험이 제기됨으로 인

샤워시설에서 몸을 씻으면서 조금만 늦었어도 죽었을 지도

해 현 기계연구원 본관동 부지, 또는 캐비테이션 수조 남서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 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쪽 부지, 축구장 등으로 정처 없이 떠돌다 접근성 및 타 건

한편, 토목공사가 지연되어 조파장치의 설치가 늦어져, 조

물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현 위치에 착륙하게 되어 1992년

파기 구동장치 납품처인 캐나다의 Davis사는 추가 예산을

12월에 뜻 깊은 기공식을 하게 되었다.

요구하였다. 설상가상으로 IMF 경제위기로 달러마저 급등하

그러나, 이 후에도 정림건축이 설계하고 한국중공업(주)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순항하던 사업은 1994년 가장 중요한 설

던 때였다. 이 문제는 오병두 부장과 양승일 소장의 도움으로
해결점을 찾아 위기를 넘기게 되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비인 조파장치 구조물의 제작 정밀도와 관련한 문제로 시공

해양공학수조 건설사업의 잔금으로 소파장치를 설치할 때

사 관계자의 문책과 더불어 연구소의 담당부서장이 연구소

도 당시 황해웅 원장의 오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분들

를 이직하는 사태로 발전하여 큰 난관에 부닥치게 되었다.

의 도움과 조일형 박사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성능이 매우 우

이처럼 어려운 와중에 업무를 인수받은 필자는 같은 부서의

수한 소파장치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렇듯 많은 분들의 땀과

최학선 씨와 함께 당시 건설 담당부서의 김민현 실장, 이창

도움으로 건설된 해양공학수조는 준공 후 매우 활발히 활용

훈씨, 기술부서의 정현갑 박사, 박찬일 실장, 강정식 박사 등

되어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약 60여건의 모형실험 실적을 보

의 도움으로 1996년 11월에야 수조옹벽과 레일설치를 완료

유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분원이 해양연구원의 일원이 될 때

할 수 있었다.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보람을 느낀다.

한편, 해양공학수조 내의 조류재현을 위하여 수조동의 동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양공학수조 고도화사업이 완료되는

서방향 외곽 지하에 대형 회수로의 건설이 현범수 박사에 의

2004년 말 추가 조파장치와 제어형 대형예인전차가 설치되

해 설계되었으나, 가이드 베인, 임펠라 등에 대한 상세설계

면 해양공학수조는 명실상부한 세계 유수의 실험시설로 자리

가 없었다. 이의 보완을 위해 수치시뮬레이션과 모형시험으

잡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로 가이드베인에 대한 설계를 한 양찬규 씨, 수류를 가속하

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되게 될 것이다. 또한, 10년 이내에 현

기 위하여 선박 프로펠라 설계기술을 응용한 송인행 박사,

재의 조선산업 규모로 발돋움하게 될 해양플랜트 산업을 지원

임펠러 구동부를 설계· 제작한 남성유체기계 김용직 사장의

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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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절

해양안전방제 연구분야

12.1. 해양안전방제 분야 연구의 시작

5월 1일‘ 해양안전방제연구센터’로의 개칭을 거쳐 다시 2000
년6월1일현재의‘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로개편되었다.

1993년 10월에발생하여 292명의 귀중한인명을 앗아간서
해훼리호 사고, 그리고 1995년 7월에 발생하여, 약 5천톤의

12.2. 주요 연구 활동

기름을 부근의 청정해역으로 유출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기록
한 씨프린스호 사고 등은 해양안전방제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취약했는지를여실히보여준사건이었다.

연구원의 본격적인 해양안전방제 분야의 연구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96년 해양안전방제연구단 설립 당시, 약 10여명

당시우리나라의 선박 설계 및 건조 분야 기술은 세계 1,2위

의 연구원이, 국내에서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관련 분야의

를 다투던 상황이었지만, 선박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을 보장

연구에 착수하였는데, 현재는 30여명의 연구원이 연간 약 80

하기 위한 기술이나, 사고 선박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

억~100억원 정도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중견 연구부서로

하기 위한 구난기술, 유사시 사고 선박으로부터 유출되는 기

성장하였다.

름이나 유해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방제기술 등, 선박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있는 각종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도 중요하였지만, 당시는 해양사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은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

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어지지않고있었다.

기술 지원이 무척 중요하였으며, 이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이러한해양사고를방지하고또한유사시사고에대비하기위

최초의 사업이, 당시 특수사업으로 시작된「해난사고 예방 및

한기술개발과기술지원을목적으로, 1996년1월1일, 국내에서

구난체계 구축 사업(1997~현재)」
이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는 처음으로, 해양에서의 안전 및 구난방제 기술을 전문적으로

초보적이기는 하나,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

연구하기 위한‘ 해양안전방제연구단’이 설치되었으며, 1999년

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이

해양사고 구난및방제기술 지원
(경남고성, 20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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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항지원시스템구성도

고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을 확보하였으며 이로부터 대형 해양

구에서는, 중소형 고속 컨테이너선의 항해 조건 개선을 위한

오염사고 예방과 해양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개발의

충돌 방지 및 자세 제어 시스템을 검토하고 관련 분석을 수행

본격적인기반이갖추어지기시작하였다.

하였으며, 시뮬레이션 및 모형선 시험을 통해 설계안을 제시

보다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연구수행을위해 1997년부터시

하였다. 선원에 대한 각종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각종 시뮬레

작된 기본연구사업은 관련 기술을 축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

이터 시스템 및 이를 활용한 안전성 평가 기법도 지속적으로

다. 1단계 기본연구사업으로 수행된「선박유류유출에 의한 오

개발되었다. 그 동안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IMSF

염방지기술 개발(1997~1999)」
에서는 유조선 구난기술, 해상

(International Maritime Simulator Forum)의

누유 대응 시뮬레이션 시스템 기술, 해상누유 대응장비 및 누

FMB(Full Mission Bridge)급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

유확산 예측기술, 유조선 항로 안전성 평가 기술 등이 개발되

을 1997년자체기술로설계및제작, 설치하여현재운용하고

었다. 2단계 기본연구사업인「해양위해도 저감 핵심기술 개발

있으며, 이러한 실적과 기술을 바탕으로「한국 해군 조함 및

에서는, 선원의 인적 실수로 인한 사고와 업무
(2000~2002)」

항해 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2001~2003)」
을수

경감을 위한 안전운항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뮬레이터 선

주하여 2003년말 설치를 목적으로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에

교에 설치하고 시험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각종 위해요소를

있다. 또한,「선박용레이더시뮬레이터제품기술개발(1998)」

고려한 침몰선 인양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기술개발, 인적요소

을통하여 선박용ARPA(Automatic Radar Plotting Aids)

를 고려한 탈출분석 기법 개발, 인적요소를 고려한 해양사고

레이더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각종 연구 개발에

저감기술 개발 등이 이루어져, 해양안전 및 방제에 관한 본격

활용하고있다.

적이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3단계 기본연구사업으로「해양위해도 통합관리시스템 기반기
술개발(2003~2005)」
이수행되고있다.

이러한 해상교통 시뮬레이터 시스템은, 선박운항 관점에서
각종 항만 및 항로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해상교통 안전
성 평가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1998년 1월에 본 시스템

12.2.1. 해양안전기술 분야

설치 이후, 부산, 인천, 광양, 울산, 제주, 속초, 서산, 군산 등

IMO에서 제시되고 있는 종합 안전성 평가 기법인 FSA

전국 각지의 주요 항만 및 항로에서의 해상교통 안전성 평가

(Formal Safety Assessment : 공식 안전성 평가) 기법을

등 약 30여건의연구가수행되었다.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FSA 기법의 선박 운항 안전성 평가에

본 시뮬레이터 시스템은 또한 각종 해양사고의 원인분석에

의적용연구(1998~1999)」
가수행되어, 고속여객선의안전벨

도 활용되어,「MV 발렌타인호의 사고원인 분석(1997)」
,「한

트장착타당성검토등에적용되었다.

강 바지선의 사고원인 분석(1999)」등에 활용된바있다.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부두에서의 안전성 향상을 목적

「충돌 방지 및 자세제어 시스템 관련 S/W 개발(1999)」연

전자해도상에 전해경함정의현재 위치표시 예

으로 수행된,「LG-Caltex정유(주) 부두 입출항 제한조건 개

해난사고 수습대응시스템인터넷 홈페이지 (http://marm.nm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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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및 적정예선 용량 추정(2001)」연구에서는, 부두의 특성과

대응시스템 확보를 위한「해난사고 수습대응 시스템 구축 연

선박의 특성, 입출항 당시의 해상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구(2001)」
에서는 현장 지휘자 및 일반인을 위한 연구결과 제

고려한, 부두 입출항 제한 전문가 시스템과 원유부두 적정예

공용인터넷홈페이지를운영하고있다.

선용량추정시스템이개발되어각각현장에설치되었다.

한편, 선박의 기본적인 조종성, 안전성, 생존성 등을 향상시
키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었다.「선박의 조종성능 정도 향상을

이 시기에는 또한, 국가적으로도 해양사고 방지 및 피해 최

위한 연구(1997~2001)」
에서는 IMO의 선박 조종성 기준 만

소화에 관심이 높아져 해양수산부 및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

족 여부를 선박의 초기설계단계에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아 다양한 연구사업이 수행되었다.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은

요소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선박전복현상 해석을위한구

「해난사고 대응기술 개발(1998~2001)」
에서는, 해양사고를

속모형 시험기법 개발(1999)」
에서는, 추파중 선박의 전복과

예방하기 위해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연안관제 시스템 및 사

관련있는 횡동요 운동과 수평 조종 운동간의 연성에 대한 해

고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색구조 지원 시스템 구축 기술 등이

석에 필요한 시험장치 및 시험기법이 개발되어, 선원 사망률

개발되었으며, 무궁화 위성, 오브컴 위성 등을 이용한 실해역

및 선박 전손률이 높은 전복사고를 실험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선박위치 모니터링 시험 등이 수행되었다. 본 기술은 현재 완

기반기술이개발되었다.

전히 실용화되어, 무궁화 위성을 이용하여 해경에서 운용중인

IMO의조종성 기준안수립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로서 수행

248척 전 함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본청 및 13개 해경서 상

된「실선 시운전 데이터 해석에 의한 IMO(국제해사기구) 조

황실의 전자해도 상에 자동 표시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종성 기준안의 검토(2001~2002)」
에서는 국내 건조 선박의

(2003)함으로써, 해양사고에대한신속대처가가능해져 국민

실선시운전 데이터에 근거하여 IMO의선박 조종성 기준안에

의생명과재산보호에기여하게되었다.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IMO DE44, DE45에 우리 나

본 과제의 후속으로 수행된,「해난사고대응 통합관제 및 수
색시스템 개발(2001~2003)」
에서는 레이더, 선박 자동식별

라의 조종성 기준 개정안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하여, 우리나
라실정에적합한기준이수립되도록하는데기여하였다.

시스템(AIS), 인공위성을 이용한 선박 위치추적 시스템
(VMS) 등의 관제 시스템을 총괄하고, 여기에 수색· 구조 시

「차세대선박의조종성· 안전성평가기술개발(2001~2004)」

스템이 연계되는 통합 시스템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국제 표

에서는 대형 컨테이너선, 전기추진선, 여객선 등 차세대 선박

준 전자해도 기반의 관제 시스템 구축기술이 개발되어, 관련

의 안전설계에 필요한 조종성능, 내항성능, 생존 성능 평가를

제품을 국산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을

위한 요소기술이 개발되었으며,「중소형 고속 컨테이너선 안

구축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다.

전운항지원시스템 적용(2002)」
에서는, 연안을 주로 항해하는
중소형 고속 컨테이너선의 안전 항해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운

복합적 해양사고에 적용가능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수습

한국해양연구원의선박용
ARPA 레이더시뮬레이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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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지원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이용하

광양항컨테이너부두 건설에따른해상교통 안전성 평가시뮬레이션장면

여 시험평가함으로써설계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선박

12.2.2. 구난방제기술 개발

생존성 평가시스템 연구(2001~2006)」
에서는, 사고 등으로

「누유 확산 해석을 위한 조류 유동 해석(1995~1996)」
에서

손상된 선박의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과학적· 기술적 대응 기

는, 유사시 유출된유류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끼치는 조류를

술을개발하고있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2차원 및 3차원 조류 유동 해석 프로
그램이개발되었다.

민군겸용기술 개발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파랑중 수상선

「LG-CALTEX 정유
（주）
비상모의훈련 시나리오 개발

의 자세제어장비 기술개발(2002~2006)」
에서는, 많은 부분

에서는, 원유부두에서 하역중 발생할 수 있는 유출사
(1999)」

을 해외에 의존하였던 파랑중 자세제어장비를 국산화하고,

고를 가정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훈련 시나리오를

향후 예상되는 새로운 개념의 자세제어장비에 대한 설계, 제

개발하여 제공하였다.「해난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작, 시운전을 수행하여 실선 장착을 목표로 과제가 진행되고

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생성되는 해양사고 정보
(1998)」

있다.

의종합관리 시스템기반을구축하였다.

해양경찰청의 현재 통신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난방제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내에

후 통신 체계 발전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EEZ

서는 최초로 유회수 방제장비 종합 시험 수조를 건설하였다

및 어업 분쟁 해역을 커버하기 위한 위성 통신 체계로의 변환

(2000). 본 수조를 이용하여 수행된,「해양 유류 오염방제장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해경 업무발전에 따른 정보 통신체계

비 성능평가 방법 개발(2000~2002)」
에서는, 유회수기(Oil

발전방향연구(2002~2003)」
가수행된바있다.

Skimmer) 및 오일붐(Oil Boom)의 방제능력을 정량적으로

오일붐의 유출유포집성능시험

예방기술: 육상부유쓰레기해양유입방지 차단막개발

가로림만유출유확산 예측결과

다기능해양폐기물전용수거시스템

제2부 연구활동

267

산출하는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방제장비 성능평가를 위한 표

활용하여 유사시 환경 민감자원의 피해를 예측하고, 방제전략

준화지침서를개발하였다.

을수립하였다.

이 외에도,「Vortex-Disc형 유회수기 개발(1997)」
,「트롤

12.2.3. 해양환경 보전기술 개발 분야

형 브러쉬 유회수기 성능 평가(1998)」
,「이동식 다목적 유

우리나라 연근해에 분포된 침몰선박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회수기 성능 평가(1999)」
,「친수성여재방식유수분리기성

하기 위한「침몰선박 관리 시스템 구축연구(1999~2008)」
에

능평가기법 개발(2000)」
,「자동주입식 오일펜스설계기술개

서는, 침몰선에의한2차사고를방지하고또한침몰선잔존유

발(2000)」
,「드럼 브러쉬 및 디스크 유회수기 성능평가 기술

의 유출에 의한 해양오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침몰선박

개발(2000)」
,「자항식 유회수기 성능평가 및 기술개발

유해액체물질 무인회수시스템 개발 및 침몰선 처리 의사 결정

(2000)」
,「자항 포집 위어식 유회수기 성능평가 및 기술개발

을위한위해도평가시스템을구축하였다.

(2000)」
,「수차형 유회수기 성능평가 기술개발(2001)」
,「위어

「침몰선 수색 및 위치 안전 평가(1998)」연구에서는, 침몰

/디스크형 유회수기 성능평가 기법 연구(2002)」
,「드럼/드럼

선박으로부터 잔존유 회수 작업 기술 지원과 2 척의 침몰선박

브러쉬 유회수기 기술개발 및 성능평가(2003)」등, 우리나라

에대한잠재적해양오염원제거성과를이룩하였다.

해역 특성에 적합하고, 보다 효율적인 오염방제 장비 개발을
위한 노력과 이러한 장비의 성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기
술개발이계속되었다.

「항만 및 어항 등에 대한 수중침적 폐기물 실태조사
에서는, 국내 주요 항만 및 어항 등의 해저면에
(1999~2001)」
침적되어 있는 해양 폐기물로 인한 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

「지역방제실행계획 수립연구(2000~2002)」
에서는, 우리나

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중침적 폐기물 분포 실태조사를 실

라 13개 해역에 대한 해역특성평가및 유출유 오염 위해도평

시하였으며, 국내 동· 서· 남해 146개소의 항만 및 어항 등에

가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해역별 방제실행계획 및 유처리제

대해 효율적인 수중침적 폐기물 수거· 처리사업 정책 수립을

사용지침 개발, 효율적 방제실행을 위한 방제정보지도 작성

위한침적폐기물분포현황에대한자료를제공하였다.

등이 수행되어,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제계획 수립에
큰도움이될수있도록하였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실태조사 및 수거· 처리 실시설계
(2001)」에서는, 인천 앞바다의해저에침적되어있거나, 바다

「씨프린스호유류오염사고사후관리방안연구(2001~2002)」

에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의 실태를 조사하여 인천 앞바다 쓰

는, 막대한 환경 및 경제피해를 유발한 씨프린스호 오염사고

레기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정책 수립

에 관한 정부 백서 발간작업이었으며, 향후 유사한 대형 해양

지원자료를확보하였다.

오염사고 발생시 환경 및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조
치를모색할수있는지침서로서사용될수있도록하였다.
「가로림만 주변해역 특성 및 방제방안 연구(2002~2003)」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21세기 발전전략 연구용역-방제능
에서는신속한 방제대응 태세
력 확보방안 연구(2001~2002)」
유지를 위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적정 방제능력을 산출

에서는, 환경 민감해역의 해역특성및 유출유 확산특성을 파

하고 법정 방제선 등의 배치기준을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합리

악하고, 이를 근거로 유출유 확산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종 해양폐기물로 황폐화된 우리나

유해액체물질 무인회수시스템

268 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

수중침적폐기물정보 관리시스템

폐기물샘플링결과 예및인천앞바다 쓰레기 분포현황도

라 연근해를 정화하기 위한 각종 기술개발 연구도 수행되었

구(2000)」
에서는 제품모델기반의 탑재공정 평가시스템의 현

다.「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기술 개발(1999~2009)」
에

장적용및 검증작업이수행되었다.

서는, 첨단 해양과학 기술을 접목한 실용성 있는 예방, 수거,
처리시스템 기술 개발과 국내 해양환경 특성에 적합한 해양폐
기물관리체제를구축하기위한연구가수행되었다.

「모델기반의 공학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1998~2000)」
에서
는, 시뮬레이션기반의설계및생산시스템의구축을위한체계
수립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며,「건조 공정의 시뮬레이션 기법

「연근해 해역(서· 남해)에 대한 수중침적폐기물 분포 실태

과 일정계획간의 인터페이스 개발(2001~2004)」
에서는

조사(2002)」
에서는, 국내 서· 남해 해역의 해저면 침적 폐기

Digital Shipbuilding 체계의실제조선소적용과가상조선소

물 분포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건강한 해양 생태계 보

모델의개발연구등이수행되었다. 최신의정보통신기술을선

전을 위한 정부의 효율적인 수중침적 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

박설계 분야에 활용하려는 연구의 일환으로서,「STEP기반의

추진에활용하도록하였다.

선박설계정보통합처리체계개발 (1998~2001)」및「선박해양
디지털테이터표준(STEP) 기술개발(1단계: 2001~2003)」과

12.2.4. 선박 설계기술 개발 분야
「차세대조선생산시스템(조선CIM) 통합기술(1995~1999)」

제가 수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로서, 선박 STEP
AP215, 216, 218, 226, 234 ATC 등이개발되었다.

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
화와 지식기반 미래산업화를 위한 컴퓨터 통합 조선시스템(조
선CIM) 핵심기술 개발 연구가, 한국조선기술연구조합의 주관
하에국내대형조선4사와공동으로추진되었다.

12.2.5. 국방관련 기술 개발 분야
「함정 설계기술기반 구축연구(1995~2002)」
에서는 21세기
대양해군의 실현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설계기술을 중심으

「선박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1997~2000)」과제에서는,

로한조함기술의고도화와함정 운용 및유지보수업무의효율

목포대에서 주관한 전산기술 기반의 선박기술인력 양성사업

화를위한통합정보환경(Integrated Data Environment) 구

(산자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연구소 보유

축을 목적으로, CALS 체계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함정

기술의교육프로그램개발및교육지원이수행되었다.

설계지원시스템과표준선형계열화등의연구가수행되었다.

「PERT/CPM을 이용한 중소기업형 공정관리 기술

「한국형 대형 구축함(KDX-III)에 대한 내항· 조종성 모형

에서는, 중소기업형 공정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1998~1999)」

시험(1999~2003)」
에서는 국내 설계 함정(AGX, LPX,

보급연구가수행되었다.

KDX-III)에 대해 모형시험에 의한 조종/내항성능 평가연구

「객체지향 선박모델링 및 CAE 통합기술 개발(1998~2000)」
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반 선박 설계(Simulation Based

가수행된바있다.
「해양시험선(AGX) 함자세유지제어체계설계(1999~2000)」

Ship Design)의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기술로서 객체지향제

에서는, SWATH 형 해양조사 함정(AGX)에 대한 자세제어

품모델 및 이를 중심으로 한 관련 CAE 프로그램의 통합화 기

시스템 설계 및 파랑중 운동 시뮬레이션에 의한 자세제어 성

술개발 연구가 수행되었다.「제품모델기반 공정계획 모델 연

능평가연구가수행되었다.

STEP 데이터와그것으로표현된 선체모델

Human Simulation 기술을 이용한함상 거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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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적 함정설계 기준 연구(2001)」
에서는 한국 해군

서는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전문 연구

최초로 함상 거주성에 대한 기초 연구가 수행되어 함정 설계

기관의 전문가들로 방제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

에적용되었다.

으며, 방제기술지원단은 대형 오염사고시 사고현장 또는 원격

「잠수함 설계, 검증지원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02)」
에서
는 잠수함의 설계 및 검증을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검증 시

지에서 여러 가지 방제조치와 사고선박 구난에 필요한 기술적
인지원활동을한다.

스템개발을위한체계연구가수행되었다.
「KDX-III 함정 설계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체계

우리 연구본부에서는 방제기술지원단으로 총 6명이 참여하

개발(2002~2003)」
에서는 차세대 구축함(KDX-III)의 기본

고 있으며, 1995년 씨프린스호 좌초사고 이후, 제3오성호 침

설계 결과 및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함정설계 통합데이터베이

몰사고(1997) 등 총 9건의 방제기술지원, 가스운반선 척양호

스구축및운영체계의개발연구가수행되었다.

침몰사고(1997) 등 총 27건의 유출유 확산 예측 기술 지원,

「수중추진 모형시험(2002~2003)」
에서는 TVC 선형의 수

제3오성호 침몰사고(1997) 등 총 2건의 유출량 산정 기술 지

중 추진 성능 검토를 위한 모형 실험이 수행되었으며,「유인

원, 제1유일호 침몰사고(1996) 등 총 17건의 사고선박 구난기

잠수 항해장비 - 선형 설계 및 조종성 예측(2000~2002)」
에

술 지원 등, 2002년 말까지 사고선박 구난기술 및 유출유 확

서는, 잠수사를 원거리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잠수항해장비에

산 예측, 방제방법및 기름 유출량 산정, 피해확대방지및잔

대한 선형 설계 및 검증과 조종성 예측 및 운동계측을 통하여

존유회수등의분야에 총 55건의기술지원을수행하였다.

성능해석을수행하였다.
최근에는,「한국해군의 조함 및 항해훈련용 시뮬레이터 시

12.3.2. 방제현장지휘자를위한방제교육
(IMO Level 2 과정)

스템 구축사업(2001~2003)」
을 수주하여, 총 6 Set(FMB 1

국제해사기구(IMO)의 Level 2 교육과정(현장지휘관 대상)

Set, CB 4 Set, WB 1 Set)의시스템을해군에공급할예정이

에 의거, 해양 기름유출 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다. 여기에는 한국해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함정 17종과 국내

방제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제현장 지휘관이 알아야 할 제

외 30개 해역에 대한 Data Base, 그리고 교육훈련용 시나리

반방제전략및전술, 책임과역할등에관한교육훈련을 1997

오와평가시스템도같이제공될예정이다.

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해양경찰청, 방제조합, 정유회사 등
방제현장지휘자및실무자등을대상으로수행하고있다.

12.3. 주요 대외 활동· 국제협력
12.3.3. IMO(국제해사기구) 활동
12.3.1. 방제기술지원단 활동

해양에서의 안전과 환경보호에 관한 정부간 기구인 국제해

해양사고 발생시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와 과학적이고

사기구(IMO)의 주요 회의에 각 분야별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신속한 사고선박 구난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에

참여하여 국가 이익을 위한 정부지원, 국제동향 파악 및 주요

잠수함 선형의 회전팔(Rotating Arm)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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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교육참가자들의교육훈련과정

활동에참여하고있다.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참여

해양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국제간 협력

하여, 현실적이며, 국제적 동향에 부응하고, 해상안전 및 해양

업무를 논의하는 해사안전위원회(MSC) 및 해양환경보호위원

환경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정책 수립이될 수 있도록 많은 역

회(MEPC)에 매년 참석하여, 관련 의제에대한기술적 지원을

할을수행하였다.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안전방제 분야의 연구방향 정립과 관련

이 외에도, 기술표준원의 제품모델기술 전문위원회 및 한국

기술개발에참여하고있다. 또한MSC 산하의 FP(방화소위원

조선공업협회 기술협의회, 정보화기술 분과위원회 등에 참여

회), DE(선박설계소위원회), COMSAR(통신, 수색및구조소

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

위원회), NAV(항해소위원회) 등에지속적으로참여하고있다.

강화와 지식기반 미래산업화를 위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주관하고 있다.

12.3.4. 정부 정책수립 및 위원회 참여

12.4. 실험 및 연구 시설

선진국 수준의 해양안전체제 구축과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 국민의 해양안전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 확립 등의
목표로,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한「해양안전 선진화 5개년 계획

해양안전방제 분야의 연구역사는 오래되지 않지만, 그간 관

(1997)」
,「해양안전기술 중장기 발전계획(1999)」
,「어선해양

련 연구실험시설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

사고 종합대책(2000)」
,「해양개발기본계획(OK21)(2000)」
,

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연구실험시설을 자체 기술로 설

「우리나라 해양안전 중장기 발전계획(2002)」수립 등에 우리

장 비명

주요목적

계및제작하여각종연구목적으로활용하고있다.

주요제원

사

진

• Class : FMBS
• 제원
- 수평시야각 : 225도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

- 해상교통안전성 평가
- 해상교통환경 재현
- 해양사고원인 분석
- 새로운 항해장비 설계
및 적용 연구
- 선원의 교육 및 훈련

- 수직시야각 : 32도
•Bridge Mockup
- 6m x 4m x 2.2m
• 주요 설비
- Steering Stand
- Engine Telegraph
- ARPA Radar
- ECDIS
- Gyro Repeater
- Overhead Data
Display

유회수
방제장비
시험수조

- 해양 유류오염 대응을 위한
방제장비 성능 평가
- 해상 유출유의 특성 변화를
위한 기초연구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시험 연구 등

• 수조제원
- 길이 : 40m
- 폭 : 4m
- 깊이 : 2.5m
• 이동식 철구조
• 조파기 : 플랫타입
- 최대스트로크 : 30cm
- 주파수범위 : 2.0Hz
• 소파기 / 스테인레스 타공판
• 예인대차 :
- 전기구동모터 방식
- 최대속도 1m/sec
• 유수분리장치
- 중력식 여과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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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절

해양운송시스템 연구분야

13.1. 해양운송시스템 연구분야의 연혁

로개편되었다.
1989년에는 선박연구부에 있던 구조와 기계 분야가 독립된

해양운송시스템분야의 첫 연구조직은 1973년 선박연구소가

연구부로 승격되었고 이에 따라 선박연구부에는 유체 및 설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연구소로 설립되면서 저항추진연구

분야의 6개실(선형추진실, 추진기기술실, 운항제어실, 설계기

실로 탄생되었다. 현재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의 3개연구본부

술실, 설계자동화실, 생산기술실)이 설치되었다. 1993년에는

중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는 그 뿌리가 가장 깊으며, 그만큼

CSDP(Computerized Ship Design and Production)사업

여러형태로조직이나부서의변화를겪었다.

단이설치되면서설계분야의기능이조정되어고성능선박개발
실, 선형추진실, 추진기기술실, 운항제어실을 포함하는 선박연

1976년에는 선박연구소와 해양연구소가 통합되어 선박해양

구부와 수조운용실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1995년에는 연구실

연구소가설립되었으며이때에는선박연구담당부소장산하의

의 폐지에 따라 시스템설계그룹, 저항추진기술그룹, 추진기기

저항추진연구실로 개편되었다. 1977년에는 업무 분야가 확대

술그룹, 운항제어기술그룹으로 바뀌었고, 계산유체역학기술그

되어 유체역학연구실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78년해양 분야

룹이 신설되었다. 1995년 말에는 선박연구부의 운항제어기술

가 분리, 이관됨에 따라 제1연구담당 부소장 산하의 유체역학

그룹을 모체로 해상안전방제연구단이 신설되었으며 계산유체

연구실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1979년에는 예인수조가 완공됨

역학기술그룹이응용유체역학기술그룹으로명칭이바뀌었다.

에 따라 수조 운용실이 신설되었으며, 1981년 한국기계연구소

1999년 해양연구소로이관되면서 그룹제도는 폐지되었으며

로 흡수 통합됨에 따라 선박연구부 선형추진실과 수조운용실

선박연구부가 해양운송시스템연구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수조건설초기의토목공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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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내부벽이설치된모습

2000년에는 해양연구소의 직제개편 및구조조정에 따라 연구
부에서연구단으로 격하되었다가 2002년 다시 연구본부로 승

수조 건설과 관련된 주요 진행 일정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격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1975년 3월 대통령의 대덕전문연구단지 시찰시
연구소 지원 지시

13.2. 연구시설 확보

1975년 8월

해양운송시스템 연구본부에서는 현재 선형시험수조와 캐비
테이션터널 등2개의 대형연구시설을보유하고 있다. 이 설비

1976년

연구실험동과 심수대형수조
제1차 토목공사 완료

1월 심수대형수조 골조공사 착공

1976년 11월

심수대형수조 골조공사 완료

1976년 11월

수조 급수 시작
소파기설치

션, 변동압력, 유체소음등을평가할수있는기본 설비로서연

1976년 12월
1976년 12월

지붕 트라스 설치

구본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비이므로 초창기

1977년

의활동은이들연구시설의설치를위한예산확보및건설과그

1978년 3월 수조 완공 및 시험가동
1978년 4월 ITTC 집행이사회 방소
(의장 J.D. van Manen 외 5명)
ITTC 회원기관 가입 의결

는 선박의 저항, 추진, 조종, 운동 성능과 추진기의 캐비테이

맥을 같이한다. 또한 연구 시설을 확보한 이후에는 각종 시험
기법및운용기법개발을위한연구가집중적으로이루어졌다.

1월 수조 급수 완료

13.2.1. 선형시험수조
선형시험수조건설일정

선형시험수조의제원

국내 최초의 심수대형수조는 1975년 3월 22일부터 1978년

예인수조의 크기는 공사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기

3월 21일까지3년간에걸쳐건설되었다. 연구실험동과심수대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건설에 소요

형수조 건설을 위한 제1차 토목공사가 1975년 8월 완료되었

된 비용은 크게 나누어 부지매입비, 수조본체와 건물 건설비,

고, 연구실험동 골조공사가 1975년 12월 21일 완료되었다.

각종 기계류 구입비로 대별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각종 기계류

1976년 11월 17일에 수조 급수를 시작하여 1977년 1월 완료하

구입비는외자로, 나머지는내자로충당되었다. 외자는비용지

였다. 일본 M. Nakato교수의 참관 하에 1978년 9월 18일부

원이아닌현물지원이었고, 우리보다먼저시작한불가리아수

터9월 30일까지수행된 예인차의 성능 평가 실험에서예인차

조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없이 예인차를 도입하는

의 성능이 훌륭하다고 판정되었다. 수조건설은 공사현장으로

것이유리하였다. 그러나건설비는수조폭이커다란요인이되

통하는 진입로공사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공사 중 필요한 전

기 때문에 예산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처 및 재정경제원(건설당

기, 전화와 용수의 공급을 위해 자가발전기를 설치하였고, 전

시)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일반 건물보다 엄청나게

화인입공사(길이 6km)와 1일 평균 600톤을 양수할 수 있는

소요되는수조건설비를설명함에있어, 그당시완공하였던서

지하수개발공사가이루어졌다.

울지하철건설과수조건설의유사성을피력하였고, 지하철건설

선형시험수조완공보도(경향신문, 197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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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1억원/m)와 비교 설명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그러

analog Ward Leonard control system으로 가동된다. 예

나재원부족으로인하여수조의길이, 폭, 깊이가운데하나를

인전차의 크기는 길이 14.0m, 폭 17.2m, 높이가 4.3m이고

포기할 수 밖에 없었는데, 외국의 경우 수조 길이를 연장하였

무게는 약 49톤이다. 최대가속 능력은 1.0m/s2 이고 최대 속

던 예가 있었기 때문에 고속선분야의 실험을 포기하여 수조의

도는 6m/s이다.

길이를다소축소하였다.
기타장비
예인수조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기술적인 면과 한국사정

모형선의 파랑 중 성능평가를 위하여 필수적인 조파장치는

에밝은여러전문가들의의견이충분히고려되었다. 예인수조

선형시험 수조의 서쪽 끝에 수조 전폭에 걸쳐 설치되어 있다.

의 폭은 위벽효과 등을 감안하여 16m로 결정되었고, 깊이는

조파기는 조파판, 유압모터, hydraulic actuator, 제어장치,

폭의 1/2을 기준으로 8m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예상되는

냉각장치로 구성된다. 조파판은 각 부분이 용접으로 이루어진

건설비를 감안하여 7m로 결정되었다. 예인수조의 길이는 향

flap 형식이다. 조파판은수조바닥면에서약 4.5m 높이에힌

후시험될각종 선박의크기와속도를바탕으로계획된예인차

지로설치되어있다. 동력은지하에설치되어있는유압시스템

의최대속도와가감속성능등을 감안하고, 사용될모형선의최

에의해공급되고, 수냉식냉각장치는수조서쪽밖에설치되어

대 길이는 12m로 가정하여 200m로 결정되었으며, 최종적으

있다.
규칙파에 대한 조파능력은 파장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로는준비수조를제외한수조내부길이가 203.5m가되었다.

규칙파고는 0.5m이다. 불규칙파의 경우는 유의파고 0.25m
예인수조의 본체는 철근콘크리이트로 되어 있으며, 온도에

까지 생성 가능하다. 불규칙파의 조파신호 생성은 성분파합성

따른 수축과 팽창을 고려하여 두 군데의 연결부를 두었다. 수

법 또는 백색잡음법으로 수행하며 아날로그 정보로 테이프 기

조중앙부에 지하관측실을 설치하여 예인 중 모형선의 수중 모

록장치에 저장하여, 조파장치의 외부입력단에 입력시키고, 조

습을관측할수있도록배려하였다. 또한지하관측실에는수조

파판을구동한다.

수를 여과하여 순환시킬 수 있는 여과장치 2대와 순환 펌프를
설치하였다. <그림 1>은 예인수조의 일반배치를 보여주고 있

또한 모형선을 제작하기 위해 중요한 장비가 모형선 삭성기

다. 준비수조는 모형선의 폭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폭이 다

이다. 197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모형선 삭성기는 일본

른두개를마련하였고, 그길이는각각 8m와 12m이다.

Kawasaki중공업이 제작한 것이다. 처음 도입된 시스템은 완
전수동으로서작업자가모형선도면을조이스틱으로따라가며

예인전차

가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헤드는 2개로 동기제어 되기 때문에

예인수조에서 가동하고 있는 예인차는 독일 Kempf and

좌우대칭인모형선양현을한번에가공할수있다. 또한동기제

Remmers사에서 제작된 C137 형으로 상진개발이 1977년 11

어 뿐만아니라 한 축만으로도 삭성이가능하기 때문에주축의

월부터 1978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조립, 설치하였다. 예인전

간섭을받는선체중앙부를가공할수있다. 이후모형선가공의

차는사각형파이프로전면용접되어있다. 예인전차구동모터

정도 향상과 시간 절약을 위하여 대우중공업이 제작한 새로운

는 52㎾ 짜리 DC 모터 8개와 8.8㎾ 짜리 DC 모터 2개이고,

5축제어방식의삭성기를 1999년에도입하여사용하고있다.

Side beach
End beach

지하관측실

8M

여과장치
닫기장치

12M
그림 1. 예인 수조의제원및일반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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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Waterjet 추진 실험장면

13.2.2. 캐비테이션 터널
캐비테이션터널건설기본계획

1977년 10월

캐비테이션 터널 건설 계획

선박이 대형화 및 고속화됨에 따라 프로펠러에 발생하는 캐

1978년 12월

캐비테이션 터널 건물 착공 (신성)

비테이션 현상으로 야기되는 추진효율 감소, 진동 유발, 소음
발생, 프로펠러 날개표면 침식 및 날개 손상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선박 설계 및 프로펠러 성능개선 시에는 예인
수조와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모형시험을 통하여 추진성능 및
추진기의 캐비테이션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수
적인절차이다
추진기 캐비테이션 관련 성능시험은 캐비테이션 수를 실선
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예인수조에서는 할 수 없고, 압

1979년 9월 캐비테이션 터널 건물 완공
1980년 7월 캐비테이션 터널 발주
(독일 Kempf & Remmers 사,
약 174만불, ADB차관)
1981년 1월 ‘ 캐비테이션 터널에서의 모형시험을
위한 예비조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1981년 5월 캐비테이션 터널 본체 기초공사
1981년 11월 터널 건물 천정크레인 설치
(반도기계, 3.5ton×2대)
1982년 3월 캐비테이션 터널 본체 조립 시작 (세보기계)
1982년 7월 캐비테이션 터널 준공식

력조절이가능한캐비테이션터널에서수행되어야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기술적요구에따라 우리 연구소에서
는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캐비테

캐비테이션터널건설

이션 터널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계획하고 건설하기에 이르

터널 건물은 터널 본체 설치공사 전인 1979년에 건축되었

렀다. 1977년『캐비테이션 터널 기본설계 조사서』
를 통하여

다. 위치는공기좋고물좋은살금산기슭이고, 건설업체는신

각국의 터널특성을 검토하고, 터널 설계 상의 고려사항들을

성(주)이었다. 총 건평은 300평이고 , 공사비는 내자로 1.5억

조사하였다. 당시의 검토 안은 터널의 후보로서 Kempf &

원(당시금액)이 소요되었다. <그림 3>은 건설 당시의 건물 외

Remmer사(이하 K&R사)의 K22형과 K15형을 추천하였다.

부모습이다.

그후「Variable Pressure Water Tunnel 신설에 대한 소

건물 완성 후 터널 본체조립, 설치, 전기 및 배관 공사를 하

고(1979년)」
에서는 시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과 실제

였다. 터널 본체 조립, 설치 및 배관 공사는세보기계(주)가 맡

설치를 위한 기본적인 사양을 고찰하여 우리의 연구 목적에

았으며전기설비공사는우리연구소시설과에서담당하였다.

적합한 캐비테이션 터널의본체로서 K&R사(독일)의 K15F형

중장비및각종실험장치의 건물내반입과반출이용이하도록

을 채택하였다. 캐비테이션 터널 건설의 주요 일정표는 다음

3.5톤짜리 크레인 2대를 건물 3층 천장에 설치하였다. 부품별

과같다.

로 제작된 터널 본체가 대형 트레일러에 실려 우리 연구소 마

그림3. 캐비테이션연구동 건설모습

그림4. 조립전의 캐비테이션터널 본체

제2부 연구활동

275

당에도착한것이 1982년3월이었다(그림 4).

선형시험수조에서첫저항시험이수행되었다.

캐비테이션 터널설치 공사 완료 후 터널본체의 유속 및 가

선형시험수조가 완공되기 직전인, 1977년부터 한해 동안

압· 감압 성능, 전기설비, 각종 동력계 캘리브레이션, 계측 및

「심수대형수조에서의 모형시험을 위한 예비조사에 관한 연구」

제어시스템등의시운전을실시하고, 프로펠러캐비테이션성능

가 수행되었다. 1978년에는「표준모형선의 선형시험 및 기기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후 캐비테이션 터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개발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종류의 부대시설과 부속장비를 설계· 제작하여 캐비테이션 터

ITTC 표준모형선 저항시험에 관한 것이다. ITTC 표준모형선

널의활용가치를높이기위한노력이지속되고있다(그림5).

은우리선형시험수조에서수행한첫모형선이다.

프로펠러밀링머신

1979년 한해 동안은「자항추진시험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모형프로펠러의제작을위하여 1979년부터일본 Makino제

를수행하였다. 이를통해자항시험법을조사하였고, 우리연구

작소가 제작한 밀링머신을 도입하여 사용하여왔다. 이후 모형

소의 표준 자항시험법과 해석법을 정립하였다. 이 때 정립한

프로펠러 가공시간 단축과 인력 감소를 위해 1998년 4월 모형

자항시험법은 대륙식 방법(Continental Method)을 근간으

프로펠러 가공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 중에 있다. <그림 6>에

로 하되 영국식 방법(British Method)을 일부 응용하여, 하

보인 가공 시스템은 대우중공업의 머시닝센터(ACE-V500),

나의 선속에 대해 하나 또는 두세 개의 회전수로 모형선을 자

일본 Niken사의2축로터리테이블, 그리고 미국 Teksoft사의

항시키는방법이다. 즉하나의선속에대해마찰수정량에 맞는

5축CAD/CAM 시스템과우리연구소의프로펠러설계프로그

프로펠러 부하로 실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찰수정량을

램이결합된것이며모형추진기의가공모습을보이고있다.

못 맞추었거나, 보다 정확한 실험이 요구되는 경우 두 개 이상
의 프로펠러 부하에 대해 실험을 하는 것이다. 추진시험 해석

13.3. 시험 기법 및 연구 개발 실적

프로그램은‘ 1978 ITTC Performance Prediction Method
for Single Screw Ships’을 사용하기로 하고 전산 프로그램

13.3.1. 시험 기법 개발

을 완성하였다. 이후에도 기본적인 예인수조 실험인 저항 및

저항시험및자항시험

자항 실험의 정도 향상과 실선 성능 추정 기법의 완성을 위하

William Froude가 1872년 4월에 처음 선형시험수조를 짓

여「실선의 추진성능 해석기법에 관한 연구(1981)」
,「수조 모

고 저항시험을 수행한 지 106년 후인 1978년 3월 21일 우리

형시험 정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1988)」
,「선형시험 계측정

그림5. 캐비테이션터널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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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향상을위한연구(1992)」
,「모형선의표면조도 및수조수의

펠러의 원주방향 위치에 따른 캐비테이션의 거동과 발생량을

물리적 특성 연구(1993)」
,「저항추진시험 정도향상 기법 연구

관찰한다. <그림 7>에서는 캐비테이션 관찰시험에서 관찰되는

(1994)」등지속적인연구를수행하고있다.

일반적인층캐비테이션(sheet cavitation)의모습이며, <그림
8>은날개끝와류캐비테이션(tip vortex cavitation)의 모습

캐비테이션특성실험기법개발

이다.

수중물체와물과의상대속도가증가하면물체표면에서의압

또한 터널에서는 캐비테이션에 의해 추진기 상방에 작용하

력이감소하게되며압력이물의증기압보다감소하면캐비테

는 변동압력과 소음을 계측할 수 있는 시험 기법을 개발하였

이션이 발생한다.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면 주위유동이 변하여

다. 이외에도덕트프로펠러, 상반회전프로펠러, 펌프제트추진

프로펠러의 경우 추진효율이 감소하게 되고 과다한 양의 캐비

장치, 반류고정날개추진장치등복합추진장치의 성능시험및

테이션이 발생하면 추력 급강하(thrust breakdown) 현상이

해석기법을개발하였다.

발생한다. 또한 캐비테이션 체적변동에 의해 선체표면 변동압
력을 유발시키며, 캐비테이션 붕괴시 발생되는 충격압력은 프

13.3.2. 수치해석 기법개발

로펠러, 타등주위물체에침식을유발시킨다.

저항추진성능수치해석
선박의 저항은 크게 유체의 점성에 기인하는 마찰저항과 형

캐비테이션 관찰시험은 재현된 반류분포에서 대상선의 운항

상저항, 그리고자유표면의존재로인해발생하는조파저항성

상태에 따른 시험조건을 맞추어 수행된다. 자항시험에서 추정

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선박의 저항 성능은 운항의 경제

된 운항조건에서의 선속과 프로펠러 회전수로부터 전진계수를

적관점에서매우중요한유체동력학적성능이다. 그러므로 새

계산하고, 프로펠러와 수면 사이의 거리로부터 캐비테이션 수

로운 선박을 설계할 때에는, 선형의 유동 특성과 저항 성능을

를 계산하여 시험조건을 맞춘다. 캐비테이션 터널에서는 프로

추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예인 수조에서의 모형

펠러전진속도를정확히계측하기어렵고, 특히불균일반류중

시험에의해 실선의저항특성을예측하는방법이주로사용되

에서 작동시 전진속도의 개념이 명확치 않으므로 추력 일치법

고 있으나,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통 한 척의

(thrust identity)을사용하여전진계수를맞춘다. 캐비테이션

선형시험만으로설계를끝내고있다.

의 가시화를 위하여 스트로보스코프를 동력계(J25 혹은 H41)
의 축회전과 동조시켜 원하는 위치에서 빛을 조사하면서 프로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 산 유 체 역 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또는 CFD)의 기법을 이

그림 6. 5축 N/C의추진기가공 추진

제2부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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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소위‘ 수치수조(numerical towing tank)’가 강력한 대

해석도가능하게되었다.

안으로 제시되고있다. 이러한수치계산 시스템은 주어진 선형
의유동현상과 저항특성을단기간에예측할수있도록해주기

최근에는 캐비테이션 발생의 메카니즘, 캐비테이션 현상의

때문에, 초기설계단계에서여러가지선형으로부터우수한선

모형선-실선 상관관계, 캐비테이션의 소멸 과정에서의 침식

형을선택할수있도록도와주는매우유용한방법이된다.

및소음특성등캐비테이션의물리현상에관한연구가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로부터 캐비테이션 특성이 우수한 날개단면

또한수치 계산으로부터 구해지는 방대한 자료는 선체주위

의 개발, 고속선 추진기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고효

의 유동 현상을 파악하는데 큰도움을줄 수있다는장점이있

율날개단면, 전류고정날개추진시스템, 축경사고속프로펠러,

다. 그러므로 연구소에서도 퍼텐셜 및 점성유동의 수치계산

준초월 공동 추진기고속 컨테이너선용 추진기시리즈 등을 성

기법을 개발해 왔으며,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전· 후 처리 기

공적으로개발하였으며최근에는특히물제트(Water-Jet) 추

능(pre- and post- processor)을 보완하여 종합적인 선형

진장치의설계및성능해석에관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평가용 수치계산 시스템 WAVIS (WAve and VIScous
flow analysis program for hull form evaluation)를 개

13.3.3. 모형선 및 추진기 실험 실적

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어진선형의조파현상을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는우리연구소의출발과함께태생

시뮬레이션하고 점성에 의한선미부근의경계층해석이가능

되어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선형시험수조는 25년간, 캐비테이

하다.

션 터널은 21년간 운영해 오고 있다. 각종 정부 과제, 연구소
자체 과제 및 국내 조선소에서 의뢰받은 연구 수행을 위해 그

추진기개발및성능해석

동안 약 900척의 모형선과 640개의 모형 추진기에 대한 실험

선박 추진기 분야에서의 연구는 프로펠러 형상요소 변화에

을수행하여성능을해석하였다. <표 1>에서는 1978년이후제

따른 부하분포가 추진성능 및 캐비테이션 성능에 미치는 영향

작된 모형선과 모형추진기의 연도별 제작 실적과 현재까지의

에대하여주로수행되었다. 또한프로펠러와선체반류와의상

누계를보였다.

호작용, 패널법(panel method) 및 RANS code 개발에 의한
프로펠러 성능해석 기법의 정도향상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13.4. 향후 연구 방향 및 발전 계획

이론 계산에 의한 캐비테이션 성능해석 분야에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양력면이론및패널법에의한캐비테이션성능

그림 7. 터널에서재현된캐비테이션모습

278 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

13.4.1. 차세대 신규시설 확보 계획

그림 8. 날개끝 와류캐비테이션 모습

21세기에 들어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까지 선박해양공학 관련기술은 조선 산업의 수출 특화전

조종)과추진장치의캐비테이션및소음특성을파악할수있는
차세대시험설비이다.

략에 따라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의 건조에 주력해 왔다. 그러

연구 및 시험대상 선형으로는 복합지지형 초고속선과 중고

나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해상물류의 효율화 달성 수단으로,

속컨테이너선, 고속함정, 잠수함, 어뢰, 해면효과익선, 표면효

다양한 형태와 기술이 적용되는 초고속 선박의 개발에 박차를

과선 등이 있으며, 시험항목은 저항, 자항, 추진기 단독시험,

가하고 있다. 또한 해상 교통로 보호와 200해리 배타적 경계

캐비테이션 관측 및 발생 시험, 소음계측시험 및 변동압력시

수역의 관리를 위한 해양방위력의 증강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

험, 운동 및 조종시험, 유장 가시화 시험등이 있다. 총 예산은

화되고 있다.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국제경쟁력 제고와 해군의

약 395억원이며설계기간을 포함하여3년의공사기간이예상

독자적인 작전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기술의 축적이 매우

된다.

중요하다. 그럼에도우리연구소가보유하고있는주요연구시

■ 제원

설은 이미 20년 전에 건설되어 노후되었고, 신기술 개발에 많

· 예인수조: 420m×12m×6m (길이×폭×깊이)

은어려움이따르는실정이다.

· 예인전차: 최고속도 20m/s
· 감압용량: 0.04~1Patm/4hours

따라서, 21세기해양한국실현의선결과제인미래지향적독

· 조 파 기: 파고0.3m, 파장 0.5~15m,

자기술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과 성능평가 등에 활용

규칙파및불규칙파

되는새로운시험설비의도입이필수적이다. 고속감압예인수
조와저소음고속캐비테이션터널은이와같은기술수요를충

저소음대형캐비테이션터널

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첨단 시험 시설들이며, 이에 따라 신규

■ 개념과용도

확보계획을수립하여추진해오고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캐비테이션 터널은 선체의 반류를 재현
하기 위하여 반류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박의

고속감압예인수조

대형화및고속화에따라추진기의부하가증가되고있으며이

■ 개념과용도

에 따라 추진기 캐비테이션, 변동압력, 유동 소음의 문제가 심

고속 감압 예인수조는 대형 예인수조 내에 고속예인 전차를

각하게대두되고있다. 선진국에서는이러한문제의해결을위

설치하고 내부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 고속선, 해면효과익

하여모형선을 설치할수있는대형캐비테이션터널을확보하

선, 함정, 수중무기 등의 유체동력학적 특성(저항, 추진, 운동,

고있다. 총예산은 225억원, 공사기간은3년으로예상된다.

워터제트 수치해석용 판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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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원
· 터

결과의 benchmark data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당 연구본
널: 55m×14.7m (길이×폭)

부의 선형시험수조와 캐비테이션 터널에서의 모형 시험은 국

· 관 측 부: 2.6m×1.6m×11m (폭×높이×길이)

내조선소로부터신뢰성을얻고있다. 이분야에서지속적으로

· 최대유속: 15m/s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앞에서 기술된 새로운

· Contraction비: 4 : 1

대형시험설비의확보가필수적이다.
한편, 이처럼 정상의 수준에 달한 당 연구본부의 핵심 연구

13.4.2. 향후 연구 방향

역량을 바탕으로 선박분야에서 나아가 해상물류시스템, 해양

연구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의

공간개발· 환경보전및해양자주국방에이르는광범위한분야

연구 방향도 상당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기존의 고

에서 미래 조선해양공학의 주축으로 발전할 목표를 설정하고

유 기능을확대, 발전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야하며또한 21

있다.

세기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고유 기능을 창출해야 할 중
요한시점이다.

구체적으로초대형· 초고속물류운송체계기술, 항만자동화
및고도화기술, 지능형종합물류정보시스템, 무인해양환경관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저항, 추진 및 추진기, 그리

측시스템, 대기 중의 CO2를 심해격리 기술, 해역밀도류를 이

고선형설계, 시스템설계분야에서는우리의역량이세계수준

용한 적조방지타워 설계 기술, 선박의 NOx/SOx 저감기술과

에 이르렀다고 자부할 수 있다. 특히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

해군의 차기 수상함· 수중함 설계 및 건조사업에 필요한 선형

에서 구축한 모형실험 Database 중 KCS(KRISO

설계, 유체성능해석, 추진기설계, 스텔스, 수중소음, LSV를

3,600TEU 컨테이너운반선) 및 KVLCC(KRISO 300K 대형

이용한성능해석기술 등을개발할계획을마련하고있으며이

유조선)의 선형과 국부유동 계측결과는 국제수조위원회

를 기반으로 해상물류시스템, 해양공간개발· 환경보전 및 해

(ITTC, 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로부터

양자주국방에이르는미래해양공학의연구개발주축으로성장

자료의신뢰도와중요성을인정받아세계적으로계산유체역학

하고자노력할것이다.

표 1. 모형선 및 모형추진기 실적
모형선
연 도

계

모형추진기

누 계

계

모형선

누 계

연 도

모형추진기

계

누 계

계

누 계

1978년

12

12

0

0

1991년

45

407

18

276

1979년

6

18

2

2

1992년

35

442

20

296

1980년

11

29

14

16

1993년

34

476

29

325

1981년

23

52

13

29

1994년

42

518

28

353

1982년

35

87

24

53

1995년

54

572

26

379

1983년

38

125

24

77

1996년

33

605

16

395

1984년

24

149

18

95

1997년

43

648

39

434

1985년

27

176

14

109

1998년

52

700

42

476

1986년

34

210

21

130

1999년

56

756

47

523

1987년

39

249

28

158

2000년

48

804

50

573

1988년

46

295

27

185

2001년

30

834

28

601

1989년

38

333

40

225

2002년

34

868

18

619

1990년

29

362

33

258

2003년 6월

25

893

20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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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시험수조 가동 25년
양승일/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책임연구원

올해는 우리 연구소 선형시험수조(船型試驗水槽)가 가동된지 만

보면 피곤하여 지쳐 눕기 마련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졸린 눈을 비

25년이 되는 해이다. 동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에 造船海

비며 새벽까지 작업을 마치고, 막 쉬려는 찰나, 그동안 잘 주무시던

洋技術硏究室이 신설된지 3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조선산업의

실장님이 일어나서는 섭섭해하는 우리들 표정을 못 읽으셨는지, 이

핵심 연구시설인 수조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어느덧 25개 星霜을

것저것 확인하시는 통에 결국은 눈도 감아보지 못하고 하룻밤을 잊

거쳐 成年을 맞고 있음에 기억되는 몇가지 발자취를 그려본다.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환경이 매우 열악하던 시절, 金燻喆 박사가

어버렸던 기억도 있다. 밤 시간까지 쪼개어 설립계획서를 만들었고,
하룻밤지나면 또다른계획서가 나오곤 했던 나날이었다.

미국에서의 좋은 여건을 마다하고 1968년 귀국하면서 조선해양기

UNDP 자금과 정부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수조부지를 정하기 위

술연구실에‘ 조선기술 R&D 불씨’를 지폈다. 그 불은 30여 년이

해 교통수단이 불편하던 1972년 가을 대화공단 앞 갑천을 건너 대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연구소를 비춰온 원동력이었다. 불모

덕전문연구단지를 직접 답사한 분들(黃宗屹, 金燻喆, 張晳), 수조관

지에서 시작한 당시의 조선해양기술연구실(石寅永, 鄭敬朝)은 연구

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수조 크기 결정과정을 노트에 꼼꼼

환경의 터를 잡는데 주력하였고, 이어진 연구실(張晳, 劉俊浩, 李明

히 정리한 분(金基成), 수조장비 지원계획을 수립한 UNDP 기술고

久, 金鉉汪, 梁承一)은 연구소 설립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구 장비가

문들(A. Sentic, A.J.W. Lap), 1975년 3월 22일 착공부터 1977년
말 수조공사가 끝날 때까지 건설공사를 맡은 이들(金洙國, 金秀雄,

턱없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1970년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40노트급 고속정(漁撈指導船

權大勝, 朴勝實), 연구소 건설 예산 확보 및 부지 구입을 주관한 이

이라 부름) 개발 프로젝트를 율곡사업으로 시작하였다. 1단계는

들(崔

1970년 여름부터 연말까지 어로지도선의 기본설계도서를 개발하는

성능평가한 이들(李準鎬, 文德龍, M. Nakato, 鄭正桓), 특히 길이

崇, 趙顯榮), 수조 예인차를 조립, 설치하고 운전하신 분과

, 金極

200m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설을 자문하신 이들(李光魯, 金孝經,

天)와 외부전문가(朴泰仁), 차출된 조함장교(朴大成, 梁承一) 그리고

金德鉉, 馬春景, 李永洙) 등등 모든 분들의 열성어린 기여가 없었다

연구실원(張 晳)으로 구성되어 그야말로 용병팀이라고 할 만 했다.

면 수조가동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1978년 3월 21일 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연구팀 진용은 교수(黃宗屹,, 任尙

KIST 사택인‘ row house’가 작업장소였는데, 교수들과 전문가들

조가동이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우리 연구소가 대덕전문

이 저녁에 출근하면 식사가 준비되고, 자정 가까이 연구업무가 진

연구단지에 첫번째로 입주한 즈음이었다. 4월에는 ITTC 집행이사

행된 후, 연구책임자(金燻喆)의 마무리로 하루일과가 끝나는 강행군

들의 방문 확인을 거쳐 ITTC 가입이 의결되었다.

이 5개월간 반복되었다. 연구 여건이 이렇다 보니 젊은 소위가 맡

연구소에서 먹고 자야 했던 충청도민 시절, 金極天 소장은 소위

아야 할 숙제(?)는 어김없이 자정쯤 주어졌고, 다음 날까지 꼼짝없

병역특례 보충역 1기로 8명의 연구원을 1980년 3월 채용하였다.

이 계산기와 씨름하며 끝내야 할 정도의 분량이었다. 이때의‘ row

부산대, 서울대, 인하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석사학위를 마친 8명

house’ 는 연구실이자, 설계실이었고, 식당, 잠자리의 역할까지 해

은 5년의 의무복무 기간동안 많은 일을 수행하였다. 반류분포조사

준 그야말로 보금자리였다. 이렇게 개발된 어로지도선 기본설계도

시험과 고속활주형 모형시험(金性煥), 파형해석시험(李永吉), 프로펠

서는 진해 해군공창에서 상세설계를 거쳤고, 결국 어로지도선 시작

러 관련시험(金基燮), 파랑중 운동시험(洪錫原), 강제동요시험(姜昌

정이 건조되었다. 이때, 해군에서는 조함설계와 알루미늄선체 용접

求) 등은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최초의 모형시험들이다. 이들 모두

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는데 후일의 조함사업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대학으로 옮긴 4명(李永吉, 李玄燁,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당시 15개월을 공창에서 감독관으

辛鍾桂, 韓淳興)은 물론, 연구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3명도 현재 직

로 상근했던 연구원(張晳, 徐尙元)들의 노고도 잊을 수 없다. 그 후

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좋은 연구시설도 중요하지

어로지도선은 해군의 전력함이 되었고, 후속 어로지도선(PKM)이

만, 우수한 연구인력은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볼 때 더욱 중

다수 건조되었다. 지난 1998년 5월에 있었던 해군조함단과의 합동

요하다.

세미나 당시, 내소했던 조함단 사업처장(조성문 대령)이 어로지도선
의 정장이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되어 옛 일을 회상하며 감회에
젖기도 했었다.
국내에 수조시설이없었던 관계로, 어로지도선의모형시험은 미국

지난 25년간 우리 연구소 수조에서 시험된 모형선은 670척, 모
형프로펠러는 457개를 넘는다.
이들 모두가 조선산업, 해운산업, 방위산업에 관련된 것들로 수
조의 역할과 실적을 나타낸다 하겠다. 또한 우리 연구소 수조는

미시간대학교 수조에서 실시되었다. 이후 연구 기본시설로서의 수조

1978년부터는 ITTC(국제수조회의) 회원기관으로, 1984년부터는

확보와 나아가 전문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ITTC Advisory Council 회원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따라 연구소 설립계획이 추진되었는 바, 그 일환으로 선박연구소 설

있다. 특히 1996년부터는 ITTC 집행이사회의 Secretary를 우리

립을 위한 국· 영문 설립계획서와 수조장비 도입을 위한 UNDP 자

연구소(梁承一)가 맡아 1999년 9월의 22차 ITTC 회의를 주관하였

금 신청서가 작성되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연구업무성격

고 이후 ITTC Homepage(http://www.kriso.re.kr/ITTC/)를 우리

이 약한 탓에 낮에는 제쳐 두었다가 퇴근 후 보따리를 싸서 간 우

연구소 Homepage에 연결·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소

이동 골짜기 여관방에서야 진행되곤 했다. 방바닥에 앉아 작업하다

이름으로 ITTC Newsletter도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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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설립과 초창기 운영
UN이 1970년대를‘ 국제 해양탐사의 해’로 제창하고 나섬에 따라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처에서 해양조
사연구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73년에는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자원개발에 관한 시험, 조사,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처 산하의 출연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현 한국과
학기술연구원) 부설 해양개발연구소(현 한국해양연구원)를 설립하여, 종합적인 해양연구 기능을 담당
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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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태동과 발족

1.1.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의 태동

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73년에는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자
원개발에 관한 시험, 조사,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목적으

우리나라의 해양조사 및 관측의 역사는 1915년 6월 조선총

로 과학기술처 산하의 출연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현

독부 수산과에서 수산조합에 위촉하여 연안 10여개소의 정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 해양개발연구소(현 한국해양연구

해양관측을 실시한 데서 비롯되었다. 1921년에는 수산시험장

원)를 설립하여, 종합적인 해양연구 기능을 담당토록 하였다.

이 설립되어 이후 정선횡단 관측업무는 각 도립 수산시험장이

1977년에는 해양개발활동과 산업발전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

맡고 중앙수산시험장이 이를 종합함으로써 한국 근해 해황규

생되는해양오염을방지하기위한해양오염방지법을만들었으

명의본격적인업무가이루어지게되었다.

며 1979년에는이를담당할기구로서 환경청산하에환경연구

광복이후의근해해양조사는일본인들로부터인수받은중앙

소가설립되었다.

수산시험장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1947년부터 북한산호(74톤)

앞에서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까지일반국

가 부산 근해의 정점을 격월로 관측하여 해황 및 어황의 속보

민은 물론 정책입안자의 경우도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개발에

를발간하였고 아울러연보를간행하였다. 1960년대부터는정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했으나, 1968년 이후 서울대학교를 필

선관측 업무가 확대실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1년부터는

두로 각 대학에 해양학과가 설치되면서 전문인력이 양성되기

기존의 관측사항이 늘어나 산소이온 농도, 용존산소량, 인산

시작하였으며, 1973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부설 해

염-인, 질산염-질소, 규산염-규소, 해수밀도, 해양기상상태

양개발연구소가설립되면서본격적인연구조사에대한투자가

등이추가되었다.

시작되었다.

1963년 12월에는중앙수산시험장이국립수산진흥원으로개
편되었고 업무 및 기구도 확장되어 주문진, 포항, 여수, 서귀

1.2.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의 설립배경

포, 목포, 군산 및 인천 등지에 지원이 설치되었다. 또한 1964
년에는 과거의 기존자료 등을 분석, 편집하여 월별 수온 및 염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선진국들은 닥쳐올 육상 자원

분도의 평균치와 평균 분포치를 수집한『한국해양편람』
을간

의 고갈에 대비하여 해양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

행하여과거의실적을일차적으로정리하였다. 1967년이래 국

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3대 거대

립수산진흥원은 연근해의 오염 및 이에 따른 영향평가사업으

과학(3 Big Sciences)으로 우주, 해양, 원자력 개발을 천명하

로울산만, 진해만, 광양만, 부산만, 마산만, 영일만, 인천항등

였고, 다른 선진국들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양을 개발하

지에서수질오탁조사를정기적으로시행하여오고있다.

기 위하여 범국가적 협의기구나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관련법

1968년에는 해양학전공 과학기술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기

을 제정하고 개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예로 일본은

존의 부산수산대학(현 부경대학교)에 이어 서울대학교 문리과

1961년에 해양과학기술심의회, 미국은 1966년에 해양자원심

대학내에 해양학과가 설치되었고, 1969년에는 지질광물조사

의회, 프랑스는 1967년에 국가해양개발위원회를 각각 설치하

소(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내에 해양물리탐사 및 해양지질조

였고, 그 외의 나라들도 해양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

사를 위한 연구실이 설치되어 해저광물자원 개발조사가 시작

치하고이를뒷받침하기위한연구소를설립하기시작하였다.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육지의 3배에 달하는 34만 5천㎢의 대륙붕이

또한 UN이 1970년대를‘ 국제 해양탐사의 해’로 제창하고

동· 서· 남해 연안에 이어져 있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나섬에따라우리나라도과학기술처에서해양조사연구장기종

긴 해안선이 있다. 특히 서· 남해안은 수심이 얕고 간만의 차

제1부성장·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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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며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여 간척과 매립을 하기 쉬운 천

기술처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정부투자와 국제연합개발기구

혜의 적지로서 수산 자원,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 석유 및 공

(UNDP) 및 한· 불 해양개발협력에 의한 원조로 설립될 이 연

간 자원의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다. 이러한 천혜의 여건을 살

구소는 그 첫단계(1972∼1976)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부설

려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은 세계적 조류에 부응하

연구소로 설립하여 인력확보 및 연구소 건설과 시설확보 등을

는국가적과제였을뿐만아니라국민적여망에부응하는일이

추진하도록 하고, 이어서 제2단계(1977∼1981)에서는 독립연

기도하였다.

구기관으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
다. 이에 따라 1973년 8월 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양재현

이러한흐름에 따라 1970년3월 24일 국무회의는 국가적차

(梁在炫) 제1연구담당부소장직속으로해양연구실을 신설하여

원에서바다를조사· 연구하고자원을개발하기위하여과학기

연구소 설립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양재현 부소장이 실장직

술처가성안한『해양조사연구장기종합계획』
안을통과시켰다.

무를 취급함으로써 이 준비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독

이 계획에서는 1971년부터 1980년까지 10년 동안에 해양의 자

려한다는의지를나타내었다. 한편우리정부는 1972년해양개

원을 효율적으로개발하기 위한 조사· 연구, 투자 및인력양성

발연구소의 설립 계획안을 확정하여 UNDP에 지원을 신청했

정책등제반시행사항을제시하였다. 이계획에따라한국과학

고 UNDP는 이를 받아들여 장비를 지원하고 전문가를 파견하

기술연구소(KIST)는당시의수산자원연구실장최상(崔相) 박

여 연구소의 조직, 구성에 자문함은 물론 훈련생을 파견하도록

사에게 의뢰하여 이종화(李鐘華) 박사와 곽희상(郭熙相)으로

도왔으며(ROK/72/027), 이를 UNESCO의 해양과학부

팀을 이루어해양연구소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하게하

(Office of Marine Science)에서주관토록하였다.

였고, 이준비작업의진행에따라연구비를마련하고각분야의
연구개발내용을 취합하기 위한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그리고 부설 연구소 설립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

도중에최상박사가별세(1973. 5.)함에따라연구책임자를 기

연구소는 1973년 8월 3일 제47회정기이사회에서직제규정을

술정보실장인 박한웅(朴漢雄) 박사로 바꾸고 현재 공공기술연

개정하여 부설 연구기관 설치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이어 동

구회 이사장인 박병권(朴炳權) 박사(지질해양학 전공)와, 이종

이사회에서 부설 해양개발연구소의 신설(안)을 선박연구소 신

화(李鐘華) 박사(생물해양학), 김종수(金鍾洙) 박사(지구물리

설(안)과 함께 통과시키고 그 설치시기는 소장이 정하도록 하

학), 이석우(李錫佑) 사장(해양 공학), 황해웅(黃海雄) 박사(물

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조치에 따라 1973년 10월 27일 한국

리해양학)로 연구진을 편성하여『한국해양개발연구소 설립 및

과학기술연구소는부설해양개발연구소와함께선박연구소설

운영계획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 1972년 2월 28일 과학

립 준비위원회 규정을 각각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중앙수산시험장 (30년대)

한국해양개발연구소설립및운영계획에관한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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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진흥원 (80년대)

같이해양개발연구소와선박연구소설립준비위원을위촉하기

한연구인력의 확보였다. 당시국내해양관계 연구인력은부산

에이르렀다(표 1).

수산대학 교수들과 국립수산진흥원의 연구관 몇 명이 고작이
었고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해양학과는 1968년에 학생을 모

1.3. 초창기 운영

집하고 1972년부터겨우대학원석사과정 학생을 처음모집했
기 때문에 교수요원도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박병권 박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가 1973년 10월

사(지질해양학 전공)와 황해웅(黃海雄) 박사(물리해양학 전공)

30일부로 설립은 되었으나 초대소장을 물색하는 데에는 어려

는“ 한국해양개발연구소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연구”사업

움이많았다. 우리나라사람으로선진국에가서해양과학을전

에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육군사관학교 핵심 교수요원이

공하고 국내에 와서 연구기관을 맡을 만한 적임자를 찾는다는

었고, 유광일(劉光日) 박사(생물해양학 전공)는 한양대학교 생

것이 그 당시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박길호(NOAA

물학과를신설하여학과의면모를갖추어가는중이었으며, 해

해양국장) 박사를 접촉했지만 고사하였고 박태수(미국 텍사스

군에서 교통부로 이관된 수로국 해양과장이었던 이석우 사장

A&M대 교수) 박사와 FAO에 근무하는이영철박사도고사를

또한회사를설립하고사업에몰두하고 있던상태였다.

하거나당시여건이여의치못하였다. 그리하여차선책으로미
국Texas A&M 대학에서생물해양학으로박사학위를취득하

당시에는 국내에 해양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은 없었으며 외

고부산수산대학임해연구소(동백섬) 소장으로재직중이던이

국에서 해양계통의 학문을 전공한 학자를 유치하기도 쉽지 않

병돈 교수를 1974년 1월 15일에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았다. 그때만하더라도우리나라사람으로선진국에유학하여

해양개발연구소의소장으로임명함으로써인사권을제외한총

해양학을전공한사람이적었다. 그만큼우리나라에서는이분

무, 회계, 건설등모든분야의업무를독립적으로운영해나갈

야의 학문이 낯선 분야였고 그렇다 보니 이 흔치않은 학문 분

수있게되었다.

야의고급두뇌를찾아내기란더더욱어려웠다. 다만 해양개발

불과 8명(이병돈 소장, 이종화 박사, 곽희상, 위촉 연구원으

연구소설립작업을시작하던초기에영국Leeds 대학에서해

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광산학과 전용원(田溶元) 교수, 박건

양생물학으로박사학위를취득한이종화박사가(고)최상박사

홍 관리과장, 신원철 행정원, 그리고 위촉직원으로 이남숙 사

에의해 유치되어 1973년4월1일부로 연구원으로발령받아유

무원과 지희양 소장 비서)의 직원과 1973년도 예산

일하게근무를하였다. 이처럼인력난을겪는가운데연구소는

112,700,000원으로 연구소를 창설하게 되었다. 그 예산내역

선진국에 유학한 기존 전문인력을 물색하는 한편 후발 연구인

은 기기도입비, 외국 전문가 자문비 및 교육훈련비로 구성된

력육성에주력하게되어프랑스와협의끝에 5년간 매년 10명

외자 106,700,000원과 내자 6,000,000원으로, 내자

내외의 젊은 연구요원들을 프랑스 각 대학에 유학시키기로 양

6,000,000원 중에서도 자체 교육훈련비 2,700,000원을 빼

국간에 합의하였다. 그 당시 프랑스는 한국에 대하여 특별한

면 실제로 가용 예산은 창업비 3,300,000원이 전부였기 때문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고 있어서 주한 프랑스문화원에 이공

에 애로가 많았다(표 2).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필요

계출신을위한 특별불어회화강좌를개설함은 물론, KIST내

표1.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해양개발연구소및선박연구소설립준비위원
보 직

성

명

직

책

위원장

韓相準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소장

위

원

梁在炫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제1연구담당 부소장

위

원

鄭萬永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제2연구담당 부소장

위

원

安秉柱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행정담당 부소장

위

원

白英鶴

과학기술처 진흥국장

위

원

金瀅基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위

원

權源基

과학기술처 종합기획관

간

사

崔然湘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사업관리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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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주 3회 불어강좌를 무료로 개설하

파견할 때는 1년여의 단기훈련으로 시작했으나 프랑스 측의

였다. 프랑스 정부는 한국 정부와 과학기술협정을 맺고 1973

배려로 장기로 바꾸어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년부터 본격적으로 매년 30명씩 한국의 이공계 출신 학생을

길게는4년까지연구할수 있도록계획이수정되었다. 이계획

프랑스정부장학생으로받아들이기로하였는데이프로그램의

의 수립과 추진은 당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J. Migozi 참사

30명중에서 해양분야에 매년 10명 정도를 5년간 교육시켜 주

관과주일프랑스대사관의과학담당참사관M. Dupuis 박사

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이계획에 따라 제1차 파불생을 선발

의적극적인협조가있었다. 이 계획에따라1차로 1974년에6

표 2. 해양개발연구소 설립을 위한 최초의 예산 조달 계획서 (사업규모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연도별

총사업비
사 단
업
량 가

사업별
A. 투자비(합계)

1973년예산
단

금 액

사업량

금 액
가

630,800

내자

370,600

외자

260,200

1975년 소요

1974년소요
사
업
량

100,200

단
금 액
가

사
업
량

1976년소요

단
금 액
가

사
업
량

단
금 액
가

146,600

187,000

197,000

66,600

107,000

197,000

100,200

80,000

80,000

1. 토지(내자)

60,000

20,000평

-

60,000

2. 건물(내자)

290,000

3,000평

-

-

3. 구형물(내자)

-

-

4. 부대시설(내자)

-

-

5. 조사용 선박(내자)

-

-

80,000

80,000

80,000

-

4,500

4,000

100,000

190,000

-

6. 실험용실비(외자)

240,000

7. 오기병 비품(내자)

11,600

3,600

8. 차량 운반구(내자)

-

-

9. 지도(내자)

9,000

3,000

3,000

3,000

(외자)

20,200

20,200

-

-

-

459,100

12,500

102,960

143,740

199,900

내자

399,300

6,000

80,160

127,440

185,700

외자

59,800

6,500

22,800

16,300

14,200

1. 창업비(내자)

3,300

3,300
13,000

16,000

28,000

B. 운영비(합계)

2. 기술개발비(내자)
3. 자체교육훈련비(내자)

57,000

-

3,000

2,700

2,700

-

-

28,000

59,800

6,500

22,800

16,300

14,200

227,140

-

49,000 70인

94,240 30인

5. 일반공통비(내자)

86,160

-

15,160

29,200

41,800

1) 감가상각비(내자)

48,000

-

8,000

16,000

24,000

2) 유지보수비(내자)

8,160

-

160

3,200

4,800

30,000

-

7,000

10,000

18,000

6. 연구사업비(내자)

23,000

-

3,000

8,000

12,000

합 계 (A + B)

1,089,900

112,700

249,560

330,740

396,900

내자

769,900

6,000

146,760

234,440

32,700

외자

320,000

106,700

102,800

96,300

14,200

(외

자)

4. 인건비(내자)

3) 기타 일반지원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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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인

103,900

명을 파불하고 1975년에 역시 6명, 그리고 1976년에는 7명의

없었던 것이다. 1973년 연구소 설립 당시 UNDP의 지원규모

훈련생을 파불하였다(표 3). 그러나 그 후에는 훈련 대상 자원

는 불과 50만 달러(US$) 상당이었으나 연구소의 노력과

이 충분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분야, 특히 당시 원자력발

UNDP측의 협조로 1991년까지 약 200만 달러(US$)의 지원

전소 건설과 관련한 원자력분야 훈련생의 증가로 해양분야 훈

을받았다.

련생은 점진적으로 축소되었다. 이 밖에도 프랑스에서는 상당

그첫사업(ROK/72/027)은연구소의설립지원으로전문가

수의 해양조사 기기를 기증했고 또 해양물리학자와 해양생물

초청, 연구원해외훈련, 연구기기구입등이었고, UNESCO의

학자들을 연구소에 파견하여 해양조사를 자문하였을 뿐만 아

해양과학부(Office of Marine Science)에서 주관하였다. 첫

니라 연구소 건설에도 많은 조언을 하였다. 이 모든 계획과 파

수석기술자문관(CTA)은 당시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불 훈련생들을 돌봐 준 기관은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센터

Fredrick Gray 교수였다. 프랑스 측에서는 새우양식에 흥미

(CNEXO)로 현재의 IFREMER이다. 이 훈련 계획은 한국과

를 가진 Doumange 교수를 기술자문관으로 추천하였으나,

학기술연구소의 두 부설연구소, 즉 해양개발연구소 및 선박연

UNESCO에서는 초창기의 연구소 건설에는 연구보다 시설과

구소가 통합되어 부설 선박해양연구소가 되고, 1976년 11월 4

기기전문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Gray 교수를 선정하였던

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에서 독립하여 한국선박해양연

것이다. 그는 1975년 10월에 부임하여 기기도입을 위한 빈틈

구소(KRISO)가되는 동안에도계속이어져전부 25명이교육

없는능력을발휘해주어후일해양조사사업의기반조성에큰

훈련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현재 한국해양연구원

공헌을 하였다. 우리나라 해양연구 사상 처음으로 안데라

(KORDI)과 국내대학의해양학과에서연구와 후진양성을통

(Aanderra) 해류계를 우리나라 근해에서 쓰기 시작한 것도

해한국의해양학발전에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다.

이때부터였다.

또한 UNDP는 연구소 설립과 오늘의 한국해양연구원으로

1.4. 연구소 건설의 추진

발전하게끔 함은 물론 선박연구소와의 통합으로 이름조차 사
라질 뻔했던위기를 극복하는데 큰힘이되었다. 1972년 우리

정부는 1973년에 해양개발연구소와 선박연구소를 각각 한

나라 정부는 해양개발연구소 설립 계획을 세워서 UNDP에 지

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부설로 설립 발족시킨 이후, 1975년

원을 신청했고, UNDP는 이것을 장기간 전문가들이 협의, 토

에는 한국기계연구소, 1976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등을

론한끝에 지원가치가있다고판단, 지원을결정한것이었으므

설립, 발족토록 하였으며 또 이들 신설 연구소를 충남 대덕군

로우리정부도일방적으로그약속된지원사업을포기할수는

에 계획 중인 연구· 학원 도시에 입주토록 하였다. 이 기본 방

표 3. 한국해양연구소의 연도별 훈련생 프랑스 파견현황
연도

이

1974

이흥재

물리해양학

1974. 6 ~ 1977. 12

한상준

지질해양학

윤경식

1975

1976

름

전 공 분야

파 견기간

연도

전공 분야

파견 기간

변 상경

물리해양학

1976. 9 ~ 1980. 12

1974. 6 ~ 1975. 7

이 달수

해양공학

1976. 9 ~ 1981. 10

전자공학

1974. 6 ~ 1978. 4

송 우영

지구물리학

1976. 9 ~ 1981. 5

이근호

지구물리학

1974. 6 ~ 1975. 7

양 동범

화학해양학

1976. 9 ~ 1980. 8

마부일

물리해양학

1974. 6 ~ 1977. 1

이 상용

물리해양학

1976. 9 ~ 1981. 6

민병서

생물해양학

1974. 6 ~ 1975. 8

이 원영

지구물리학

1976. 12 ~

박용향

물리해양학

1975. 9 ~ 1980. 1

유 홍룡

지질해양학

1977. 11 ~ 1982. 11

승영호

물리해양학

1975. 9 ~ 1979. 11

이 창복

지질해양학

1977. 11 ~ 1981. 3

오재경

지질해양학

1975. 9 ~ 1978. 12

한 상준

지질해양학

1979. 1 ~ 1982. 4

이태원

생물해양학

1975. 9 ~ 1979. 8

염 기대

해양공학

1979. 1 ~ 1983. 7

홍재상

생물해양학

1975. 9 ~ 1980. 5

봉 종헌

해양기상학

1980. 3 ~ 1984. 2

허성범

생물해양학

1975. 9 ~ 1979. 6

석 문식

물리해양학

1980. 7 ~ 1985. 10

장순근

지질해양학

1976. 9 ~ 1981. 2

강 정극

지질해양학

1980. 7 ~ 1985. 1

1976

1977

1979

1980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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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에 따라 해양개발연구소는 대덕군 탄동면 장동리에 부지

4월 23일 성좌경(成佐慶)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현장 보고를

2만 평을 확보하고 1975년에는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건물 1

하고과학기술처의최종허가를받게되었다. 반월부지의매입

차(건평 3,000평) 건립계획이수립되었다.

예산은전술한바와같이대덕에이미확보했던부지를한국과

바다 없는 내륙의 해양연구소는 무리가 아니냐는 견해도 있

학기술정보센터에 매도, 그 대금을 반월부지 구입비의 일부로

었으나 여러 연구기관이 집결되어 있으면 공동연구는 물론이

활용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추가 건설예산확보 등의 여러 가

고 각종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고 관련 정보도 쉽게 교류할

지어려운 우여곡절이많았으나이러한어려움을딛고부설연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며 1977년 이후 연구소가 독립되면

구소로 설립된 지 13년 만인 1986년 5월 30일 드디어 희망찬

동· 서· 남해각각연안에임해시험소를건립, 운영하도록하

안산 신도시 새청사로 이전하여 연구소 발전의 기틀을 다지게

고대덕연구단지에있는본소는 종합기획, 대형연구사업, 국제

되었다.

협력 등의 연구소 중추기능 역할을 수행한다는 장기적인 계획
에의한결정이었다.

1.5. 초기 연구활동

그러나 1975년에는 연구소 건물을 착공할 수가 없었다. 과
학기술처의 승인을 받아 경제기획원에 건설 예산을 신청했으

연구소초기에는 한 개의해양연구실과행정실을두어 주로

나 공업입국과수출증대라는국가목표에크게부합되지않고

출연금으로 운영하였다. 물론 인력 자원이라야 기 유치한 이

또 미래산업 분야에 속하여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투자

종화 박사와 곽희상 이외에 실무진은 위촉 연구원 몇 명밖에

우선순위에서 뒤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상태였으며 실험실은 물론 바다를 조사할 만한 장비도

내· 외자에의한연구· 조사장비의도입, 예정된해외유치과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후에 해양과학연구실과 해양공학연

학자들의 귀국, UNDP의 지원 등 국내· 외의 여건이 조성됨

구실로 분리되고 해양과학연구실장에 이종화 박사를 임명

으로써이듬해인 1976년에는건설비를배정받게되었다.

(1974∼1976. 5)하고 해양공학연구실장은 미국에서 송원오

이후 연구소 건설사업은 건물 설계용역이 발주되는 등 진척
이 있었으나 1976년 5월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부

(宋源吾) 박사를 유치하여 임명할 계획으로 소장이 그 직무를
취급하였다.

설 해양개발연구소와 선박연구소가 통합됨으로써 이 계획도

그러던 중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맞게 되자 정부는 그 해

무산되어 버리고 어렵게 확보한 건설 예산도 통합된 한국선박

결책의하나로서해안의 조력을 이용한 발전소 건설에 관심을

해양연구소로이관되어버리고말았다. 다행히이때확보된부

갖게 되었고 이에 연구소에「조력발전 기초조사연구」
를 의뢰

지만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소유로 남게 되어 후에 해

하였다. 국가에서 시급히 요청한 과제였으나 연구소는 아직

양연구분야가 다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연구소로 환원되

이를 소화할 만한 체제와 능력이 충분치 못하여 기초 현장 해

었을때이부지를다시활용할수있게되었다.

양조사는 (주)해양과학기술(사장 이석우)에 용역을 주고, 조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홍릉 캠퍼스 내에 자리하던

력 발전량 계산과 공사비산출 및공법등에 대한 부분은 서울

해양개발연구소는 1979년 KIST의 연구실 부족으로 인해 서

대학교 토목공학과 안수한 교수에게 연구를 위탁, 1974년

울의강남에있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건물로이전하게

4월 25일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24일까지 연구를 완료하였

되었고, 그 이후 1981년에 다시 서초동 소재독립건물(태화빌

다. 이와같이연구소창립과 때를같이하여연구과제가 쇄도

딩)을 임대하여 이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덕 부지를 팔아

하여 연구소 창립(1973. 10. 30) 이후 부설 선박연구소와 합

반월(현 안산) 연구· 학원 지역이 새로운 연구소 부지로 결정

칠 때(1976. 5. 15)까지 약 2년 7개월여 동안에 16개의 연구

되었다.

과제를 계약하여 완료하거나 진행하기에 이르렀다(표 4). 이
과정에서 프랑스에 파견할 훈련 요원들을 연구사업에 동원하

안산으로 결정된 데는 산업기지개발공사(사장 安京模)로부
터 현재의 캠퍼스 자리를 추천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연

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만 본소(KIST)의 도움도 적지 않
았다.

구소 새 부지로 임해지역을 찾기 위하여 해양연구기관이 있는
부산인근과 여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물색하였으

이 16개 과제 중에서 5개 과제(31.25%)는 산업계에서 요청

나개발제한지역으로지정된곳이많아적지물색에어려움을

하였고 3개 과제(18.75%)는 정부의 필요에 의한 과제여서 실

겪던 중에 추천받은 입지는 반월공단과 연계된 연구· 학원 지

제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시급하게 의뢰된 과제가 50%였

역으로 이미 옆에 한양대학교가 입주해 있었고 바다를 면하고

다. 이는 때마침 닥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다 이때까지 정

있으면서도로및상· 하수도 시설계획이세워져매우편리한

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공업입국의 부산물인 환경오염문

곳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연구소에서는 1980년

제가사회적으로 부각되기시작한데서 기인되었다. 시설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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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모두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부설 선박해양연구소

에 관한 과제이고 다른 하나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과제였다.

(KRISO)가 한국선박해양연구소(KRISO, Korea Research

그리하여 창립 53개월에 35개의 연구과제를 수주하였으므로

Institute of Ship and Ocean)로 독립(1976. 11. 4)하였다

한달 반마다 한 개의 연구과제를 개발· 계약한 셈이 된다. 대

가 다시 해양분야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부설연구소

형과제 중에서는 한국전력(주)의「조력발전 부존자원 기초조

로 환원(1978. 4. 1)되기 까지 3년이 채 못되는 동안에 다시

사」
,「원자력 발전소 2호기 건설지점 주변 해양조사」등이 있

19개 연구과제를 추가로 계약하였다(표 5). 통합된 이후 새로

었고, 용역의뢰 기업도 현대종합기술, 대한준설공사, 한국건

계약한 19개 과제의 성격을 보면 12개 과제(63.2%)가 필요에

업, 진해화학 등 다양하였다. 특히 홍릉기계(ADD)와 해군본

의한 요청 과제로 거의 2/3를 차지하였는데, 이 중 정부의 요

부의「항만방위 연구사업」
은 연구소 설립 후 30주년이 되는

청과제가 2건이었고 나머지 10개 과제가 산업계로부터 위탁

지금까지도계속되고있는데, 이는해양방위를위한국가의중

된과제였다.

요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사업이며 한국해양연구원이

그리고 정부에서 요청한 2가지 과제도 하나는 에너지 개발

아니면수행할수없는성격의연구사업이다.

표 4. 한국해양연구소 초기 연구사업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시기, 1973. 10. 30 ~ 1976. 5. 15)
계정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
책임자

위탁처

연구비(원)

PG00001

해태 양식 단지의 흉작 원인 조사1)

1973. 11. 13~1974. 4. 10

이종화

서울민사지방법원

8,500,000

PG00002

조력 발전 기초조사 연구

1974. 4. 25~1974. 12. 24

이병돈

과학기술처

22,100,000

PG00003

천수만 조력 발전 기초 예비 타당성 조사

1975. 3. 19~1975. 12. 18

이병돈

과학기술처

7,000,000

1975. 7. 31~1975. 11. 30

이병돈

과학기술처

591,500

1974. 8. 1~1975. 7. 31

이병돈

출연금

4,000,000

PG00004

LANDSAT 영상 자료에 의한 아산만 일대의
조석 현상에 따른 해안 지형에 관한 연구

PE00001

한국 해양 자료 발간 사업2)

PE00002

항만 매몰 현상 방지 대책 연구

1975. 1. 1~1976. 2. 20

이병돈

출연금

4,000,000

PE00003

동해안의 해양 관측의 분석4)

1976. 3. 1~1977. 4. 30

곽희상

출연금

3,400,000

하구 및 하천에서의 조석 추정법

1976. 3. 1~1977. 1. 30

송원오

출연금

2,000,000

1976. 4. 1~1977. 2. 15

송원오

출연금

2,000,000

1976. 4. 1~1977. 3. 31

이종화

출연금

2,000,000

1974. 8. 1~1975. 8. 30

이종화

진해 화학(주)

9,000,000

1975. 9. 15~1976. 9. 14

이종화

한국 전력(주)

12,900,000

1973. 1. 28~1973. 3. 15

박한웅

KIST

750,000

1973. 6. 18~1973. 7. 30

이종화

KIST

300,000

1974. 9. 13~1975. 5. 12

이병돈

포항종합제철(주)

6,000,000

1975. 4. 1~1976. 3. 31

이병돈

한국무역협회

4,000,000

PE00004
PE00005

PE00006
PI00001
PI00002

E01820

2K0015G

2HJ0010
2J00870

3)

하구의 조석 플럿싱 현상 및 오염 물질분포
상황의 추정
담수어에 대한 각종 금속류 및 농약류의
LD50 실험
1974-1975년도의 진해만의 해양학적인 연구5)
월성 원자력 발전소 3호기 건설 지점
연안 해역의 해양 조사
한국 해양 개발 연구소 설립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연구6)
한국 해양 개발 연구소 설립을 위한 UNDP
PROPOSAL REDRAFT 및 AID 차관 신청서7)
취수로 부착 생물의 생태 및 부착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제주도 산 유용 수산 생물의 축양에 관한 연구

1) 보고서제목 : 웅동해태양식단지의 1969~1970년흉작원인에대한감정서
· 보고서 제출시기: 1974. 6. 10
2) 보고서 제목 : 한국 해양자료제 1 권
· 보고서 제출시기: 1974. 12
3) 보고서 번호 : BS HE 2-740-3
4) 보고서 제목 : 한국정선 해양관측치의 분석I. 동해 해양관측치의 분석

5) 보고서 제목 : 1973~1974년도의동계진해만일대에서의해양학적인 특성
조사 연구
· 보고서제출시기 : 1974. 6 (보고서번호 : BS HGI-536-5)
6) 해양개발 연구소 설립이전 KIST 사업
· 보고서제출시기 : 1973. 2 (보고서번호 : BS E 182-399-9)
7) 해양개발 연구소 설립이전 KIST 사업

· 보고서 제출시기: 1977. 2 (보고서번호: UCE 3-22.77)

제1부성장·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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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한국선박해양연구소(KRISO)는 과거 해양개발연구

사를 신설된 제3연구실장(1977. 3. 1∼1978. 3. 31)에 발령

소의 행정실을 폐쇄하고 연구실은 해양과학연구실 하나로 통

하였으며, 1977년 4월 이종화 박사가 진해기계창으로 옮기

합하여 이종화 박사를 연구실장으로 임명(1976. 5. 15 ~

면서 한상복 연구원을 제1연구실장 직무대리로 발령(1977.

1976. 10)하였다가 연구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다시 제1연

5. 1∼1979. 10)하였다. 그리고캐나다에서 구자학 박사를유

구실과 제2연구실로 나누고 제1연구 실장에 이종화 박사를 연

치하여 연구실을 신설하여 제4연구실장에 발령(1977. 11. 1

임시켰으며 물리해양학 분야의 연구를 담당할 한상복(韓相復)

∼1978. 3. 31)하였으며 항만관계 연구사업과 해운경제문제

연구원을 새로 유치하여 제1연구실에 발령(1976. 6. 1∼1980.

를 다룰 해운항만연구실을 신설하여 홍유수 연구원을 해운항

2. 29)하였다. 그 이후 연구사업이 늘어가고 다양해짐에 따라

만연구실장 직무대리로 하였다. 1977년 11월 25일에는 허형

연구실들은계속늘어나게되었다.

택 박사를 미국에서 유치하였다. 이렇게 하여 한국선박해양

해외과학자 유치사업도 가시화되어 송원오 박사를 미국에
서 유치(1976. 10. 1)하여 제2연구실장에, 그리고 이광우 박

연구소의 해양담당 부소장 산하에 5개의 연구실을 갖추게 되
었고, 파불 훈련생들도 학위를받아 귀국하기 시작하였다.

표 5. 초기연구 사업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선박해양연구소 시기, 1976. 5. 15 ~ 1978. 3. 30.)
계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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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
책임자

위탁처

연구비(원)

PG00005

가로림만 조력발전 예비 타당성 조사

1976. 6. 1~1976. 12. 31

이병돈

과학기술처

9,469,900

PG00006

LANDSAT 자료에 의한 서남부
해안 지형에 관한 연구

1976. 7. 1~1976. 12. 30

이병돈

과학기술처

1,000,000

PG00007

N Project에 관한 연구

1976. 10. 11~1977. 10. 10

이병돈

해군본부

33,900,000

PG00008

N-N Project에 관한 연구

1977. 7. 23~1978. 2. 15

이광우

해군본부

7,300,000

PE00007

연안 환경 보전을 위한 현황 파악

1976. 11. 1~1977. 9. 30

이광우

출연금

500,000

PE00008

해양 공학의 국내 현황 조사

1976. 11. 1~1977. 3. 25

송원오

출연금

500,000

PE00009

조력 자원 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1977. 3. 15~1978. 2. 28

송원오

출연금

10,000,000

PE00010

한국 연안의 오염 현황 조사

1977. 4. 1~1978. 8. 31

이광우

출연금

4,500,000

PE00011

낙동강 하구의 퇴적학적 연구

1977. 5. 1~1979. 1. 30

송무영

출연금

4,000,000

PE00012

한국 유용 수면 개발 이용도의 현황 조사

1978. 1. 10~1979. 3. 31

허형택

출연금

1,000,000

PI00003

서해안 간석지 개발 수리특성 조사

1976. 6. 9~1976. 11. 25

이병돈

대한준설공사

12,000,000

PI00004

사상 대교 교각 기반 물리 탐사

1976. 6. 22~1976. 7. 10

이병돈

한국건업(주)

500,000

흥능기계

18,530,460
3,500,000

PI00005

SN 76025A 사업

1976. 7. 1~1977. 6. 30

이병돈

PI00006

속초항 유지 준설 공사에 따른
청초호 내 지자기 탐사 조사

1977. 1. 4~1977. 2. 10

이병돈

대한준설공사

PI00007

남양만 입구 수심 측량 조사

1977. 4. 1~1977. 4. 15

송원오

현대종합기술개발(주)

PI00008

원자력 발전소 2호기 건설 지점
주변 해상 조사

1977. 6. 1~1977. 12. 31

한상복

한국전력(주)

9,970,000

PI00009

JS 77203N 사업

1977. 10. 15~1978. 7. 31

이병돈

국방과학(연)

18,941,200

PI00010

조력 발전 부존 자원 기초 조사

1977. 12. 22~1978. 12.31

이병돈

한국전력(주)

15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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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재발족

2.1. 한국선박해양연구소
(KRISO,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 and Ocean)의 출범

에서 확보한 대덕 연구학원도시 내의 부지만은 한국과학기술
연구소에서보관했다가후일연구소가재발족되면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였다. 이 부지는 1978
년 연구소가 다시 분리되어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로 환원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부설 선박연구소와 부설해양개

되었을 때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경제기

발연구소를통합, 한국선박해양연구소로독립시킨다는정부의

획원의 동의를 얻어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에 매

계획이 발표된 것은 1976년 5월 15일이었다. 통합에 앞서 한

각하였다. 이 대금이 산업기지개발공사(현 수자원공사)로부터

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이사회는 연구소에서 확보한 모든

현재의 안산캠퍼스 부지를 매입 할 때 충당되었고, 이 부지 매

예산, 인원, 기 완료 또는 수행 중이었던 연구과제, UNDP 지

입은 결과적으로 추후 연구소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승인되는

원사업, 확보된 장비와 기기 등 전부를 한국선박해양연구소

계기가되기도하였다.

(KRISO)에 이관토록 하는 안을 승인하였다. 다만 이때 주무
부처이사였던이창석(李昌錫) 과학기술처차관이연구의성격

그 후 정부는 1976년 10월 25일주무부처를과학기술처에서

상, 그리고 타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해양과 선박분야의 통합

상공부로 변경시키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에서 분리하

은 불합리하고 언젠가는 다시 분리될 가능성이 있으니 연구소

여 재단법인 한국선박해양연구소(KRISO, Korea Research

연구소초창기의근무처였던 KIST의L-1 건물

서울연구개발단지 소식 13호(1976. 6. 22)에 게재된선박해양연구소 발족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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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Ship and Ocean)로발족시켰다(1976. 11. 4).

관리실 변명섭 실장, 한국선박해양연구소(KRISO)의 김극천

선박 부문과의 통합 이후에도 UNDP 사업은 중단되지 않

소장과 이병돈 해양담당 부소장, 그리고 최인숭 행정실장이

고 연구소 건설지원이라는지원 목적을 조력발전조사사업지

임명되었으며 예산, 인원 등에 대한 분리작업 끝에 1978년 3

원으로 바꾸게 되었다. 이에따라 첫수석기술자문관(CTA)인

월 25일 이병돈 부소장과 김극천 소장이 합의서에 공동 서명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Fredrick Gray 박사 후임으로 조력발

하였다.

전 연구자로 세계적 권위를 가진 영국 Salford 대학의 Erick

1978년 3월 30일 제5회 한국선박해양연구소(KRISO) 이사

Wilson 교수가 수석기술자문관으로 임명되어 가로림만 조력

회에서 해양연구 분야의 분리와 이에 따른 제반 조치 사항을

발전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UNDP 지원사업은 연구소

승인받아동년4월 19일상공부장관에게그내용을명시한공

의 조력발전 연구를 도왔을 뿐 아니라 연구능력 향상과 확충

문을발송하였다.

에 큰활력소가 되었다. 당시 연구소의기술지도를담당한전

이로써 해양부문의 전직원(해외 훈련생 포함 72명)은 새 출

문가들은 주로 영국해양연구소(IOS), 수리연구소(HRS) 등의

발을다짐하면서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부설해양개발연

연구원들이었고, 파견훈련도주로 영국에서실시되었는데비

구소(KORDI)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한국선박연구소(KRIS)

록 짧은 시간이었으나 이것을 계기로 대학원 과정에 진학, 박

는 1978년4월초부터대덕으로 이전하기시작했는데이 때 해

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3명(최병호, 채장원, 유동훈)이나 된

운항만연구실 연구원들이 해양개발연구소(KORDI)로 옮기겠

다. 또한 장비로는 유속계(RCM), 검조계(WLR), 파고계

다는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연구실의 기능과 직원들을 해양개

(Waverider Buoy), 탄성파 탐사장비(Uniboom) 등이 도입

발연구소에서흡수하게되었다.

되어연구소의 현장관측 작업과 자료처리능력이크게 향상되
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연구실 협소로 인해
부설 해양개발연구소(KORDI)는 강남의 과학기술회관을 임

2.2. 해양개발연구소(KORDI)로의 환원

대하여 이전하였으며 해양화학연구실만 실험시설 관계로 홍
릉 본소에 남게 되었다. 한편 한국선박해양연구소(KRISO)

선박연구소와해양개발연구소의통합은시간이지남에따라

체제의 제 1, 2, 3, 4 연구실과 해운항만연구실을 해양물리연

그불합리성이가시화되어갔다. 해양연구의중요성이점차사

구실, 해양화학연구실, 해양생물연구실, 해양지질연구실, 해

회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정부나 민간기업에서 연구소를 찾는

양공학연구실, 해운항만연구실로 기능별로 개편하고 행정실

빈도가 높아졌고 상공부에서도 연구소를 오랫동안 관장할 필

과 기획실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해양물리연구실장 직무대리

요성이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해양에 관한 연구 자체

에 한상복 연구원, 해양화학연구실장에 이광우 박사, 해양생

가산업이라기보다는과학연구라는올바른인식이확산되었기

물연구실장에 허형택 박사, 해양지질연구실장에 구자학 박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78년초 해양 연구분야를

사, 해양공학연구실장에 송원오 박사를 각각 1978년 4월 1일

분리시켜 다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부설 기관으로 존

자로 임명하고, 행정 분야에는 행정실장에 양형진, 기획실장

속시키는문제를검토하기시작하였다.

에 이해관을 초빙하여 같은 날짜로 발령하여 행정 지원 체제
를 갖추었다.

1978년 2월 4일 상공부 장관은 해양연구분야를 분리, 한국
과학기술연구소(KIST)에이관키로과학기술처 장관과 합의하

1978년 4월 19일에는 홍유수 연구원을 해운항만연구실장

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제반 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요청하

직무 대리에 임명하고, 해운항만연구실의 연구업무 일부를 분

였으며 선박해양연구소(KRISO) 분리안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리하여 해양경제연구실을 신설하여 실장에 홍유수 직무 대리

검토의견서가 1978년 2월 9일에 상공부에 통보되었다. 이 과

가 겸임하게 하다가 1979년 6월 1일 노인규 박사를 유치하여

정에서 연구소의 분리는 2가지 안으로 제시되었는데 제 1안은

실장으로 임명(1979. 6. 1∼1981. 9. 10)하였다. 또한 연구기

해양개발연구소를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부설로 하여한

기개발을 도모하고 불란서와 UNDP에서 기증 받은 해양연구

국과학기술연구소의연구시설을활용케한다는것이었고제 2

조사장비의유지관리와연구지원체제를갖추기위하여기기

안은 대덕의 선박연구소 시설을 공동 활용하면서 독립시킨다

실을 신설하고 윤경식 연구원을 실장 직무대리(1979. 2. 5)로

는 내용이었다. 후자는 운영 및 예산상의 난점이 크고 분리의

임명하여 대덕의 선박연구소 내에 확보된 연구실 일부와 기숙

실익이적다고지적되어 제1안에따르게되었다.

사를 이용토록 하였다. 연구소가 한국선박해양연구소
(KRISO)에서 분리되어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로 환원된

분리작업 실무위원으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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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만 1년만에 연구소가 하루가 다르게 번창하여 연구 업무가

다양해지고 업무량이 폭주함에 따라 연구부를 신설하고 연구

실장에 곽희상 연구원(1981. 1. 27)을 임명하였으며 이장비와

부장에 허형택 박사를 임명(1979. 4. 1, 생물연구실장 직무 취

인원 및 도서를 과학기술회관으로 이전하여 연구업무의 지원

급)하여 연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1979년 3월 26일(과

체제를든든히갖추었다.

학기술처 승인)에는 한국해양자료센터(KODC, Korea

이렇게 연구소가 자리를 잡아가고 연구역량을쌓아가는 과

Oceanographic Data Center)를 UNESCO 한국위원회로부터

정에서 12· 12(1979. 12. 12)사태가 야기되었다. 기존 질서가

위임받아 해양개발연구소 내에 설립하고 초대 센터장에 안희

정지되고 새로운 질서로 변화되면서 국가기관의 모든 조직과

수 박사(1979. 4. 1)를 임명하였다. 1979년 4월 1일에는 연구

기능도 변하게 되었다. 모든 기관이 통· 폐합 되는 과정에서

소의연구원들이연구한결과를연구논문으로발표할수있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한국과학원(KAIS)과 합쳐져서

록『해양개발연구소 소보(The Bulletin of Korea Ocean

한국과학기술원(KAIST, 1981. 1. 5)이 되었고 해양개발연구

를 반년간으로 창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소는 우여곡절 끝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Korea

간함으로써 연구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1985년 7권 1호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해양

에서부터『해양연구』
로 제호를 개칭하였고 현재는『Ocean

연 구 소 (KORDI, Korea Ocean Research and

and Polar Research』
). 1981년에는 해양자료센터가 국립수

Development Institute)로 존속하게 되었다. 후에 한국과

산진흥원으로 이관된 후의 인원과 장비(주 기억용량 32k

학기술원(KAIST)에서 다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통

Byte의 NOVA Mini-Computer) 그리고 한국선박해양연구

합하기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이 분리(1989. 6. 12)되면서

소가대덕으로독립이전하면서함께가있던도서실을통합하

우리 연구소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해양연구소

여 연구지원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해양정보실을 신설하고

(KORDI)로함께분리되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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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 구축

3.1. 기기 도입

3.2. 해양 연구선 반월호의 건조

과학기술처는 출연연구소의 연구기기 도입을 위해 1978년

한편 연구소에서는 연안 해양조사에 필요한 연구선 건조 예

부터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차관을 신청했고 해양개발연구

산을 정부로부터 확보하여 1979년 건조에 착수하게 되었다.

소도 전자계산기를 비롯한 최신장비구입을 위해약 US$ 5백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연구선인 이 반월호(후에 인천801호로

만 달러의 차관을 신청하였다. 차관은 평가단에 의해 타당성

개칭)는 1980년 9월 20일 인천항에서 이응선(李應善) 과학기

이 인정되어 1979년 4월 11일 US$ 323만 달러가 배정됨으로

술처 차관 참석아래 진수식을 가졌다. 선명은 연구소가 반월

써 획기적인 시설확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소

(半月)공단의 연구학원 단지 내에 건설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

로서는처음으로VAX 전자계산기가도입되었다.

해‘ 반월호(半月號)’로 명명되었다. 총톤수 83톤인이연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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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의 건조와 의장에는 내· 외자 4억 원이 투입되었고 위성

었고이어서서울에서이협력위원회가열렸다.

항법수신장치, LORAN-C 수신기, 수중TV 촬영장치및자

그리고 1978년 11월 14일∼15일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동 유속계 등의 장비와 선내에 2개의 연구실을 갖추어 우리나

국제회의실에서 국제조력발전 심포지움을 개최, 대성황을 이

라연안조사에편리하도록건조하였다.

루었다. 참석자 중 외국에서는 주로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
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고 국내에서는 한전관계자와 건설

3.3. 국제학술회의 개최

회사등에서많은인사들이참석하였다.
한편 새로운 해양질서에 따른 문제와 대책을 토의하는 국제

해양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국제학술교류의 필요

해양법 워크숍이 1981년 7월 1일∼3일까지 해양연구소, 서울

성이 점차 대두되었다. 연구소 최초의 국제학술심포지움은 프

대 사회과학연구소, 미국 하와이대 해양법연구소의 공동주최

랑스와의 해양협력사업의 일환으로 1975년 8월 8,9일

로 서울대와 프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주제는 동아시아의 해양

양일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회

문제였다. 이 모임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필리핀,

한· 불 해양개발심포지움이었다. 12명의 프랑스 해양전문가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UN에서 많은 전

와 약 80명의 국내학자들이 참석한 이 심포지움에서 프랑스

문가들이 모여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해양문제를 다각

측은 우리나라 조력발전 연구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프랑

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모임에는 유명한 해양법학자인 Arvid

스 대표단장은 국립해양개발센터(CNEXO)의 Yves La

Pardo 교수, D. Johnston 교수 등을 포함한 저명 학자들이

Praire 소장이었다.

참석하였고 국내에서는 함병춘 박사, 하와이대의 박춘호 박사

연구소는 또한 한· 미해양생물협력위원회를 1979년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에 걸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국제회

등이참석하였다. 특히이 모임에는 중공의학자1명도정부당
국의특별한배려로참가하였다.

의실에서 개최하고 한· 미해양생물학자들의 공통관심사를 논
의하는 한편 앞으로 공동연구 기회를 갖기로 하고 과제를 도

자유중국과 한국간의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서울과 대

출하였다. 위원회의 공동의장은 한국 측은 이병돈 소장이, 미

북에서 2,3년 주기로 번갈아 개최키로 양국 정부간에 합의된

국 측은 T. T. Symada 교수가 맡았다. 이 모임은 미국과학

한· 중해양과학세미나는 1981년8월 25일~29일한국과학기

재단(NSF)과 한국과학재단(KOSEF)의 공동지원으로 이루어

술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자유중국 12명, 일본 3명, 국내 17

졌고 한· 미 양측에서 각각 8명씩의 생물학자들이 위원으로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어 총 3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참석하였다.

이 세미나는 해양연구소가 자유중국의 과학원과 대만대학 해

1978년 11월 30일∼12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
미과학협력위원회에서는 해양생물이 특별협력분야로 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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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연구소가 합동으로 조직하였고 세미나 주제는 해양자원과
환경이었다.

2장

성장기 (1980년대)
연구소의 성장· 발전과정을 돌아볼 때, 70년대는 설립과 더불어 인재양성과 연구기기 확보 등 연구소
의 기초를 다지는 기간이었고, 80년대는 이를 더욱 확충함은 물론 연구소 건물 신축과 연구선 건조,
남극과학기지 건설 등 연구기반 확립에 역점을 둔 시기였다.
연구소는 1973년 10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설립된 이후, 1981년 1월 한국과학
기술원(KAIST) 해양연구소로 개편되기까지, 불과 7년 동안에 다섯 번이나 이름이 바뀌는 혼란을 겪었
다. 따라서 1981년 9월 23일 부산수산대학 학장으로 전임한 이병돈 초대소장의 후임으로 취임한 허형
택 소장은 무엇보다 연구소 안정에 역점을 두고, 연구소 건물 확보와 독립연구소로서의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하였다.
다행히 80년대에 들어서면서, 70년대에 파견되었던 해외훈련생들이 속속 귀국하였고, 해외에서 거주
하던 해양관련 고급 전문인력이 정부의 해외과학자 유치계획에 의거, 연구소에도 상당수 유치되었으
며, UNDP자금, ADB차관자금, 특별외화대출자금 등을 통한 첨단 해양과학장비도 본격적으로 도입되
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력과 연구장비의 확충을 토대로, 80년대에는 연구소 건물 신축, 최초의 해양연구선‘ 반월호’
건조 완성, 국내 최초의 유인잠수정‘ 해양250’ 의 인수, 종합해양연구선 및 잠수정모선 건조사업의 추
진, 남극과학기지 건설 등의 가시적 성과를 이룩할 수가 있었으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년대
말에는 80년대 초에 비해 인원과 장비가 약 3배, 연구비는 8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표 1. 80년대의 연구소 성장 추이
구

분

1982년

1989년

조

직

1부7연구실기초분야 연구실중심

4부 14연구실

인

원

144명 (박사15명)

320명(박사 45명)

예산/연구비

총규모 22억원/연구비6억원

총규모 94억원/연구비 49억원

시

설

연구동 임대사용 (850평)

신축 연구동 4,239평, 남극과학기지 510평

장

비

170종 (14억원)

600종 (40억원)
83톤급 1척, 잠수정 1척, 소형선박 4척

해양연구선

83톤급 1척

1.400톤급 종합해양연구선 건조 중
600톤급 잠수정 모선 건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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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이전과 건설사업

1.1. 초창기의 연구실 · 사무실 상황

가없었으므로, 연구소는신규로수요가발생된연구실과사무
실에대한 대책을독자적으로마련할수밖에없었다.

우리 연구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부설기관으로
출발하면서, 처음부터 독립건물을 확보할 수는 없었다. 1973

1.2. 연구소 건설후보지 재검토

년 10월부터 1979년 7월까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로부터 연
구실과 사무실을 할애받아 사용하여 왔었으나, 인원과 연구장

당초 연구소는 정부방침에 따라, 충남 대덕군에 위치한 연

비가계속증가함에따라연구실공간부족문제는더욱심각하

구· 학원도시에 입주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며, 이 기본방침

게 되었다. 특히 1978년 4월 1일 우리 연구소가 선박연구소와

에 따라 연구소는 1975년에 대덕연구· 학원도시 내에 약

분리되어 KIST 부설기관으로 재발족됨에 따라, 조직과 인원

22,000평의 연구소 건설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이곳에 3천평

의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연구(사무)실의 신

의 해양개발연구소 건물 1차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사업

규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형편은 연구소 운

을추진중에있었다.

영을위한최소필수공간조차도확보하기가어려웠으며, 심지

연구소 건설사업은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곧바로 시행할 수

어통로끝을칸막이하여연구실로활용해야 하는지경이었다.

가 없었으나, 이듬해인 1976년에 건설비 예산을 배정받아 건

당시 KIST에서는 자체 공간 부족 문제 해결에 급급한 실정으

물 설계회사를 결정하는 등 진척이 있었다. 그러나 1976년

로 부설기관들에 대한 공간 부족 문제에 까지 신경을 쓸 여유

5월 15일한국과학기술연구소부설 해양개발연구소와부설선

연구소가 두번째로 둥지를틀었던구과총회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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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시대의 본거지였던 태화빌딩

박연구소가 통합됨으로써 이 계획도 무산되어 버리고 어렵게

‘ 과총회관 시대’가 열렸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KIST

확보된 건설 예산도 통합된 선박해양연구소에 이관되어 버리

울타리를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모색한 과총회관이전 결정은

고말았다.

그후연구소독립· 발전을위한 중요한계기가되었다.

1978년 4월 1일 연구소는 다시 한국선박해양연구소에서 분
리되어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재발족되

1.4. 연구소 건설후보지를 반월로 결정

었으며, 동시에 대덕 선박연구소의 제2연구동으로 이전토록
결정되었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연구소 전체를 수용하기에는

한편 1979년 8월‘ 해양개발연구소 건설자문 위원회’에서는

면적이 너무 좁았을 뿐 아니라, 연구소가 이미 선박연구소와

서해(반월), 남해(부산), 동해(강릉), 내륙(대전) 등4곳을후보

분리된 상황이었으므로, 연구소의 대덕이전계획은 재검토가

지로 놓고, 연구소 건설 후보지를 검토하여, 서해(반월)를 건

요구되고있었다.

설후보지 1순위로 추천하였다. 그 후 연구소에서는 위원회의

또한 대덕연구단지 입주 초기에는 입주를 위한 제반 환경이
열악하여, 연구소의대덕이전에대한부정적인 의견이많았으

검토결과에 의거하여, 반월면 사리를 연구소 건설후보지로 내
정하고후속업무를추진하였다.

며, 해양개발연구소의 건설 입지를 내륙에 선정한 것에 대한
연구소 외부의 비판도 있던 차에, 1979년 5월 최종완 과학기

현 연구소 자리는, 연구소 건설 후보지의 입지 선정에 대하

술처 장관으로부터 연구소 건설 후보지를 대덕연구단지가 아

여 재검토를 시작할 무렵에, 산업기지개발공사(이사장: 안경

닌임해지역으로선정할것을검토하라는지시가있었다.

모)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리로서, 이곳은 반월공단과 연계된

이에 따라 동년 7월 연구소에서는 연구소 건설 입지 검토를

연구· 학원단지이며, 이미 옆에 한양대학교가 입주할 예정으

위하여, 정부와 학계 인사 12명으로‘ 해양개발연구소 건설자

로 있었고,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매입대금의 분납 편

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연구소 건설후보지 재검

의 제공과 진입 해안도로의 조기 착공 협조 등 여러 가지 장점

토작업을시작하였다.

이 있었다. 이어 연구소에서는 1980년 4월 23일 성좌경 과학
기술처장관에게현장보고를한후, 반월을연구소건설후보지

1.3.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회관)로
연구소 이전

로최종적으로결정하여과학기술처의승인을받았다.

1.5. 과총회관에서 태화빌딩으로 연구소 이전
연구소건설후보지가재검토되고, 연구소대덕이전계획의변
경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연구소에서는 당면한 연구실 공

연구소 건설후보지가 반월로 결정되었지만, 신축청사를 건

간부족문제를다른방법으로해결할수밖에없었던바, KIST

설하여 이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노력 그리고

에서는 부설기관에 대하여 더 이상의 공간 할애가 어려운 형

많은 시간이요구되었다.

편이었고, 더욱이 부설기관에 대한 연구실(사무실)사용료를

당시 연구소는 기본적인 연구공간마저도 부족한 상황으로,

대폭인상한상황이었다(당시 KIST에서는부설기관에대하여

본부는 과총회관에 있었으나, 해양자료센터와 해양기기실은

건물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소에서는, 연구

대덕 선박연구소에 있었고, 해양화학연구실은 KIST에그대로

실공간확보문제의해결을KIST 외부에서찾을수밖에없었

남아있는등3군데로분산되어운영되고있었던바, 단일건물

으며, 연구소 형편에 맞는 여러 임차건물을 수소문하여 검토

을 확보하여 흩어져 있던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었다. 뿐만

한 결과, 과총회관이 연구소 사정과 가장 잘 부합하였다. 당시

아니라그무렵에는 ADB차관자금(3,230천불) 및 UNDP자금

연구소의 자금사정은 아주 좋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한국과학

(959천불)으로 발주된 연구장비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할 때

기술단체총연합회의 2개층(351평)을 임차할 수 있었으며, 임

였으므로연구공간의확장이무엇보다도시급하였다.

차조건은 일정액의 임차보증금을 납부하고 매월 기본사용료
와관리비를지불하는월세개념의임차계약형태였다.

연구소는 대덕건설부지 매각대금과 과총회관 임차보증금의
환수금 등을 기반으로 자체재원을 마련하고, 부족재원의 일부
는 익년도 정부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하

과총회관으로의 이전으로 연구실 공간 부족 문제가 근본적
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1979년 8월 1일 해양화학연구

여, 관계부처의 양해를얻어 1981년5월7일에서울강남구서
초동에위치한태화빌딩으로마침내이전하였다.

실을 제외한 KIST 제4연구동에서 근무하던 해양가족은 서울

태화빌딩은 신축단독건물(약 800평)로서 연구소 연구목적

강남구 역삼동에소재한과총회관으로이전하였다. 이렇게 하

으로는 적합한 건물이 아니고 전세 개념의 임차계약이었지만

여 과총회관을 연구소 본부로 한 1년 9개월 간의 연구소의

당시의 연구소 자금사정으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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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안산캠퍼스 제1단계 건설공사가 완공되기까지 약 5

건설공사 착공 당시 부지매입 예산 확보가 원활치 못하여,

년 간 연구소의‘ 서초동 시대’가 펼쳐졌으며, 지금도 많은 직

예정부지의 1/4에 불과한 6,100평의 부지만 매입 완료되었던

원들이이시절을연구소의가장가족적인분위기였던때로기

바, 매입완료된부지위에본관동건축을우선시행하다보니,

억하고있다.

결과적으로 본관동 위치가 정문과 너무 가깝게 자리잡게 되었
으며, 본관동 건축비 예산도 2년에 걸쳐 분할 책정되어, 1983

1.6. 안산에 연구소 독립청사 건설과 연구소 이전

년에는 골조 공사만 시행하고, 이듬해에 마무리 공사를 겨우
완성하는 등 어렵게 공사가 진행되어, 본관동이 타 연구소 본

1980년대 초 연구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했던 당면과
제는 독립된 연구소 건물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연구소가 안

관건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옹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산에 건설사업을 추진할 당시의 주변상황은 여러가지로 연구
소에불리하였다. 연구소의 건설사업에 대한예산당국의이해

안산의 연구소 건설사업은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

도 부족하였으며, 때마침 일부출연연구소의건설사업비오·

나, 이를 무난하게 극복하고 기공식을 가진 지 약 3년 후인

남용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출연연구소의 신규 건설

1986년 3월본관동과 제1연구동및 부속건물등 약2천5백평

비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정부

의 건물을 완공하고, 1986년 4월 30일 연구소는 대망의 안산

의 출연연구소 통폐합 조정작업이진행되는등 연구소의건설

캠퍼스로 이전하게 되었다. 연구소 개소 이후 약 13년 만에 자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에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다. 연구소의

체건물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케 됨으로써, 안산캠퍼스가 명실

건설사업은 이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1983년 3월 11

상부한 국내 해양개발연구의 총 본산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

일 허형택 소장을 비롯하여 이정오 과학기술처 장관과 임관

이다.

한국과학기술원 원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

이후 건설사업은 1988년 말까지 진행되어, 부지 총 28,163

시 연구· 학원단지 건설부지에서 마침내 건설공사 기공식을

평에 건물 4,767평을 완공함으로써, 연구소의 안산캠퍼스 제

거행하였다.

1단계건설사업을마무리하게되었다.

역사적인연구소건설 기공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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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해양연구선 건조 및 운영

2.1. 최초의 해양연구선‘ 반월호’ 준공

연평균 100일 이상 연구소의 유일한 연구선으로 활용되다가,
1994년매각되었다.

연구소는 정부예산으로 소형연구선 건조사업을 추진하였던
바, 1978년 소형연구선 설계를 발주하고, 1979년 인천조선
(주)과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1980년 9월 30일에 우리연구소

2.2. 종합해양연구선(Multipurpose Research
Vessel) 건조사업 추진

의 최초의 연구선이며 우리나라의 최초 순수해양연구선인‘ 반
월호’를 준공함으로써, 필요할 때마다 소형어선을 임차하여
수작업으로해양조사를하던신세를벗어날수있게되었다.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던 반월호(83톤급)는 항해 가능 해역
이 너무 제한적이어서(연안으로부터 20해리 이내), 해양연구

반월호는 당초 총톤수 50톤급 소형연구선 건조사업으로 정

활동에많은애로가있었으며, 향후대규모연구사업을선도적

부예산이 확정되었으나, 사업변경 승인절차를 거쳐 83톤급으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양까지도 항해가 가능한 종합해양

로 건조하게 되었으며, 선체 자체는 소형이지만, 각종 해양연

연구선의건조가시급하였다.

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20해

연구소의 숙원사업인 종합해양연구선의 건조사업은, 1982

리 내에서만 항해가 가능하므로, 그 활동범위가 제한적이었고

년 초 일본의 나까소네 수상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우

흘수가 깊어 천해에서 해양조사가 불가능하였으며, 정원이 15

리나라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60억불 규모의 일본대외협력기

명으로 선원 7명을 제외하면 연구원은 8명밖에 승선할 수 없

금(OECF,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차관

는문제점등을지니고있었다.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소의 종합해양연구선 건

반월호는 1980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하여,
1984년 관공선으로 분류되어 선명이‘ 인천801호’로 개명된
이후, 1992년‘ 온누리호’와‘ 이어도호’가 준공되기 직전까지,

인천 801호

조사업이 동 차관사업의 중요사업의 하나로 채택됨으로써, 현
실화되었다.
연구소가 제출한 종합해양연구선 건조사업 계획은 1,700만

건조중인온누리호 (1991)

제1부성장· 발전사 107

불(일화 41억엔)로서 당시 전 출연연구기관의 차관 신청액 중

되었다. 이렇게하여 대망의 최첨단종합해양연구선이 탄생되

에서 최대액수이었으며, 1984년 7월 10일 공공차관대상사업

게되었다.

으로 정부외자도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 일련의 차관도입
절차를거쳐, 1985년 12월 20일양국정부간에 차관협정이체

2.3.‘ 해양250’ 유인잠수정인수및모선건조추진

결되었다.
1986년 초부터 시작된 동사업은, 설계용역업체선정단계부

1980년대 초 연구소에서는「다목적 잠수정 건조계획 연구」

터 한· 일간에이해가상반되어많은이견이있었는데, 일본측

(1981.10~1983.4 허형택)를수행한바있으며, 그보고서에서

에서는 연구선 건조기술의 한국 유출을 꺼린 나머지 설계용역

우리나라 근해저 해양연구조사를 위한 소형(천해용) 유인잠수

을 일본측에서 맡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연구소에서

정의건조필요성이강조되기시작하였으며, 그후한국기계연

는한국측에서맡아야한다는주장이었던바, 일본의2개용역

구소에서 국가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국내 최초의 유인잠수정

회사(FBA, OSCC)와 한국측 용역회사(한국해사기술주식회

을개발하게되었다.

사)가공동으로연구선설계와감리용역을수행하기로합의하
고, 1987년10월 29일계약을체결하였다.

한국기계연구소가 프랑스 COMEX사의 기술협조로 설계하
고,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주)에서 건조한 잠수정은 3인승
250m급으로, 1986년 12월 20일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주)

당초 종합해양연구선의 규모는 750톤급을 목표로 설계하려

에서명명식과인도식을갖고연구소에인도되었다.

하였으나, 설계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장비인‘ 다중빔음향

동 잠수정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잠수정의 탑재운송과

측심기(Multi-Beam Echo Sounder: Sea Beam)’ 등 최신

탐사활동의 보급· 지원을 위한 잠수정 모선이 필수적이었으

장비의 장착을 위해서는, 최소한 1천 톤급 이상이되어야 한다

며, 또한 그 당시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던 인천801호는 항해

는 기술검토결과에 따라 1,150톤급으로 최종 결정되었다(이는

구역의 제한과 장착장비의 빈약 등으로, 본격적인 해양연구

후에 건조과정에서 다시 1,420톤급으로 조정되었다). 다행히

를 위해서는 보다 큰 규모의 연· 근해용 연구선이 시급히 요

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하여, 사업

구되었던 바,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비의 증액 없이도 선체크기의 상향조정이 가능하여 사업수행

위하여 잠수정모선 겸 연구선의 건조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에문제는없었다.

되었다.
연구소는당초예산당국으로부터잠수정모선건조사업의총

동 연구선은 심해탐사장비를 비롯한 각종 최신연구장비는

예산규모를 26억원으로 승인받아,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주)

물론 장기항해가 가능하도록 고려하여, 1988년 7월 31일 설

에서 1987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988년 4월에 연구소

계용역을 완료하였다. 그 후 1989년1월4일조달청에 건조계

자체적으로 건조공사 입찰을 시행하였으나, 당시의 대폭적인

약을 위한 국제경쟁입찰을 의뢰하여, 1990년 7월 23일 노르

건조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유찰되었다. 연구소에서는 1988년

웨이의 Mjellem & Karlsen 조선소와 건조계약을 체결하게

5월 예산당국에 예산증액을 요청하여, 우여곡절 끝에 1989년

유인잠수정‘ 해양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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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잠수정모선으로건조되었던이어도호

도 정부출연금 예산으로 모선건조사업의 총 예산규모를 39억

구에는선박기능상부적합하여, 연안및내만의해양조사에적

원으로 증액하여인정받았다.

합한 소형선박의 보유· 운영이 요구되었던 바, 때마침 올림픽

1989년1월연구소에서는증액된예산한도내에서예정가격

조직(위)에서 88올림픽 요트경기 운영을 위하여 건조한 37척

을책정하고, 조달청에잠수정모선건조공사계약을의뢰하여,

의선박을, 활용도가높은해양관련기관에무상기부키로함에

입찰을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예산으로 인하여 7차에

따라, 연구소에서도 체육부에 특별요청을 하여 4척을 배정받

걸친 유찰 끝에, 1989년 6월 20일에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게되었다.

(주)에 낙찰되었다. 당초 건조기간을 14개월로 계획하여 1990

올림픽5호(16톤)를 비롯하여 21호(5.2톤), 32호(1.8톤)와

년8월잠수정모선을완성할예정이었으나, 코리아타코마조선

34호(1.8톤) 등 4척의 소형쾌속정은 이렇게 하여 1987년 6월

공업(주)이경영상의문제로법정관리업체가되는바람에사업

우리연구소에 인도되었고, 연구소에서는 올림픽기간 중 연구

이지연되다가, 1992년2월 29일에야준공되었다.

소의연구인력을동원하여, 요트경기가벌어진부산 수영만일
대의 파랑· 해류를 관측하고 지휘 및 감시업무를 수행함으로

2.4. 올림픽호(소형선) 인수

써 올림픽경기 운영에 기여하였다. 동 올림픽호 소형선박들은
시속 18노트 이상의 쾌속정들로서 연안관측 업무에 긴요하게

연구소가보유하고있던인천801호는연안과내만의해양연

활용되었다.

올림픽 5, 21, 32, 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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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의 연구활동과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착수

3.1. 80년대의 연구개발활동 분석

에 비하여 과제수가 크게 확대되었다. 1988년 이후 정부공공
기관수탁연구의 대폭적인 증가는 정부의 환경 관련 법제도의

연구소의 연구사업규모는 80년대 중반부터 크게 확대되었

재정비에 따른관련용역사업이 증가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는데, 특히 1984년도는 연구계약고가전년도에비하여 200%

80년대 연구소 연구활동에 있어 특기할 만한 사항중 하나는

이상 증가되었다. 이는 정부의 국가특정연구개발사업의 본격

「한국해역 종합환경도 작성연구」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연

적인 추진에 따라서, 우리 연구소의 역할도 확대되었기 때문

구」
,「고급어종 증· 양식 개발연구」
,「남극과학기지 환경조

이었다. 1985년도에는 기본과제가 신설되어, 연구자의 개인

사」등 우리연구소의 장기· 대형연구 과제가 이 때부터 시작

적 관심분야에 따라 과제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연구비 규모

되었다는 것이다.

표 1. 80년대까지의 연도별 연구계약 현황
구분
연도

(단위: 백만원)

국가과제
금

액

정부공공기관수탁
건

수

1973

금

액
9

건

산업계수탁
수

금

액

건

계
수

1

1974

26

2

8

1

1975

12

3

12

1

1976

11

7

55

3

1

1

1977

19

12

195

5

1

1978

10

5

286

5

84

1979

25

6

241

2

180

2

금

액

건

수

9

1

34

3

24

4

67

11

1

215

10

5

380

15

446

10

1980

121

6

119

2

370

3

610

11

1981

137

13

38

1

77

4

252

18

1982

260

10

78

5

178

2

516

17

1983

500

9

117

5

55

3

672

17

1984

1,091

5

449

5

213

3

1,753

13

1985

1,046

31

900

8

6

1

1,952

40

1986

1,446

38

561

6

105

4

2,112

48
40

1987

2,382

28

464

10

79

2

2,925

1988

2,591

41

1,006

9

148

4

3,745

54

1989

3,200

57

1,102

17

615

11

4,917

85

1990

3,305

78

2,032

17

176

4

5,513

99

계

16,182

343

7,664

102

2,296

51

26,142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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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착수

는 해양법상의 불확실성(선행투자가 요건, 투자 시한, 중복광
구 문제 등)으로 인해, 1987년까지 일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구소는 연구인력과 기기가 점점 확

그 후 다시 계속되어 드디어 우리나라가 1994년 8월에 세계

충되어, 많은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

7번째의 심해저 광물개발 선행투자가 자격을 인정받아 태평

간 중에 수행된 대표적인 과제는「한국해역종합환경(자원)도

양에 7.5만㎢의광구를 확보하는개가를올리게 되었다.

작성 연구」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연구」
,「고급어종 증· 양

과제는
1984년부터 시작된「고급어종 증· 양식 기술 개발」
생물연구부는 물론 연구소 내 최대의 특정연구과제로서 80년

식기술개발연구」
,「남극연구」등을들 수가있다.
1982년부터 정부는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방어를 비롯하여 참돔, 넙치, 연어, 송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연구과제를

어, 조피볼락 등의 양식기술 개발은 물론 연어양식 기술을 민

선정하여 추진하게되었던바, 우리연구소의특정연구개발사

간기업에 이전함으로써 기업화에 성공하였다. 양식연구 과제

업으로「한국해역 종합환경도(뒤에 자원도로 과제명칭이 변

는 그 뒤에는「발전소 온· 배수를 이용한 고급어류 양식기술

경되었음)작성 연구」
와「심해저 광물자원 개발방안 연구」
가

개발」
,「온· 배수 이용 대량종묘 생산기술 개발」
,「황복 및 참

이때부터 수행되었다.

게 종묘생산기술 개발」등 민간기업 수탁과제와「해양목장화

「종합환경도 작성 연구」
는 연구소의 전 연구부서가 참여한

연구」등국가주도과제로발전하게되었다.

대표적인 연구과제의하나로서, 황해를 시작으로 남해와 동해

우리 연구소의「남극 연구」
는 1985년 11∼12월 한국해양소

남부해역을 종합 조사하여 해양도(Atlas)를 발간하는 연구사

년단과 문화방송이 주관한 한국남극관측탐험에 우리 연구소

업이었다.

과학자 2명이 참가하여 관측을주도한 것이 그 효시라고 하겠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과제」
는 1982년 4월 신 유엔해양법

다. 그 뒤에 1987년 남극기지 건설을 위한 조사 를 시작으

이 타결된 직후부터 연구소의핵심과제의 하나로 신속하게추

로, 1988년 2월 남극세종과학기지가 건설된 이후, 남극기지

진되었는데, 1983년 가을 하와이 대학의 조사선(Kana

주변의해양· 육상 및고층 대기에 이르기까지 남극의 자연환

Keoki호)을임차하여처음으로 태평양 심해저를 우리 기술로

경과 자원 조사· 연구가 극지연구센터의 고정사업으로 정착

탐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탐사단장 : 한상준 박사). 이 과제

되어매년실시되어오고있다.

심해저탐사

킹조지섬에첫발을 내디딘해양연구소 송원오건설단장과건설단원들 (1987.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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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과학기지(세종기지) 건설

4.1. 남극진출과 기지건설 배경

구소가남극과학기지건설책임기관으로지정되었다.
한국해양연구소가 남극연구개발의 책임기관으로 선정된 것

한국의 남극에 대한 관심은 그 역사가 매우 짧아 1978년 수

은, 1985년 말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윤석순)과 주식회사

산청에서 남극해의 크릴 자원조사 및 시험조업선단을 파견하

문화방송이 주관하여 제1차 남극관측탐험대를 파견하였을 때,

게된것이그효시이다.

해양연구소가 자체경비로 연구원 2명(장순근 박사와 최효 박

그 후 1985년 11~12월 한국해양소년단 주관으로 제1차 남
극관측탐험대를 파견하였고, 1986년 11월 28일에 우리나라가

사)을 파견하여, 탐험을 과학탐사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하여,
그공로가인정되었기때문이었다.

세계 33번째로 남극조약(Antarctic Treaty)에 가입함으로써

4.2. 남극기지 건설

남극에대한국가적관심이고조되기시작했다.
남극기지의 건설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회원국이 된 직후

연구소가 남극과학기지 건설 책임기관으로 선정된 직후, 연

인, 1987년1월전두환대통령이남극에우리나라과학기지건설

구소에서는 1987년 3월 16일자로 극지연구실을 설치하고, 박

을 검토할 것을 외무부에 지시함으로써, 정부의 긴급 현안사업

병권 박사를 극지연구실장으로 임명하여 동 사업을 위한 준비

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 2월에는 과학기술처에대

를 시작하였다. 이어서 4월에는 기지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과

통령의지시가내려졌고, 정부관계부처(외무부, 국방부, 과기처,

자료수집을위하여, 해양연구소3명, 현대엔지니어링(주) 4명,

문교부 등)의 합의를 거쳐, 남극과학기지 건설사업이 구체화되

외무부 1명 등 도합 8명으로 현지조사단(단장: 제1 연구부장

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처가 주관부처로 결정되었고, 우리연

송원오박사)을구성하여현지조사를수행하였다.

남극세종기지준공식 (198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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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남극기지건설비는 83억원이

긍식과학기술처장관을비롯하여주칠레한국대사, 허형택소

신청되었으나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55억원으로 확정되었

장, 송원오 건설단장 및 연구소 건설단원, 남극하계연구팀, 현

으며, 1987년 5월 20일 당해년도(1987)에 집행되는 남극과학

대건설(주) 건설단원 그리고 킹조지 섬에 있는 칠레, 중국, 소

기지건설 및 운영예산(4,110백만원)은 예비비로 지출토록 승

련 등 기지주변의 과학기지에서 온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되었다. 이어서 건설세부계획서가 작성되었고, 6월 29일에

대한민국 남극과학기지의 개관 테이프를 끊음으로써, 한국은

는 동 계획에 대한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있었다. 9월 21에는

세계에서 18번째의남극상주과학기지보유국이되었다.

박병권, 장순근, 홍승용으로구성된남극과학기지 입지선정실

남극기지의 이름은 한국남극과학연구위원회에서 공모하여,

무대표단이아르헨티나, 칠레등남미국가를방문하여, 기지건

1,000통 가까운 응모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안한

설을위한 외교적교섭을 성공리에수행하였다. 9월 30일에는

‘ 세종기지’로결정하였다.

현대엔지니어링(주)과 현대건설(주)을 공동도급체로 하여‘ 남
극과학기지 설계 및 건설공사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으며,
10월 6일 마침내 기지건설자재를 실은 선박(HHI-1200호,

4.3. 남극기지운영과남극조약 협의당사국
(ATCP)지위 획득

24,500톤급)이 남극을향해울산미포조선(주) 부두를 출항하
였다. HHI-1200호는 10월 31일에미국 LA항에도착하여, 현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남극연구는 세종과학기지 건설· 운영

지에서 구매한 기자재를 추가로 선적한후, 11월 28일칠레발

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1988년 1월 제1차 대한민국 남극과

파라이소 항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공사기간 동안 소요되는

학연구단(단장: 박병권 박사)과 제1차 월동연구대(대장: 장순

현지구매 주· 부식과 생활용품 및 650톤의 유류를 선적하고,

근 박사)가 발대식을 갖고, 남극 현지에 파견되어 본격적인 남

11월 23일과 27일에 김포국제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출국한 건

극연구활동에들어갔다.

설인력 158명과 국내 신문· 방송관계자 20여명과 합류하여,
12월 4일 발파라이소 항을 출항하였다. HHI-1200호는 세계

우리연구소의 성공적인 남극기기운영과 연구활동의 수행결

에서 가장 험난한 곳으로 알려진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하여,

과로, 우리나라는 1989년 10월 18일 남극조약협의당사국

국내에서 출발한 지 70여일 만인 12월 15일에 우리나라 최초

(ATCP,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 지위를 세

의 해외과학기지 건설현장인 킹조지 섬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계에서 23번째로 획득하는 커다란 대외적 성과를 거둘 수 있

다음 날인 1987년 12월 16일 기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남극기

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남극 및 그 주변 해양 문제에 관해

지건설공사가착수되었다.

특권적권한을국제적으로행사할수있게되었다.

남극과학기지 건설공사는 남극의 특수환경으로 인한 공기

ATCP 지위 획득은, 남극에기지를 설치하고실질적인남극

단축의 필요성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자재를 조립식으로 설계

과학활동을 수행하는 나라에 한하여, 기존 협의당사국이 만장

하여, 국내에서 미리 공정처리를 끝낸 상태로 운송함으로써 2

일치로 찬성을 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당시 소련, 중국, 폴란

개월만에 공사를 끝낼 수 있었다. 1988년 2월 17일 드디어 남

드, 동독 등 우리나라와 국교가 없었던 공산권 국가들로부터

극 현지에서 대한민국 남극과학기지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박

모두찬성표를얻을수있었다.

남극세종기지건설공사 (1988)

허형택소장이 남극과학기지이름 공모당선자인김태오군에게
상패를수여하고있다. (1988.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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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개발기본법의 제정과 연구소

1989년에는 연구소의 내· 외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1981년부터 약 7년 간 연구소를 이끌었던 허형택 소장의 뒤를

마련되었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개발실무위원회도

이어, 박병권 소장이 동년 1월 1일 부로 취임하였고, 6월 12일

구성되어 운영에 들어가게 되었다. 동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

에는 한국과학기술원이 다시 원래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는 동년 12월 22일 과학기술처 상황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KIST)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분리됨에 따라, 연구

회의에서는 국가해양개발계획의 수립과 관계기관의 협조문제

소는 KAIST에서다시KIST 부설로 소속이바뀌었다.

가 논의되었으며, 법 제17조에 의하면“ 정부는 해양개발을 위
한조사및과학기술개발을위하여연구기관을설치하고, 육성

한편 정부는 1987년 해양개발기본법을 제정한데 이어서,

에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대상연구

1989년 9월 총 26조로 구성된 해양개발기본법 시행령을 제

기관으로서 해양연구소의 발전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정· 공포하였다. 그결과해양및해양자원의개발· 이용과보

져, 연구소가 부설기관 형태에서 독립 출연연구소로 발전· 육

전에대한정부의역할과시책이법제화되어, 해양개발을국가

성되는계기가되었다.

해양개발기본법세부시행령 제정을위한 세미나 (1988.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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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1990년대)
1990년대는 연구소가 오랫동안의 부설기관의 위치에서 독립연구소의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우수연구
요원의 확충, 연구시설 및 장비의 획기적인 보강, 최첨단 장비를 갖춘 종합해양연구선의 확보 등 연구
역량을 갖추게 되면서 해양조사· 연구활동의 활성화와 선진화, 국제협력의 다변화 등을 통하여 KORDI
가 명실공히 우리나라 해양연구개발의 중추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소로 발돋움
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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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과학

능이 일원화되고 국립수산진흥원, 교통부 수로국, 한국해양연

기술정책 방향과 정부의 시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

구소등주요해양조사연구기관이모두해양수산부산하로이

다. 그 중에 괄목할 사항의 하나가 거대과학기술 개발에 보다

관되어 국내 해양과학기술 관련기관의 기능 재정립과 함께 업

많은 관심과 배려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점이다. 종래의 국

무발전의 새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973년 창립

가연구개발사업은주로경제의당면과제해결이나직· 간접적

이래과학기술처소관이던한국해양연구소업무도해양수산부

인 상관관계 속에서 기획, 추진되었으며, 거대과학기술 개발은

로 이관하게 되었다. 또 1997년 말에는 우리나라에 불어 닥친

미래에너지원이나새로운기술영역을확보하는차원으로인식

금융외환위기(IMF)로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되었다. 아무튼 거대과학기술로 분류되는 원자력, 해양 및 항

조치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공· 우주등의분야에서그간상대적으로소원하게취급되었던

법률’이 제정되면서‘ 연구회’체제로 변화되고 연구소도 이 체

해양분야도점차적으로전면으로부상하게되었으며정부의해

제하에들어가게되었다.

양분야에 관한정책이나 제도면에서도 많은진전과 개선이있
었다. 이미제정되었으나휴면상태에있던‘ 해양개발기본법’과

해양연구소의 기능과 업무에 있어서도 큰 변화와 발전이 이

동 시행령이 제자리를잡기시작하였고, 1995년1월에는‘ 해양

루어졌다. 1980년대가연구소기본시설의건설과해양연구선

과학조사법’이 제정된데 이어 동년 7월에는 동법 시행령이 공

의 건조추진, 연구 기기 및 장비의 확보, 우수연구인력을 유치

포되었다. 1996년1월에는해양개발위원회가개최되어국가해

하면서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구축하는 성장단계였다면, 1990

양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국가 해양관리체계 등 8대 부문별

년대는연구소가오랫동안의부설기관의위치에서독립연구소

시책수립과 함께 심해저 광물자원탐사 개발, 황해종합조사연

의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우수연구요원의 확충, 연구시설 및

구, 해양과학기술개발사업등을추진하게되었다.

장비의 획기적인 보강, 최첨단 장비를 갖춘 종합해양연구선의
확보 등 연구역량을 갖추게 되면서 해양조사· 연구활동의 활

특히 21세기에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성화와 선진화, 국제협력의 다변화 등을 통하여 KORDI가 명

의지에 따라 1996년 8월에는 해양수산부가 새로 출범하게 되

실공히우리나라해양연구개발의중추기관으로서뿐만아니라

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되어있던 해양관련 업무와 기

세계적인수준의연구소로발돋움한시기였다고할수있다.

21세기를향한 해양연구소 발전계획 토론회(199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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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발전종합계획세미나(1993. 3. 23)

2

절

‘ 한국해양연구소’로의 독립

2.1. 연구소 독립의 여건과 배경

는 해양개발을 위한 조사 및 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
을 설치하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당시 한국과
학기술연구원(KIST) 부설기관으로 있던 해양연구소는, 내적

하고 있는 바, 해양연구소(KORDI)의 독립은 바로 동법 제17
조의‘ 연구기관’을설치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內的)으로는 이미 그동안 축적된 연구경험과 연구인력, 연구

‘ 해양개발기본법률(안)’ 제안자이기도 한 당시 이상희(李祥

장비, 예산규모그리고독립된연구시설의확보등독립기관으

羲) 과학기술처장관은 1989년 9월 동법 시행령의후속조치의

로서의연구능력과여건이충족된상태였다.

추진을지시하였다.

한편으로는국가적인견지에서해양개발의중요성과국제정
세 변화에 능동적, 체계적으로 대처할 국가적 연구중심기관의

과학기술처는해양및해양자원의합리적인개발, 이용과보

설정이 필요하였을 뿐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해양개발기본

전에 필요한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12월

법’의 발효(1988. 6. 5)와 동법 시행령 공포(1989. 9. 5)에 따

22일에제1차‘ 해양개발실무원회’(위원장: 최영환과기처차

른 정부 정책집행의 실질적 조치를 이행해야할 시기가 성숙되

관)를개최하였으며, 이때에상정된안건은①해양개발위원회

어있었다.

및실무위원회운영세칙, ②해양개발계획의수립과보고서작

‘ 해양개발기본법’, 제17조(연구기관의 설치· 육성)는“ 정부

성, 제출에관한관계기관의이행및협조문제협의, ③해양개

연구소설립위원회제1차회의(199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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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연구기관 발전계획 보고, ④ 태평양

과학기술처에서는 설립법인의 정관을 작성하고 제반 법적

심해저광물자원탐사및개발연구사업의현황과계획보고등

요건을 갖추어 주무부 장관에게 법인 설립허가와 정관 승인을

4건이었다. 이중‘ 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연구기관 발전계획’

요청하는 역할을 담당할 법적 필수요소인‘ 설립위원’ 6인을

은바로‘ 해양연구소독립계획’인바, 본안이원안대로 의결됨

위촉하였다. 설립위원회는 5월 11일과 18일 두 차례의 회의를

으로써 해양연구소의 위상과 독립의 당위성에 대하여 정부의

개최하여정관(안)의심의와연구소명칭, 설립자추대및설립

인정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독립에 관한 기본계획이

자기금출연, 이사진의구성등을심의하였다.

정부의공식적방침으로결정되었다.

당시 설립위원으로 위촉된 사람과 설립자로 추대된 사람은
다음과같다.

2.2. 한국해양연구소의 출범

설 립 위 원
李在澈 (설립위원 대표 )

연구소를독립시키는정부의기본방침이결정되자과학기술

李秉暾 (동의대학교 총장)

처, 경제기획원등정부관계자와연구소독립에 관한구체적인

安忠承 (현대중공업 부사장)

행정절차 진행과 법적요건 구비 등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

尹永勛 (과학기술처 기획관리실장)
許亨澤 (KIST부설 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되었다.

朴炳權 (KIST부설 해양연구소장)

먼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설 립 자

의 관계조항에 의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주무부 장관의 승인

劉彰順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을 받는 법적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나가고, 한편으로는 새로

李在澈 (전 중앙대학교 총장)

설립되는 해양연구소를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토록‘ 특정연

李秉暾 (동의대학교 총장)

구기관육성법시행’의개정을추진하였다.

李祥羲 (전 과학기술처 장관)
鄭根謨 (과학기술처 장관)

한편 내부적으로는‘ 독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 연
구소의조직체계와제 규정(안)’을 작성하고 의전 및행사계획
등제반준비작업을진행하였다.

이때 연구소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해양연구소’로 하였으
며, 영문명칭은 해외의 지명도 등을 감안하여 종래의 명칭

새로 임명(1990. 3. 17)된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은 1990년
4월 6일‘ 해양연구소 독립 기본계획(안)’을 승인· 결재하였

(KORDI,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을그대로사용키로하였다.

고, 이를 바탕으로 4월 1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사
회는다음과같이의결하였다.

또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해양개발기본법의 기본정신에 따
라 한국 해양과학기술 저력배양을 위한 기초· 응용과학의 연
구와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 해양환경보전을 선도
하는 창조적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산

① 부설 해양연구소를 분리, 독립시키며
②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현재의 부설 해양연구소
소관의 인원, 사업, 재산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업계와의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정하였다.
또연구소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 수행
하는것으로하였다.

표 1. 초대 이사진 명단
구

분

성

명

비

고

이사장

이재철(설립위원 대표)

당연직 (4인)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국방부 제2차관보,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장, 한국해양연구소장
유성규(부산수대 총장), 이병돈(동의대 총장), 심재형(서울대 교수), 박춘호(고려대 교수), 장철진(영풍광업 회장)

학계

선임직 (10인)

김재철(동원산업 회장), 김항덕(유공 대표이사), 장치혁(고려합섬 회장), 안충승(현대중공업 부사장)

산업계

김훈철(한국기계연구소장)

연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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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3031호로공포되었다.
① 국가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정책에 관한 연구수행과
그 성과의 보급
② 해양자원개발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연구

또 6월 30일에는 정부와 산· 학· 연 관련기관의 많은 인사
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해양연구소 개소 기념식 및 현판식이
거행되었다.

③ 극지환경· 자원조사연구 및 과학기지 운영
④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대학· 전문단체와의

2.3. 위상정립과 기관운영제도 확립

공동연구· 기술제휴 및 해양전문인력 양성과 훈련
⑤ 연구개발 또는 기술용역의 수탁 및 위탁
⑥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새로 출범한 한국해양연구소는‘ 해양개발기본법’의 기본정
신에뿌리를두고국가해양과학기술저력배양을위한기초및
응용과학의 연구와 개발, 국내· 외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와
의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는데 설립목적을 두

정관상 법인의 이사는 총 15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초대(初

었다. 새롭게 태어난 한국해양연구소는 연구사업 추진과 연구

代) 이사진은다음과같이4인은당연직으로, 학계, 산업계, 연

소 운영에 있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국

구계의 인사 10명은 선임직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이사장에

내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의중추적인역할은물론, 보다성숙

는이재철설립위원대표가선임되었다(표 1).

된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전해야 할 위상과 책무를 함께 안고

연구소는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갖추고 5월

힘찬발걸음을내딛게되었다.

25일 설립대표위원 명의로‘ 한국해양연구소 설립 허가 및 정

연구소는 먼저 6월 26일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KIST로

관 승인신청’을 과학기술처에 제출하였으며, 과학기술처 장

부터의 인원, 업무, 권리· 의무등의포괄승계를의결하고, 직

관은 5월 30일에 1990년 6월 1일자로 한국해양연구소 설립

제규정, 인사규정, 급여규정, 퇴직금지급규정, 연구심의위원

허가 및 정관을 승인하였다. 또 초대소장에 박병권 박사를 임

회규정, 기획관리위원회규정(안) 등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

명하고 10인의선임직 이사의취임을승인하였다.

하였다.

이에 따라6월1일 연구소의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1973년
10월‘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발족된 이래 17년간의

2.3.1. 조직 운영관리

부설기관 시대를 마감하고 마침내‘ 재단법인 한국해양연구소’

연구소의조직개편은종래의부설기관으로서의한계를벗어

가출범하게 되었다.

나 독립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조직형태를 갖추었다. 연구조직

한편5월 16일개최된 경제부처차관회의에서는한국해양연

은 전통적으로 답습하여 온 연구부장 또는 제1, 제2연구부의

구소를‘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토록‘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틀에서 벗어나‘ 선임연구부장’제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6개의

시행령’을 개정을 결정하였으며, 이 법령은 6월 28일 대통령

연구부와 기술지원 부서를 두어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각 연구

정근모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있는 박병권초대소장

초대이사장으로이재철이사장을 선출한 제1회이사회(199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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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는특성에맞는연구실단위조직을두되상황에따라수시

원회규정, 기획관리위원회규정, 퇴직금지급규정 등 주요규정

로연구실을개· 폐할수있도록연구조직운영에유연성을부

이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연구소 기획관리위원회에서 업무분

여하였다. 또행정부문조직은종래의행정실단위에서기획부

장규정, 직무권한 위임규정 등 세부 관련규정이 여러 차례에

와행정부조직으로확대, 격상하였다.

걸쳐제정되었다.

연구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목표 지향적 Matrix System의

기관운영의근간이되는이러한각종규정제정과정비외에

구축과 특수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Task Force System 운

도기관운영의합리화를 위한많은조치들이뒤따랐다. 효율적

영, 연구실장의 권한 축소와 연구책임자의 권한 및 책임 강화

인 의사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와 협의기구 설치, 인력의 정

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조직 개편과 운영은 해양분야의

예화와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연수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업

연구특성상조직의복합적, 시스템적운영이바람직하다는기

무수행능력의제고를위한직무교육확대, 학· 연연구교류와

본인식에 따른 것으로 연구실 개폐를 각 연구부에서 자율적으

협력을위한학· 연협동석박사과정운영, 학술적성과의고양

로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을 위한 논문 투고료 지원의 확대 등이 신규 제도화되거나 개

있도록하였다. 또한연구조직의기본단위를연구실로하되연

선되었다.

구사업팀 개념으로 운영하여 연구규모의 확대, 연구과제의 대

연구소의 기틀이 잡혀가면서 1990년 11월에는 연구소의 시

형화 및 다변화 등 연구환경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

각적 이미지 통일화를 위한 표준기준(Corporate Identity)이

도록한것이었다.

처음으로제정되었다. 이표준화작업은기존에사용되던연구
소심볼마크의작도법과새로운연구소명칭표기의 한글, 한문

2.3.2. 규정 및 제도개선

및영문로고타입, 전용색상, 시그니처조합등이제시되어, 이

연구소가 독립기관으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기관운영에 기

후연구소의각종인쇄물, 홍보제작물, 봉투, 서식류등표시물

준이 되는 제반규정들이 제정되었다. 먼저 1990년 6월 26일

의용도와기능에따라적절한형을적용하여광범위하게활용

제1회 이사회에서 직제규정, 인사규정, 급여규정, 연구심의위

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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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종합해양연구선의 취항

1980년대 초부터 해양연구소는 한반도 주변해역의 종합 해

상 대형 연구선에 비하여 그 규모는 비록 작지만 운동성능과

양자원도 작성연구, 황해 및 동지나해 대륙붕 해양조사, 태평

조종성능이 매우 우수하고 내빙구조로 설계되어 그 이름에 걸

양공해상의심해저 망간단괴개발을위한탐사등 조사연구활

맞게 지구상의 전 해역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다.

동이 활발해지고 과제의 장기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온누리호에는 고가의 최첨단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어 종

더욱이해양연구가광역화· 심해화되는것이 세계적인 추세여

합적이고 심도있는 해양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수준

서 우리나라도 종합적인 해양조사와 연구능력을 갖춘 연구선

의연구선이었다.

의확보가절실히요청되는시기였다.

동 연구선이 건조중인 1990년 3월에 연구소에서는 선명을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온누리호’와‘ 이어도호’의 건

공모하였었다. 이때 응모된 여러 이름 중 한상준 박사가 제안

조· 취역은한국해양연구소의역사상가장 획기적인 발자취중

한‘ 온누리(ONNURI)’ 가 절대다수의 지지로 선정되었다. 온

의하나이다. 특히종합해양연구선 온누리호가 건조, 취역함으

누리는‘ 온 세상’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로써, 전 세계 대양

로써 연구소는물론, 우리나라의해양조사역량이 명실공히세

을 대상으로 해양조사 연구활동을 펼쳐 해양과학 발전에 공헌

계적수준에진입하게된것이라고볼수있다.

하고자 하는 뜻과 의지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영문표기와 발
음이쉬워온누리호의국제성을 나타낼수있는 훌륭한이름으

3.1. 온누리호

로평가되었다.

3.1.1. 온누리호의 건조와 명명

3.1.2. 온누리호 운영 준비

노르웨이M&K 조선소(Mjellem & Karlsen Verft A/S)에

1991년도에들어서면서온누리호의운영방식에관한 사전검

서 건조한 온누리호는 국제총톤수 1,422톤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 해양국들이 대양탐사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3천 톤급 이

온누리호진수식(1991. 7. 24)

토와인수와관련된준비작업이활발히전개되기시작하였다.
먼저온누리호의 운영방식, 즉연구소가직접 운영할 것인가

온누리호 인수식 (199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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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선박운영전문회사에위탁관리할것인가의 문제였다. 두

국으로향하는‘ 처녀항해’를시작하였다.

가지방식은각기장· 단점을가지고 있어많은검토와논의가

온누리호에 장착된 항해 및 조사연구장비는 대부분 우리나

있었으나, 온누리호는일반상선과달리탑재된첨단장비의관

라에서는 처음 설치 운용되는 최첨단 고가장비로서 실해역에

리와운영의중요성, 해양조사중의선원들의임무와 역할의특

서의장비성능테스트를통해장비의운용및관측기술의조기

수성등에비추어결국직영하기로방침을결정하였다.

숙달, 획득된자료의선상처리분석능력등을습득하기위하여

7월에 들어‘ 온누리호 인수 및 운영 준비반’이 구성되어 선
원의 선발과 교육, 기본 선용품의 확보, 진수 및 인수식 행사,

귀국· 처녀항해 과정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시험· 연구 항해
를실시하였다.

처녀항해계획등제반 준비사항이 진행되었다. 온누리호의직

이항해과정에서베르겐-지브롤터구간과싱가포르-제주간

영방침에 따라 온누리호 운영의 핵심요원인 선장 및 기관장과

의 남지나해에서각각 해양연구소의연구팀과 장비전문가들이

사관요원을 공개모집을 하였는데 제1차적으로 선장에 김대기

동승하여 연구선의 운항 상태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씨, 기관장에차홍길씨를선발하였다.

Seabeam 2000, 다중(96)채널 탄성파탐사기, 3차원 해저지
형 탐사기, 해상중력계, 측심기 등 최첨단 장비의 정상가동 여

3.1.3. 온누리호의 건조와 진수 및 인수

부를 점검하고 운영방법을 습득함과 아울러 이들 첨단장비를

온누리호의건조는조달청의국제입찰과정을 거쳐 최종적으

활용하여 북동 대서양 해역과 남지나해역에 대한 해양자료를

로노르웨이의M&K(Mjellem & Karlsen)조선소에낙찰되어

획득하면서시험· 연구항해가성공적으로이루어졌다.

1990년7월 23일에본계약을체결하고 8월 31일신용장을개

3월 5일 제주항에 무사히 입항한 온누리호는 국내 보도진을

설함으로써건조에착수하게되었으며연구소에서는 감독관으

승선시켜마산항까지항해하면서 온누리호의 기능과 장착장비

로이경인선임연구원을9월 25일현지에파견하였다.

의성능을처음으로선보였다.

대부분의 선체가 완료되고 엔진이 탑재된 1991년 7월 24일
조선소 현장에서 조촐한 진수식을 거행하였다. 진수식에는 당

3.1.5. 온누리호 취항과 활동

시 과학기술처 서정욱 차관, 정 윤 과장과 연구소의 박병권 소

3월 20일에는 온누리호의 본격적인 운항과 취역을 기념하기

장, 박진균기획부장이참석하였다.

위하여인천항에서과학기술처김진현장관을비롯하여국회서

온누리호는 그 후 도장과 의장, 각종 장비의 설치와 장착 및

정화의원, 윤옥영수산청장, 원영무인하대총장, 심재홍인천시

시운전 등을 마치고 1992년 1월 11일 현지 조선소에서 성대한

장, 노르웨이대사(G. L. Lindeman) 등정부및산학연관련인

명명 및 인도식을 거행하였다. 이 행사에는 김병련 주 노르웨

사들이참석한가운데취항식행사가성대히거행되었다.

이대사, 연구소의 박병권 소장, 허형택 위원, 양형진 단장, 김

취항식을 마친 온누리호는 드디어 4월 6일, 태평양의‘ 클라

영필기획부장, 일본용역단의책임자인 Mr. Kuto 씨등이참

리온-클리퍼튼’해역에서심해저자원탐사를하기위하여진해

석하였다.

항을출항, 하와이로향하는장도에오르면서우리나라해양연
구의새로운장을열게되었다.

3.1.4. 온누리호 처녀항해
온누리호는1월 17일드디어노르웨이베르겐을출항하여한

온누리호 선원에대한임명장 수여(199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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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호는 그 이후 국제공동 해양조사 프로그램인「해양과
전지구 대기 상호작용연구(TOGA)」사업으로 수행된 대양 항

이어도호 진수식 (1991. 9. 3)

해연구(동지나해-필리핀해역-적도해역-뉴질랜드해역), 남극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쿠로시오 해류와 황해 냉수

세종기지 주변의 과학환경 조사 연구, 우리나라 주변해역의해

및 중국대륙의 연안수가 접촉하는 해역으로 해양학적으로도

양특성및해양자원도작성연구, 경제수역조사연구, 동해핵폐

매우중요한해역이다.

기물환경오염조사를위한한· 일· 러3개국공동조사, 동중국

이러한해역의특성을감안하여이어도에종합해양과학기지

해및황해해양조사, 울릉분지대수심해역해저환경연구등대

구축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동 조사선의 선명을‘ 이어도

형 연구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주변해역은 물론 대양항해를 하

(Eardo)호’로 정한 것은, 해양과학의발전으로 이상향 건설을

면서매년약 200일이상의해양조사활동에활용되고있다.

지향한다는큰뜻을담고있는것이었다.

특히 1992년도부터 매년 태평양 심해저 자원탐사활동을수
행하여 왔으며, 1994년 8월, 우리나라가 태평양 C-C해역에

3.2.2. 이어도호의 진수 및 취항

15만㎢의 광구를 UN에 등록하는 쾌거를 이룩하는 데에 결정

1989년6월부터코리아타코마조선소에서건조작업이착수

적인기여를하였다.

되었던 540톤급 잠수정 모선 이어도호는 건조 진행과정에서

온누리호의 취항은우리나라의 해양연구 능력을 획기적으로

조선소의 노사분규, 경영주가 한진그룹으로 바뀌는 진통과 공

향상시키고 국제적 수준의 해양연구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정상의 갈등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초 일정보다 늦은

있는기틀을마련하는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

1991년 9월 3일, 드디어 이어도호의 명명 및 진수식을 거행하
게 되었다. 진수식에는과학기술처관계자와연구소의많은 직

3.2. 이어도호

원이참석하였다.
1992년 1월부터 선박의 구조 및 성능시험과 시운전을 마친

3.2.1. 이어도호 선명

이어도호는 1992년 2월 29일에 해양연구소에 인도되었으며,

동연구선이건조중이던 1990년3월, 연구소에서는당시노

3월7일에는진해창천부두에서취항식을 거행하였다.

르웨이에서 건조중인 종합 해양조사선과 함께 잠수정 모선의

취항식을 마친 이어도호는 곧이어 3월 10일에「해양방위연

선명을 공모하였다. 이때 응모된 여러 이름 중에서 잠수정 모

구(N-Project)」사업 수행을 위해 동해중부에 투입되면서 대

선의선명은 당시 기술지원부에서 제안한(제안자: 이남숙)‘ 이

장정의막을열게된다.

어도’가채택되었다.

이어도호는잠수정모선으로서의기능을갖추고있을뿐아니

‘ 이어도’는 제주도민의 전설에 나오는 환상의 섬, 피안의섬

라유속관측장치, 정밀음향측심기, 해저지층탐사기, 전기전도

으로알려져있으며, 또실제적으로는동중국해 중앙에위치하

장치, 컴퓨터처리시스템 등의 정밀· 첨단 해양장비를 고루 갖

며 국제적으로는 해도 상에‘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

추고있어우리나라연근해와인근해역해양조사연구활동에크

라고 표기되어있는수중암초의우리식이름이기도하다.

게 기여하여왔으며, 특히「해양방위연구」
,「해양자원도작성연

이어도는 우리나라 해양관활권 내에 속해 있으며 인근해역

구」
,「황해 및 동중국해의 해황 및 특성연구」
,「해저 광케이블

은 동중국해 통행의 요충해역일 뿐 아니라 풍부한 수산자원으

설치를 위한 해양조사」
,「북한 경수로 건설을 위한 주변해양조

로 대형어장이 형성되어 있다.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사」등연구소주요연구사업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여왔다.

이어도호 인수서명(마산코리아타코마 조선소, 1992. 2. 29)

이어도호취항식(199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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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연구장비 및 시설의 획기적 확충

4.1. 연구장비 확충

템’,‘ 해상 자력탐사기’,‘ 원소 분석기’ 등의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였다.
1996년도부터는 세계개발은행(IBRD) 차관자금에 의한

해양연구소는 설립초기부터 해양관측· 조사장비와 시험·
분석장비 등 해양과학기술 연구에 필요한 기기· 장비를 꾸준

‘ 환경기술 개발사업’(총사업비 : $ 1천만)으로‘ 대양 및 심해

히 보강하여 왔으며, 이들 연구장비는 일반적으로 개별과제

저 음향탐사장비(Deep Tow Side Scan Sonar)’,‘ 분광 반

연구비 또는 연구소 장비비 예산에서 확보된 것은 소수에 지

사도 측정기’,‘ NOAA해양자료 인공위성 수신시스템’ 등 첨

나지 않고,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특별자금 또는

단· 정밀장비들이 대량으로도입되었다.

차관자금에 의해 대량으로 도입되었다. 해양연구소가그간 도

그러나 1997년도 말 국가 외환위기(IMF관리체제)를 겪은

입하고 보강하여온 해양조사· 연구장비들은 시대적으로 다음

이후로는 위와 같은 특별자금에 의한 장비의 대량 도입은 없

과 같이세 단계로나누어볼수있다.

었으며, 단위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장비들이 개

설립초기에서 80년대 중반까지는 UNDP 지원자금과 아시

별적으로도입되고있다.

아개발은행(ADB) 차관자금에 의하여 상당 부분의 기본장비

4.2. 제3, 4 연구동 건설

들을확보하면서연구기반을구축하였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약 10년 동안에는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능력 진흥시책과 관

1990년대에 들어 연구장비의 보강과 연구선 확보 등 연구

련하여 대규모의 특별재원에 의한 장비들이 대량으로 도입되

능력 확충과 함께 연구시설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

었는데 특히 1989년도부터 특별 외화대출자금에 의한‘ 연구

다. 안산 본소에는 제3연구동과 제4연구동 건설사업이 시작

장비 보강사업’(총사업비 : $ 1천만)으로‘ 유도결합 플라즈마

되었고,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에온누리호와 이어도호의

질량분석기(ICP-MS)’ ,‘ 불규칙 조파기’,‘ 해저면 지형도작

모항겸 임해연구기지건설사업이추진되었다.

성 시스템’,‘ 96채널 탄성파 탐사기’,‘ 초전도 핵자기공명 분
광기’ 등 많은 대형장비들이 집중적으로 도입되었다. 또 온누

4.2.1. 제3연구동 완공

리호를 건조하면서 OECF차관자금으로‘ 심해저 카메라시스

제3연구동은 1991년 6월 5일에 착공되어 1992년 9월 1일

표 1. 장비확보의 주요 재원과 사업규모
재

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사 업 기 간

UNDP지원

연구소 설립 및 육성

$ 1,976천

`

1973∼`1991

ADB차관

연구소 시설 확충사업

$ 3,230천

`

1979∼`1984

특별외화대출자금

연구능력 보강

$ 9,628천

`

1988∼`1990

OECF차관

종합해양조사선 건조

￥ 4,027백만($ 29,109천) `

1986∼1̀992

IBRD차관

해양환경연구 능력확충

$ 9,710천

199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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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연구장비 : ￥ 219백만

에 준공되었다. 이 연구동은 연면적 1,590평으로 지하 1층,

있어 그간 크게 불편을 겪었던 공간부족 문제를 한동안 해소

지상 2∼3층의‘ ㄱ’자형 건물로서 총 28억원의 공사비가 소

할수있었다.

요되었다. 이 건물은 당초 개념설계 시에는 모든 층이 3층으
로 제안되었으나, 예산상의 제약으로 상세설계 시에는 산을

4.2.2. 제4연구동 건설

등진 쪽은 2층으로 하고 다른 쪽은 3층으로 하였다. 제3연구

제4연구동은 1999년 4월 6일에 착공되어 2000년 8월 1일

동의 건물 형태는 2층과 3층으로 불균형을 이루나 산을 등진

준공되었다. 제4연구동은 연건평 762평의 지하1층 지상3층

쪽이2층으로 되어이러한 배치가 오히려 주변환경과 조화를

의 건물로서 크린룸, 미량금속 측정실, 분자생물 실험실과 해

이룬것으로평가되었다.

양환경 오염분석을 위한 첨단장비와 시설을 갖춘 해양환경연

이 연구동에는 당시물리연구부, 지질연구부, 극지연구센터

구 전문시설이다. 이 연구동은, 해양오염방지 및 환경보전분

와 화학연구부의 일부가 입주하였다. 제3연구동은 제반 실험

야 연구의 활성화와 당시 정부가 추진 중이었던 APEC 해양

실과연구실은 물론 175석의세미나실 겸 강당시설을 갖추고

환경교육훈련센터가 입주할 계획이었다.

5

절

임해연구기지 건설

5.1. 남해연구소 건설

3월에는『해양조사선 지원기지 건설 및 운영계획 연구보고서』
를 통하여 진해 음지도, 거제 지세포, 통영 미륵도 백사포, 통

5.1.1. 후보지 선정

영 도산면 양지포, 통영 미륵도 신전포 등 5개 지역을 중점조

1989년 당시 해양연구소는 83톤급의 반월호(인천 801호)와

사하고이중미륵도신전포가최적후보지로보고된 적이있었

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인수받은 4척의 소형선박(올림픽 5

으나 이들 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청정해역으

호, 21호, 32호, 34호)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들을 인천항과

로 건설공사 시행에 많은 제약요건 때문에 더 이상 추진되지

진해항에분산하여운영하고있었다.

못하였다.

한편 이때에는 이미 이어도호가 코리아타코마 조선소에서
건조중이었고, 온누리호는설계를완료하고건조를위한국제

연구소에서는 1990년 9월‘ 남해기지 건설사업단’을 구성하

입찰이 진행 중인 시기였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이들 조사선

고 비교적 여건이 좋은 거제도를 중심으로 입지여건과 환경을

의 통합관리시스템과 임해연구 기능을 갖춘 조사선 지원기지

조사하게 되었고, 1991년 1월부터 토지매입을 위한 사전 협의

겸임해연구시설건설을추진하게되었다.

와절차가본격적으로진행되었다. 먼저하청면덕곡리일대의

연구소에서는먼저조사선의모항(母港) 및임해연구여건을

‘ 동아대학’ 소유선광장(選鑛場)부지와, 연초면한내리일대열

갖춘 적정지역을 물색하기 위하여 1988년 11월부터 남해동부

녀봉(烈女峯) 인근지역이 심도있게 검토되었으나, 토지가격에

해역을 중심으로 여러 곳을 현장 답사한 바 있었으며, 1990년

대한소유자간의의견불일치, 토지매각거부, 입지여건의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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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등으로난항을겪었다. 이런가운데해양연구소의남해

리나라 남해의 특성연구와 태평양을 비롯한 대양탐사 전진기

기지 건설계획추진이 소문나자 동년 6월 장목면 장목리 지역

지의탄생을축하하였다.

주민 대표로 구성된‘ 장목 번영회’가 토지매각을 위한 소유자
설득과 제반 사항의 협조 등을 약속하면서 적극적으로 유치의

5.1.3. 제2단계 확장과‘ 남해연구소’ 명명

사를표명하여왔다. 연구소에서는이에대해이지역의입지조

제1단계 건설사업으로 연구선 모항기지 및 지원시설이 확

건, 특히 태풍 시에도 피항에 적합한 항만 여건 등을 종합적으

보됨에 따라 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남해 해역특성을 감안한

로 평가하여 동년 7월 최종적으로 거제군 장목면 장목리 장목

임해연구기능 활성화 및 산· 학· 연 협동연구 촉진에 필요한

만일대를남해기지건설예정지로확정하게되었다.

시설확보를 위하여 제2단계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
하여 1998년도 예산에 부지 추가매입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5.1.2. 제1단계 건설사업의 추진

추진하였으나 IMF로 인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1999년도 예

연구소에서는 부지매입과 기본설계를 위한 1990년도 예산

산은 반영되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

을 확보하고 1991년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지역

였다.

유지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중재가 있었지만 매입과정에서는

2000년도부터재개된건설사업의내용은부지약9천5백평

많은갈등과어려움이따랐다. 제1단계로약8천3백평의부지

을 추가로 확보하고 연구동, 양식동, 기기정비동, 숙소와 생활

를 확보하고, 설계와 거제군청의 허가를 거쳐 1993년 12월 18

관 등 4개동의 건물 연1,273평, 해안도로 및 해양에서의 자연

일기공식을갖고연안인입도로와부두공사를시작하였다.

생태계실험을할수있는Pier Cepex 등의건설이었다.
한편건설공사가진행중이던 2002년6월 20일에는직제가

한국해양연구소‘ 장목분소’는 1996년도 말 본관동, 기숙사,

변경되어 종래의 명칭인‘ 장목분원’이‘ 남해연구소’로 승격되

식당 등 7개 동, 연1,024평의 건물과 부대시설 공사를 완공하

었으며, 2003년4월 29일 제2단계건설공사준공식을 거행하

고 1997년 3월 28일 개소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기관의 명칭

였다. 이로써 거제시 장목면에 위치한‘ 남해연구소’는 약 1만

을 남해기지 또는 남해분소로 하지 않고‘ 장목분소’로 명명한

8천평의 부지와 건물 연 2천3백평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남해

것은, 미국의‘ 우즈홀해양연구소’가미국동부지역의 작은어

의 특성화된 임해연구기지와 연구선의 모항으로서의 역할을

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지금은 세계 최고의 해양연구

담당하게되었다.

소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것처럼‘ 장목(長木)’이라는 지역명칭
의 친근감을 살리고 앞으로 세계적인 해양연구 기관으로 발전

5.2. 서해기지(선갑도) 부지 확보

하기를 염원하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이 행사에는 당시 신상
우 해양수산부장관, 김기춘 의원, 김혁규 경남도지사, 조상도

5.2.1. 선갑도 매입

거제시장과 정부 관계인사 및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우

선갑도(仙甲島)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장목분소 개소식 (199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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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연구소2단계건설사업준공식 (2003. 4. 20)

승봉리에 속하고, 인천에서 약 60㎞, 충남 태안반도에서 약

수하고, 보상을 목적으로 이 해역에 어업권을 설정한 것으로

27㎞ 떨어진 서해상에 있는 무인도로서 등기부상의 면적이

보고 당사자에게 위법· 부당한 행위의 중지와 옹진군청에 어

2,155천 ㎡(약 65만평)이다. 정부계획에 따라 1992년 9월 당

업면허취소를요청하는등청원, 진정, 행정심판, 행정소송등

시 해양연구소는 선갑도를 매입하여‘ 원자력환경관리센터’와

법적쟁송이있었다.

공동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정부계
획의변경으로일단무산되었다.

한편 연구소는 1998년도부터 기지건설사업을 위한 예산을
매년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고 또한 계속적인 제세금

그러나 1995년도에 들어 선갑도를 우리나라 서해를 포괄하

의 부담, 설정된 어업권 문제의 미해결 등이 걸림돌이 되어 건

는 임해연구시설 확보와 황해연구의 전진기지, 특히 중국대륙

설사업 추진이 계속 유보되었다. 다만 연구소에서는 이 섬에

으로부터의 황사연구를 위한 적지확보 등 선갑도 매입과 활용

기상관측 탑, 태양열 축전지, 풍력발전기, 관측자료 무선송신

의필요성이 대두되어 다시매입을 추진하게되었고 1996년 6

시설등을설치하고대기중의분진을채집하여분석하는연구

월과 1997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8억 4천만원에 매입을

를계속하고있다.

완료하였다. 이로써우리나라동, 서, 남해의권역별해양특성
을 감안한 임해 연구기지 구축코자 하는 해양연구소의 장기계

5.3.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획목표에한발더다가서게되었다.
5.3.1. 자연환경과 입지여건
연구소에서는오래전부터해양관측시스템을구축하고해양

5.2.2. 부지개발의 갈등과 난관
연구소가선갑도매입을추진하는시기에개인(김왕렬)이옹

수치모델을 이용한 예측시스템의 개발연구를 수행하여 오면

진군청으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아(1996. 4. 1) 유일한 통로인

서,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 81해리(약150㎞)에

말굽형인 만(灣)입구에 축제식(築堤式)의 양식장을 설치함으

위치한 수중암초(이어도: 일명 파랑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

로써 선박의 항행과 접안을 방해하여 연구지원시설 축조와 토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어도’는 1900년 영국상선‘ 소코트라

지이용에 결정적 장애를 받게 되었다. 연구소는 동인이 부동

호’에의해 그존재가 알려졌으며, 해도상에는 이배의 이름을

산 감정평가사로서 선갑도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

따‘ Socotra Rock’으로표시되어있는암초(暗礁)이다. 제주

선갑도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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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전설의 섬 이어도로 전해지는 섬이 바로 이곳이며, 국

쪽으로 700m 떨어진 지점에51m 깊이의파일을 박고 3,400

내해양학계에서는‘ 파랑도’라고명명한곳이다.

톤에 달하는‘ 자켓형’ 철골구조물을 설치한 뒤 수면 위 36m

이곳은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대형어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높이에각종장비와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이해양과학기지는

중국, 동남아 및 유럽으로 향하는 주 항로가 인근을 통과하고

8명이 14일간 임시 거주할수 있는 시설과관측실, 실험실, 회

있어항해의요충지이기도하다.

의실, 통신시설, 발전설비, 헬기 이· 착륙장, 선박계류시설,

또한 태풍진로 상에 위치하여 10시간 후면 남해안에 도달하

오· 폐수 처리시설, 등대시설등을갖추고 있다. 이어도 해양

는 등 이어도 주변은 해양 및 기상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

과학기지 구축에는 총 212억원이 투입되었고, 설계는 현대엔

역으로알려져왔다.

지니어링(주)이, 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는 현대건설(주)이 시

연구소에서는 이곳에 종합해양관측기지 구축을 추진하면서

공하였다.

1994년에 과학기술처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1995년도와

이 기지의 각종 첨단장비는 무인· 자동으로 운용되는데 관

1996년도에 정부출연금 특수사업으로 기지 구조물설계에 필

측된 자료는 우리나라 무궁화위성(KOREASAT)과 글로벌스

요한현장의해양환경기초조사와개념설계를시작하였다. 이

타(GLOBALSTAR) 등의 위성통신을 통해 사용자에게 실시

어도 주변해역의 평균수심은 50m, 암초정상부의 수심은

간으로 배포되며 아울러 특별연구를 위한 특별 관측실험도 수

4.6m이며, 암반의 지질은 응회암이다. 크기는 남북으로 약

행된다. 또해양및기상관측, 인공위성에의한해양원격탐사

1,800m, 동서로 약 1,400m의 타원형으로 남쪽은 완경사 북

연구, 지구환경변화연구, 어· 해황 예보 및 동중국해 일대의

쪽은급경사로형성되어있다.

해양연구를 위한 자료제공, 안전항해를 위한 등대역할과 해난
사고시구난기지로도활용된다.

5.3.2. 해양과학기지 건설 추진
1997년 해양수산부가 발족되면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
설은 더욱 본격화 되었다. 과학기지는 정봉(頂峰)으로부터 남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2003년 6월 11일 준공식을 거행하
였는데, 이로써 이어도는‘ 전설의 섬’에서‘ 첨단 해양과학기
지’로탈바꿈하게되었다.

마라도
149km
이어도

이어도의위치 및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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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과학기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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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심해저 광구확보

6.1. 심해저 탐사와 광구 등록

이는 연구소가 1983년 첫 탐사를시작한이래, 특히 1992년
에종합해양연구선온누리호의취항으로우리의기술· 인력·

망간단괴는 망간, 니켈, 코발트, 구리 등 주요 전략금속광

장비로연 180만㎢의광대한실해역탐사를통해수행한심해

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산업적 중요성이 크고 이 때문에

저 광물자원 탐사 연구사업의 결과로 수심 5,000m이상의 심

“ 바다의 검은 노다지” 또는“ 검은 황금”으로 비유되고 있으

해저, 또 수압 500기압이라는 극한환경에서 고난도의 심해탐

며, UN은 심해저에 부존된 이 망간단괴 자원을‘ 인류 공동의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으로 천명, 관리하

사기술에의해이루어진한국해양과학기술의개가였다.
국내 언론들은 이와 같은 태평양 심해저 광구확보에 대하여
한민족사에서 신라시대 장보고(張保皐) 이후 해양개척에 가장

고 있다.
1994년 8월 2일, 미국 뉴욕에 있는 UN본부에서 개최된

큰획을긋는일대사건이라고평가하였다.

‘ UN 해양법준비위원회’에서우리나라는‘ 선행투자가(先行投
資家)’로 등록되고 하와이 동남방 약 2,000㎞ 공해상 C-C해

6.2. 심해저 광구확보의 의의와 파급효과

역(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 심해저에 광구(鑛
區) 15만㎢를공식승인받는쾌거를이룩하였다. 세계7번째

우리가 신청한 광구 15만 ㎢에 대하여는 8년간에 걸쳐 정밀

의 선행투자가 국가로서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태평양

탐사를 시행하여 최적 개발광구 7만5천 ㎢를 선택· 확정하고

공해 상에 남한면적의 1.5배에 달하는 해역에서‘ 망간단괴’개

나머지 7만5천 ㎢는 UN에 기탁하며, 등록된 광구에 대하여

발을위한배타적탐사권을확보하게된것이다.

계속하여 상업적 생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최종적으로는

태평양 심해저 광구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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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생산이 가능하게 되는데, 심해저 광구확보는 다음과 같은

보한것이다. 넷째, 심해저광업에연관된산업인조선공업, 기

효용가치와의미를갖는다.

계공업, 전자공업, 로봇산업, 해중 통신산업 등에의 산업적 파

첫째, 태평양 공해 상에 남한면적에 버금가는 7만5천 ㎢의
광구를설정함으로써국제사회가인정하고배타적개발권리를

급효과와 더불어 해양방위산업에 지대한 기술축적과 활용 효
과가유발될것으로기대된다는것이다.

행사할수있는경제적의미의준해양영토를확보하였다는것

한편 우리나라는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와 광구확보와 관련

이다. 둘째, 수심 5,000m이상의 심해저 망간단괴를 개발할

하여 1966년 3월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된‘ 국제 해저기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인류가 도전할 수 있는 최첨단

구’ 총회에서 2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처음 피선된 데 이어

해양과학기술과해양개발기술을보유함과동시에심해저에부

1998년 3월 총회에서 다시 4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재선되었

존하는망간각, 유화광상등제2의광물자원개발을가능케할

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심해저광구등록선행투자가의의무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상업생산이 시작되는 경우 망간단괴

이행에 대한 감독, 탐사 및 개발사업계획서의 심사· 승인, 개

를채취· 제련하여망간, 니켈, 코발트, 구리등첨단기술산업

발도상국연구요원에대한훈련, 심해저광물자원개발에관련

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매년 10억불(US$) 이상 생산하고 국내

된 규칙의 제정 등의 중책을 맡게 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전략금속의 장기· 안정적 공급원을 확

상이크게향상되었다.

7

절

국제협력 다변화와 위상제고

7.1.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IOC) 집행이사국진출

서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개진함으로써 회원국들로부터 많
은호응을 받았다.

전세계 해양과학조사연구 프로그램을 개발, 홍보, 조정하기

IOC는‘ 해양분야의 UN총회’로비유되는 데, 2003년 현재

위하여 UN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산하에‘ 정부간 해

129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해양과학조사연구와 해양자

양과학위원회(IOC)’ 가 1960년에 발족되었으며 매 2년마다

원 및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범세계적인 국제협력 체제를 구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해양연구소에서는 1973년 이후

축하고 있으며, 30개국 내외로 구성되는 집행이사국이 공식

매번 정부대표단을 파견· 참여하여 왔던 바, 1993년 2월 25

발언권을 행사하면서 IOC를주도하고있다.

일부터 3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UNESCO본부에서

IOC집행이사국 진출은 우리나라의 해양과학 연구능력 수

개최된 제17차 정부간 해양과학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사상

준을 국제기구에서 공인받게 되었다는 의미 외에도 신해양질

처음으로‘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해양

서(新海洋秩序)에 따른 해양관할권, 해양자원, 해양오염 및

연구소 소장이었던 박병권 박사가 집행이사국 대표로 참석하

대기오염 확산, 해운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발언권

였으며, 대표단은 총회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해

을 강화하게 되었다는 귀중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우리나

양연구능력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IOC

라는 이후 계속하여 IOC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됨으로써 국제

가 추진하고있는 지구환경보전연구등 주요 연구사업에대해

해양과학 외교무대에서확고한위상을굳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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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한· 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운영

7.2.2. 한· 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의 운영
한· 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의 운영은 한국해양연구소와

7.2.1. 공동연구센터 설립의 배경과 경과

중국 제1해양연구소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센

1992년 8월 국교수립 이후 한국과 중국은 여러 방면에서

터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관리위원회’를 두고 매년 회의를

상호교류가 활성화되었으며,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활기

개최하여 중요사항을 심사, 조정 및 결정하기로 하였다. 소장

를 띠기 시작하였다. 특히 황해(黃海)를 공유하고 있는 양국

과 부소장은 중국과 한국이 매 2년씩 번갈아 맡기로 한 바에

은 황해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전은 공통된 관심사로서양국

따라 초대소장은 중국 측의 제1해양연구소장이 겸임하고 부

의 협력은 필수적인 것이다. 1992년 9월 중국 북경에서 양국

소장은 한국해양연구소의 이순길 박사가 맡았다. 제2기

정부 간에‘ 한· 중 과학 및 기술에 관한 협력 협정’이 체결되

(1997. 5. 12~1999. 5. 11)는 이순길-천수이티엔(陳穗田),

었으며, 1994년 3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한· 중 양국 정상

제3기는 위위엔청(虞源澄)-박진균, 제4기는 이동영-탄공커

회담공동성명에서황해에대한 공동연구수행과협력을언급

(譚攻克)가각각2년씩 소장-부소장으로복무하였다.

한 바 있었다. 동년 10월에는 한국 안산에서‘ 한국 과학기술
처와중국 국가해양국 간의해양과학기술협력에관한 양해각

센터를 운영함에있어 약정서에정한 바에 따라, 토지와건

서’를 체결하여 양국간에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협력과 교류

물은 중국 측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운영비는 한국 측이 부

를적극적으로 추진키로합의하였는데, 이를 효율적으로추진

담하고, 연구사업비는 공동 부담하였다.

하기 위하여 양국정부 차원의‘ 해양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

한· 중센터는설립이후 황해공동연구사업의 주선과 지원,

회’를 설치하는 한편, 중국 내에‘ 한· 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

심포지엄의개최, 연구사업및학술활동, 과학자의교류, 자료

터’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와 정보의 교환 등 양국의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교류와 협력
에있어교량및매개체적 역할을성공적으로수행하여 왔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1995년 5월 12일‘ 한· 중해양과학

한· 중센터는 지역해(地域海) 문제를 당사국이 공동으로

공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중국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국제적으로 좋은 모델로 평가되어

칭다오(靑島)에 있는 중국‘ 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소(FIO)’

왔으나, 오늘날에는 한· 중 양측의 여건 변화와 관련하여 센

내에‘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中韓海洋科學共同硏究中

터의기능및역할의변화가모색되고 있다.

心)’를 개소하였다. 개소식에 한국 측에서는 과학기술처 구본
영차관, 장상구 자원해양연구조정관, 한국해양연구소 송원오

7.3. 아시아지역 국가에 대한해양조사기술 훈련

소장 등이, 중국 측에서는 옌홍뭐(嚴宏謨) 국가해양국장, 위
안예리(袁業立) 제1해양연구소장, 청도시 부시장 등 양국의
관계자 다수가참석하였다.

한· 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개소식(1995. 5. 12)

해양연구소는 1994년부터 아시아· 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
가를 대상으로 매년‘ 해양조사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국가해양국행정시찰단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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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당시 외무부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 아

용하고 발전시켜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 역내 개발도상국가

시아· 태평양지역 개도국의 정책입안자나 과학기술자를초청

들에게전수하는수준으로올라서게되었음을의미한다.

하여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축적된경험과기술을전수
함으로써 개도국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을돕고, 우리나라와의

7.4. 대북 경수로건설사업(KEDO) 참여

우호관계도 증진하고자 마련된 다분야의 국제교육훈련 프로
그램으로서, 우리 연구소가 해양과학분야를 위탁받아 수행하

연구소는 1998년 2월6일부터 이어도호와올림픽 5호를이
용하여 북한의 금호지구 앞바다 일원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

는것이다.

계절별 해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한반도 에
훈련과정은 3∼4주간에 걸쳐 해양오염 물질의 채취, 분석,

너지개발기구(KEDO)’ 에 의하여 수행되는 북한 함경남도 신

처리 등의 기술과 해양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강의와 선상 실

포(금호지구)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

험· 실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시작 첫해인 1994년도에

평가를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종합적분석연구

중국,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네이 등 6개국

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인근 해양에 미치는 영향 및 발

의 10명이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9차년도인 2002년도까지

전소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송원오 박

총 72개국가에서 131명이 참가하여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

사를단장으로 한조사팀은해양생물, 해양화학, 해양지질, 해

위상제고에 기여하고있다.

양공학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4차례(2. 6∼2. 24, 4.

이 과정은 제4차년도인 1997년에는‘ 정부간 해양과학위원
회(IOC)’ 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격상되었으며, 제7차년도인

27∼5. 13, 7. 20∼8. 7, 10. 26∼11. 11)에 걸쳐 실시된 조사
에는연구인력연인원 130명이참여하였다.

2000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 와의 공

이 해양조사는 당초에는 1997년 10월부터 온누리호를 투입

동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것은 APEC 국가들로부터역내

하여 가을철 조사부터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조사해역 범위와

해양환경보전을 위한지역국가간공동협력증진에크게기여

조사선에 관한 북한 측의 이견으로 조사해역과 일정이 조정되

한 것으로 평가받은 것이며 특히‘ APEC 해양환경 훈련· 교

면서 이어도호를교체투입하게 되었다. 이사업의 수행은남북

육센터(AMETEC)’ 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데에 결정적 역

분단이후 처음으로 우리 해양과학자들과 해양조사선에 의한

할을 하였다. 또한 이러한 훈련과정의 운영은, 해양연구소가

북한해역 내에서의 종합 해양조사라는 역사적 사실이외에도,

설립초기에 해양선진국으로부터 전수받은 해양과학기술을 응

동해에대한해양학연구측면에서도큰의의를가졌다.

KOICA 해양조사훈련과정선상훈련

KOICA 해양조사훈련과정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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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출범과 해양연구소

8.1. 해양수산부의 설치

해양수산부는 본부조직을 2실 6국으로 하고 국립수산진흥
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을 직속기관으로 두는 한편, 해양질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해양수산행정의 일원화는 1996년

확립을위하여해양경찰청이외청으로소속되었다.

5월 31일에 이르러 마침내 가시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즉,
이날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열린 제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8.2. 연구기관의 소관과 기능의 변경

서김영삼대통령은 21세기일류해양국가건설을위해해양개
발 및 이용과 그 보존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9개 부

해양수산부가신설됨에따라해양연구소에대한육성· 지원

처 산하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관장하는

과 주관부처로서의 업무가 20여년간 관장하였던 과학기술처

해양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로부터해양수산부로이관되었다.

‘ 해양부 발족 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이어서 정

또한편으로 해양수산부는해운항만, 수산, 해양정책등종합

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가 발

해양정책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개발

족되고초대장관에 신상우의원이임명되었다.

원’ 설립을추진하여 1997년3월 1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

새로 출범한 해양수산부는 기존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의 기

이 제정되었으며, 이어서 4월 18일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능에 환경부의 해양환경보전대책의 수립· 시행, 해양환경 기

(KMI, Korea Maritime Institute)’이설립되었다. 이에따라

준설정 등 해양환경 관련기능을 보강하였으며, 또한 연안역을

1997년 5일 1일부로 해양연구소의‘ 해양정책연구부’의 기능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해양관련 연구기관 육성과

인원이 KMI로 포괄승계· 이관되었으며, 해양수산부의 수요에

지원기능, 심해저 자원과 해양 대체에너지 개발, 수산업 유통

따라동년 10월1일부로연안공학연구부를연안· 항만공학연구

및 수산업 통계기능을 포괄함으로써 명실공히 국가 해양정책

부로, 심해저사업단을 심해저자원연구센터로, 해양과학자료센

을통할하는중앙행정기구로서탄생되었다.

터를해양자료· 기기센터로, 그기능을확대, 강화하였다.

한국해양연구원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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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

9.1. IMF관리체제와 구조조정

9.2. 연구회 체제의 출범과 연구기관 재편

1997년 11월, 우리나라는 심각한 금융외환위기를 맞이하여,

정부는출연연구기관의기능강화와경영혁신을기하기위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금융, 노동, 기업,

여 입법화 과정을 거쳐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부문등사회전반에걸친구조조정과경영혁신을추진하게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을 제정·

된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공포하였다.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와 운영시스템
을합리적으로개편하는작업이정부차원에서추진되었다.

이 법령에 의하여 출연기관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던 법령은
페지되고,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독

정부는 1998년 4월 20일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개혁위원

기관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였다. 또 연구기관을 체계적으로

회의 주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지원· 육성· 관리하기위하여연구분야별로경제사회, 인문사

필두로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동년 5월

회, 기초과학, 산업기술, 공공기술 등 5개 연구회를 설립하고

13일‘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

43개의연구기관을해당연구회소속하에두도록하였다.

는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에대하여기본지침을제시하고예
산통제를 통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과 운영시스템
개선을강력하게유도하였다.

동년3월 15일에공공기술연구회가설립되어, 박병권박사가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공공기술연구회에는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소는 정부의 강도 높은 경영혁신 요구와 새로운 경영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

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 6월 23일 소장의 자문기구로서

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

‘ 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경영혁신

연구원 등 7개 기관과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

방안을 모색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기본지침

(2001. 1. 1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통합)가소속되었다.

인 명예퇴직제도, 정년기준 하향화, 총액 임금제, 외부용역제

이법령에의거하여 한국해양연구소는명칭이한국해양연구

(Outsourcing) 적용, 연봉 및 임금 커브제 도입, 조직개편 방

원으로 변경되고, 종전의 해양수산부 산하에서‘ 공공기술연구

안, 연구과제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과제중심운영(PBS)제

회’소속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

도의 정착방안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었다. 연

안’에 따라 한국기계연구원의 선박해양공학 연구기능이 연구

구소에서는일부업무에대하여외부용역제와명예퇴직제를시

소로이관되고, 1999년3월 4일 기계연구원과 이관을위한기

행하는한편 연구소 경영혁신과 관련하여‘ 바람직한연구소운

본약정서를 체결하고, 동년 5월 1일부로‘ 선박해양공학분소’

영방향 설정을 위한 간담회’를 부서별로 순회개최(9. 15∼29)

를설치하게되었다.

하면서구조조정의불가피성과현안문제에대하여직원들의이

연구회에는 이사회를 두고 소관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

해를구하고의견을수렴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쳐 11월 16일

획, 임원의 임면, 경영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

부로 축소지향적 조직개편이 단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퇴직

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연구기관에 연구 및 경영

하거나용역제로전환된인원은모두 70명에이르렀다.

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1999년도에는 정년 하향조정, 전 직원의 연봉· 계약제, 유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기관별로 이사회를 두지 않고, 감사는

급휴가일수 단축, 조기· 희망 및 명예퇴직제도 등이 시행되었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는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구조와 경영

으며, 연도중에퇴직한인원은모두 42명에이르렀다.

방식을획기적으로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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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기
2001년 7월 수립된‘ 한국해양연구원 2005 발전계획’은 2010년 장기비전의 실천을 위한 중기계획으
로 변화된 국내외 연구환경을 고려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으로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를 대상으로 동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에
서 계획의 실천 정도와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2
단계 중기 실천계획이 작성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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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중· 장기 발전계획 수립

1.1. 연구원 중· 장기 발전계획 수립

과를 바탕으로 장기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2단계 중기 실천계
획이작성될예정으로있다.

연구원은 1972년 2월에 수립한‘ 한국해양개발연구소 설립
및 운영 계획’을시발로 하여 각 발전단계별로 중장기 계획 수

1.2. 한국해양연구원으로 개칭

립을 통하여 연구원의 연구개발 방향과 운영방향을 정립하여
왔다. 중장기 계획에 나타난 연구원의 역할 및 장기비전은 원

연구원은 안산본원을 비롯하여 남극세종과학기지, 장목분

내 구성원에게 예측 가능한 발전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일관된

원, 대덕분원, 한· 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한· 남태평양해

연구노력을 도출하게 하는 한편 외부 수요자에게는 연구 역량

양연구센터, 북극다산과학기지 등 국내외 많은 지역에 조직을

과 기관특성을홍보함으로써기관에대한신뢰와지속적지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극 본대륙기지 건설, 쇄

환경을획득하는촉진제가되었다.

빙선 건조, 동해임해기지 건설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시

1984년 12월에 수립한‘ 해양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1985

설과장비확충계획이수립되어진행될예정이다.

~1991)’ 과 1990년 5월에 수립된‘ 21세기를 향한 해양연구소

이에 따라 방대한 조직시스템에 적합한 기관 명칭의 변경이

장기발전계획’은 연구원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기 해양

자연스럽게 논의되어 왔으며, 2000년 상반기에 연구소 명칭

발전정책및비전을제시하여해양연구소의도약의기틀을마

을 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공공기술연구회와 국무조정

련하고, 국내유일의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성장· 발전하는데

실과 일차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때는 타기관과의 형평성

이정표가 되었다. 한편, 1994년 1월에 수립한‘ 21세기를 향한

등의문제로반영되지못하였다.

한국해양연구소 전문화 연구계획’을 통하여 연구소의 기능을

이후 국무조정실과 공공기술연구회에서는 과학기술계 정부

주기능과 부기능으로 구분하여 연구소 전문화를 위한 실천계

출연연구기관의 명칭이 대학과 일반기업의 부설연구소 등과

획에입각한목표지향적인연구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여 기존 연구

이와 같이, 태동단계에서부터 기반구축단계를 거쳐 전문화

소로 되어 있는 출연기관의 명칭을 연구원으로 변경하는 안건

단계를성공적으로추진하여국가를대표하는해양연구기관으

을 2000년7월의결하였으며, 정부에서는이를 수용하여정부

로 성장한 연구원은‘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

출연(연)법을 개정, 2001년 1월 1일부터 연구원의 명칭이‘ 한

수준의연구기관으로도약하여야할시점에이르고있었다. 이

국해양연구소’에서‘ 한국해양연구원’으로개칭되었다.

에 따라 연구원은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2010년까지 세계적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당초 계획에 따라

수준의연구기관으로발돋움한다는 장기비전을제시하고이를

대전선박분원을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로, 장목분원을남해연

실행하기위한제반의노력을경주하고있다.

구소로개편하였다.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는독립채산식 운영

2001년 7월 수립된‘ 한국해양연구원 2005 발전계획’은
2010년 장기비전의 실천을 위한 중기계획으로 변화된 국내외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남해연구소도 단계별 발전계획에
따라독립채산식운영체제를갖추게될것이다.

연구환경을 고려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으로서,

1.3. 해양과학홍보관 개관

2001년부터 2005년까지를 대상으로 동 계획이 종료되는 시
점에서계획의실천정도와성과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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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까지 우리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은 각 연구동별로

분산되어 전시되고 있었으며, 전시물도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역학습의장으로활용되고있다. 연구원은앞으로서해인근생

한단순한형태가대부분이었다. 이는해양분야를연구하는우

태교육현장과 안산지역의 습지공원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리연구원의 특성상 성과물의 많은 부분이 기초과학 분야로 논

해양환경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홍보관을 보다

문, D/B 등 자료로서의 가치에 치중되어 있었고, 전시 가치가

입체적이고다각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있는 성과물의 대부분이 연구선 및 연구현장인 바다에 설치되
어 있는 고중량· 고부피의 장비와 성과물들로, 한정된 공간에

1.4. 후생관 건설

전시하기에는한계가있었던것도한원인이었다.
따라서 연구원을 내방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에 대하여 연

1986년 안산으로 청사를 이전한 이후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구원의 연구성과 확산과 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90년

연구원은많은인력들이들어오고연구장비및시설물이설치되

대 후반 특히 IMF 이후 기관 생존 차원에서 연구원에서 수행

었으나회의실과식당은1986년당시의수준을그대로유지하고

하고 있는 연구사업과 연구원의 역할을 국민과 연구수요자에

있었다. 그러다보니각종세미나및회의운영에따른공간부족

게홍보할필요성을절감하면서홍보관의필요성은그어느때

과 식당의 식수인원 초과에 의한 직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

보다도절실하였다.

었으며더불어연구원의연구성과확산과홍보를위한해양과학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거듭하면서 수정· 보완을 거친 끝

홍보관설치도시급히해결하여야할당면과제로대두되었다.

에 시급성이 덜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최소화하는 등 타분야

90년말의 IMF 사태와이후정부예산의어려움으로시설사

의 예산절감 조치를 통하여 6억원의 홍보관 설치비를 2001년

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예산으로편성하였다.

연구원에서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해결과제로 판단하여 자

이 사업은 대외협력팀 주관으로 전시물의 발굴과 배치계획

체적인 재원에 의거 후생관을 신축하여 식당과 회의실을 설치

을 수립하고 수차례의 관련자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2002년

하고기존식당공간은해양과학홍보관으로활용키로하였다.

도4월 10일개관식을가졌다. 특히, 해양과학기술분야는연구

이에 2001년도 자체 예산으로 9억원을 편성하여 식당과 3

현장이 바다이므로 그 동안 연구원을 방문자들에게 연구활동

개의 대소 회의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를 추진하여

을현장에서직접보여주지못하는아쉬움이컸으나, 홍보관의

2001년 11월 6일 공공기술연구회 박병권 이사장및 한상준 원

개관으로 연구원을 방문하는 초· 중· 고교 학생은 물론, 해양

장등직원들이참석한가운데개관식을가졌다.

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부터 관계 부처 공무원, 해양과학기

이로써 연구원은 쾌적한 식당공간의 확보와 다양한 세미나

술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방문객들에게 우리나라 동· 서· 남

및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신설 후생관

해는물론남태평양과남빙양, 그리고북극해까지연구현장에

에설치된3개의 회의실은역대기관장세분의아호를따서서

서 벌어지는 생생한 연구활동성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할

해(박병권), 해정(허형택), 춘봉(이병돈)으로 명명하여 후생관

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게되었다. 개관이래, 홍보관은서

개관의의미를더하였다.

울대학교 영재학생 프로그램, 이화여대 WISE 프로그램 등 서

후생관과 해양과학홍보관의 설치는 연구원의 어려운 재정

울· 경기지역각급학교와교육청이실시하는각종연수및견

여건하에서직원모두가협력하여연구원설립이후최초로자

학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연간 2000여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

체예산에 의거 실시된 시설사업으로 기관의 숙원 사업을 자체

하여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지

적으로해결하였다는데큰의미가있다.

해양과학홍보관

후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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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연구영역의 확대

2.1. 한· 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개설

되어 1998년 4월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해양전진
기지 개발을 통해 해양경제영역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방안의

남태평양에 대한 해양개발 계획은 신국제해양질서에 따른
해양분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활동의 세계화 거점을 확

일환으로 남태평양에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한다는 내
용의계획을발표하기에이르렀다.

보하고, 국가경쟁력확보를위한주요광물자원및식량자원의

1998년 6월에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 사항으로‘ 해양

공급원확보, 그리고연근해수산자원감소와 해양관할권협소

과학공동연구센터’ 설치추진계획을수립하고9월에는센터설

화에 따른 신국토개념 정립과 경제활동영역 확보를 목적으로

립 적지선정을 위한 현지조사가 해양수산부와 우리연구원 공

수립되었다.

동으로 마이크로네시아, 피지 등 남태평양 도서국가를 중심으

이지역은지구상가장양호한참치어장으로알려져있으며,
지구과학적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 주변의 기상현상에 중요한

로 이루어졌으며, 그결과마이크로네시아 축(Chuuk)주에센
터를설치하는계획을확정하였다.

영향을미치는해류의발원지로서최근엘니뇨, 라니냐로인한
기상이변 및 지구 기후변화 연구의 최적지이다. 또한 다양한

확정된계획의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1999 회계연도정부

해양자원이 부존된 지역으로 21세기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출연금 예산 신청 시 연구원의 일반사업비로 예산을 신청하여

주요 수산자원과 해저광물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개발 유망지

62백만 원의 예산이 최초 반영되었으며, 동 사업비에 의한 사

역으로부각되고있다.

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2000년 4월 연구원과 축주 간 양해
각서를 체결한데 이어『한국 해양수산부와 마이크로네시아 연

남태평양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진출은 1996년 2월 연구원

방정부 해양청 간 해양과학기술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가

과 SOPAC(South Pacific Geoscience Commission, 남태

2000년 5월 30일 체결되었으며 동시에 약 30평 규모의 연구

평양 응용지구과학위원회)간에 해저광물자원 공동탐사 및 자

실을 임차하여 축주에 한· 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를 설립, 개

료와 인력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

소식을갖기에이르렀다.

한· 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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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칠레공동해양조사

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 Jack

터로의격상을추진할계획이다.

Fritz 국회 상원의장과 Ansito Walter 축 주지사 등 주요인

칠레사무소의설치는 2001년 5월 공공기술연구회이사회에

사가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공공기술연구회 박병권 이사

서 승인되어 2001년 6월 남극출입의 관문인 칠레 푼타아레나

장, 한상준원장, 해양수산부관계공무원등이참석하였다.

스에대지약 123평, 건평약 51평의단독주택을매입· 수리한

동 센터의 운영은 2001년 4월에 수립된‘ 한· 남태평양해양
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

후 2002년 1월개소식을하였으며, 현재남극기지의보급업무
와연구활동지원을위한창구역할을담당하고있다.

업이 수행되고 있다. 이 센터는 향후 남서태평양 지역을 중심
으로 생물· 수산자원, 광물자원개발, 지구기후변화 연구 등에

2.3. 남해연구소 시설 확충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글로벌 해양전진기지로서 큰 역할
을하게될것이다.

연구원에서는 연구선 모항기지 및 지원시설의 확보 필요성
에 따라 1990년도부터 총 8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7년 3

2.2. 남극연구지원 사무소 개설

월장목분원을설치하였다.
그러나 장목분원은 연구선 모항 및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구

1994년 11월과 1996년 9월 두 차례의 한· 칠레 정상회담

성되어 있어 남해역 특성을 이용한 임해연구기능을 효율적으

에서‘ 한· 칠레 해양과학 기술 및남극공동협력’의추진이 합

로수행하기에는여전히어려운점이많았다. 이에해양목장화

의되었다. 이의 후속 조치로 연구원과 칠레 외무부 산하 칠레

사업, 적조및해양신물질추출연구, 해양유류오염방재연구

남극연구소(INACH)간에 공동연구센터 설치에 대한 논의가

등 남해권역에 특성화된 연구사업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하

진행되고 그 결과 1996년 7월 양 기관 간 협력 약정서가 체

기 위하여 연구원에서는 추가 부지 확보를 통하여 임해연구기

결되었다.

능을포괄하는사업계획을수립하게되었다.

약정서 체결에 이어 1999년 회계연도 정부출연금 예산으로
한· 칠레 공동연구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을 신청하여 74백만

이의 실현을 위하여 1998년 회계연도에 정부출연금으로 3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본격적인 센터설

개년도 총 59억 원의 예산을 받아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한 장

치를 위하여 한· 칠레 정부간 약정서 체결에 의한‘ 한· 칠레

목 2단계 건설사업을 시작하였으나 IMF 사태로 인한 정부예

해양과학기술협력 및 공동연구센터’의 설치를 제안하였으나

산의 어려움으로 1999년 회계연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

칠레 측의 사정에 따라 약정서 체결과 공동연구센터의 설치가

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었고, 이어 2000년 회계

계속지연되었다.

연도예산배정시다시1년을추가연장하여최종적으로2년지
연된 5개년도사업으로추진되어2단계건설사업이 2003년 3

칠레와의공동협력은여러가지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

월에준공되었다.

칠레는 남극조약의 원초 서명국으로서 남극의 영유권을 주장

2단계공사의마무리로남해연구소는대지면적약 18,071평

하는 나라로 남극전용 쇄빙선과 3개의 상주기지를 운영하고

에 건물 면적 2,299평 규모로 연구동, 양식동, 장비정비동,

있으며, 대한민국 남극연구사업과 세종과학기지 보급지원의

Pier Cepex, 해수탱크 등의 주요 연구시설이 추가로 들어서

관문역할을하고있는나라이다.

게 되었다. 바다 현장에서 채집한 시료를 전처리 할 수 있음은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는 천혜의

물론 각종 연구실험이 가능해지고, 해양환경 교육프로그램의

자연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풍부한 수산자원과 발달된 양

센터역할을수행할수있게 됨에따라남해연구소는명실상부

식기술을보유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입장에서는칠레연

한 남해권을 관할하는 전문 해양연구소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근해와 남극해 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양국간 협력체제 구축과

되었다.

그에따른개발이익의확보, 대륙기지보유시기지지원을위한
교두보확보등많은효과를기대할수있다.

2.4. 북극 다산과학기지 개소

그러나 칠레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공동협력에서 취할 수 있
는 득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여 공동연구센터의 설치를

우리나라는 1992년 수산청 주관으로 베링해에서의 기초연

주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에따라연구원에서는정부

구를 시작으로 민간기업 주도의 시베리아 유전 및 원목개발사

및 공공기술연구회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 남극세종기지를 지

업이 간헐적이고 국지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1990년대 후반까

원하는 후방 기지로서 칠레 사무소를 개설하고 칠레 남극연구

지는북극에대한적극적인관심을가지지못했다.

소와 유관 대학들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향후 공동연구센

북극은 남극과는 달리 북극해 중앙부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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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지역이 대부분 북극권 주변연안국의 주권 지역에 속하기

월 노르웨이 령 스발바드 군도 스피츠베르겐 섬에 육상과학기

때문에 단독 개발이 불가능하여 북극권 주변국들과의 공동 참

지 설치를 위한현지답사를시행함과 동시에 IASC 가입을위

여가불가피하다.

한 신청서를 동 기구 사무국(노르웨이 오슬로 소재)에 제출하

그러나쇄빙연구선미비와북극권연고거점을갖고있지못

였으며, 2001년 12월과 2002년1월에는한· 노르웨이 정상회

한 단계에서 자원탐사나 연구를 목적으로 북극권 국가들과의

담에서 양국간 북극과학연구와 협력사업에 합의하는 등 북극

활발한 공동 탐사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선은 자

기지설치를위한사전준비를착실히진행하였다.

원보다 과학연구를 표방한 공동연구의 추진 등 우회적인 접근
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

그 결과 2002년 4월 25일 네덜란드 그로닝엔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uncil)를 중심으로 북극권

IASC 회의에서만장일치로 18번째 회원국으로가입하게 되었

국가들과국제공동연구를활성화함으로써장차북극권공동개

으며, 2002년 4월 29일에는 스발바드 군도 스피츠베르겐 섬

발의 발판을마련코자하는전략을수립하였다.

니알슨 과학기지촌에서 북극다산과학기지 개소식을 가짐으로

이에 따라 첫 단계로 1999년 중국 쇄빙선‘ 설룡호’에 의한

써북극에서의연구활동수행을위한기반을갖추었다. 이러한

북극해 탐사 시 국제공동연구사업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과학

노력으로세계에서 6번째로남· 북극과학기지를동시에운영

적인 목적의 북극연구를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하게 된 우리나라는 기존의 한국남극과학위원회(KONCAR,

2000년도에는 러시아와 공동으로 바렌츠, 카라 해에서 연구

Korean National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와

를 수행하였고, 계속하여 2001년과 2002년도에 러시아와

한국북극과학위원회(KASCO, Korean Arctic Science

2차, 3차 공동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등 북극지역에 대한 연구

Council)를 통합하여 한국극지과학위원회(KONPOR,

실적을 축적하였다. 한편 이러한 연구수행 실적을 토대로

Korean National Committee on Polar Research)를창설

2001년 10월 IASC 가입 요건 충족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한

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극지탐사와 연구를 수행하도

국북극과학위원회를창립하였다.

록 하였다.

IASC는 1987년 10월 구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의 무르만

2.5. 국가지정연구실 운영

스크 선언을 계기로 8개 북극권 국가(캐나다, 덴마크, 아이슬
란드, 러시아, 스웨덴, 미국, 노르웨이)들이 북극권에 대한 과

과학기술부에서는 그 동안 연구기반의 양적인 구축에 비해,

학조사수행과자연을보호하는 것이인류의이익을위해필요

특성화· 전문화된소규모의우수연구집단에대한지원이미흡

하다는점을 인식하여 1990년 8월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이후

한것을 보완하기위하여, 1999년도부터 21세기국가경쟁력의

북극권 8개국 외에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폴란

요체가 될 핵심기술 분야의 우수연구실 발굴· 육성을 통하여

드, 이탈리아, 스위스 중국 등 비북극권 국가들이 가입하여 17

산업기술과 신 제품생산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개국가들이참여하고있다.

것을 목적으로 국가지정연구실사업(NRL, National

연구원에서는 본격적인 북극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1년 10

북극다산과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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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Laboratory)을추진하고있다.

국가지정연구실현판식

한개 과제당 5년간 연 3억5천만원 정도를 415개 연구팀(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넙치, 우럭 양식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계 57개, 연구원 104개, 대학 254)에 지원하고 있다 (2002

호흡대사율측정기술을한국수력원자력에기술을이전하였고,

년도 통계). 연구원에서는 2003년 현재 6개 과제의 연구팀을

어류의 호흡측정 및 미향산소측정기 등 4개의 특허 출원과 논

확보, 중· 장기 규모의 대형사업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산

문 11편(SCI 등재4편)의실적을내고있다.

업기반의경쟁력을확보할핵심기술을개발하여실용화하고자
추진하고있다.

그밖에 해양미생물 다양성 확보 및 유전자원 이용기술과 북
극대기환경및광물자원연구를수행하고있다.

2000년도에 4개와 2001년도 2개의 연구팀이 선정되었으
며, 특히 2000년도에 선정된 4개의 연구팀은 하위과제의

2.6. 동해분원 건설 추진

20%를 강제로 탈락시키는 1단계(2년) 평가를 우수한 점수로
통과하여그성과를인정받고있다.

연구원에서는 동· 서· 남해에 임해연구기지를 건설하여 각

‘ 연안퇴적역학 연구팀’은 수중음향을 이용한 부유성오염퇴

해역의 특성에 맞는 해양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

적물 거동의 장기모니터링을 위한 관측시스템 개발을 목적으

하에 경남 거제에 남해연구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는 바, 이와

로하고있다. 동 연구팀의모니터링장비(AFMP, ADV) 개발

더불어 1995년 1월에는 강원도청을 방문하여 당시 최각규 강

및부유퇴적물거동의장기모니터링관측시스템의개발기술은

원도지사에게『강원도 해양자원 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제안

연안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시 수입기기와 수입기술에 의

서』
를 설명하고 해양과학관 건립과 한국해양연구원의 동해임

존했던 관측기술을 국산화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 및 개발도

해 분원 설치, 그리고 관련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의

상국으로의 수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현재

시행을 건의함으로써 동해분원 설치에 필요한 부지확보 활동

AFMP와 ADV는개발완료단계에있고, 3건의장비특허출원

을전개하기시작하였다.

과논문3편(SCI 등재2편)의성과를내고있다.

동 계획에 대한 강원도와 강릉시와의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
면서 1995년 12월에는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 대한 최초의 후

황해의 해황예보 기반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 황해 해황

보지 답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어 1996년 1월 개최된‘ 해양개발

예보 연구팀’은 황해 자원의 이용과 환경관리, 재해방재 및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통과된‘ 해양개발기본계획’

예방에 효율적인 대비책을제시할수 있도록 황해의 해양변화

상에우리나라동· 서· 남해에해양조사연구단지를조성한다

감시기술과 해양과학정보를 체계화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

는 계획이 반영됨으로써 동해분원 설치를 위한 전기가 마련되

다. 2003년 현재 해양관측부이 시스템과 저궤도 통신위성을

었다. 연구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1997년회계연도 정부출연금

이용한 자료전송 시스템을 구성하여‘ 먼바다 해황의 실시간

예산요구시 6억 원의 부지매입비를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황해 기본해황 자료집’을 제작하

못하였다.

고, 인공위성추적부이의 이동궤적으로부터 조류를 분석하는

이후 1999년 상반기까지 강릉시와 간헐적인 업무협의가 진

신기법 개발과 황해 조류도를 작성하였다. 위성추적부이자료

행되었으나 지지부진하던 중 1999년 6월 정부의 원자력발전

처리분석 프로그램 등록과 논문 13편(SCI 등재 3편)의 연구

소추가건설과연계하여‘ 울진연안역해양개발 기본계획’ 수

실적을 내고있다.

립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동해분원 설치에 대한

해양 유독 미세조류의 유전자 자원화 기술개발을 위한‘ 유

정부(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울진

독식물플랑크톤 연구사업팀’은 해양유독식물플랑크톤의 유

군), 지역사회(울진군민) 그리고 연구원 4자간의 이해관계가

전자 뱅크를 구성하고, 식물플랑크톤 독성물질 검출을 위한

일치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더욱이

바이오센서를 개발하여 신속한 현장중심의 적조현상을 조기

원자력 발전소 부지 유치에 고심하던 산업자원부에서는 울진

에 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성물질 검출용 바이오센서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부지 유치 조건 중 하나인 한국해양연구

기술 2건을 특허출원하고, 25편(SCI 등재 12편)의 논문 실적

원의 분원 설치를 핵심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타기관에서 동해

을 내고있다.

분원설치를 적극요구하는상황이되었다.

어류의 내인성 생체리듬을 응용한 인공동면 유도기술 개발

한층 높아진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경상

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어류생체리듬 연구팀’은 어류의 내인성

북도와 울진군, 포항공대 그리고 연구원간에 활발한업무협의

생체리듬을 응용하여 무수(waterless)상태에서 장시간 생체

가 진행되었으며 2001년도까지 울진 일원에 대한 수차례의

리듬이 정지된 어류를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여

부지선정을위한 현장답사와주변해역에 대한 해양조사 및 세

활어의운송에 드는연간약 1,094억 원의물류비용을절감할

미나등을 실시함으로써 동해분원 설치를위한 준비가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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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 이 와중에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강

작으로 1992년 2월에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잠수정모

원도가 동해분원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사업추진에 일시적

선 겸 연구선인 350톤급이어도호의 취항, 그리고 3월에는 태

인 혼선을 빚기도 하였으나 2001년 7월 24일 한국해양연구

평양 심해저 탐사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수행

원의 동해 임해연구기지 설치를 위한 부지의 무상 제공과 경

할 수 있는 1,400톤급 종합해양연구선인 온누리호의 취항이

북해양과학연구단지조성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약정서체결

이루어졌다.

식이경상북도 도청에서 관련기관및 경상북도 도민들이참석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해양연구 조사활동이

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동 약정서에는 박병권 공공

날로 대형화· 심해화되고 있는 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구

기술연구회 이사장, 한상준 한국해양연구원 원장, 이의근 경

선은 해양조사 해역의 제한과 활용빈도의 한계로 지구적 규모

상북도 도지사, 신정 울진군수, 정성기 포항공대 총장이 합의

의 연구사업과 대양 및 남· 북극해까지의 해양조사가 불가능

하여서명하였다.

해짐에따라대형의쇄빙능력을갖춘대형의종합연구선건조

약정서 체결은 많은 노력 끝에 이루어진 성과로 연구원에서

에대한필요성이대두되었다.

는 이를 바탕으로 2002년 회계연도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시
3개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20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당국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1997 회계연도 정부출연금 예산신

에서는 장목분원 2단계 사업의 진행과 국가예산의 어려움을

청시대형종합해양연구선건조사업비신청을 시작으로 2003

사유로 유보시켰다. 이에 연구원을 비롯한 관련기관의 계속적

년도까지 7년간 연구원 숙원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하여 예산당

이고적극적인노력으로 2001년도 12월정기국회에예산미반

국의공감을얻기도하였으나사업비규모(약 700억∼1,000억

영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여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기도 하

원)에대한부담으로반영되지못하였다.

였으나결국은차기연도로미루어지게되었다.
이어서 2003년 회계연도 정부출연금 예산신청시 3개년도
사업으로 전년도 신청액 대비 47억 원을 증액한 250억 원의

1998년도에는 1999회계연도 예산으로 신청한 예산이 거의
반영되는듯하였으나IMF 라는복병을만나예산반영마지막
단계에서탈락되는아쉬움을남기기도하였다.

사업비를 요구하여 예산당국을 설득한 끝에 최종적으로 사업
기간5개년도에사업비 190억 원의예산을확보함으로써마침
내동해분원설치를위한 준비를갖추게되었다.
현재 이 사업은 2007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연구원에서는동사업이기관차원에서추진하기에는다
소무리가있다는판단아래 해양수산부의협조를 얻어 2003년
회계연도에 연구원과 해양수산부가 동시에 예산을 신청한 결
과,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쇄빙능력을 갖춘 5,000톤급 종합해
양연구선건조’ 사업비 800억원을6개년도계획으로확정하기

2.7. 쇄빙능력을갖춘5천톤급해양연구선건조추진

에 이르렀으며, 이 과정에서해양수산부 유정석 차관의비상한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이에 따라 쇄빙선 건조를 위한

연구선은 해양연구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장
비로 1980년9월최초의연구선인 83톤급반월호의취항을시

동해분원설치 관련회의를마치고 (경상북도도청, 200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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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업이연구원주관으로 시행되었으며, 2008년취항을목
표로하고있다.

동해분원배치도

3

절

연구역량의 선진화

3.1.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여이용하며, 조류발전은바닷물의빠른속도를이용하여터빈
을 회전시켜 전기를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무공해 청정

연구원에서는 전설의 섬으로 알려져 온 이어도에 우리나라
최초로해양, 기상, 어장등의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할수있

에너지이면서, 발전기를 유지보수 할 경우 반영구적으로 전기
를생산할수 있다는것이장점이다.

는종합해양과학기지를건설 운영하게됨으로써해양과학발전

연구원에서는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에 전환기를마련하게 되었다(건설배경 및경과는3장5.3 항

수행된 한· 인도 공동연구를 통해 파력발전기를 개발하였다.

목참조).

또한, 전남 해남군 우수영과 진도군 녹진 사이를 잇는 협소한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는기상예보, 해상예보의적중률을

해협인울돌목에서연구원이개발한조류발전시험을세계최초

높여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동북아지역 해양관측시스템

로성공하여, 향후진도와해남군에무공해청정해양에너지를

(NEAR-GOOS)의 효율적인 운영과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참

공급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였다.

여를가능하게할것으로기대된다. 뿐만아니라등대· 해난구

해양수산부에는 울돌목 조류발전 실해역 시험 성공을 바탕

조· 안전항로 확보 등 복합적인 해상안전 시설물로서의 역할

으로 2010년까지 민자유치를 통한 상용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기지의 준공으로 향후 인접국과의

3단계의국가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였다.

EEZ 및 대륙붕 경계획정 협상시 해양영역의 확대와 배타적
권리주장면에서유리한고지를차지할수있게될것이다.

3.3. 무향수조 완공

사업추진의 특징은 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과학기지를 건설
한것으로기존의시설사업과연구사업이결합된형태였다. 이

선진국에서는 국내보다 수십년 앞선 20세기 후반부터 이미

는 연구사업이 시설사업과 괴리됨이 없이 연구결과가 곧바로

수중음향 기술에 대한 연구가를 시작하여 최근에 들어서는 다

시설공사에반영될수있는좋은사례로서향후유사사례가발

양한고성능의수중음향시스템을개발하는등 상업적및군사

생할경우선례로남을수있게되었다.

적으로 수중음향의 응용기술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국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정부계획으로 확정된 국가

도 20세기말에 이르러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해양공간이용

해양관측망 기본계획에 따라 백령도, 북격렬비열도에도 해양

기술 및 해양활동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해저자원

관측기지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근해의 해상과 기상상태를 실

탐사와 수중탐사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수중

시간, 종합적으로관측할계획이다.

음향기술전반에대한중요성또한급격히증대되었다.
그동안 연구원에서는 해양공학수조, 선형시험수조, 캐비테

3.2. 파력 및 조류발전기 개발

이션터널, 유회수장비시험수조 등 다양한 조선· 해양 관련 시
험을 위한 연구시설을 보유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나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1994)’ 의 후속

수중음향에대한각종실험시설과장비의성능을검증할수있

으로 채택된‘ 교토의정서(1997)’ 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제한

는시험시설의부재로많은어려움을겪어왔으며해양공간을

및고유가시대를맞이하여세계각국은환경친화적인청정에

음향학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무향수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너지개발에노력을경주하고있다.

되었다.

파력발전은 쉼 없이 일어나는 파도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

이에 기관고유사업인「수중음향수조 시험기법 개발(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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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를 통해서 1999년 반사파가 발생하지
2001, 임용곤)」

스템을확보코자노력하고있다.

않는 공간인 무향수조를착공하게 되었다. 1999년도에는무향

GNSS 기술에 있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후발자적인 입장

수조 건설에 필요한 흡음판 구조물의 형태, 흡음재 재료, 무향

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GNSS와 관련하여 기술의 활용과

수조 내부의 반사파 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

산업화에 있어 국가 주도의 기본기술 개발의 정책적, 실무적

며, 2000년에는 반사경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흡음판의 기하

역할을 담당할 연구집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2000

학적 형태를 설계하고 흡음재료 특성 연구를 통해서 흡음재를

년 초 국내 GNSS 관련 산· 학· 연 과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선정하였다. 2000년 하반기에는 흡음판 및 부착프레임을 제

GNSS 기술협의회(GTC)가 결성되었고, 이 기술협의회에 의

작하고 방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무향수조 바닥면과 네 벽면

해 각 부처의 GPS 관련 정책, 기술개발 노력이 효율적, 종합

에 흡음판 부착공사를 수행하였다. 2002년에는 무향수조의

적으로추진되기위해구심점역할을할 수있는기구의필요성

배경소음을 평가하고 주파수 대역별 응답특성 시험을 통해 무

이제기되었다.

향수조의 우수한 성능을 검증하였다. 또한 무향수조에서의 효
율적인 실험을 위해 상부구조물을 설계하고 마침내 2002년도
에이르러무향수조를완공하게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0년 12월5일, 국무총리훈령제409호
에 따라 국내 NDGPS의 전체적인 총괄 주무부서로 해양수산
부가 지정되었고,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본무향수조는914cm × 282cm × 500cm의 크기를가지

GNSS 관련 연구를 주도할 센터의 설립을 검토하였고, 그 결

며 표면을 제외한 5면에 원뿔형의 흡음판을 부착하여 표면을

과로 한국해양연구원의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 GNSS 연구

제외하고는 반사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흡음재는

센터가 2002년5월 31일자로설치되었다.

5mm 이하의 고무알갱이를 접합하여 개방형 구조를 갖도록

GNSS 연구센터의 설치를 시작으로, 2002년 6월부터 센터

하여 흡음 특성을 극대화하였다. 실험이 가능한 주파수 범위

의 첫 연구사업인「한국형 WADGPS구축, 신호분석 및 시각

는 3kHz 이상으로 거의 모든 수중음향장비의 시험이 가능하

동기 제어방안 연구개발(연구책임자: 서상현)」
과제를 수행하

게되었다.

고 있는데 본 과제는 GNSS 연구센터가 주관연구기관을 맡고
서울대학교, 세종대학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협동연구 기

3.4. 전세계위성항법시스템(GNSS) 연구센터설치
1960년대부터 시작된 측위시스템의 개발은 1990년대부터

관으로참여하고있다.

3.5. 해양환경 시뮬레이션센터 건설 추진

미국의 GPS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군사 분야와 일
반사용자에 이르기까지그활용이전세계적으로급속히증가

1990년대 후반 정부에서는 출연(연)에 대하여 연구경쟁력

하기시작하였다. 이와더불어세계각국은자국의위성항법시

강화 및 실용적인 연구결과의 도출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스템 분야의 기술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최근

이에 부응하여 연구원에서는 쓰이는(operational) 연구과제

유럽은 자체적인 위성측위시스템인 Galileo를 계획 중이며,

의 발굴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첨단 연구시설의 확보 필요

일본은 MSAT 및 QZSS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인 위성측위시

성을 인식하고 그 일환으로 VR(Virtual Reality)장비 운용에

울돌목 상용조류발전소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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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항법시스템(GNSS) 연구센터설치 (2002. 5. 31)

의한해양의가상현실구현실험실설치를추진하였다.
동 건설사업은,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민군겸용기술개발사
업인「해저가상현실 구현사업(연구책임자: 김창식)」
에서 착안

조사할 수있는 6,000m급으로 개발될예정이므로, 통일 한국
의한반도인근해역뿐만아니라서태평양의심해연구및태평
양C-C 해역의심해과학연구에활용될것이다.

하여 2001년도 정부 출연금 예산으로 가상현실 구현을 위한

심해무인잠수정시스템은수중진수장치(Launcher, 런쳐),

장비 도입과 실험실 설치 명목으로 약 57억 원을 신청하였으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원격제어무인잠수정)

나예산반영에실패하였다.

및 소형 AUV(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자율무
인잠수정) 등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AUV와 런쳐,

이에 연구원에서는 2002년 회계연도 예산 신청작업시 전략
적인개념을도입하여보다심층적인자료수집과단순가상현

ROV와런쳐의도킹기술, 비접촉수중충전 및실시간수중데
이터통신등의첨단기술이접목될예정이다.

실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해양생태계
실험을위한하드웨어적개념의수조설치를추가하였고, 기타

런쳐는그하부에서 ROV를진수시키고상부에서는 AUV를

생명공학등첨단과학을연구할수있는실험실기능을포함하

진수시키는중계스테이션역할을 담당한다. AUV는소형으로

는 등 용도를 변경하여 2002년도 정부출연금 예산으로 연

설계하여 수중 런쳐에서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ROV는

면적 600평 규모에 VR 장비 도입, 수조 설치, 연구실험실 설

심해에서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각종 센서와 비디오

치 등의 명목으로 79.5억 원의 예산을 반영 받아 현재 실시설

카메라 및 7 자유도 매니퓰레이터를 선수 양 현측에 배치하였

계가 진행 중에 있다. 동 예산의 많은 부분은 첨단장비 설치에

다. ROV는해저면에서정밀작업을수행하는목적으로활용될

투입될예정이며 2004년완공을목표로하고있다.

예정이며, AUV는ROV가해저에서작업하는동안ROV 인근
해저를신속하게관측하기위한목적으로 ROV와동시에운용

3.6. 6,000m급 심해 무인잠수정 개발 추진

되는 개념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심해무인잠수정은 선상에서
런쳐, ROV 및 AUV를일체형으로결합하여수중에진수하고,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수산부의지원으로차세대심해용무
인잠수정개발연구사업을수행중에 있다.
심해 무인잠수정의 개발 목적은 우리나라의 해양개발 잠재
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반이 되는 해양 탐사· 작업 장비의

작업해역에도달하기까지는하나의시스템으로이동하는방식
을 취한다. 수직 이동은 지원모선의 윈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잠항과 부상을 실시하며, 분당 최대 60m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있다. 심해무인잠수정은 인간

현재심해무인잠수정의상세설계가수행되고있으며, AUV

을 대신하여 6,000m에 이르는 심해에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의 수조내 도킹실험이 진행중이다. 3차년도인 2003년 6월 이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광대역을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는

후에는 본격적으로 무인잠수정의 시스템을 제작하고 4차년도

기능을갖추는것을목표로한다.

에는케이블과 윈치시스템을포함하는전체시스템통합과동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계획은 해양개발기본계획 OK21에

시에 선상운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5차년도에는

의거하여 2000년도에 실시된「차세대 심해저 무인잠수정 개

태평양에서 실해역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개발되는 심해

발을 위한 기획조사연구(연구책임자: 홍석원)」과제를 통하여

무인잠수정의성능검증을위하여기존의연구선인온누리호를

도출된 5개년 계획으로써, 2001부터 2005년까지 5년에 걸쳐

개조하여사용하는방안을검토중에있으나, 궁극적으로는심

개발될 예정이다. 심해 무인잠수정은 전세계 대양의 98%를

해무인잠수정의운용을위한전용모선이필요하다.

VR Table에입체적으로영사표출된해양환경을시뮬레이션하는장면

ROV의조감도

런쳐의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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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는 해양안전, 해양개발, 해양환경보전, 해양방위 분야 등 공공 복지기술과 차세대
선박 및 해양구조물 분야 등 선박해양산업 선도기술의 연구개발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연구소
조직으로서,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 등 3개 연구본
부와 연구지원을 위한 운영관리부 그리고 사업조직으로 NOWPAP방제지역활동센터, GNSS연구센터,
해양심층수연구센터, 선박해양 STEP연구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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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

개관

1.1. 연혁

1993년 4월에는 정부의 출연(연) 기능 재조정으로 기계(연)
의 내부조직인‘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로 재편되었고 1999년

우리나라 선박해양공학분야의 공공 연구조직인 해양시스템

5월,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한국해양연구소로 이관되어‘ 한국

안전연구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조선해양기술연구

해양(연) 선박해양공학분소’가 되었고 2001년 3월에‘ 한국해

실을 1968년 7월 효시로 하여, 1973년 10월에는 KIST 부설

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KRISO)’ 로 개칭되어 오늘에

선박연구소, 1976년 11월에 역시 KIST 부설기관인 해양개발

이르고있다.

연구소와 통합하여 비영리 독립법인인 한국선박해양연구소가

1.2. 기능, 조직, 인력

설립되었다. 이후 1978년 4월에는 선박부문과 해양부문이 분
리되어선박부문은한국선박연구소로재발족하였다.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는 해양안전, 해양개발, 해양환경보
1981년에는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 체제 정비 및 운영 개선

전, 해양방위분야 등 공공 복지기술과 차세대 선박 및 해양구

방안으로 한국기계연구소(KIMM)로 통합되었고, 1989년 10

조물 분야 등 선박해양산업 선도기술의 연구개발 구심체 역할

월에기계(연) 부설해사기술연구소로확대개편하였다.

을 담당하기 위한 연구소 조직으로서,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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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 등 3개

양수산부 사업 90억원, 과학기술부 연구사업 45억원, 수탁연

연구본부와연구지원을 위한운영관리부그리고사업조직으로

구사업 30억원, 기타2억원등이다.

NOWPAP방제지역활동센터, GNSS연구센터, 해양심층수연
구센터, 선박해양 STEP연구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

1.4. 부지 및 시설 장비

력은 연구직 82명(박사 40명, 기술사 10명), 기술직7명, 행정
직 15명으로 104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57명 등 총 161명으
로운영되고있다.

연구소는 부지 46,000여 평(당초는 140,156평)에 건물
7,496평으로 주요 건물은 선형추진연구동(2,259평), 해양시
스템연구동(1,074평), 예인수조동(1,630평), 해양안전연구동

1.3. 예산 및 연구사업 규모

(222평), 추진기연구동(305평), 해양공학연구동(1,726평), 기
타(280여평) 등이다.

2003년도 총예산은 260억원으로 정부출연금 88억원, 자체

주요 연구시설로는 선형시험수조(200×16×7m), 캐비테이

수입 17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도 연구사업규모

션터널(60× 60cm, 145× 70cm), 해양공학수조(56× 30×

는 212억원으로 내용은 기본연구와 자체연구사업 45억원, 해

0.4~4.5m), 해양안전시뮬레이터등이대표된다.

2

절

태동과 발전기 (1970년대)

2.1. 연구소 설립

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기이면서, 대규모 조선소의 건
설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국내 조선 관련 기업의 자

2.1.1. 선박해양공학 국가연구기능의 태동

체적인 기술 개발이 어려웠고, 선진 외국기술을 도입할 능력

1968년 7월 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에 조선기술연

을 보유하지 못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몇몇 조선공학

구실(실장: 김훈철, 후에 조선해양기술연구실로 개칭)이 설치

과가 설치된 대학과 조선학회, KIST 조선해양기술연구실 등

되면서 공공부문에서 선박과 해양공학에 관한 체계적인 기술

에서기술개발이한정적으로이루어졌다.

개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연구인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연구시설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당시의 연

2.1.2.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선박연구소 설립

구실 기능은 선박 건조, 조선소 경영, 조선에의 컴퓨터 응용,

정부는 1971년1월대통령의중화학공업육성정책선언과제

설계 자료의 보급 등으로 본격적인 연구개발 보다는 선진 조

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2~1976)에 의해 중화학공업의 육

선기술의 입수와 응용에 치우쳐 있었고, 이러한 기술을 산업

성을통한경제성장을위한5개의전략산업기술연구기관설립

계에보급하는데한정되어있었다.

을 추진했는데 그 중 하나가 선박연구소(SITS, Shipbuilding

1960년대 후반기는 근대적 의미의 우리나라 조선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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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Technical Services)이다.

동계획에의해선박연구소는선박설계, 박용기관, 조선, 해
양공학 분야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설정

4일 독립법인체인 한국선박해양연구소(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 and Ocean)가 설립되기에이르렀다.

되었다. 초기에는 저항추진 관련 기능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당시의 조직은 소장과 선박연구담당, 해양연구담당, 특수사

모아졌는데, 이에 따라 최적선형설계를 위한 저항추진시험이

업담당 등3개부소장과 14개연구 및행정지원실로구성되어

계획되었고, 선형시험수조 건설을 위해, 국제연합개발계획

있었고, 인력규모는 해외 유치과학자 7명을 포함해 연구 및

(UNDP)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1973년 1월 140만

기술요원 66명, 건설및행정요원 37명 등 110여명이었다.

달러 규모의 UNDP 자금지원이 결정되었고, 장기 조선공업

주요기능은선박 기본설계기술의 개발지원, 선박 생산기술

진흥계획이확정됨에 따라이 분야의 연구기반이확보되기 시

의 개발, 선박기계· 기관 및 기자재의 국산화 개발, 해양부존

작했다.

자원의 개발, 해양현상의 이용기술 개발, 해양환경 보전에 의

1973년 2월 선박연구소 설립계획 초안이 수립되었고, 실무
작업이 진행되었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연구소 설립을

한국토 보존, 선진기술의도입· 소화및 보급, 고급기술인력
의 양성등에있었다.

위해 UNDP, IMCO, 영국의 ODA 등에서 기술전문가를 초

한편, 연구소 최초의대형 연구시설로서 1976년 1월 골조공

빙하여 자문을 구했다. 이어 8월에는『선박연구소 설립에 관

사가시작된선형시험수조동은 예인전차 등다수장비를 그 해

한 사업계획서』
를 확정하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제 47회

12월까지 설치한 후 1978년 3월에 완공하였다. 특히 선형시

정기 이사회에서 부설 선박연구소와 해양개발연구소의 설치

험수조는 길이 216m, 폭 16m, 깊이 7m에 달하는 수조에 물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동년 10월 30일에는 KIST 내에서 선

을 채웠을 때 받는 압력과 철저한 방수를 감안한 고난도 공사

박연구소(소장: 윤정흡)가공식 발족되었다.

였다. 이 수조는 동년 4월 국제수조회의(ITTC, 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에 정식 회원기관으

1974년 3월 선박연구소의 연구장비 마련에 투입될 UNDP
지원자금 규모가 147.5만 달러로 증액 확정되었고, UNDP 본

로 가입하여 국제 수준의 연구 활동과 기술교류의 기반을 마
련하는데주춧돌이 되었다.

부에서는 연구소 건설을 위해 수석 기술고문으로 Ante
Sentic을, 기술고문으로 A.J.W Lap을 임명했으며, 선형시험

2.1.4. 한국선박연구소 설립

수조 건설에 관하여 일본 선박기술연구소, Y. Yamanouchi,

선박연구소와 해양개발연구소가 통합한지 2년이 채 되지

R. Tasaki 박사등의자문도있었다.

못한 1978년 초 두 기관의 재분리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출범초기인 1974년 당시의조직은1연구부의 저항추진연구

해양연구기능이 중공업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적다고 판단

실과기술개발연구실, 기획관리실, 행정관리실 등으로 조직이

한 상공부는 과학기술처와 협의, 1978년 3월 선박해양연구소

구성되었고, 인력은 16명이었다. 그 해의 예산은 PAC,

이사회에서 해양연구소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로 분리하

UNDP자금, 정부출연금을합쳐 353백만원 규모였다.

고, 선박분야는 한국선박연구소(Korea Research Institute

당시 정부는 새로 발족한 선박연구소와 해양개발연구소는

of Ships, 소장: 김극천)로 발족토록 하였다. 조직은 제1, 제

물론, 표준연구소, 전자통신연구소 등의 국가 연구기관을 국

2 연구담당 부소장 산하에 연구실 10개 실이설치되었고, 3개

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연구학원도시(충남 대덕군)내에 입

행정지원실과 서울연락사무소로 구성되었다. 당시 인력은

주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74년 9월 새로 조성되기 시작한

164명이었으며 대덕연구단지로의이전은그동안건설 중이던

대덕연구단지에 1차적으로 연구소 건물 및 연구시설 입주 예

2개의연구동이 완성된 1978년5월에 이루어졌다.

정 부지 41,000여 평을 확보하였으며, 다음 해인 1975년 3월
22일 기공식을 갖고, 정지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연구소 부

기술개발기능은저항추진, 추진기, 운동조종, 선박설계, 박

지는 1974년부터 1978년까지 5년에 걸쳐 총 133,365평을 확

용기계, 용접, 선박건조, 해사경제 등이며, 지원분야에서는

보하게 되었다.

수조운용, 전자계산, 기술정보, 행정, 기획 등의 기능을 수행
했다. 당시의 주요 사업은 국내 조선소와 해운업계 등의 요청

2.1.3. 한국선박해양연구소 설립

에 따른 기본설계사업과 신건조 선박의 안정성 미흡 및 성능

1976년 3월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연구

저하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설계도면 검토사업, 선체공작

소의 적극적인 육성을 지시하였다. 그 후 1976년 5월 15일 선

기술, 생산관리기술 등 조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의

박연구소와 해양개발연구소가 통합되어 부설 선박해양연구소

연구개발등 주로 조선소기술지원을위한사업이었다.

(소장: 윤정흡, 부소장: 이병돈)로변경· 개칭되었고, 이어대
통령 지시에 의해 관할부처가 상공부로 변경되면서 동년 11월

이 시기에 기술지원동, 중앙기계실, 기숙사 등 주요연구시
설과지원시설이각각 완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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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970년대 주요 추진사업

1972년 가을, 연구소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김훈철 박사,
황종흘 교수, 장석 연구원이 대덕전문연구단지 내의 여러 곳

2.2.1. 선박연구소 건설 추진 사업

을 사전 답사하였고, 주거시설이 별로 없어 원주민 소개와 부

건설계획수립준비

지 매입에 유리한 점을 갖고 있는 현재 위치를 연구소 부지로

선박연구소는 1973년 10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선박

결정하였다.

연구소로 발족되었고, 저항추진연구부장에 김훈철 박사가 임
명되어 연구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연구소 건설은

선박연구소건설계획

순차적으로 완성될 계획이었는데, 우선 1차로 핵심 모듈이라

연구소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은 국민환경계획연구소에 의

일컬었던 선형시험수조와 저항추진연구부 건물 및 관련 모형

뢰하여 수립되었다. 이 계획에는 핵심모듈 뿐만 아니라 장차

제작공장들을 갖추기 위한 재원과 인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으

건설예정인 시설도포함되어있었다. 현재 선형추진연구동건

며 국내 최초의 대형선형시험수조를건설할수 있었다. 이계

물 2층 로비에 전시된 연구소 모형은 그 연구결과 중 하나이

획에 따라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UNDP 자금과 내자로 충

다. 아래의 좌측 그림은 당시 계획되었던 연구소 조감도를 보

당되어 1977년까지 연차적으로 조달되었다. 또한 국내 기술

여주고있다.

의 미확보로국제전문가를 초빙하여 고문역을 수행하도록하
였고, 국내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선박저항과정을 비롯한5개

1979년까지건설사업 추진현황

과정에 각 1인씩의 선진외국전문가로 구성된 선박연구소 기

1979년도에 공동시험동(空洞試驗棟) 건물을 완공한데 이어

술자문위원회와 건설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상의 설계가

선박용 주기(主機) 및 보기(補機) 성능시험을 위주로 선용품

수행될 수있도록 하였다.

분야 등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될 선용품시험동
을 착공하여 1981년도를 목표 년도로 한 연구소 건설사업 전
체공정의약 83%의 실적을달성하였다(표 1).

부지선정
과학기술처는 1973년 12월‘ 대덕연구학원도시건설 기본계
획’을 확정한 바 있으나, 이후 국내외 정세변동과 건설추진과

2.2.2. 선형시험수조 준공 가동

정에서 발생한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개편되었

연구소의 기본 핵심 연구시설로 국내 최초인 선형시험수조

다. 그 결과 1976년 4월에‘ 대덕전문연구단지기본계획’으로

는 1975년 3월 22일부터 1978년 3월 21일까지 3년에 걸쳐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내용도 일부 개편되었다. 이러한 정부

건설되어 시험가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본 M. Nakato 교

시책에 따라 선박연구소는 표준연구소와 함께 대덕에 위치하

수의 참관 하에 1978년 9월 18일부터 9월 30일 까지 예인전

는 첫 번째 연구기관으로서 충남 대덕군 탄동면 장동리 현재

차의 성능평가실험이 수행되었는데, 예인전차의 성능이 훌륭

위치에 자리잡게되었다.

하다고판정되었다.

- L×W×D : 216×16×7m
선박연구소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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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시험수조. 각종 선박, 함정, 잠수체 등에대한 추진, 운동, 조종성능을
실증적으로 해석, 평가하며관련기술의연구개발에활용된다.

이 수조는 선박의 기본설계를 위한 새로운 선형을 우리 손
으로 개발하는데 활용될 연구설비로서 수조길이는 216m이
며 여기에서 시험될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의 무게만도 65
톤이 넘는 장비로서 이는 당시 미· 영· 일· 불· 서독· 화란
등 선진국과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에 이은 최대 대형 수조
였다.
연구소는 수조를 건설하면서, 한편 수조성능의국제 공신력
확보에도 노력하여 국제시험수조(ITTC)의 회원수조로 가입
하였으며, 건설 이후 최신의 현대적 계측시스템 및 실험설비
와 최고의 연구진을 갖추고 20여 년 간 1,000여 척에 이르는
모형선에 대해서 정교하고신뢰할 수 있는모형시험과 수치해
석결과를제공하여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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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79~1982 건설사업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량

1. 부지매입

130,000

2. 토목공사

정지, 도로,
상하수도,
옥외핏트 등

3. 건축공사
가. 선형추진연구동
나. 기술지원동
다. 선용품시험동
라. 연구관리동
마. 공동관리아파트
바. 기
타

(단위 : 평)

1979까지

1980

1981

83%

90%

100%

5,390
1,000
790
1,500
780
1,350

4. 실험용 특수구조
물, 공동설비 및
기타 부대 시설
건 설 공 정

절

통합과 성장기 (1980년대)

3.1. 연구소 통폐합 및 확대 개편

발, 고속 추진기 개발, 조선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과 지원, 선
박 및 해양구조물의 구조· 진동 평가, 디젤기관 등 기기의 개

3.1.1. 한국기계연구소 대덕선박분소로 통합

발, 용접기술 개발과 전문기술자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1980년에들어서정부 출연연구소의통폐합작업이다시시

1978년 12월에 착공한 바 있는 캐비테이션 터널이 1982년 7

작되었고, 많은 연구기관이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와중에 한

월 완공되었고, 방화방폭시험동, 구조시험동, 용접시험동 등

국선박연구소(소장: 김훈철) 또한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와

신규 건설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선용품시험동의 엔진 테스트

통합되면서 1981년 1월 5일 한국기계연구소 대덕선박분소(분

설비가갖추어지고, 박용기기동의건설이착수되었다.

소장: 김훈철)로 축소되었다. 통합 후 조직은 분소장 산하에
선박기술부와 선박연구부, 연구개발실, 수조운용실로 대폭 축

3.1.2.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해사기술연구소 발족

소되었고, 기존의전산, 기술정보, 행정등의기능은분실형태

1989년 10월 10일 한국기계연구원 이사회는 대덕선박분소

로지원기능을수행하게되었다.
당시의 주요 사업으로는 고성능 선박과 경제적인 선박의 개

를 부설 해사기술연구소(소장: 장석)로 발족시켜 해양 선진국
실현에일익을담당토록체제를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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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해양국가로서의 효과적인 수송수단, 풍부한 해양

하는 캐비테이션 현상으로 야기되는 추진효율 감소, 진동 유

자원의 확보 및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수단의 연구개발을 목

발, 소음 발생, 프로펠러 날개표면 침식 및 날개 손상에 큰 관

표로 삼았으며, 각종 요소기술과 선박 설계생산 전산시스템,

심을 갖게되었다. 새로운 선박 설계 및 프로펠러의 성능을 개

고성능선박, 선박자동화 , 해저탐사 및 작업시스템, 해양구조

선하기 위해서는 예인수조와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모형시험

물, 박용기계, 용접기술 등의 개발과 기자재 성능평가및 품질

을 통하여 추진성능과 추진기의 캐비테이션 성능을 실험적으

공인사업을주요기능으로설정했다.

로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이다. 이러한 기술적 수요에
따라 연구소에서는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관련 연구를 수행할

발족 당시의 조직은 해양기술연구부, 해상기계연구부, 구조

수 있는 캐비테이션 터널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계획하고 건

용접연구부, 선박연구부의 4개 연구부와 16개 연구실, 해사경

설하기에이르렀다. 1977년에기본설계 조사와건물을착공하

제실 등 6개 기술 및 행정지원 독립실로 구성되었으며, 정규

여 1979년 9월에 건물을 완공한데 이어 1980년 7월 터널을

인력은모두 258명이었다.

발주(독일 Kempf & Remmer사, 약 174만불, ADB 차관)하

주요 연구분야로는 저항, 추진, 조종 등 요소기술 연구와 고
성능 및 에너지 절약형 선형, 고효율 추진기, 최적 운항기법
등을 개발하는 선형· 추진기 기술분야와 구조 설계기술의 개

였고 1982년7월에준공을보게되었다.
2개의시험관측부를가지고있는이캐비테이션터널에서는
현재까지 600여개의모형추진장치가실험되었다.

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해양구조물과 심해저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해양에너지 이용 등에 필요한 요소기술의 개발과

3.2.2. 선박용 기자재 품질공인 사업추진

설계기술의 개발, 선박의 주문에서부터 설계와 생산 등 모든

선박용 기자재는 해상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국

공정을 일관화 하는 선박 설계 생산 전산시스템 개발, 박용기

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련규약 즉,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관의 요소기술과 박용기자재 개발 및 시험평가기술, 용접재료

(SOLAS), 국제해상충돌예방법(COLREG), 해양오염방지법

와용접공정등이포함되어있었다.

(MARPOL) 등에 부합하는 고도의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

한편 이 시기에는 1988년에 착공한 박용기기동이 완공되었

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1986년 3월 정부로부터 선박용 기자

고 해양공학수조 건설사업비의 확보 및 세부 건설계획의 수립

재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아 진동, 방화, 방폭, 엔진,

등연구시설확충과신설이이루어졌다.

재료, 광학, 자장, 음향, 용접등의분야에서 60여개의품목에
대한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한편, 앞으로 150여 개 품목으로

3.2. 1980년대 주요 추진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하였다. 또한 기자재 연구개발과 성능
평가 기술개발, 시험장비 개발 등을 통해 품질공인 사업을 수

3.2.1. 캐비테이션 터널 준공, 가동

행,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연구소를‘ 조선용

선박이 점차 대형화하고 고속화됨에 따라 프로펠러에 발생

기자재의 품질· 성능 공인기관’으로 지정, 육성하는 방안을

- 관측부(2개) : 60×60cm, 145×70cm
캐비테이션터널. 추진장치에서발생되는캐비테이션및소음특성연구,
각종선박, 함정, 잠수체에부착되는추진장치설계와성능평가를위한연구시설

152 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

CSDP 개념도. 이시스템의개발로주변의 관련기술과 함께산업현장의선박설계,
생산분야 자동화 실현파급효과가확산되었다.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선박용 기자재 시험연구시설 확보 등

CSP의 결합체인 CSDP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이후 연구개발

의 근거가 되었으나, 1990년대 초 기계(연)의 기능을 재조정

계획이 조정되어 1988년부터 추진된「선박설계 및 생산 전산

하면서기계(연)에서업무를인수하였다.

시스템 개발사업」
을 통하여확보한 전산시스템 기반기술을 토
대로, 1995년부터는선박제품정보의표현및가시화지식정보

3.2.3. 선박설계생산 전산 시스템(CSDP) 개발사업 추진

처리, 공정계획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 통합 및운영기술을 주

정부(과기처)는 1990년대에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 1위

요 내용으로 하는「생산지향 선박설계시스템을 위한 핵심기술

국으로 부상하는데 필요한 고도기술 확보를 위하여 1988년부

의 개발(과기처)」
에 주력하였으며, 이들 기술들은 조선산업의

터 산· 학· 연 등의 모든 기술을 결집하여 국가 대형 프로젝

정보화· 미래화를 위한「차세대 조선 생산시스템 기술개발사

트인 선박설계생산 전산시스템(Computerized Ship

업(통상산업부)」
의핵심기반기술로제공되었다.

Design and Production System)을 3단계로 나누어 수행
토록하였다.

1980년대에는이와아울러해상안전및방재지원시스템, 함

이 사업은 선박의 주문으로부터 설계, 생산, 인도 및 정보관

정설계 및 개발지원시스템, 항만을 중심으로 한 복합물류지원

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을 일괄적으로 종합한 CSDP 시스

시스템, 중소형 조선소 기술지원, 선박해양정보시스템 등 공

템을 개발한다는 데 목표를 두었으며, 1단계는 설계전산시스

공기술 개발을 통하여 21세기 해양대국을 지향한 국가적인 노

템(CSD), 2단계는생산전산화시스템(CSP), 3단계는 CSD와

력에일익을담당하고자하였다.

4

절

조정과 재 도약기 (1990년대)

4.1. 해사기술연구소 기능조정과이관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계(연) 확대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1년 10월 상공부와 선박업계

4.1.1. 해기(연) 기능 조정 방안

는과기처개편(안)이‘ 상용선박개발 지양’이라는당초의평가

추진경위

범위를일탈하였을뿐만아니라, 부설연구소형태폐지로인한

1991년 8월 21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민간과 중복,

검사전문기관으로서의국제공신력실추를이유로, 반대입장

경쟁관계에 있는 해사기술연구소(소장: 장석)의 상용선박 개

을 표명하면서 일부 기계 공통 이용분야는 조정하되, 연구소

발연구를 지양키로 확정한 후, 1991년 10월 과학기술처는 기

형태는 현행대로 부설형태를 유지하고, 민간업계의 출연을 연

계(연)의확대개편과관련하여해기(연)을기계(연)내‘ 선박연

차적으로 확대하여 1996년에는 독립 연구소화를 요구했다.

구센터’로 통합하고, 일부 시설과 인력을 기계시스템엔지니어

1991년 12월 행정조정실은 관계부처 실무회의(2회)를 통하여

링 연구에 활용키로 결정하였다. 그 사유로는 대일 기계류, 부

낙후된 기계산업육성을 위해 기계분야 공통이용이 가능한 분

품 열위를 극복하고 선진 7개국권 진입을 위한 핵심기계기술

야는기계(연)에이관하되선박관련연구의자율성과대외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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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유지를위해부설연구소형태를유지하도록한조정안을제

구소 형태도 기계(연)의 부설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공동이용

시하였다. 또한 1992년 1월 과학기술처와 상공부는 해기(연)

목적에가장적합하다고결론을내렸다.

을 상공부로 이관키로 합의(양 차관 구두합의)하였으나 시설,
인력, 부지등이관범위에대하여이견이 있어, 1992년1월 30

해기(연) 기능조정방안

일 이견조정을 위하여 당시 총리실, 상공부, 과기처 등의 담당

해기(연)의 연구시설의 대부분이선박과해양구조물에 적합

국장과실무관들이현장을방문, 점검하게되었다.

하게 특수 고안되어있어 연구시설을 기계(연)으로 이관하여
내부조직으로 흡수시 선박연구의위축과 검사전문기관으로서

현장점검결과및종합의견

의 국가공신력 손상이 우려되므로 선박연구에 활용도가 높은

현장점검 결과로 해기(연)의 연구시설 중 기계(연) 이관가

시설은 해기(연)에 유지토록 하고, 연구소 형태도 현행대로

능 범위에 대하여서는 선박연구부를 비롯한 5개부 가운데 용

부설기관으로 유지하고 다만, 기계분야와 관련이 깊은 일부

접연구부 등일부를제외한대부분의 시설을 선박연구에주로

연구시설은 기계(연)으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기계(연) 조직

이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기(연)의 상공부 이관 타당성 여

문제는 기계시스템 설계연구 등 첨단기계연구 기능 중심으로

부에 관하여서는 해기(연)을 분할하여 소관부처를 달리할 경

개편하되 해기(연)의 이관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도록 하

우 연구시설을 공동이용 할 지원시설(기계실, 전산실, 식당,

며, 대덕에 본소를 두는 형태로 개편하여 해기(연) 연구시설

기숙사 등)에 대한 중복투자로 예산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

의 공동활용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해기(연)의 연구활성화

음을지적하였다.

를 위하여 민간업계 출연을 단계적으로 증대함으로써 민관공

따라서선박연구시설의특수성을감안하여용접연구시설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시설을 해기(연)에 존치하고, 연

동출연 연구기관으로 개편 추진(예: 전자부품연구소)한다는
것이다.

표 1. 해사기술연구소 인력조정(안)
부

서

명

(단위: 명)

현

재

조

정

안

상공부안

과기처안

조정안

43

43

비고 기계(연) 이관

<연구인력>
선 박 연 구 부

43

43

구 조 연 구 부

17

17

해 상 기 계 부

41

18

10

22

(13)

(13)

(5)

(13)

자동화기기실

(5)

(5)

(5)

(5)

기관연구실

(9)

(2)

(9)

방폭연구실

(10)

(2)

(8)

축계연구실

(4)

10

(2)

CSDP 사업단

10

기기연구실

10

17

10

10

해 양 기 술 부

10

3

(3)

운 동 성 연구

(3)

(3)

(7)

수중작업실

(7)

용 접 연 구 부

15

15

※ 연구인력정원조정
소

계

19

-6

+6
40

136

91

63

96

기 술 지 원 실

22

22

22

22

해 사 정 책 실

6

6

3

6

기 술 정 보 실

7

7

7

전

6

6

< 행정, 지원 인력 >

산

실

7
6

소장 및 검사역실

4

4

4

4

연 구 기 획 실

11

6

6

6

5

행

60

13

30

35

25

정

실

소

계

116

64

72

86

30

총

계

252

155

135

182

70

※연구인력중 6명을기계시스템개발 연구분야에 이관 (자료 :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해사기술(연) 기능조정 방안(19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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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기(연)과 기계(연) 개편작업을 최단 시일 내에 완
료하여연구원의동요및업계와의마찰을조속히해소하고연
구사업의원활한추진을도모토록하였다.

4.1.3. 한국기계연구원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로 통합
1992년 2월에 결정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해사기술연구
소기능조정방안은기계분야와관련이깊은일부 장비와인력
을 기계연구소에 이관하고, 현행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유지함

연구시설및인력조정

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2년 후반부터 기능조정 방

당시 5연구부 1사업단을 4연구부 1사업단으로 축소조정하

안에 포함되어 있던‘ 장기적인 해사기술연구소의 연구활성화

고 선박연구 전용 및 선박연구 주이용시설은 해기(연)에 유지

를 위해 민간업계 출연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민관 공동

토록 하고 공동연구시설인 축계, 동력연구와 방폭연구 시설은

출연 연구기관으로 개편’이라는 방침이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해기(연)에서관리하되동자부에서출연한방폭연구시설은기

그러나, 민간출연의 부진을 이유로 1993년 4월 한국기계연구

계(연)으로 이관하며, 기계분야 연구와 밀접한 용접연구부와

원 이사회는 부설 해사기술연구소를 내부 조직인 선박해양공

기관연구시설은 기계(연)으로 이관토록 하였다. 행정지원인력

학연구센터(소장: 양승일)로 흡수· 변경되도록 하였다. 이에

중 핵심분야인 기술지원실, 해사정책실, 기술정보실, 전산실

따라 기존해사기술연구소의구조연구부와 해상기계연구부등

인력은해기(연)에유지하며기타연구기획실과행정실인력은

2개 연구부와 연구지원부, 행정 및 기획부서의 기능이 이관되

연구인력 비율을 감안하여 조정하였다. 해기(연) 인력조정은

고, 정규인력은 88명으로 감소하게 되었으며, 선박성능, 해양

<표 1>과 같이 하였고, 연구시설및 부지조정은 아래의그림과

기술, 선박 설계생산 자동화 관련 3개 연구부 및 수조운용과

같이조정하였다.

연구지원의2개지원실로조직이개편되었다.
당시주요연구분야는차세대선박기술, 해양장비핵심기술,

4.1.2. 해기(연) 기능 조정 확정

첨단 조선시스템기술등이었다. 이와 함께 1994년 5월완료된

1991년에 실시한 정부 출연연구기관 종합평가 결과 일반기

‘ 선박해양기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해양 안전· 환

계 분야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해사기술연구소의 용

경기술, 해양방위기술, 해양장비기술, 미래산업기술등4대중

접연구부전체와방폭의대부분, 축계동력일부등의연구기능

점추진 기술개발 사업을 확정하여 공공 성격의 연구개발 분야

과, 연구 및 행정인력 70여명에 대한 기계연구소 이관을 골자

를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연구사업과 연구조직의 운용에 적용

로 하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기능조정 방안이 결정되었다.

해나가게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2월 한국기계연구소 제4회 임시이사회에서

이러한 조직의 특성화를 위해 1995년 12월 한국기계연구원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해사기술연구소(소장: 서상기)는 4개

이사회는 센터에 해상안전방제연구단을 설치하여 해난사고의

연구부, 1개 사업단, 1개 기술지원부, 2개 행정지원실로 축소

신속 구난과 해양오염 방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을 의결하

하게되었다.

였다. 이에따라 1996년 1월 동 조직이 설치되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소장: 장석)가 한국해양연구
소와 함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이 정하는 해양오염 방제 전
문연구기관으로지정되어국가해양오염방제체계에제도적으
로참여할수있는길이열리게되었다.

Ⓐ

한편, 1990년대초반부터건설 중이던 해양공학수조동은길
이 56m, 넓이 30m, 깊이 0.4~4.5m 규모의 수조크기로서
1998년2월초에야비로소완공되었다.
이로써 해양구조물, 해저탐사장비, 수중통신 등의 연구기반
을구축하게되었다.
4.1.4. 기계(연)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 이관 논의
해양수산부로의이관논의

Ⓑ

해양수산부발족으로해양행정의일원화는이룩하였으나해
양과학기술 연구기능은 분산되어 있어 관련 연구기관의 일원
화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인 1996년 10월 5일, 대통령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의 통합· 재편

연구시설, 건물및부지활용방안Ⓐ해기(연) Ⓑ기계(연)

작업을 합리적으로 추진, 생산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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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총리실 및 과학기술처와

기계(연) 선박해양연구기능해양(연) 이관

의 이관협의를 1996년 10월부터 1997년 11월까지 진행하였

1999년에 국민의 정부가 연구회 체제를 출범시켜 그 소속

다. 이 협의는 1997년 1월 총리실 중재로 양 부처간 협의 이관

이 국무총리실 산하로이관되면서 같은 해5월‘ 선박해양공학

추진이 세부단계에서 중단되었다가 1997년 4월 해양부에서

연구센터’는 산업기술이사회 소속 기계(연)에서 공공기술이

과기처에이관을재요청하였으나, 이관논의는현시점에서부

사회 소속 해양(연)으로 이관되어‘ 한국해양연구소 선박해양

적절하고 부처간 공동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과기처가

공학분소(분소장 : 김은찬)’로 운영되면서 선박해양공학기술

제시하여온상태였다.

분야의 국제수준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

한편 대한조선학회에서는 1997년 3월 24일자로 센터 이관

하게되었다.

에관한건의문을관계요로에발송하였다. 또한총리실에서는
센터이관을 부처간 협조조정 필요 현안사항으로 선정(1997.

4.2. 1990년대 주요 추진사업

3), 양 부처 관계 실· 국· 과장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였
으나진전없이중단되었다.

4.2.1. 해양공학수조 준공, 가동

그 후 1997년 4월 26일 다시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 주재

기술의발달이가속화되는가운데선박의내항성능, 조종성능

로 센터이관 관련회의가 개최되었다. 참석자는 총리실은 제 2

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해양구조물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실

조정관, 산업심의관, 담당과장, 과기처는 연구조정실장, 기계

험시설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연구소는 1989년1월‘ 해양공

전자연구조정관, 담당서기관, 해양부는 해양정책실장, 해양개

학수조 건설기본계획’을 작성하게 되었다. 효율적인 설계를 위

발과장이었고 안건은‘ 선박해양공학 연구센터 주관기관 조정

하여 건설기술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운영하였으며 1989년 5월

에 관한 사항’이었다. 회의결과는 첫째 과기처는연구기관전

해양공학수조건설사업의시행을확정하였다. 이어, 해양공학수

체에 대한 이관문제로의 확산 우려로 이관을 반대하고 해양부

조의 효율적 설계와 활용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가 회의

는 효과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해양부와 직접 관련된 센터를

를 개최하였으며, 외국의 건설 사례를 참고하기 위하여 캐나다

조기 이관해야 한다고 맞서 양 부처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

NRC 수리연구실의 E.R. Funke, M.D. Miles, 그리고 Texas

립되었다. 그 이후 1997년 5월 해양수산부에서는 동 센터 이

A&M의C.H. Kim 등을초청하여세미나를개최하였고, 외국의

관에 관해 과기처와 실무접촉을 계속 추진하였으나 과기처에

유사수조를둘러보며수조의상세사양을결정하였다.

서는 1998년 초 신정부 출범시 이관논의를 희망하는 등 진전

1990년 1월에 정림건축이 기본설계를 수행하였고, 같은 해
2월에 연구소 내 해양공학수조 건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

을보지못하였다.

- L×W×D : 56×30×0.4~4.5m
해양공학수조. 각종선박, 함정, 잠수체, 해양구조물의 안전성,
작업성능 시험평가 및해양공학관련기술연구를 위한핵심 연구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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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학수조에서의 DP보조터렛계류성능시험장면

및 건설에 관련된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하였다. 1992년 11월

4.2.2. 해난사고 예방 및 구난체계 구축사업

연구소초창기에내항성능수조부지로예정되었던선형시험수

해난사고는 곧바로 해양오염에 따른 어민의 생활터전 상실

조 북쪽의 공터가 건설부지로 확정되어, 12월 14일 기공식이

과 해양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며, 파괴된 해양환경은 다시

거행되었다. 시공은한국중공업이맡았다.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요구된다. 1989년 발

건설된 해양공학수조는 건평 1,860평으로서 수조길이

생한Exxon Valdez호사고에서알수있듯이특히대형유조

56m, 폭 30m, 깊이 4.5m 이며 중앙부에 깊이 12m의 pit가

선의 해난사고는 그 피해액이 수조원에 이르고 환경회복에는

있다. 다방향 조파장치의 설계와 구동제어장치는 별도의 사업

피해액보다몇배더소요된다.

비인 특별외화 대출사업으로 1992년 지원되었으며 캐나다의

따라서해양오염으로부터해양환경을지키기위해서는해난
사고를미연에예방할수있는종합적인예방대책의수립과해

DAVIS Eng.에의해수행되었다.
1993년 12월에 측면 수로를 포함한 기초토목공사를 완료하
였고 1996년 5월 수조 바닥면 공사, 1997년 1월 레일을 포함

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난과 방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국가적
인체제를구축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한 수조 옹벽공사, 1997년 9월 다방향조파장치 설치, 1997년
11월 조류발생장치 임펠러 설치를 완료하였다. 1997년 12월

1997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해난사고 시 국가적 손실을

북쪽 측면벽에 다방향조파장치 구동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이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난사고 예방과 구난체계를 구축하고, 해

에따른소파장치설치도함께완료하였다.

난사고신속대응기술지원상황실을설치하여, 사고시신속하

1998년 1월 부속 연구동을 1층 규모로 완공하였고 6월에는

게 해양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사고방지,

회전팔 부착 작업용 대차를 설치함으로써 본격적인 모형실험

사고피해 최소화, 신속한 사고처리를 가능하게 하는데 목적이

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해양공학수조는 앞으로 기능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체계 구축,

도화사업을통하여, 동쪽 정면벽30m 구간에설치하기로계

해난사고조사지원체제구축, 위험물운반선데이터베이스구

획되었던 L자형 조파장치를 완성하고, 160톤 규모의 3자유도

축, 신속 구난과 방제기술 지원체제 구축, 해양오염 방제 전문

제어형예인전차(CPMC)를 설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제

인력 양성,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전 정책 개발 등의 사업이

일의해양공학수조로발전하게될것이다.

추진되고있다.

해난사고신속대응기술지원체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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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

연구소 성장의 동반자, UNDP
-Seed Money로연구능력 확충에 기여송원오/ 연안· 항만공학연구본부책임연구원

UNDP는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유

건설해 보겠다는 꿈을 키워온 토목기술자로서 가로림 조력

엔개발계획)의 약자로서 우리에게 낯익은 말이다. 올해는 해

발전 사업에도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었다. 그

양연구소의 UNDP 4차 cycle 사업의 최종년도이다. 우리연

당시 연구소내의 수탁 연구사업이라고는 한국전력에서 위탁

구소는 1973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약 $ 200만 상당의

한 조력자원 부존자원기초조사사업이 고작이었는데, 여기에

UNDP 지원을 받아 연구기반 구축에 큰 도움을 받았는바

UNDP의 지원은 사업수행 및 연구능력 확충에 큰 활력소가

그간의 UNDP 지원사업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되었다. 그때 다녀간 전문가들은 주로 영국해양연구소(IOS),

설립 초기부터 인연을 맺게 된 UNDP의 첫 번째 사업

HRS 등의 중견간부 연구원들이었고, 파견훈련도 주로 영국

(ROK/72/027)은 해양연구소의 설립지원 명목으로 시작되

에서 실시되었다. 비록 단기간이었지만 이 파견훈련이 계기

었다. 초창기 신설연구에 대한 UNDP 지원은 크게 전문가

가 되어 대학원 과정으로 연결되었고 박사학위 취득도 이루

초청, 연구원 해외훈련, 연구기장비 구

어졌다. 또한 장비로서는 유속계(RCM),

매의 3개 분야에 걸쳐 집행되었다. 사

검조기(WLR), 파고계(Waverider Buoy),

업진행은 1974년 9월부터 시작되어

탄성파 탐사장비(Uniboom) 등 아직도 우

담당했고

Chief

리가 현장관측사업에서 사용하는 장비들

Technical Adviser(CTA)로는 영국

이 구입되어 그때 처음으로 우리에게 소개

Cambridge 대학의 Gray 교수가 맡

되었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현장관측 및

게 되었다. Gray 교수는 CCOP 등 국

자료처리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와

제협력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가지고

더불어 IOS의 도움으로 황해 및 동지나해

있는 노련한 지구물리학자였다. 요즘은

를 포함하는 조석수치모델을 시도하여 조

전문가 초청, 해외훈련, 장비 구매 등

력발전소 건설 후의 조석 특성변화에 대한

의 업무는 연구소가 알아서 처리하고

검토를 하였다.

UNESCO에서

있지만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서툴러
서 CTA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였다.

3차 cycle 사업은 연안공학에 관련된
수치모델개발(ROK/82/010)과 해양기기

연구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웃 선박연구소

검· 교정 능력 확충사업(ROK/82/011)이였다. 그 당시 연구

와 통합되는 시련을 겪으면서 UNDP의 지원목적도 해양연

소의 수치모델 수준은 아직 초보단계였고, 이미 도입된

구소 설립에서 조력발전 사업으로 수정되어 제1단계 사업을

UNDP 장비와 기존장비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기기 검· 교

마치게 되었다. 1단계사업을 통해 서해안 조력발전소 건설계

정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검· 교정 단계를 거치지 않

획은 보다 구체화되어 제2단계사업(ROK/80/002)은 조력

은 현장장비의 관측치에 대한 신뢰도는 정말 의문시된다. 초

발전 타당성 조사사업으로 결정되어 영국 Salford대학의

창기에는 장비들이 모두 새것이었으니까 관측자료만 제대로

Wilson 교수가 CTA로 새로 임명되었다. Wilson 교수는 세

나오면 그것으로 만족했지만 아무리 좋은 기기라도 때로는

계적인 조력발전 전문가로서 영국의 Severn 강 하구, 캐나

말썽을 피우게 마련이다. 따라서 기기 기록치의 관측자료로

다의 Fundy 만, 북아일랜드, 인도 등지의 조력발전 타당성

서의 취사 선택여부는 연구원의 판단이 중요한데 그때만 해

검토사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 젊었을 때부터 조력발전소를

도 우리는 아직 미숙했던 모양이다. 언젠가 프랑스 전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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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녀가면서“ 당신들은 기기의 기록치를 너무 맹신하고 있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때는 외국에서 programme을 구해다

다”라고 꼬집어 말한 기억이 난다.

흉내 내기에도 급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걸음마 단계를 거
쳐서 오늘날의 수치모델도 가능하게 되었다.

수치모델사업은 해양공학실에서, 기기 검· 교정사업은 해

연구소의 연구대상 및 관심도가 연안에서 점차 깊고, 먼

양기기실에서 각각 담당하여 수행했다. 수치모델사업에서는

바다로 넓어지고, 심해저 탐사선 건조가 거론되면서 4차

전문가와 훈련만 지원되었고, 검· 교정 사업에서만 전문가,

cycle 사업은 심해환경에서의 연구능력 확충사업

훈련 및 장비구매가 가능했다. 이 때는 그간 사업경험을 토

(ROK/87/002)으로 결정되었다. 이 사업에서는 연구실의

대로 CTA를 따로 두기보다는 그 예산으로 전문가 한사람이

참여범위를 넓혀 지질분야를 위시하여 물리, 생물, 경제, 정

라도 더 초빙하고자 CTA 없이 필자가 직접 사업을 이끌어

책, 극지 분야까지 확대되었고, 지원분야는 전문가 초청 및

나갔으며, 검· 교정사업 분야에는 캐나다 Bedford 해양연

연구원 훈련으로 한정되었다. 사업수행도 UNESCO 집행을

구소(BIO, Bedford Institute of Oceanography)의 연안해

탈피하여 정부사업(Government Execution Programme)

양부 부장 Mason 박사가 CTA로 임명되었다. 따라서 검·

으로 전환시켜 연구소의 독자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CTA는

교정사업은 BIO를 창구로 하여 캐나다의 관련해양연구기관

미국 Scripps 해양연구소의 심해지질구조 전문가 Curray

과 정밀교정용 장비 제작사들의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박사가 초빙되었다. 인도양 해저구조진화과정을 규명한 바

에게 당장 필요한 요소기술은 전문가 초빙 및 연구원 훈련

있는 Curray 박사는 CTA로서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을 통하여 해결했다. 그 후 해양기기실은 중온 온도분야에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연구사업에도 자문을 하고 있다.

국가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1989년 USGS, IFREMER, 파리대학에서 초청된 심해연

해양기기분야에서 국가교정검사기관 지정 및 독자적인 기기

구전문가들은 시작단계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연구 사업에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의적절한 자문을 해 주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심해조사
연구분야의 전문지식 및 현장경험 부족문제를 극복하고 매

수치모델 사업에서는 종전의 영국 일변도를 벗어나 캐나

년 USGS와 공동으로 실시되는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탐

다, 미국, 일본으로 확대되어 그 당시 일본항만기술연구소

사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우리 연

부소장 Goda 박사를 전문가로 초청함으로써, 오늘의 항만

구원들도 심해환경 및 연구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문을

기술연구소와의 교류를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이

구하는 등 열성적인 연구자세는 이들 전문가들에게 연구소

와 같이 UNDP사업을 통하여 해외 연구소와의 교류가 빈번

의 밝은 미래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해지면서 우리연구소를 해외에 소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
었다. 모델링 사업은 연구소 설립초기부터 수리모형실험도

지나간 18년을 되돌아 볼 때 4차에 걸친 UNDP 지원은

거론되었으나 실험실을 건설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불가불

Seed Money로서 해양연구소의 연구능력 확충에 크게 기

수치모델로 한정되었다. 그 당시 연구소는 강남에서 전세방

여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연

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던 때라 지금의 복합수조와 같은 실

구소도 괄목할 만한 성장· 발전을 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험장비를 갖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꿈이었다. 그러나 수치

연구능력 확충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만 기대하는 차원을 넘

모델은 전산기만 있으면 가능했으므로 조석, 파랑, 퇴적, 온

어 개발도상국들에게 베풀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배수 및 오염물질 확산모델 등 각종 수치모델이 수탁사업과
관련하여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지금이야 수치모델도 별것

※이글은해양연소식 57호(1991. 7. 10)에게재된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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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발전에
밑거름이 된 파불 훈련생들의 주인정신
이흥재/ 해양기후· 환경연구본부책임연구원

필자는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반에 걸쳐 우리 연구

나로서‘ 해양개발연구소’가 KIST 부설연구기관으로 발족하

원을 방문하였던 많은 외부인사 특히 외국 학자들로부터 그

였다. 옆에서 누가 해양생물을 전공한“ 말 대가리 박사”로

네들이 우리 연구원(당시 해양개발연구소, 해양연구소)의 안

통하는 이종화 박사(이 박사님, 죄송합니다)라는 분이 그곳

내책자를 받아 본 후 해양연구소는 프랑스와 어떤 관계를 갖

에 계시니 필자가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을 거라 귀뜸을

고 있기에 중견 연구원의 상당수가 프랑스에서 공부하였는가

해주어 홍릉에 있는 KIST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때의 방문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다분히 우리나라가

인연으로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어 지금까지 연구원에 근무

과거에 월남과 같이 프랑스의 식민지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

하게 되었다.

구심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마도 80년대에

이 박사님께서는 친절하게 연구소 설립을 위해 준비한 듯

연구소에 온 직원의 상당수도 프랑스 유학파(?)가 왜 이리

한 해양연구를 소개하는 보고서와 함께 필자가 불어 해독이

많은가라는 질문을 한번쯤 해 보았으리라 생각한다.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기증한 책이라

미리 결론을 이야기 하면 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에서 빼

며 파리 VI대학(삐에르 마리뀌리 대학의 별칭)의 Ivanoff 교

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업적을 하나 들라고 하면 어려웠

수가 쓴 해양물리· 화학 책을 빌려주셔서 처음으로 해양관계

던 연구원 초창기의‘ 젊은 연구원을 프랑스에 보낸 일’일 것

문헌에 접하게 되었다. 당시 필자는 물론 그 분야에 대해 무

이며, 해양연구원이 한국해양학계에 무슨 공헌을 하였는가

지했던 터이었지만 연구보고서가 일본책을 그대로 베끼지 않

라고 할 때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것도 인재가 절대 부족

았나 할 정도로 일본식 전문용어와 표현이 많았다는 기억이

하였던 초창기 해양과학기술학계에 파불훈련을 통해 체계적

지금까지 남아있다. 한편 사람의 인연이란 묘해서 그 다음해

으로 교육을 받은‘ 젊은 인재를 공급한 일’일 것이다. 우리

필자는 프랑스 유학시 Ivanoff 교수로부터 직접 그 책으로

연구원은 1974년부터 훈련생을 파불하여 인재난으로 허덕이

강의를 듣게 되었다.

던 연구원과 국내학계에 1970년대 중반 이후 참신한 고급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 당시 갓 태어난 연구소는 말이 좋아 연구소이지 지금의
조그마한 연구실내지 연구팀 정도의 규모였다. 부경대(당시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제1대 파불훈련생으로 도

부산수산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하신 이병돈 박사님(작고)

불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제일 먼저 돌아와 지금까지 연구원

께서 부설 소장으로, 연세대 교수자리를 놓고 나오신 이종화

에 근무하고 있는 데에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편의상 자신

박사님이 계셨고, 서울공대 자원공학과 전용원 교수님이 자

의 이야기를 장황스레 늘어놓으면서 어려웠던 초기 연구원의

주 나오셨고 그 외 소수 연구원과 행정직직원이 있었다. 젊

단면과 더불어 요즈음은 먼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린 1970년

은 연구원으로는 곽희상 박사님(수년전 은퇴), 일본으로 교육

대 프랑스 유학생활의 일부를 드러내어 연구원의 지나간 역

훈련을 간 윤웅구 씨(세상은 좁아 군사영어 교육시절 같은

사의 편린을 볼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내무반 옆자리 전우, 도미), 위촉연구원으로 한상준 박사가

1973년도 늦가을 필자는 대학원 3학기에 재학 중이었고

있었다. 필자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것 중 하나가

졸업 후 해외유학을 위해 전공인 고체물리학 이외에 물리와

지금의 조력발전 프로젝트의 시초가 된 아이들 장난감 같은

관련된 새로운 학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었다. 그

조력발전소 모형판을 들고 몇 분이 열심히 관계부처에 뛰어

당시 필자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학문인 해양

다니시던 모습이다.

학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는데 때마침 국가전략연구소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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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공계 출신을 프

랑스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하기 시작하였고 정부출연 연구기

첫번째 외국행에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프랑스에 대해 무

관에 일부 할애하였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문화원에

지하기 짝이 없었던 필자를 비롯한 1차 파불생들은 이처럼

이공계 출신을 위한 특별 불어회화 코스를 만들 정도로 큰

모든 것을 몸으로 직접 부딪치며 배우고 해결해야만 했기 때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필자도 1972년 말부터 그곳에서 불

문에 어려움이 많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했다. 그러나 돌이켜

어회화를 배우고 있었다.) 프랑스대사관 문정관 미고지 씨가

보면 고생스럽던 그 시절의 모든 것이 아름다우며, 우리들

한· 불 해양협력 차원에서 신설 해양개발연구소에 특별 배려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희망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를 하였는데 여기에 이병돈 소장, 이종화 박사 두 분이 애를

이렇게 개척자 정신으로 유학생활을 잘 헤쳐 나갔다.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해 8월말까지 우리는 중부 내륙도시인 Vichy에 있는

당시 좋은 직장으로 그리고 장래성 있는 기관으로 시중에

CAVILAM이란 어학기관에서 불어를, 그리고 북서부 항구도

인식이 좋았던 KIST가 74년 1월초에 연구원을 공채하였고

시 Brest에 있는 CNEXO(현 IFREMER 전신) 산하 연구소에

해양개발연구소 요원으로 5명을 선발하였다. 이것이 우리연

서 10여일 간 연수를 받은 후 9월 초 각자 지정된 연구기관

구원에서 연구원을 뽑은 첫번째 공채였고 필자를 포함하여

으로 떠났다. 강우일이 프랑스에서 가장 많지만 아름다운 해

한상준, 마부일(개인사업), 이근호(개인사업), 윤경식(고려대

변도시인 Brest에 마부일과 윤경식 두 분이 남고, 한상준과

교수) 등 5명이 입소하였다. 그런데 공채 1기생인 우리는 연

이근호 두 분이 적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한 Bordeaux로, 필

구소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직원 발령을 받지 못하

자는 유럽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의 하나인 파리로 각각 떠났

고 무급위촉이라는 이상한 신분으로 연수 훈련을 떠나게 되

다. 장학금이 빠듯하여 돈을 아끼고자 식사는 해먹거나 대학

었다.

식당을 주로 이용하였다. Vichy에서의 일이다. 대학 식당이

파불훈련 1기생은 프랑스 연구기관에서 1년간 실무교육을

없어 가격이 가장 싼 소꼬리나 갈비를 사다 곰탕을 해 먹었

받고 귀국하되 연구성과에 따라 일부만 연장이 가능한 것으

다. 곰탕에 진력이 나면 별식으로 갈은 고기(ground beef)

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후 파불훈련제도가 바람직하게 개선

를 사다 먹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곳 생활에 익숙해 진 어느

되어 학위과정 등록이 처음부터 인정되었고 기간도 3년 이

날, 즐겨 먹었던 갈은 고기의 진열대 위 천장에 매달려 있는

상 보장되었다. 공채 1기생 파불 당시 프랑스에 대한 정보가

‘ 애완용 전용’이라는 팻말이 내 눈에 들어 왔을 때 얼마나

거의 전무하였고, 필자를 제외하고는 기초불어를 막 시작한
상태에서 74년 5월 프랑스로 출발하였다. 필자는 석사학위

황당했는지....
시골에서 수개월 보내고 파리에 오니 마치 지상극락에 온

논문 심사로 일행과 떨어져 6월초에 혼자 출발하였다. 서울-

듯하였다. 거니는 길 양편의 건물이 전부 고적이요 자동차

파리 간 직항로가 없던 시절이라 동경 하네다 공항에서 프

길은 아스팔트로만 만드는 것으로 알던 나에게 화강암 조각

랑스항공 비행기 편으로 갈아타고 미지의 세계를 혼자서 찾

을 물결모양으로 정교하게 배치한 도로를 보고 얼마나 감탄

아 가야했던 필자는 드디어 유학을 떠난다는 생각으로 가슴

하였던가. 이런 파리, 그중에서도 중심부인 5구에 있는

이 설레는 한편 어떻게 부딪쳐 나갈 것인가로 걱정을 태산같

Jardin des Plantes라는 유명한 정원을 안마당으로 갖고

이 하였다. 김포 이륙 후 24시간여 만에 파리 오를리 공항에

있는 국립자연사 박물관(Museum)내에서 근무하는 것에 자

아침 7시경에 도착하였고, 알량한 불어 실력으로 나폴레옹

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박물관이라 해서 처음에는 이

무덤이 있다는 엥발리드 옆에 위치한 터미널에 가서 안내원

상하게 생각하였지만 해양물리연구소를 비롯하여 여러 자연

을 만나 한 낮에 지정호텔로 인도되었다. 장시간 비행한데다

과학연구소가 모여 있는 교육성 산하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8시간의 시차, 모든 것이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서 시원찮은

조직체였다. 당시 해양물리연구소의 소장으로 프랑스 과학아

불어로 더듬거리며 고군분투한 덕에 호텔에 여장을 풀자마자

카데미 정회원이신 Lacombe 교수가 필자의 지도책임을 맡

녹초가 되어 떨어져 버렸다. 배가 고파 일어나 보니 저녁 9

아 주셨고 황송하게도 senior scientist들과 같이 단독 연구

시 반이었다. 밥을 먹어 볼까 호텔근처를 서성거려 보았으나

실을 배정 받았다. 해양물리연구소가 사용하던 건물은 요란

식당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할 수 없이 빵집에 들려 겉이 딱

스런 조각은 없었지만 오래된 건물이었고, 필자의 연구실 벽

딱하고 길쭉한 작대기 빵(바게트)을 하나 사서, 시장기에 허

에 나폴레옹 3세때 제작한 지중해 해도가 걸려 있어 고풍스

겁지겁 먹다 딱딱한 빵 껍질에 입천장이 까져서 며칠간 식사

런 연구 분위기를 풍겼다. Brest와 Bordeaux로 배치된 다

때마다 애를 먹었다.

른 동료들도 연구소장 내지 중진 교수들이 지도책임을 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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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우리 파불생들에 대한 당시 프랑스 정부의 관심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20명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2003

별하였다.

년 7월 현재 우리 연구원에는 10명이 남아 있고(한상준, 염

소장과의 면담에서 가능하면 박사학위과정에 등록하기를

기대, 변상경, 이달수, 장순근, 유홍룡, 양동범, 강정극, 석문

희망하였고, 파리 VI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운영하는 석· 박사

식 그리고 필자), 9명이 국내 대학 및 연구계에서 활동하고

해양강좌에 석사과정 4개 과목 이수를 전제로 박사과정 입

있으며(승영호, 오재경, 홍재상, 이상룡, 이태원, 이창복, 허성

학을 허가 받았다. 12월초 Ivanoff 교수님 과목의 중간시험

범, 봉종헌, 최승민), 1명은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 교수로

을 필두로 시험행렬이 시작되었다. 시험결과는 모든 사람이

(박용향) 학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80년대 중반

가장 잘 볼 수 있는 학과 현관문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고 총

파불훈련생이 우리 연구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피기 위해

20점 만점에 1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1985년도 연구소 소개책자를 보니 선임급 이상 연구원이 총

한해 구두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첫 필기시험은 14점으

37명이고 박사학위 소지자가 25명이었는데 박사학위 소지자

로 상위그룹에 들어갔고 이렇게 해 나가면 되겠다는 자신감

과반수가(13명) 파불훈련생이었다. 1990년에는 박사급 연구

이 생겼다. 그러나 구두시험이 필기시험보다 부담감이 훨씬

원이 67명인데 약 1/6인 11명이 파불훈련생이었다. 90년대

컸다. 알량한 불어 실력으로 어떻게 치루어야 할지 걱정이

에는 초창기에 비해 수적으로는 그 비율이 상당히 떨어졌으

아닐 수 없었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불어로 달달 외우는

나 경험과 연륜이 쌓인 그들이 중진과학자로 연구기관 및 국

것 이외는 뾰쪽한 방법이 없었다. Lacombe 교수님 과목은

내학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세월이 흐른 지금도 왕

60여명 수강자중에서 일등을 해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성하게 연구일선에서 활약하거나, 기관장으로(연구원장, 기상

사실은 불어실력이 달려 답안지를 짧게 작성하였던 필자에게

청장) 봉사하고 있는가 하면, 연구 최일선에서 물러나 후진

Lacombe 교수님께서는 대단히 함축적으로 잘 작성하였다

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는 좋은 평으로 격려해 주셨다. 이렇게 유학생활은 비교적

파불훈련생들의 순일한 주인정신은 연구원 설립 초기에

순탄하게 시작되었고 주위의 교수님들, 연구원들의 도움으로

비해 양적,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한 지금

짧은 기간 내에 학위과정과 논문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의 연구원이 있기까지 그 밑거름이 되었고, 그들이 연구원과

그 때 입은 은혜를 지금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마

국내학계발전에 중심적인 역할과 공헌을 한 것은 우리 연구

도 초기 파불생들은 모두 나와 비슷한 경험과 추억을 갖고

원의 자랑으로서 30년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업적이라 하지

있으리라.

않을 수 없다.

이 글을 청탁받고 그동안 몇 명이나 파불되었는가 헤아려
보니 24명이나 되었다. 이중에서 4명을 제외한 20명이 해양

한국해양연구원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파불훈련생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회 고>

7전8기(七顚八起)의 연구원
허 형 택/ 명예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로서 역사적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가 설립된 것은 우

으로나 지정학적으로 해양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럼

리나라 해양연구 및 개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

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초까지도 해양관계의 교육기관이나

가 되었다고 하겠다.

연구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런 관점에

그런데 한국해양연구원은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는 동안에

서 볼 때 1973년 말 해양개발연구소(KORDI, Korea Ocean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동안 연구원의 이름과 법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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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바뀌고 아예 없어질 뻔한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 다

이러한 물리적인 통합과 분리의 결과로 해양연구소는 4년

시 말하면 7전8기의 연구원으로서 지난 30년 동안에 일곱

반 동안의 시간낭비는 물론 어렵게 확보한 건설비를 비롯한

번 소속이 바뀌었고 여덟번 이름을 바꿔야 했던 파란 많은

많은 자산상의 손실을 입은 채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두 연구기관의 분리작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
지만 무엇보다도 그 와중에서 연구원들 간의 반목이 싹트게

①1973.10.30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되었던 점이 안타까운 일이었다. 분리 당시 인원이나 자산

해양개발연구소로창립(과기처)

면에서 선박이 해양을 압도하여, 행정요원은 단 일명을 제외

②1976. 5.15

KIST부설선박해양연구소

하고는 전부 선박연구소 쪽으로 옮겨갔다. 그런데 해운항만

③ 1976.10.25

재단법인한국선박해양연구소(상공부)

연구실이 선박에 소속되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해양 쪽으로

④1978. 4. 1

KIST부설해양개발연구소(과기처)

돌아선 것이 특기(?)할만한 사건의 하나였다고 하겠다.

⑤1981. 1. 5

KAIST(한국과학기술원)부설해양연구소

⑥1989. 6.12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
해양연구소

⑦1990. 6. 1

재단법인한국해양연구소로독립(과기처)

⑧2001. 1. 1

재단법인한국해양연구원으로명칭변경
(국무총리실)

대전에서안산으로
해양연구소는 1978년 4월 1일자로 KIST부설 해양개발연
구소로 재발족하게 되었으나 그 기쁨도 잠깐이었고, 다시 선
박연구소의 건물 한 귀퉁이를 빌려 대덕으로 이전해야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연구소 30년 사 발간에 즈음하여 가장 오랫동안 연구소의

당시 KIST는 점차 늘어나는 인원과 장비들로 인해 연구실

변천과정을 지켜본 사람 중의 하나로서 그간 연구원의 운명

공간이 매우 옹색한 실정이어서 선박과의 분리와 동시에 해

(?)이 바뀔 뻔했던 몇몇 순간들을 회고해 보기로 한다.

양연구소를 대덕으로 이전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게 된 것
이다. 당시 선박연구소 건물 중에는 통합하기 이전 해양개

선박연구소와의통합-분리

발연구소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지은 건물 (제2연구동)이 있
었는데 그 건물의 일부를 해양에 할애키로 합의가 되었던 것

내가 정부의 해외과학자 유치계획에 따라 귀국하여 연구

이다. 이에 따라 1978년 4월부터 이전이 시작되어 정보실

소에 입소 한 1977년 11월은 해양개발연구소가 같은 KIST

(도서, 전산)과 기기실이 먼저 옮겨갔고 계속해서 해양물리,

부설기관이던 선박연구소와 통합 된지 일년 반 정도 지난 때

화학, 생물, 지질실 등이 이전키로 대한통운과 계약을 체결하

였다. 따라서 해양연구소가 발족된 지 불과 2년여 만에 자체

였다. 연구원들도 대전 부근의 아파트를 분양 받아 이주를

의 간판을 내리고 선박연구소에 흡수, 통합되는 과정을 직접

준비하고 있었다.

지켜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75년 말 당시 이병돈(李秉

그런데 뜻밖의 사태가 발생하여 대덕 이전계획이 중단되

暾) 소장의 입소 권유를 받고 일시 방문귀국 했을 때는 연구

게 되었다. 내용인즉,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일간신문에

소가 KIST 소속이었는데 1977년 말 귀국하고 보니 연구소는

실린‘ 민물진주 양식 성공’ 기사를 읽고 이를 새마을 사업의

상공부 산하의 한국선박해양연구소로 소속과 명칭이 바뀌어

일환으로 보급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

있었다.

고 이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청와대에서 우리 연구소에 의뢰

나의 해양연구소 생활은 이렇게 처음부터 불안한 가운데

하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해 당시 해양생물연구실장 이었던

시작되어 심상치 않은 앞날을 예고해 주는 듯 하였다. 예견

필자가 협의 차 청와대를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그러는 사

했던 대로 입소하자마자 연구소는 또다시 선박연구소와 분리

이 우연히 해양연구소의 대덕이전에 관한 예기가 오가게 되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여 그야말로 어수선한 분

었는데 이를 알게 된 당시 대통령 과학담당 비서관이던 K씨

위기였다. 소문은 곧 현실로 나타나 연구원, 예산, 도서, 건물

가“ 왜 KIST가 해양연구소를 대덕으로 내려 보내려 하느냐”

과 자산 등의 분리 작업이 시작되어 1978년 3월말에 완료됨

고 필자가 보는 앞에서 KIST에 직접 전화를 하게 되었고 이

으로써 입소한지 4개월만에 해양과 선박이 갈라서게 되었다.

것이‘ 연구소 대덕이전 중지’라는 뜻밖의 결과를 가져오게

그리하여 해양연구소는 다시 KIST 부설연구소로 복귀하였고

하였던 것이다.

선박연구소는 그대로 상공부 산하기관으로 남게 되었다.

이 대수롭지 않은‘ 청와대 전화’ 한 통화가 해양연구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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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이 아닌 안산에 자리 잡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이므로 해양연구소를 동력자원연구소의 일개 부(해양자원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시에도 그리 많지 않았다.

로 통합 축소하는 것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의

그리하여 이미 대덕단지로 이주했던 연구원들과 장비들을 다

해양과학을 수 십 년 후퇴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이는 과

시 옮겨 왔음은 물론 필자도 구입했던 대덕아파트를 금전적

학자이신 장관께서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해 주실 줄 믿는다”

손실을 감수하면서 되팔아야 했던 기억이 새롭다.

는 것이 주장의 요지였다.

그 때 우연히 이일에 관여케 된 장본인의 한사람으로서 연
구원 30년 사를 회고해 보는 이 시점에서 남다른 감회를 느
끼게 되어 이를 밝혀 두는 바이다.

이 절실할 수밖에 없었던 호소가 예상외로 크게 주효하여
그날 밤 이미 그려졌던 과기처의 브리핑 차트를 바꾸게 하였
고 해양연구소는 새로 발족되는 KAIST의 부설기관으로 그

동력자원연구소와의통합위기

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뒤 L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어서 알게 되었고 이런 인연으로 인해 연구소는 오히

1980년에 국보위가 발족되고 전 정부출연 연구소의 통폐
합 작업이 시작되었을 때 해양연구소의 존립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려지게 되었다.

려 더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다.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 상대
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해양연구소의 입장을 고려하여
‘ 신품종어류 및 양식기술 개발’사업을 장관이 직접 권장하였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한국과학원(KAIS)이 한

고 당시로서는 최대규모의 국책과제로 선정되도록 특별히 배

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KIST의 부설

려해 주었다. 그 후 어류양식기술개발 관련 연구과제는 본

기관인 해양개발연구소(KORDI)가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었

연구원의 주요사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고 지금 연구원

다.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던 과학기술처에서는 해양연구소

주력사업의 하나인‘ 해양목장화 사업’으로 이어지는 주춧돌

를 해체하고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해양자원부’를 신설하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 흡수 통합시키기로 하는 잠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하여 다시 출발하게 된 연구소는 명칭을 그때까지

이러한 사실이 전체적인 출연연구기관 통폐합안과 함께

써온 해양개발연구소에서‘ 개발’을 뺀 해양연구소로 고쳤다.

국무총리에게 보고 되기 직전에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영문 명칭은 이미 알려진 대외적인 인식도를 고려하여

당시 연구부장으로서 마침 과기처에 들렸다가 이러한 어처

‘ KORDI’를 그대로 사용키로 하였다.

구니없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때의 참담한 심정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

안산연구소의건설중단위기

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속담처럼 우리에게 항변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바로 그날 오후 L장관께서

1983년 3월 11일 기공식을 가진 해양연구소 안산캠퍼스

KIST를 방문하고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본관동의 외부 골조공사가 거

기회를 이용하여 연구소 통합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항의키

의 마무리되어 가는 무렵에 건설공사를 가로막는 일이 생겨

로 하였다.

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였다.
당시 새로 부임한 과기처의 K장관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서슬이 퍼렇던 국보위 시절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반론을

해양연구소 안산 건설사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졌었고

제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모한 저항으로 간주될 수밖에

그래서인지 과기처 주변에서 해양연구소 입지문제에 대해 새

없는 실정이었을 뿐 아니라 일개 부설기관의 연구부장이 전

로운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즉 해양연구소는 남해안에 새로

체 간부들 앞에서 장관에게 항의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모험

운 적지를 물색하여 그곳에 연구소를 건설해야 함으로 안산

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그런 걸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의 건설공사는 중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돌기 시작한 것이

급박했었다. 앞뒤를 따져 볼 겨를도 없이 발언기회를 자청하

다. 이에 따라 과기처는 기계연구소 대덕선박분소로 하여금

여 마치‘ 쥐가 고양이를 물고 늘어지는 심정’으로 동력자원

실제로 남해안 일대를 답사하고 해양연구소 건설 후보지를

연구소와의 통합개편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해양

선정하게 했다는 후문이 들려왔다. 이 무렵에 항간에는 해양

연구는 자원개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해양의 물리, 화

연구소가 건설공사를 중단하고 곧 대덕의 선박연구소로 옮기

학, 생물, 지질, 공학 등 해양에 관한 모든 분야를 다루는 것

게 될 것이라는 루머가 선박연구소 직원들을 중심으로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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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기도 하였다.

기여하게 되었다. 그 후 남극과학기지 건설 문제가 급속도로

또한 당시 C차관은 공개적으로 해양연구소의 건설공사를

진전되어 1987년 초에 기지건설을 추진하라는 대통령(전두

중지해야 한다면서 담당조정관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을 답사

환)의 특별지시가 내려졌다. 정부 관계부처(외무부, 경제기획

하고 보고하라는 지시까지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

원, 국방부, 문교부, 과학기술처 등)의 협의를 거쳐 남극과학

다음날 H조정관이 안산의 공사현장을 답사한 후 공사를 중

기지 건설계획이 구체화되고 과학기술처가 주관부처로 결정

지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보고함으로

되었고, 건설 책임기관 선정에는 동력자원연구소와 해양연구

써 가까스로 공사중단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소 등 연구소간의 경합이 있었으나 해양연구소가 사업을 맡

있은 후에도 연구소 건물을 매각해서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

는데 성공했다. 2년 전 두 명의 과학자를 남극탐사에 파견한

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동안 계속되었으나 K장관이 물러남으

기득권(?)이 그대로 인정된 셈이었다.

로써 이 문제는 수면 하로 잠적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극과학기지 건설은 그 뒤 기지건설단이 출발하
이러한 일은 당시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전혀 구체적인

기까지 수개월동안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정부의 특

검토와 대안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제기

별 배려로 55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예산이 예비비에서 배정

된 발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는 당시 간부들 몇

을 받았으나 건설사인 H사에서 75억원을 요구하고 나섰기

명만 알고 고민했던 일과성 사건에 불과했으나 우리들에겐

때문이었다. 건설예산은 당초 H사의 계열사인 H엔지니어링

해양연구소를 선박연구소에 흡수 통합시켰던 1976년과 동력

의 전문가들이 현지를 답사한 후 산출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자원연구소에 흡수될 뻔했던 1980년의 악몽들을 되살리게

미 결정된 정부예산을 변경(증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해 준 해프닝으로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 마음을 금할 수가

므로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연구소와 20여억원(?)의 손실

없다.

이 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건설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남극기지 건설 장비 및 자재의 출발 최종시한인 9월 말

안산에서남극으로

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남극의 기후 여건상 9
월 말 까지 한국을 떠나지 않으면 익년 2월까지 공사완료가

연구소 존폐문제와는 무관한 일이지만 해양연구소가‘ 대

불가능하기 때문임).

한민국 남극과학기지’를 건설하게 된 이면에는 몇 가지 비화
가 얽혀있다.

따라서 출발 수일을 앞두고 연구소로서는 사업의 추진여

1985년 말경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윤석순)에서 제1차

부를 결정해야할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남극관측탐험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후원을 과학기술처에

일이 있더라도 기지건설은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특단의 조

요청하게 되었다. 해양소년단의 일차 목표는 남극대륙 최고

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일단 추가

봉인 빈슨 매시프(해발 4,897m)의 정복에 있었지만 관측탐

공사비가 발생할 경우 공사 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불

사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의 참여가

하겠다는 전제 하에 국가사업의 계약당사자인 KAIST원장의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는,

재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설연구소장의 독단으로 가계약

자체 경비부담에 의해 참여하는 조건이어서 어느 연구소에서

을 체결한 후 일단 건설자재를 탑재한 수송선 HHI-1200

도 과기처의 참여 권유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24,500톤)호를 1987년 10월 6일 울산 미포항을 출항토록

우리 연구소에서도 예산문제로 망설였지만 당시 의욕적으로

조치하였다.

추진하던 태평양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연구 사업이 중단된

이런 와중에서도 건설사는 모든 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시

상태여서, 미지의 세계인 남극탐사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켜 1988년 2월 17일 남극반도 킹 조지섬(King George

충분했다. 따라서 숙고 끝에 당시로서는 거액인 기천만원의

Island) 현지에서 준공식을 가짐으로써 당시 현존하는 남극

예산조달이라는 부담을 안고 두 명의 과학자(장순근, 최효

기지들 중‘ 최고, 최신의 기지’를‘ 최단 시일 내에 완공’ 했

박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되었다.

다행히 탐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1986년 11월 28일 우
리나라가 세계에서 33번째로 남극조약에 가입하는데 크게

추가 공사비 문제는 기지 건설 후 2년여 동안 미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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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아 법정으로까지 비화되었고, 사업 책임자였던 본인은

구조사선을 보유하게 되었고 남극과학기지를 운영함으로써

법정에서 선서까지 하고 증언대에서야 했지만 결국 연구소의

연구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연구소로 발돋

승소로 추가 건설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결말을 보게 되

움하게 되었다.

었다.

1990년 6월 1일자로 드디어 해양연구소가 발족 된지 17년
만에 재단법인 한국해양연구소로 독립하게 되었다. 80년대

안산캠퍼스시대- 연구소의독립

성장기를 지나 90년대 발전기에 접어든 연구소는 중국 청도
에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1995. 5), 남해안 연구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고 드디어 1986년 5월 1일 지금의

기지인 장목분소 개소(1997. 3), 그리고 선박해양공학분소를

안산 새 건물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해양연구소는 당당하게

설치(1999. 5) 등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였다. 1976년

자립의 길을 걷게 되었다. 90년까지는 여전히 KAIST 및

5월 선박연구소(KRISO)에 흡수 통합되었던 해양연구소

KIST의 부설기관에 불과 했으나 독자적 건물을 가지고 예산

(KORDI)가 23년이 지난 1999년 5월에는 선박연구소를 산

의 집행과 운영을 독립적으로 하게 되었음은 물론 과기처와

하기관으로 통합 영입할 정도로 규모나 역할 면에서 크게 성

예산당국에서도 독립기관으로 분류하여 장관 주재의 연구기

장하였다. 이러한 숱한 변화를 거쳐 설립 후 30년이 지난 지

관장 정기회의에도 정식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안산 이전 후 연구소는 그야말로 일취월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잠수조사선을 비롯하여 최첨단 연구선 등 8척의 연

금은 세계 해양학계에서‘ KORDI’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
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해양연구기관의 하나로 성
장 발전하게 되었다.

<회 고>

「해양연구소」
에서「한국해양연구소」
로의 여정
박병권/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

지난 1973년도에 해양연구소 창립 준비위원으로 인연을
맺었던 필자는, 연구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를 슬기롭

동법 제17조에 의한‘ 연구기관의 설치’를 검토하도록 과기처
관계관에게 지시하였다.

게 극복하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온 것를 보아 왔기 때

오래 전부터 숙원이었던 연구소 독립의 기회를 맞은 우리

문에, 다가온 21세기에도 더욱 강건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는 해양개발실무위원회 제1회 회의 안건의 하나로‘ 해양개발

것이라 생각하며 지난 30년간 연구소가 성장해 온 역사에 큰

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연구기관 발전 계획보고’ 즉‘ 한국과

획을 그은 1990년도의 독립 당시의 정황을 회고해 본다.

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해양연구소를 독립 법인으로 육성

필자는 1987년 9월 오랫동안의 육사 교수 생활을 마치고

발전’ 시키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과기처에 제출하였다.

당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해양연구소로 자리를 옮겼

1989년 12월 22일 과기처 상황실에서 당시 최영환 차관이

으며 1989년 1월부터 소장직을 맡게 되었다. 당시는 의원 제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15개 부처 국장급

안으로 입법된‘ 해양개발기본법’이 발효(1988. 6. 5) 되었으

및 15명의 학· 연· 산계의 인사로 구성된 제1회 실무위원회

나 관계부처간의 이견 내지 소극적 입장으로 동법 시행령 제

가 개최되어 90년도 상반기 중에 해양연구소를 독립 법인으

정이 어렵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결국 법 발효후 1년

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을 채택하였다.

여 만인 1989년 9월 5일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동법의 의원 입법 제안자이기도 한 당시의 이상희 과학기

이때에 우리 연구소가 동법 제17조에 의한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 해양개발의 중요성과 국제 변화

술처장관은 동 법령에 의한 해양개발 계획 수립을 구체적으

에 능동적, 체계적으로 대처할 국가적 연구 중심 기관의 설립

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양개발실무위원회’개최와

필요성과 - 한편으로 연구소가 그 동안 축적된 연구경험과

166 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

연구인력 시설 장비 등 독립 기관으로서의 연구 능력과 여건

관의 사업, 재산 및 권리.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

이 충분히 성숙되었으며 - 해양개발 기본법 발효 및 동법 시

시킨다는 기본 지침이 의결되었다.

행령 공포에 따른 정부 정책 집행의 실질적 조치로서의 시의
(時宜) 적절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소의 독립은 정부의 기본 정책과 연구소의 법적 요건

90년도에 들어서면서 연구소 독립 추진은 한층 활기를 띄

충족이 모두 맞아떨어질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독립

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필자는 1월 4일 오전 10시 본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관동 강당 (지금의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90년도 시무식에

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키로 하였다.

서 신년사를 통해“ 인류는 의· 식· 주에 필요한 자원 확보와

-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

지구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개발 시대의 도래를 필연

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해 재단법인

적으로 맞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에 연구소의 역할이

을 설립하여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법적 절차와 요

크게 증대될 것이므로 이러한 시대 인식을 바탕으로 총화와

건을 갖추는 업무로서 해양연구소가 당연히 주동이 되어

약진의 90년대를 만들자” 고 말한 것이 새삼 떠오른다. 독립

추진하며

업무의 추진은 참으로 신명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

- 한편으로는 새로 설립되는 해양연구소를 특정 연구기관

되었다. 2월 5일 개최된 KIST 확대원무회의에서 연구소의 독

으로 지정토록‘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립 계획안 및 추진 일정이 보고 되었는데 당시 박원희 원장

것으로 과기처가 주관하되 부수적인 업무는 해양연구소

은 분가(分家)를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워하였고, 우

가 맡아서 하도록 했다.

리와 같은 부설 연구소로 있던 시스템공학센터 성기수 소장

- 또 내부적으로는 독립 연구소의 조직 체계, 제 규정의

그리고 유전공학연구센터 한문희 소장은 축하와 함께 부러워

제정 등의 업무는 자체 준비반을 구성하여 정리해 나가

하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기로 했다.

독립의 기본 방향과 방침이 결정되자 과기처, 경제기획원
등 관계 실무진과 독립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법적 요건의

기본방침이 정해지고 주요 업무 추진의 큰 가닥은 정리되

준비, 정부의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시작되었고

었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참으로 다

내부적으로도 제반 준비 작업이 바쁘게 진행되었다. 해양연

양하고 복잡했으며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구소를 독립시킨다는 과기처의 기본 방침은 서 있었지만 구

당시 틈틈이 기록했던 필자의 메모를 돌이켜보니 여러 가지

체적 협의 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닥치기도 했다.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고 어찌나 바삐 이곳저곳을

예를 들면 연구소의 통폐합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 연구소

뛰어다녔는지 지금도 숨가쁜 감회에 젖게 된다. 하루가 멀다

의 신설이 시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 해양

하고 다시 과학기술처, 경제기획원의 관계 부서를 드나들며

연구소의 기능 중 일부가 당시 동력자원연구소, 해사기술연구

연구소 독립의 당위성, 장기 연구계획, 예산 운영 계획, 이사

소, 국립수산진흥원, 환경연구소 등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부

회 구성 등을 설명, 협의 또는 설득, 홍보 등 세부적인 사항

분이 있으니 이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

들까지 추슬렀으며 청와대 과학담당비서관실, 국무총리 담당

시되기도 했으며 독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조정관 법제처 담당 법제관, 심지어는 국회 경제과학위원회

하면서반대의견을 주장할 때에는 당혹스럽기까지했다.

및 정당의 전문위원 실에도 자료를 싸들고 다녔다.

아무튼 다양한 일들이 하나씩 진척되어 나가던 중 1990년

“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듯이 연구

3월 17일의 정부 개각으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근모 박사로

소 독립의 여건과 큰 가닥은 잡혔더라도 이렇게 다양하고 복

바뀌었다. 독립 업무추진에 온 정성을 쏟던 필자로서는 일정

잡한 일들을 큰 차질 없이 진행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박

에 차질이 생기지나 않을 까 걱정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

진균 기획실장, (고)김윤호 과장 등 실무 팀의 기민하고 능숙

려와는 달리 신임 정근모 장관은 연구소 독립 운영에 큰 관

한 행정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당부와 함께 4월 6일‘ 독

정근모 장관은 1990년 4월 30일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

립 기본 계획안’을 승인, 결재하였다. 이때부터 독립 업무추

하였다. 설립위원은 과학기술처 초대 차관과 인하대, 국민대,

진은 더욱 힘이 실리고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였다.

중앙대 총장을 역임한 이재철 박사를 대표위원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4월 13일 개최된 KIST 이사회에서는

(고)이병돈 동의대총장, 안충승 현대중공업 부사장, 윤영훈 과

- 부설 해양연구소를 분리, 독립시키며

기처 기획관리실장, 박병권 해양연구소장 이었다(그 후 5월

- 새로운 법인이 설립될 경우 현재의 부설 해양연구소 소

29일자로 허형택 박사가 추가 위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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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위원회는 5월 11일과 18일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한편, 이사진은 정원 15명중, 당연직 이사 4명(경제기획원

정관 안의 심의와 연구소 명칭, 설립자 및 설립자 기금출연

예산실장, 국방부 제2차관보,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장,

등을 심의 결정하였다.

해양연구소장)은 우리 연구소 업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

이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는 정부부처 관계관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산업계, 학계,

자 한다. 먼저 연구소의 명칭이다. 당시 이재철 대표위원, 이

과학기술계 인사를 선임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김재철 동

병돈 총장님이나 본인은 연구소의 종합적 연구 기능과 교육

원산업회장, 김항덕 (주)유공 대표이사, 안충승 현대중공업 부

기능 수행을 감안하여 여태껏 써왔던‘ 연구소’보다는 독립시

사장, 장철진 영풍광업회장, 장치혁 고려합섬회장, 박춘호 고

점에서‘ 연구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

려대 교수, 심재형 서울대 교수, 유성규 부산대 총장, 이병돈

여 왔으나 이 문제는 결국 과기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결

동의대 총장, 김훈철 한국기계연구소장으로 하고 이사장은

론지어졌다. 그러나 명칭이 어떻게 결정되든 영문표기는 그

이재철 설립대표위원을 추대하였다.

간의 외국에서의 지명도 등을 감안하여 종전대로 표기

아무튼 다양한 일들이 숨가쁘게 진행되면서 KIST 고문 변

(KORDI,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호사의 전문적 검토를 받아 5월 25일에는 재단법인 설립에

Institute) 하기로 하였다.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갖추어 설립대표 위원 명의로 한국해양

다음은 설립자를 누구도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연구소 설립 허가 및 정관 승인 신청서를 과학기술처에 제출

1988년 이전에 설립된 정부출연연구소의 설립자는 모두

하였으며, 과학기술처장관은 5월 30일에 1990년 6월 1일자

당시의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주무부처 장관

로‘ 재단법인 한국해양연구소’ 설립허가 및 정관을 승인하였

과 관계 인사 등으로 복수(複數)로 하도록 되어 89년 6월 한

으며 12인의 선임직 이사와 소장을 임명하였다.

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분리 독립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에 따라 연구소에서는 6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 연구소의

(KIST)때부터 이러한 방식을 택하게 됨에 따라 한국해양연구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1973년 10월 창립 이래 줄곧 부설기관

소의 설립자는 이재철 설립 대표위원, 유창순 전국경제인연

과 병합 등의 우여곡절을 겪어오던 연구소는 마침내 홀로서

합회 회장, 이병돈 동의대학교 총장, 이상희 전 과학기술처장

기까지의 기나긴 장정을 마감하고 세계 일류 연구소의 도약

관, 그리고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을 추대하였다.

을 향한 힘찬 발길을 내딛게 되었다.

<회 고>

My thirty years relationship with KORDI
Michel Houdart / IFREMER-France

Autumn 1973, CNEXO (which will

with KORDI first steps with Ph.D. training in France of

become IFREMER 12 years latter)

Korean scientists, participation of French visiting

received a French Embassy in
Seoul

request.

oceanographic

A

new

Institute,

I was this young oceanographer. Could I suppose

named KORDI, is born, with

when I joined KORDI on October 2nd, 1974 for a 6

UNDP as godfather. The future

months stay, it will change my life? I found in South

of South Korea, then

an

emerging country, is dependent upon
advancement at sea. So France should be associated

168 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

scientists to KORDI projects. So, could you send a
young visiting oceanographer to KORDI?

Korea, where I returned several times, my wife and
friends.
During my first six months stay on KIST campus (in

the main building), KORDI team was composed of five

schoolboys and girls who had never seen long noses in

persons: Dr. Lee Byung-Dong, Dr. Lee Jong-Wha,

flesh and blood, were gathered behind restaurant

Bong Jong-Hon and two secretaries. In my mind,

windows. Spectacle was both inside and outside, mostly

KORDI has two founders. First, Dr. Lee Buyng-Dong

when parents arrived to bring their children home.

who took up the challenge to leave his famous United

As we didn’ t eat Korean food for breakfast (on

States laboratory to set up a new Institute. He was very

waking, we like to drink many cups of tea or coffee,

busy to promote the new Institute on political and

not to eat) the yogwan owner sent a servant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scales. Also through Dr. Lee

Kyongju by bus to buy white bread. The next morning

Jong-Wha activity, KORDI was quickly recognised as a

we had a breakfast, English style. Occidental pictures

real scientific partner by other Institutes and private

on TV probably inspired the recipe: fried bread slice

companies.

with sifted sugar and top with fried eggs. Taste was

I came back in September 1976 for a new 3 months
stay. KORDI had grown into a real marine Institute,

strange, but intention so delicious we eat it, even if we
were not hungry.

with scientists and facilities. Accompanied by Bertrand

Every evening, after dinner, we liked to meet and

Hirel, an electronics technician nimble-fingered, we

discuss all together at the only tea-room in Gampo.

participated in the oceanographic feasibility study of

One night, during this rest moment, a young scientist

the Wolsong nuclear power plant. For the field

who had just finished his military service 3 years as

experiments, the Korean-French team put up at the

lieutenant in the navy took his flute and played some

only‘ yogwan’ in Gampo, on the East Sea. We arrived

tunes (including Arirang, for my pleasure). This scientist

at this nice fishermen village during a violent tempest.

and friend now conducts KORDI destiny. He is Dr.

The pier was swept by waves. As we couldn’ t go

Byun Sang Kyung.

aboard the fishing boat rent to prepare oceanographic

It would take long time to relate all my memories of

equipment, Han Sangbok, Bertrand Hirel and I drove to

this 1976 stay or other visits: how Mr. Kim and I, then

the proposed plant site for a visit. Unfortunately, the

working at sea, were taken for North Korean and

coastal road was cut off by flooding. So, we decided to

Russian spies; how KIST corridor became yellow with

go back and have a look at the surrounding country.

Rhodamine dye; how a fresh KORDI scientist asked me

One time we stopped by a hill-top to admire the

if I was“ the famous Japanese oceanographer, Dr.

peaceful landscape with cosmos flowers along the

Uda” and so on.

road, golden rice paddies, harvesters whitedressed,

I could also relate the pleasant and friendly time I had

thatched dwellings, and pine hills at the farther end.

in France with many KORDI scientists: Yoo Hong-

While we took pictures, a farmer walked away. After

Rhyong, Lie Heung-Jae, Han Sang-Joon, Yi Hi-Il, Kang

this nice stop we drove on. Few minutes later, a non-

Hyun-Joo, Byun Sang-Kyung and others.

commissioned officer stopped the car just in front

In 1973, the French Embassy foreseen was right.

barracks. We were accused to take pictures of military

South Korea is now an Asian Power, and furthermore a

facilities. All Han Sangbok efforts to explain were in

World Power, the 12th one. But the French Embassy

vain. We were in embarrassing situation. I had in my

didn’ t expect KORDI to become one of the top ten

pocket my old identification card (get during my fist

marine Institute in the World.

stay in 1974). By chance I gave it to the military. He

Ancient KORDI-man and always KORDI-supporter, I

read it. I saw his face lit up and said“ Ihakpaksa!

know KORDI had to work hard always, and had to

Ihakpaksa! It’ s OK, you may leave”.

confront some tempests to reach his rank.

Thanks to Confucius, as‘ Ihakpaksa’ I couldn’ t be a
spy, neither people with me.
Meals at the‘ yogwan’ were quite funny. All village

May KORDI live ten thousand years!
Man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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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고>

Retrospectives of KORDI
Joseph R. Curray / Professor of Geology Emeritus,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La Jolla, CA

I had the privilege and very great pleasure of

reviewed scientific literature. Research institutions

serving as the Chief Technical Advisor for the UNDP

can become very ingrown if their work is reviewed

Project for Strengthening of KORDI’s Deep Sea

only internally. Outside review by submitting to

Research Capability from 1989 to1991. I thank your

scientific journals furthermore increases the visibility

Director at that time, Dr. Byong-Kwon Park, for this

and the stature of both the institution and the

privilege. I visited KORDI for two weeks each in

scientists.

May 1989, May 1990 and September-October

I have been unable to stay in close contact with my

1991. During those visits, I met the staff of KORDI, I

friends at KORDI nor to stay well informed about

learned about KORDI’s project and plans, I made my

activities of the institute since my visits, but my

recommendations toward the goals of the UNDP

impression from the minimal contact I have had is

Project, and I had some opportunity to observe

that KORDI has succeeded in becoming a mature

some of the wonders of Korea and sample its

research institute, contributing both to the general

cuisine.

scientific world and to the people of Korea. A few of

My first visit was largely a learning experience for

the important projects I recall from my three visits

me, but I formed definite impressions and made a

were the manganese nodule research of the Pacific

few modest recommendations in my report. I was

Ocean, the Antarctic Research Station, ocean

pleased when I returned the following year to learn

monitoring, the Oceanographic/Environmental Atlas,

that some of my recommendations and suggestions

sea level studies, remote sensing, planning for the

had apparently been accepted and followed. And by

two new ships to be delivered shortly after my final

the time of the third visit in 1991, I was truly amazed

visit, finding Admiral Yi’s Turtle Ship an ocean floor

at the changes and progress. The KORDI leadership

survey around Korea, study of the extensive tidal

and staff had obviously been on track toward

flats of both the east and west coasts of Korea,

becoming a major research institution before my

acoustic properties of the sea floor, and many other

visits, but I would hope that I was able to contribute

projects in biology, chem istry and phys ical

in even a small way.

oceanography.

In looking back over my three reports, I am

My visits to KORDI were personally enjoyable as

reminded that I had two principal sermons I was

well as being scientifically satisfying. I made and

preaching. First, that applied research and science are

remember many friends, too numerous individually,

only as good as the basic science on which they are

but I especially appreciated the help of my acting

based: that scientists working on applied science will

host and guide, Dr. Hong-Rhyong Yoo. Dr. Yoo

do better work if they are also allowed some

helped to lead me around KORDI. Ansan and Seoul,

freedom to do and use their basic pure science. The

and through some of the other very interesting parts

second sermon I was preaching was that results of

of the rest of the country. My wife accompanied me

projects should be exposed to extramural review and

on my third and final trip, and she also appreciated

criticism, or, in other words, published in the

the opportunity of seeing some of the wonde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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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er father had lived there
for a year in 1957-58 while serving
as

Chief ,

M ilitary

Advis ory

Assistance Group. He showed us
some of historic sites in the country,
he introduced us to the wonderful
museums and palaces in Seoul,
which we visited on our weekends.
He taught us the ingenious Korean
alphabet and how to put words
together, and he introduced us to
the card game Haw-Too. And he
made it possible to go on a boat,
the R/V Olympic 5, to do a
temperature survey to synchronize
with a Landsat flyby. During that visit I was nursing a

Some of my best meals were the special occasions

broken foot, so I clumped aboard the boat with a

when Dr. Park hosted me for dinner in some of the

walking cast, but managed and enjoyed the day. Dr.

finer restaurants in the area; and also the very special

Yoo also coordinated visits for me to Hanyang

meals in the home of Dr. and Mrs. Yoo and at the

Universit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home of Mr. and Mrs. Gap-Sik Jeong.

Other notable memories: I was there on a KORDI

For me, a notable and memorable day during my

Sport day, and had the fun of running with and

final visit was 1 October 1991, the official day of my

competing against all of those younger men just over

retirement, when I became a professor emeritus.

40. During my second visit, the charger for my lap

After my return to Scripps, I assisted in negotiating a

top computer failed, but the people in your electronic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Scripps

shop repaired it for me. Lunches: we usually ate

and KORDI, hoping to promote cooperative research

lunches in the cafeteria, but on some days my friends

projects. I do not know if any projects have come out

took me out to lunch. The food was wonderful and

of the agreement. That and my final visit to KORDI

interesting, but my old body was never comfortable

were the last important service work of my academic

sitting on the floor. I no linger bend that way. One of

career, although I have never really retired. I still go

the most interesting dishes was the octopus that was

to my office at Scripps several days a week to

so fresh that the tentacles wrapped around the

continue my research work. I have a major paper in

chopsticks and stuck to one’s tongue. My wife never

press on the Bengal Deep Sea Fan, and I am currently

had the courge to try that delicacy. But we both

working on a synthesis paper on the tectonics and

loved all of the other food, garlic, peppers and all.

history of the Andaman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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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379

연표

1973
2. 28

「한국해양연구소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연구」보고서
(박한웅, 이종화, 김종수, 이석우, 황해웅, 박병권) 과기처 제출

8. 1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에 해양연구실 신설 (실장 : 박한웅)

8. 3

KIST 제47회 정기 이사회에서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신설안 통과

10. 30

KIST 부설 선박연구소 및 해양개발연구소 설립
KIST 제1연구담당 부소장 양재현 박사 소장 직무대행

10. 31

KIST 해양연구실 폐쇄

1974
1.

제1차 연구요원 공채 (마부일, 이흥재, 한상준, 윤경식 등)

1. 8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장에 이병돈 박사 임명

4.

한상준, 이흥재, 마부일, 이근호, 윤경식 연구원 불란서 정부장학생으로 파불

1975
7.

제2차 훈련생 파불 (6명)

8. 8~9

제1회 한· 불해양학 심포지움 개최 (KIST 영빈관)

1976
2.

파불훈련생 9명 공채 (장순근, 이달수, 양동범, 이상룡, 변상경, 송우영, 이창복, 유홍룡, 채장원)

5. 15

KIST부설 선박(연)과 해양개발연구소 통합, KIST 부설 선박해양연구소(KRISO)로 발족
· 초대소장 : 윤정흡 · 부 소 장 : 선박연구담당 - 윤정흡 소장 겸직, 해양연구담당 - 이병돈

11. 4

재단법인 한국선박해양연구소 설립 및 상공부 산하로 소속 변경

12. 15

선박해양연구소 제1회 정기이사회 개최
· 이사장 : 한상준 KIST 소장 · 해양연구담당 부소장 : 이병돈 박사

1977
4. 21

이병돈 부소장 제10회 과학의 날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1978
2. 4

한국선박해양연구소 2대 소장에 김극천 박사 임명

4. 1

한국선박해양연구소에서 분리,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개편(소장 : 이병돈 박사)

12. 15

아시아개발은행 차관계획에 의한 협정서 조인 (160여종의 기기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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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2. 1

한국해양자료센터(Korea Oceanographic Data Center) 설립 (센터장 : 안희수 박사)

2. 21~24

이병돈 소장, IOC주관의‘ WESTPAC (서태평양해역 공동조사)’ 한국대표로 참석 (일본 동경)

3. 8~13

일본 동경대 해양연구소 해양조사선‘ Hakuho-Maru’ (3,300ton) 부산항 입항, 본소와 상호협력방안 협의

3. 24

국가 지정 해양자료센터 설립 인가

4. 1

연구부장제도 신설, 부장에 허형택 박사 임명 (해양생물연구실장 겸임)

4.

해양기기 도입자금으로 ADB 차관자금 323만 달러 배정

7. 12

Deep-Sea Research 편집자이며 해양화학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워싱턴대학교리처드 박사 내방,
자문 및 세미나 개최

8. 1

연구소 이전 (KIST → 강남구 역삼동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관)

10.15~11.25

이병돈 소장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 제11차 정기총회(파리)에 정부대표로 참석

1980
2.

해양조사선(65톤급) 발주, 인천조선(주) (ADB 차관자금 50만 달러)

5. 2

연구소 건설계획 최종 확정 (과기처 및 건설부 도시계획위원회 결의)

9. 20

해양연구선 반월호(83톤) 진수식 (인천만)

9. 30

해양연구선 반월호(83톤) 준공식 (인천 해양경찰대)

11. 17

프랑스 파리 XI 대학 L. R. Lafond 해양지질학 교수, 가로림만 조력발전 연구사업 자문차 내방

1981
1. 1

소속변경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부설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2. 16~27

네덜란드 DHL(Delft Hydraulics Laboratory)과 공동으로 해양연구소‘ 수리실험동 건설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공동워크숍 개최 (네덜란드 Delft)

2. 25

주한 프랑스 Bernard Follin 대사 내방, 한ㆍ불 공동연구추진방안 협의

5. 7

연구소 이전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관 → 강남구 역삼동 태화빌딩)

6.~8.

영국 IOS의 J. A. Ewing 외 5명 내방, 가로림만 조사자료의 검토, 분석자문

7. 1~3

‘ 동아시아에서의 해양법 현안’ 국제워크숍 개최, 미국, 일본 등 8개국 대표 24명 참석
(해양연구소, 서울대, 미국 해양법연구소 공동 주최)

9. 28

이병돈 소장 부산수산대학장으로 전임

11. 23

해양연구소 2대 소장에 허형택 박사 취임

1982
1. 1

연구부장에 송원오 박사 임명

3. 13

반월신공업단지 내 연구소 건설부지 정지공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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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미국 해양기상청(NOAA)의 해양투기프로그램책임자 박길호 박사 내방, 자문

5. 21

전산실에 도입된 VAX-11/780 컴퓨터 시스템 가동식

7. 13
11. 3~20

‘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방안 연구’를 위한 정부, 학계 관련기관 회의 개최
허형택 소장, IOC(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 12차 총회에 정부대표로 참석 (파리)

1983
3. 11

경기도 반월신공업도시에서 해양연구소 건설공사 기공식 거행

9. 28

진선규 행정실장 순직

10. 10

『해양정책동향』창간

1984
1. 20

태평양 탐사결과 보고회 개최 (학계, 관련기업, 일반기업 참석)

4. 19

미국 남가주대학 해양연구소와 자매결연 체결

4. 21

허형택 소장,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4. 24

UNDP사업 협정서 조인식

1985
2. 15

신해양질서와 국가대책세미나 개최

3. 12~28

허형택 소장,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IOC) 제13차 회의(프랑스 파리)에 국가대표로 참석

3. 20

해양연구동(770평), 기계설비동(250평) 건설공사 착수

9. 15~10. 15

캐나다 베드포드 해양연구소 A. J. Hareling 박사 내방, 해양관측장비의 검교정 관련 기술이전 및 자문

9. 21

미국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의 수석 엔지니어 서승렬 박사 내방, 해저석유 개발 기술에 관한 세미나 개최

10. 28

파키스탄 과학기술협력 대표단 N. A. Khan 단장 일행 내방, 양국의 해양과학 기술 협력방안 협의

11. 6

장순근, 최효 박사 한국남극관측탐험대원으로 선발

12. 17

KAIST 제29회 정기이사회에서 3대 소장에 허형택 박사 임명

12. 20

OECF 종합조사선 차관 협정 체결 (￥ 41억)

1986
4. 30

연구소 이전 (강남구 서초동 태화빌딩 → 안산시 연구단지)

6. 23~27

연구소와 미국 동서문화센터 공동주최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자원과 경제발전’ 국제워크숍 개최

8. 18~20

제5차 국제 수리학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학술회의에서 송원오, 채장원 박사 공저논문, 논문상 수상

8. 28

태풍 베라호의 최대파고 16.2m 관측 (국내최대기록/해양공학실)

12. 24

장순근, 최효 박사 남극조약 가입 유공자로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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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1. 28

『해양정책연구』창간

3. 16

제1연구부 산하에 극지연구실 신설

4. 3~5. 16

송원오 박사를단장으로 장순근, 최효 박사 등 8명으로 구성된 남극과학기지 후보지 답사반,
남극 북단 킹조지섬에서 기지 후보지 정밀답사

5. 23

테니스장 완공 및 개장기념 테니스대회 개최

6. 5

올림픽 5호(16톤), 32호, 34호, 21호를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인수

6. 11

OECF 종합해양조사선 건조를 위한 가계약 체결 (일본 동경)

6. 22~27

이흥재 박사, 제4차 정부간 해양과학위원회에 한국대표로 참석 (방콕)

7. 10

남극과학기지 건설추진사업단 발족

7. 24~27

‘ 해양 250’ 잠항훈련 실시 (경남진해 - 진동만)

8. 28

한국남극과학위원회 창립

9. 12

남극과학기지 건설계약 체결 (현대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9. 21

강시환 박사, 국제해양환경학술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

10. 1

수산청에서 해양연구소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 (수산청 훈령 제379호)

10. 30

해양개발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137회 정기국회)

12. 1

남극과학기지명 공모 (신문, TV)

12. 15

남극과학기지 건설수송선‘ HHI 1200’ 및 건설단원 150여명 킹조지 섬 도착

12. 16

남극과학기지 건설 기공식 거행

12. 29

남극기지명‘ 세종’ 확정 (한국남극과학위원회)

1988
1. 20

한국과학기술원 해양연구소 노조지부 설립

2. 12

세종기지에 전화가설 (Tel: INMARSAT 1660-307)

2. 17

남극과학기지 준공· 현판식 거행, 기지와 첫 통화 (전두환 대통령 - 세종기지 박긍식 장관)

4. 9

해군 해난구조대와 자매결연 체결 (진해 해군기지)

4. 20

UNDP사업 서명식 (과기처)

4. 21

과학의 날 기념식, 강시환 제2연구부장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5. 2

극지연구부 신설 및 하부조직 일부 개편

11. 4~5

제1회 국제남극과학학술심포지움 개최

12. 1

기숙사 준공, 입사

1989
1. 5

박병권 소장 취임식

1. 7

2차 남극연구단 발대식 및 남극기지 건설유공자 서훈
· 국민훈장 목련장 : 송원오, 홍승용 · 대통령표창 : 유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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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해양노조 창립 1주년 기념식

2. 15

온배수 이용 시험양식장 준공식 거행 (보령 화력발전소)

4. 1

박사 후 연수제도 실시 (제1호 : 좌용주 박사)

4. 6~18

‘ 대한민국 남극연구단 사진전’ 개최 (을지로‘ 하늘공원’)

4. 26

남극사진전 개최 (온양)

5. 9~14

한국남극과학위원회 허형택 위원장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 (파리)

6. 4~13

남극사진전 개최 (부산)

6. 16

350톤급 잠수정 모선 건조계약 (코리아타코마 조선소)

7. 4~19

박병권 소장 IOC총회 정부대표로 참석 (파리)

7. 25

미국 동서문화센터와 양해각서 교환

8. 1

연구조직 개편 (3부 15실 5과 5담당 → 4부 22실 5과 4담당)

8. 10

해양개발 기본법 시행령 각의 통과

8. 15~20

남극사진전 개최 (울산)

9. 3

제1차 태평양 심해저 탐사팀(강정극 박사 외 9명) 하와이로 출발

10. 18

한국,‘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지위 획득 (세계 23번째)

10. 30

제1회 Home Coming의 날 행사 및 조형물 제막

11. 27

잠수정 모선 기공식 거행 (마산 코리아타코마 조선소)

1990
1. 19~20

이문수 칠레 교민회장 세종기지 방문

3. 6

해양연구선 선명‘ 온누리’와‘ 이어도’로 확정

4. 13

KIST 제4회 정기이사회, 해양연구소 분리 독립계획안 의결

4. 21

허형택 박사 제23회 과학의 날에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5. 1

연구소 독립준비위원 13명 임명

5. 15

온누리호 건조사, 노르웨이 Mjellem & Karlsen 조선소로 확정

5. 22

아마추어무선국 단체국 인가 취득 (연구소, 세종기지)

6. 1

재단법인 한국해양연구소 독립 발족, 박병권 박사 초대소장에 임명

6. 26

제1회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장에 이재철 전 중앙대총장 선출 연구소 조직 개편
(6개 연구부, 기획· 행정부로 구성, 기획관리위원회와 선임연구부장 신설)

6. 30

한국해양연구소 개소 기념식 및 현판식 거행

7. 12

한· 소 남극 공동연구협력 합의각서 교환

7. 14

한국해양연구소 노동조합 발족

7. 16~20

제21차 남극과학위원회 (브라질), 우리나라 세계 22번째로 정회원국 가입

7. 21

아마추어 무선국 개국식 거행

7. 23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와 양기관 협력 양해각서 교환

8. 8

조사선 사업단 설치 (단장 : 양형진 책임기술원)

8. 22

인하대와 협력 양해각서 교환

9. 3

연구위원제도 신설

384 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

9. 12

남해기지 건설사업단 신설

9. 18

중온분야 국가교정 검사기관으로 지정

9. 26

한양대와 협력 양해각서 교환

9. 29

남극자연석 동판 새김식 거행

10. 1~3

국제해양학 연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정회원국가입 (독일)

11. 1~2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와 공동으로 21세기를 향한 해양정책 국제워크숍 개최 (제주)

11. 12

초대 감사에 이윤도 씨 선임

11. 23

C. Butler 뉴질랜드 대사 내방, 남극 및 해양학 부문에 대한 공동관심사 협의

12. 5

온누리호 기공식 (노르웨이 Karlsen 조선소)

12. 27

김종만, 이수형, 김기영 박사팀, 90년도 우수연구개발상 수상 (과기처)

1991
1. 21~26

양동범, 이동영 박사, 정부간 해양과학위원회의‘ 광역해양환경 오염조사 제7차 과학위원회(IOC/GIPME-VII)’ 에
정부 대표로 파견 (파리)

1. 29
3. 7~22
3. 28

노동조합 창립총회
박병권 소장 IOC 총회 제16차 회의에 정부수석대표로 참석 (파리)
‘ 파랑도 개발’을 위한 워크숍 개최

4. 6~16

한상준, 석봉출 박사 소련 지질· 지구물리연구소를 방문, 협력각서 교환

4. 21

제24회 과학의 날, 염기대 박사 국민포장 수상

6. 27~30

하와이대의 동서문화센터(EWC)와 공동으로 동북아 국가간 해양과학 협력회의 개최 (중국 대련)

7. 5

소련 지질· 지구물리연구소와 상호협력을 위한 약정서 교환

7. 24

온누리호 진수식 거행 (노르웨이 M&K 조선소)

8. 8~9. 8

석봉출 박사팀 소련 과학원산하 지질· 지구물리연구소 아노소프 박사팀과 울릉분지 일원에 대한 공동해양조사

8. 29~30

‘ 해양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9. 3

잠수정 모선‘ 이어도호’ 진수식 거행 (마산 코이아타코마 조선소)

9. 9~10

한· 대만해양과학세미나 개최 (서울대 호암관, 대만대학 해양연구소와 공동주최)

9. 10

장창익 박사 미국 수산학회총회에서 1990년도 최우수논문상 수상

9. 5~12

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와 공동으로‘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해양과학과 해양정책’ 심포지움개최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

9. 14

토요일 격주근무제 실시

9. 16

미국 John E. Chubb 해군제독 내방

11. 2

허형택 연구위원, 한국해양학회 14대 회장에 피선

11. 8

폐수처리장 시험가동 완료

11. 14~15

한· 일 TOGA-COARE 공동워크숍 개최

11. 16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 (환경처 고시 제91· 38호)

11. 22

연구조직 개편 (6부 21연구실, 남극과학기지, 지원실)

11. 25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와 양기관의 공동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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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 11

종합해양 연구선 온누리호 인수, 명명식 (노르웨이 M&K 조선소)

1. 15

온누리호 처녀항해(베르겐 - 지브롤터, 싱가포르 - 제주) 출항

2. 21

우수 연구기관 표창 수상 (과기처)

3. 7

잠수정 모선 이어도호 취항식 (진해부두)

3. 12

심해저 탐사 사업단 설치

3. 20

첨단해양연구선 온누리호 취항식 (인천항)

4. 22

제1차 한· 아세안 해양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에 관한 워크숍 개최

4. 25

인하대학교와 석· 박사과정 개설협약 체결

4. 27

성균관대학교와 석· 박사과정 개설협약 체결

5. 8

한양대학교와 석· 박사과정개설협약 체결

6. 1~5

허형택 연구위원 ’92 PACON 명예의장 추대 및 PACON Award 수상

9. 1

제3연구동 준공 (건평 1,668평, 총공사비 28억원)

9. 21~23

동북아지역 국가간 해양과학 국제회의 개최 (미국 동서문화센터와 공동주최)

11. 5~20

서해연안에서 대학· 관련기관· 외국전문가가 참여, 공동현장 관측실험 실시

11. 11

강시환 박사‘ 귀감이 되는 환경인상’ 수상

12. 15

박병권 소장 한국과학자로 처음‘ 남극점’ 방문

1993
1. 20

남극 세종과학기지 개설 5주년 기념식 거행
(남극 세종기지 : 국회 총무단, 경과위 위원단, 신문협 회장단으로 구성된 방문시찰단 참석)

2. 25~3.11

제17차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국으로, 박병권 소장 집행이사회 대표로 피선

3. 15

세계개발은행 Irvin 박사 일행 내방

4. 9

박병권 소장 이임식

4. 21

과학의 날, 곽희상 박사 국민포장 수상

4. 30

해양연구선 온누리호· 이어도호 공동활용을 위한 전국대학 해양학과장회의 개최 (전남대학교)

5. 10

송원오 제2대 소장 취임식

7. 13~16

미국 하와이대학 해양법연구소와 공동으로 제27차 해양법연차대회 개최 (서울)

8. 6

참게 종묘생산기술에의해 배양된 꽃게 치어 백만마리 방류 행사 (경기도 옹진군 덕적도 해상)

9. 1

일본 규슈대학 응용역학연구소와협정서 교환

9. 15

일본 사가미 화학연구소와 협력협정서 체결

9. 16

호주 타스마니아대학교 극지연구센터와 협정서 교환

9. 23

송원오 소장, 해군참모총장 방문, 상호협력방안 논의

10. 7

한국남극과학위원회에서 송원오 소장 위원장에 피선

10. 24

동해 핵폐기물 투기해역에 대한 방사능 영향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반(김종만 박사 외 7인) 온누리호로 출항

10. 25~11.5
10. 2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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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 우리나라 남극어업권 승인 (호주 호바트)
‘ 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식’ 거행
미 해군 John E. Chubb 제독 일행 내방, 공동관심사 협의

11. 15~17

제2회 황해 생태계 감시사업(LME)을 위한 한ㆍ중 국제공동 워크숍 (서울)

12. 18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남해기지(조사선지원기지 겸 임해 연구시설) 건설 기공식 거행

1994
3. 22~4.6

한· 일· 러 3국 공동 동해 방사능 영향조사 실시

4. 12

해양과학조사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정부종합청사 회의실)

4. 21

제27회 과학의 날 기념식, 이수형 박사 대통령 표창

7. 5~13

송원오 소장IOC 집행이사회에 정부수석대표로 참석 (파리)

7. 7

영광원자력발전소 온배수 이용 양식장 기공식 (전남영광)

8. 1~12

UN해양법회의 뉴욕에서 개최, 우리나라 선행투자가광구 공식 승인

9. 5~9

송원오 소장 SCAR총회 참석(로마), 일본 극지연구소와 극지연구협력 약정서 교환

9. 22~29

한· 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조사단 중국 파견 (단장 박진균 기획부장)

10. 10

과기처와 중국 국가해양국간의 한· 중 해양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서울)

11. 4

러시아 극동수리기상연구소와 양해각서 교환

11. 17

압력분야 국가교정검사기관 지정

1995
2. 9

남해기지 중형선 부두 준공

3. 29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신해양정책방향에 관해 대통령께 보고 (연안역관리법 제정안 등)

4. 21

제28회 과학의 날, 이재학 박사 국민포상 수상

4. 2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 제5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신홍렬 박사, 강동진 연구원)

5. 12

한· 중 해양과학동동연구센터 개소 (중국 청도)

5. 13

유류오염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발효

5. 25

영광원전 온배수 이용 양식장 준공식

5. 29

캐나다 해양 연구소 J. Davis 소장 내방, 협력 양해각서 교환

6. 1

초대 소장 이병돈 박사 별세

6. 12~27
8. 1~26
8. 24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국에, 송원오 소장 집행이사에 선임 (파리)
‘ 광복 50주년 기념 남극사진전’ 개최 (서울, 부산, 광주)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IOC) 전문가로 유홍룡 박사 파견

8. 30

멸종위기 황복치어 4만마리 방류행사 (강화도 창후리 앞바다)

9. 18~24

송원오 소장, 캐나다 해양연구소 방문, 양해각서 교환

9. 27

남해기지 건물 착공식

10. 14~21

‘ 광복 50주년기념 남극사진전 안산전’ 개최 (올림픽회관, 11,000명 관람)

11. 3~4

박병권 연구위원, 한국해양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피선

11. 15

한ㆍ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부소장에 이순길 박사 임명

11. 21

한ㆍ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제1차 관리위원회 개최 (서울 / 양국정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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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 9

정부, 해양개발위원회에서 해양개발기본계획 발표

2. 6~13

일본항만기술연구소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

2. 8

한· 중해저광케이블 개통기념식에서 건설 유공자로 연구소, 국무총리 기관표창

3. 11~22

UN 국제해저기구 총회에서 우리나라 이사국에 피선 (자메이카 킹스턴)

3. 11~17

한· 중해양과학공동센터 설립이후 첫 교류방문단으로 중국 국가 해양국(SOA)과
제1해양연구소(FIO) 실무진 8명 내방 (행정, 지원분야)

3. 25

제25회 정기이사회에서 제3대 이사장에 이정오 박사 선임

4. 6~8

한· 중 황해 공동연구조사차 온누리호가 진해항에서, 중국 신양홍9호 청도항에서 각각 역사적 출항

5. 14

제26회 임시이사회에서 부이사장에 김재철 동원산업 회장 선임

5. 15

제3대 소장박병권 박사 취임식

5. 31

제1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 개최
초· 중학교 교사 대상 해양환경교육 연수, 바다사랑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
안산시 과학소년단 및 해양소년단 견학
바다의 날 유공자 포상 (대통령상 : 김종만 박사, 국무총리상 : 김예동 박사)

6. 21

태평양해양과학기술회의(호놀루루)에서 허형택 연구위원 부회장에 선출

7. 19

연구발전협의회 발족 (의장 : 석문식 박사)

8. 8

해양수산부 출범, 신상우 초대장관 임명

8. 15

국제해저기구 제2차 이사회에서 강정극 박사 초대 법률· 기술위원에 선임 (자메이카)

9. 3

남극과학 및 해양과학 공동연구협력을 위해 칠레 남극연구소와 협약서 체결

10. 10

제28회 임시이사회에서 우리 연구소, 과학기술처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키로 의결

11. 1

소장 직속으로 정책개발담당 신설 (부장에 홍기훈 박사 임명)

11. 11~13

한· 중 황해 해양과학 심포지움 개최 (중국 청도)

11. 26

제30회 임시이사회에서 제3대 이사장에 조경식 해양대학교 총장 선임

12. 16

남해기지 명칭‘ 한국해양연구소 장목분소’로 확정

1997
1. 21~22

국제 적조심포지움 개최 (공동 주관 : 한국해양연구소, 삼성지구환경연구소)

3. 6

제주도와 업무제휴협약 체결 (제주도청)

3. 20~28

고기후· 고해양 국제 워크숍 개최

3. 28

남해 장목분소 준공, 개소행사

3. 31

한국해양대학교와 학· 연 협동 연수 석· 박사과정 설치 운영 협정서 체결

4. 2~3

한국· 노르웨이 국제 공동 심해저 자원개발 워크숍 개최

4. 3~8

한국· 호주 국제 공동 온대해역 환경보전을 위한 해양환경교육 워크숍
(공동주관 : 해양생물연구부, 해양화학연구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연구소, 안산그린스카우트)

4. 4

국무총리 직속 수질개선기획단 지원연구기관으로 지정

4. 21~30

미국의 우즈홀 해양연구소, 버지니아 해양연구소 및 캐나다 해양연구소와 연구협력과 공동개발을
위한 협의서(MOU)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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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25

한· 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2차 관리위원회 개최 (중국 청도)

5. 9

부산대학교와 학· 연 협동연수 석· 박사 과정 설치 운영 협정서 체결

5. 15

임시이사회에서 해양정책부 해양수산개발원으로 이관에 관한 안건 통과

5. 31

바다의 날 기념식, 한상준 박사 산업포장 수상
제2회 바다의 날 기념 바다사랑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6. 11

한· 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제2대 소장에 이순길 박사 취임

7. 1

원격탐사실 설치· 운영

7. 1~18

제19차 IOC(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 정기총회에서 3회 연속 집행이사국으로 선출 (파리)

7. 14

서해안 국립공원지정을 위한 한· 독 국제 심포지움 개최

9. 2~6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Pacific Oceanological Institute)와 양기관 공동 연구 협력협정서 교환

9. 23

한· 일 항만기술 심포지움 개최

9. 30

제1회 한· 중 황해환경보전회의 개최

10. 1

극지지원 창고 준공식

10. 27~28

제5회 한· 캐나다 해양과학심포지움 개최 (후원 : 한국과학재단)

11. 3~14

APEC 해양환경 워크숍 개최

11. 10

박병권 소장 회갑기념 논문봉정식

11. 12~18

중국 청도에서 Mariculture 2000 워크숍 개최 (주관 : 한· 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11. 25

해양연구선으로는 최초로 온누리호 청도 방문
(한상준 선임연구부장 외 10명의 우리나라 대표단과 청도 부시장 등 중국측 인사 50여명 참석)

1998
4. 17

IOC사무차장 Iouri Oliunine 박사, 박병권 소장에게‘ ` 98 세계해양의 해’ 기념기 전달

4. 21

제2차 한· 중 해양과학공동위원회개최 (중국 해남성 해구시) 양동범 박사 과학의 날, 대통령상 수상

5. 7~6.11

해양수산부 공무원대상 해양과학 특강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20

농업진흥연구원과 기술교류 협력서 체결

5. 30

바다의 날 기념식, 강정극 박사 동탑산업훈장 수상

6. 15~20

제8차 태평양 해양과학기술회의(PACON) 개최

10. 14~25

PICES 연례총회에서 허형택 연구위원 제3대 의장으로 선임

11. 16

연구소 조직개편 (1개 연구본부, 4개 연구센터, 5실 6과)

11. 17~27

변상경 박사 IOC 제31차 집행이사회에 국가대표로 참석 (파리)

11. 24

바다 목장화 사업용 치어 6만 마리 방류 (경남 통영)

11. 30

캐나다 국립지질연구소와 양해각서 교환 (캐나다 오타와)

1999
1. 10

제3차 한· 중해양과학공동위원회 및 제4차 한· 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관리위원회 개최
(제주 하얏트호텔)

1. 29

국무총리실 산하 출연연구기관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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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

‘ 1999년도 도약전략 발표회’ 개최 (선박해양공학분소)

3. 4

박병권 소장, 한국기계연구원과선박해양공학연구기능 이관협정 체결

3. 10

박병권 소장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선임

3. 31

공공기술연구회이사회에서 선박해양공학연구기능 한국해양연구소 이관 의결

5. 1

선박해양공학분소 설치

5. 7

Fortunato Isasi 페루순회대사, Galvez 주한페루대사 내방

5. 18

제2회 한· 중 황해 심포지엄 개최 (서울대학교 호암생활관)

5. 19

제4대 한상준 소장 취임

5. 31

정호성 남극세종과학기지 월동대장 대통령 표창 수상

6. 8

양승일 박사, 선박해양공학분소장에 임명

6. 25

모형 프로펠러 500호 탄생기념행사 개최 (선박해양공학분소)

7. 1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정부 축주지사(Dr. Ansito Walter) 외 8인 내방

7. 9~13

제1차 해양환경교육지도자 훈련과정 개최 (제주도 종달리)

8. 27~28

해양환경모니터링 국제워크숍 개최 (인천-제주 카페리 세모호)

9. 9

허남 비상임 감사 선임

9. 17

제3회 국제 항만심포지움 개최 (제주도)

10. 7

시화호 공룡알 화석 산출현황과 개발방안에 관한 설명회 개최

10. 30

KORDI 동문회 창립총회 및 Home Coming Day 행사 개최
(동문회 명칭 : 해양동우회, 동문회장 : 봉종헌 박사)

11. 1

온누리호 대양항해 출항

2000
2. 18

양승일 분소장 대한조선학회 수조시험연구회 회장으로 선출

3. 19

연구선 온누리호 대양연구 마치고 귀항 (한국 최초의 태평양 횡단 연구)

3. 22

NOWPAP 방제 지역활동센터 현판식

3. 31

문헌정보실‘ 한국도서관상’ 수상

4. 20~21

APEC 해양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국제 워크숍 개최 (제주)

4. 21

과학의 날 기념 장석 박사 국민훈장 목련장, 김상진 박사 국민훈장 석류장, 유신재 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5. 30

한· 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개소식 (마이크로네시아 Chuuk)

5. 31

제5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채장원 박사 산업포장 수상

6. 1

연구소 조직개편 (연구부문: 4연구본부 1실, 지원부문: 1분소, 2부, 1단)

6. 8~9

황해· 동중국해의 해양순환과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관한 국제 워크숍 개최

8. 1

제4연구동(해양환경연구실험동) 준공식

8. 1~26

2000년 북극해 연구탐사 (김예동 박사 외 3인)

8. 14

과학기술부 선정 5개 국가지정연구실 현판식 개최

8. 28

연구소 Intranet system 운영개시

8. 29

해양유독미세조류의 유전자 자원화기술국가지정연구실 현판식 (장목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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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1

국내 최초 방제시험수조 완공식 (선박해양공학분소)

10. 6~7

운용목적의 해양예보시스템에 관한 국제 워크숍 개최

10. 19~20

낙도 초등학교와 자매결연 체결 (조도초등 대마분교와 신시도초등 야미도분교)

10. 30

허형택 박사 PICES(북대서양해양과학기구) 4대 의장에 재선임

11. 6

후생관과 기장비보관동 준공식

12. 8

이동영 박사 NEAR-GOOS 조정위원회 의장 피선

2001
1. 1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이진태 박사, 선박해양공학분소장에 임명
연구원 전문학술지인『Ocean Research』
와『Korean Journal of Polar Research』
를『Ocean and Polar
로 통합 (연 4회 발간)
Research』

1. 20

내셔날 지오그래픽 남극세종기지 취재

3. 5~6

한· 중 해양과학공동위원회 및 한· 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관리위원회 개최 (부산 조선비치 호텔)

3. 27

한국선급과 기술협력 협약 체결

4. 6

연구원,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선정

4. 16~17

산업과 내분비계 장애물질 국제 심포지움 개최 (서울대 호암관)

4. 21

제3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허형택 박사 대한민국과학기술상 과학상, 안인영 박사 과학기술포장 수상

4. 23

이태리 대사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방문

6. 18~20

국제크릴자원 공동조사 워크숍 (서울대)

6. 26

칠레 푼타아레나스에 남극연구지원사무소 개설

7. 2

강정극 박사 국제해저기구 법률기술위원으로 재선출

7. 6

파력발전기「주전A호」개발, 준공식 및 명명식 개최

7. 24

동해임해연구기지 설치 약정 체결 (경상북도 도청)

8. 7

미국 국립대기과학연구소(NCAR)와 기관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8. 10

하와이대학과 기관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8. 27~31

제5회 IOC/WESTPAC 국제과학심포지움 (서울대)

9. 17~19

제1회 한· 중 극지과학 공동워크숍 (중국 상해)

9. 20

한· 일 갯벌 워크숍

10. 5

한국 북극과학위원회 창립

11. 5

International Marine GIS Workshop 개최

11. 8

러시아 해양지질 및 광물자원 연구소와 기관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

12. 8~9

연안습지보전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12. 14

장목분원 2단계 건설공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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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 2

세계 습지의 날 기념 심포지움

4. 4

국내최초 무향수조 완공 기념식 개최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4. 10

해양과학홍보관 개관

4. 14~26

마이크로네시아 해양부문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4. 20

과학의 날 기념, 양승일 박사 훈장 4등급(도약장), 김성렬 책임연구원 과학기술포장 수상

4. 22~23

무인잠수정 기술에 관한 한· 미국제공동워크숍 개최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4. 22~25

제1차 APEC 해양장관회의 (서울 롯데호텔)

4. 25

우리나라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 정회원국 가입

4. 29

북극 다산과학기지 개소

5. 18

제5대 변상경 원장 취임

5. 31

바다의 날 기념, 김기현 박사 철탑산업훈장, 강창구 박사산업포장, 강성현 박사 대통령표창 수상

6. 1

장목분원, 남해연구소 승격 개칭

7. 2

이화여자대학교와 학· 연 협동연구 석· 박사 학위과정 설치를 위한 약정 체결

7. 7~14

변상경 원장 해외 선진 해양연구기관 방문 (JAMSTEC, WHOI, SIO, IOS 등)

9. 5

위그선 실해역 시운전회 (경기도 시흥시 월곶 앞바다)

9. 6

장순근 박사‘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으로 선정 (동아사이언스, 과학문화재단 주관)

9. 12

허형택 연구위원 서태평양해양과학위원회(IOC/WESTPAC) 5대 의장에 피선

9. 18

일본해양과학기술센터(JAMSTEC)와 기관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0. 2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0. 4

제1회 한· 이태리 극지워크숍 개최

10. 8~10

제9회 국제남극과학학술심포지움 개최 (1988년 1회가 개최된 이후 매년 또는 2년 주기로 개최됨)

10. 10

울돌목 조류발전실험 시연회

10. 15

국립해양조사원과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0. 16~17

동해 및 대한해협에서의 해양예보에 관한 한· 미 공동워크숍 개최 (코리아나호텔)

10. 29

한· 일 연안파랑관측국제워크숍 개최

11. 17~20

제5회 아시아 태평양 해양공학심포지움 개최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11. 26

국회도서관과 기관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

12. 9

연구부서 조직개편 (해양환경· 기후연구본부→지구환경연구본부와 생태환경연구 본부)

12. 13~15

한· 중· 일 GLOBEC 심포지움

12. 17~18

제2회 한· 중 황해운용해양학(YOOS) 워크숍 개최

2003
1. 28

해양과학기술(MT) 정체성 확립 및 추진방향 공청회

2. 15

해양심층수연구센터 현판식

3. 4

해군과 군· 연 교류협정서 체결

4. 25

인하대학교와 기관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4. 29

남해연구소 2단계 건설공사 준공식

6. 11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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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연표

1973
1.

선박연구소 설립을 위한 UNDP지원 확정 (US$ 1,400,000)

3.

박정희 대통령‘ 선박연구소’ 설립지시

8. 1

해양연구실 신설 (실장 박한웅)

10. 29

선박 및 해양개발연구소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위원장 한상준 소장)

10. 30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선박연구소 (소장 직무대리 정만영)와 해양개발연구소 설치

1974
2.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선박연구소 소장 임명 (윤정흡)

3.

선박연구소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조규종, 황종흘, 김극천, 임상전)

9.

대덕연구단지 내 선박연구소 부지 확보

1975
3.

선박연구소 건설자문위원회 구성 (이광노, 김효경, 김덕현)

3.

선형시험 수조 건설 착공

3. 22

대덕연구단지내 연구소 건설 공사 착공

1976
2. 10

조선기술에 관한 국제회의 공동개최

5. 15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선박해양연구소로 통합

11. 4

재단법인 한국선박해양연구소 설립, 상공부 소관 연구기관으로 이관
(이사장 한상준, 부이사장 김재근, 감사 송겸호)

1977
2. 1

한국선박해양연구소 선박연구담당 부소장 취임 (김극천)

6. 13

PDP-11/70 시스템설치 가동

1978
2. 4

한국선박해양연구소 2대 소장 취임 (김극천)

3. 21

심수대형수조 완공, 시험가동 - 예인차 설치 완료

3. 31

대덕전문연구단지 이전 입주

4. 1

재단법인 한국선박연구소로 개편 (소장 김극천)

5. 30

제2연구동(구조용접연구동) 준공

6. 25

한국선박연구소 소보 창간

7. 1

한국선박연구소 감사 부임 (이관모)

12.

캐비테이션터널 연구동 착공

1979
4. 10

한국선박연구소 2대 소장 취임 (김훈철)

9.

캐비테이션터널 연구동 준공

부록

393

1980
5. 1

한국선박연구소 해사기술동향 창간

1981
1. 5

한국기계연구소 대덕선박분소로 개편 (분소장 김훈철)

12.

선형시험 수조 조파기 설치

1982
5.

Netherlands Ship Model Basin(네델란드)와 MOU 체결

7. 23

캐비테이션터널 준공

1984
3.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 운용요원 교육 (선형시험수조, 캐비테이션터널)

5. 17

다목적 구조물 시험장비 준공

1985
3.

모형 프로펠러 100호 제작

1986
12. 20

국내 최초 개발 해저탐사용 유인 잠수정(해양250) 명명, 인도식

1987
2.

Karachi Shipyard & Engineering Works Ltd.(파키스탄)와 MOU 체결

1988
3. 31

한국기계연구소4대 소장 취임 (김훈철)

5. 17

용접연구동 준공

1989
1.

해양공학수조 건설 기본 계획 수립 및 건설기술위원회 발촉

4.

모형 프로펠러 200호 제작

10. 10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해사기술연구소 발족 (소장 장석)

12.

KD-프로펠러 시리즈 완성 (4익)

1990
9. 30

선박해양공학연구를 선박해양기술로 개칭

1991
5. 24

제1회 초고속선 Workshop 개최

199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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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학수조 건설 기공식

1993
1.

모형 프로펠러 300호 제작

4. 15

한국기계연구원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로 통합 (소장 양승일)

1994
5. 31

KRISO 소식 창간

6. 16

선형시험 모형선 통산 500호 진수

1995
11. 23

수조시험 ISO9002 품질인증 획득 (DNV)

1996
3. 5

전자해운시대와 수출국의 발전 전략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개최

4. 15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 제2대 소장 취임 (장석)

9. 21

ITTC 22차 정기총회 Executive Committee의 Secretary 피선 (양승일)

10.

모형 프로펠러 400호 제작

11.

해양오염방제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

1997
1.
5.

『선형시험수조 발전계획서』발간
한국해양환경공학회 사무국센터 설치

1998
2. 3

해양공학수조 시험가동

2. 3

RealSea ’98국제 Workshop 개최

5. 1

인하대학교 항해권수송시스템 연구센터와 연구협약 체결

7.

해양공학수조 준공

8. 11~13

제22차 ITTC 집행이사회 및 평의회 개최

8. 25

김훈철 박사 정년 퇴임식

1999
1. 1

김은찬 박사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 소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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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1990년 연구소 독립 발족시의 한국해양연구소 정관

제정 1990. 5. 30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해양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연구소는 해양개발기본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 저력배양을 위한 기초· 응용과학의 연구와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 해양환경보전을 선도하는 창조적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와의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소는 주사업소를 경기도 안산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소· 부설연구소· 출장소· 기지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정책에 관한 연구수행과 그 성과의 보급
2. 해양자원개발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연구
3. 극지환경· 자원조사연구 및 과학기지 운영
4.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대학· 전문단체와의 공동연구· 기술제휴 및 해양전문인력 양성과 훈련
5. 연구개발 또는 기술용역의 수탁 및 위탁
6.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5조 (기본재산)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설립자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기본재산으로서 인수받은 재산
3. 대한민국정부, 국내외기관 또는 유지로부터 출연· 보조· 기부받은 토지· 건물· 기자재· 금전
4.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한 재산
제6조 (중요재산의 처분제한)
연구소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매각·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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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와 건물
2. 연구용 중요기계· 장치
3. 해양조사용 중요선박
4. 기타 이사회가 지정한 주요재산
제7조 (경비재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찬조금· 용역수입· 차입금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 (사업년도)
연구소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9조 (사업계획서 등)
① 연구소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매 사업년도 개시일 전에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산총칙으로서 소장에게 위임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결산서 등)
① 소장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업계획 대 실적대비표, 감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
① 연구소에 다음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이 사 15인(이사장 및 소장 포함) 이내
소 장 1인
감 사 1인
② 제1항의 임원중 소장 및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제13조 (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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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2. 국방부 제2차관보
3.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장
4. 소장
② 당연직이사가 아닌 이사는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학계에서 선임한다.

제14조 (이사의 임기)
① 당연직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정기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임기만료 직후에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의 종료일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이사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외는 결원이 생긴 직후에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임하며 그 이사의 임기는 그때부터 개시한다.

제15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결원일 때에는 이사회는 그 후임자를 지체없이 선출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이사장에 선임될 수 없다.

제16조 (소장)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기이사회 개최일 전에 임기만료 또는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소장은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
①감사는 이사회가 선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기이사회 개최일 전에 임기만료되었을 때에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그때부터 개시한다.
④ 감사는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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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제19조 (신분보장)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에 위반되었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연구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하였을 때

제4장 이사회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소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년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1년을 초과하는 장기차입금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분소· 부설연구소· 출장소 또는 기타 기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본재산 또는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9. 중요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령·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1. 전 각호 이외의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소장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 개최전일까지 본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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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⑥ 이사회 의결사항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소장은 이사회에 연구소의 운영 및 주요사업의 진행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사회의 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약간인의 서기를 두되, 연구소의 직원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이사회 직무
에 대한 보수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5장 직 원
제25조 (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연구소 인사규정에 따라 소장이 임면한다.
② 연구직은 계약에 의하여 임명하되 그 계약내용과 기간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자문위원회
제26조 (연구심의위원회)
① 연구소에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조직,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 (자문위원회)
특정사업 수행 등에 있어 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계· 산업계· 학계· 정부관계관 및 연구수요자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8조 (비밀엄수의 의무)
연구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공업소유권 등의 귀속)
연구소의 직원이 그 직무수행 또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룩한 발명· 실용신안 등은 따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소의 재산으로 한다. 다만, 해당직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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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정관의 변경)
① 연구소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1조 (이사회 규칙)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2조 (규정의 제정)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인사· 급여· 직제· 회계· 부설기관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①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별도 결의가 없는 한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34조 (공고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년도)
연구소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년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해당년도말까지로 한다.

제3조 (사업계획 등)
연구소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설립후 3월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임원의 임명)
연구소의 설립당시의 이사(당연직이사 제외) 및 감사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하며 이사의 2분의 1이상이 동시에 임기만료되지
아니하도록 각각 1년, 2년, 3년으로 한다.
제5조 (소장의 임명)
연구소의 설립당시의 소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제6조 (업무, 재산, 권리· 의무의 승계)
연구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해양연구소의 업무, 재산 및 권리· 의무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괄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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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직원의 신분)
연구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해양연구소의 직원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 설립 당시의 직원으로
본다.

재단법인 한국해양연구소의 설립을 위하여 설립자가 현금 1,000,000원을 출연하며,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 설립위원 전원이
이 정관을 작성하고 1990.

.

. 에 각각 기명날인 함.

설 립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204-31
설립위원 대표

이

재

철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유

창

순

(인)

부산직할시 남구 남천동 뉴비치아파트 503-507호
동의대학교 총장

이

병

돈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9동 406호
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 이사장

이

상

희

(인)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처 장관

정

정관작성자
한국해양연구소 설립위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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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철

(인)

이

병

돈

(인)

안

충

승

(인)

윤

영

훈

(인)

허

형

택

(인)

박

병

권

(인)

근

모

(인)

한국해양연구원 정관

제정 1990. 5. 30
개정 1993. 1. 27
개정 1993. 4. 23
개정 1995. 1. 7
개정 1995. 3. 14
개정 1996. 2. 2
개정 1996. 4. 10
개정 1996. 10. 8
개정 1996. 10. 15
개정 1997. 5. 22
개정 1998. 4. 28
전면개정 1999. 3. 31
개정 2000. 2. 8
개정 2000. 12. 22
개정 2001. 4. 18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한국해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99. 3. 31)
제2조 (목적)
연구원은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관할 해역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해양자원의 개발· 이용 및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 능력을 축적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4. 18)
제3조 (사무소)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경기도 안산시에 두고 공공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분원, 부설기관,
해외사무소 등을 둘수 있다. (개정 `’99. 3. 31, 2001. 4. 18)
제4조 (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전면개정 2001. 4. 18)
1.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2. 해양자원의 관리· 이용· 개발에 관한 연구
3. 극지환경· 자원조사연구 및 과학기지 운영
4. 연안· 항만공학 및 해양안전· 운송시스템 관련 기술개발
5. 해양개발· 보전을 위한 제도 연구와 해양과학기술정책 관련 연구
6.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대학· 전문단체와의 공동연구· 기술제휴와 해양유관 기관 종사자 및 전문인력의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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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개발 또는 연구용역의 수탁 및 위탁
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연구성과의 보급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 (연구회)
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지도· 관리를 받는다. (개정 `’99. 3. 31, 2001. 4. 18)

제2장 임원 및 직원 (전면개정’99. 3. 31)
제6조 (임원의 정수)
① 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선임)
①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에 의하되, 연구회의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한다. (개정 2001. 4. 18)
제8조 (임원의 임기)
① 원장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원장)
① 원장은 단일 이사로서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경영 전반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원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원장은 취임후 3개월내에 연구원의 경영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원장의 유고시에는 연구원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감사)
감사는 연구원의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고 연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1. 4. 18)
제12조 (임원의 해임)
연구원의 임원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 이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1. 4. 18)
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1조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정관 또는 연구원의 정관에 위반하여 연구원 또는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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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3조 (직제)
① 연구원의 직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1. 4. 18)
② (삭제 2001. 4. 18)
제14조 (직원)
① 연구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임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정원,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는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비상근 감사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당 등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재산 및 회계 (전면개정’99. 3. 31)
제16조 (기본재산)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자가 설립당시에 출연한 출연금
2. 종전의 연구원으로부터 기본재산으로서 인수받은 재산
3.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토지, 건물 또는 물품
4.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
5. 기타 원장이 정하는 연구원의 재산
제17조 (중요재산의 처분제한)
연구원의 재산 중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매각·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장기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연구용 중요기계· 장치
3. 해양조사용 중요선박
4. 기타 연구회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제18조 (운영재원)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운영재원 등의 경비는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용역수입, 재산으로부터의 과실수입, 차입금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9조 (회계원칙)
연구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가 및 변동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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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업년도)
연구원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1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년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8)
제22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 연구원은 매 사업년도 개시 20일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 4.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 4. 18)
1. 예산총칙의 변경 (신설2001. 4. 18)
2. 전년도 잉여금 및 결손금 처리를 위한 예산변경 (신설 2001. 4. 18)
3. 기본연구사업, 시설사업, 차관사업의 주요 사업내용 변경 (신설 2001. 4. 18)
제23조 (출연금의 지급)
연구원은 출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회계감사 등) (개정 2001. 4. 18)
① 원장은 매 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제1항의 결산서를 접수한 날부터 1월이내에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연구회에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를 수시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4. 18)
제25조 (결산서의 제출)
① 연구원은 매 사업년도 종료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년도별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사업년도 3월
31일까지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잉여금처리안
4.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5.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6.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26조 (외부감사)
연구원은 사업년도마다 연구회가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7조 (잉여금의 처리)
매 사업년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거나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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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 칙
제28조 (삭제 2001. 4. 18)
제29조 (공업소유권 등의 귀속)
연구원의 직원이 그 직무수행 또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룩한 발명· 실용신안 등은 따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원의 재산으로 한다. 다만, 해당직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정관의 변경)
연구원 정관의 변경은 연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소속 연구회를 변경하는 정관의 변경은 변경전의 연구회및 변경후의
연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 3. 31)
제31조 (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 3. 31)
제32조 (해산)
①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산한다. (신설 ’99. 3. 31)
1. 연구원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결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구원의 목적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원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 3. 31)
③ 연구원이 해산된 때에는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99. 3. 31)
제33조 (연구회 이사회에 출석· 발언)
원장은 연구원에 관한 연구회 이사회의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99. 3. 31)
제34조 (공고)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연구원의 주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9. 3. 31)

부 칙 (1990. 5. 3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목적)
연구소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년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해당년도말까지로 한다.

제3조 (사업계획 등)
연구소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설립후 3월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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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원의 임명)
연구소의 설립당시의 이사(당연직이사 제외) 및 감사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하며 이사의 2분의 1이상이 동시에 임기만료되지
아니하도록 각각 1년, 2년, 3년으로 한다.
제5조 (소장의 임명)
연구소의 설립당시의 소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제6조 (업무, 재산, 권리· 의무의 승계)
연구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해양연구소의 업무, 재산 및 권리· 의무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괄승계한다.

제7조 (직원의 신분)
연구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해양연구소의 직원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 설립당시의
직원으로 본다.
재단법인 한국해양연구소의 설립을 위하여 설립자가 현금 1,000,000원을 출연하며,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 설립위원 전원이
이 정관을 작성하고 1990.

.

. 에 각각 기명날인 함.

설 립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204-31
설립위원 대표

이

재

철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유

창

순

(인)

부산직할시 남구 남천동 뉴비치아파트 503-507호
동의대학교 총장

이

병

돈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9동 406호
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 이사장

이

상

희

(인)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처 장관

정

정관작성자
한국해양연구소 설립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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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철

(인)

이

병

돈

(인)

안

충

승

(인)

윤

영

훈

(인)

허

형

택

(인)

박

병

권

(인)

근

모

(인)

부 칙 (1993. 1. 27)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 23)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현 이사회는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기능을 계속한다.
② 새로운 이사회 구성은 이사의 2분의 1 이상이 동시에 임기 만료되지 아니하도록 그 임기를 각각 1년, 2년, 3년으로 한다.

부 칙 (1995. 1. 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 16조 제 4항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선임되는 소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 3. 14)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 2)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당시의 선임직 이사중 책임급 연구원 이사는 동 개정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 4. 10)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0. 8)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0. 1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소장, 감사의 잔여 임기는 이 정관에 의하여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 정관시행과 동시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 5. 22)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과 관련하여 국방부 직제개정 이후부터 이 정관 시행일 기간동안의 국방부 이사는
방위사업실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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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998. 4. 28)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3. 3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연구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 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한국해양연구소
(이하“ 종전 연구소”라 한다)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연구소가 이를 승계한다.
② 종전 연구소의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연구소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 연구소의 소장은 제6조(임원의 선임)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연구소의 소장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은 종전 연구소의 정관에 의한 임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부 칙 (2000. 2. 8)
이 정관은 연구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2)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이전에 한국해양연구소 명의로 처리한 사항은 한국해양연구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4. 1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연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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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천 일람표

1973. 10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1976. 12 KIST 부설 한국선박해양연구소
(선박연구소와 통합 후)

1978. 4. 1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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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2. 1

1983. 3. 21

412 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

1986. 5. 1

1988. 5. 1

부록

413

1989 8. 1

414 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

1990. 7. 9 한국해양개발연구소

부록

415

1992. 5. 1

416 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

1993. 7. 13

부록

417

1995. 4. 24

418 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

1997. 10. 1

부록

419

1998. 11. 16

1999. 5. 1

420 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

2000. 6. 1

부록

421

2001. 2. 26

422 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

2001. 8. 1

부록

423

2002. 6. 1

424 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

2002. 9. 11

부록

425

2002. 12. 9

426 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

2003. 4. 1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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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자 현황

구

분

국 민 훈 장

포 상 자 (수상년도)
모란장

허형택(’90)

목련장

허형택(’83), 장순근(’86), 송원오(’88), 홍승용(’88), 장 석(’00)

석류장

강시환(’88), 김상진(’00)

동 탑

강정극(’98),

철 탑

김기현(’02), 심재설(’03)

도약장

양승일(’02), 김예동(’03)

산 업 훈 장
과학기술훈장

국 민 포 장

염기대(’91), 이흥재(’92), 곽희상(’93), 이재학(’95)

산 업 포 장

한상준(’97), 채장원(’00), 제종길(’01), 강창구(’02), 양동범(’03)

과학기술포장

안인영(’01), 김성렬(’02)

대 통 령
국무총리

유동연(’88), 한상준(’89), 강정극(’92), 이동영(’94), 이수형(’94), 김종만(’96)
양동범(’98), 정호성(’99), 유신재(’00), 허형택(’01), 서상현(’01), 강성현(’02), 명정구(’03)
김예동(’96), 고창두(’99), 홍기훈(’99), 최학선(’01), 손승규(’03), 임장근(’03)
송원오(’81), 전호경(’87), 김광용(’87), 김영필(’88), 김진수(’88), 정만걸(’88), 김윤호(’88)
남기수(’88), 김동엽(’89), 송원오(’89), 허형택(’89), 정갑식(’90), 김병기(’90), 명정구(’90)
김종만(’90), 이수형(’90), 주 용(’90), 오정환(’90), 권수재(’91), 박성희(’91), 석봉출(’92)
이동영(’92), 김석기(’92), 이경인(’92), 윤지원(’92), 송기섭(’92), 임장근(’93), 최형태(’94)

장

관

조경래(’95), 진남현(’95), 이수형(’95), 김기현(’96), 문재운(’96), 이용희(’96), 이원갑(’96)
박상식(’96), 김상진(’97), 김태영(’97), 장 만(’97), 박용주(’99), 김은수(’00), 이재학(’00)

표

창

구본관(’00), 진동민(’00), 강현주(’00), 강원수(’01), 송동일(’01), 박건태(’01), 이한진(’02)
유정석(’02), 노원대(’02), 임용곤(’02), 김덕영(’02), 김세용(’03), 김영창(’03), 오병철(’03)
강정극(’89), 변상경(’90), 이재학(’91), 석봉출(’92), 염기대(’93), 김기현(’94) 한상준(’95)
장순근(’96), 김철수(’96), 이달수(’97), 김동엽(’97), 이흥재(’98), 장 만(’98), 김예동(’99)
원

장

신종헌(’99), 이판묵(’99), 권문상(’00), 석문식(’00) 반석호(’00), 강해석(’00), 강시환(’01)
제종길(’01), 홍 섭(’01), 명정구(’02), 이동곤(’02)

과총회장
공공기술이사장
경남도지사

서경덕(’96)
박우선(’01), 이수형(’02)
박용주(’01)

월해재단상

허형택(’90), 허형택(’00)

한국수산학회

유신재(’94)

한국해양학회

허형택(’00), 한상준(’00)

학술상

양승일(’00)

대한조선학회
충무기술상
한국일보사

한국출판문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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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부문)

이진태(’00), 이창민(’01)
장순근(’94)

역대 이사진 명단

1) 초대 이사진 명단
구 분

성 명

직 위

임 기

이사장

이재철

(전)중앙대학교 총장 `

당연직이사

박청부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

박

국방부 제2차관보

-

선임직이사

웅

강박광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장

박병권

한국해양연구소 소장

비 고

’90. 6. 1 ~ ’93. 4. 28

`’90. 6. 1 ~ ’93. 5. 9

김재철

동원산업(주) 회장

`’90. 6. 1 ~ ’93. 4. 28

김항덕

(주)유공 사장

`’90. 6. 1 ~ ’91. 5. 31

안충승

현대중공업(주) 부사장

장철진

영풍광업(주) 부사장

`’90. 6. 1 ~ ’92. 5. 31

장치혁

고려합섬(주) 회장

`’90. 6. 1 ~ ’93. 4. 28

박춘호

고려대학교 교수

`’90. 6. 1 ~ ’91. 5. 31

심재형

서울대학교 교수

`’90. 6. 1 ~ ’92. 5. 31

유성규

부산수산대학교 총장

〃

이병돈

부산동의대학교 총장

`’90. 6. 1 ~ ’93. 4. 28

김훈철

한국기계연구소 소장

`’90. 6. 1 ~ ’92. 5. 31

〃

※당연직이사변경내역
· 경제기획원예산실장인사발령으로변경: 이석채(1992. 4. 10)
· 동력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을당연직이사로선임: 김태곤(1992. 8. 14)
· 과학기술처연구개발조정실장인사발령으로변경: 이종원(1991. 4. 10), 손연수(1993. 3. 12)
※선임직이사선임내역
· 박춘호(고려대학교교수, 1993. 1. 8~1993. 4. 28)
· 한문희(유전공학연구소책임연구원, 1993. 1. 8~1993. 4. 28)

· 장철진(영풍광업(주) 부사장, 1993. 1. 8~ 1993. 4. 28)
· 김인규(성균관대학교교수, 1993. 1. 8~ 1993. 4. 28)

· 문희성(한일개발(주) 고문, 1993. 1. 8~1993. 4. 28)
· 조성권(서울대학교교수, 1993. 1. 8~1993. 4. 28)

2) 제2대 이사진 명단
구 분

성 명

직 위

임 기

이사장

이재철

(전)중앙대학교 총장

당연직이사

이석채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

박

국방부 제2차관보

-

김태곤

상공자원부 제3차관보

-

손연수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장

-

송원오

한국해양연구소 소장

``’93. 5. 10 ~ ’ 93. 5. 14

김재철

동원산업(주) 회장

``’93. 4. 29 ~ ’ 96. 10.15

박춘호

고려대학교 교수

``’93. 4. 29 ~ ’95. 4. 28

이병돈

부산동의대학교 총장

〃

조성권

서울대학교 교수

〃

허형택

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선임직이사

웅

곽희상

`’93.

비 고

4. 29 ~ ’ 96. 4. 28

`’93. 4. 29 ~ ’94. 4. 28

〃

〃

※당연직이사변경내역
· 경제기획원예산실장인사발령으로변경: 이영탁(1994. 5. 28), 김정국(1996. 1. 20)
· 국방부제2차관보인사발령으로변경: 안병길(1993. 7. 20), 윤종호(1995. 1. 3)
· 과학기술처연구개발조정실장인사발령으로변경: 송옥환(1995. 1. 3), 김정덕(1995. 6. 1) · 정부직제개편으로상공자원부제3차관보에서통상산업부자원정책실장으로당연직이사변경
※선임직이사선임내역
· 허형택(한국해양연구소책임연구원, 1995. 1. 7~1996. 2. 2)
· 박병권(한국해양연구소책임연구원, 1995. 1. 7~1996. 2. 2)
· 심재형(서울대학교교수, 1996. 1. 20~1996. 10. 15)
· 조성권(서울대학교교수, 1996. 1. 20~1996. 10. 15)
· 민계식(현대중공업(주) 선박해양(연) 소장, 1996. 4. 10~1996. 10. 15) · 박종규(한국특수선(주) 회장, 1996. 4. 10~1996. 10. 15)
· 정성택(인하대학교교수, 1996. 4. 10~1996. 10. 15)
· 조정제(해운산업연구원원장, 1996. 4. 10~1996. 10. 15)

· 박춘호(고려대학교교수, 1996. 1. 20~1996. 10. 15)
· 장치혁(고합그룹회장, 1996. 4. 10~199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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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정오 이사장 취임시 이사진 명단
구 분

성 명

직 위

임 기

이사장

이정오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당연직이사

김정국

재정경제원 예산실장

-

선임직이사

비 고

``’96. 4.29 ~ ’ 96.10.15

윤종호

국방부 제2차관보

-

김태곤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장

-

김정덕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장

-

송원오

한국해양연구소 소장

``’93. 5. 10 ~ ’ 96. 5. 14

김재철

동원산업(주) 회장

``’93. 4. 29 ~ ’ 96. 10. 15

박춘호

고려대학교 교수

``’96. 1. 20 ~ ’ 96. 10. 15

심재형

서울대학교 교수

〃

조성권

서울대학교 교수

〃

민계식

현대중공업(주) 선박해양(연) 소장

박종규

한국특수선(주) 회장

〃

장치혁

고합그룹 회장

〃

정성택

인하대학교 교수

〃

조정제

해운산업연구원 원장

〃

``’96. 4. 10 ~ ’ 96. 10. 15

※부이사장제도도입(1996. 2. 2) : 김재철이사를부이사장으로선임
※당연직이사변경내역
· 통산산업부자원정책실장인사발령으로변경: 한준호(1996. 6. 18)

· 한국해양연구소소장임기만료로변경: 박병권(1996. 5. 15)

4) 해양수산부 이관후 이사진 명단
구 분
이사장

성 명
조경식

직 위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임 기
’96.

11. 28 ~ ’ 99. 11. 27

부이사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당연직이사

김정국

재정경제원 예산실장

-

이청남

국방부 방위사업실장

-

김정덕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장

-

이정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

박병권

한국해양연구소 소장

`’96. 5. 15 ~ ’ 99. 5. 16

민계식

현대중공업(주) 선박해양(연) 소장

`’96. 11. 28 ~ ’ 99. 11. 27

박종규

한국특수선(주) 회장

선임직이사

〃

〃

심재형

서울대학교 교수

〃

이재욱

인하대학교 교수

〃

정성택

인하대학교 교수

〃

조성권

서울대학교 교수

〃

조정제

해운산업연구원 원장

`’96. 11. 28 ~ ’ 97. 9. 20

하종근

(전) 해군교육사령관

`’96. 11. 28 ~ ’ 97. 1. 19

※당연직이사변경내역
· 재정경제원예산실장: 안병우(1997. 11. 25)

· 과학기술처연구개발조정실장인사발령으로변경: 송옥환(1997. 5. 31), 강광남(1997. 11. 4)

※하종근이사사임후한국해양연구소감사로선임(199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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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98. 5. 31 현재 이사진 명단
구 분

성 명

직 위

임 기

이사장

조경식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부이사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

당연직이사

김태현

예산청 경제예산국장

-

이원형

국방부 획득개발관

-

정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심의관

-

선임직이사

윤

비 고

`’96. 11. 28 ~ ’ 99. 11. 27

김광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

박병권

한국해양연구소 소장

`’96. 5. 15 ~ ’ 99. 5. 16
`’96. 11. 28 ~ ’ 99. 11. 27

-

민계식

현대중공업(주) 선박해양(연) 소장

박종규

한국특수선(주) 회장

〃

심재형

서울대학교 교수

〃

이재욱

인하대학교 교수

〃

정성택

인하대학교 교수

〃

조성권

서울대학교 교수

〃

6) 1998. 12. 30 현재 이사진 명단
구 분

성 명

직 위

임 기

이사장

조경식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부이사장

김재철

동원그룹회장

〃

당연직이사

김태현

예산청 경제예산국장

-

이원형

국방부 획득개발관

-

정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심의관

-

선임직이사

감사

윤

비 고

`’96. 11. 28 ~ ’ 99. 11. 27

이갑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

박병권

해양(연) 소장

`’96. 5. 15 ~ ’ 99. 5. 14

민계식

현대중공업(주) 선박해양(연) 소장

’96.

박종규

한국특수선(주) 회장

〃

심재형

서울대 교수

〃

이재욱

인하대 교수

〃

정성택

인하대 교수

〃

-

11. 28 ~ ’ 99. 11. 27

조성권

서울대 교수

`’96. 11. 28 ~ ’ 99. 11. 27

하종근

해양(연) 감사

`’97. 1. 20 ~ ’ 99. 1. 19

7) 1999. 7. 16 현재 이사진 명단
구 분

성 명

직 위

임 기

이사장

조경식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96. 11. 28 ~`’99. 11. 27

부이사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96. 11. 28 ~`’99. 11. 27

당연직이사

김정국

재정경제원 예산실장

-

이청남

국방부 방위사업실장

-

강광남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장

-

이정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박병권

해양(연) 소장

비 고

`’96. 5. 15 ~`’9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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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임직이사

감사

성 명

직 위

임 기

민계식

현대중공업(주) 선박해양(연) 소장

`’96. 11. 28 ~ ’ 99. 11. 27

박종규

한국특수선(주) 회장

`

〃

심재형

서울대 교수

`

〃

이재욱

인하대 교수

`

〃

정성택

인하대 교수

`

〃

조성권

서울대 교수

`

〃

조정제

해운산업연구원장

`

〃

하종근

해양(연) 감사

`’97. 1. 20 ~ ’ 99. 1. 19

비 고

8) 2002. 3. 27 현재 공공기술연구회 이사 명단
구 분

성 명

직 위

임 기

이사장

박병권

공공기술이사회 이사장

당연직이사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

유희열

과학기술부 차관

-

임내규

산업자원부 차관

-

추병직

건설교통부 차관

-

박봉흠

기획예산처 차관

권세혁

고려대학교 교수

’02.

3. 27 ~ ’ 05. 3. 26

’00.

5. 15 ~ ’ 03. 5. 14

선임직이사

’99.

비 고

3. 15 ~ ’ 02. 3. 14

-

김주성

코오롱 구조조정 TF 담당사장

양지원

KAIST 화학r공학과 교수

〃

정기인

한양대 디지털경영학부 교수

〃

정인성

이화여대 교육공학과 교수

홍순형

KAIST 재료공학과 교수

’02.

3. 27 ~ ’ 05. 3. 26
〃

9) 2003. 5. 15 현재 공공기술연구회 이사 명단
구 분

성 명

직 위

임 기

이사장

박병권

공공기술연구회

당연직이사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

권오갑

과학기술부 차관

-

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

-

최낙정

해양수산부 차관

-

선임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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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3. 15 ~ ’05. 3. 14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

권세혁

고려대 교수

’02.

3. 27 ~ ’05. 3. 26

김주성

코오롱 구조조정 TF 담당 사장

’03.

5. 15 ~ ’06. 5. 14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

전효택

서울대 교수

`

〃

정인성

이화여대 교수

’02.

홍순형

KAIST 교수

-

3. 27 ~ ’05. 3. 26
〃

비 고

Summary

KORDI R&D Performance
The main mission of the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KORDI) is to enable the nation’s future
through obtaining detailed knowledge required for learning, understanding, discovering, sustainable use,
environment-friendly stewardship and preservation of our oceans which remains frontier to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To achieve its mission, KORDI endeavors to
•understand marin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pursuit and support the sustainable use of marine resources
•survey natural resources and marine environment of polar regions
•develop costal/port engineering technology and maritime safety/traffic system, and
•advise on the knowledge-based, national-level decision-making processes.
All of these challenges are inherent and coherent throughout the KORDI history, including environmental study
and natural resources survey of the polar regions which commenced with establishment of the King Sejong
Antarctic research station in 1988, and ocean development/maritime system when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KRISO) was integrated into KORDI in 1999.
KORDI’s research and development(R&D) projects have been funded by national R&D programs, specific to
distinct categories of each research area. KORDI’s In-house Program often functions as a seed money for
potential national R&D projects or other private commissioned R&D Projects. However, In-house Program is also
given to scientists to encourage curious, basic or frontier science of yet-to-be-proven ideas as essential
investments for future science and technology.
National R&D Program is a national strategic initiative to catalyze strong progress in science and technology
needed to narrow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gap with advanced countries thus to become a world leader and
secure better national welfare. The program gives top priority to commercially applicable R&D and/or pioneering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privately commissioned R&D projects naturally warrant a solution or answers to
clients’ current problems or inquiries.
The resources at KORDI’s disposal are shown in two different way(Table 1 & 2). As the Tables 1 & 2 show, the
revenue per project averaged 21 million won(∼US$ 16,800 at 2003 exchange rate ￦ 1250 : ＄ 1) in the 70s to
grow into 56 million won(∼US$ 44,800) in the 80s. The drastic growth of R&D funding in the middle of 1990s
was mainly due to establishment of new ocean-related ministr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OMAF) and its own R&D funding programs as well as implementation of new funding-support system called
project-based system(PBS).
During its infancy(1973∼1980), KORDI was mostly supported by privately sponsored R&D projects(74.3%)
similar to all other government-invested research institutions until National R&D Funding Program started by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in 1982. The program started to build up industrial infrastructures, and KORDI
was at right place at right time to participate in and satisfy government’s demands on port and har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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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seaside powerplants. The coastal engineering and the basic knowledge on the sea was the key
to successful funding and it still is the main part of KORDI.
At the time, the majority of clients were the government-invested public companies such as Korea Electric Power
Co., Korea Power Engineering Co. and Korea Telecom, which placed orders for the sea-wise engineering and
technical information concerning seaside construction or suggestions to the best-fitted routes for laying
underwater communication cables.
A series of coastal constructions catapulted KORDI’s experiences and knowledge to next level in understanding
the coastal processes and characteristics. Next step to coastal/ocean engineering was initiated by a national
alternative energy program assessing feasibility of developing tidal or wave/current generated power. However,
from the very beginning, such alternative energy programs experienced shifting government interests due to wild
fluctuation in crude oil prices and political priority thereby. Any serious government interest and R&D investment
in alternative ocean energy finally came from MOMAF thus putting the ocean energy on a main R&D track
which eventually led to successful establishment of a pilot tidal power plant in 2003.
Another major R&D funding is from the Korean Navy which supported oceanographic researches relating to

Table 1. Categorized funding history of KORDI
period

category

70s (73~79)

80s (80~89)

No. of
revenue share project revenue

1st half of 90s (90~96)

No. of
share project revenue

share

No. of
project

after MOMAF (97~03.6)

Sum

revenue

share

No. of
project

revenue

share

No. of
project

Space
utilization

17

1.2

3

964

4.5

18

8,526

10.5

83

76,115

21.4

425

85,623

18.7

529

Mineral
resources

-

-

-

1,189

5.5

7

11,477

14.1

56

25,755

7.3

54

38,421

8.4

117

Arctic and
Antarctic

-

-

-

697

3.2

4

6,753

8.3

66

24,915

7.0

98

32,365

7.1

168

Technical
infrastructure

197

14.8

16

9,633

44.8

143

18,239

22.4

499

84,244

23.7

509

112,313

24.5

1,167

Living
resources

14

1.1

3

3,224

15.0

60

9,252

11.4

132

28,878

8.1

163

41,368

9.0

358

Alternative
energy

213

16.0

9

712

3.3

6

63

0.1

1

3,890

1.1

14

4,878

1.1

30

Political
approaches

77

5.8

9

1,823

8.5

75

3,498

4.3

188

10,864

3.1

195

16,262

3.5

467

National
security

141

10.6

6

742

3.4

22

4,894

6.0

30

16,985

4.8

63

22,761

5.0

121

Environment
Protection

671

50.5

16

2,539

11.8

48

18,586

22.9

196

83,279

23.5

401

105,075

22.9

661

1,328

100.0

62

21,522

100.0

383

81,290

100.0

1,251

271,646

100.0

1,521

353,991

100.0

2,957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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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al activities since 1976 until now(except 1987∼1990 when the Defense Development Agency took charge of
the project). The navy-supported R&D projects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sea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e naval project is noted to be the longest standing project in the history of KORDI. And,
KORDI is proud to contribute in securing national defense.
In the 1980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substantially increased its effort in the R&D funding
to government-invested research institutions through various National R&D Funding Program. Especially from
1985, such effort was generous enough for KORDI to carry out active in-house projects. Though, when the PBS
system was implemented in 1996, KORDI’s system for in-house projects had to be readjusted, In-house Funding
Program remains as an essential program for bridging the gap between fresh or basic scientific ideas and
experimental or National R&D Funding Programs. Government’s interests in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and
giving ocean R&D a boost in funding resources accelerated KORDI involvement in ocean science R&D projects.
Some of major beneficiaries of this National R&D Funding Program from 1982 was the National Environmental
Atlas, the Deep Seabed Mineral Resources Exploration projects, fisheries program, and establishment of King
Sejong Antarctic station.
The National Environmental Atlas project was carried out in stepwise time frame where the comprehensive

Table 2. Source-by-source funding history of KORDI
period

category

70s (73~79)
revenue share

80s (80~89)

No. of
project revenue

share

after MOMAF
(97~03.6)

1st half of 90s (90~96)

No. of
project revenue

share

No. of
project

revenue

share

Sum

No. of
project revenue

share

No. of
project

Basic R&D

112

8.4

21

2,841

13.2

155

2,635

3.3

410

71,999

20.3

395

77,605

16.9

981

Government
Gontract

230

17.3

14

11,396

52.9

114

24,421

30.0

209

37,349

10.5

258

73,395

16.0

595

General
Commissioned

986

74.3

27

7,286

33.9

114

20,641

25.4

196

46,136

13.0

452

75,048

16.3

789

In-house
General

-

-

-

-

-

-

2,151

2.6

30

1,402

0.4

35

3,553

0.8

65

MOMAF
Contract

-

-

-

-

-

-

-

-

-

133,797

37.7

392

133,797

29.1

392

MOST
Contract

-

-

-

-

-

-

31,060

38.2

325

40,413

11.4

213

71,474

15.6

538

General
Contract

-

-

-

-

-

-

-

-

-

22,825

6.4

64

22,825

5.0

64

Small R&D
Contract

-

-

-

-

-

-

364

0.4

81

1,005

0.3

113

1,369

0.3

194

1,328

100.0

62

21,522

100.0

383

81,290

100.0

1,251

353,921

100.0

1,809

457,698

100.0

3,424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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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characterization of southern half of the Yellow Sea was completed in 1987, the South sea in 1993
and finally completed all the adjacent seas, including the Straits of Korea, in 1996. The completed atlas, the
Oceanographic Atlas of Korean Wasters, is the result of most intensive and multi-disciplinary surveys of Korean
waters.
The Deep seabed Mineral Resources Exploration project, conceived in 1983 and mobilized in 1984, had been in a
lull before the making of resolu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However, with the passing of the Resolution, the renewed plan for deep-sea project started in 1988 and large
scale deep-sea exploration activities began in 1990.
The success of fisheries and mariculture R&D projects, an integral component for advancement in marine living
resources development, can also be attributed to this Special-Purpose National R&D Funding Program. The
marine living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s of early 90s laid a strong foundation for current KORDI’s marine
ranching program with active technology transfers in fisheries and aquaculture.
Special-purpose National R&D Funding Program brought its first decade of operation to a successful conclusion
by installation of the King Sejong Antarctic station in 1988.
KORDI’s activities in the first half of 1990s were featured by general Antarctic surveys, deep-sea mineral resources
explorations, construction of comprehensive ocean observation network, each propelled by Special- Purpose National
R&D Funding Program, and the technology transfer projects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studies and development
of power-plants’ coolant waters in aquaculture technique.
With maiden voyage of R/V Ieodo and R/V Onnuri, in 1991 and 1992 respectively, followed by modernization of

Table 3. Purpose-by-purpose funding type of KOR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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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s and equipments through IBRD loan, KORDI remembers the early 90s as a period of deep and open sea
exploration. The average funding for each project during this period swelled to 65 million won(∼US$ 52,000).
Two years after the full-scale exploration of deep seabed mineral resources, the Ministry of Energy joined in the
exploration survey activities while MOST participated in the exploration and mining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This inter-departmental co-work lasted until MOMAF took control of whole deep seabed mineral
exploration program in 2001.
Also in the early 90s, KORDI was keen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ocean observation network system, and
initiated the first stage of planning in 1990∼1992, which became the headstone for future construction of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Moreover, many disjointed projects concerning the Yellow Sea were consolidated into a comprehensive large-scale
marine ecosystem survey program as a part of national policy research projects in 1994 which thereafter led to
successful Korea-China collaboration in oceanographic projects.
Advancement in aquaculture and fish propagation techniques as well as related knowledge and experiences were
closely incorporated and developed into national marine ranching program in 1994, a new systematic
technological development project for environment-friendly fisheries husbandry.
A national awakening of the Importance of our marine environment in the 1990s helped R&D projects for marine
environment to be developed into a ministry-wide 10-year strategic project starting 1992 and it was named G-7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This strategic endeavor for marine environment project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the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and was under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 one of consequences, demands for the environmental damage

Table 4. Budget composition by project type of KOR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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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services were escalated because of that many disputes to resolve disputes among many stakeholders
involved in coastal development during this period.
In 1996, all of the sea-going R&D funding programs(previously under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
Energy and/or others) were consolidated under newly established MOMAF. Later, the funding programs were
divided into each category under the New Marine S&T Program, Marine Environment Preservation Program, Port
& Harbor Program, etc. When these new MOMAF programs began, they were mainly technology-based
projects, and less emphases were put on sustainable, environment-friendly, science-based development.
However, these vital parts were addressed and included in National Research Laboratory Programs by MOST and
In-House Funding Programs. Thus KORDI was equipped with programs which allowed to gain knowledge from
science and sustainable technology through these science-based knowledge.
As MOMAF became the major funding agency for KORDI, KORDI’ s R&D programs naturally diversified.
MOMAF demanded more than the basic oceanography; it also insisted on various maritime R&D projects.
Therefore, in 1999, KORDI welcomed KRISO, previously affiliated with the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KIMMs), as a new member of KORDI family with much anticipation. With KRISO under the same belt,
KORDI laid a stepping stone for transforming into world-class ocean institute expecting synergic effect from
combining technology and science in many ocean R&D including marine environment preservation, waste
treatment technology and deep-sea exploration.
After 9-years of successful construction,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is now standing tall and proud in the

Table 5. Application and acquis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f KORDI, as of 30 June 2003
Patent

type

Utility model, registration, etc.

Home
year
1983

Abroad

Application Acquisition Application Acquisition

Application

Acquisition

Sum
Application

1

1

1987

1

1990

2

1
2

1992
1993

3

1994

7

1995

11

1

1(um)

12

65

1(rd)

12

36

3
4

1

5

1997

16

8

1998

21

1999

1

6(um)

13

3

1(rd)

12

13

1

2000

18

9

1

2001

24

10

2

2002

25

13

4

2003

9

3

total

121

55

5

13

1

1(um)
1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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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1

1

1986

Acquisition

1

45

1(rd)

6

1

37

1(um)

27

10

67

22

16

45

7(um:6/rd:1)

12

21

45

1

9(um:2/rd:5/brand:2)

2(um)

28

12

27

1(um)

8(um:1/rd:5/brand:2)

27

18

37

3

5(um:2/brand:3)

1(um)

34

17

40

2

1(um)

1(um)

10

6

6

26

21

154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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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of ocean not only providing critical marine observation data.
Under the banner of enhanced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the government-invested research institutions,
the「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age of government-invested research institutions」was
enacted in 1999 establishing the Research Council system. Also, a year after the test-run in 1998, the National
S&T Council put I.A.A.(Inspection, Analysis and Assessment of national R&D projects) into full operation to assess
and evaluate national R&D projects.
Since every single bid for the government contract must be pre-coordinated with sorted out with other proposals,
the review of the proposals are inclined to be voluminous and specialized. When it comes to becoming a
candidate for successful In-house Funding Program, the priority goes to the pioneering or technological-frontier
ideas that is likely to render a great service to National R&D Funding Program and/or private enterprises.
Even before transferred from KIMMs to KORDI in 1999, KRISO/KORDI worked its way, taking the lead in the
public welfare-oriented technologies such as shipbuilding or other maritime-related industrial sectors, core
technologies for the sake of enhanced vessel operation, marine mining equipment, offshore defense, marine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 safety, removal of marine pollution, and others.
In the 1970s, when KRISO kept itself busy securing research tools, facilities and equipments, KRISO’ s initial tasks are
supplying answers to industrial demands for the technical support i.e. better shipbuilding and designing techniques
and equipment, introduction of the latest techniques and technical advices to the national maritime policy, etc.
During this capacity-building period, KRISO was responsible for examining ship designs, providing shipy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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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upport for better productivity, finding better shipbuilding material or equipment, developing affordable
yet effective nautical instrumentations and fulfilling a variety of service contracts for tests and appraisals by local
shipyards, shipping industry, and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s. KRISO spent 127million wons
(US$ 101,600) in R&D operation in 1976, 274 million wons(US$ 218,200) in 1977.
Establishing KRISO in Daedeok Science Town in Daejeon, in 1978 enabled KRISO to have large water and
towing tanks for experiments and testings. KRISO took a further step to enhance qualitative R&D projects and
technical force, to accumulate experimentation experiences and confidence in research findings, and to reach for
its own goal of refining techniques in relevant subject areas which increased its funding resources to 356 million
wons(US$ 284,800) in 1980.
1980s were the decade of growth for KRISO which aspired to tow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into the new
level by providing the industry with advanced shipbuilding techniques and enhanced productivity through
efficient shipbuilding process. To be more specific, KRISO worked on resistance/propulsion, hull motion control,
hull formation, optimal ship design, welding and shipbuilding techniques, maritime economics and operation, etc.
In 1982, Special-purpose National R&D Funding Program started to award longer-term contracts to KRISO which
means bigger input expecting better outcomes. Some of successes were under-sized yet efficient fishing boats,
optimal hull formation for 44,000-ton bulk carriers, energy efficient medium-speed vessels and near-shore
submersible of 300m dive.
In 1987, the first year of Technical Fundamental Program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acknowledged the
trend of technical fusion. KRISO kept pace with the Program by developing shipping and ocean engineering
techniques, improving test and appraisal techniques and providing new shipbuilding skills.
The most notable achievement in 1988 was the automated ship-designing and shipbuilding process which was
the result of National R&D Funding Program jointly involving manufacturing industries, university institutes. The
continuous success of KRISO R&D programs was evident in the annual budget increase from 656 million
wons(US$ 524,000) in 1981 to 2,097 million wons(US$ 1,677,600) in 1983, 2,600 million wons(US$ 2,080,000)
in 1985, and 4,305 million wons(US$ 3,444,000) in 1988.
The 1990s could be labelled as a decade of maturation for KRISO in that it advanced in shipbuilding technology,
ocean engineering, test and appraisal skills, and innovated manufacturing know-hows in order to keep up with
the trends of technical fusion and automation of ship designing and building.
To put the new Shipbuilding Technology and Ocean Engineering Long-term Promotion Plan of 1994 into
practice and satisfy technical demand from shipbuilding and maritime industries, KRISO now had to focus more
of its effort into shipbuilding and ocean engineering where the budget concentrated which increased from 5,418
million wons(US$ 4,334,400) in 1992 and 10,173 million wons(US$ 8,138,400) in 1995 to 11,023 million wons
(US$ 8,818,400) in 1997. The period from 1992 to 1998 in particular was marked as most dynamic in technical
transfer to the industrial stakeholders. KRISO earned more than 2 billion wons(US$ 1,600,000) of royalty from
more than 40 technology transfers.
The year 1999 left KRISO a milestone toward even more future-oriented technology and systems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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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KRISO joined KORDI and its R&D projects combined KORDI’s oceanographic influence and knowledge.
Since joining KORDI, KRISO’s current specialty may be divided broadly into two categories, i.e, public welfare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public technology can be grouped into four categories.
•Maritime safety technology for safer and more efficient sea-going commerce
•Marine development technology for better welfare of mankind
•Marine environment conservation techniques to bequeath clean and opulent marine territory to future
generation
•Naval science for enabling national security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echnology rendered by KRISO can be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Marine IT technology to create infrastructure for national maritime informatization
•Enabling value-added shipbuilding
•Marine structures, platforms and equipment for the new up-and-coming industry
KRISO’s budget in recent years has been on the sharp rise from 11,855 million wons(US$ 9,484,000) in 1995,
and 15,608 million wons(US$ 12,486,400) in 2000 to 24,651 million wons(US$ 19,720,800) in 2002 while
technical transfers has accumulated to more than 60 cases in 4 years in a row, yielding 1,150 million wons
(US$ 920,000) of royalty in total.

Table 6. Annual statistics of total contracts/agreements of KORDI as of 30 June 2003
Total
year

Home

Abroad

Sum

Total
year

Home

Abroad

Sum

1974

3

3

1989

58

11

69

1975

1

1

1990

91

7

98

1976

5

6

1991

88

15

103

1977

5

5

1992

77

13

90

1978

3

4

1993

83

21

104

1979

10

10

1994

107

44

151

1980

14

5

19

1995

80

27

107

1981

21

1

22

1996

80

52

132

1982

17

2

19

1997

112

54

166

1983

26

5

31

1998

136

53

189

1984

28

7

35

1999

156

53

209

1985

33

33

2000

169

48

217

1986

42

3

45

2001

152

60

212

1987

39

9

48

2002

188

65

253

1988

47

11

58

2003

38

23

6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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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 편찬작업은 지난 2002년 10월 25일 30년사 편찬위원회가구성된 이래 약 1년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동안 연구원에서는 비교적 최근의 일인 조직개편을 비롯하여 남해연구소 2단계 건설사업 완료, 이
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준공, 새로운 연구원CI(Corporate Identification) 제정등 연구원역사에새로운한 획을
긋는대형사건(?)들이이어졌다. 이런가운데창립 30주년을기념하기위한여러행사들이기획, 추진되었고그일
환으로 30년사의 편찬작업도 진행되었다. 30년사 편찬위원회는 2002년 11월 5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한이래 총 11
회에걸친회의를통해기본편집방향설정과집필요령 수립, 세부목차구성및 집필자 선정등을심도있게 논의하
고 점검해 나갔다.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쉽게 정리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도 많았다. 시대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랜기간 다른 기관소속으로 있었던대덕분원(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의 역사를 어떻게 다룰것인가, 정사로 다루
기힘든야사(野史)는어떤방법으로 살려낼것인가, 화보편집은어떤형태로 할것인가, 연표는 어느 정도까지수
록범위에 포함시킬것인가등등. 그러나 편찬위원들의논의를통해 결정할 것은결정하고 원로들께 조언을 구하기
도하여하나하나풀어갈수있었다.

본KORDI 30년사는다음과같은몇가지를특징으로언급할수있다.
첫째, 연구원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70년대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천년대로구분하여 각 연대를 태동 및 발
족기, 성장기, 발전기, 도약기로설정, 기술하였다. 연구원의성장발전과정에있어 70년대 초창기를거쳐안산에부
지와 건물을 마련하고 정착한 80년대, KIST로부터 독립하여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해양과학연구소로 재
탄생한 90년대, 그리고 대덕연구단지의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의 합류와 남해연구소의 확충으로 새밀레니엄을 향
한도약의 발판을 확고히 구축하게 된2천년대 등 각연대별성장궤적과 양상이 뚜렷한차별성을 지녀이러한 시대
구분에대한공감대형성에는큰어려움없었다.
둘째, 본책과 별책을 따로 기획하여 본책에서는 연구원의 정사를 다루고 별책에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글들을 선
별하여 30년사의 여록으로서 편집, 발간함으로써 연구원 역사를 다른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도록 시도하
였다. 이 별책에 실린글들은주로 연구원 소식지인 해양연소식에 게재되었던 것들 중에서 편찬위원들의독회와심
의를통해선정되었는데, 지면의제한으로놓치기아까운많은글들이아쉽게도수록되지못하였다.
셋째,‘ KORDI 지상 미니 박물관’을 편성, 수록하였다. 이 지상 박물관에서는 연구원 초창기의 급여표를 비롯해
서인사발령내부품의서, 대외협조공문, 신분증등성장과정의흔적과편린들을살펴볼수있다. 사료들이많지않
아 풍부한 지면이 되지는 못했지만 본 책을 접하는 분들은 이 지면을 통해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과거-현재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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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을느껴볼수있으리라기대한다.
넷째, 권두화보외에본문에서도되도록사진을많이수록하여연구현장을시각적으로전달하고내용이해에도도
움을주고자하였으나연구원초창기의사진은절대빈곤이라할만큼빈약하여가장큰아쉬움을남겼다. 이는앞으
로있게될 40년사, 50년사의편찬을생각할때가장큰과제이다.
다섯째, 역대 원(소)장을 단순한 순차별 소개에 그치지 않고 연구원의 주요한 연혁과 연계하여 소개함으로써 원
(소)장재임기간의전후상황과발전단계를살펴볼수있도록하였다.
여섯째, 외국의관계자들이본책을접할경우 KORDI의연구활동사를 개략적으로나마파악할 수있도록영문초
록을포함하여편집하였다.

지난 93년에있었던 20년사발간작업의경험으로역사의정리가얼마나지난한작업인가를모르는바는아니었지
만, 이번에다시한번역사정리및편찬의어려움을절감해야했다. 가장어려운문제는역시사료의발굴, 취합이었
다. 편찬과정에서모든편찬위원들이이구동성으로 강조한문제 역시 평소사진을비롯한 사료정리및 관리의 중요
성이었다. 아무튼이 30년사의발간으로한세대의기간에해당하는KORDI 역사가한책으로압축, 수렴된셈이다.
본 30년사의편찬작업에참여하고협조해주신모든집필자와관계직원들, 성심성의를다해주신편찬위원들, 관심
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자문위원님들, 축하 메시지를 보내 주신 해외 관련 기관장님들, 서랍 속 깊이 묻어두었던
옛자료를흔쾌히제공해주신분들, 이 모든분들께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친필 서명으로 연구원 30주년을 기꺼이
격려해주신 노무현 대통령께고개 숙여 감사를 드린다. 깔끔하고 미려한 편집디자인, 사진촬영과정리에수고를아
끼지않으신모모새안승일실장, 안혜연씨, 정미정대리, 행정부조규표씨에게도감사를표한다.

본 30년사의편찬작업과정과결과만을놓고볼때는여러가지아쉬운점도많지만, 스스로다시한번놀랄만큼,
KORDI의 지난 30년은분명놀라운발전의역사라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30년역사도이제부터 시작될 미래의
30년, 새로운30년의창조적역사로만더욱빛을발하게되리라.

2003. 10.
편찬위원장 최 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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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21세기
한국해양연구원의
비전

1

절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정책목표

1.1. 21세기 해양개발 전망

뿐만아니라해양에는지구기후변화의가장큰인자들인물,
열 및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용량이 대기보다 훨씬 많고,

21세기에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는 자원고갈의 문

이러한 인자들은 해양내에서 해수의 물리적 과정에 의해 재분

제와 환경문제 및 지구기후 변화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으며,

배되고 해양과 대기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구기후에 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지구표면의

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가장 두드러진 기후

71%를점유하고있는해양이주목을받고있다.

현상으로꼽히는엘니뇨, 라니냐현상에의한자연재해의빈발

먼저해양에풍부히부존된광물및생물자원은점차 고갈되

은 수산자원의 고갈과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경제적

어가고 있는 육상자원의 대체수단이자 미래 산업원료의 공급

손실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처로서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여 자원 확보를 위한

점에서 기후변화의 예측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해지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해양은 영구히 소멸되지 않는

고 있다.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우려

무한 청정에너지원의 저장고로서 미래 에너지의 원천으로 부

는각종국제협약으로나타나‘ 기후변화협약’ 등 170여개의국

각되고 있다. 해양이 지니고 있는 풍부한 자원은 인구의 팽창,

제협약이 체결되어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각국의 공동 노력이

육상자원의점차적인고갈, 환경재해의빈발등으로인하여그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1세기에는 전지구적 기후변

가치는 미래자원의 선행적 확보라는 잠재적 가치에서 우선적

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노력이 더욱 확대될

으로개발되어야하는현실적인가치로강력히대두되고있다.

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 21세기에는 해양광물자원을 비롯하여 에너지자원, 생
물자원, 수자원을 개발하여 실용화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개발
이더욱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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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으로 해양은 이제까지와 같이 단순하게 이용하는 차
원을 넘어 해상공항, 인공섬, 해중공원, 해상도시 등 육상공간

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술개발 노력의 결

따라서 21세기에는해양을본격적으로개발· 이용하기위한

과로 21세기에 해양은 실질적 국토로 자리매김되어 자원의 보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해양바이오 산업 등 신

고로서뿐만아니라생활과산업활동의공간으로적극활용될

산업의 창출이 가속화되고, 해양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

것으로전망된다.

는비중도점차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1.2. 국내의 해양개발 전망

1.3. 해양과학기술의 특성과
해양과학기술정책의 목표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지금까지 내륙 위주의 개발에서‘ 제2의 국토공간’인 해

해양과학기술은 해양학뿐만아니라조선공학, 기계공학, 전

양을 기반으로 한 개발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2002년

자공학, 화(공)학, 생명공학, 지질학, 물리학, 토목공학 등 다

우리나라 인구는 4,764만명, 해안도시 인구는 1,300만명으로

양한 분야가 복합된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성격을 지

전체 인구의 30%를 점유하게 됨으로써 해양도시 건설을 비롯

닌과학기술분야라고할수있다. 이러한해양과학기술개발의

한 해양개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21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을 이해하는 해양 전문

세기 국가발전에 있어서 해양공간의 효율적 이용은 매우 중요

가는물론위의각분야전문가, 그리고핵심단위기술들을해

한과제로대두되고있다.

양현상에적용할수있는전문가들의기술결합이필수적이다.

해양광물자원 개발, 해양에너지자원 실용화, 해양공간자원
개발은 현재의 기초연구단계에서 벗어나 개발연구단계, 또는

또한해양과학기술은장기적이며지속적인투자가 요구되는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로의 진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유엔으로

거대과학분야이고, 전국민을 수혜자로 하며 더 나아가 국민을

부터 확보한 7만5천 km2의 태평양 심해저 망간단괴 광구의

대표하는 정부가 실질적 수요자인 공공기술적 성격을 가지고

개발, 서해안(조력부존량 660Kw) 및 동해안(파력 및 온도차

있는 기술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해양과학기술은 먼저 현상을

발전)의 에너지자원 개발, 마그네슘, 브롬, 소금 등 해수 용존

규명하고 현상 주변의 해양환경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여 문제

자원 개발, 6,350km 에 이르는 간척유망지 등의 개발이 적극

를 도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후에 목표 달성을 위해

적으로추진될것이다.

필요한해양공학적기술을개발하고문제에적용, 해결하는과

2

학과 기술이 복합된 분야로서 핵심 단위기술과는 차별되는 복
수산업은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 및 어가 소득원으로서 중요
한위치를차지할것이며, 바다목장화와고밀도양식기술이크
게발전하여고부가가치어종의생산이확대될전망이다.

합시스템과학기술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과학기술의 한 축은 해양에 노정된 문제를
핵심 요소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기술들을 융합· 응용하여 현

물류산업은 지속적 경제성장과 세계화에 따른 해상교역량

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지만, 다른 한 축은 미지의 현상을

증가, 특히일본, 중국등세계최대물류시장의중심에위치한

밝히고 이에 도전하는 그 자체가 프론티어적이고 모험성이 높

지정학적인위치, 그리고양적으로뿐만아니라질적으로우수

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은 미개척의 프론티어 영역이

한상선대의확보로비약적인성장이기대된다. 특히참여정부

존재할 뿐 아니라 프론티어 영역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즉 아

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전

직그존재조차파악되지않은미발견의프론티어영역도있어

하기 위한 기반시설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항만, 해운,

모험심과개척정신이요구되는기술분야이다.

물류분야의지속적인성장이이루어질것이다.
가격경쟁력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조선공업은 국

이와 같은 해양과학기술의 특성에 따라 해양과학기술 분야

내총생산의 3%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이

의 투자는 여타의 기술분야와는 달리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높아 주요 외화획득원이 될 전망이며, 특히 기술개발을 통해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국가적인 해양과학기술 발전 동인

초호화 유람선, 쇄빙선 등 특수선, 다목적선 등의 건조기술을

은해양에대한이해, 국가위신의제고, 국가해양방위력의증

확보함으로써 21세기에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것

대, 해양개발, 해양환경보전 등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서 찾아

으로예상되고있다.

볼수있으며, 최근에는국가해양안보력의증대와해양환경보

한편, 소득수준의향상에따라스포츠, 레저, 관광등의문화

전의필요성증대등이주된요인이다.

산업은 기존의 내륙 중심형에서 해양 지향형으로 바뀔 것으로

이러한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해양정

예상되어 해양스포츠 및 레저를 위한 해양문화산업이 크게 활

책은생명력넘치는해양국토창조, 지식기반을갖춘해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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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을 바탕으로 청색혁명을 통한

자원의 개발을 위한 능력의 확충, ③ 해양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해양부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정책을 효

기반기술 능력의 제고, ④ 새로운 해양국토 공간창출을 위한

율적으로실현하기위하여해양과학기술은①광역해양관할권

기술 확보, ⑤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해양과학

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의 이해도 증진, ② 미개척 해양

기술능력의확충등에주안점을두고추진되고있다.

2

절

21세기 한국해양연구원의 비전

2.1. 국가해양개발전략과 해양연구원의 역할
21세기 국가해양개발정책목표
청색혁명을통한해양부국실현

7대 추진전략

2.2.KORDI 2020 비전 및 추진방향
KORDI 2020 비젼
2010년까지세계적수준의해양과학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도약하여국가발전에기여하고국민에게
희망을주는연구원으로발전하며
2020년까지세계적선진연구기관과경쟁및협력이
가능한수준의초일류연구기관으로발전

•생명· 생산· 생활의해양국토창조
•깨끗하고안전한해양환경조성
•지속가능한어업생산기반구축
•동북아해운· 물류거점기지구축
•첨단해양과학기술육성및산업화

추진방향
•해양자원개발능력의일류화
•신해양산업의창출을위한핵심기술개발능력의확보

•해양문화· 관광기반의체계적확충

•지속가능한해양개발및보전을추구할수있는
과학기술능력의축적

•전방위해양수산외교및남북협력강화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영역을전지구적으로확장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KORDI의 역할
공공기술분야의정부출연연구원으로서
첨단해양과학기술의개발및활용을통한
국가해양개발전략의실현기반제공
국민의삶의질향상과지식기반국가경제발전에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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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해양의시대」국가도약기반의조기구축필요성
•광역해양관할권의실효적관리및대양진출을위한
정보제공의 요구증대
•산· 학· 연연구경쟁하에서의특성화및일류화전략수립의
필요성
•국가와국민이공감할수있는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추진요구

2.3. KORDI 2020 발전지표
구분
•우수· 정예 연구인력 확보 (박사)
•대형 종합 해양연구선

•임해연구기지

•해양과학기지 및 해양관측탑 설치

•국가간 해양 공동연구센터 운영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기반 시설 확보

3

현재 ~ 2010년

2011 ~ 2020년
•500명 (450명)

•300명 (270명)
•4,000톤급 종합해양연구선 확보

•15,000톤급 종합해양연구선 및 연구 위성 확보

•6,000m급 무인잠수정 확보

•10,000m급 유인잠수정 확보

•남해연구소, 동해 임해기지건설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전을 위한 해역별
연구시스템 구현

전 해역 특성별 연구시스템 구축

•한반도 주변해역 및 대양의 실시간

•국토 선단지역에 해양과학기지 및 관측타워의

관측· 광대역 관리시스템 구현

운영을 통한 해양관측 시스템 구축

•글로벌 해양전진기지 운영을 통한 전지구적

•국가간 해양과학 공동연구 센터 운영망 구축을

해양문화 창출에 기여

통한 글로벌 해양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수행
•4차원의 해양환경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

•저소음 케비테이션 터널 확보

•고속 감압수조 확보를 통한 대양진출기반 확보

•해양지반수조 건설

절

장기 발전목표 및 추진전략
3.1. 목표 및 전략
3.1.1. 발전목표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과학기술, 해양공학기술, 극지기술
분야의 유일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국가 해양기술 발전

3.1.2. 기본전략

2020년까지선진연구기관과경쟁및
협력이가능한수준의
초일류연구기관으로발전

목표 달성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 전문화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2010년까지
선진연구 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성장· 발전하고
◦ 전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연구집단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2020년까지 선진연구기관과 경쟁 및
협력이 가능한 수준의 초일류 연구기관으로 발전함

연구기능의
전문화실현

세계적인우수
연구집단육성

국제화전략의
적극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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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기능의 전문화 실현

3.3.2. 우수연구집단 육성 추진전략
세계적인 수준의 우수 연구집단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기

3.2.1. 전문화 기본전략

능및조직과사업수요중심의인력채용체계를점진적으로바
꾸어 세계적 수준과의 공동연구 가능 분야 또는 신규 발굴된

해양관련기술분야가매우방대할뿐만아니라R&D 자원확보의
한계가있음을고려하여

연구분야를중심으로인력확보를추진해나갈계획이다.
우수 연구집단 선정을 위해서는 선진연구기관에 대한 기술

◦전략적으로 선정된분야를중심으로전문화된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위하여인력및장비, 가용예산을집중하여전문화
분야의 연구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분야별벤치마킹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국제적인연구경쟁력

◦ 2010년까지전문화 기술 분야에있어서는 선진국수준의
독자적인기술개발능력을보유할 수있도록 지원하고,

는 개방적 인력운영제도를 도입하여 세계적인 우수 연구인력

◦ 2020년까지는국제공동연구, 국제적인연구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하여선진국의 연구기관과경쟁및 협력이가능한
연구분야로 집중 육성함

을 연구책임자급으로 일정기간 동안 유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

확보 가능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분야에 대해서

록제도및규정을정비해나갈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연구집단에 대해서는 신규 인력채용의 우선권
을 부여함과 동시에 기존인력에 대해서는 해외훈련 및 교육을

3.2.2. 전문화 추진전략

대폭 확대하여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전문화 추진은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해양환경보전기술,

부여하고, 일정기간 동안 연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연

해양자원개발기술, 해양공간이용기술, 극지기술 등 4원화되어

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 연

있는 기능 및 조직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양

구비확보를연구원차원에서지원· 육성할방침이다.

과학기술, 해양공학기술, 극지기술로구분하여전문화를추진해

우수 연구집단의 평가를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관과의

나갈 계획이다. 전문화 기술분야의 선정은 ① 연구분야의 사업

국제공동연구 추진, 국제 연구프로그램에의 참여 및 SCI 논문

수요및실적, 연구능력의일류화가능성정도등의요소를중심

발표실적등을중심으로하는새로운평가체제를구축하여운

으로하는새로운평가제도를개발하여주기적인평가를실시하

영해나갈계획이다.

고, ② 평가결과에 의해전문화연구분야또는 연구팀의축소·
폐쇄, 신설· 보강을 추진함과 동시에, ③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3.4. 국제화 전략의 적극적추진

과 국제적인 연구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대응하여점진적으로
특화된연구기능으로발전할수있도록추진해나갈것이다.

3.4.1. 국제화 기본전략

또한선정된전문화분야에대해서는일정기간동안기본사업
등가용예산을집중적으로지원하여안정적인연구분위기 조성
을지원하고, 2단계에서는대형연구사업의발굴을통하여확보
된 연구비의 일정부분 이상을 국제공동연구, 국제적 연구프로
그램의 참여 등에 활용하여 선진국 수준의 연구결과를 조기에
도출할수있도록연구기능의전문화를추진해나갈계획이다.

경제, 사회및과학기술분야의개방화및국제화에부응하기위하여
중장기적계획을수립하여조직적, 체계적으로국제화를추진하여
◦세계어느연구기관과도인력및정보교류가가능한국제적으로
개방된연구기관으로전환하여관련분야의국제협력및
기술교류의창구역할을수행하여,
◦해양과학기술, 해양공학기술, 극지기술분야국내기술개발,
대학및기업의기술관련해외진출시지원기관으로서의역할을
담당함.

3.3. 세계적인 우수 연구집단의 육성
3.3.1. 우수연구집단 육성 기본전략

3.4.2. 국제화 추진전략
현재 선진국의 일부 연구기관 중심으로 되어있는 기술협력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해양관련기술 분야에서
선진국의어느 연구기관과도 경쟁및 협력이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우수연구집단을 육성하기위하여

체제를 세계 주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협정체결을 통하여
실질적인 연구협력이 가능하도록 전방위 기술협력 네트웍을

◦그동안의연구개발을 통하여 어느정도기술과 노하우를축적하여
경쟁력을갖추고있거나향후 국제경쟁이가능한분야를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구축해야할것이다.

◦ 2010년까지 선진연구기관과 국제공동연구가 가능한 수준의
독자적인기술개발능력을확보한연구집단으로 육성하고,

국제화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대형연구사업의 발굴 초기부터

◦ 2020년까지는 해양연구원 고유의 독창적인기술개발능력을
확보하여세계 어느 연구기관과도경쟁및 협력이가능한
우수 연구집단으로발전할수 있도록 육성함

전문화 분야 및 우수연구집단 육성을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참여하여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발굴된 국가 대
형연구사업을 국제 공동연구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선진기술
을조기에확보할수있도록추진해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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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구원의국제화를실현하기위하여각종제도및조직,

록체제를정비하고, 세계적으로유명한우수연구인력을초빙

환경등을국제적 수준으로발전시켜국내연구능력의국제수

하여 연구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및

준화를 유도하고, 외국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하도

규정을정비하여추진해나갈계획이다.

4

절

결론

선진연구기관과 경쟁 및 협력이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해양

에 대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 안전성 제고에

연구기관으로 발전한다는 해양연구원의 장기 목표가 차질없이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양전진기지 운영을 통하여 전지

추진될 경우, 21세기에는 약 450여명의 박사급 연구인력,

구적 해양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15,000톤급 종합 해양연구선과 연구위성, 10,000m급 유인잠

발전하게될것이다.

수정등연구장비및시설등을확보하여한반도주변해역뿐만

한국해양연구원의이러한목표실현은지식기반국제경제발

아니라 전지구 규모의 해양연구수행이 가능한 종합해양연구기

전에기여하고지구기후변화와환경오염등전지구적인문제에

관로발전할것으로전망된다.

앞장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류 연구기관으로의 자리매김으로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해역 및 대양의 실시간 관측 및 광
대역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양의 변화와 각종 재난에 사전

이어져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될것이다.

제4부 21세기 한국해양연구원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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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국제협력
환경의 보전과 개발에 관한 지침으로 국제사회가 정한 1992년의 리우선언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 세
계 각국은 현재의 요구를 미래의 희망과 어떻게 슬기롭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점검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변화에 힘입어 연구원은 특히 최근 10여년간 선진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교류
와 국제기구 및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해 왔으며 국제협력분야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 예로서 우선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해양환경기술훈련센터(AMETEC)를 남해연구소에 유치하여
2003년 말 개소식을 앞두고 있으며,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의 방제지역활동센터
(MERRAC)를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 개설(2000. 3)하여 운영하고 있고, 국제환경기금(GEF)이 지원
하는 황해광역해양생태계연구프로그램(YSLME)의 사무국(PCU)을 본원에 유치, 운영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협력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N이 정한‘ 1998 세계해양의 해’의 기념기를받는박병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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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

해양연구와 국제협력

1.1. 해양연구의속성과 국제협력

각됨에 따라 해양과 대기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연구주제로
등장하였고 점차 해양학은 대기과학의 일부를 포함하는 거대

지구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광활한 해양에 대한 연구

과학으로팽창하였다.

는뚜렷한국경이존재할수없는특성상국제협력이필수적이
며, 그연구성과가인류공영에기여하는공공성이강한특성이

해양과학을 둘러싼 국내외의 연구환경은 80년대 중반이후

있어 기술경쟁이 치열한 타 기술분야에 비해 국제협력이 원활

커다란변화를맞이하였다. 새로운연구환경을조성한가장주

히 이루어지는 편이다. 특히 전 지구 규모의 다학제적 거대과

목할 만한 전기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의제로 채

학인 해양과학은 한 국가의 연구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

택한 몬트리올 의정서와, 환경보전과 개발에 대한 종합적이고

로 다수의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협력 프로그

구체적인방법을제시한1992 유엔환경정상회담(UNCED)의

램이일반화되어있다.

합의내용과 실천계획을 제시한 21세기를 위한 세계 각국의 실

전통적으로 해양학은 해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에 대한

천계획서(Agenda21), 그리고UN해양법의발효를꼽을수있

이해를 위주로 해 왔으며 1920년대 이후부터 물리, 화학, 생

다. 현재해양에대한국제공동연구는앞에서기술한연구수요

물, 지질 등 여러 가지 학문이 복합된 종합과학으로 성장하였

에 부응하여 해양환경보전, 지구변화, 생물자원, 광물자원 그

다. 50년대 후반부터는 공학이 추가, 80년대부터는 해양정책

리고 연안역 통합관리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가장 규

등 사회과학적이 요소가 추가되어 이제는 종합과학으로서의

모가 크고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계획은 지

면모를 갖추었다. 종래의 해양학은 해양연구에만 국한되었으

구변화에 대한 것으로, 이는 그 연구결과가 전 인류에게 고르

나 90년대이후로는 해양이 지구환경의최대조절인자로서부

게 혜택을 미치며 몇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결실을 맺을 수 없

버지니아해양연구소의Wright 소장과양해각서에서명하고있는 박병권 소장(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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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특성을지니고있기때문이다. 국제연구동향을대별하면지

여해왔으며국제협력분야성과도가시화되고있다. 그예로서

구규모의 국제연구계획과 지역규모 국제연구계획으로 분류될

우선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해양환경기술훈련센터

수 있는데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1990년대 초반 기후변화예

(AMETEC)를 남해연구소에 유치하여 2003년 말 개소식을

측모델의개발과모델의운용에필요한자료획득, 해양의장기

앞두고 있으며,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의 방제

적 반응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획득 방법의 실용성 결정, 해양

지역활동센터(MERRAC)를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 개설

의 장기적 반응의 측정 등을 목적으로 한 전세계해양순환실험

(2000. 3)하여 운영하고 있고, 국제환경기금(GEF)이 지원하

(WOCE)연구와, 열대 해양과 지구대기에 대한 자료획득을 통

는 황해광역해양생태계연구프로그램(YSLME)의 사무국

해 대기-해양 연계모델을 연구하고자 한 열대해양지구대기

(PCU)를 본원에 유치 운영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TOGA)연구, 그리고 GOOS, GLOBEC 등에 참여하였다. 우

국제협력활동의구심체역할을수행하고있다.

리나라 주변의 북서태평양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지역규모의
연구계획이나 국제기구로는 PICES, APEC, WESTPAC,
NOWPAP, YSLME 등이있다.

특히 중국, 칠레, 남서태평양에 3개의 해외연구센터와 남북
극에 2개의 과학기지를 운영함으로써, 해양연구 영역을 전 세
계로 확대· 발전시키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쇄빙능력을 갖

1.2. 국제협력의 추이

춘 신규 종합해양연구선 건조 및 6,500m급 심해탐사잠수정
개발 등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경우 선진국 수준의 연구시설과

최근 10여년 사이 해양에 관한 국제환경은 많이 달라졌다.

장비를갖추게된다.

특히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을 자유이용으

이러한다양한연구인프라구축및연구능력확충을통한연

로부터 분할관리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전세계 해양

구원의 국제화 노력과 선행투자(심해저, 극지연구, KOICA)

의36%, 주요어장의90%, 해저석유 부존량의 90%가 새로운

실적을 인정받아 최근에 우리 연구원은 해외기관으로부터 연

개념의배타적경제수역에포함됨으로써연안국의관할아래 놓

구협력파트너로새롭게주목받고있으며실질적인공동연구를

이게되었다. 환경의보전과개발에관한지침으로국제사회가

제안 받고 있다. 이는 과거 기술정보 및 인력교류수준에 머물

정한 1992년의 리우선언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 세계 각국은

던 국제협력활동이 점차 구체적인 공동연구수행을 통한 실질

현재의 요구를 미래의 희망과 어떻게 슬기롭게 조화시킬 것인

적 연구협력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향후

가를점검하여야할시점에와있다. 이러한국제적환경변화에

에는이를기반으로지구규모의대형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에

힘입어 연구원은 특히 최근 10여년간 선진연구기관과의 연구

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본격적인 연구 활동

협력교류 및 국제기구 및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에 활발히 참

을 펼쳐나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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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양성 및 장비확보

2.1. 연구인력 양성 (한· 불 기술협력)

국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이는 해양연구에 있어서 특정국가에
한정되던국제협력활동이세계를대상으로다양화되었음을의

연구원은설립초기부터해양연구활동을위한인프라를구축

미한다. 또한, 1994년부터 1998년에 시행한 세계은행(IBRD)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이는 첨단연구장비 확보와

차관사업을 통하여 약 110명의연구인력이해외연수를하게되

우수한 연구인력양성이라는 두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해양연

어 단기간에 세계의 해양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기술을 습득하

구가갖는공공성과막대한규모를생각할때인프라구축은단

는기회를가졌다.

기간에 성취될 수 있는 목표는 아니었으며 첨단연구장비 확보
가 설립초기부터 최근까지 계속되어 왔듯이 우수 연구인력 양

2.2. 연구기기장비 (UNDP, ADB, OECF 및IBRD 자금)

성도설립초기단계부터현재까지계속되고있다. 설립초기단
계인 1974년부터는 한· 불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연구인

연구원은설립초기부터성공적인해양과학연구를위하여관

력이프랑스에유학하여선진해양과학기술을익혀우리연구소

측· 조사장비와분석장비가갖는중요성을인식하고필수장비

를 포함한 우리나라 해양연구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70년대

와 첨단연구장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현재까지

가프랑스를중심으로인력양성이이루어졌다면 1980년대이

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연구장비 확보는 국내의 재원을 활

후부터는한국과학재단의박사후해외연수사업의지원으로미

용하기보다는 UNDP, IBRD, OECF, ADB등과 같은 국제기

국을중심으로선진해양연구기술을집중적으로전수받아연구

구의자금을활용하였으며그실적은<표 1>과같다.
이런노력의결과로우리연구원은비교적짧은역사를갖고

에활용하게되었다.
1990년대에도 과학재단의 박사후 해외연수사업의 지원을

도 해양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단기간에 극복하고 외국의 유

받아 많은 연구원들이 교육훈련을 통한 연구능력을 심화시킬

수 연구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해양연구

수 있었으며, 70, 80년대 특정국가에 집중되던 연수활동과는

를수행할뿐아니라동남아시아국가에게는 기술전수를할수

달리 각 분야의 특성에 따라일본,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중

있게되었다.

표 1. 기장비 확보를 위한 외국자금의 활용
구

분

사업명금액

금

액

기

간

해양연구소 설립 및 육성지원 등

$ 1,976천

1973 ~ 1991

ADB (370-KOR)

연구소 시설확충사업

$ 3,230천

1979 ~ 1984

OECF (KO-33)

종합해양연구선 건조사업

￥ 41,000천

1986 ~ 1992

해양환경연구능력 확충사업

$ 10,000천

1994 ~ 1998

UNDP

IBRD (3694-KO)

비

고

4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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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간 해양과학기술 협력

연구원은 현재까지 39개의 해양관련연구기관과 기관간 협력

연구 기반마련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해외연수 연가 및 교육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와 심해무인

훈련 등 장기 파견을 활성화하는 등 연구인력의 국제화 세계화

잠수정기술협력을위한공동연구를추진하는등실질적이고구

에주력하고있다. 또한이를기반으로국가간기술정보교류및

체적인협력성과를내고있다. 특히, 1990년대후반부터는외국

공동연구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에도적극노력하였다. 연구원

과학자들의장기유치활용을통한연구인력확충으로 국제공동

이기술협력협정을체결한외국의연구기관은다음과같다.

국가명

상대기관명

체결일

주요협약내용

동서문화센터 (EWC)

1989. 7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전문가 교류, 정보 및 자료교환

Resource Systems Institute (RSI)

1989. 7

해양광물자원, 정책, 기획 공동협력, 학술정보 및 자료 교환, 연구원 훈련

지질조사연구소 (USGS)

1989. 8

기술정보, 전문가 교류, 태평양 심해저 탐사, 공동연구 추진

1990. 7

공동 실무위원회 개최 및 전문가 교류

2002. 11. 22

심해무인잠수정개발 기술에 관한 협력

스크립스해양연구소 (SIO)

1991. 11

공동 연구 및 전문가 교류

델라웨어대학 응용역학연구소

1992. 7

학술정보 교환, 각종 Data 정보 서비스 취득

버지니아해양연구소 (VIMS)

1997. 4

전문가 교류, 기술정보 교환 및 공동장비 활용, 공동연구

국립대기과학연구소 (NCAR)

2001. 7

기기설치 협력, 자료교환, 연구결과보고서 공동 발간, 공동연구

우즈홀해양연구소 (WHOI)
미 국

하와이대학
해양지구과학기술학부 (SOEST)

영 국

일 본

2001. 8

연구사업, 상호 관심분야의 과학기술에 관한 회의 및
출판, 인력교환, 각 기관의 기기 및 장비의 이용, 정보교환

해양연구소 (IOS-DL)

1992. 4. 28

전문가 교류, 기술정보 교환 및 공동장비 활용, 공동연구

리버풀 대학교 (Univ. of Liverpool)

1989. 5. 17

연구원 훈련, 전문가 교류, 기술도서 및 학술정보 교환

남극조사연구소 (BAS)

1989. 10

빙하연구 및 오존층 연구 등 공동연구 추진

구주대학 응용역학연구소 (RIAM)

1993. 9. 15

전문가 교류 및 학술정보 교환, 공동연구 추진

사가미화학연구소

1993. 9. 1

공동연구, 시료제공, 특허권 공동소유 등

극지연구소 (NIPR)

1994. 9. 3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사업개발

항만기술연구소 (PHRI)

1996. 2. 6

연구원의 교류 및 공동연구협력

해양과학기술센터 (JAMSTEC)

200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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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사업개발, 학술회의 및 논물발표, 인력교류 등
시설장비 공동활용

국가명

중

국

러시아

상대기관명

체결일

국가해양국 (SOA) 제1해양연구소 (FIO)

1993. 9. 25

조사단 파견, 공동연구사업 추진, 공동협력체제 구축

에너지연구회 (CERS)

1992. 4. 23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연구

성학연구소 (IAAS)

1994. 8. 30

연구인력, 정보교류, 공동연구 협력

호해대 연안공학연구소 (RICOE)

2000. 5

연안공학 및 해양공학 연구분야 중 공동관심 분야 연구협력

란저우빙하연구소 (CAREERI)

2000. 10

극지연구소 (PRIC)

2000. 10

남극공동연구 및 남극기지 보급 지원 및 공동 협력 증진

해양지질, 지구물리연구소 (IMGG)

1991. 7. 5

울릉도 주변 해저지질구조 공동조사 및 기술정보 교환

태평양해양연구소 (POI)

1991. 11. 7

남극 공동연구 및 기지보급 지원

수리기상연구소 (Goscomhydromet)

1990. 7. 12

북서태평양 해양생물공동연구, 기술정보자료교환

해양생물연구소 (IMB)

1992. 5. 15

북서태평양 해양생물공동연구, 기술정보자료교환

극동수리연구소 (FERHRI)

1994. 11. 4

과학자 상호 교류, 해양정보 및 자료 상호교환

극지연구소 (AARI)

2000. 5. 16

2000년도 공동 북극탐사 공동참여

2001. 11

북극연구 및 해양, 지구과학 분야에 협력

1996. 5. 14

정보 및 전문가 교류, 공동연구 프로젝트 구성

러시아 해양지질 및
광물자원연구소 (VNIIO)

네덜란드

Maritime Research
Institute Netheriands (MARIN)

주요협약내용

연구인력 및 행정인력 교류, 관심분야 연구정보 교환,
학술회의 개최, 공동연구 수행, 조사선 공동 활용

축주
(FSM)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정부 (FSM)
Chuuk주

2000. 4. 27

남서태평양 해양개발협력 및 한남태평양 연구센터 운영협력

독 일

STN ATLAS Elektronik GmbH

2002. 1. 3

한국해군 관련과제 공동협력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프로젝트 구성)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 (IFREMER)

1989. 10. 18

잠수정 탐사기술개발, 원격탐사기술 개발, 심해저 자원개발

칠 레

남극연구소 (INACH)

1988. 2. 12

남극공동연구 및 남극기지 보급 지원 및 공동 협력 증진

1993. 9. 16

남극공동연구 및 기술정보 자료교환, 전문가 교류

호 주

타스마니아대학
남극협력연구센터 (Antarctic C.R.C)
해양연구소 (IOS)

1995. 5. 26

지질조사소 (GSC)

1998. 11. 30

하노이해양연구소 (HIO)

2000. 9

캐나다

베트남

기술정보 교환, 인력교류, 장비 시료, 기기 등의 공동활용,
공동조사 및 공동 심포지움 개최
기술정보 교환, 인력교류, 장비 시료, 기기 등의 공동활용, 공동조사
연구인력 교환, 관심분야 연구정보 교환,
학술회의 개최, 장비 공동이용, 공동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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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참여

연구원은 현재 전지구해양관측(GOOS), 국제해양자료교환

한편 2002년 북극다산기지 설립과 동시에 국제북극과학위

(IODE) 등 국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UN산하 정

원회(IASC)에 세계 18번째로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와

부간 해양과학위원회(IOC)를 비롯하여, 북태평양해양과학기

함께 연구원은 국제해저기구(ISA : 법률기술위원 강정극), 미

구(PICES) 등해양관련국제기구활동에적극참여하고있다.

국지구물리학회(AGU : 해양과학분과위원 이상묵), 북태평양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최초로 정부간 해양과학위원

해양과학기구(PICES)와 태평양과학회의(PACON), 정부간해

회 (IOC)의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집행이사

양과학위원회 서태평양위원회(IOC-WESTPAC) 의장직(허

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해양연구원은 IOC창립 초기부

형택) 수행 등 주요 국제기구와 학회에서 임원 및 전문위원으

터 정부대표로 참여하면서 국내 해양분야 정부간 국제기구 관

로활동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해양과학기술역량을

련업무를실질적으로주도하고있다.

과시하고해양수산분야의외교적측면에서도일익을담당하고
있다.

또한 민간분야의 국제학술기구인 국제학술연맹(ICSU)산하
해양학연구위원회(SCOR)에는 1990년 10월 정회원국으로 가

특히 2002년 한해 동안에만 22개의 국제기구관련 회의에

입하였고 남극과학연구위원회(SCAR)에도 1990년 7월 정회

72명이 47차례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원국으로가입하여활동하고있다.

우리나라의위상을제고하였다.

제5차IOC/WESTPAC 국제과학심포지움 (2001. 8.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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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및 공동연구

5.1. 국제회의 개최

5.2. 국제공동연구 수행

연구원이 국제기구 및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개최한 주요 국

연구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국제공동연구에 참여

제회의개최실적은아래와같다.

회 의 명

하여왔다. 특히동북아해양관측시스템 구축, 황해광역해양생

기

간

장

소

참가규모

회 의 내 용

제5차 점성 미세퇴적물 이동에
관한 국제학술회
(INTERCOH ’98)

1998. 5. 26`~30

제8차 태평양 해양과학기술회의
(PACON) 개최

1998. 6. 15~20

’98 IOC/KOICA/KORDI
해양환경보전훈련과정

1998. 10. 22~31

연구원,
남해연구소

6개국, 18명

해양오염전반에 걸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참가국간 긴밀한 공동협력체제 구축

제2차 황해심포지움

1999. 5. 18~19

서울대 호암관

2개국, 50명

한중 황해공동연구의 성과와
주요논문 발표

제6차 남극과학심포지움

1999. 5. 18~19

연구원

7개국, 100명

지구환경과 관련된 빙하연구를
포함한 남극지구과학

해양환경모니터링 국제워크숍

1999. 8. 27~28

인천, 제주

3개국, 80여명

자동화된 해양환경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해양오염 감시체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제3회 국제항만심포지움

1999. 9. 17

제주 하얏트

2개국, 250여명

컨테이너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
항만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주제 발표 등

제1차 한국 GLOBEC심포지움

1999. 8. 24

연구원

3개국, 60여명

전지구적 기후의 변동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프로그램

YSLME/PDF
제1차 지역 워크숍 및
제2차 한중 운영위원회

서울,
쉐라톤호텔

서울,
쉐라톤호텔

미국, 영국,
프랑스 회원
13개국 100여명
20개국, 200여명

수중의 응집체 이동, 수층과 퇴적층
거동규명, 퇴적층 내부의 거동 등
미세퇴적물 이동에 관한 연구발표
태평양지역 해양과학기술 관련
학술활동 및 협력체제 구축

황해 생태계 관리 및 보전에 관한
1999. 10. 26~29

서울, 워커힐

3개국, 30여명

국가간 공동관심사에 대한
지역운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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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연구 및 북서태평양해양보전실천계획 등 아시아 태평양

과 중국 그리고 북한을 포함 3국간의 국제협력사업을 관장하

지역의해양환경보전을위한다양한국제공동연구사업에참여

는 지역센터 및 사무국을 적극 유치, 운영함으로써 북한 해양

함으로써지역해협력체제구축에주도적역할을하고있다.

학계와의 접촉 및 교류증진 활성화 그리고 향후 남-북한 교류
에 기반이될남북협력채널을확보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향후 이 지역 내 거대 건설투자사업의 기획 및 추진 시 우리
나라가주도적역할을수행하고영향력을행사함은물론, 한국

국제협력명

개

요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원이 최근 참여하고 있는 주요 국
제공동연구사업은아래와같다.

참여활동
•1996. 9. 제1차 조정회의 참가

동북아시아

해양서비스업무개선, 해양오염모니터링,

해양관측시스템

해양재해저감, 유용생물자원 정보교환 등

(NEAR-GOOS)

동북아 해역국가가 참여하는 해양관측

구축

시스템 구축사업

(태국, 방콕)
•2000. 4. 국가해양관측망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00. 12. 5차 NEAR-GOOS
조정위원회 개최

전지구실시간
해양관측사업
(ARGO)

무인 해양관측 부이를 이용하여
전지구 해양의 수온, 염분, 해류 등
상층부 자료를 인공위성 을 통하여
실시간 제공 하는 프로그램

황해광역해양

황해 전역에 대한 생태환경 및

생태계 연구사업

수산자원 현황을 조사· 분석하는

(YSLME)

국제적 해양환경 관련 조사 연구사업

아태경제협력체
해양과학기술
협력사업
(APEC MRC)

APEC 21개 회원국을 상대로
해양환경에 관한 선상훈련, 실험실습 등
해양환경관리 기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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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해양관련 기관과 더불어
해양관측 및 기후변동에 관한
국제연구 및 회의에 참여

•지구환경금융(GEF)의 지원을 받아
한· 중 공동 수행
•5개 전문가 그룹 참여 및 사무국
(PCU) 유치

•1999 AMETEC 설립,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2000 센터설립을 위한 APEC
국제 워크숍 개최 등

성과 및 기대효과
•동북아 관할 해역에 대한
체계적 연구 가능
•해양환경의 효율적 보전
연구 기반 확보
•항해안전, 해양오염방제 등
각종 해양문제 해결에 도움
•전지구 환경의 보다 정확한
기후 및 해황 관측 가능
•2002 현재 3,000여개 Argo
투입
•황해 생태계 보존과 이용의
합리적 방안 도출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
관리개발로 수익증대 기대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APEC
국가내 위상 정립
•국가간 공동협력 연구 증대
•해양관련 전문연구자 육성
인력교류 증대

6

절

해외 과학기지 및 해외 연구센터 운영

6.1. 한· 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상 인력감축, 경상운영비를 절감하여 학술활동 경비로 활용하
는등단기적인경영혁신을추진하여기관의기능전문화와운

90년대 들어 꾸준히 추진되어 온 한· 중 양국 간 교류는 점

영의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양국 간 해양관련 현안문제

차 다각화되어 1994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중국 국가해양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

국간에한· 중 해양과학기술 수준 제고, 그리고 해양환경 공동

고있다.

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 한· 중해양과학기술협력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하게되었

6.2. 한· 남태평양 해양연구센터

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1994년 12월 한· 중 해양과학 기
술협력기획회의가 개최되어 16개 공동연구과제를 선정, 우선

연구원은 2000년 5월 30일 남서태평양에 위치한 마이크로

추진키로 합의하였고 1995년 5월에는 한· 중 해양과학공동연

네시아 연방공화국 축주(Chuuk State)에 한· 남태평양해양

구센터를중국청도제1해양연구소내에설치하게되었다.

연구센터를 개설하였다. 지구상 가장 양호한 참치어장으로 알

이후, 한· 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려진 이 지역은 망간각 및 해저열수광상으로 대표되는 해저광

한국의해양수산부, 한국공공기술연구회, 한국해양연구원, 중

물의 보고이며, 남서태평양 해역의 60%에 이르는 해역이 각

국국가해양국, 중국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소의 지원과 협조

도서국가들의 EEZ지역으로 향후 해양자원개발을 위해 이들

에 힘입어 국가 간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여러 기획과제를 수

도서국가들과의 관계 구축이 필수적인 전략적 요충지이다. 특

행하였고 세미나, 워크숍등을개최하여학술교류증진에힘써

히, 남서태평양 지역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이 위치하

왔다. 또한양국의해양정책에대한참고자료를발간하여양국

고있으며지구과학적측면에서볼때한반도주변의기상현상

간 교류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한편 한· 중간 과학기술

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해류의발원지인동시에다양한해양

에관한협력기구로서의성장· 발전을 위해진력하여왔다.

자원이부존된지역이다. 따라서이지역은 21세기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주요 수산자원과 해저광물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나 설립이래 기관의 예산은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중국의 급속한경제발전에 따른현지 물가 상승으로 기관

개발유망지역으로서, 해양경제영역확대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의가치가매우높다.

운영및학술활동예산의상대적인감소가초래되었다. 또한설
립초기에는한· 중센터를통한협력교류수요가많았으나그간

연구원은 동 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하여 남서태평양 국

한· 중센터 운영의 결과로 얻어진 협력기반을 통해 양국 전문

가들과의 해양과학기술 관련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연근해 해

가들의직접교류가더욱활발해지고있다. 이러한영향으로인

양연구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대양연구를 활성

해 한· 중센터의 협력 매개체적 기능에 대한 소요가 감소하고

화하는기반을마련하게되었다. 특히남서태평양일원의지구

있는것으로 보이며, 아울러인터넷의 확장, 한· 중간 항공, 여

환경변화 연구 및 해양생태계로부터의 신물질 추출연구 등을

객선의 노선 증편 등 교통· 통신 시설이 확충되었으며 양국의

통해 21세기해양개척의 전진기지로활용할수있게될것으로

대외정책기조또한전면적동반자의관계로발전하였다.

기대되며, 최근에는 열대 해양생물자원인 고급어종 및 진주조

해양과학기술협력 분야에서도 황해, 동중국해, 동해를 대상
으로 해양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

개양식기술개발을위한연구와망간각, 망간단괴를비롯한심
해저광물자원탐사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다. 따라서 한· 중센터는 사업수행의 연구관리 체제 전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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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남극 세종기지와 칠레사무소
우리나라는 1986년 남극조약에 33번째로 가입했으며 1988

구영역의 확대를위해다방면으로노력하고있다.

6.4. 북극 다산과학기지

년 2월 17일에 서남극 남쉐틀랜드 군도 킹조지 섬에 세종기지
(남위 62°
13＇, 서경 58°
47＇)를 준공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연구원은 지난 1999년부터중국및러시아와 공동으로북극

남극연구에 대한 노력과 업적을 인정받아, 1989년 10월 18일

해 조사 등의 실질적인 북극과학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후 북

23번째로 남극에 관한 모든 규정및 제안사항을 심의· 개폐할

극연구를시작한지불과3년만인 2002년4월 29일 15년간의

수있는남극조약협의당사국의자격을획득하였다.

남극 연구를 바탕으로 노르웨이 스발바드 군도 스피츠베르겐
섬에 정약용 선생의 호를 따‘ 다산(茶山)’으로 명명한 북극 과

연구원은 세종기지 설치이후 15년 간 연구원을 중심으로 대

학기지(북위 78°
55＇, 동경 11°
56＇)를 설치하였다. 기지가 자

학및관련학계의많은연구인력이참여하는대한민국남극과

리잡은스발바드군도는 1920년스발바드조약에따라노르웨

학연구단을 운영하여 왔으며, 기지 주변을 포함하여 남극반도

이 이외에 세계 40개국이 이곳 부존자원에 대해 공유권을 행

인근지역에까지 해양과학, 육상지질, 대기, 고층대기물리 및

사할 수 있는 곳으로서, 우리나라로서는 본격적인 남· 북극의

육상생물학등에관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또한지금까지9

극지연구를활성화할 수있는 기반을갖추게되었다.

차례에걸쳐국제남극심포지움을개최함으로써, 외국 선진연

노르웨이는 스피츠베르겐 섬내 니알슨에 국제과학기지단지

구동향과연구실적의입수와교류에힘쓰고있다. 이러한노력

를 건설했으며, 현재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의결과, 남극조약협의당사국으로부터는성공적이고도모범적

일본등에이어우리나라가7번째로기지를 보유하게됐다. 우

인 기지운영에 대한 찬사를 받음은 물론, 국제남극연구학계에

리연구원이국제과학기지단지내시설을임차하여직접운영

서도 인정받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세계수준의 극지 연구

하는 다산기지는 현재 70평 규모로, 최대 10여명의 과학자를

능력을보유하게되었다.

수용할수있는 거주공간과5개의실험실로구성되어있다. 이

또한, 1999년에는 한국 최초로 북극항해탐사에 참여함으로

곳의인력은연중내내체류하지는않고수시로방문해연구활

써, 남극연구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북극해 연구를

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산과학기지를 우리나라의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한· 칠레 해양과학 공동연구

북극진출교두보로활용하기위해고층대기물리관측과미기

및 세종기지 물자보급 지원을 위해 1996년부터 한· 칠레해양

상관측, 지구물리연구, 생물연구를집중투자하고있다.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 사전단계로 2001년 1월 15

특히 지구 90km 상공 고층대기의 온도와 바람의 관측자료

일 칠레 푼타아레나스에 현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현재는

는 지구온난화 연구는 물론 우리나라가 보유한 인공위성 운영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03년부터는 남극

등에도크게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이와함께향후이곳

대륙 진출과 북극해 탐사 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쇄빙능력을

에 우리나라 위성추적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우주 연구의 전초

갖춘 종합해양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본설계에 착수, 극지연

기지로활용할계획도갖고있다.

한· 칠레해양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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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아시아지역 국가간 해양협력활동

7.1. KOICA 해양조사훈련사업

유기오염물질(POPs)의 전처리과정에 대한 선상훈련, 실험실
습과 강의를 통해 APEC역내 개도국 참가자에게 해양환경관

연구원은 1994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도국을 대상으

리에필요한제반기술이소개되었다. 연구원은이러한개도국

로 국제 해양환경 훈련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동 훈련과정은

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프로그램과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해 해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아시아 태평양

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아· 태지역 해양과학기술 협력체제

지역 개도국의 정책입안자나 과학기술자를 초청하여 우리나

구축에주도적역할을수행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

라의산업화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개

위상을제고하는한편, 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주요해양과학

도국발전을위한인재양성을 돕는 국제교육훈련과정이다. 우

분야 국제기구 총회 시 집행이사국 및 임원 선출은 물론 국제

리 연구원은 1994년부터 해양과학조사 훈련과정을 위탁받아

프로그램사무국및훈련센터유치시회원국들의절대적인지

2002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

지를확보하고있다.

국 20여개 나라의 해양과학분야 종사자 약 150여명에게 종합
해양연구선 온누리호를 이용한 선상실습, 해양환경유류오염

7.2. YS-LME사업

분석승선과정 및해양환경관리에필요한제반 기술을 교육하
였다(표 1).

황해는 최근 주변국가의 급격한 산업발전과 인구증가의 영
향으로해양환경악화및수산자원격감현상이나타나고있어

동훈련과정의주요 교육내용은선상시료채취및처리, 실험

환경보전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양생태학적 연

실습, 해수내 오염물질의 채취· 분석, 분석결과의 정도관리기

구가시급한실정이다. 이에한국과중국양국은지구환경금융

술에 대한 교육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원에서는

(GEF)의 지원을 받아 황해광역해양생태계(GEF/YSLME)조

각 훈련생들이 참여하는 참가국들의 해양과학기술 현황 발표

사연구사업을기획하였다. 이연구사업은황해생태계의자원

및 토의과정과 국내 해양산업 및 연구기관 방문, 산업시찰 프

량 연구 및 황해 생태계의 오염현황 진단 등 4개 분야로 구성

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보다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교육훈련과

되어 있으며, 황해 생태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장기

정이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적 보존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양국정부는 GEF기금에 의

1994년 종합해양연구선 온누리호 승선을 통한 최초의 해양

한 YSLME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기능을 수

과학조사훈련과정을 실시한 이후, 1997년 제4차 훈련과정부

행할 Program Coordination Unit(PCU)를한국해양연구원

터는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IOC)와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격

에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5개 부문별 Working Group 중 수

상하여 실시하게 되었으며, 2000년 제7차 훈련과정은 정부가

산자원관리, 오염관리, 투자정책분야 등 3개분야 의장은 중국

아태경제협력기구(APEC)역내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지역 국

이, 나머지 생태계관리 및 생물다양성분야는 한국이 의장국을

가간 공동협력을 증진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

맡는다.

진해오고있는「APEC 해양환경훈련· 교육센터(AMETEC)」
설립을위한사전시범교육사업으로진행되었다.

우리연구원에 설치예정인 사무국(PCU)은 제3단계 광역해
양생태계사업을 총괄 관리함은 물론 세부사업의 선정, 집행,

특히 동 시범교육사업에는 APEC 9개 회원국의 연수생, 해

평가등의업무를총괄하는핵심적인기구가될것으로예상되

양환경관련 국내· 외전문가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지속성

며, 공모를 통해 선정예정인 4인의 국제기구인력(CTA,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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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경제전문가, 홍보전문가)과 5인의 현지채용인력(행정관,

게될것으로기대된다.

부행정관, 총무, 비서, 운전사)으로구성된다.

7.3. NOWPAP방제 지역활동센터

황해광역해양생태계(GEF/YSLME) 사업은 향후 5년 간에
결쳐 1천4백39만 달러를 투자해 황해 전역에 대한 생태계와
수산자원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고, 아울러 생태계 균형유지

우리연구원은 북서태평양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해

방안을 모색하게 될 국제적인 해양환경 관련 조사 연구사업으

양오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한· 중· 일· 러· 북한등

로이사업이완료되면황해생태계보존과이용의합리적방안

이 공동으로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실천계획

도출 및 해양생물 자원의 합리적 관리개발로 지속적 수익증대

을 실행하기 위한 국제협력기구인 북서태평양방제지역활동

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황해연안 환경개선과 한· 중

센터(NOWPAP MERRAC)를 2003년 3월 대전 시스템안전

간 공동협력에 의한 실질적인 환경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

연구소에 설치하여운영하고 있다.

표 1. KOICA 해양조사훈련 실시 실적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기

간

참가국

장

소

내

용

·
·
·
·
·

해양학 각 분야별 이론강좌
장비운용기술 습득
조사선 탑승 조사훈련
산업시찰 및 관련기관 방문
교육평가 및 마무리 강의

11명

한국해양연구소 및
연구선 온누리호

·
·
·
·

해양학 각 분야별 이론강좌
장비운용기술 습득
조사선 탑승 조사훈련
산업시찰 및 관련기관 방문

파키스탄,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
얀마 (8개국)

14명

한국해양연구소 및
연구선 온누리호

·
·
·
·

해양환경보전 이론 강좌
장비 운용기술 습득
조사선 탑승 조사훈련
산업시찰 및 관련기관 방문

파키스탄, 중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6개국)

10명

한국해양연구소 및
연구선 온누리호

· 해양환경보전 이론강의와 실습
· 조사선 탑승 및 조사훈련
· 산업시찰 및 관련기관 방문

베트남,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5개국)

14명

한국해양연구소 및
연구선 온누리호

· 해양환경보전 이론
· 장비운영기술
· 선상훈련, 산업시찰
· 해수 내 오염물질 채취기술,
선상훈련, 분석기술, 정도관리
· 해양자료이용 및 구축
· 산업시찰

1994
9. 2~14 (13일간)

파키스탄,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브르네이 (6개국)

1995.
9. 22~10. 12
(21일간)

파키스탄,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7개국)

1996.
8. 30~9. 21
(21일간)

참가자

10명

한국해양연구소 및
연구선 온누리호

제4차

1997.
9. 18~10. 12
(26일간)

제5차

1998.
10. 18~31 (14일간)

제6차

1999.
9. 28~10. 11
(14일간)

베트남,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파키스탄, 몰디브,
미얀마, 러시아, 태국, 필리핀,
사모아, 통가 (14개국)

20명

한국해양연구소 및
연구선 온누리호

제7차

2000.
11. 10~26 (17일간)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칠레, 페루, 파푸아뉴기니 (9개국)

19명

한국해양연구소 및
연구선 온누리호

· 연구조사선을 이용한 해양환경 조사방법
· 시화호 현장 실습
· 산업시찰 및 관련기관 방문

러시아,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칠레, 페루, 파푸아뉴기니 (10개국)

18명

한국해양연구소 및
연구선 온누리호

·
·
·
·

중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페루 (7개국)

15명

한국해양연구소 및
연구선 온누리호

· 해양환경보전 이론강의
· 시료채취 및 분석법
· 시화호 현장 실습 및 산업시찰

제8차

제9차

2001.
10. 15~11. 3
(15일간)

2002.
8. 21~31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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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보전 이론강의
연구조사선을 이용한 해양환경 조사방법
시료채취 및 분석법
시화호 현장 실습 및 산업시찰

본 센터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지역해 프로그램

7.4. AMETEC

(Regional Seas Programme)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수행
중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해양수산부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

Plan, NOWPAP)에서의 해양오염 대비 및 대응에 관한

를 위한 전문인력의 능력배양을 도모하고, 국제기구의 국내

NOWPAP/4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센터의 활

유치를 통한 해양행정의 국제화, 21C 해양환경 선진국가로서

동을 통해서 국가간 방제협력활동의 근간이 되는 기름오염 대

우리나라의 위상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1996년 9월 태국에서

비· 대응에 관한 NOWPAP 지역긴급계획(Regional Oil

개최된 제9차 APEC 해양자원보전(MRC) 실무그룹 회의에서

Spill Contingency Plan)과 지역 방제협력 양해각서(MOU)

‘ APEC 해양환경보전· 교육센터(AMETEC)’ 의 설립을 제안

의최종안을채택하기도하였다.

하여 1999년 5월 호주에서 개최된 제12차 APEC MRC 실무
그룹 회의에서‘ AMETEC 설립에관한국제워크숍 및시범교

아울러 센터에서는 국제활성프로그램(UNEP), 국제해사기

육사업’을승인받았다. 동센터설립관련 업무를위탁받은연

구(IMO)의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 해양경찰청, 일본 해상보안

구원은 2000년 4월 제주에서 AMETEC 설립에 관한 APEC

청(JCG), 중국 해사안전청(MSA), 러시아 해사오염방제구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 같은 해 11월과 2001년 9월, 2002년

제청(MPCSA) 등 회원국 정부기관 대표들이 참여하는

10월중 각기 약 3주간에 걸쳐 APEC회원국 교육생 20여명을

MERRAC Focal Points Meeting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대상으로AMETEC 설립을위한사전시범교육을3차례실시

해양오염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다루는

하였다.

NOWPAP 전문가회의를개최하고있다.

우리연구원은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2003년 중 거제
장목의 남해연구소에 AMETEC 개소(開所)를 목표로 현재 관

이 밖에도 NOWPAP 지역 긴급연락망 구축, Newsletter

련시설과 인력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연구원

발간, 홈페이지 운영, 방제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은 동 센터를 중심으로 남해연구소를 해양환경 교육· 훈련을

NOWPAP 지역 유출유확산예측 모델 구축사업등과 같은 여

통한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해양환경 관리기술의 개발· 보

러활동들을수행하여동북아시아해양오염대비및대응에관

급, APEC 해양환경관리 정보 네트웍의 중심지로서 발전시켜

한핵심기반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나갈계획이다.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서개최한제5차NOWPAP MERRAC Focal Points Meeting 참가자기념사진(2002.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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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연· 산 협동
1990년대 들어 정부는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국제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인력교류 및 양성, 학술 및 기술정보교환을 핵심으로 하는 협동연구개발
체제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연구원은 대학과의 협동연구체제구축을 위하여 연구사업의 공동수행 폭을 확대
하는 한편 한국해양연구원이 보유한 연구경험과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우수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 연· 산 협동연구과정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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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학· 연 협동 인재양성

1.1. 학· 연 협동연수생(석· 박사)제도 운영

수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 연· 산 협동연구과정을 설
치하였다.

1990년대들어정부는당면한국가경제위기를 타개하고국

1992년 성균관대학교와 생물학, 물리학, 토목공학과정에서

제기술경쟁에서우위를확보하기위하여대학과정부출연연구

석· 박사 과정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02년 말 현재 12개

기관과의인력교류및양성, 학술및기술정보교환을핵심으로

대학과 공동으로 학과과정을 개설,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평

하는협동연구개발체제구축을추진하였다.

균 5~6명의 석· 박사를배출하고있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연구원은 대학과의 협동연구체제구축

1.2. 연수 및 인턴연구원 제도 운영

을 위하여 연구사업의 공동수행 폭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해
양연구원이 보유한 연구경험과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우

이공계신진석· 박사인력들에게산· 학· 연연구현장에서

표 1. 학· 연 협동연구과정 약정체결 대학 현황
2002 총현원

2002 정원/년
대학명

개설학과

약정체결일

석사

박사

계

석사

박사

계

인하대

3

2

5

2

2

4

해양학

1992. 4. 25

성균관대

6

3

9

2

1

3

생물학, 물리학, 토목공학

1992. 4. 27

한양대

3

-

3

5

-

5

생물학 외 8개 학과

1992. 5. 8

홍익대

3

2

5

-

1

1

조선해양공학, 토목공학

1995. 5. 9

해양대

-

-

-

-

-

-

1997. 3. 31

부산대

-

-

-

-

-

-

1997. 5. 9

충남대

1

3

4

2

6

8

명지대

-

-

-

-

-

-

강원대

6

6

12

-

1

1

경남대

-

-

-

-

-

-

2000. 1. 18

세종대

-

-

-

-

-

-

2000. 5. 29

이화여대

-

-

-

-

-

-

계

22

16

38

11

11

22

해양학, 선박해양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1997. 5. 15
1999. 3. 10

미생물, 생물, 생화학, 지구물리학, 환경학

생명과학과, 과학교육과

1999. 3. 22

200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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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식을익힐수있는 기회를제공하여이론과현장경험을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매년 평균 10여명 씩, 현재까지 총 115

겸비한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자 1991년부터

명의인력이배출되었다.

표 2. 연도별 석· 박사 배출현황

(단위: 명)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석사

3

3

3

3

6

5

5

3

박사

-

1

-

-

1

-

1

-

계

3

4

3

3

7

5

6

3

2

절

학· 연· 산 협동

2.1. 국내 기관과의 기술· 정보· 인력 교류

제주도, 인천시 등 연안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계획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양연구는다분야가참여하는종합과학기술분야로관련기

많은자문활동을하고있다.

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이다. 한국해양연구원은 협동연
구체제 구축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동연구협정 등을 체결하

2.2. 연구원 창업제도운영 및 벤처기업 육성

는한편 2000년이후에는매년총연구비의 약 15%를이들기
1990년대 후반 직면했던 경제위기를 기술력으로 극복하기

관에공동연구비로투자하고있다.
또한, 한국해양연구원이 위치한 안산시를 포함하여 부산시,

위한방안으로적극추진된연구원창업장려정책에따라 1998

표 1. 창업자 현황
창업자

창업기업

창업일

기술 분야

비고

강성현

(주)백년기술 `

2000. 3. 20

환경설비, 자동제어, 환경기술용역

복직

김형선

아쿠아토피아 인터내셔널 `

2000. 10. 23

수산물해면어류 양식, 종묘생산

퇴직

홍기훈

(주)바이오마린텍 `

2001. 3. 19

식품재료제조

복직

서상현

(주)다이마스 `

2001. 1. 2

해양관련 정보 및 서비스, H/W, S/W개발 정보 서비스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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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창업지원 규정을 제정하고 그간 개발된기술을 대상으로 연

지 않아 많은 창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장비 공동활용

구원들의 창업을 적극 유도하였다. 하지만 해양과학기술이 갖

과기술지원을통한해양과학기술분야의벤처기업활동지원을

는거대과학으로서의특성상소규모단위기술을대상으로하는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을 2000년에 마련하고

벤처대상의 기술에는 적합치 않다는 점과 시장 여건이 형성되

이에근거하여창업보육센터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표 2. 국내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현황
상대기관명

체결일자

주요협약내용

비고

· 조함기술자료 및 정보의 상호교환

해군(조함단)

1997. 5.

경남대학교

2000. 1. 18

한국선급

2001. 3. 27

한국식품개발연구원

2002. 10. 2

· 민· 군 겸용기술 등의 연구개발사업 활성화
· 연안환경개선, 생물자원활용
· 인력교류, 정보교환, 시설공동 활용 등
· 공동 학술적 자문 및 공동연구 수행
· 기술인력의 상호교류
· 해양과학 및 식품과학 분야 공동연구 개발
· 인적자원 교류 및 교육훈련
· 공동세미나 및 학술회의 개최 등
· 해양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교류

국립해양조사원

2002. 10. 15

· 인력교류 및 교육훈련협력
· 해양조사선 및 장비 공동활용
· 공동연구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

2002. 11. 26

· 정보지식의 공유 및 협력

해군본부

2003. 3. 4

· 1997년 조함단과 맺은 협약에서 전 해양의 방위 과학을 위한 특정조사 협력

인하대학교

2003. 4. 25

· 공동연구개발, 인력 및 학술정보교류, 연구· 실험시설 공동활용 등

국회도서관

강릉직업전문학교

· 최신정보연구자료 공동이용 및 학생· 교사 학습 교류

2003. 7. 4

· 실험, 실습, 기자재 등 공동활용

2003. 8. 26

LG이노텍

· 해양 방위산업분야, 해양 안전 종합 정보망 구축사업
· 수중 음향통신 및 광통신 방위체제 구측 등

표 3. 벤처기업 현황
기업명

대표자

사업내용

업

태

위

치

(주)백년기술

김은희

환경계측기 및 환경설비
자동제어, 환경기술 용역

제조, 서비스

신양기술

전호경

전자계특기, 산업장비, 해양기술용역

제조, 도매, 서비스

해양(연) 내 기장비보관동 2층

아쿠아토피아
인터내셔널

김형선

수산물 해면어류양식 종묘생산

소매, 어업

해양(연) 내 제1연구동 1321호

비고

해양(연) 내 제4연구동
4304· 4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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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기· 장비 및 연구선 건조· 운영
◦ 해양기· 장비의 관리와 유지· 보수에 대한 업무의 전문화는 1979년 해양기기실의 설치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해양기기 관련 전담부서로 발족된 해양기기실은 1983년에 정부 유사기능 통폐
합에 따른 연구소 조직 개편으로 조사선 운영실과 통폐합되어 연구지원실(선임연구부장 산하)로
개편되었으며 이 때 각 연구실에 분산 운영되던 기· 장비, 기술인력이 통합 운영되었다.
◦ 1980년대 중반 이후는 한반도 주변해역 종합 해양자원도 작성연구, 동해와 황· 동지나해 및 대륙붕
해양조사, 본격적인 심해저 망간단괴 및 열수광상 탐사 등 연구사업의 장기 대형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러나 해양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던 연구선 인천801호(83톤급)는 항해가능 해역
이 연안으로부터 20해리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황해연안을 제외하고는 다른 해역에서의 해양조사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며 일부 탐사장비 또한 수량과 성능면에서 뒤져 있어, 대규모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 해양연구선 건조와 탐사장비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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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

기· 장비 운영

1.1. 1970년대와 80년대

과 통폐합되어 연구지원실(선임연구부장 산하)로 개편되었으
며 이 때 각연구실에 분산 운영되던 기· 장비, 기술인력이 통

해양기· 장비분야업무는 설립 초창기 해양과학연구실과 해
양공학실에서 수행하였던 연구사업의 현장조사와 함께 시작
되었다.
해양과학실의 연구사업은 한전관련 수탁사업과「N프로젝
트」
가 그주축을 이루었고 해양공학실에서는 조력발전 관련사

합운영되었다.
연구지원실은 해양기기와 선박을 관리 운영하면서 연구업
무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각종 관측기술 축적 및 해양기기
개발분야의 전문화 필요성 대두로 1989년 해양기기실을 다시
분리, 운영하게되었다.

업이 주축을 이루었는데, 이들 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 장비
의 현장 운용은 각 현장 출장팀이 공동으로 취급하였기 때문

연구장비의 괄목할만한 확충은 UNDP 2단계 및 3단계사업

에 보수· 유지에 많은 문제점이 따랐다. 관측 기· 장비의 해

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도에 시작된 2단계사업

상운용방법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예를 들면 소형어선의

(ROK/80/002)에서는 유속계(RCM), 검조기(WLR), 파고계

뱃전에 사각목의 나무로 채수기 걸이를 만들어 걸어놓고 케이

(Waverider Buoy), 탄성파 탐사장비(Uniboom) 등이 확보

블을 내리면서 채수기를 매달고 관측지점마다 수심별로 해수

되었고, 이에 힘입어 현장관측 및 자료처리 능력이 크게 향상

를 채취하는 식이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수백개의 채수병을

될수있었다.

연구실로 운반, 염분도 및 플랑크톤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작업들이모두수동으로이루어졌다.

또한 UNDP 3단계사업(ROK/82/011)에 의해 연구소의 해
양기기 검· 교정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업예산은
$ 228,000이었으며 사업내역에는 기술적인 교류를 위해

초창기 연구장비 확보의 주요 재원은 한· 일 국교 정상화에

CTA(Chief Technical Adviser) 활용 1명 , 전문가 초청

따른 대일 청구권 자금(PAC)을 비롯해서 UNDP지원자금

4 명, 훈련 4 명이 포함되었다. 검· 교정 장비는 Autosal 외

($1,976천, 1973~1991),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

11종을 구입, 해양기기실 능력 확충과 해양 관측 기· 장비의

자금($ 3,230천, 1979~1984) 등이었다. 특히 초창기 연구소

표준화기초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1987년5월이후 기기실의

가보유했던 장비로는 PAC자금으로 들어온 중고장비로서수

신축 건물 이전과 함께 염분도, 온도 등의 정밀 검· 교정시설

압식 조석 측정기와 해저면 관측용 Side Scan Sonar(272)

을 완료하고 정상적인 검· 교정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기틀이

및 Decca Trisponder System, Martek 사에서 제작된

되었다.

Water Quality Monitoring System, Photometer 및 로
켓 형태의 Transmission Meter, 쿠루제사의 Tide Gauge,

해양장비의 정밀도와 정확도 유지는 80년대 후반 특별외화

Nansen 채수기, 전도 온도계와 일본 Yakal사의

대출자금(1988∼1989)에 의한 검· 교정 장비와 계측기기 확

Salinometer, 그리고고무보트인Zodiac 등이있었다.

충을통해더욱진전되었다.
또한 80년대후반에는해양관측기· 장비국산화를위한시

해양기· 장비의 관리와 유지· 보수에 대한 업무의 전문화

도가 이루어졌다. 수중음파를 응용하는 음파 원격제어 시스

는 1979년 해양기기실의 설치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해

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해류계(RCM 4, 5, 7)의 에러원인

양기기 관련 전담부서로 발족된 해양기기실은 1983년에 정부

분석 등 실해역에서의 관측기기의 제어 및 교정을 위한 작업

유사기능 통폐합에 따른 연구소 조직 개편으로 조사선 운영실

들이주요한실험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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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90년대부터 2002년까지

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실무자들의 전자계측장비 운용의
어려움을해소하기위한장비유지관리교육을 1998년부터전,

1.2.1 운영 및 관리

후반기로 두 차례씩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이후 다른

1989년 연구지원실로부터 분리된 해양기기실은 90년대에

해양 관련 기관에도 개방하여 이 분야의 관심 있는 기술 인력

들어 전문성 강화를 통한 발전을 모색하면서 각종 연구사업에

이참여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개선하였다.

참여하여 제반 해양 관측 기· 장비의 개발 및 응용기술의 축
적에 주력하였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

또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기기 개발의 산

환으로 TGPS(Telemetering Global Position System)라

업화 연계에 힘쓰는 한편 기· 장비의 검· 교정 확대에 노력하

는 광역 표층해류 측정기를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하였고, 해

였다. 산업자원부에서 1999년 제정한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양 환경 및 기상 관측용 부이를 순수 국산기술로써 제작하여

제5390호)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국가간 상호 인정제도에 부

현장응용및실험을통해보급하였다.

응하는 교정제도의 확립, WTO 체제의 국제기준과의 부합화,

또한 기· 장비의 표준화를 위한 교정업무와 기기의 보수

국내 교정기관의 대· 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이었다. 교

수리 운용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 해결, 연구선 온누리호와

정분야에 대한 법규정의 강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인원,

이어도호의 장착 연구장비에 관한 신속한 유지 관리 및 보수

보유장비 및 환경시설이 새로운 규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

를 통해 원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

력하였다. 그러나 결국 예산문제로 2001년 4월 7일부로 대외

었다.

교정업무는중단하게되었다.

90년대의 해양기기실의 주요기능은 △해양 기기 및 장비의

해양기기실의 연구사업 참여실적은 <표 1>과 같으며, 해양

국산화 기술 연구, △해양 기기 및 장비의 교정 및 표준화 기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는 기술 응용과 해양관측 장비의 국산

술의 체계화 구축, △해양 기기 및 장비의 수리 보수, △해양

화와 관련하여 해저 시설 설치 지원기술(1990. 1~1992. 12),

기기 및 장비 분야의 신기술 보급 및 교육, △연구선 장착 연

수중자료 전송 기술(1991. 1~1991. 12), 무인관측 및 자료 모

구장비의유지관리등이었다.

니터링 시스템 기술(1990. 1~1992. 12), 광역 표층해류 측정

그러나 PBS시스템이 도입된 1996년 이후 기· 장비의 구입

기 개발(TGPS)(1993. 8~1995. 5), 해양기상· 환경관측부이

과 운용· 관리에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기본적으로 공동

및시스템구축기술(1997. 1~1999. 12), 표층수온관측기기

관리를 원칙으로 했던 이전의 장비 운영 및 관리방식이 개별

(TTPS: Telemetering Temperature Profile System)

관리방식으로 바뀌게 되었고, 새로운 장비 관리의 방안으로

(1997. 1~1997. 4) 등을 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개발하였다.

각각의 연구장비별 사용자 그룹을 구성하여 장비를 유지· 관

한편 개발된 관측 장비들은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1999

해류관측기(Recording Current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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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구원이 제작한 5m, 3m 해양관측부이

표 1. 해양기기실의 연구사업 참여실적 (1990~2002)
분

야

내

용

연구사업

해양관측 모니터링 부문

자료의 무선 전송 기술 확보

출연 : 12건 / 수탁 : 4건

수중음향 부문

음향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과 심해 장비 개발의 가능성 타진

출연 : 5건 / 수탁 : 1건

기상관측 부이

기상관측 부이의 Hull제작 가능, 센서 Integration 및 신뢰도 향상에
주력하여 관측 영역 확대

출연 : 7건 / 수탁 : 1건

자료 전송 분야

무선과 음파를 이용한 전송 체계 관련 연구

출연 : 7건 / 수탁 : 4건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

새로운 장비 개발, 개선 및 기술 인력 지원

출연 : 1건 / 수탁 :

해상위치 측정분야

해저통신, 전력 Cable 매설선 유도 및 운용 프로그램 개발 활용
DGPS의 적극 활용

출연 :

남극 부문

장비 및 통신 관련기기 기술 지원 및 유지 보수· 기술 인력 지원

출연 : 1건 / 수탁 :

해저탐사 기기분야

탐사기기에 대한 개념 파악 및 기술 지원

출연 :

GPS 응용 분야의 확대

GPS를 응용한 해류관측부이 개발, Navigation 프로그램 개발 등
GPS 응용 확대

출연 : 3건 / 수탁 : 1건

건

건 / 수탁 : 10건

건

건 / 수탁 : 1건

Total : 58건 ( 출연 : 36건, 수탁 : 22건 )

신기술 창업 박람회’에출품하여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
의이해에보탬이되게하였다.

하였으나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한편 2003년 4월 1일부로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 목표에 입

또한 중국의 해양기술연구소(IOT)와 협력하여 무인 해양

각한 남해연구소의 기능 강화를 위해 기기운영팀은 기기운

관측부이를 개발하고 황해에 설치하고자 공동연구를 추진

영· 개발팀으로 명칭과 기능이 변경되어 남해연구소로 이관

TTPS 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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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해양관측장비 검· 교정 분야
분

야

범

위

비

고

1. 온도 (중온)

-80°
C∼+300°
C

국가공인

2. 압력

20,000Psi(max.)

국가공인

3. 전기 전도도(염분)

0.005ppt∼42ppt

자율교정

4. 파고

파고 2meter(max)

자율교정

5. 인장력

20ton(max.)

자율교정

표 3. 검· 교정 실적
연도

소내

대외

계

1990

2건

2건

4건

1991

20 건

1건

11 건

1992

12 건

7건

47 건

1993

32 건

8건

58 건

1994

56 건

25 건

81 건

1995

25 건

28 건

118 건

1996

2건

6건

15 건

1997

27 건

34 건

133 건

1998

63 건

10 건

73 건

1999

77 건

15 건

92 건

2000

30 건

8건

38 건

2001

77 건

14 건

91 건

2002

20 건

16 건

36 건

비

고

온도분야 국가교정검사기관 인증

압력분야 국가교정검사기관 인증

국가교정검사기관 취소

되었다. 현재는 이전에 따른 관측장비의 검증 시설 설치 및

1.2.2 검ㆍ교정 사업

정리와 함께 미래 남해연구소의 역할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

검· 교정 사업은 해양개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보통신망 체계 확립과 관측기술의 지식화, 지능화를 위한 기

12801호) 제5조에 의한 해양 기기 검· 교정 전문기관 육성의

반을조성하는데 노력하고있다.

필요성과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제13929

TGPS 제주해협운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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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창업 박람회

호)에 따라 해양 기· 장비에 의한 측정값과 참값을 비교 측정

의사용효율을높이는데주력하고있다.

하여 기· 장비의 오차 범위를 사전에 비교 분석, 교정함으로

다양한 관측장비를 장착한 온누리호와 이어도호는 현장조

써 해양 관측 자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해양 관측

사를 위한 취항이 거듭됨에 따라 관측장비에도 지속적인 변화

기· 장비에 대한 계량 및 측정에 관한 국가표준을 확립하는

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최근에는 Deep Sea Camera,

것을목표로수행되고있다.

SeaSoar System, Deep Tow System 등이 새로 도입, 설

해양연구소에서 교정을 해오고 있는 분야는 <표 2>와 같다.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받은분야는중온분야(-80℃∼+300

치되어 연구에 투입되고 있으며 아울러 노후장비의 교체도 지
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와압력 분야(0∼20,000 psi)로 오차를표준기를이용, 정

연구선 온누리호와 이어도호에는 해양 탐사를 위하여 다중

기적으로 교정함으로써 관측 자료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

빔측심기 등 34종의 관측장비들이 장착되어 있으며 장착장비

다. 특히 해양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국가표준교정 분야로

의 유지보수는 매년 연구선의 상가기간과 3월에 정기적으로

담당할 수 없는 염분도, 유속, 파랑 등에 대한 교정 수행능력

실시하고있다.

을 확보함으로써 해양 기· 장비의 전문 교정기관으로 발전시

연구선의주요장착연구장비는<표4>, <표 5>와같다.

키고자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연구소는 공업진흥청으로부터 1990년

온누리호에 장착된 SeaBeam 2000은 거의 매년 시스템의

온도, 1994년 압력 분야의 국가 교정검사기관으로 인증 받아

송· 수신센서와 기기를 정밀 시험 검사하여 그 성능을 향상시

관련분야 교정을 수행해 왔으며, 염분분야는 국내에 국가표준

켜 온것을 비롯, 그 외 32건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확립되지않아국제표준에준한자율교정을수행해왔다.

이어도호의 경우 관측자료의 통합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설치

현재 기기운영개발팀에서는 국내 해양관련 기관이 보유하

등 16건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CTD 관측장비

고 있는 관측 장비의 표준화와 자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는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관측 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온도

적 장치를 마련키 위해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는 0.001도, 압력은 100ppm까지 교정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있다.

염분은 표준해수와 정밀 염분 측정기(0.0003mS/cm
Resolution)를 사용하여 비교 검정하였다. 또한 선상에서 표

1.2.3 연구선 장착장비 유지관리

층 해수의 염분, 온도 특성을 연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연구선 2척이 1992년에 취항한 이래 기기팀은 기기, 전자

Thermosalinograph의 운용을 정상화시켜 그 활용도를 높

전문가와 해양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와 협력 및 교

였고또한DGPS 위치 출력포트를8개로증설하여이종의관

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연구선 장착장비의 개선과 장비

측장비의위치자료로사용이용이하도록하였다.

Seasoar 투하

Seabeam의Hydrophone 센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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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온누리호 장착 주요 연구장비 현황
장 비 명

No

도

비

고

항해중 유향과 유속의 수심별 측정

ADCP VM0150

1

용

2

CTD Deck Unit 911(Roset)

수심, 수온, 염분을 수직으로 측정

3

CTD MK ⅢC

수심, 수온, 염분을 수직으로 측정

4

CTD Winch Cable

Conduct Cable (8.6ф, 6,000m)

Sea Bird
G.O (Neil Brown)

5

Deep Sea Camera

해저면 사진 촬영과 비디오 촬영

6

Deep Sea Winch Cable

Conduct Cable (8.6ф, 6,000m)

7

Deep Tow Side Scan Sonar

심해 견인용 해저면 탐사 해저 지층탐사
해저지형의 실시간 측심 & 지층구조 탐사

8

Deep Tow Winch Cable

Conduct Cable (8.6ф, 6,000m)

9

Differential Survey System

정밀 해상 위치 측정기

10

EA-500

정밀 음향 측심기

11

EK-500

어군의 분포, 크기 등 기록

12

Gravity Meter

항해중 연속적으로 해상중력 측정

13

HPR 310

수중위치(ROV) 제공 (500m용)

14

KONMAP

조사장비 전체에 GPS Data 중 시간과 위치정보 제공

15

MDM KORDI1

Cruise planning & 각종 관측자료 monitoring

16

MDM KORDI2

관측자료의 실시간 Monitoring RDBMS를 이용한 Data 기록

17

Meteorological

해상기상 자료 관측 기록

18

Piston Corer

퇴적물 지층 구조 채취

19

SBP BATHY-2000P

해저 지층 구조 탐사

20

SeaBeam 2000

해저 지형의 실시간 측심 및 측심도 작성

21

Seismic Recording System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장비 (해저층 지질구조 조사)

22

Seismic Streamer System

다중채널 탄성파 수신소자 Array

23

Seismic Air Gun

다중채널 탄성파 음운장치 (해저층 지질구조 조사)

24

Seismic Compressor

다중채널 탄성파 음운장치

25

SR-240

어군의 시공간적 분포 및 운동 파악

26

Synchronizer

음파 발사신호 보조 장치

27

VRU

전 음파장비에 Heave, Pitch, Roll 보상

28

Wave Recorder

Wave Data의 Logging 및 Display

29

Weather Satellite Receiver

기상자료 위성 수신장치

30

X-BT

항해중 수심별 수온, 음속 관측장비

31

A - Frame

생물채취, CTD 용, Piston Coring 등 각종 시료 채취, 부대시설

표 5. 이어도호 장착 주요연구장비 현황
장 비 명

No
1

ADCP

용

도

고

항해중 유향과 유속의 수심별 측정

Sea Bird
G.O

2

CTD Deck Unit 911(Roset)

수심, 수온, 염분을 연속 측정

3

CTD MK Ⅴ

수심, 수온, 염분을 연속 측정

4

CTD Winch Cable

Conduct Cable (8.6ф, 6,000m)

5

SBP ORE-140

해저 지층 구조 탐사

6

PDR Deso-20

정밀 수심측정

7

Side Scan Sonar Model-260

해저 표면 탐사

8

Nav Data System TRAV Ⅴ

항해용

9

SeaSoar System

Towing용 종합 해양특성 관측 Vehicle

10

SeaSoar Winch

Conduct Cable with Fairing (8.6ф, 6,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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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2

절

연구선 건조· 운영

2.1. 온누리호

성능면에서 뒤져 있어, 대규모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있는종합해양연구선건조와탐사장비도입이시급히요구
되고있었다.

2.1.1. 건조 배경
해양연구소는 1973년 창립이래정부출연금 및 외자사업 등
을통하여실험시설, 연구기자재등연구시설과인력자원을확

2.1.2. 건조준비

충하는한편해양특성조사, 해양에너지개발연구, 해양환경보

연구소는 이러한 종합해양연구선의 건조 필요성에 따라

존연구, 해난 예보시스템 개발연구와 해양 정책수립 연구 등

1984년 1월 23일 일본의 OECF (Overseas Economic

국가 연구과제 및 산업계로부터의 수탁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Cooperation Fund), 즉 일본대외협력기금 차관자금에 의한

꾸준히해양개발연구능력을배양해왔다.

종합해양조사선 건조사업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되었
다. 이계획(안)은 1984년7월 10일공공차관대상사업으로정

특히 1983년 11월에는 한국 최초로 태평양공해상의 심해저

부외자도입심의위원회를통과하였다.

망간단괴 개발을 위한 탐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해역을 광역
화함과아울러수심5,000m 이상의탐사활동 경험도 갖게 되

연구선의 기본사양 및 건조계획은 1984년 9월초 일본정부

었다.

미션단이방한하여연구선의건조타당성을협의한후그해12
월초확정되었다.

한편 1980년대중반 이후는 한반도주변해역 종합해양자원
도 작성연구, 동해와 황· 동지나해 및 대륙붕 해양조사, 본격

차관조건은 추진단계마다 추진계획 및 결과에 대해 OECF

적인 심해저 망간단괴 및 열수광상 탐사 등 연구사업의 장기

의승인을받을것, 동급이상의종합해양연구선건조경험이있

대형화가이루어지기시작한시기였다.

는 조선소가 건조할 것, 국제입찰에 의할 것 등이었으며 상환
조건은7년거치 15년상환에이자율은연 5%였다.

그러나 해양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던 연구선 인천 801호(83
톤급)는항해가능 해역이연안으로부터 20해리이내로제한되

1984년 12월 14일 제 123회 정기 국회(15차본회의)에서 동

어 있어 황해연안을 제외하고는 다른 해역에서의 해양조사 활

차관이 동의되어 1985년 8월 30일 정부간 교환각서가 국무회

동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며 일부 탐사장비 또한 수량과

의에서 통과되었으나 한국조선소의 참여문제가 걸린 건조

표 1. OECF차관에 의한 조사선 건조사업비 내역
분

야

자금 (단위 : 백만￥)

종합해양조사선

2,760

해양조사장비

1,073

용
예

비
계

역

183

비

84

규

모

국제 총톤수 약 730톤
약 80종
조사선 설계 및 건조감리

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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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의 자격문제 때문에 1985년 9∼10월 한국 정부대표단

트를 시행하고 12월초부터 이듬해 1월 10일까지 시운전 및 장

과 일본 OECF간 협의를 거쳐 1985년 10월 31일에야 차관협

비테스트를마무리할수있었다.

상(안)이국무회의를통과하였다.
1985년 12월 20일 차관협정이 체결되고 1986년 3월 11일

1992년 1월 11일 연구소의 박병권 소장 부부와 허형택 위

차관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연구소에서는 OECF 차관사업의

원, 양형진 단장 등과 일본 용역단 측 책임자인 Mr. Kuto

원활한 추진을 위해 OECF 사업단을 조직하고 본격적인 사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명명 및 인도식을 현지에서 가졌

추진에착수하였다.

다.‘ 온누리호’로 명명된 조사선은 모든 서류와 부품들을 인
수한 후 1992년 1월 17일 오후 2시 30분경 노르웨이 베르겐

2.1.3. 설 계

을 출항하여 지브롤터를 향했다. 14일간의 항해 중에는 영국

설계 및 감리용역은 2개의 일본용역회사(FBA 및 OSCC)와

조사장비 기술자 3명과 노르웨이 기술자 3명의 협조를 받아

1개의 한국용역회사((주)한국해사기술)로 구성된 용역단과

석봉출외 연구원 10여명이 대서양에 대한 해양조사를 실시

1987년 10월 29일 계약을 체결하고 1987년 11월 6일 기본 설

하였다.

계가시작되었다.
일본 동경대학교의 연구선 Hakuho Maru호를 건조하는데

최종적으로완성된온누리호의제원은다음과같다.

참여한 동경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용역회사의 3차에 걸친
기술위원회 회의를거쳐 1987년 12월 말에용역단으로부터접

· 전

수한 연구선기능분석결과를 연구소 각 연구실과 함께 검토한

· 수선간장 : 55.50미터

후 검토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였다. 이 후 1988년 3월 14일 용

· 선

역단이 설계한 설계(안)에 대한 설명회를 거쳐 1988년 7월 31

· 선고(쉘터갑판) : 7.55미터

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연구선의 기능 및 장비의

· 흘

수 : 5.15미터

· 선

급 : +KRSI-Special Purpose, Research,

증가로 연구선의 규모가 국제 총톤수 730톤에서 1150톤으로
증가되어 1988년 12월 일본의 OECF로부터의 규모변경 타당
성에대한승인을받았다.

장 : 63.80미터
폭 : 12.00미터

+KRM1-UMA
· 재화중량 : 680톤
· 국제총톤수(1969규정 적용) : 1,422톤
· 최대속도(시운전) : 15.28노트

2.1.4. 건 조

· 순항속도(85% MCR) : 15.00노트

배를 건조할 조선소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실시한 입찰결과

· 항속거리(85% MCR) : 10,000마일

노르웨이의 Mjellem & Karlsen 조선소로 결정되었다. 건조

· 승 무 원 : 15명

계약은 1990년 7월 23일 체결되었고 신용장 개설후 9월초부

· 연 구 원 : 26명

터 세부설계에 들어갔다. 연구소에서는 9월말에 이경인 선임
연구원을 주재감독원으로 노르웨이에 파견하여 세부설계단계
에서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목표 한 종합해양연구선이 건

2.1.5. 구조 및 성능

조될수있도록하였다.

온누리호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선진 해양국가들이
대양탐사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3,000톤급 이상의 대형

세부설계와 장비발주를 한 후 1991년 1월 초 본격적인 건조

해양연구선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탁월한 운동성능 및 조종성

에 착수하였으며 대부분의 선체가 완료되고 엔진을 탑재한 후

능을 갖도록 함은 물론 내빙구조로 설계· 건조하여 지구상의

1991년 7월 서정욱 과기처차관 참석하에 진수식을 거행하게

전해역이 조사대상 해역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조

되었다.

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사장비를 선진국이 보유한 대형조사

진수 후 바로 Drydocking하여 외부도장을 완료하고 추진

선과비슷한수준으로고루갖추어개략탐사는물론고정밀탐

축계를 정렬하였으며 선저에 Transducer를 설치하고 8월말

사까지 가능하며 심해저 정밀탐사, 각종 해양자원 탐사 등 해

에 다시 진수를하여 각종 의장 및 장비설치를 완료하였다. 10

양개발의핵심적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하였다.

월말 다시 Drydocking을 하여 선저상태를 검사하고 미부착
Transducer를 설치하고 선저 마무리를 한 후 10월 30일 재
진수시켰다.
재진수 후 11월 한달 동안 각종장비 점검과 함께 작동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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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호에 설치된 주요장비 중 Dynamic Positioning
System은 가변피치 프로펠러, 조타기, Bow/Stern
Thruster 및 각종 항법장치와 연결되어 선박의 움직임을 전

후좌우 어떤 방향으로나 조종할 수 있으며 해상에서

의 성능평가를 겸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지브롤터를 지나 지

Anchoring을하지않고도 일정한위치에선박을고정시켜정

중해를통과하여2월 23일싱가포르항에입항하였다.

점조사작업을 수행할수 있다. 또한Integrated Navigation

싱가포르에서는 3일간 머물면서 연료를 공급받고 수중위치

System은 통합항법장치로 인공위성항법장치(GPS, NNSS)

추적장비 시험을 마친 온누리호는 해양지질연구부장 한상준

와 Radio항법장치, 기타 Gyro, Speed Log와 같은 항해장비

박사 외 9명의 새로운 연구원이 승선한후 2월 26일 출항하여

를 통합시켜 해상에서 가장 정밀한 배의 위치를 얻을 수 있을

Seismic 장비의 탐사기술 습득을 겸한 항해를 계속하여 3월

뿐 아니라 이러한 위치데이터를 각 조사계통에 연결시켜 줌으

5일제주항에입항하였다.

로써조사자료의정확성을향상시켜주는장비이다.

제주항에서는 국내 보도진을 승선시켜 마산항까지 오는 동
안온누리호의성능을설명하였으며, 이로써 49일간의처녀항

이 외에도 온누리호에 장착된 항해 및 조사연구장비는 대부
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설치, 운용한 첨단 고가장비로서
연구소에서는 이들 장비의 실해역에서의 성능테스트를 통해

해의대미를장식하였다.
3월 20일에는 진해항에서 인천항으로 이동하여 김진현 과
학기술처장관이참석한가운데취항식을가졌다.

장비 운용 및 관측기술의 조기 숙달과 획득된 자료의 선상 처
리 및 분석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인수 후 처녀항해를 시

온누리호는 1992년 4월부터 매년 약 4~5개월 동안 동태평

험· 연구항해로 계획하여 베르겐-지브롤터 구간 및 싱가포

양 해저에 있는 망간단괴 부존실태 탐사와 유망광구선정을 위

르-제주구간으로나누어실시하였다.

한 정밀탐사 및 환경연구를 수행, 우리나라가 1994년 8월에
유엔에 선행투자가로 등록하여 자원영토를 확보하는 결실을

2.1.6. 운영

얻는데 결정적 공헌을 하였으며 97년부터는 서태평양 해저사

1992년1월 11일노르웨이베르겐시의Mjellem & Karlsen

면의망간각을탐사하고있다.

조선소를떠난온누리호는대서양에서당시해양지구물리연구
실장 석봉출 박사를 비롯한 11명의 연구원들에 의해 약 2주간

선수부분이 최소한의 내빙구조로 건조된 온누리호는 1993

인수 후 시운전과 Seabeam 2000 에코 사운더 등 주요장비

년 11월 중순부터 94년 3월말까지 태평양의 적도를 지나 남

한국최초의 태평양 횡단연구를 마치고귀항한온누리호(2000. 3. 19)

제3부국제협력및 연구지원 311

미대륙의 칠레를 거쳐 남극세종기지까지 무사히 항해하여

해양조사, 동남아시아 해양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KOICA

성공적으로 남극해에 대한 해양조사와 세종기지 보급업무를

훈련과정 등을수행하여 취항이래매년 약 200일이상 해양조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귀국 시에도 사모아 섬을 거쳐 한국

사에활용되고있다.

까지 무사히 항해함으로써 대양항해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가졌다.

선박은 특성상 좁고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는

그 외에도 온누리호는 TOGA사업(태평양 적도부근의 전지

바, 1996년도에는 입식 및 벤치형으로 되어있던 승무원 및 연

구적해양대기연구)을수행하였으며국내해양환경도작성, 동

구원의휴게실을우리 실정에맞게온돌방식으로개조하여보

중국해 해양조사, 한중공동 황해조사와 동해분지 및 경제수역

다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휴식공간이 되게 했고, 특히 높고 불

표 2. 온누리호의 운행실적
연

도

항

차

항해일수

연구조사해역

연구과제명

1992

19

255

지부롤터 - 싱가포르
동태평양 C.C구역
비약-푼타아레나스 등

인수항해
심해저 퇴적환경 및 퇴적물광물자원 연구
남극과학 환경조사차 이동 등

1993

17

220

푼타아레나스 - 진해
동태평양 C.C구역
동해 등

남극탐사 후 귀국항해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조사
핵폐기물 환경오염조사 등

1994

10

160

동서태평양 C.C해역
동중국해
동해 등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조사
동중국해 해류조사
대수심 및 자원도 등

1995

9

196

동중국해
동태평양 C.C해역
울릉분지 등

동중국해 해류조사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조사
대수심해역 해저환경 연구 등

1996

10

190

황해 전해역
태평양 C.C해역
동해중부 등

한중황해 오염도 공동조사
심해저 망간단괴 분포 정밀조사
대수심해역 지구적 해저환경 연구 등

1997

11

211

동중국해
동해
태평양 C.C해역 등

COPEX-E 97 해양조사
MECBES 연구사업
심해저 광물자원조사 등

1998

9

174

동해중부
남해 및 동중국해
태평양 C.C해역 등

동해분지 및 EEZ
COPEX-E 98 해양조사
심해저 광물자원조사 등

1999

10

230

동해분지
태평양 C.C해역
대양항해 등

동해분지 및 EEZ
해양자원 심해저 광물자원조사
대양해양조사 등

2000

5

230

남극 및 남태평양
태평양 C.C해역
울릉도, 독도 등

대양항해 및 남극 하계연구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조사
EEZ사업 및 밀레니엄 2000사업 등

2001

8

205

남해 및 황해
태평양 C.C해역
동해 등

해양 환경방사능 감시 기술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조사
해양특성 연구 등

2002

5

200

동해남부
태평양 C.C해역
동해남부 등

배타적경제수역해양자원조사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조사
동해기후변동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연구 등

계

113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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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승무원및연구원침대의높이를낮추어안전하고쾌적한

2.2.2. 설계 및 건조

잠자리가되도록고쳤다.

연구소에서는 1987년도에 과기처 예산심의시 잠수정 모선
건조예산을 반영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26억원을 배정받게되

1997년 4월에는 갑판에 거대하게 자리잡고 있던 심해용 카

었다. 이어 1987년 4월 설계용역 입찰을 시행하여 (주)한국해

메라 윈치를 철거하고 Traction Winch로 교체하여, 운용중

사기술, 현대중공업, 조선공사, 한국선박기술(주), 코리아타코

에걸리는장력을최대한줄임으로써케이블의보호와보다양

마(주) 등의 5개 회사가 응찰한 가운데 코리아타코마(주)에 낙

질의자료를얻을수있도록하였다.

찰, 1987년 12월까지 설계를 진행하였다. 1988년 4월에는 연
구소에서 건조입찰을 시행하였으나 당시 대폭적인 선가 상승

새천년이시작되면서선박의안전장비와통신기술의발달
로인하여대부분의선박에서통신사제도가폐지됨에따라 온

으로 유찰되었고 해를 넘겨 1989년 1월 조달청에 의뢰하여 입
찰을시행하게되었다.

누리호에서도통신사를갑판요원으로직위변경하여다소나마

그러나 조달청을 통한 입찰에서도 조달청의 건조예정 가격

연구, 조사작업과 갑판일에 도움이 되게 했다. 한편 연구장비

이 낮아 일곱 차례나 유찰을거친끝에 1989년6월 20일 코리

의 증가로 인한 선내 온도의 상승과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

아타코마(주)에 낙찰되기에 이르렀다. 순수건조비 14억 2천만

하여 2003년도3월에는Wet Lab.에고정으로설치되어있는

원은 조달청과 직접 계약방식으로 계약하였고 장비 22억원은

책상들을 대부분 접이식으로 바꾸어 필요할 때에만 펼쳐 사용

조선소와연구소간에구매대행계약방식으로계약체결이되었

하도록 했고, 별도의 강력한 에어컨디셔너를 설치하였다.

다. 건조기간을 14개월로 예정함에따라완공시점은 1990년 8

CTD 운용시 장소의 협소함에 따른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월이었다. 그러나 코리아타코마 조선소가 경영상의 문제로 법

출입구상부갑판을 약 40cm 정도 선내쪽으로 절단하여 들이

정관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1년여 기간동안 건조가 지연되었고

고 Wet Lab. 앞쪽 목갑판 바닥과 레일을 깔아 무거운 장비의

결국 1991년 9월진수에이어 1992년2월 29일자로완공을보

이동이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Traction Winch 상부 공간에

게되었다.

조립식 알루미늄 갑판을 제작하여 넓은 공간을 확보하였는데
각종야적장비의충분한공간확보는물론조립갑판아래쪽의

1989년 6월 건조에 착수한지 근 4년만이었다. 선명은 소내
공모를통해‘ 이어도호’로명명하였다.

비바람을 막게 됨으로써 버려둔 공간을 2층으로 이용하는 효
과를 가져왔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의 온누리호의 운영

건조당시의이어도호의주요제원은다음과같다.

실적은<표 2>와같다.
<주요제원>

2.2. 연구선 이어도호의 건조와 운영

· 전
·

2.2.1. 건조배경
이어도호는 잠수정 모선의 필요와 새로운 연구선 건조 필요
가맞물려건조가추진되었다. 연구소에서는 1986년한국기계

· 깊

장 : 48.95미터
폭

: 8.60미터
이 : 4.00미터

· 총 톤 수 : 357톤
· 배수톤수 : 640톤
· 항해속력 : 12노트

연구소가 특정연구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주)코리아타코

· 항속거리 : 5000해리

마조선에 의뢰하여 국내 최초로 제작한 유인잠수정‘ 해양

· 승 무 원 : 14명

250’ 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이 잠수정의 운영, 즉, 운반과 진

· 연 구 원 : 18명

수및회수등을위한잠수정모선을필요로하게되었다. 마침

<기관제원>

연구소에서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새로운 연구선

· 주 기 관 : 612HP× 900RPM × 2대

의확보를모색하고있던상황이었다.

· 원 동 기 : 195HP× 1800RPM × 3대
· 발 전 기 : 162.5KVA(130KW)×3대

당시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던 인천 801호는 톤수가 83톤에
불과하여 항해구역이 제한적이고 장비도 빈약하였기 때문에
연구소에서는 350톤 규모의 연구선으로서 물리, 화학, 생물,

· 추 진 기 : CPP Φ1800MM× 3익× 2대(CPP : 가변익)
· BOW THRUSTER : 90TV×Φ1280MM× 4익
× CPP × 380RPM× 1대
· 공조장치 : 9KW, AC 440V×1대

지질 및 공학 등 근해에서의 해양조사연구기능에 잠수정‘ 해

6.1KW, AC440V×1대

양250’ 호의 모선기능까지 수행할 잠수정모선 겸 연구선의 건

2.8KW × AC440V × 1대

조를추진하게되었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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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구조 및 성능

선형

이어도호는 해양조사용 잠수정의 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각

해양조사 작업이 편리하도록 선수루갑판을 가진 일층갑판

종 해양조사(물리학, 화학, 지질학, 기상학, 생물학)임무의 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통상 항해시의 추진성능뿐 아니라 특히

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 잠수정 모선겸 해양조사선으로서

저속 항해시에도 안정된 운항상태가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다.

의구조와성능을갖추도록하였다.

또, 해상 연구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우수한 내항성능을 가진
선형을택하였다.

표 3. 이어도호 운항실적
연

도

항

차

항해일수

연구조사해역

연 구 과 제 명

1992

19

227

남해
남해서부
필리핀 등

제주-해남간 해저전력 케이블 건설을 위한 조사
한국해역 종합자원도 작성연구
필리핀세부-네그로스 해저전력 케이블 등

1993

18

222

동해중부
남해동부
황해중부 등

해양특성 및 동해 중규모 해황 변동 조사
한국해역 종합자원도 작성연구
한중 해저 광케이블 해양조사 등

1994

17

163

동해남부
황해
동중국해 등

한국해역 종합자원도 작성연구
G-7 황해의 해양오염 조사 및 대책연구
황해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확산 등

1995

19

213

남해서부
황해중부
동해남부 등

제2 육지-제주 해저케이블 매설을 위한
태안반도 인근해역에서 형성되는 수온전선
수중소음 측정 및 음파전달 실험 등

1996

21

197

동해
동해
황해 등

핵폐기물 해양투기장해역의 환경 모니터링
한국해역 종합환경도 작성연구
황해오염 감시 및 개선기술연구 등

1997

22

196

남해
황해
동해 등

남해 대륙붕 물질순환과 생지 화학 환경
양자강수 확장 및 황해 난류 추적
해양투기장 해역의 환경모니터링 연구 등

1998

29

268

북한
황해
동해 등

KEDO 해양조사
황해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연구
해양특성 연구 등

1999

21

177

동해
동중국해
동해 등

동해분지간 해수교환연구 및 학연공동사업
동중국해 중서부해역의 해양순환연구
해양특성 연구 등

2000

25

210

동해
황해
남해 등

고래V 가스전 개발을 위한 조사
황해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연구
해양특성 연구 등

2001

26

220

황해
동해
동해 등

황해의 해황변동 예보 기반기술연구
해양특성 연구
밀레니엄 2000사업 등

2002

26

155

황해
남해
동해 등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탐사
해양특성 연구
한국남동 주변부의 진화와 지각변동 연구 등

계

24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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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성능

는 위성항법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첨단의 항해계

효율적인해양조사업무수행및협수로항해시조종성능향

기를 고루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통합항법장치로 정확하고

상을위해선수부에바우스러스트및가변피치프로펠러를설

신속한 선위측정과 항해 관련 자료를 획득· 저장할 수 있도

치하고침로유지및직진성향상을위해선미부의선저중앙부

록 하였다.

에 스케그를 설치하였다. 또한 잠수정의 진수 및 회수와 장시
간해양조사업무를수행하기위해저속으로계속운항이가능

작업갑판

하도록하였다.

해양조사기기의 대형화, 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해 선미에 넓
은작업간판을설치하고거주구는선수부에 배치하였다. 또선

기관배치

수부의 선수루갑판상에도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여기에서도

해양조사 작업시에는 다양한 선속의 변화가 요구될 뿐 아니

상당한해양조사작업이가능하도록하였다.

라저속에서고속까지모든속도에서장시간의운항을해야되
기 때문에 2기 2축 방식으로 부하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양조사용윈치

하였다. 특히 주기관은 저부하에서도 장시간 연속적으로 사용

수심 6,000m 까지 조사기기를 인양할 수 있는 대형윈치를

가능한 성능을 가진 엔진을 선정하였으며 주기관의 소요출력

포함하여모두 4기의조사용윈치를설치하였으며작업갑판에

이 상당히 작아진 경우에는 1기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며 한

서윈치를용이하게사용할수있도록배치하였다.

쪽 주기관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나머지 1기를 사용해서
항해할수있도록되어있다.

해양조사지원설비
선미에는 유압구동식의 A-프레임, 우현의 CTD용 회전

항해계기

대빗, 우현 선미의 피스톤 코아용 대빗 등을 비치하여 대형

지구를 선회하고 있는 항해 위성으로부터 송신되는 정보를

기기를 인양하거나 계류 작업시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

수신하여 본선의 위치 및 속도 등을 자동 연속적으로 지시하

이어도후갑판 A-frame

였다.

이어도내부Dr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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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일을 설치하였으며 좌현 현문과 CTD 윈치 데빗을 개조하였

연구실은 선체중앙부 부근의 가장 편리한 장소에 충분한 공

다. 연구선 운항중 가장 중요한 것은 승선요원의 안전이며, 선

간을가지고후부작업갑판과직결되어작업의효율을높일수

체와 연구장비의 보존 또한 중요하므로 철저한 안전교육과 훈

있도록하였다. 실내에는각분야의연구활동에편리하도록조

련을 실시하였고 여름철의 태풍과 동절기의 급변하는 기상에

사기기를배치하고각종휴대용장비의설치및활용이편리하

미리미리피항조치를취하도록하였다.

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 조사기간 중 특히 선체 부착이 필요한

1994년도 3월에는 사용하지 않는 데빗 4개를 철거했고

것에 대해서는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쾌적한 실내 환경

1995년도에는 CTD 윈치 데빗을 철거하는 한편 전동 유압식

유지를 위해 공기조화시설은 물론 충분한 조명, 각종 전원 및

J-프레임을 설치하여 연구원들의 일손을 덜게 하였다.

통신장치를갖추었으며소음과진동의영향을줄일수있도록

1996년 3월에는 Short Base Line Mountain Pole과 3번

하였다.

윈치 데빗을 철거하였다. 한편 데빗 자리에 전동 유압식 J프레임을 설치하였고, 선미갑판에는 Deck End Roller를 새

2.2.4. 운 영

롭게 설치하였다. 1997년 3월에는 Control Room앞에 좌대

연구소에 인도된 이어도호는 3월 5일부터 2일간 자체 훈련

를 만들고 사각으로 설치되었던 1번 윈치를 옮겨놓아 A-프

항해를 실시한 후 3월 7일 11시 진해항에서 박병권 소장이 참

레임과 직선 선상에 오게 하였고 갑판 중앙에 SeaSoar 윈치

석한가운데취항식을가졌다.

를 고정시킬 수있게 좌대도 제작하였다.

1992년3월 10일부터연구사업에투입된이어도호는약1년

1999년 3월에는 권양기를 전동식에서 보다 정밀하고 힘이

간에 걸쳐 선체성능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취항 첫해에

있는 유압식으로 교체하여 장비 회수와 선박의 입, 출항을 용

‘ 세브-네그로스(필리핀)간 해저 케이블 매설을 위한 해양조

이하게하였다.

사’를 수행하게 되어 장거리 항해의 감래성과 황천에서 가항

이어도호는 취항 이후로 현재까지「해양특성」
,「종합자원도

능력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연구선으로서의 장점과 문제점도

작성연구」
,「제주-해남간 해저 전력케이블 건설을 위한 조

파악하게되었다.

사」
,「한중 해저 광케이블 조사」
,「고흥-제주간 해저 케이블

이어도호는 건조 후 운영하면서 매년 해양조사를 위한 선상

매설을 위한 조사」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사업을

작업의 효율성과 편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수리 또는

위한 북한 해역 조사」
,「황해의 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

개조를하고있다.

연구」
,「동해 기후변동 예측과 진화연구」등을 수행하며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연평균 200일에가까운출항일수를 기록

1993년도 3월에는 탑 브릿지 전면 격벽을 제거하고 핸드레

하고있다.

KEDO원전건설부지전면 해역에서 해양지구물리조사중인올림픽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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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올림픽5호의 인수 운영

초의순수해양연구선으로준공을보게되었다.
반월호의제원은다음과같다.

2.3.1. 건조배경
올림픽5호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요트 경기에 대비하여 요
트의 해상재난시 인명구조를목적으로 한구조선으로서 1987

· 전

년 4월 인천조선소에서 FRP 선박으로 건조되었다. 1987년 9

·

월 부산 수영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요트경기대회에 20일간 이

· 깊

용된 후, 1987년 10월 12일 연구소가 서울올림픽 대회조직위

· 총 톤 수 : 82.82톤

원회로부터 기부 채납을 받아 지금까지 운항해 오고 있다.

· 주

1988년에도 9월 12~21일까지 서울올림픽경기에 참가하여 업

· 발 전 기 : 37.5KOA × 2대 115V / 220V 3상 60HZ

무를수행하였으며한국해양연구원의조사선으로사용하기위

· 최대속력 : 12노트

하여윈치, 해수펌프시설을하고발전기교체및선체개조등을

· 항해속력 : 10노트

통하여현재까지연구선으로활용하여왔다.

· 항속거리 : 1500NM

장 : 21.00미터
폭

: 5.80미터
이 : 3.20미터

기 : Diesel 425HP × 1대

· 승선인원 : 12명 (1983년 15명으로 재승인 받음)

올림픽5호의제원은다음과같다.
·
·
·
·
·

전 장 : 16.05미터
총톤수 : 17.00톤
폭 : 4.40미터
홀 수 : 1.8미터
선 질 : FRP

· 엔진마력 : 380마력×2대
· 최대속도 : 17노트
· 승 무 원 : 2명
· 연 구 원 : 9명

2.4.2. 성능
항해장비로는 해양조사에 꼭 필요한 위성 항법 수신장치
(Satellite Navigation System)와 Loran-C, Radar,
Gyro, Compass, Depth Sounder, Speed Log 등의 장비
를탑재하여정확한위치와수심, 방위, 선속등의정보를지속

2.3.2. 구조 및 성능

적으로 제공케 하였고 선내에는 연구실을 두어 현장에서 채취

1977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인수받을 당시는 우리

되는시료와관측자료들을처리할수있게하였다. 보조장비로

연구원에서 가장 빠른 연구선으로 주로 연해구역를 대상으로

는 CTD winch와 조사용 winch, Capstan, Davit 등을 설

연구조사활동에참여하여왔다.

치하여안전하고편리하게각종조사장비를활용할수있게하

요트의구조모선으로건조되었으므로육지로부터먼거리항

였고장비의수중설치(Mooring)와회수를용이하게할수있

해 중에 폭풍을 만나도 항해가 가능하며, 고출력의 엔진이 장

도록하였다. 선박자체는소형이었지만각종해양조사를모두

착되어연안가까운해안선작업및빠른속도를요구하는조사

수행할수있도록설계된것이특징이다.

활동에효과적이다.
2.4.3. 운영
2.3.3. 운영

반월호는 인도 후 연구지원실에서 운영관리를 담당하게 되

올림픽5호는 인수 후 현재까지 제주-해남간 해저전력케이

어 1980년 10월 7일 처녀 출항하였다. 승조원은 선장, 기관장

블, 고흥-제주간해저케이블매설을위한조사, 한반도에너지

및 사관 3명, 부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고 첫 항차 연

개발기구(KEDO)사업을 위한 북한 해역조사, 밀레니엄 2000

구팀은 송원오 박사와 해양공학실 연구원 다수가 승선하여 가

사업, 해양특성등많은연구과제를수행하여왔다

로림만으로 출항하였다. 반월호는 계속하여「가로림만 조력발
전 타당성 연구」
,「만리포 침식방지 대책수립 연구」
,「울릉도

2.4.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 해양연구선이었던
반월(인천 801)호

저동앞 해저지형 정밀조사」
,「N Project」
,「한국해역종합해양
자원도 작성 연구」
,「서울대학교 해양학과 서해 중부 해양 조
사」
,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학생 해상실습 등각종연구사업 및

2.4.1. 건조

연구용역에 투입되어 서해 중부 및 남해전역에서 활동하면서

해양연구선 반월호는‘ 해양개발 및 해양자원의 종합적 이용

해양연구의 중요성을 어민 및 섬사람들에게 알리는 홍보역할

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수행한다’는 해양연구소 설

도하였다.

립목적에 따라 1979년 11월 5일 인천조선(주)에서 기공하여
1980년 7월 29일 진수를 하였고 이어 9월 30일 우리나라 최

1981년부터 1983년까지는 서해 중부 및 남부 경기만,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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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만 등에서 주로 활동하였지만 1981년 10월에는 울릉도에서

어천해및내만에서해양조사를수행하게되었고잠수정승무

해양조사를수행하기위하여동해로진출하기도하였다.

원의잠항훈련및운영에따른훈련이실시되어연안해역과천

1984~1987년은조사선의운영과승무원들의 작업지원능력

해그리고수중에서해양조사를수행할수있는기틀이마련되

이한단계업그레이드된시기라고할 수있다. 담당연구원없

었다. 또한 진해시 장천항에 사무실과 잠수정격납고를 마련하

이도 Grab, Pistion Corer, 채수 플랑크톤 네트를 이용한 샘

여올림픽호와잠수정을관리하게되었다

플링등의작업을수행할수있게되었고서해 중부및남부제
주도 해역 등에서「해난 방지 예보시스템 개발연구」
,「한국해

1988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간은 주로 남해와 동해에서 조

역 종합해양자원도 작성 연구」
,「한국 연안역 종합 개발연구」
,

사업무를수행하게되었다.

「N-Project」
,「고흥-제주간 해저케이블 건설을 위한 해양조

이 기간 주요사업은「한국해역 종합해양자원도 작성 연구」
,

사」
, 인하대학 해양학과 학생 해상실습 및 인하대학 서해중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화학적 미생물 학적 처리기술에 관한

해양조사지원등에투입되어해양조사를실시하였다.

연구」
,「한반도 주변해역 해저퇴적물의 음향학적 특성 연구」
,
「침몰 선박 조사」
,「해안 보전 및 이용계획 수립 용역」
,「한양

1984년3월 28일반월호는관공선으로분류되어선명이‘ 인

대학 지구해양학과 해상실습」
,「연안환경보전 기술 개발 연

천801호’로 개명되었다. 선체의 색깔도 백색에서 회색으로 변

구」
,「부산인공섬 건설에 따른 퇴적물 이동 연구」
,「통영 안정

경시켜 일반 관공선과 통일시키고 통제소의 통제를 받게 되었

공단 조성공사 시행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에 관한 조사 연구」
,

다. 운항초기몇번의위험한경험을하고나서부터선체의안

「영광원전주변해역환경영향평가」외 10여개사업을수행하

전문제, 연구원들의선상작업중 안전문제, 선체유지관리, 승

였다. 그러나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고 올림픽5호의 활용이 증

무원의 자질향상등에관한체계적인기틀을마련하게되었다.

가되면서 반월호의 활용은 계속 감소하여 1990년도에는 45일

선체안전과 승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해상기상학, 운용학,

의저조한운항실적을기록하게되었다.

연안항해학, 국제충돌예방규칙, 기관의원리와작동법, 통신기
사용법 등을담은교재를만들어직책에관계없이전원에게교

우리나라의 첫 해양조사선으로 건조되어 크기에 비하여 많

육을 시키고 기관 및 통신기도 직접 실습을 시켜 긴급할 경우

은일을하였고위험한사고도여러번겪으면서해양연구소와

담당자가없이도장비를운용할수있도록하였다.

함께 성장해 온 반월호는 1991년 11월 11일「화옹지구 간척사
업 어민피해조사 및 어업권 손실 보상액 산정 용역」
사업을 마
지막으로KORDI 연구선으로서의역할을최종마감하였다.

1987년에는올림픽4척과잠수정해양250호를확보하게되

표 4. 올림픽5호 연도별 운항실적
연 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일 수

54

43

53

59

39

65

60

37

70

137

76

693

표 5. 반월호 연도별 운항실적
연 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계

일 수

13

120

145

167

151

109

119

112

87

73

45

8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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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출판, 저술 및 홍보활동
해양학을 망라하는 해양학 전문도서가 없는 상황에서 소내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가 집필자로 참여, 발
간을 기획한 해양과학총서는 1990년 9월 첫 권이 발간된 이래 일반인들이 해양과학에 접근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해양과학 도서로 자리매김되었다.
자료수집과 충실한 내용을 갖추기 위해 1~2년에 한권씩 발간되어 2002년 말 현재 8권까지 발간되었
는데 대학의 전공교재로 사용되거나 초· 중· 고교의 해양교육자료로 애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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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

학술지 발간

와 통합하여『Ocean and Polar Research』
로 발간되었다.

Ocean and Polar Research

처음에는연구원의연구결과를게재하여국내· 외해양관련기
『Ocean and Polar Research』
는 해양학 전 분야에 관한

관에배포함으로써, 해양학계의학문적발전에기여하고, 우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학술지로, 년4회 발행되어 세계 55개국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발

800여 기관 및 연구자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2000년 9

간하였으나, 해양학에 관한국내· 외의관심이높아지고, 학문

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2년 동

적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는 우수학술지의 필요성이 절실해짐

안의 엄격한 계속평가를 통과하여, 2002년 하반기 학술지 평

으로써, 자연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고자가 늘어, 국내 해

가에서국내해양분야발행학술지중최초로등재학술지로선

양학분야를대표하는학술지가되었다.

정되었다.
1997년부터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기 위한 노력으로 편집위
1979년 4월,『Bulletin of Korea Ocean Research &

원회를 재정비하고, 외부위원을 6명(외국위원 2인 포함)으로

로창간되어 1985년6월에『Ocean
Development Institute』

확대하여 논문심사과정의 엄격성과 투명성을 기하였다. 엄격

로 학술지명을 변경하였고, 2001년 3월 연구원내
Research』

하고 공정한심사를위하여논문한편당3인 이상의심사자를

극지과학종합학술지『Korean Journal of Polar Research』

두고 있으며, 영문논문일 경우 영문교정전문가로부터 영문감

표 1. Ocean and Polar Research 우수논문상 역대 수상 현황
연도

제

목

저

자

한상준, 우한준, 김한준, 김석현,

게재권호
제18권2호

1997

한국 동해 한국대지와 온누리 분지의 진화와 고해양환경

1998

내대륙붕에서의 파랑과 흐름이 복합된 해저 Ekman 경계층의 유속분포 추정

김창식

제19권1호

1999

CZCS에 의한 북서태평양 연변해의 식물플랑크톤 생물량의 계절적 변화

유신재, 손승현

제20권1호

2000

이희준, 박찬홍, 허 식, 홍기훈

Development of real-time water quality monitoring

진재율, 박진순, 이종국, 박광순,

system using coastal passenger ships PCS telemetry

이동영, 염기대

제21권2호

김동성, 제종길, 이재학

제22권1호

권태영, 이방용, 이정순

제23권4호

The community structure and spatial
2001

distribution of meiobenthos in the Kanghwa
tidal flat, west coast of Korea
Statistical analysis of NOAA/AVHRR high resolution

2002

weekly SST in the East Sea: Regional variability
and relationships with ENSO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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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특별호 발간 실적
순서

특별호 주제

책임편집자

논문수

게재권호

1

이병돈 박사 회갑 기념호

허형택

16편

제10권1호

2

동부 베링해의 생태계 구조 및 생물자원의 관리

김수암, 공 영

10편

제18권

3

Paleoceanography and Paleoclimatology in the Northwest
Pacific Region

한상준, 이희일

8편

제19권3호

4

갯벌 연구

제종길

16편

제20권2호

5

Selected Paper to“ International Workshop on Operational
Ocean Prediction around Korean Waters”

석문식, 장경일

7편

제23권2호

6

Selected Paper to“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rine
Ranching Toward 21st Century”

김종만, 이순길

8편

제23권3호

7

Selected Paper from“ The Seven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ntarctic Science: Polar Biology”

정호성

8편

제23권4호

8

Restoration of Degraded Coastal Ecosystems

제종길

9편

제24권1호

9

Selected Paper from“ Multidisciplinary Investigation of the
Western Pacific I (2000-2001)”

이상묵, 홍성민

5편

제24권3호

10

Selected Paper from“ The Eighth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on Antarctic Science: The Role of
Antarctic Sciences in the Global Environmental Research”

홍성민

10편

제24권3호

Scientific Survey around Dokdo(Dok Island) in the
East Sea of Korea

김웅서, 권문상

13편

제24권4호

11

수를 받아 게재하고 있다. 현재 편집위원장을 위시하여 총 13

symposium 등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엄선하여 수록한 특

명의편집위원이활동하고있다.

별호를 발간하고 있으며, 특정주제의 관련 연구결과를 정리하

또한 우수논문을 유치하기 위하여 1996년에 자체 우수논문
상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1997년부터 매년 1편의 우수논문에
대하여시상을하고있다.

여수록하는주제특별호의발간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2002년 제24권 4호까지 총 44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보면 연구논문 273편(74.4%), 종설

더불어, 1996년부터 연구원 주관의 workshop,

44편(12%), 단보43편(11.7%), 자료7편(1.9%)이다.
표 4. 국외 저자 논문 게재 비율 (대표저자 기준)

표 3. 원외 저자 논문 게재 비율 (대표저자 기준)
1979~1984
(6년간)

1985~1990
(6년간)

1991~1996
(6년간)

1997~2002
(6년간)

1979~1984
(6년간)

1985~1990
(6년간)

1991~1996
(6년간)

1997~2002
(6년간)

0%

13.7 %

16.2 %

38.8 %

0%

1%

8.6 %

20 %

해양개발연구소 소보표지
(제1권 1호, 1979. 4)

Ocean and Polar Research 표지
(제25권2호, 2003. 6)

게재된 논문첫째면
(제25권 1호, 20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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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출판· 저술

한국해양연구원의 단행본 출판은 국내 해양과학의 발전을

유가도서로 판매에 들어간 제1권『해양개발의 현재와 미래』
는

촉진하기위한학술적목적, 그리고해양과학지식의보급과전

판매가를 거의 인쇄 원가로 책정(7,000원)하고 당초에는교보

파를 통한 해양과학기술의 저변 확대 및 국민 이해 증진을 목

문고 총판을 통해 전국 55개 서점에서 판매를 하기도 하였으

적으로꾸준히이어져왔다.

나회계처리문제가걸림돌이되어부득이서점판매를포기하
고 제2권부터는 연구소에서 직판하고 있다. 자료수집과 충실

연구원들은자신의직접적인저술이나외국서적의번역물을

한 내용을 갖추기 위해 1~2년에 한권씩 발간되어 2002년 말

외부의출판사를통해출판하거나, 연구소의지원을받아전문

현재 제8권까지 발간되었는데 대학의 전공교재로 사용되거나

도서로 출판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한 출판활동

초· 중· 고교의해양교육자료로애용되고있다.

을 펼쳐 왔다. 특히 그동안 시리즈로 발간되어 실비로 판매되
고 있는 해양과학총서와 해양과학기술 전문도서는 각각 일반

표 1. 해양과학총서 발간현황

국민과 학생들, 그리고 해양과학분야 전문가 및 전공자들에게

권

책

명

편저자

발행연도

비 고
1995년에
개정판 발행

꾸준한사랑을받고있다.

1

해양개발의
현재와미래

한국해양연구원

1990

2.1. 해양과학총서

2

해양과인간

최형태ㆍ김웅서

1994

3

해양오염과 지구환경

강성현

1998

해양학을 망라하는 해양학 전문도서가 없는 상황에서 소내

4

해양생물의 세계

김웅서ㆍ제종길

1998

전문가와 외부전문가가 집필자로 참여, 기획, 발간해 온 해양

5

지구환경변화사와
해저자원

석봉출ㆍ이희일

1999

과학총서는 1990년9월첫 권이 발간된 이래일반인들이해양

6

연안개발

송원오ㆍ박우선

2001

과학에접근할수있는국내최고의해양과학도서로자리매김

7

남극과지구환경

김예동ㆍ안인영

2001

되었다. 안산시에출판물등록을함으로써대국민보급을 위한

8

선박의이해

장 석ㆍ반석호

2002

국내최고의해양과학시리즈물로자리매김된해양과학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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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개정판 발행

제1권『해양개발의 현재와 미래』
는 1990년 9월 발간되었고

상과 태풍, 해일 등으로 일어나는 연안재해를, 2부에서는 연안

해양의 특성, 해양자원과 개발, 해양기술 등 해양의 무한한 가

역의 관리문제와 항만, 갯벌과 간척 등 연안개발의 여러 모습

능성과 해양을 지키고 보전해 나가기 위한 방법들을 광범위하

을, 그리고 3부에서는 21세기 물류기지로서의차세대항만, 해

게 소개하여 초판 3,000부가 매진되었으며 96년 재판이 제작

양에너지 개발, 그리고 21세기의 친수공간으로서의 워터프론

되어 보급되고 있다. 제2권『해양과 인간』
은 1994년 발간되었

트 개발과 바다목장 등을다루고있다.

으며 해양에 대한 인문사회적 접근을 통해 해양탐구교육의 깊
이를 더해주고있다. 제3· 4권은 1998년 4월 발간되었다. 제3

제7권『남극과 지구환경』
은 6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에서는

권『해양환경과 오염』
은 해양오염의 원인과 해양이 지구환경

남극환경특성을, 2장에서는 남극해저퇴적물, 빙하연구를 통한

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제4권『해양생물의 세계』
는

환경변화 추적을, 3장에서는 남극대륙의 지질학적 특성과 지

살아있는 듯한 해양생물의 사진과 설명으로 꾸며져 해양학 전

하자원을 다루었다. 4장에서는 남극의 해양환경과 생태계 특

공자및 교사의 지침서로 애용되고있다.

성을, 5장에서는 성층권 오존층과 고층대기물리에 대한 연구
를, 그리고 6장에서는 남극의 국제정치와 북극연구의 중요성

제5권『지구환경변화사와 해저자원』
은 4부로 구성되었으며

등을다루었다.

중생대말 공룡의 멸종원인과 대륙이동, 판구조운동에 따른 지

가장최근인 2002년말에 간행된제8권『선박의이해』
는1장

구역사의 대변혁, 과거 지구의 활동과 기후변화, 그리고 현재

선박과 인간생활, 2장 선박의 역사, 3장 현대의 선박, 4장 선

국제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각국의 해역결정에 있어

박의이론, 5장미래의선박으로구성되어있다

지질이 갖는 중요성, 숨겨져 있는 해저자원의 종류와 이것을
적절하게 개발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

2.2. 해양과학기술전문도서 발간

하고있다.
연구원에서는 직원의 연구개발 결과를 효율적으로 보급· 확
제6권『연안개발』
은 들물(또는 밀물)과 날물(또는 썰물)이

산하고, 해양관련 전문자료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1996년부터

어떻게 생기는지, 파도는어떻게움직이는지, 연안에서침식과

해양과학기술전문도서 출판지원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출판을

퇴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연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특징

지원하고있다. 현재8권의전문도서가출판되어판매되고있으

적 현상들에 대해 선명한 컬러 화보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준

며, 해양학의입문서로, 해양과자연에흥미를갖게하는교양서

다. 3부로 나뉘어져 있는 이 책은 1부에는 연안의 여러 자연현

로관련단체나개인들의요구가높아재발행까지하고있다.

지금까지발간된해양과학기술전문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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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해양과학기술전문도서 발간현황
번호
1

책

명

저

자

발행년도

L.B. Bernshtein 저, E.M. Wilson & 송원오 역

Tidal power plants

1996

2

Nearshore Processes and Littoral Drifts

Fransiscus Gerritsen & 전동철 공저

1997

3

백화현상의 실체와 극복

정호성, 김지희 역

1998

4

자연과 사람들

김웅서, 제종길, 강성현 옮김

1999

5

韓國産魚名集

이순길, 김용억, 명정구, 김종만 편저

2000

6

해양미고생물학원리

김기현, 김정무 공역

2001

7

波를 잰다

안희도, 신승호 정원무, 이광호 공역

2002

8

潮位를 잰다

안희도, 강석구, 신승호 공역

2003

표 3. 단행본 출간실적
번호

책

명

저

자

발행년도

출 판 사

1

바다, 인류의 마지막 보고

허형택

1981

중앙일보사

2

해양 관측 편람

송원오 외

1984

한국해양연구소

3

수산생물 (수산 해운계고등학교)

허형택, 김종만 외 4인

1985

문교부

4

조력발전

송원오

1985

한국해양연구소

5

학생대백과 사전

허형택 외

1986

계몽사

6

한국 21세기

허형택 외

1987

계몽사

7

해양광물자원

한상준, 박병권 공저

1988

창조

8

학습대백과사전

허형택

1989

계몽사

9

해양자원의 지식

허형택

1989

한국경제신문사 (EM문고)

10

탄산염암

박병권, 김정율 공저

1990

정문사

11

해양온도차 발전 문헌목록

송원오, 송기섭

1990

한국해양연구소

12

해양조사에 의한 수산자원 평가론

김수암

1990

우성문화사

13

남극의 보호지역과 생물

장순근

1990

한국해양연구소

14

수산자원 생태학

장창익

1991

우성문화사

15

남극과학

박병권, 김예동 공저

1991

서울 컴퓨터 프레스사

16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

권문상, 이원갑, 이용희 공저

1991

한국해양연구소

17

2020년의 한국의 세계

한상준 외

1992

동아일보사

18

일반해양학

박병권, 양재삼 공저

1992

정문출판사

19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

한상준 외

1993

동아일보사

20

쇄설성 퇴적암

박병권, 정대교 공저

1993

서울 프레스사

21

새로운 남극이야기

장순근

1993

수문 출판사

22

비글호 항해기

장순근

1993

전파과학사

23

조력발전 문헌목록

송원오, 송기섭 공저

1993

한국해양연구소

24

심해저 자원 개발론

홍승용, 강정극 공저

1993

서울프레스사

25

물과 한국인의 삶

허형택

1994

나남출판

26

비주얼 박물관‘ 상어’

유재명, 김웅서 공역

1994

웅진미디어

27

어류생태학

김수암, 장창익 공저

1994

서울프레스사

28

글로벌 텍토닉스

석봉출 역

1994

춘광

29

바닷고둥 (70권 전집중 제68권)

글 : 제종길 사진 : 김선명

1994

웅진출판사

30

21세기의 한국

한상준 외 45인

1994

서울프레스

31

화석, 지질학 이야기

장순근

1994

대원사

32

다정이에게 하는 남극과학 이야기

김수암

1994

서울프레스

33

제주도 물고기

유재명 외 4인

1995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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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책

명

저

자

발행년도

출 판 사

34

어류생물학

박홍양, 윤종만, 장계남, 허형택 외 11인

1995

정문각

35

환경 미생물학

김상진 외 8인

1995

신광문화사

36

Contal Manage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
Issues and Approaches

허형택, 이지현

1995

JIMSTF Japan

37

제주바다 물고기

유재명, 김 성, 이은경 김웅서, 명철수 공저

1995

현암사

38

한인, 삶의 조건과 미래

허형택 외

1996

나남출판사

39

푸른바다를 위하여

권문상, 이원갑, 이지현 김은희, 홍선욱 공저

1996

한국해양연구소

40

한국의 동물

제종길

1996

계몽사

41

한국해산돌말도감

장 만, 이진환 공저

1996

자유아카데미

42

동물플랑크톤 생태연구법(역서)

김웅서, 심재형(서울대) 공역

1996

동화기술

43

21세기와 한국의 해양개발

허형택

1996

나남출판

44

최신 환경 과학

장만

1996

동화기술

45

물고기 백과

유재명

1996

행림출판

46

육지와 화석이야기

장순근

1997

책만드는 집

47

태양과 우주이야기

장순근

1997

책만드는 집

48

바다의 날씨이야기

장순근

1997

책만드는 집

49

화석

장순근

1997

대원사

50

해양공학기술 핸드북

안희도

1997

한국해양연구소

51

해양생물

김웅서

1997

대원사

52

환경변화와 인간의 미래

강성호, 김예동 공역

1997

동아일보사

최영순

1997

동인

53

페니키아에서 인터넷까지

54

해양과학기술, 그시작과 미래

김창식, 강시환, 이동섭 공저

1996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55

남극일기

남기수

1998

황금가지

56

해양생물학

허형택, 유신재 외 7인

1997

서울대 출판부

57

보리어린이 동물도감

유재명 외 3명

1998

(주)도서출판 보리

58

Health of the Yellow Sea

G. H. Hong, J. Zhang, and B. K. Park

1998

The Earth Love
Publication Association

59

우주과학의 제문제

원영인 외 7명

1998

민음사

60

지구 46억년의 역사

장순근

1998

가람기획

61

바다는 왜 파란가요?

해양수산부

1999

삼신인쇄

62

우리의 연안습지, 갯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9

문성인쇄

63

야! 가자, 남극으로

장순근

1999

창작과 비평

64

Biogeochemical Processes in the
Bohai and Yellow Sea

홍기훈, 정창수

2000

한국해양연구원

65

해양환경영향평가 개론

홍기훈 외 4명

2000

시그마프레스

66

서울에서 남극까지

최석식

2000

한국해양연구원

67

바다는 왜?

장순근, 김웅서

2000

지성사

68

한국해산어류도감

명정구 외 5명

2001

도서출판 한글

69

항만과 갯벌의 공생지침서

염기대

2001

한국해양연구원

70

해양심층수

안희도

2001

과학기술

71

한국해양생물사진도감

박흥식

2001

풍등출판사

72

메탄하이드레이트

유해수

2001

춘광

73

망치를 든 지질학자

장순근

2001

가람기획

74

아름다운 바다 (The Blue Planet)

김웅서 번역

2002

사이언스북스

75

앗! 바다가 나를 삼켰어요.

김웅서

2003

삼성출판사

76

놀며 배우는 바다의 세계

제종길

2003

해양수산부

77

그림으로 보는 비글호 항해이야기

장순근

2003

가람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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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홍보 활동

홍보활동은 한국해양연구원의 기능, 즉‘ 우리나라 해양과

동소식지’로서 1974년4월창간되어 70년대와 80년대에걸쳐

학기술의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 응용과학적연구 및해양자

연구기관들의전용뉴스창구로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다.

원 개발, 해양환경보전 연구, 극지환경자원조사 연구’를 중심

1990년연구소의독립과더불어기획부 내에홍보과를 설치

으로 한 연구활동과 업적에 대하여 폭넓고 다양한 형태의 정

하면서 홍보업무, 시청각 시설 및 사진업무 등이 관련장비의

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부처나 산업계 및 일반국민들로 하여

확보와 더불어 체계화되었으며, 이 때부터 비로소 계획홍보체

금 연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

제로 진입하여 기자간담회 개최와 보도자료 배포를 정례화하

고있다.

는등본격적인홍보업무가수행되었다.

1970년대의 홍보업무는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기획실에서
취급하였는데, 이때의홍보자료라야 10쪽분량의팜플렛형식

이 시기는 연구소 발전단계와 맞물려 온누리호 및 이어도호

의 연구소 소개책자가 고작이었고 연구소 소식도 KIST에서

취항, 남극 세종기지 운영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어 언론

발간하는주간소식에인물동정을게재하는정도에불과했다.

사의 특집취재가 잦아지게 되었고 기관장을 비롯한 연구원 인
터뷰횟수도크게늘어나게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해양정보실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하였으며홍보담당자와사진담당자가지정되어출판업무,

1998년부터는 조직개편에 따라 대외협력팀에서 국제협력업

사진업무, 대 언론 홍보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무와 홍보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시기에도 연구소의 주요 뉴스와 동정은 연구단지소식에 게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국가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언론보

하였는데, 이 연구단지소식은 서울, 대덕연구단지 및 창원 등

도의질도높아져중앙일간지및프라임타임의뉴스시간에 보

지의 각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경비를 분담하여 발행한,‘ 공

도되는 건수가 크게늘어났다. 또한 1998년에선박해양공학분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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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의 기능이 이관되어 연구사업이
다양화됨으로써 언론보도 횟수가 더욱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3.2.1. 해양정책 R&D동향
『해양정책 R&D동향』
은 2001년 8월 25일자로 창간호를 발
행하였다. 이는 21세기해양의시대를맞아해양입국의청사진
을 펼쳐 나감에 있어 정책입안자들이나 연구자들은 물론 각계

3.1. 대언론 홍보

의 해양 종사자들과 일반인들까지도 국가 주요 정책현안과 과
학기술 연구개발동향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필요성

언론기관에 대한 홍보는 라디오, TV를 비롯하여 중앙 일간

이 크다는 데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연구원이 인식을 같이 하

지, 지방지, 특수지, 전문지, 등 46개기관에 기자간담회 자료

여 공동 발간(격월간)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및 보도자료 배포와 기자들의 내방취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발간비지원-연구원의편집실무주관으로역할을분담하여발

있다.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는 동안 기자들의 취재 대상도

간하고 있으며 2003년 6월 현재 제12호까지 발간, 배포되었

점차 다양화되어 남극세종기지 취재, 심해저탐사사업 등에는

다. 국내· 외의 주요 해양정책이슈에 관련된 내용을 정책레이

보도진이 장기간 남극 현지조사연구 프로그램, 또는 심해저탐

더, 정책단신 등으로 게재하는 한편, 연구원이 수행한 R&D사

사사업 항해에 참여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취재의 폭

업의 성과 및 연구개발과제를 R&D하일라이트, R&D프리뷰

이 한층넓어지고있다. 또한 KBS의‘ 환경스페셜’,‘ 일요스페

등으로요약, 소개하고있다.

셜’ 등심층취재프로그램의 제작에도적극참여하고있다.
2000년대이르러서는연간 200여건이상의연구원관련 기

3.2.2. 해양연소식

사가 주요 일간지에 게재되고 있으며 TV방영율도 월 3회 이

『해양연소식』
은 1989년 12월 창간되었다. 처음에는 워드

상을 기록하고 있다. 대외협력팀에서는 연구원 관련기사를 스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연구소 내부에서 자체 편집(2면)으로

크랩하여보관하는한편, 주요보도에대해서는원내인트라넷

제작, 소내 직원들에게 배포하였으나 1990년 12월부터 4면

을통하여전직원에게회람하고있다.

으로 증면하면서 외부 배포도 하게 되었다. 1997년부터는 월
1회 8면으로 확대되었고, 2003년부터는 해양시스템안전연

3.2. 홍보 출판

구소의 뉴스레터인『KRISO 소식』
과 통합 발간케 되어 총 12
면으로 증면되었다. 해양연소식은 현재 해양단신, 학술활동,

연구소의홍보간행물로는해양수산부와공동으로발행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연구실노트, 연구성과, 투고 등으로 꾸며지

『해양정책· R&D동향』
,『해양연소식』
,『연보』등이 정기적으

고 국회, 정부 관련부처를 비롯하여 산· 학· 연 관련기관과

로 간행되고 있으며 소개책자와 연구개발성과집 등이 수시로

퇴직자등을 포함한 배포처에 약 800여부가배포되고 있다.

제작, 활용되고있다.

해양연소식창간호와최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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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연보

업에 대한이해를돕고자주요연구사업의내용을골고루실어

연보는 1984년부터 발간을 시작하여 처음에는 국문만 발간

12장짜리를 5,000부씩발간하여유관기관에제공하고있다.

하다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는 국· 영문 연보를 각각 따로
발간하여국외관련기관에도배포하였다. 1993년 이후에는다

3.3. 홍보행사

시 국문판만 발간하다가 1997년부터 연구사업에 한해 영문요
약문을 넣고 있는데 평균 1,200부씩 발간하여 정부 및 산·

3.3.1. 바다의 날 기념행사

학· 연 관련기관에 500부를 배포하고 있다. 해양시스템안전

정부가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정한 바다의 날과 관련

연구소의 연구사업이 추가되면서 볼륨이 늘어나 2002년도 연

하여 1996년부터 매년‘ 바다의 날’기념행사를 다채롭게 개최

보의 경우 총 70여개의 연구사업과 기관운영 등의 내용이

하고있다.

200여페이지에걸쳐 소개되고있다.

바다의 날인 5월 31일을 전후하여 초· 중· 고교 교사 대상
의 해양환경교육을 바롯하여 안산시 과학소년단 및 해양소년

3.2.4. 연구개발성과집
『연구개발성과집』
은 1996년도와 1998년도, 그리고 2001년

단대상의특강과견학, 초· 중· 고교생대상바다사랑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 특히 안산시 교육

도에 각각 제1, 2, 3집을 발간하였는데, 연구원이 수행한 주요

청 및 안산문인협회와 안산미술협회의 협조로 지역내 초·

연구사업에 대해 재원과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등 기본사항과

중· 고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참가하는 바다사랑 글짓기 및

핵심적인연구내용, 개발효과및의의, 활용분야등을요약, 수

그림그리기대회는 각급 학교와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

록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연구자와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참고

지역사회의의미있는 청소년문화행사의하나로자리매김되고

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제공하고있다.

있다.

3.2.5. 소개책자와 홍보달력

3.3.2. 과학의 날 행사

소개책자는 1980년 발간되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국문판·

1994년 제 27회 과학의날부터 안산시내 18개 국교에서선

영문판을 각각 따로 발간하다가 1984년부터는 국· 영문 혼용

정된 과학반생 130~150여명을 연구소에초청, 특강행사를갖

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기본임무와 역할, 연혁 및 조

고 있다. 이 행사는 경기도청의 협조로 매년 개최되고 있어 그

직, 그리고 각 연구부문의 R&D활동 및 지원부문의 업무기능

동안 약 1,000여명의 과학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강사

에대한가장기본적인안내서이다.

는 소내 박사급 연구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해양과학교육에 기

이 밖에 연구원 홍보달력은 1989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여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매년 두명의 박사급 연구원이 모교

남극의 풍광과 연구활동을 담아 남극달력이라는 이름으로 배

방문 특강을 실시, 내일의 주역들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주고

포되었고 2002년부터는 일반인들에게 연구원의 주요연구사

있다. 또한 2002년부터는 WISE(Women into Science and

바다의 날기념 바다사랑 글짓기및 그림그리기대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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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행사 참여차연구원을견학차방문한 학생들

Engineering)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여 미래의 여성과학

지구돔 영상관 등 크게 5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2002년 개

자들의사회진출을 돕고있다.

관부터 2003년까지 약 5,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 훌륭한
해양교육의장으로자리매김되고 있다.

3.4. 기타
3.4.3. 사진업무, 시청각시설 운영 및 소개슬라이드
3.4.1. 새로운 CI(Corporate Identification) 선포

제작ㆍ운영

연구원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21세기 해양과학발전을 주

사진관련업무는소내외행사및의전관련 사진촬영및제공

도하는 핵심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업무를 비롯하여 내방인사의 의전앨범을 제작, 증정하고 연구

천명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새로운 CI를 제작하여 선포하

원행사를게시판에사진으로전시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다.

였다.

또한 주요 연구사업 수행시 출장 촬영하고 이를 보관, 연보

선포된 새로운 로고는 글로벌시대에있어 세계 유수연구기

및 출판물에 지원하는 한편 소사자료, 각분야별 연구활동자료

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연구원의 영문약자

를슬라이드로 소장하여관련학교, 연구소, 언론사에지원하고

인 KORDI를 이용한 워드마크로 제작되었다. 또한, 해양

있다. 현재소장하고있는자료는슬라이드약 15,000매, 비디

(Ocean)의 이니셜인‘ O’자에 솟구쳐 오르는 파도모양을 나

오테이프 400여점이다.

타내어 연구원의 발전과 도전의지를 형상화하였으며 아울러
태극문양을 연상시킴으로써 한국의 대표 해양연구기관임을
나타내었다.

연구소의 시청각 시설은 제3연구동에 대강당, 본관동에 국
제회의실과 소회의실, 후생관에세미나실과2개의소회의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사용신청을 인트라넷으로 접수하여 각

3.4.2. 해양과학홍보관 운영

사용목적에 따라 관련 시청각 장비를 제공하는 등 이용편의를

해양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일반인 및 청소년들에게 지구에서

제공하고있다.

의 해양의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일깨워주고 우리 연구원이 추

또한 연구원 소개슬라이드는 1991년 3월에 처음 제작된 이

진하고 있는 주요 연구사업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해

후 이후 몇 차례의 개편을 거쳐 현재는 국· 영문 각각 상영시

양과학홍보관이 2002년 4월 10일에 개관되었다. 해양과학홍

간 12~13분짜리 동영상으로제작, 상영되고있는데, 연구원의

보관은 신축된 후생관으로 이전한 구 식당자리를 활용하여 총

일반현황과 다양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115평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바다로의 초대, 한국해양연구원

하여 일목요연하게 소개해 줌으로써 내방객들의 1차적인 이해

소개, 해양자원개발, 해양공간이용· 극지연구· 해양환경보전,

와궁금증해소에큰도움을주고있다.

KORDI의 새 로고

해양과학홍보관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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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해양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
최초의 해양자료 관리업무는 1979년 2월에 연구원의 도서 및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
자료센터를 신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해양자료센터는 도서담당과 자료담당을 하부조직
으로 두는 형태로 신설되었으며, 박사급 해양학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여 전산 및 도서관리 담당자 등
을 고루 갖추고 고유기능으로서 연구원의 생산자료 관리는 물론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한국해양자료센
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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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

기술 및 문헌정보

1.1. 1970년대

과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새로운 해양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한
편, 최신의 해양과학 학술지, 도서 및 기술보고서를 입수하여

기술정보활동은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이 되는 동시에 일상

보다도서실다운면모를갖추게되었다.

적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기능 중의 하나로서 연구소가

아울러 1980년부터ADB 차관사업자금의일부를할애받아

설립되었던 1973년부터연구지원업무의일부로도서관리업무

Challenger Report, Discovery Report 등 연구보고서와

가시작되었다.

일본 해양학회지, 미국 지질학회지의 Back Issues를 구입함

당시의 자료수집은 UNESCO 한국위원회 도서실이 보유하

으로써연구소가갖추어야할기본장서를확충하였다.

고 있던 해양관련 단행본, 보고서, 학술지 등의 자료를기증받

1986년부터 해양관련 정보자료의 전산화 개발사업의 일환

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수산지원연구실장과 기술정보실장

으로 추진된「문헌전산화사업」
을 통하여 연구소에 소장되어

을 역임한 고 최상 박사가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단행본과 보

있는 주요 잡지 및 보고서 등의 연구문헌을 데이터 베이스화

고서 등 장서를 유족들로부터 기증받아 수집된 자료가 그 주

함으로써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보다 효율적

류를이루고있었다.

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1985년에는 연구소 도
서실에 소장되어 있는『보고서 소장자료집』
이 발간되었고,

초창기에는 도서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없었고 도서

1987년에는『간행물 소장 목록집』
, 연구소의 연구원에 의해

업무 자체도 자료관리측면에서만 운영되었다. 1976년 선박연

국내· 외 학술잡지 및 학· 협회지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수

구소와 통합이 되면서 한국해양자료센터(KODC)가 연구소로

록한『연구논문집』
과 국내· 외 해양정보 및 연구활동을 분

이관됨에 따라 도서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처음으로 탄생하

석, 게재하는『해양정보』
가 발간되기도 하였다(1989년 발간

였으나기술정보활동은미약하였다.

중단).

이렇다 할 해양관련 학술지도 구독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1976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도서관련업무 전문직을 채용함
으로써도서관리업무의기반구축을위한작업이시작되었다.

1989년에는 연구소 도서실에 소장되어 있는 보고서의『소
장자료집』
이 보완 발간되었으며 도서관 자동화사업의 일환으

초기의 기술정보활동은 주로 문헌신청 관리와 국내· 외 해

로 도서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연구, 기술보고서와 단행본의

양관련 기초자료의 수집 등 비교적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행

서지사항을 입력하였고, Bar-code를이용한 대출· 반납시스

하였으나 이후 연구소의 연구기능이 확대, 정착되면서 대내외

템을 개발하였으며, 국내의 해양관련 기관 및 학계에서 활동

적인지원활동의수행이이루어지게되었다.

하고있는『해양전문가인명록』
을발간하였다.

1.2. 1980년대

1.3. 1990년대

1981년 5월에 연구소 조직개편에 따라 도서업무를 관장하

기술정보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축적과 활용을 위한

는 도서과가 해양정보실 소속으로 신설되었으며 도서과에서

문헌전산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연구소 소장자료를

는 도서실 고유의 업무 이외에도 연구소 유일의 해양분야 종

연구원이 KORDI-LAN을 통한 온라인 검색을 활용하게 하

합학술지인『해양연구소 소보』
의 발간과 연구소 홍보업무를

였 다. 이 를 위 하 여 해 양 정 보 검 색 시 스 템 (OIRS,

포함하는업무를수행하였다. 70년대에수행된해외유관기관

Oceanographic Information Retrieval System)과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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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보관리시스템(LMIS, Library Management

남극과학기지와 한· 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목분소에도

Information System)을 운용하고, 연구도서 뿐만 아니라

정보자료를제공하고있다.

교양도서, 해양환경 연구문헌, 해외출장 입수자료 등도 계속

1991년도부터 DB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과학기술정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또한 1991년 8월에는 Microfiche를

보 유통체제 구축사업에 참여하여「해양환경분야 심층정보

촬영제작· 복제할 수 있는 Microfiche 제작장비(Micro

을 연구개발정보센터로부터 위탁 수행하였다.
DB 구축사업」

Images System)를 도입하여,『해양연구』
,『극지연구』등을

이 사업을 통해 해양환경에 관한 문헌정보 70,000여건(1999

Microfiche로 제작하였다.

년 누계기준)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연구전산망의 과학
기술전문 DB(KRISTAL DB)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인터넷 확산 등으

또한, 과학기술정보 협력사업으로서 출연연구소 기술정보실

로 기술정보환경이 변화하고 온라인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날

이 공동참여하는 연구단지 온라인 장서종합목록(Union DB)

로 부각됨에 따라, 최신정보검색을 위하여 국내외의 Data

서비스를위하여해양분야의데이터를매년제공하였다.

Bank인 Dialog, KINITI-IR 등의 상용 DB와 WWW의 과학

1992년에는 그동안 연구소에서 수행하여 발간한 연구사업

기술 관련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연구원의 정보접

보고서(1974~1987)의 서지사항과 초록을 수록한『한국해양

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검색 교육 또는 안내’를 주기

연구소 발간 연구보고서 초록집(I)』
을 발간하였고 1994년에는

적으로 시행해 왔고, 1995년 10월에는 연구자의 연구정보 직

1988~1992년까지를 수록한『한국해양연구소 발간 연구보고

접검색을 지원하기 위하여『정보검색 이용자 매뉴얼』
을 발간

서초록집(II)』
를발간하였다.

하여소내에배포하였다.
1997년부터 온라인 정보 전송 시스템인 Ariel Document

1996~1997년도에는 IBRD 차관자금의 도서구입예산(미화

Delivery System 운용을 활성화하여 외국의 대학도서관 소

10만불)으로 각 연구부에서 신청한 연구도서와 주요 학술지

장의 연구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Back issues를 구입하여 장서를 확충하였으며, 1997년 10

고효율의원문정보입수시스템을시행하였다.

월에는 연구소 조직개편에 따라 문헌정보실로 명칭이 변경되
었다.

대내외의 정보서비스로는 신착자료안내를 온라인으로 연구

1998년도에는 해양정보 Digital Library 구축을 지향하고

자에게 제공하고 연구자의 관심주제(Key word)를 접수받아

연구소 정보관리와 서비스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

소장자료와 CD-ROM을 검색하여 복사 또는 디스켓 수록,

하여오롬정보의MAESTRO Digital Library System을도

E-mail 등으로 제공하는 회원제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또한

입하였으며, 기존자료의새로운시스템반입(data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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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안정화 테스트를 통해 1999년 초에 일반이용자에게도

문을 확대 보강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헌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eb GUI 환경의최신정보서비스를시행하였다.

의 제공내용과 검색방법 이용에 대한 홍보리프렛을 매년 제작
하여 국내 관련기관 및 연구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해양정보

1.4. 2000년대

의효율적인이용을지원하였다.
또한, KORDI 연구성과물에 대한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일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해양과학기술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

환으로 연구보고서 DB 검색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전

구정보서비스를 연구자에게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

용서버와 고속망을 통한 동시다중접속이 가능한 검색환경에

내외의 최신 기술정보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데이터베

서‘ KORDI 디지털라이브러리’를통하여 제공하고있다.

이스화하는데 박차를 가하였다. 이를 통해 원내 연구원은 물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론, 대학 등 국내유관기관의 연구자에게 자료의 조사, 열람·

최신 정보검색을 위하여 국내외의 Data Bank인 ASFA

대출, 복사, 검색서비스등을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있다.

Online 등의 상용 DB와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등

2000년 2월에는 FAO/ASFA Korean National Partner

과 연계한 정보검색서비스, 맞춤정보서비스, 저널기사 검색서

지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정보 자료입력센터를 발족시킴으로

비스가 추가되었다. 2002년도에는 전자저널국가컨소시엄

써 국내핵심저널 선정과 서지정보 색인· 분석· 입력· 제공으

(KESLI)을 통해 최신저널의 원문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

로 국내생산 연구정보를 세계 최대의 해양정보 DB인

스인 ScienceDirect(1,200여종), Springer Link(480여종),

ASFA(Aquatic Sciences & Fisheries Abstracts)에 안정

Oxford University Press(90여종)에 신규 및 갱신 가입하

적으로수록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확보하였다.

였고, 2003년도에는 Blackwell Science(333종)의 신규가입
을 통하여 총 2,200여종의 전자저널에 대한 원문정보를 제공

정보자료 교환협력체계를 확립하고 해외 자료교환(55개국

하고있다.

292개 기관)과 단체가입(국내 28, 국외 24개 기관)을 확대하
여 국내외의 유용자료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입수하여 연

우리 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해양과학분야 전문학술지

구자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2003년에는 국회도서관과

『Ocean and Polar Research』
는 2003년 9월 현재 제25권

상호협력 협정 체결을 통하여 우리연구원과 국회도서관은 자

제3호까지 발간되었다.『Ocean and Polar Research』
는

료교환과 데이터베이스 교환, 저작권과 인적교류(세미나 개최

2000년 9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뒤

등)를상호협력하도록하였다.

로 질적, 양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두어, 2002년 하반기 학

이에 따라 우리연구원은 약 300만건의 국회도서관 목록정
보와 단행본, 세미나자료, 폐간신문, 석· 박사 학위논문, 사회

술지 평가에서 해양분야 최초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는 쾌거
를이루었다.

과학분야 학술지 등 약 58만건의 본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

연구사업으로는 정부의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사업에

게 되었다. 이번 국회도서관과의 협력협정 체결은 출연연구기

해양분야 전문정보센터로 참여하여「과학기술 문헌 및 산업기

관 전문정보센터 중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앞으로 국회도

술기반 전문정보 DB구축(해양분야)」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서관-연구기관간 정보자원 공유를 통한 국가지식정보자원의

사업을 통하여 해양과학분야의 연구보고서를 원문정보화

효율적활용을촉진하는계기가되었다.

(XML, DVI)하였다. 이외에「해양수산웹디렉토리및회색문
헌 DB구축」
을 통하여 인터넷에 산재한 해양과학분야 웹자원

해양과학기술정보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축적과 활용

의 디렉토리를 구축하고, 국제회의와 심포지움 등의 결과물

을 위한 Maestro 정보관리시스템의 웹기반 버전인‘ KORDI

등 비정규적으로 발간되는 회색문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

디지털라이브러리(http://library.kordi.re.kr)’ 를 사용자

하여 해양연구자에게 해양관련 전문정보를 망라적으로 제공

중심적으로 한층 강화하여 마이라이브러리와 정보서비스 부

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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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네트워크 운영 및 경영정보시스템 개발

우리 연구원의 전산운영 조직은 1980년대 초에 해양정보실

었으며때때로며칠씩하루 24시간내내계속적으로가동되기

내의 과 단위 조직으로 신설된 이래 연구원의 운영정책 변화

도 하였고 주말에도 사용되는 등 활용도가 매우 높았다. CPU

및 조직개편 등에따라여러번의부서명칭 변경, 행정부문산

와 주변기기의 사용량에 따라 사용요금이 책정되어 유료로 운

하의 새로운 조직으로의 신설, 타 부서와의 합병, 기술지원부

영되었고 단말기도 겨우 1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여러

문의 새로운 조직으로의 재발족 등과 같은 많은 변화를 거쳐

가지로 열악한 환경이었고,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출근시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구원에 독자적인 전산시스템이 설치되

시스템을 booting 시키고 퇴근시에 shutdown 시키는 운영

고 전산운영 조직과 인력이 규모를 갖추어 가동된 것이 1982

체제라서 지금과 같은 연중무휴의 시스템 운영과 네트워크 가

년이므로 연구원 설립 30주년을 맞는 올해로 20년이 넘는 역

동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의 이용자들은 많은

사를 가지고 있는 동 조직의 변화과정을 전산시스템 및 네트

불편을감수해야했다.

워크 운영, 경영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으로 나누어 기술하
고자한다.

전산시스템의이용환경은 1986년도에안산의연구학원단지
로 연구원이 이전함에 따라 보다 개선되었다. 항온항습기도

2.1.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새로 도입되어 다운플로어(down floor) 방식의 냉방이 가능
하게 되었고 전원장치도 자동전압장치(AVR)가 아닌 무정전

컴퓨터 시스템은 최초로 개발되어 이용되기 시작한 이래로

전원장치(UPS)를설치함에따라정전시에도무리없이컴퓨터

짧은 기간에 획기적인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동시에 사용자 공간

보편적으로 업무에 활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

(terminal실)도 충분히 확보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전산작업

연구원도 초창기에는 자체적인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

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전산교육실도 구비하여 사용자 교육시

하여 급여작업, 해양자료 처리 등을 위해 관련기관의 장비를

실습을 겸하여 관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컴퓨

활용하였다.

터 가동시간도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연중무
휴 24시간가동체제로변경되었다.

처음에는 주기억용량 32Kbyte의 NOVA 미니컴퓨터를 사
용하였으며, 이후당시 선박연구소의PDP 11/70, 한국과학기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구업무가 질적 양적으로

술연구소전산센터의Cyber, IBM 등의컴퓨터를 이용하기도

확대되어 기존의 전산시스템 규모로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982년에 ADB 차관자금을 활용하

운 상황이 도래되었다. 당시는 컴퓨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

여 미국 DEC의 VAX 11/780 시스템과 Calcomp Plotter,

던 시기여서 연구소에서도 전산 이용환경을 대대적으로 확대

프린터, VT100 단말기 등 주변기기를 도입하여 명실상부한

개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도에 기존의 VAX/VMS

전산부서로서 기본적인 모습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

환경을 탈피하여 개방형시스템인 UNIX로의운영체제 이전을

다. 이때의 주요 전산지원 업무는 행정업무의 부분적인 전산

추진하였고, 주변장치의 효율적인 이용과 다수 컴퓨터간의 통

화와 해양자료 처리 및 도면화 등이었으며, 대부분의 연구업

신을 지원하기 위해 원내 근거리통신망(LAN)도 구축하였다.

무와관련된 전산작업은개인이 스스로처리하는형태로 이루

이로써 전산시스템 이용자는 전용공간(Terminal실)으로의

어졌다.

이동이 없이 사무실에서 단말기(Terminal) 또는 개인용컴퓨

당시의 전산시스템은 각종 연구사업의 수행에 적극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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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PC)를이용하여어떤 컴퓨터라도접속하여사용할수있게

되었다.
새로 도입된 전산시스템은수치모델링 등대형의CPU 작업

추진되었고개인용컴퓨터간의네트워크구축사업을추진하는
등업무환경개선노력을경주하였다.

을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는 미니슈퍼컴퓨터인 FPS 522EA,

이와 같은 전산운영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전산운영 조직도

CONVEX C210을 비롯하여, 워크스테이션인 SUN4/330과

연구원의 기능조정에 따라 해양정보실 산하의 담당체제, 해양

Color & B/W Plotter, Digitizer, Image Printer 등으로서

자료실, 전산실등의이름으로 명명되다가 1995년 4월의 조직

IBRD 차관자금 약 165만불이 여기에 투자되었다. 이와 함께

개편에따라해양과학자료센터의전산담당으로재편성되었다.

각종 그래픽 소프트웨어(NACR graphics, GIPSI, VGS,

이후 IBRD 차관자금을 활용하여 CONVEX 컴퓨터의 성능을

GMT 등)도 설치되어 연구사업에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폭 향상시켰으며, Color Scanner 및 대형프린터의 도입이

여건이구비되었다. 한편기존의VAX 11/780 컴퓨터시스템은

이루어져보다 양호한전산환경을구축하게되었다. 이와함께

학· 연협력차원에서한양대학교안산캠퍼스에기증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이용환경 강화차원에서 각종 Internet
Tool 설치, Anonymous FTP와 News Server의 개설,

1992년 4월부터는 원내 전산망이 연구전산망(KREONet)
과 연동되었고 56Kbps 전용회선을 통해 본격적인인터넷활

Home Page 구축, 연구전산망 보안의식 고취, PC-LAN 구
축등의업무도추진되었다.

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전자우편(e-mail), 화일전송(FTP),
원격지 login(Telnet) 기능 등을 사용하여 국내외 과학자들과

1996년도에는 장목분소의 운영에 따라 분소의 근거리통신

의 공동연구 및 협력, 외국의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원활하게

망 구축작업이 수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격지에서 MIS

되었다.

를사용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었다.

1993년도에는 인터넷 환경의 확산과 함께 연구업무의 전산

1998년도 3월에는 IBRD 차관자금 약 30만불을 투자하여

시스템 의존도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산

연구원의 근거리통신망을 ATM 방식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

기기도입여부를심의하여무분별한장비도입을조정함으로써

진하였다. 본관동에 Backbone을 두고 각 연구동마다 ATM

기존 장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워크스테이션 재

Switch를 두어 광케이블로 연결하였으며 사무실마다 복수개

배치를통해부서간공동활용여건을조성하고자하였다. 또한

의 port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함을 설치하고 utp-5 케이블

전산시스템사용료를적정하게책정하여전산시스템이연구지

을 포설하는 방식으로 망을 구성하였다. 이로써 전산사용자는

원을위한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제도화하였다.

기존의 10Mbps Ethernet 환경에서 10∼100Mbps의 고속
ATM 환경으로전산이용환경이대폭개선되었다.

1994년도에 들어서면서 각종 연구프로젝트의 수행을 촉진

그러나컴퓨터시장에서워크스테이션급컴퓨터의성능이크

하고자 일부 전산장비에 대해 성능 보강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게향상됨에따라운영및유지보수비용이큰기존의미니슈퍼

주기억장치 및 보조기억장치의 용량을 2배 이상의 수준으로

컴퓨터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기존의

확충하였다. 아울러주전산기인 CONVEX에대한용량증설이

Convex 컴퓨터를 포기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종을 모색

최초로 도입된VAX 11-780 시스템 가동식에서 무사운행을기원하며…

소내 전산교육 (199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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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되었으며이때Sun Ultra60 워크스테이션이도입되었고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면서 정보시스템 개발 기술면에서

동시에 탄성파자료처리 전용 S/W도 같이 도입, 설치되었다.

의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Client/Server 방식의

기존의미니슈퍼컴퓨터는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기증되었다.

한계를 보완한 Web 기반의 정보시스템 수요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최단기간 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다각적

이 후 컴퓨터와주변기기, 네트워크관련기술이하루가다르

으로 모색되었으나 결국 기계연구원의 경영정보시스템을 우

게 발전되고 또한 인터넷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연구원의

리 환경에 맞추어 이전 설치하는 방안으로 확정되었다. 후속

ATM망도 잦은 과부하상태를 보였고 또한 악성 바이러스에

업무로 8월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며, 12월에는 HP3000

의한과부하등으로제기능을다하지못하는상황이자주발생

시스템과INFORMIX DBMS가도입되었고, 1년여에걸친소

하였다. 이에 원내 통신망의 교체 필요성에 따라 2003년도에

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과 이전 설치작업이 진행되어 2001년

는 운영비 예산의 지원을 받아 Gigabit Ethernet 방식으로

8월에 Web 기반의 새로운 경영정보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

통신망이교체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하였다.

2.2. 경영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새로운경영정보시스템은기계연구원의행정업무체계에바
탕을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

연구원의 MIS 관련업무는 당초에는 전산운영 조직에서 담

고, C 언어로 작성되어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당하여왔으나 1995년초에행정업무전산화업무전담부서의

약 6개월간의운영과정에서사용자들의불만이 증대되어정상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어 동년 9월에 기존의 전산실 인

적인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결국

력을중심으로행정부인력을일부보강하여기획부산하에경

기존의 하드웨어와 DBMS는 그대로 사용하되 기존의 프로그

영정보과가 발족되었다. 그 후 1년여에 걸친업무분석 및 소프

램은 점차적으로 새로운 개발도구를 활용하여 재개발하기로

트웨어 개발작업이 수행되었으며 1997년 1월부터

하였다.

Client/Server 방식의 경영정보시스템이 개발, 운영되기 시
작했다.

그 후1년정도의 기간을 거쳐 2003년 4월에는관리자전용

이후 1997년도에 연구원의 조직개편에 따라 경영정보과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교체하였고 기존에 문제

기능이 해양자료센터 전산실의 기능과 통합되어 해양자료센

시되던 기능을 대폭 보완하였다. 또한 문서수발시스템을 추가

터 내의 전산경영실로 재발족되었고,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하여 행정문서의 유통 및 관리기능을 개선한데 이어 인트라넷

업무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미비점 등이 다각적으

에 전자결재기능을 확대하여 서류결재에 따른 행정의 비능률

로 보완되어 명실상부한 행정정보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담

적인요소를대폭개선하는등보다 효율적인시스템으로의개

당하였다.

선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

전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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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해양자료 관리 및 서비스

해양자료 관리기능은 그동안 국가 또는 연구원 내부의 정책

NODC(National Oceanographic Data Center), 일본의

변화에 따라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유지되어 왔으나, 1995

JODC(Japan Oceanographic Data Center) 등 외국의 해

년1월부터당시과학기술처(현과학기술부)에서제정한‘ 해양

양자료센터와협력및교류관계를돈독히하고자노력하였다.

과학조사법’이 공포, 시행됨에따라조직및 기능이대폭강화
되어현재에 이르고있다.

불행하게도 KODC의 기능이 우리 연구원에 오랫동안 유지
되지 못하고 국가 정책 및 관련부처, 기관의 의사결정 변화에
따라 국립수산진흥원(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되는 사태

3.1. 1970년대의 조직 및 주요기능

가 초래되었으며, 이에 따라 1981년 3월에 해양자료센터 조직
이 해체되고 해양정보실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주요기능이

최초의 해양자료 관리업무는 1979년 2월에 연구원의 도서

변화되는상황을맞게되었다.

및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자료센터를 신설하
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해양자료센터는 도서담당과

3.2. 1980년대의 조직 및 주요기능

자료담당을 하부조직으로 두는 형태로 신설되었으며, 박사급
해양학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여 전산 및 도서관리 담당자 등

해양정보실은 해양자료센터에서 명칭이 변경된 이래로 산

을 고루 갖추고 고유기능으로서 연구원의 생산자료 관리는 물

하에 도서 및 전산담당을 두는 체제로 1989년 중반까지 유지

론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한국해양자료센터(KODC, Korea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해양자료 관리업무도 자연스럽게

Oceanographic Data Cent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기존의 해양학 전문가들은 해양자료센

즉, 국내의 여러 해양관련기관에서 생산되는 해양자료의 수

터의 해체와 함께 연구실 또는 대학으로 이적하였으며 해양정

집, 관리, 처리 및 제공업무와 함께 해양자료의 교환을 위한

보실 내에서 해양자료 관리를 담당할 해양학 전공자는 전무한

국제적인 창구로서 미국의 WDC(World Data Center)와

상태가되었다.

한국해양연구원해양자료시스템 초기화면

한국해양연구원 홈페이지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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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1980년대초에VAX 11/780 전산시스템이도입, 운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나머지 직원 2명도 타 부서

영됨에 따라 전산전문가들은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서비

(당시 심해저탐사사업단)로파견근무명령을받아약1년간자

스에만 전념하게 되고 자료관리 업무는 자연히 소홀해질 수밖

료관리업무의공백상태가유발되었던것이다.

에 없었다. 이러한상태는 이후 몇년간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초부터 당시 과학기술처는‘ 해양과

동안의 지원부문에서의 자료관리업무는 전무한 상태로 볼 수

학조사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는데, 이 법안의 주요 제정취지

있다.

중의 하나는 해양관련기관에서 생산된 해양자료의 관리 및 공

그러나 1980년도 후반에 이르러 전산시스템의 운영이 안정

개를 통해 정보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적으로이루어지고해양관측장비의현대화와더불어다양한유

일련의 법 제정 과정에는 우리 연구원의 해양법 전문가, 해양

형의 해양자료가디지털 형태로 수집, 관리됨에 따라해양자료

학 전문가 및 자료관리 전문가가 두루 참여하였으며, 연구원

의데이터베이스구축과활용의필요성이강하게제기되었다.

은 여기에 발맞추어 해양자료센터를 부 단위의 조직으로 설치
하고 산하에 해양자료실, 기술정보실, 전산실을 두는 조직강

이에 따라 해양정보실 내의 전산담당파트에서 해양자료의

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해양학 전공자를 채용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시작하였

해양자료관리기능의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

으며 Rdb/VMS라는 DB 관리시스템(DBMS, Database

서 이 때부터 비로소 명실상부한 자료관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Management System)을 이용하여 소규모의 DB를 시범적

가동된것으로볼수있다.

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해양자료의 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선진외국의 해양자료 관리, 운영사례 및 현황 등을 현장출장

1995년도에 해양자료실의 주요 현안은 1월에‘ 해양과학조

과 문헌조사 등을 통해 조사, 정리한「해양자료 Database화

사법’이 제정· 공포되고 7월에 동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해

연구」보고서와「해양관측자료의 전산화체제 연구」보고서를

양과학조사자료의 생산기관으로서 자료의 관리 및 제공 기능

발간하였다. 그리고이러한여건조성에힘입어 1989년에는기

을 강화하고 당시 과학기술처에서 지정하는 해양자료 관리기

술지원부산하에해양자료실이정식으로발족되었다.

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일련의 기능 정립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를위해기존 관측자료의발굴을 위한「해양과학

3.3. 1990년대의 조직 및 주요기능

조사자료의 발굴 및 서비스 개발」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일차
적으로 그 대상을 황해 자원도 사업(1982∼1986)과 수로국의

해양자료 관리에 대한 연구는 해양자료실의 발족과 함께 본

해양조사자료로정하였다.

격화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해양학 전문가가 부족하여 기존

발굴작업은 각 부서에서 소장하고 있는 관련 야장, 실험기

의 전산전문 인력으로 자료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박사급

록노트, M/T 및 M/T 관리대장과 인쇄물인보고서, Atlas 등

연구원과 원급 해양학 전공자를 추가로 충원하게 됨에 따라

을대상으로이루어졌으며파일의restore, 분류, 미전산화자

차츰활기를띠기시작하였다.

료의 입력작업, metadata 구성, 자료의 DB 구축작업 등을
실시하고, 최종작업으로 자료집을 발간하여 사용자에게 배포

이에 따라 기존에 수집한 국내외 해양자료를 정리하여 텍스

하는순서로업무를진행하였다.

트 형태의 파일로 저장하고 디렉토리 별로 분류하여 사용자들
에게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뉴스레터 형태로

1996년도에는‘ 해양과학조사법’의 성실한 이행 및 해양과

이용자들에게 공지하였다. 또한, 연구부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학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원내부의‘ 해양과학조

자료를 발굴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도 착수하였으며, 교통부

사자료 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해양자료관리를

수로국(현 해양조사원)과의 공조를 통한 조석자료 전산화 작

위한 기반구축 차원에서 SUN Workstation 등의 H/W와

업도 추진하였다. 이러한 작업결과는「진해만 해양관측자료

Oracle RDBMS, DB 개발 Tool 등의 S/W를구입, 설치하고

정비사업(1980~1983)」보고서와「수로국 조석자료 정비사

업무에활용하였다.

업」보고서로 발간되었으며, 정리된 관련 자료는 파일 형태로
사용자서비스가이루어졌다.

주요 수행업무로는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연구원의
Inventory 포맷을자체적으로설정하였으며, 8월에는인공위

그러나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연구원의 인력 및 조직운영 정

성수신시스템을 설치하여 NOAA 위성으로부터 매일 해수면

책의 변화로 인하여 약간의 공백기도 있었다. 자료관리 전문

온도자료를 수신, 처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인터

가의 파견근무(남극 세종기지 월동대장 근무)와 박사급 연구

넷에 공개하였다. 아울러 실의 기능, 추진업무 및 보유자료를

원의 타부서 전출로 인하여 자료관리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대외에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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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주변 조석조화상수 자료집』
,『황해 자원도 사업(’82,

부장산하의조직으로재편성되었다.

’86) 자료집』
을 발간하
,『남해 자원도 사업(’86, ’91) 자료집』

주요 수행업무로는 ADEOS 해양기상자료의 DB 구축과 검

여 배포하였으며,『인공위성 영상 자료집 CD-ROM』
도 제작

색· 활용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연구원, 장목분소, 선갑도에

하였다.

설치된 AWS 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되는 해양기상자료를 준실
시간또는월간으로 BBS를통해서비스하였으며, 파랑정보시

1997년에는 H/W와 S/W 환경을 강화하고자 Windows

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던 중 서울에서 개최된 PACON 1998

NT 기반의 Oracle RDBMS를 도입하였고 새로운 Web

국제회의에서 시연한 바도 있다. 아울러 1997년도에 착수된

Server를 구축하였으며 Intra-BBS 시범 시스템을 개발하였

「해양자료· 정보공동활용체제구축」사업을성공리에마무리

다. 아울러 광범위한 해양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을

하고 해양수산부의 사업으로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 예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수집된 국내· 외 자료를 활

산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NEAR-

용하여 시범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와 구현을 실시하였으

GOOS 프로그램으로 공개· 제공되는 실시간해양자료를 통합

며, 실업무내용의홍보와 함께구축된데이터베이스의효율적

하여 Web 상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인 운영과 서비스를 위해 실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

영하였다.

였다. 새로 단장한 실 홈페이지에는 해양용어 및 약어사전 기
능, 해양자료실BBS 기능, 해양상식코너등도추가하였다.
실 고유기능으로 수행한「해양과학조사자료센터 운영사업」

1999년도에는연구원의정책결정에 따라해양데이터운영실
이 PBS 적용부서로 전환되었다. 즉, 일상적인 업무로 분류되

에서는‘ 자원도’ 대한해협 조사자료를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는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인공위성 수신자료 관리 및

발간하였고, 황해종합조사 계획의 일환인「해양자료서비스기

서비스부문을 제외한 해양자료 DB 구축 및 서비스 시스템 개

술 개발사업」
에서는 사업결과 얻어진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발부문 담당인력이 사업수행 또는 지원을 통해 인건비를 확보

하고서비스하기위한홈페이지를개발하였다. 또한, 해양수산

하는체제로바뀌게되었다.

부 정책지원의 일환으로서「해양자료·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정보화 사업인「해양과학정보망 구

구축을위한기본설계사업」
을추진하였고, 해양전문가인명록

축 연구개발용역」
,「해양환경종합정보시스템 기본계획수립용

발간과 관련하여자료정리및데이터베이스구축, 인명록자료

역」
과 과학기술부의「황해 해양과학 DB 구축」
, 한국해양연구

출력등정부정책수립과시행지원업무도수행하였다.

원의「해양과학조사자료센터운영」등4개사업을비롯하여연
구지원 차원에서 연구부문의 R&D 사업에 다수 동참하였으며

1998년에는 해양자료실이 전산경영실의 전산시스템 및 네

이를 통해 인건비 확보율 100%를 무난히 달성하였다. 동시에

트워크 운영부문, 원격탐사실의 인공위성 수신자료 관리 및

기본기능으로서 연구원의 국· 영문 홈페이지를 새로운 모습으

서비스부문을 통합하는 형태로 해양데이터운영실로 개편되었

로개편하였고해양환경도자료의인터넷서비스작업, NOAA

으며, 부 조직인 해양자료· 기기센터가 해체되면서 선임연구

및Landsat 위성자료의처리, Backup 작업도실시하였다.

실시간해양관측자료 제공화면

해양환경포탈서비스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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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00년대의 조직 및 주요기능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와검색방법등을개선하고있다.

2000년 6월의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해양데이터운영실
은 전산 및 Network 운영기능, MIS 개발 및 운영기능이 별

2002년도에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한반도 주변 해역의 각종

도로 독립되는 형태로 개편되어 데이터운영팀이 재발족되었

해양자료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하여연구원들에게 제공하는

다. 아울러 팀의 기능도「해양데이터· 정보 DB 구축, 운영 및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자료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

제공」
,「연구원 홈페이지구축및 운영」
,「인공위성수신시스템

해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1995년 이후의 모든 인공위성

운영및정보서비스」
의3가지로조정되었다.

SST자료를수치자료화하였으며, 원하는일시및장소의자료

주요 수행업무로는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도 구축하였다. 또한, 한국

용역사업을 받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연구부문

해양연구원이 생산한 자료를 비롯하여 국내생산 해양자료와

의 여러 R&D 사업에 적극동참하였다. 아울러 연구원홈페이

NODC 수온· 염분자료, World Ocean Atlas 2001 자료를

지의 디자인을 개편하고 검색 및 게시판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연구원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인공위성수신시

였다. 한편, 해양자료관련 최신 정보관리기술의 개발도 꾸준

스템의운영 S/W를 upgrade하고Y2K 문제를해결하였으며

히 추진하여 15개 이상의 연구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하였으며,

영상자료의서비스를2회/일로확대하였다.

대규모종합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생산자료를체계적으로관리

2001년도에는 해양과학연구에 필요한 최신 정보관리기술을

하는업무도수행하게되었다.

축적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여 연구에 적용하는 업무를 중
점적으로 수행하였다. 즉, 실시간 해양자료관리, 해양자료 가

2003년도에는 해양과학 연구분야에서 GIS 구축에 대한 요

시화, 해양 GIS 구축 등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과 응용시스템

구가급증하였으며, 데이터운영팀은그동안축적한 GIS기술을

개발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위해 선진 해양관련기관 방문, 외

적극활용하여각 연구사업의 성공적수행에 기여하게되었다.

부 전문교육기관의 공개과정 수강, 자체 세미나 등을 통해 관

더불어 기존에 구축, 운영하던 인터넷 자료검색시스템들도

련기술을 습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GIS를 도입하여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정부부처로부터 여러 건의 연구개발 사업을 위탁받아 성공적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자료시스템에는 JPL의 SST자료와

으로 수행하였으며 연구부문의 연구사업에도 15과제 이상 참

World Ocean Database 2001자료를 비롯하여 국내외 신규

여하여정보관리, 정보서비스와관련된업무를수행하고있다.

자료를 추가하여 자료서비스를 확장하였으며, 연구원 홈페이

한편 연구원 홈페이지는 매년 메뉴, 디자인, 기능 및 내용을

지는 개편작업을 통해 친숙한 이미지의 초기화면과 Flash 기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NOAA, 위성자료도 보다

해양 GIS기술개발시범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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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제작한사이버해양과학홍보관을도입하였다.

새만금조사연구사업 홈페이지

6장

행정지원 및 관리업무
우리 연구원의 총예산은 우리나라 해양연구개발 활동의 태동단계인 1974년(1973년 설립, 1974년부터
정부예산지원) 45백만원으로 출발하여 2003년 현재 101,620백만원에 달하여 예산규모면에서 국무총
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중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해양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 및 국민
의 요구에 대한 반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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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

조직 및 제도의 변천

1.1. 연구소 조직의 변천
개편 일자

개편 내용

1973. 10. 30

·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설립

1976. 5. 15

· KIST 부설 선박(연)과 통합하여 KIST 부설 선박해양연구소로 발족

1976. 11. 4

· 재단법인 한국선박해양연구소 설립

1978. 4. 1

· 한국선박해양연구소에서 해양관련부문만 KIST로 이관되어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재발족하면서
- 소장의 자문기구로서 자문위원회와 연구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 UNDP 사업을 담당하는 UNDP 고문 설치
- 7개 연구실, 기획실, 행정실을 기본조직으로 설치

1979. 2. 1

· UNDP 고문을 폐지
· 연구소의 기능 및 설립목적에 맞는 연구과제 및 기술용역의 수탁· 위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연구실 운영 및
연구업무에 관한 정책방향 설정 등 연구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연구부장직을 신설
· 해양개발 연구기기의 개발, 조작, 수리 및 외자기기 구입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해양기기실과 연구소의 도서 및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자료센터를 신설

1980. 5. 1

· 5월중 진수예정인 조사선 반월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사선 운영실’을 신설

1981. 3. 10

· 해운항만연구실을 해양경제연구실에 흡수· 통합
· 해양자료센터를 해양정보실로 기획실을 연구기획실을 명칭 변경
· 소장직속인 해양정보실, 해양기기실 및 조사선운영실을 연구부장 산하로 소속변경

1983. 3. 21

· 해양정책연구실을 신설, 해양경제연구실을 해운항만연구실로 명칭 변경
· 정부의 유사기능 통폐합방침에 따라 해양기기실, 조사선운영실을 연구지원실로 행정실, 연구기획실을 행정실로 통합
· 연구소 운영의 합리화와 경영능률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내부감사의 업무수행을 전담하는 검사역을 신설

1984. 2. 1

· 해양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및 보전을 위한 환경수리역학 및 공학적 연구수행을 위하여 환경공학연구실을 신설

1984. 3. 15

· 부서별 소관기능의 일부를 전담직으로하여 권한과 책임의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인력활용의 합리
화를 기하기 위하여 담당제를 시행
- 연구부 산하 : 연구관리담당, 연구개발담당
- 해양정보실 산하 : 정보담당
- 관리과 산하 : 관재담당

1984. 4. 1

· 행정실 산하 국제협력과 소관의 차관 및 국제협력 관련업무중 일부를 연구부로 이관하고 국제협력과 대신에 자재과를
잠정조직으로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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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일자
1985. 9. 1

개편 내용
· 해양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해양산업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운항만연구에 국한된 해운항만연구실의
업무분장을 수정하여 해양경제연구실로 명칭 변경

1986. 5. 1

· 종전의 1개 연구부를 2개 연구부로 조정하여 부중심 조직으로 운영
· 연구소의 안산 신청사 이전에 따른 보안,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과를 행정실 산하에 설치
· 종전 연구부 산하의 국제협력담당은 행정실 산하로 연구관리담당은 제1연구부 산하로 소속변경

1987. 3. 16

· 88년부터 수행예정인 남극과학탐사연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1연구부 산하에 극지연구실을 신설

1988. 5. 1

· 남극과학기지의 완공과 극지연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극지연구부를 신설하고 해양공학 및 환경공학연구실을
제2연구부 산하로 소속변경

1989. 8. 1

· 소장직속으로 기술지원부를 잠정 설치· 운영하고 산하에 제2연구부 소속의 연구지원실을 조사선운영실과 해양기기실로
분리하여 소속변경 시키고 해양정보실 및 신설된 해양자료실을 두었으며 제1연구부 산하에 해양천연물화학연구실 등 3
개 연구실을 제2연구부 산하에 연안공학연구실을 신설

1990. 7. 9

· 90. 6. 1부로 KIST로부터 분리· 독립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체제를 갖춤
- 선임연구부장을 신설하여 산하 6개 연구부 및 기술지원부문을 총괄
- 행정부문을 기획부, 행정부로 격상
- 정책개발실을 신설하여 소장직속으로 배속

1990. 9. 5

· 해양생물연구부 산하에 해양미생물연구실을 신설하고 해양산업연구부 산하 3개 연구실의 명칭 변경

1990. 11. 8

· 해양지질연구부 산하 해양저구조연구실을 해저구조연구실로 명칭 변경

1990. 12. 10

· 해양물리연구부 산하 4개 연구실을 조정하여 7개 연구실로 증설하고 극지연구센터 소속의 3개 연구실의 명칭 변경

1991. 11. 25

· 최소 임계규모에 미달되는 5개 연구실 폐쇄

1992. 3. 16

· 해양지질연구부의 요청으로 심해저탐사사업단 신설

1992. 5. 1

· 해양물리· 화학연구부를 해양물리연구부와 해양화학연구부로 분리

1993. 7. 8

· 연구부 산하 연구실을 폐지하고 1개 연구부에 2개 연구그룹 설치

1993. 7. 13

· 해양산업연구부를 해양정책연구부로, 해양자료실을 전산실로 명칭 변경
· 기술지원부를 신설
· 기획부의 기획과와 예산과를 기획예산과로 통합하고 행정부의 복지관리과를 총무과로 통합

1995. 4. 24

· 해양공학연구부를 연안공학연구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지원부를 폐지하고 해양과학자료센터를 신설
· 선임연구부장 산하부서로 연구관리과, 해양기기실, 남해기지를 이관
· 기획부에 경영정보과를 신설하고 행정부에 시설안전과를 신설하여 안전과의 기능을 총무과와 시설안전과로 이관

1995. 10. 1

· 황해종합연구사업의 총괄적 추진, 관리및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의 한국측 역할 등을 전담하는황해연구사업단 설치

1996. 6. 1

· 선임연구부장 산하 연구관리과를 기획부로 이관

1997. 1. 1

· 남해기지를 폐지하고 경남 거제시에 장목분소 설치

1997. 5. 1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설립으로 해양정책연구부를 이관

1997. 7. 1

· 해양원격탐사실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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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일자

개편 내용

1997. 8. 1

· 연구부 산하 연구그룹을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맞추어 연구부 산하 연구실 설치

1997. 10. 1

· 연안공학연구부를 연안· 항만공학연구센터로, 심해저사업단을 심해저자원연구센터로, 해양과학자료센터를
해양자료· 기기센터로 변경
· 기획부를 연구기획부로 변경하고 연구계획과를 신설
· 행정부를 행정관리부로 변경하고 기획부에서 기획예산과 이관
· 정책개발실을 폐지하고 정책조정실을 신설

1998. 11. 16

· 물리, 화학, 생물, 지질의 학제적 연구부를 해양환경· 기후연구본부와 해양생물자원개발연구센터로 개편
· 해양자료· 기기센터를 해양데이터운영실, 문헌정보실, 해양기기실로 분리
· 연구기획부를 기획부, 경영기획과, 연구개발과, 대외협력과로 변경
· 행정관리부를 행정부, 총무과, 재무과, 시설안전과로 변경
· 정책조정실을 정책개발실로 변경

1999. 5. 1

· 선박해양공학분소 설치
- 해양운송시스템연구센터, 해양개발시스템연구센터, 해양안전방제연구센터 설치
- 기획운영실 연구기획과, 운영관리실, 회계자재과 설치

2000. 6. 1

· 연구센터를 연구본부로 변경하고 과를 팀으로 변경
· 해양생물자원개발연구센터와 심해저자원연구센터를 해양자원연구본부로 변경
· 극지연구센터를 극지연구본부로 변경
· 연안· 항만공학연구센터를 연안· 항만공학연구본부로 변경
· 해양데이터운영실, 문헌정보실, 해양기기실을 해양정보· 기기지원단 데이터운영팀, 문헌정보팀, 기기운영팀,
MIS운영팀으로 변경
· 기획부 산하에 성과확산팀 신설
· 행정부 산하조직을 인사팀, 총무팀, 회계팀, 자재팀, 시설팀으로 변경
· 장목분소의 운영관리실을 운영관리팀으로 변경
· 정책개발실을 연구정책실로 변경
· 해양개발시스템연구센터 및 해양안전방제연구센터를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및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로 변경
· 해양운송시스템연구센터를 해양운송시스템개발단으로 변경
· 기획운영실을 운영관리부, 사업기획팀, 연구관리팀, 총무자산팀, 인력관리팀, 재무관리팀으로 변경

2001. 2. 26

· 분소를 분원으로 변경하고 팀을 축소함
· 행정부 산하의 팀을 인사팀, 총무시설팀, 회계팀으로 축소
· 선박공학분소를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대덕분원)로 변경
· 운영관리부 산하의 팀을 사업기획팀, 연구관리팀, 총무인사팀, 재무자산팀으로 축소
· 장목분소를 장목분원으로 변경하고 운영관리실, 건설팀 신설

2001. 8. 1

· 장목분원 운영관리실에 운영팀 신설

2002. 6. 1

· 장목분원을 남해연구소로 변경하고 선임연구본부장 산하에서 원장 산하로 변경
· 남해연구소에 남해특성연구본부 신설
· 해양운송시스템개발단을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로 변경

2002. 9. 11

· 운영관리실의 건설팀을 폐지하고 임시조직인 건설사업단 신설

2002. 12. 9

· 해양환경· 기후연구본부를 지구환경연구본부, 생태환경연구본부로 분리

2003. 4. 1

· 해양정보· 기기지원단을 해양자료· 정보지원단으로 변경하고 산하의 기기운영팀을 운영관리실 산하의
기기운영· 개발팀으로 명칭 변경하여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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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규집 제· 개정및 폐지현황
(* 제: 제정, 개: 개정, 폐: 폐지)

연
내

용

자료운영위원회규정

도

1990

1991

7.9제

9.5개 11.25개
12.10개

직무권한위임규정

7.23제
8.9개

1993

1994

1995

5.1개
5.7개

3.1개

9.27개

12.16개

4.24개

7.13개

7.8개
7.30개

10.1개

7.9제

내부감사규정

7.23제

도서관리규정

7.12제

건물관리위원회규정

7.13제

기술장비심의위원회규정

7.13제

보안심사위원회규정

7.13제

안전관리위원회규정

7.13제

직장방위협의회규정

7.23제

7.15개

도서관리위원회규정

8.9제

7.15개

홍보위원회규정

8.9제

9.1폐

전산운영위원회규정

8.9제

9.1폐

인사위원회규정

9.5제

연구위원제도운영요령

9.5제
9.27제

영선작업절차요령

9.27제

연구업무관리규정

11.8제

수입지출요령

11.8제

계약업무요령

11.8제

고정자산관리요령

11.8제

물품반출요령

11.8제

내자구매요령

11.8제

보안관리규정

12.10제

안전관리규정

12.10제

문서관리규정

12.10제

문서보관· 보존요령

12.10제

인장관리요령

12.10제

1997

1998

1999

2000

2001

2.16개

7.8개

소규관리규정

소규관리요령

1996

2002

2003

9.1폐

8.9개
7.9제

업무분장규정

1992

6.1개

1.24개

3.18개

2.24개

10.1개

5.1개
11.16개

1.24개
11.16개
8.1개

10.1개

2.28개

9.7개

4.1개

5.1개

8.1개

11.1개
12.9개

9.1개

5.1개
8.12개

6.1개

2.28개
8.1개

12.15개

6.1개

6.7개

10.27개

10.15개
11.1개

6.1개

8.29개

6.1개
9.7개
11.1개

4.1개
9.1개

2.22개
5.2개

6.7개

3.1개

6.28폐
7.8개

6.28폐
6.28폐

8.1개

6.28폐

11.1개

6.28폐

2.18개 10.12개

1.1개

3.28개

1.21개

11.1폐

6.1개
7.15개

6.1개

10.1개

8.21개

5.1개

6.1개

9.27개

6.1개
10.15개

7.15개 10.24개

8.21개

11.8개

6.1개
6.1개

6.1개
12.10개

5.31개

8.21개

2.16개 7.20개
9.17개 10.15개

7.27개
10.20개

6.1개

6.1개

5.13개
6.7개

4.1개

7.5폐

4.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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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정, 개: 개정, 폐: 폐지)

연
내

도

용

1990

1991

1992

1993

서식관리규정

12.10제

외자구매요령

12.10제

자질향상훈련요령

12.11제

승진요령

12.11제

징계요령

12.11제

비정규직취업요령

12.11제

인사고과요령

12.11제

2.18개

전형요령

12.11제

2.18개

제안요령

12.11제

여비규정

12.11제

취업규칙

교정검사업무관리규정

1995

1998

1999

3.6개

10.1개
10.1개

2001

2002

2003

2.1개

10.2개

11.1개

11.1개

11.1개

2.16개

2.16개
10.1개

8.29개

7.20개

2.1개

6.1개

2.1개

4.24개

5.1개

10.15개

3.28개

8.1개

7.1개

5.8개

11.1개

9.1개

2.16개

8.28제

10.26개

조사선승조원취업요령

10.8제

12.29개

1.1개

1.1개

1.18개

3.1개
6.1개

8.21개
10.17개

10.1개

12.28개 6.30개

10.12개

3.1제

12.31개
11.21개

12.16개

남극과학기지운영관리규정

연구사업단운영요령

2000

3.28개

6.1개

6.26제

1997

8.12개

1.1제

인사규정

1996

6.1개

3.27제

12.10제

1994

7.1개

1.21개

3.28개

11.1개

6.1개

3.12개

12.31개

5.1폐
10.8개

정관

1.27개

5.30제

1.7개 10.15개

4.23개

3.14개

2.2개

5.22개

4.28개

3.31개

2.8개
12.22개

4.18개

4.10개
연구심의위원회규정

6.14개

직무발명규정

8.17제

학· 연· 산협동연구

7.16개
6.1개

연구환경쇄신추진위원회

3.10제

운영규정
원가계산요령

7.15제

물품검수요령

7.15제

방사선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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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제

6.1개

1.21개

7.1개

2.27제

석· 박사과정운영규정

회계규정

6.1폐

6.26제

5.31폐

10.12개
7.21제

10.14개
12.29개

10.1개

12.15개
2.16개

6.1개
2.28개

4.1개

(* 제: 제정, 개: 개정, 폐: 폐지)

연
내

도

용

1990

1991

1992

1993

망실· 훼손처리요령

1994

퇴직급여충당금적립액

1997

1998

4.24제

6.26제

7.1개

1.1개

1.1개

해양과학조사자료관리규정

1999

2000

2001

2002

2003

7.20개

1.1개
10.1개

9.1개

1.1개

6.30개

2.16개

4.1개

6.30개

3.10개

1.1개

6.1폐

4.16제

연구소운영협의회규정
퇴직급지급규정

1996

7.27제

운영관리요령

급여규정

1995

2.2폐
6.26제

10.1개

기획관리위원회규정

8.28제

해양과학조사자료

4.1개

4.30개

11.1개
9.1제

6.28폐

관리위원회운영요령

직제규정

6.26제

5.1개

7.13개

1.1개

4.1개

10.1개

창업지원규정

11.16개

5.1개

12.18제

기관고유사업운용요령

12.1제

6.1개

1.1개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5.1제

운영규정

6.1개
8.29개

기술지원위원회규정

6.28제

보안안전심사위원회규정

6.28제

기금관리규정

8.12제

1.1개
6.1개

6.1개

연구· 기획위원회규정

6.1제

규정심의위원회규정

6.1제

9.1개

1.21개

3.1개

2.28개

6.1개

9.1개

12.23개

5.31개
9.1폐
9.1폐

8.29제

운영규정
일반사업운영요령

10.2개

창업보육센터설치및

11.28제

운영규정
안전· 보건관리규정

7.16개

7.5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규정

연구선운영관리규정

4.1개

6.1개

1.1제

연구선운영위원회규정

7.16개

6.1개
12.9개

2.28개

수조품질보증업무규정

한· 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2.28개

7.16제
9.5제

8.27개

12.10제

11.1개

6.28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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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행정관리 및 지원

2.1. 예산관리

1985년에는 ①연구기관 고유의 연구기능 유지발전 및 연구
개발 계획수립, 사전준비지원, ②유치과학자의 국내 연구환경

2.1.1. 예산제도의 변천
연구원 조직의변천과 함께 예산또한 정부와의관계(소관부

적응등을목적으로기본연구비제도를신설, 선임급이상연구
원1인당 4~5백만원을산정계상하였다.

처의 변경 등), 정부의 예산회계제도와 더불어 변천되어 왔다.
즉, 1973년 10월 과학기술처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KIST 부설

1989년에는 ①정부출연기관 예산편성의 체계화를 통한 예

해양개발연구소로 발족, 과학기술처로부터 일반회계의 연구개

산의적정한관리및효율화도모, ②정부출연연구기관의공개

발 항목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았으나 소관부처가 과학기술처로

성및공공성확보, ③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사업의효율화,

부터상공부로변경되었다가 1978년에는소관부처가 상공부에

④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불만요인 해소, ⑤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서 과학기술처로 다시 변경되었고, 1990년 6월에 이르러서는

방만한 예산운용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성및관리지침을시달한바있다.

KIST로부터 독립, 재단법인으로 재설립되어 특정연구기관육

1990년에는 특정연구개발비가 출연연구기관의 운영· 유지

성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유일의 해양종합전문연구기관으로서

를 위하여 배분(간접경비 형태)되지 않고 국책 대형과제에 우

정부출연예산을지급받게되었다. 1996년에는과학기술처에서

선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특정연구개발비에서 O/H

해양수산부로소관부처가변경되었고, 1999년에는국무총리실

를 분리,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직접 출연하는 제도적인 변화가

산하 공공기술연구회 소속으로 다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었다.

있다. 정부예산 회계계정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융자,
국유재산관리, 농어촌 구조개선 등 많은 재원이 있으나, 우리

1996년부터는 과학기술처를 중심으로출연기관의 경쟁력강

연구원은 국가해양개발을 선도하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분

화 및 연구책임자에게 직접경비 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류, 대부분의연구개발재원을정부출연금으로충당하여왔다.

연구결과에대하여는연구책임자가책임을 지는 PBS(Project
Base System)제도가 도입· 시행되게 되었으며, 1996년 8월

1982년 정부가 예산편성의 새로운 기법인 Zero Base 예산
편성제도를도입하여적극시행코자하였으나, 인식부족및우

해양수산부가신설됨에 따라동년 9월 연구원은과학기술처에
서해양수산부로소관부처가변경되었다.

리나라의현실성결여로정착화되지못하였다. 그리고동년에
핵심산업기술의 중점개발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

1999년에는 1998년 5월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에

특정연구사업(국가주도, 기업주도)을 신설 착수하였으며,

의거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개별설립법이 폐지되고 정부

1985년부터 정부예산상 규모를 산정하고 일정율(출연기관 평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균 17.2%)을 간접경비화하여 경상경비 등 기관운영비로 충당

시행령(’99. 1. 29)이 제정되어 42개 출연연구기관이 국무총

케하는제도를도입운영하였다.

리실 산하 5개 연구회(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기초
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에 소속되도록

1984년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의 효율적 예산관리 및 집행을

변경되었으며, 우리 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술연구회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예산지원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

에 소속되게 되어 소관부처도 해양수산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였다.

변경되었다. 또한, 기본사업비의기관고유사업 중국가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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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격이강한사업(남극세종과학기지운영및기본연구활동

징으로정부출연기관의현금수지예산도균형을유지한다는원

지원사업, 국가간 해양과학기술협력 및 공동연구센터 운영사

칙 하에먼저지출예산을결정한후연구소가자체적인연구사

업, 해양연구선 및 지원기지 운영사업, 해난사고 예방 및 구난

업 등을 통하여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자체수입을 차감하

체계구축사업)의경우일반사업으로변경· 운영토록하였다.

여 그 차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하는 수입지출 균형예산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금수지예산은 다음 <표 1>과 같이 수입

2002년에는 일반사업 중 운영비성 성격이 강한 사업(국가

예산과지출예산으로구성되어있다.

간 해양과학기술협력 및 공동연구센터 운영사업, 해양연구선
및 지원기지 운영사업)은 경상운영비로 편성하고, 연구사업의
성격이 강한 사업(해난사고 예방 및 구난체계 구축사업)은 기

2.1.3. PBS도입 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의 구성과 과정

관고유사업비로편성· 운영토록조정하였다.

PBS 제도 도입 후 정부는 두 가지 형태로 정부출연 연구기
관의 예산을 공급하고 있다. 첫번째는 정부출연금으로 기관고

2.1.2. PBS도입 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의
구성과 과정

통하여 지급하는 예산이며, 두번째는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1995년까지 과기처 산하 출연연구기관은 대부분 현금수지

사업에 대하여 각 부처가 부처 고유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제도를 시행하였다. 현금수지예산제도는 출연연구기관의

출연연구기관과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예산체제의 기본바탕에 출연기관과 정부기관이 유사기관이라

대가로사업비를지급하는예산이다.

유사업, 시설비, 차입금상환 등의 사업을 위하여 주무부처를

는관점에서출발하였다. 즉, 출연기관에직제정원과예산정원

정부출연금 예산 중 기관고유사업비는 각 사업을 수행하는

을 설정한 후 원칙적으로 정부는 예산정원에 대하여는 인건비

데 필요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산정하여 이를 기관고유

와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운영비를 적정규모로 지원하고, 지

사업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와 차입금상환은 기

출예산과수입예산의균형을유지한다는원칙이다. 이에따라,

존의 현금수지예산에서처럼 적정규모의 품목별예산으로 편성

예산규모를산정할때는연구소의모든수입(이자수입, 수탁연

하였다. 기관고유사업비, 시설비및차입금상환에대한지출예

구사업수입, 기타 잡수입 등)을 고려하였다. 현금수지 예산제

산이 확정되면 자체수입을 차감한 부분을 출연금로 확정한다.

도에서는 지출예산과 수입예산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특

자체수입은 출연금 지급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기관고유

표 1. 수입· 지출예산 구성 항목
수입예산

지출예산

1. 정부출연금

1. 인 건 비
가. 급여

2. 자체수입
가. 수탁연구수입

바. 잡 수 입

· 총수입

· 이자수입

· 연구경비

· 기타수입

나. 특정연구개발수입
· 총수입
· 연구경비
다. 수탁사업수입

사. 고정자산매각대
· 토지 및 건물매각대
아. 민간출연수입
자. 기금과실수입

나. 연구활동비

나. 토목공사비
다. 건축공사비

라. 국민연금부담금
2. 차관원리금
가. 차관원리금 상환
3. 외화대출원리금
가. 외화대출원리금 상환
4. 연 구 비

· 총수입

가. 기본연구비
나. 특수사업비

마. 등록금 수입

가. 토지매입비

다. 퇴직충당금

· 사업경비
라. 기술료 수입

6. 건 설 비

5. 학사운영비
가. 학생경비
나. 교수경비
다. 학사지원비

라. 부대시설비
마. 설계 및 부대비
7. 경상운영비
가. 기본공과금
나. 자산관리유지비
다. 일반운영비
라. 복리후생비
8. 기금조성
가. 재단일반기금
나. 연구원 복지기금
9. 기금과실사업
가. 기금과실사업비

제3부국제협력및 연구지원 349

사업 예산 구성항목 중 간접비에 포함된 경상운영비에서 발생

원가(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된다.

하는 잡수입을 포함하지만, 현금수지예산에서 처럼 수탁연구

PBS 제도하에서의협약사업구성항목은<표3>과같다.

수입등은포함되지않는다. 이의구성항목을나타내면<표 2>
와같다.

2.1.4. 연구회 체제 출범이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의 구성과 과정

정부와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해서 연구소에 지원되는 사업비

연구회 체제 출범 이후에도 정부의 예산지원 형태는 종전과

는 일괄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지급시기· 방법 등이 협약

같이 정부출연금과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

또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협약사업

부처가 부처 고유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출연기관과 협약

의 경우 연구사업 수주가 대부분 공개경쟁 입찰방식이며, 각각

또는계약에의하여사업을수행하고그대가로사업비를지급

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사업의 목적, 사업수행방

하는방식으로예산을지원하고있다.

법, 예산의편성등모든항목을평가하여수행기관을선정하기

다만, 정부예산서에서 자체수입을 명기하지 않고 정부출연

때문에예산확보가불안정하다. 협약사업의예산편성형태는총

금 예산만을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나누어 명기하도록 하

연구원가제도(PBS)형태를 지향한다. 각사업의 예산은 출연금

였으며, 지출예산에 일반사업비 항목을 신설하고 기관고유사

으로수행하는기관고유사업처럼각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

업비 중 국가 대행업무 성격이 강한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편

표 2. 수입· 지출 구성 항목
수입예산

지출예산

1. 정부출연금

1. 기관고유사업
가. 인건비

2. 자체수입

나. 직접비

- 시작품작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연구관리비

가. 이자수입

· 외부인건비

· 위탁연구개발비

나. 잡수입

· 직접경비

다. 간접비(경상운영비)

- 여비
- 기술정보활동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2. 시설비
3. 차입금상환
가. 차관원리금 상환
나. 외화대출원리금 상환

표 3. 연구사업 원가구성 항목
연구원가
①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비
직접비용

② 직접경비
- 여비
- 기술정보활동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시작품작비
- 수용비 및 수수료

용

③ 연구관리비
④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용
연구개발대가(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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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간접비
⑥ 개발준비금

연구개발비

<기관공통관리비목>
① 내부인건비
② 개발보전비
- 간접비
- 개발준비금
<연구책임자 개발관리비목>
③ 외부인건비
④ 직접경비
⑤ 연구관리비
- 인센티브
- 하위과제관리비
⑥ 위탁연구개발비

성· 운영하도록변경하였다.

동단계인 1974년(1973년설립, 1974년부터정부예산지원) 45

정부출연금예산의수입· 지출구성항목은<표 4>와같다

백만원으로 출발하여 2003년 현재 101,620백만원에 달하여

정부에서발주하는협약사업의경우는연구사업을수행하는

예산규모면에서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중중상위

데 필요한 연구원가(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구성항목이 일부

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해양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 및 국민

변경되었으나, 연구사업 협약 또는 계약 등 전반적인 사항이

의 요구에 대한 반증일 것이다. 그동안 연구원은 안산청사 건

기존과동일하며연구사업원가구성항목은<표 5>와같다.

설, 남극 세종과학기기 건설 및 운영, 350톤급 연구선(이어도
호) 건조 및 운항, 1400톤급 종합해양연구선(온누리호) 건조

2.1.5. 우리연구소 예산의 변천

및운항, 서해임해연구기지건설을위한인천광역시 선갑도부

총예산

지확보, 경남 거제도에 장목분소(현 남해연구소) 개소 등 대형

우리 연구원의 총예산은 우리나라 해양연구개발 활동의 태

특수사업및시설사업을국가예산으로수행하였고기관운영을

표 4. 정부출연금 수입· 지출 구성 항목
수 입 예 산
1. 정부출연금

지 출 예 산
1. 기본사업비
가. 인건비

- 수용비 및 수수료

나. 경상경비

- 기술정보활동비

다. 기관고유사업비(직접비)

- 연구관리비

· 외부인건비
· 직접경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시작품작비

- 연구홍보비
· 위탁연구개발비
2. 일반사업비
3. 시설비
4. 차입금상환

- 여비

표 5. 국가연구개발사업 원가구성 항목
연 구 원 가

연구개발비

①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② 직접경비

비

직접비용

<기관공통관리비목>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① 내부인건비

-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② 간접비

- 시작품작비

- 간접경비

- 여비

- 개발준비금

- 수용비 및 수수료

- 산업재산권관리비

- 기술정보활동비
용

- 연구관리비
- 연구홍보비

간접비용

<연구책임자 개발관리비목>
③ 외부인건비

③ 위탁연구개발비

④ 직접경비

④ 간접비

⑤ 위탁연구개발비

- 간접경비
- 개발준비금
- 산업재산권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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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경상활동지원도대부문정부지원으로충당하여왔다.
또한, 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에 의거, 기계
(연)의 선박해양공학연구기능을 이관 받아 대덕연구단지에 선

2003년도 수입예산 중 자체수입과 정부출연금의 구성비율은
64%의 자체수입과 36%의 정부출연금으로 각종의 연구개발
활동및이를위한기관운영재원으로충당하고있다(표7).

박해양공학분소(현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설치(1999. 5), 남
해연구소 2단계 건설사업 완료(2003. 3), 동해연구기지 건설

지출예산

사업(2003∼2007), 종합해양과학조사선 건조사업(2003∼

연구원의 창립은 1973년도에 이루어졌으나, 정부로부터의

2008) 등 대형사업이 추진되어 2003년도에는 연구원 총예산

예산 지원은 1974년도 회계연도부터였다. 그러나 창립 초창

이 1,000억을 넘게 되는 역사적인 해가 되었다. 한국해양연구

기인 1976년까지의 지출예산 규모는 5억원 미만으로 미미하

원의예산추이는<표 6>과같다.

였다.
또한, 1976년에는 선박연구소와 통합되었고, 1977년에는

수입예산

정부로부터 독자적인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였으며, 1978년에

연구원의예산재원은정부출연금과수탁연구수입및잡수입

는 1976년보다도 더 축소된 규모의 예산을 배정받는 등 연구

등을 포함한 자체수입으로 구성되어있다. 해양연구는 거대과

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정책

학으로 소규모 단체 혹은 민간에서는 쉽게 수행할 수 없는 성

과 조화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명실상부한 독립연구소로

격을 갖는 바, 연구원은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발판으로 안산청사 건설사업을

수입원의대부분을국가에의존하고있다.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수행하여 독립청사를 확보· 운영하
게 되었으며, 국내 최초의 83톤급 해양조사선을 1982년부터

연도별 예산추이를 보면 설립초기단계(1974~1978)에는 수

취항하여우리의 연구선으로해양탐사를시작하게되었다.

입예산의 전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였고, `1979년 처음으
로 정부예산서상에 자체수입이 계상되면서, 자체수입이 정부

1985년부터는 기본연구과제 제도가 신설되어 선임급 이상

출연금을능가하였고, 19`80년이후부터 1998년까지는 정부출

의연구원에게1인당5백만원씩지급할수있는예산이확보되

연금이 자체수입을 압도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나, 연구회 체제

어연구원의고유기능을유지· 발전시키고연구원의자질향상

출범 이후(1999)부터 자체수입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여 현재

에큰도움이 되는계기가되었으며, 1,422톤규모의연구조사

는 자체수입이 정부출연금을 현저하게 능가하고 있으며,

선인온누리호건조를위한OECF 차관사업을착수하였다.

표 6. 연도별 총예산규모
연

도

1973

(단위 : 백만원)

총 예 산
-

연

도

총 예 산

연

도

총 예 산

1984

3,108

1995

26,682

1974

45

1985

4,730

1996

32,770

1975

128

1986

6,690

1997

32,592

1976

428

1987

7,177

1998

31,131

1977

-

1988

9,899

1999

56,018

1978

253

1989

9,428

2000

63,383

1979

1,458

1990

15,809

2001

68,908

1980

1,325

1991

12,126

2002

89,232

1981

1,825

1992

15,169

2003

101,620

1982

2,231

1993

18,278

1983

2,836

1994

22,016

※ 1973∼1998년 : 정부예산서 기준, 1999년∼현재 : 사업계획 및 예산(안) 기준으로 작성
※ 1999년도에 기계(연)으로부터 선박해양공학연구기능을 이관 받아 대덕연구단지에 선박해양공학분소(현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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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정부예비비 및 1988년 본예산을 활용하여 남극 세

저및대양탐사항해를수행하고있는 온누리호와해군사업및

종과학기지건설사업에착수하였으며, 이로써미래자원보고인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탐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매년 220일

남극연구사업에 착수하는 국가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또

정도를 운항하는 이어도호의 연구선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

한 근해역 해양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350톤급 해양조사선 이

원받게 되었으며, 연구원 숙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제 3연구

어도호 건조를 위한 기본설계비를 1987년 정부로부터 지원받

동이 1992년8월완공되었다.

았으며, 1989년에는 사업규모를 2,628백만원에서 3,931백만
원으로 하는 총예산을 변경하였다. 아울러 1988년에는 남극

1992년에는첨단해양연구선의 본격운항, 제 3연구동 완공

세종과학기지 운영비 1,000백만원을 확보하여 세종과학기지

등 세계적인 해양연구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구축

운영을위한기본토대를마련하였다.

하게 되었고, 1993년도에는해양연구선 운영사업비를단위사
업으로 편성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해양연구선 지원

1990년에는 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바 있

기지겸임해연구기능수행을위한건설사업비를확보하였다.

는 소형조사선의 기본적인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

1994년에는 연구원의 해양탐사에 독자적인 수단이었던 83

으며, 조사선지원기지건설을위한기본설계비 66백만원을 확

톤급의 반월호와 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2톤

보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에서 누락

급의 올림픽34호가 선박의 노후화로 폐기 처분되었으며,

된 극지분야 실험동 건설예산에 대한 끈질긴 예산 확보노력으

1995년에는 `1994년 3월 한· 중 정상회담 개최시 합의된 사

로안산청사에추가로건설할수있게되었다.

항으로 황해의 공동연구 및양국간의 해양과학기술협력을위

또한 연구원 예산규모가 10,000백만원대를 돌파한 회계연
도로연구원의위상이한층높아지는계기가된해였다.

하여「한· 중해양과학기술 협력 및 공동연구센터 운영」
이라
는 신규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동지나해 중앙에 있는 수

1991년에는 1991년 말에 건조되어 매년 200일정도의 심해

중암초인 이어도(일명 파랑도)에 다목적 해양과학기지 건설

표 7. 연도별 수입예산

(단위 : 백만원)

연 도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합 계

연 도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합 계

1973

-

-

-

1989

6,447

2,981

9,428

45

-

45

1990

12,110

3,699

15,809

128

-

128

1991

8,032

4,094

12,126

1976

428

-

1977

-

-

1978

253

1979

587

1980

1974
1975

428

1992

10,870

4,299

15,169

1993

12,662

5,616

18,278

253

1994

16,400

5,616

22,016

871

1,458

1995

20,819

5,863

26,682

917

408

1,325

1996

26,095

6,675

32,770

1981

1,366

459

1,825

1997

25,917

6,675

32,592

1982

1,714

517

2,231

1998

24,451

6,680

31,131

1983

2,326

510

2,836

1999

28,888

27,130

56,018

1984

2,788

320

3,108

2000

33,246

30,137

63,383

1985

3,639

1,091

4,730

2001

31,511

37,397

68,908

1986

4,865

1,825

6,690

2002

36,227

53,005

89,232

1987

5,038

2,139

7,177

2003

37,037

64,583

101,620

1988

7,363

2,536

9,899
합 계

362,169

275,126

637,295

-

※ 1973∼1998년 : 정부예산서 기준, 1999년∼현재 : 사업계획 및 예산(안) 기준으로 작성
※ 1999년도에 기계(연)으로부터 선박해양공학연구기능을 이관 받아 대덕연구단지에 선박해양공학분소(현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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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구장비 설치를 위한「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사

하여「해양과학조사자료 센터 운영사업」
이 시작되었으며, 출

업」
의 예산을 확보하여 특수사업이 기존의 2개 사업(남극과

연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처를 중심으로

학기지 운영, 해양연구선 운영)에서 4개 사업으로 증가하게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가 도입되어 기존의 특수사업이

되었다.

기관고유사업으로 변경되고, 기본연구비가 연구정책 및 지원

1996년도에는 국내· 외 해양기관의 해양과학조사 결과 획
득된 조사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보관· 관리 및 서비스를 위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고유연구사업으로「해양개발이용 및
환경보전기술연구사업」
도본격추진되게되었다.

표 8. 연도별 지출예산
연도

(단위 : 백만원)

연구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일반사업비

시설비

차입금상환

기타

계

1974

1

19

11

14

45

1975

6

23

29

70

128

1976

10

38

59

321

428

1977
1978

9

166

72

6

253

1979

580(26)

295

537

46

1,458

1980

442(53)

417

419

20

27

1,325

1981

565(245)

522

422

213

103

1,825

1982

491(403)

748

483

230

279

2,231

1983

510(310)

821

465

750

290

2,836

1984

841(661)

843

399

774

251

3,108

1985

1,159(378)

881

610

1,754

326

4,730

1986

1,774(432)

1,026

759

2,752

379

6,690

1987

2,112(571)

1,194

1,033

2,382

456

7,177

1988

5,916(3,798)

1,472

1,454

227

830

9,899

1989

4,701(2,492)

1,707

1,878

1,142

9,428

1990

8,481(4,782)

2,180

2,054

2,412

682

15,809

1991

5,130(1,744)

2,768

3,139

279

810

12,126

1992

5,528(1,879)

3,149

3,727

667

2,098

15,169

1993

6,742(2,880)

5,554

2,280

835

2,867

18,278

1994

7,749(3,338)

6,082

2,166

1,894

4,125

22,016

1995

8,954(4,952)

6,535

2,344

1,996

6,853

26,682

1996

13,557(8,274)

5,544

2,558

4,906

6,205

32,770

1997

15,206(9,356)

6,231

2,514

3,893

4,748

32,592

1998

15,228(9,379)

6,003

3,436

3,447

3,017

31,131

1999

19,372(3,482)

15,835

3,537

3,136

6,279

2000

20,651(3,795)

16,626

3,944

7,398

2,507

10,322

1,935

63,383

2001

25,889(4,098)

18,501

4,224

9,094

3,056

5,611

2,533

68,908

2002

38,489(4,703)

20,226

4,506

11,861

3,716

5,622

4,812

89,232

7,066

793

56,018

2003

48,140(5,624)

22,033

8,415

10,020

3,169

4,581

5,262

101,620

합 계

258,233(77,655)

147,439

57,474

45,439

45,472

67,903

15,335

637,295

40.5(12.2)

23.1

9.0

7.1

7.2

10.7

2.4

100

구성비(%)

※ 연구비의 ( )는 기관출연금에 의한 연구사업비임.
※ 1973∼1998년 : 정부예산서 기준, 1999년∼현재 : 사업계획 및 예산(안) 기준으로 작성
※ 1999년도에 기계(연)으로부터 선박해양공학연구기능을 이관 받아 대덕연구단지에 선박해양공학분소(현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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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3월에는‘ 장목분소’를 개소, 본격 운영함에 따라
해양연구선에 대한 관리 및 임해연구 지원이 보다 원할하게

원연구동안전보강대수선사업(사업기간: 2002∼2003년, 총
사업비: 1,650백만원)을확보하여수행하고있다.

수행되게 되었으며, 동해· 남해 중심의 잦은 적조 발생으로
해양환경파괴 및 어민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연구원은

2003년도에는 남해연구소 2단계 건설사업 완공, 이어도 해

「적조확산경로 예측모델 및 방제기술 개발연구」
를 신규사업

양과학기지 구축과 연구원 숙원사업이었던 쇄빙능력을 지닌

으로추진하였고, 안산청사의공간부족 해소차원및 해양환경

5,000톤급 종합해양과학조사선 건조사업(사업기간 : 2003∼

물질의 정밀분석을 위하여‘ 해양환경연구실험동 건설’을 위

2008년, 총사업비 : 100,000백만 원) 수행 및 동해권역 해양

한 설계비 및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였다. 또한 장목분소의 연

특성에 적합한 임해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동해연구기지

구실험동 확보를 위하여 장목분소 2단계 건설사업을 추진하

건설사업(사업기간 : 2003∼2007년, 총사업비 : 18,972백만

여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원이 21세기

원) 수행 등으로 연구원의 총예산이 최초로 100,000백만원을

초에세계일류연구기관으로 재도약할 수있는 연구기반을 구

넘어선역사적인해이다(표8).

축할수있게되었다.

2.2. 복지후생
1999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및동법 시행령(’99. 1. 29)의 제정으로연구회 체제

연구원 초창기에는 직원의 복지후생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

가출범되었으며, 연구회출범이후예산시스템이 총예산(정부

다시피 하였으나 1986년 5월 전 직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현

출연금+자체수입) 규모로 변경되었으며, 기관고유사업비 중

청사를안산시에준공, 이주하게됨으로써복지후생업무전반

국가 대행업무 성격이 강한 사업(남극 세종과학기지 운영 및

에대한체계적인정착이이루어지게되었다.

기본연구활동 지원, 국가간 해양과학기술협력 및 공동연구센
터 운영사업, 해양연구선 및 지원기지 운영사업, 해난사고 예

2.2.1. 독신자 및 유치과학자 숙소 운영

방 및 구난체계 구축사업)을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연구원이 안산시로 이전할 당시에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서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에 의거하여 기계(연) 선박

울에 거주하고 있었고, 시내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의 부재로

해양공학연구기능을 이관 받아 대덕연구단지에 선박해양공학

출· 퇴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

분소(현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를설치하는등많은면에서전

구원은 1989년 1월 독신자 숙소 및 유치과학자 등을 위한 공

환점이되었다.

용 숙소를 신축하여 많은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
다. 또한, 1996년 11월에는 현 남해연구소(거제시 장목면 소

2000년에는안산청사의 창고 공간부족으로 인한고가의 연

재)에도 독신자숙소와 공용숙소를 준공하였으며, 2003년 4

구장비 옥외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양기장비보관동

월에는 남해연구소발전계획의 일환으로독신자숙소를확장,

(총사업비 : 916백만원)을 건설하여 연구장비의 효과적인 관

준공하였다.

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88∼1990년에 도입한 특별

시설현황

외화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여 연구원 운영에 유연성을 갖
게되었다.
2001년도에는 1999년에 대덕연구단지에 설치· 운영 중인

구

분

본원(안산)

독신자 숙소

17실

공용숙소

3동

남해연구소(장목)
29실(*)

비

고

*2003년 4월/ 19실 증축

2동

선박해양공학분소에 실해역 해양 환경조건(삼각파도, 조류파도 간접효과 등)의 재현기능을 갖추기 위한 해양공학수조기

*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대전) 제외.

능 고도화사업(사업기간 : 2001∼2004년, 총사업비 : 5,504
백만원)을확보하였다.

2.2.2. 보건관리 및 보험
연구원은 직원 건강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각종 질병의 사전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 주변해역, 남· 북극해및 접근불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을 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

능한 타국해역의 해양환경을 5차원구조로 가시화하여 정밀

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는 간 기능검사, 1992년부터는 종합

관찰· 분석하기 위한 해양환경시뮬레이션센터 설치· 운영 사

혈액검사를 병행 실시하는 등 건강검진의 범위 확대와 검진 수

업(사업기간 : 2002∼2005년, 총사업비 : 7,950백만 원)과,

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건설한지 24년이 경과한 대덕분원을 대수선하기 위한 대덕분

2000년도부터는 남극과학기지에 파견되는 공중보건의사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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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활용, 연구원내의무실에서응급조치를할수있도록하였다.

터는 기존의 차량(교통)보조비 지원제도를 발전적으로 폐지하

이와아울러전직원을대상으로업무상재해보상을위한산

여 직원 1인당 월 20만원을 기준으로 개인별 연봉에 합산, 지

재보험(1996년부터 시행, 종전까지는 근재보험에 가입), 의료

급하는방식으로전환하였다.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할수있는불의의사고에대비한제도적인지원을병행하

2.2.5. 체력증진

고있다.

체력단련을 통한 직원의 건강증진과 인화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춘계와 추계 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

2.2.3. 자녀학자금 보조

으며, 매월셋째 주토요일 오후를‘ 체육의날’로지정, 자율적

직원 자녀 학자금 보조비 지급 기준에 따라 중· 고교 및 대

인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타 지역· 기관과의 친목

학교에 취학 중인 자녀(2인 한도)를 가진 정직원에 대해서 학

및 우호증진을 위한 각종 체육행사(축구, 야구, 테니스 등)를

자금을 보조(중· 고교는 전액, 대학은 70%)하였고, 1998년

실시· 지원하고있다.

도부터는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 대한 유아교육비를 보조
(취학 전 1년간 월 5만원)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에

이와 아울러 연구원은 연구원내에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
활용하고있다.

대한 경영혁신 정책의 일환에 따라서 유아교육비 보조는
2000년도 말에 중단되었으며, 대학교 취학자녀에 대한 학자

2.2.6. 주택자금 지원

금 보조도 1999년도부터는 학기 당 100만원으로 축소되었고,

연구원은 무주택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1989년도부터

2001년도부터는학자금융자제도로전환(학자금 전액 무이자

주택자금지원(1인당주택매입자금 1,000만원, 전세자금 500

융자)되었다.

만원 저리 융자/1년 거치 9년 분할 상환)을 실시하여 많은 직
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

2.2.4. 차량(교통)보조비 지급

나 1998년 2월부터는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방침

출· 퇴근 교통편의 도모와 업무수행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

과대다수직원의주택보유에따라동제도는폐지되었다.

여당초선임급이상자가차량소유직원에한하여차량보조비
(1982~1983년 선임급 월 65,000원, 책임급 월 85,000원 지

2.2.7. 상조회 운영

급/ 1984년부터는월 10만원균등지급)를지급하였다.

상조회는 직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후 1992년 7월부터는 자가차량 소유 원급이하 직원에 대

1978년 발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에 대한 경

해서도 일정량의 유류(월 80리터)를 지원하였고, 1994년 5월

조금 지급, 소액 대부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상조회는 매월

부터는 자가차량 미 소유 직원에 대해서도 월 25,000원의 교

급여에서 일정액을 회원들이 각출하는 회비를 근간으로 운영

통보조비를 지급하였으며, 1996년도부터는 전직원을 대상으

되고 있으며, 퇴직 시에는 재직 중 각출한 회비 전액을 환급해

로 매월 일정액을 지원(선임급 이상 월 20만원. 원급 이하 월

주고있다.

10만원)하는 제도로 발전하였다. 또한 원급 이하 직원에 대해

소액 대부는 현재 700만원 한도 내에서 20개월 이내 상환

서는 2000년도부터 월 5만원을 증액, 지급하였고, 2002년부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액 대부에 따른 이자 수익을 재

학자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 명)

구 분

1987~1992

1993~1997

1998

1999

2000

2001

유아교육비

-

-

10,839/20

9,950/21

7,560/17

-

중학교

127명

121,751/269

27,364/54

26,666/45

36,546/58

29,003/46

고등학교

66명

162,994/199

59,465/65

48,496/50

39,905/37

47,991/44

대학(교)

37명

236,748/100

84,493/38

83,165/43

102,659/48

185,000/40

계

109,075/230

521,493/568

182,161/177

168,277/159

186,670/160

261,994/130

*1986년도이전 현황 및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현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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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하여 각종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상조회는 매년 정

경조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상향조정 등 회원들의 이익

기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상을위하여노력하고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1999년 5월부터 우리 연구원에 통합된

<경조금 지급 기준>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상조회를 결성, 운영하

1. 본인 결혼 : 300,000원

고있다.

2.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의 회갑 및 칠순, 자녀출산 :
100,000원

2.2.8. 동호인회

3. 자녀 결혼 : 200,000원

연구원에는 현재 13개의 동호인회가 결성되어 취미활동을

4. 본인, 배우자 사망 시 : 400,000원
5. 부모, 자녀, 배우자 부모 사망 시 : 300,000원

함께 하면서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각종 동호인

6. 조부모, 형제 사망 시 : 100,000원

회의운영경비는주로회원들의회비로충당되고있으며, 연구

7. 기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태 :
100,000원 ~ 200,000원

원에서도 매년 일정액의 보조를 통하여 동호인회 활동을 장려
하고있다.

차량(교통)보조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명)

구분

1982~1990

1991~1997

1998

1999

2000

2001

계

인원

264

1,451

350

286

258

260

2,869

지급액

314,090

1,657,331

536,666

459,843

477,659

507,214

3,952,803

*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현황 제외

체육시설 현황
시설구분

테니스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대

탁구장

골프연습장

대운동장

체력단련실

규 모

1(4면)

1

1

1

1(4대)

1(10타석)

1

1

*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현황 제외

주택자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989~1997

1998

계

매입자금

135명

-

135명

비 고

전세자금

140명

1명

141명

지원액

1,512,000

5,000

1,517,000

*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현황 제외

동호인회 현황
명칭

회원 (명)

창립년도

명칭

회원 (명)

창립년도

테니스회

72

1982

기우회

41

1983

낚시회

21

1983

볼링회

41

1988

축구회

42

1988

수중탐사회

38

1989

소리놀이패

25

1988

야구회

37

1991

아마추어무선회

22

1990

탁구회

64

1992

51

1993

48

1998

산악회

62

1982

골프회

배드민턴회

-

1997~2002

농구회

*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현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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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건설 및 시설관리

197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형선부두 신설 등 1단계 건설사업을 마무리하고 진해 장천부

발족된 연구소는 자체 건물 없이 KIST 건물 일부(제2연구동)

두에서 현재의 거제도 장목으로 이전하였으며, 그 후 2001년

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 후 1980년2월 28일에는 서울 강

1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연구동, 양식동, 기기정비동, 생활

남구 역삼동 과총회관에서 건물 일부를 임대 사용하였고,

관 등 4,215m2(1,273평)의 건물과 해안도로 신설, Pier-

1981년 5월7일에는강남구서초동에있는 개인건물인태화빌

cepex, 해수고가탱크 설치 등 2단계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남

딩전체(1,500평)를임대하여사무실과연구, 실험실로사용하

해연구소의 총 시설면적은 10개동 7,600m2(2,300평)이 되었

였다. 현재의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본원의 건물은 1983년

다. 국외에는 남극 세종과학기지가 1988년 2월에 건립된 이후

3월에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건설공사를 진행하여 본관동 및

매년시설개· 보수를시행하고있다.

제1연구동과 기계설비동을 1차로 준공하여 1986년 4월에 입
주하게 되었다. 입주 후 계속 건설공사를 진행하여 제2연구동

3.1. 건설관리

과 기숙사, 유치과학자숙소, 창고(현 구조실험실)와 정비고(현
후생관자리)를 1988년까지완료함으로써일단 이전에따른건

3.1.1. 안산이전 신축청사 건설사업

설사업을마무리하였다.
부지매입
그후연구소의 발전과더불어안산본원에는제3, 4 연구동

연구소는국가의주요행정관서지방분산화시책에 따라서

과 후생관, 기장비보관동, 극지지원창고 등이 1992년부터 계

울 시내에서 경기도 안산 신도시 개발지역에 신축청사 부지로

속증축되어 2003년 5월말 현재안산본원은단위건물 27개동

서 산업기지 개발공사가 택지로 조성한 2만 8,100여 평을 아

에 총건평이 25,893m (7,832평)에 이르고 있으며, 남해연구

래와같이5차에걸쳐매입하였다.

2

소(구 장목분소 또는 장목분원)는 1997년 3월 본관동, 장비창

· 1981년에 11,570m²(3,506평) - 1982년에8,595m²(2,604.5평)

고, 식당, 기숙사 등 6개동 3,385m (1,024평)과 소형선 및 중

· 1985년에 16,198.3m²(4,908.6평) - 1986년에26,640m²(8,072.7평)

연구소 부지정지 전모습

건설 공사현장(본관동 지하부분, 198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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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에 29,935m²(9,071.2평)으로총 92,939m²(28,163.3평)이다.

(768평)의 제 1연구동과 지상 2층에 연건평 813.5m2(246평)인

처음 조성된 부지에는 배수로만 매설되어 있을 뿐 상수도와

파워 플랜트 건물 신축공사가 1985년 3월부터 1986년 3월까지

전기, 통신시설과 진입도로 마저 없어 신축청사 공사에 많은

진행되었다. 제1연구동은1층에연구실, 실험실, 수조실등을두

난관이있었다.

었으며2, 3층은모두연구실과실험실, 지하에는전기실과기계
실및창고등으로설계시공하였다. 파워플랜트에는주변전시

본관동

설과중앙공급식냉방. 난방및압축공기시설이갖추어져있다.

1981년 1차로산업기지개발공사가 조성해 놓은 안산신도시
의 부지 11,570m2(3,506평)을 매입하여 우선 확정된 정부예

제2연구동, 기타

산 범위 내에서 안산 이전에 필요한 신축청사로 본관동

1985년에 조성된 잔여 부지중 제3차로 16,193m2(4,898평)

5,235m (1,583평)에대한설계를1983년2월완료하였다.
2

을 매입하였으며, 계속하여 3,679.8m2(1,113평)의 지하 1층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하

지상 3층의철근콘크리트조건물인제2연구동과 정문수위실,

에는 전기실, 기계실, 창고, 용인실, 기타 저장실과 시수, 정수

정비고등을증축케되어 1985년 10월부터 1986년1월까지설

의 수조를 각각 두었고 지상 1층에는 일반사무실과 연구 실험

계를 시행하고, 1986년 3월부터 1987년 3월까지 공사를 시행

실, 전산기계실로 2층은 일반사무실과 연구실, 실험실, 3층은

하는 가운데 1986년4월연구소가 서울서초동의 임대건물로

일반사무실과연구실, 도서실등을계획하였으며, 중앙계단후

부터 안산 신축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하게 됨으로써 만

면1층에직원구내식당을, 2층에는강당을배치하였다.

13년의청사없는연구소에서벗어나게되었다.
건물구조는지하1층, 지상3층으로지하에는전기실, 기계실

1982년 12월부터 1983년 1월까지 신축청사 예정부지에 대

등을 두었으며 지상 1층에실험실, 장비실, 해양공학 수조실험

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건물기초구조 설계 자료가 산출되었

실과 해양기기· 검교정실을, 2, 3층은 연구실과 실험실을 배

2

으며 1983년 3월부터 1983년 11월까지 연면적 5,234m

치하였다. 이밖에안내실과대기실, 보일러실, 화장실, 침실을

(1,583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인 본관건물에 대한 1차 골조

갖춘 정문수위실 42.5m2(13평)과단층 독립건물로정비실과,

공사가, 그리고 이듬해 본관동 2차 공사가 1984년4월부터 12

세면실, 사무실, 보일러실, 대기실을갖춘 116.6m2(35평) 규모

월까지 진행되었다. 1986년 공사 준공, 입주 후 10년여 계속

의정비고를 나누어시공하였다. 또한해상 연구업무에이용되

사용하여 온 후면 2층의 강당은 강당으로의 효율성 보다는 각

는 고가의 정밀장비 보관을 위한 337.5m2(102평)의 옥외창고

종회의를 위한 대형회의실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1997년 4

를 1986년 10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제2연구동 후면에 신축

월 설계를실시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시행, 약 60석의

하고물품상· 하역용의Monorail Hoist를설치하였다.

시청각시설을 갖춘 대형회의실로 개조되어 각종회의와 보고회
장소로활발히활용되고있다.

기숙사및유치과학자숙소
연구소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독신 직원들의 숙소와 해외 유

제1연구동과파워플랜트

치과학자숙소 신축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기숙사

연구소가정부에요청한연구동과파워플랜트증축예산이배

752.6m2(228평)와 유치과학자 3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총

정되어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하 3층에 연건평 2,540m2

366.8m2(111평)의 신축 공사가 1987년 10월 착공되어 1988년

본관동

기숙사

유치과학자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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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준공되었다. 독신용인기숙사는지하1층, 지상2층으로지

‘ ㄱ’자형으로 설계하였고 전면외벽이 유색 복층 반사유리이며

하에는 보일러실과 창고, 1층에는 관리실과 휴게실, 간이주방,

중앙 출입구는 천장이 옥탑층까지 개방되어 있어 웅장하고 시

화장실, 샤워실외 8개의 침실(2인 1실)이 있고 2층은 화장실,

원한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더욱 OPEN된 홀의 최 상부에천

샤워실외 9개의 침실로 되어있다. 유치과학자 숙소는 각 세대

창을두어자연광을최대로받을수있도록설계하였다.

별2층구조로되어각 30여평의3세대가횡으로연립되어있

1993년 9월에 세미나실‘ 무대전동시설’을 1차로 보완한후,

으며아늑한야산사이에위치하여도심의공해와소음으로부터

1998년 10월 세미나실을 대강당으로 활용변경 하면서 시청각

벗어나정서생활과학문연구에몰두할수있도록하였다.

시설을 보완하여 연구원의 전직원이 모이는 행사 등에 강당으
로사용하고있다.

폐수처리장(배출방지시설)
실험용으로 배출되는 폐수를 완전히 처리하기 위하여 1991

옥외생물수조실

년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였다. 약 22평의 단층 적벽

해양생물분야의 양식 및 배양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약

돌조적조건물에폐수처리장비탱크와펌프실외감시실을두

196m2(60평) 규모의 경량철골구조의 1개 층의 단열판넬 마감

어 시공되었다. 시공 후 10년여 사용하던 중 꾸준한 연구소의

건물로 1995년 4월에 착공하여 약 1개월간의 공기로 내부의

규모 증대에 따라 2000년도 초 제4연구동의 준공에 따른 폐

이동식수조설치를완료하였다.

수 발생량의 처리한도 초과로 폐수처리장을 확장하여 현재는
초기 일일처리량 30톤에서 100톤을처리할수있도록 처리용

극지지원창고겸특수실험동

량을증설하였으며시설규모도 22평에서약 47평으로확장하

해마다반복되는남극세종과학기지보급물자의구매및반
입에서부터 포장운송과 되돌아온 기장비의 해체 등에 필요한

였다.

안정된 공간, 그리고 동· 하계 연구기간 동안 세종과학기지에
제3연구동

서 많은 비용을 들여 어렵게 채취해온 시료의 보관과 필요한

연구소가 발전하면서 인원의 증가와 기구 확장으로 연구실

연구실험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1996년 11월에 설계가 발주되

험공간의확장이필요하게되었으며이에따라정부예산을배

었다. 약 4개월의 설계시행으로 건물의 구조는 H-BEAM을

2

정받아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5,255m

사용한 철골구조에 일부 2층 구조로 내· 외벽과 지붕판을 단

(1,590평) 규모의 제3연구동을 1991년 6월 착공하여 1992년

열 샌드위치판넬로 하였으며 약 757m2(229평)의 규모로, 위

6월준공하였다.

치는 극지연구본부가 가까운 제3연구동 서측 후면 공지에 배

지하층은전기실, 펌프실, 냉동기실, 공조실, 샘플보관실, 물

치, 1997년 5월에 착공하여 동년 9월에 신축, 준공하였다. 주

탱크실, 냉동냉장실로 구분되어 있고 1층은 일반연구실과 실

변공지는 운송물자 상· 하역이 용이하도록 넓은 공간을 조성

험실, 세미나실, 공통장비실로 되어 있으며 2, 3층은 공히 일

하여연구소의기존도로와달리아스팔트로포장하였다. 건물

반연구실과실험실용으로설계되어있다.

내부는 창고, 전시실, 표본실, 자료실, 비상발전기실, 기계실,

특히 기존건물들이 한결같이일자형인데비해제3연구동은

제3연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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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실, 냉동실및냉장실로구획되어시설되어있다.

극지창고동준공식(1997. 9)

장비보관및간이실험실

철골구조로서 1층이 250.5평, 2층이 68.9평으로 연면적

해양생물연구분야(제1연구동)는 늘어나는 기장비를 수용할

319.4평으로 되어있다. 2000년 6월 착공하여 2000년10월말

공간이 없어 공용 통로인 복도에 기· 장비와 샘플 및 시료의

준공하였고 실 공사비는 약6억4백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나머

저장함등을배치, 화재나고압가스사고 시진화및대피등의

지예산은후생관공사비의일부로충당되었다.

어려움으로인한대형사고발생위험이증대되고있었다. 이를
예방코자 기존의 옥외생물 수조실과 마주한 위치에 같은 구조

후면에는 별도로 외부로 직접 츨입문이 설치된 8m × 5m

와 재질인 경량철골구조의 단열 샌드위치판넬로 약60평 규모

의 4개의 보관창고가 있으며 이곳의 천장 고는 바닥에서 철골

의 단층 건물을 신축키로 하여 1997년 10월 1개월의 기간으로

보 밑까지 3.6m이다. 전면의 큰 보관창고는 천장고가 크레인

설계를마무리하고 1997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1998년 2월

하부까지 7.8m 높이로 상부에는 7.5톤의 OVER-HEAD 크

에 준공하였다. 내부는 샘플저장고와 채취시료의 1차선별 및

레인이 설치되어 있고 2층 부분에는 7개의 방과 화장실, 창고

분리를 위한 공간으로 구획되었고 바닥은 콘크리트위 우레탄

가있으며이곳2층에벤처기업이입주하여있다.

으로마감하였으며천장은단열판넬로전등, 실험용전기시설
과급수, 배수시설이갖추어져있다.

후생관
우리 연구원이 서울 서초동의 임대청사에서 안산청사로 이

해양환경연구실험동

전한후 2000년도까지전체직원의수가 150여명대에서 500

해양환경 오염 문제의 대두로 우리 연구원에도 관련된 연구

여명대로 3배 이상 늘었으나 연구원의 식당은 최초 이전 시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해양환경물질의 정밀분석을 위한 독립된

200명 대 기준의 식당을 그대로 이용, 혼잡문제와 더불어 본

청정실험실과연구사업수행중채취한코어시료의변형, 변질

관동에 식당이 위치하여 식사 조리에 따른 냄새 등 많은 문제

을예방할수있는시료보관공간을확보하고, 방사성동위원소

가대두되었다.

전처리시설 등 특수기능 실험실을 확보하여 국내 해양관련 연
구기관 및 대학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조성하

이에따라식당건물의확충과별도의동으로신축하여야한

기 위하여 해양환경연구실험동 건설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되어 적정한 위치와 건물계획을 검

1988년부터 1999년까지 2개년에 걸쳐 36억 1,100만원의 사

토한바사용하지않고 있는정비고를개조하여새로운식당겸

업비를 배정 받아 756평 규모의 해양환경연구실험동인 제4연

회의실 전용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를 시행케 되어 1층

구동을건설하게되었다.

에는 구 정비고를 전면 개조한 주방과 식당, 매점을 배치하였
으며 2층에는 전용 회의실인 서해(60석), 춘봉(20석), 해정

1999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8월 준공하여 입주한

(20석)을설치하였다.

제4연구동의 공사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756평으로 지

이 후생관의 공사는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기장비보관동의

하에는 전기 및 기계실과 물탱크실, 냉동· 냉장실이 설치되었

공사비 잔액과 연구원의 노후시설비 및 시설비 재원으로 시행

으며 1층에는 제1연구동에서 이전하여온 화학관련 연구실과

되어 전체공사 소요금액은 약 9억 3,3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실험실, 청정실 및 생물 쪽의 생물배양독성실험실과 연구실이

2000년6월에착공하여2000년 11월에준공되었다.

배치되었다. 2층에는 화학분야 연구실과 실험실 및 APEC관
련실험실, 회의실그외에심해저사업단의지화학분석실이 배

3.2. 기타

치되었고 3층에는 미생물 관련 연구실과 실험실 및 벤처기업
이배치되었다.

3.2.1. 조형물

기장비보관동

남극자연석설치

해양관련 장비는 해양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무거운 철골 구

연구소에서는역사에길이남을남극세종과학기지건설공사

조물로이루어져있는것이많으며내부는예민한첨단전자센

를 국가사업으로 성공리에 마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귀국수

서로 구성되어있어 연구현장인 바다에서 사용된 후 연구소로

송선에남극세종과학기지주변에서자연석을채취하여국내로

반입되어세척및검· 교정과보관등일련의사후관리를하여

반입하였다. 연구소에서는이남극자연석에당시대통령의 휘

야 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건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00

호를 새겨 본관동 앞 우측 화단에 설치하였다. 기념석 설치일

년도정부예산으로총 사업비 9억 1,900만원을배정받아 건설

자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상기하여 1988년 8월 8일에 맞추

을 시행케 되었다. 건물의 바닥크기는 32m × 25m로 편 2층

어설치하였다.
제3부국제협력및 연구지원 361

조형물건립

탁구장

연구소는 항상 험난한 바다와 더불어 연구하고 개척해야 하

제2연구동 후면 공지에 약23평의 콘크리트 바닥을 조성하

므로 항상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바, 전 소원의 해상 안전

여 파이프골조에타포린천막으로 간이실내탁구장을 1992년

을염원하는마음에서험한파도속을항해하는뱃머리와여인

8월에 시설하여 3개의 탁구대를 설치 활용하던 중 2000년 9

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제작, 본관동 정면 우측 화단에

월 조립식 패널건물로 개수하여 탁구 동호인들의 체력단련에

1989년 10월 23일자로건립하였다.

이용되고있다.

3.2.2. 체련시설

실내골프연습장
구내 주거지역 후면에 타석 10개의 실내 골프연습장을 강관

운동장

타워로 하여 약550평 규모로 1992년 12월 시설하였다. 소요

연구소의 가장 큰체육시설인 운동장은 1990년 11월부터 91

된 비용은 대부분 과학기술처 우수연구기관 포상비로 시공되

년1월 사이에정지작업을시행, 조성되었다. 크기는약 3,880

었으며또하나의연구소체력단련시설로서동호인들의사랑속

평으로주변에잔디를식재하였으며현재축구, 야구회의경기

에활용되고있다

장으로서는물론연구소체육대회개최 장소로서, 그리고직원
들의 조깅장소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공휴일에는 외부기

3.2.3. 조 경

관에서의사용도허용하고있다.

본관동과 제1연구동의 공사가 준공케 됨에 따라 건물 주위
화단에 1985년 11월 제1차공사로 관상수 11종에 2,991주와 잔

테니스장

디 1,330m2을 식재하였다. 이듬해인 1986년 3월부터 4월에

테니스 코트는 연구소의 영동시절부터 가장 활기있고 많은

제2차 조경공사로 본관동 전면 화단과 정문 진입도로 중앙화

인원이참여한테니스회회원의염원에따라 안산청사로이전

단, 해양연구동 주위화단에 교목류 19종에 1,522주와 관목류

된 후가장먼저설치된 운동시설로써 1987년 5월에준공하여

11종에 2,267주 잔디 2,460m²를 식재하였다. 제3차 조경공

운동장 조성 전까지는 유일한 체육시설이었다. 4면의 코트에

사로 1987년 4월부터 5월에 제2연구동 주위화단과, 기계설비

는바닥자재를일본에서수입된 Green Sand로시공되었는데

동 주위화단, 정비고 주위화단, 부지경계 법면 일부 및 테니스

이는당시인체에가장무리가없는고급자재의코트로서국내

코트전면 방풍림 등으로 교목류 11종 230주와 관목류 15종에

에 몇 안되는 코트로 테니스 동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6,117주, 잔디 1,657m²를 식재하였다. 소내 독신자 기숙사와

1996년 9월에 2면용의 야간조명 신설과 라커룸, 1997년에 코

유치과학자 숙소가 1988년 가을 준공되어 주변지역에 교목류

트바닥과 배수로 보수를 하였고 2000년 5월에는 코트면을 클

13종에 1,332주와 관목류 7종에 3,321주를 1988년 11월에 식

레이 코트로 완전 교체하고 배수로를 전면 보수하는 개· 보수

재하였다.
또한, 1992년 6월에 제3연구동이 준공됨에 따라 건물주변

공사를시행하였다.

의 조경 식재공사를 수행, 교목 8종외 93주와 관목 3종에

남극 자연석
(당시전두환 대통령의 휘호를새겨넣었다, 198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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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테니스장

1,617주 및 잔디 3,480m²를 1992년6월 식재 완료하여 신축

계동 120평, 장비동 49평, 지진파동 5평 외 목조 조립식 패널

건물과 기존건물간의 조화를 기하였다. 1993년에는 정문주위

건물로 지자기관측동 5평을 포함한 총 420평과40FT 컨테이

조경수목 이식공사(11월)와 1994년 11월에는 기숙사전면 및

너 2대는 온실로, 2대는 비상 임시숙소로, 4대는 창고용으로

창고 인입부에 잔디 식재공사를시행하여지금의쾌적한시설

총 7대를 기지 주변에 적절히 배치하였다. 또한 약 22평의 목

로가꾸어졌다.

조 창고와 옥외 구축물로서 기상 관측시설, 그리고 보급 수송
선접안및물품을하역할수있는부두시설을 비롯하여 150톤

3.3. 남극 세종과학기지 건설 사업

용량의 저유탱크 6기 외 동절기 용수확보를 위한 해수 취수펌
프실을 콘크리트 골조로 건설 하였으며 하절기 기지생활용수

3.3.1. 제1차공사 (1987~1988)

확보를위하여약 3,000톤의자연호수(세종호) 외약 700톤의

1987년 1, 2월 정부의 남극대륙 진출에 대한 계획이 본격적

인공호수(현대호)를 개설하였다. 건물장비로서는 113KW 발

으로 추진되어 1987년 3월부터 연구소가 이사업에 적극 참여

전기 3대와 담수화기 1대, 20톤의 철제 저수탱크 1기, 오폐수

케 되었다. 1987년 4월 3일부터 5월 13일 까지는 우리연구소

처리기 1대, 쓰레기 소각기 1대, 온수보일러 2대, 냉동창고와

과학자3명과외부의건설기술자4명, 외무부관계관1명이남

냉장실 각 2개실과 각종 급배수 펌프, 샤워시설, 각 독립건물

극 킹조지섬 현장을 답사하여 기지설치 예정 후보지 3~4곳을

난방용 온풍기 4대, 주방시설 등이 설치되었으며 기지 주변을

선정하게하였다.

조성 정리함으로써 건설을 완료, 1988년2월 17일 과학기술처
장관, 해양연구소장, 주칠레대사, 주변타국기지장들과전건

1987년 6월말 남극과학기지 건설사업 예산이 확정되어 실

설관계요원이참석한가운데역사적인준공식을거행하였다.

시설계와자재발주및 구매가 이루어졌으며 1987년 10월6일
에는 남극공사 기자재를 선적한 25,000톤급의 수송선(HHI-

그 후 마무리 작업을 마친 건설요원들은 1988년 3월 8일,

1200)이 울산항을 출항하여 남극으로 향하였다. 1987년 10월

12일, 25일 3차에 걸쳐 항공기와 수송선을 이용하여 기지를

31일에미국L.A 항에도착하여 현지에서구매한기자재를 추

완전 철수하였다. 모든 건설요원들은 항공편으로 미국을 경유

가로 선적한 후 다시 출항하여 1987년 11월 28일 칠레 발파라

하여 귀국하였고, 수송선은 1988년 4월 4일 칠레산 안토니오

이소 항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건설단원이 공사기간동안 소

항을 출항하여 1개월 반을 항해하여 1988년 5월 19일 철수장

요되는 현지구매주부식과생활용품과기지건설공사용과운용

비, 비품, 기념암석, 허가받아 포획한 물개 표본을 싣고 경남

에 필요한 650톤의 유류를 선적하고, 1987년 11월 23일과 27

울산항에귀항하였다.

일에 김포 국제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출국한 건축공사관련 인
력 158명 외 국내 신문, 방송 관계자 20여명을 승선시켜 세계

3.3.2. 추가건설 및 시설보완 보수공사 (1990~1991)

에서가장험난한곳으로알려진 드레이크해협을통과하여우

1988년 2월 17일 남극 세종과학기지가 준공된지 만 3년인

리나라 최초의 해외 과학기지건설현장인 킹조지 섬으로 1987

1990~1991 제4차 월동대가 투입되는 시점에서 그간 기지운

년 12월4일발파라이소항을출항하였다.

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키 위한 시행계획이 추진

출항 11일 만인 1987년 12월 15일 정오경에 기지 건설 예정

되었다. 최종확정된계획은창고 121평, 장비보관동 121평, 발

지인킹조지섬바톤반도북서단과마리안코브남단앞해상에

전기전용건물 51평을평상식철제아취패널조립형으로신축

정박한 수송선은 즉시 소형 선박을 하선시켜 예정부지에 접안

함과 아울러 기지 전체 난방을 전기 난방으로 하기 위한

할 수 있는 상륙지점 탐색에 착수하였고 상륙이 성공되어

380V/220V 275KW 발전기 2대 신설과 기계동의 기 설치되

1987년 12월 16일에는승선했던건설 및신문방송요원전원이

었던 113KW 발전기 3대중 2대를 신축 발전동으로 이설하고

참석한 가운데 태극기와 해양연구소기를 게양하고 기공식을

8톤의 FRP 물탱크 1개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였으며 이를

가졌다.

위해 연구소 건설과에서 5명, 계약 시공업체에서 17명 등 총
22명이공사기간동안파견되었다.

남극 킹조지 섬의 하절기(우리나라의 동절기)는 낮이 18시

1990년 11월 20일 현지에 도착, 약 1주일간 주야에 걸쳐 공

간이고 밤이 6시간 정도로서 주야로 하역과 공사를 강행하기

수 양면으로 진행된 건설자재 하역을 마치고 1990년 12월 1일

에는 적절하였으나, 혹심한 일기의 변화, 연중 저기압에서 오

에 신축건물 기공식을 기지대원과 건설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는 나른함 등 어려운 생활 상황 하에서 진행되었다. 고상식 철

간단하게가진후공사에들어가 1990년1월 30일에는신축건

골 조립식 패널건물로 본관동 53평, 거주동 64평, 연구동 81

물 3개동을 준공하고 시설보완 보수공사도 마무리 하였다. 이

평, 하계동 43평과 평상식 철골 조립식 패널건물인 2층의 기

어서신설, 이설, 교체등장비의시운전을실시하여이상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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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됨을 확인, 기지에 인계하였다. 전체 계획에서 철수 귀국

개소식에는 우리 연구소의 원, 근해 연구조사선인 온누리호

까지는 약 9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실제 현지 공사기간은 약 4

와 이어도호를 부두에 정박시키고 해양수산부 장관, 경남도지

개월이소요되었다.

사, 거제시장, 지역국회의원, 지방유지주민, 그리고 박병권 소

그 후 해마다 시설장비의 노후교체 및 보완, 보수공사를 계

장과연구소직원들이참석하여성대히거행하였다.

속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지시설을 유지 관리해오고 있
으나계속늘어나는기장비와공간활용면적부족으로현재시
설개선과증축이절실히요구되고있다.

장목분소는 지방도로에서 약 600m 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약 586m의 진입용 도로를 아스콘포장으로 시설하였으며, 소
형선부두를콘크리트블럭으로, 중형선부두는잔교식의철근

3.4. 남해연구소 건설 사업

콘크리트구조로시설하였다. 연구소부지경계에는투시형경
계울타리를 설치하였고 연구소 각 건물주위 및 공지에 조경수

남해역 대상의 해양목장화와 임해연구를 위한 현장시험 및

20종약 1,900주와잔디약 3,000m2를식재하였다.

실습, 태평양 광물자원 개발 등 주요 대양 탐사를 위한 전진기

분소직원과선원의체력단련및상호친목도모를위하여부

지로서, 절실한조사선운영지원을위한행정· 지원시설과연구

지공간에 2면의 테니스 코트를 조성하였으며, 대화의 장으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남해연구소 1단계 건설사업은 1988년부

활용할수있는약9평의정자를마련하였다.

터 1990년 9월까지 타당성조사, 건설후보지 선정 조사, 사업
기본계획 작성 및 설계비 예산확보 등이 추진되었고

3.5 서해임해연구기지 건설사업

1992~1995년간에부지매입, 사업계획승인에이어실시설계가
1995년 1월부터 5월까지 시행되었으며 공사의 시행은 1995년

서해임해연구기지는 서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과 서해

9월부터 1996년 말에 걸쳐 총 7개 동에 1,070여 평의 건물을

의해양연구를공동으로할수있는기지설치의필요성에따라

완공하였다. 부지면적은 약 30,000m2(약 9,280평)이나 전답

건설이추진되었다.

및임야를매입하여1개의지번(장목리 391)으로통합하였다.

서해임해연구기지의 부지인 선갑도는 인천에서 약2시간 거
리의 서해상의 무인도로 65만평 규모에 천혜의 만을 갖추고

· 연 구 동 : 지하1층, 지상2층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약 539평
· 창 고 동 : 지상2층의 철골구조(외장 단열판넬)로 약 258평
· 독신자숙소 : 지하1층,
지상2층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약 125평
· 기혼자숙소 : 지상1층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약 47평
(30평형 1세대, 20평형 1세대)
· 식 당 동 : 지상1층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약 41평
· 경 비 실 : 지상1층의 조적조로 약 14평
· 가설창고 : 지상1층의 경량철골조로 약 40평

남해연구소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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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해안선은 암반으로 절벽을 이룬 절경지이다. 연구소에서
는 1차 서해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15m의 철탑을 세우고 기상
관측관련측정기기를설치하여운영하였다.
그러나 서해임해연구기지 부지인 선갑도에 우리 연구원의
시설이들어온다는사실을사전에입수한불법투기자가만안
에 어업권을 취득하는 바람에 연구원의 기지건설 추진에 차질

남해연구소연구동 공사장면 (1996)

이 생기게 되었고, 정부로부터의 건설사업비 지원도 중단되게

으며8월에는초부터중순까지계속비가내려일을전혀할수

되었다. 현재 연구소는 선갑도의 서해기지 건설을 포기, 토지

없는등기상으로인한공사의차질이유난히도많았다.

의매각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기상과 인력 수급의 문제로 골조공사를
9월중 끝내려든 공사계획이 지체되어 11월이 되어서야 끝낼

3.6 남해연구소 2단계 건설사업

수있었으며그로인하여마감공사와외부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이 모두 지체되어 결국 계획보다 2개월이 지체된 2003년 3

3.6.1. 사업추진 배경

월초에완공하게 되었다. 연구실 기본시설공사는3월과 4월에

남해연구소 2단계건설사업은 연구선 기지 및 지원시설로서

추가 시행하여 입주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3년 4월

의 기능수행에 초점이 맞추어진 1단계 건설사업(1990∼1996)

29일2단계건설사업의준공식을거행하게되었다.

으로 연구선 모항기지 및 지원시설이 확보됨에 따라 2단계 발
전을 위하여 남해특성을 이용한 임해연구기능 활성화를 목표

3.6.4. 각 건물 현황

로연구시설의확충을꾀하고, 이에더하여연구선의입· 출항
에 따른 연구원의 승선준비, 채취 샘플의 현장분석 등 연구활

연구동

동지원을위한실험실및숙소의확장을위해추진되었다.

규모는지하1층에지상3층위 옥탑층으로 645평이며기존
본관동에 있던 모든 연구실과 실험실이 신축 연구동으로 이전

따라서 2단계건설사업은 주요 임해연구 기능으로 추진하고

하였으며 기존의 본관동에는 준공 후 이곳으로 이전하여온 해

있는 해양신물질추출연구, 해양유류오염 등 특성화 연구와 해

양환경분야 연구실과 크린룸이 설치되도록 되었으며 신축 연

양 현장에서 직접 실험을 하여야하는 MESOCOSM(인공생태

구동의 전면은 연구실로, 후면은 실험실로 구조가 되어있으며

계) 등의실험수행과해양환경교육훈련의기반시설구축에중

1층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전용실험실이 설치되어

점을두어추진되었다.

있고지하층은용인실과기계실, 전기실, 창고, 물탱크실, 비상
발전기실등으로구성되어있다.

3.6.2. 주요 사업내용
2단계건설사업의 사업기간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

양식동

년이며사업내용은확장을위한부지 추가 확보 6,000평과연

규모는 104평으로철골구조단층에외벽은단열샌드위치패

구실험실 600평, 해양조사장비 개발 및 검· 교정시설동 300

널로 되어있으며 어패류 먹이생물 배양실과 준비실, 실내사육

평, 숙소 200평으로사업내용및규모를인정받았다.

수조실, 창고, 보일러실로 구성되어있고 60평 규모의 실내사

그러나 사업수행 1차 년도인 98년도에 부지 추가확보 예산
으로 12억원과 설계감리비 2억 3,000만원을 받은 후 국가적

육수조에서는패류및어류의양식과독성관련실험이이루어
지고있다.

인 위기 상황인 IMF로 인하여 1999년에는 연차별 예산 배정
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도

기기정비동

9,514평의 부지만 추가로 확보하고 사업의 계속성 여부가 불

규모는 178평으로 철골구조에 외벽은 단열 샌드위치패널로

투명하여설계도보류하게되었다.

되어있으며 2개 층으로 되어있다. 1층에는 기계목공작실과 해

다행히국가부도상황인 IMF로부터우리경제가조기회복

양기기 검교정실, 기기정비실로 구성되어있으며 정비실 내에

되어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연차별로 전체 사업예산 59

8m × 7m에깊이6m 크기의장비실험용수조가있으며, 2층

억 9,8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2000년부터 본 설계

에는사무실과작업실, 화장실및샤워실이배치되어있고정비

에착수하게되었다.

실의 상부에는 장비의 상· 하차 및 이동에 쓸 수 있는 5톤 용
량의오버헤드크레인이설치되어있다.

3.6.3. 공사 시행 과정
본 공사는 상기와 같은 인· 허가 과정의 어려움과 당초부터

생활관

무리하게잡힌계약공기로약4개월을소비하고 2002년3월에

생활관은기숙사와식당및주방, 헬스장으로구성되어있으

야굴토, 정지등의토목공사가시작되었으며공사의시행과정

며 규모는 345평의 철근콘크리트조로 1층에는 왼편으로 65평

에서도설계서와현장이맞지않는등기술적인문제가많았다.

규모의 식당 및 주방과 오른쪽으로 37평 규모의 헬스장이 설

또한본격적인건물의골조공사와외부토목공사가진행된5월

치되어있고2층과3층에는 5.9평 규모의 1인용숙소가 19실이

에는 매주 말 며칠씩 비가 내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

배치되어있고지하층은기계실과세탁실, 창고가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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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시뮬레이션센터는 우리나라 주변해역, 남· 북극

피어
설치위치는부두에서신축연구동, 양식동, 기기정비동쪽으

해 및 접근 불가능한 타국 해역에 대한 각종 해양환경을 지

로 새로설치한 해안도로의코너 지점에서장목만 쪽을향하여

난 20년 이상 축적된 방대한 연구자료를 활용, 5차원 구조로

돌출되어있으며15m × 20m 크기의 PIER와 연결을위한철

가시화하여 정밀 관찰· 분석함으로써 과학기술력을 증진시

골브릿지로되어있고해안도로에서 PIER의 끝부분까지는약

키고, 해상과 해중에서 각종의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는 해양

53m 거리이며 PIER부분의 수심은 약 9m 정도이다. 피어의

환경을 가상체험을 통해 확인하고 산업 및 군사활동과 관련

전면 중앙에는 10톤 용량의 크레인이 설치되어있으며 이 크레

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해군력 증강 및 해상공간 개발

인으로자연생태계실험용 CEPEX를끌어올리도록되어있다.

비용절감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이 추진되
었다.

홍보관설치
신축된 생활관 1층으로 식당이 이전되면서 기존의 식당 건

3.7.2. 주요사업 내용

물은 연구사업을 전시, 홍보하고 또한 연구소 방문자의 면회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으로 79억

또는 접견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주방

5,000만원을 투입하여 초고속 가상환경구현장비가 설치된 연

부분은연구사업홍보, 전시공간으로, 식당부분은휴식및 면

구동과해양수리모형실험실을건축하는것이핵심으로 연구원

회, 접견공간을배치, 41평규모의홍보관으로개조하였다

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세부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건설기본
계획을수립하여연구원건설위원회를거쳐가상현실구현연구

본관동회의실설치

실험동 1,100평, 옥외수조405평과관련건물 75평및 VR실험

본관동은기존의연구실전체가신규연구동으로이전하면서

장비와수리모형실험장비를설치하는 것으로확정하여사업을

발생된 공간을 재조정하여 1층에는 본원으로부터 이전하여온

추진하고있다.

해양환경연구분야의 연구실, 실험실과 4모듈 규모의 크린룸을
설치하고2층에는기존의운영팀사무실과소장실및부속실을

3.7.3. 사업추진 현황

이전조정하여강당상부에30석규모의회의실을설치하였다.

본 사업은 2001년 8월 정부예산심의에서 총 사업비 79억

회의실규모는 31평규모로 전문적인회의와세미나 등학술회

5,000만원을 확정받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2년 8월 건설

의가 가능하도록 개조되었으며 공사비용은 인테리어, 테이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8월말 설계용역을 발주하였다. 2002년

의자, 방송시설등을포함약 7,800여만원이소요되었다.

9월 24일 조달청의 전자입찰에 의하여 설계용역 업체가 선정
되어 2003년7월설계가마무리되었다. 건물의위치는해양환

3.7. 해양환경시뮬레이션센터 설치

경모의연구동은 제1연구동 옆 공지(기존의 배구, 족구장)로,
해양환경모의실험장은 기숙사 앞 화단으로 결정하여 설계가

3.7.1. 사업목적 및 필요성

진행되었다.

남해연구소전경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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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사협력

4.1.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

1990년 6월 8일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의 기관독립과 때를 같이 하여 노동조합도 명실공히 독립기관

연구소노동조합은 1988년1월출연연구소의연구자율성확

의 노동조합으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보와기관의민주적운영을요구하는시대적상황을맞게되면

이로써 그 간의 여러 가지 제약된 활동을 벗어나 독자적인 기

서 각연구소 종사자들이 좀더 강력한 단결과 합법적인 단체활

관발전과 문제해결에 임하는 확고한 위치를 확보케 되었는데

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출연연구소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됨에

이는노동조합과연구소의역사를볼때커다란전환점이되었

따라한국과학기술원해양연구소지부로발족케되었다.

으며이후여러차례의노사대화로연구소운영의부분적인개
선이이루어지게되었고기관특성에맞는운영방안모색과그

노동조합의일상활동은직원들의의견과요구사항을수렴하

에따른직원의복리증진에도많은공헌을하게되었다.

여 이를 관리층에 전달, 연구소 발전에 기여코자 노력하는 데
모아졌다. 또한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실상과 연구기관 노동조

또한 1994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의 올바른 위상 확립

합 설립의 취지를 알리는 한편 평등한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및 국가과학기술의자주자립을선언하며출범한전국과학기술

관철시키고자하였다. 이러한활동은 1988년6월파업과 12월

노동조합(과기노조)의 결성에 따라 연구소 노동조합도 규약을

연구기관 대파업등을거치며더욱조직화되어갔다.

개정하여과기노조에가입함에따라한국해양연구소지부로명

노동조합 현판식

노동조합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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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1999년 5월에 대덕연구단지에 해양

노동조합은 문민정부 후반 IMF로 야기된 구조조정 등 경영

시스템안전연구소 분회와 2003년 4월에 거제시 장목에 남해

혁신사항들을해결하는데있어 노사간의진지한대화로서문

연구소 분회를 두게 되어 대내· 외적으로도 더욱더 탄탄한 노

제를원만히해결하는한편, 21세기의지식기반정보화사회에

동조합의기반과위상을갖추게되었다.

맞도록 노동조합의 의식, 관행, 제도를 선진화하여 신뢰와 존
중을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새로운 노사문화의

4.2. 노사협력

정착에기여해오고있다.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는 사회 전반의 민주화 물결을 타

현재 노동조합은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사가 참

고 연구기관에서도 노동조합의 설립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여와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발

표출되면서 소모적인 노사관계로 과도기적 진통을 겪어야 했

전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고충처리위원회설치를통하여직

던 시기였다. 그러나 우리 연구원 노동조합은 흉금없는 노사

원의고충을청취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노력을통해노사간

대화를 통해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최상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

갈등요인을사전에해소하도록힘쓰고있다.

해노력하여왔다.

한국해양연구원 노동조합 연혁
1988. 1. 20

설립총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노동조합 한국해양연구소지부 결성 → 초대 지부장 정갑식, 사무국장 이충우 선출

6. 5
1989. 1. 20

노동조합 사무실 개설
제1차 정기총회 및 현판식 → 제2대 지부장 제종길, 사무국장 이충우 선출

6. 8

임시총회 → 제2대 사무국장 이충우 선출

7. 13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분리· 독립에따라KIST 노동조합한국해양연구소지부로 분리· 독립

1990. 1. 20

지부 창립 2주년 정기총회 → 제3대 지부장 김원재 선출

6. 8

한국해양연구소 독립에 따른 한국해양연구소 노동조합 설립총회 한국해양연구소 노동조합 결성

7. 9

임시총회

→ 초대 위원장 김원재, 사무국장 정진승 선출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 해양연구소지부 청산 → 제2대 위원장 유시융 선출
7. 11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가입

10. 23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탈퇴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 가입

1991. 1. 29
1991. 1. 23
9. 15

정기총회 → 제3대 위원장 조성록, 사무국장 박승준 선출
정기총회 → 제4대 위원장 육상섭, 사무국장 조희정 선출
임시총회 → 제5대 위원장 송한준 선출

1993. 1. 20

정기총회 → 제6대 위원장 송한준, 사무국장 박선규 선출

1993. 6. 8

정기총회 → 제7대 위원장 이하웅, 부위원장 송한준, 사무국장 이승영 선출

1994. 4. 13

임시총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결성에 따라 해양연구소노동조합 규약개정 → 한국해양연구소지부로 명칭변경

1994. 6. 10

정기총회 → 제8대 지부장 이하웅, 사무국장 신종배 선출

1995. 6. 29

임시총회 → 제9대 지부장 서상대, 사무국장 신종배 선출

1996. 5. 14

임시총회 → 공동대표 5인 선출 (강동진, 박진홍, 이하웅, 조성록, 조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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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6. 20

제10대 지부장 이하웅, 강천윤 부지부장 추대

1997. 1. 7

강천윤(부지부장) 지부장 직무대행

1997. 6. 13

정기총회 → 제11대 지부장 김종근, 부지부장 박명희, 사무국장 함춘옥 선출

1997. 7. 30

부지부장 퇴직으로 인한 공석 → 강천윤 감사 부지부장으로 직위변경

1999. 6. 8

정기총회 → 제12대 사무국장 박진홍, 감사 송한준, 감사 조철호 선출

1999. 6. 21

임시총회 → 제12대 지부장 최희정, 부지부장 박동원 선출 (6.11 부지부장 당선자 사퇴로 임시총회에서 다시 선출)

2001. 1. 12

임시총회 → 제12대 집행부 총사퇴로 인한 비대위 구성 (정갑식, 제종길, 조성록, 송한준, 이하웅, 김종근, 최희정)

2001. 3. 22

제13대 임원선거 → 지부장 김종근, 부지부장 권개경, 부지부장 곽태영, 사무국장 송한준, 감사 장경일, 감사 이종수 선출

2001. 8. 1

수석부지부장(분회장) 엄주열 선출

2002. 1. 16

제13-7차 정기대의원대회 → 권개경 부지부장 사퇴로 인하여 조철호 부지부장 선출

2002. 12. 18

2003. 1. 17

제14대 임원선거 → 지부장 김종근, 수석부지부장 엄주열, 사무국장 송한준 동반 출마(선출)
부지부장 곽태영, 감사 손승규, 감사 조철호, 감사 이승현 선출
제14대 출범식

과기노조 한국해양연구원지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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