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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본원 (Head Quarter)
Ansan P.O.Box 29, 425-600 Korea

바다와 함께 30년,
30
years
of
serving
our 해입니다.
oceans
2003년은 한국해양연구원 창립 30주년의

남서태평양

독도 (한반도 주변해역)

분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KRISO)
P.O.Box 23, Yusong, Taejon, 305-600 Korea

북극 및 북극해

남극 및 남극해

분원 남해연구소 (South Sea Institute)
391, Jangmokmyun Koje-shi, Kyungnam, 656-830 Korea

History
1973.

10.

30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설립

1988.

2.

17

남극 킹조지섬에 세종기지 건설

1990.

6.

1

재단법인 한국해양연구소 설립

1992.

3.

7

이어도호(546톤) 취항

1992.

3.

20

온누리호(1,422톤) 취항

1995.

5.

12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중국 청도)

1997.

3.

28

1999.

5.

1

2000.

5.

30

2001.

1.

1

2002.

4.

29

30,

1973

Oct.

장목분소 개소(경남 거제시 장목면)
선박해양공학분소 설치(대덕연구단지)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설립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북극 스발바드 군도 니알슨에 다산기지 설치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KORDI) was
established at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KIST)

Feb.

17,

1988

KORDI has established a permanent research station“Sejong”at King George Island,
Antarctica, and dispatched the 1st Korean Antarctic Research Team

Jun.

1,

1990

KORDI was separated from KIST and became an independent comprehensive
ocean research institution

Mar.

7,

1992

Mar.

20,

1992

Commissioning of R/V EARDO(546ton)
Commissioning of R/V ONNURI(1,422ton)

May

12,

1995

Korea-China Joint Ocean Research Center was established at Qingdao, China

Mar.

28,

1997

Jangmok marine station was established at Koje island

May

1,

1999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KRISO)
was established at Dae Duck Science Town

May

30,

2000

Korea-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was established at Chuuk State, FSM

Apr.

29.

2002

Arctic Research Station“Dasan”was established at Ny-Alesund, Svalbard Islands, Norway

Functions
·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저력배양을 위한 기초·응용과학기술 연구
· 해양자원개발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연구와 해양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연구
· 극지 환경·자원조사 연구 및 남극 및 북극 과학기지 운영
· 연안·항만공학 및 선박해양공학과 해양안전 관련기술 개발
·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대학, 전문단체와의 공동연구 수행과 그 성과의 보급
· 산업계 및 공공부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또는 기술용역의 수탁 및 위탁

· To perform basic and applied research in order to promote the efficient use of
coastal and ocean resources
· To undertake a comprehensive survey and study of Korean seas and open oceans
· To conduct scientific research in polar regions and to operate Arctic and Antarctic Research Stations
· To develop technologies related to the coastal & harbor engineering, ships & ocean engineering,
and maritime safety
· To support and cooperate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universities and private industries
towards the development of marine resources and the protection of the ocean environment
· To coordin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cerning oceanographic research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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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President

Auditor

Policy Research & Development Department

Vice President

Global Environment Research Laboratory

Ecosystem and Environment Research Laboratory

Marine Resources Laboratory

Polar Sciences Laboratory

Coastal and Harbor Engineering Laboratory

Ocean Data and Information Division
한국해양연구원 분원

South Sea Institute, KORDI

Environmental Science Laboratory

Operation and Maintenance Department

Planning Division

Administration Division
한국해양연구원 분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KORDI

Ocean Development System Laboratory

Maritime Safety and Pollution Control Laboratory

Marine Transportation Systems Laboratory

Planning and Administration Division

3

논

어 <위정편(爲政篇)>에‘三十而立(서른 살에 인생관이 서다)’
에서 온 말로 이립(而立)이라는 말이 있
습니다. 1973년 설립된 우리연구원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한 해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하였으며 보다 전문화ㆍ특성화된 4대 중점 연구사업 분야를 설정하여 연구개
발 및 경영체제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기관운영효율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연구 성과의 양적ㆍ질적 향상 등 많은 부문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연구 인프라의 확충 노력으로 쇄빙능력을 갖춘 5,000톤급 종합해양조사선 건조 및 동서남해 등 권역별
특성에 맞는 연구기지 운영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경영실적은 결과가 아주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도에 623억원이었던 총 연구비는
2002년도에 783억원 규모로 증가되었으며 과제당 평균 연구비도 2001년도에 1억 8천만원에서 2억 5천
만원으로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1인당 연구비도 3억원에서 3억 7천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Ocean and Polar Research)가 해양분야에서 최초로 2002년
하반기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 승격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군본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과 MOU 체결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연구협력 활성화 노력이 돋보였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APEC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안
환경평가기술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9차 국제남극과학심포지움, 울돌목조류
발전시연회, 제5차 태평양ㆍ아시아 외해역학심포지움 등 다양한 학술, 연구교류 행사들을 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하여 KORDI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무엇을 하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외부의 여
러 기관과 힘을 합쳐 21세기 우리나라 해양과학 발전을 주도하는 창조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연구원은 내년이면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로 접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웬만한
비바람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는 성숙된 모습으로, 급변하는 국제해양과학기술의 환경 및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의 연구노력과 성과가 21세기 국가해양개발전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2003. 3. 원장

4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Foreword

I

nT 2002, KORDI's
main effort has
concerned
with
obtaining projects
and research funds
to balance the
budget shortfalls.
This effort has
resulted
in
a
significant increase
in project numbers
and research funds
and generating

here is an old saying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that the view on the world tends to be
established at the mature age of 30. And, the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KORDI) celebrates its 30th anniversary this year of 2003. KORDI has been striving for
a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research Institute. Through unrelenting efforts to reform itself in
2002, KORDI established new management goals, improved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upgraded management system by selecting four key areas of research programs to focus and
stimulate current issues of ocean science and disseminate information on research in progress.
As the results of continuous efforts, KORDI produced outstanding results in many areas. For
example, thanks to its continued efforts to expand infrastructure for comprehensive ocean
researches, KORDI has negotiated to build a 5,000 tonnage research vessel with ice breaking
capacity, and to establish branch marine research stations on each of Korea's seas to serve
distinct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sea; the East, South, and Yellow Sea. The
management performance in 2002 was also remarkable. The research expenses increased to
$63 million in 2002 from $50 million in 2001. The average research expenses per project rose
to $200,000 in 2002 from $144,000 the year before, which reflected a current tendency for
larger research projects. Per capita research expenses also rose to $296,000 from $240,000
during the same period. The most outstanding accomplishment seen in 2002 was that the
status of the scientific journal published by KORDI was upgraded and became a registered
scientific journal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KRF). It was the first time for ocean
research journals in Korea to be awarded with the KRF registration.

KORDI continuously labored to collaborate with relevant agencies and other organizations in

diverse research areas. And to attest to such efforts, for example, KORDI signed MOU with the
National Oceanographic Research Institutes to facilitate cooperation in joint researches. KORDI
successfully conducted training courses for participants from the APEC countries with the
KOICA support. KORDI held a number of symposiums and research exchange program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Antarctic Science, and many others to implant pride
among KORDI researchers as well as raise its status in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unity.
KORDI will continue its efforts to be at the leading edge in carrying out ocean researches with
intention to be in the front line in performing leading ocean science programs in the 21st
century. Having passed the stage of the adolescence and unfocused youthful enthusiasm, at
mature age of 30, KORDI is to enter the prime of the life to take on any challenges and
hardships, small and big, responding more flexibly to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f
global ocean sciences and technologies. Each and every one of us at KORDI will further devote
ourselves to producing high-level ocean sciences which shall be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strategies for sustainable ocean community.

March 2003

Sang-Kyung Byun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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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생물자원 확보 및 이용기술 개발
해양 심층수의 다목적 개발
동해 기후변동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 연구

통영해역 바다목장조성연구

남해 특별관리해역의 환경오염 관리모델 연구 :

해양미생물 다양성 확보 및 유전자원 이용기술

(I) 광양만 중심 연구

해양미생물유래 바이오폴리머의 실용화 연구

해양오염 원격감시체제 구축연구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자원조사

해양환경 관측 및 개선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Ⅲ)

어류의 생체리듬을 응용한 인공동면 유도기술 개발

새만금 해양환경 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조력·조류에너지)

국제공동해양조사연구(ARGO)

한·인도 해양에너지 개발 공동연구

해양관측 및 예보시스템 구축

남서태평양 망간각 탐사 및 개발

갯벌 생태계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 (Ⅳ)

남태평양에서의 해양 및 대체에너지 잠재력 조사연구

황해 연안오염 저감대책 (Ⅲ)

서태평양 종합대양연구

한·중 공동 황해 해양관측부이 설치운영 및
환경·생태모델링 기술개발
생지화학 모델링을 통한 한반도 주변해역과
북태평양 이산화탄소 순환 분석·평가 기술 개발

남극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환경특성 연구

연안부유퇴적물 거동에 대한 퇴적역학적 모델 구축

남극 세종기지 주변 환경변화 모니터링

황해의 해황변동 예보 기반기술연구

남극 해저지질 조사사업

해양 위해도 저감 핵심기술 개발

북극 대기환경 및 광물자원 연구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구축연구

북극해 해양조사

해난사고 예방 및 구난체계 구축사업

극지오존층 변동과 관련한 지구환경변화 및

체계운용을 위한 가상해양환경분석 기술

생태계 변화 연구
남극 세종기지 운영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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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태평양 해저열수광상 탐사 및 개발사업

해양개발을 위한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고도화 연구

남서태평양 해양생물자원 개발 연구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경사식방파제의 최적 설계기술 개발(III)
대수심 방파제 및 연약지반 관련기술
항만 구조물 설계자동화 시스템 개발용역

데이터운영팀

항만매몰 및 오염방지대책 기반 기술 수립

문헌정보팀

30노트 320TEU급 차세대 중소형 고속 컨테이너선

홍보

'청해-30' 개발

국제협력

침몰선박 관리시스템 구축

해양연구선 운영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술개발

건설 및 시설현황

보급형 해양레저선박 개발 (II)
해양안전종합정보센타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해난사고 대응 통합관제 및 수색시스템 개발

주요 연구기장비

선박해양 STEP기술 개발

주요 연구선

파랑중 수상선의 자세제어장비 기술개발

2002년 연구과제

중소형 Waterjet 추진시스템 개발

산업재산권

수상선박 및 잠수체의 유체성능 해석 시스템 개발

주요 직원

디지털 GIS기반의 전자항해장비 표준성능

KORDI 얼굴들

시험기술 개발 (Ⅰ)

포상

선박의 지능형 자율운항 제어 시스템 개발

행사화보

원격 해양환경정보 취득 및 처리시스템 개발

2002년 주요일지

초음파를 이용한 수중영상 정보전송 기술개발
선박의 생존성 평가 기술 개발 (II)

해양 GIS 기반환경 구축
해양환경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연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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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arine Environment & Climate
Change Research

52 Marine Resources Development
Research

Marine Ecosystem Responses to Climate Variability

Deep-seabed Mineral Resources Explorations and

in the East Sea

Environmental Studies during KODOS (Korea Deep

Study on Management Model for Environmental

Ocean Study)

Pollution of Special Management Area in Namhae :

Exploration of Hydrothermal Deposits in the

(I) Gwangyang Bay Study

Southwestern Pacific

Studies on Automated Marine Environment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arine Biological

Monitoring System

Resources in the Southwest Pacific

Studies on Improving Remote Observation

Developing Technologies for Collecting and Utilizing

Techniques for Marine Environment

Deep-sea Bioresources

Integrated Preservation Study on the Oceanic

Multipurpose Development of Deep Ocean Water of

Environment in the Saemangum Area

East Sea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bserving the Ocean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Ranching Program in

in Real Time (ARGO)

Korea

Integrated Operational Coastal Observing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Procurement of

Ocean Prediction System

Marine Microbial Diversity

Studies for Sustainable Use of Tidal Flats in Korea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Biopolymer from

Pollution Reducing Strategy for the Coastal Yellow

Marine Microorganisms

Sea

National Exploration of Marine Resources in the Korea

Korea-China Joint Development of Operational

Exclusive Economic Zone (EEZ)

Buoy System and Eco-Environmental Modeling

Technical Development of Artificial Hibernation

System.

Inducement with Applied Fish Biorhythm

Investigation of Carbon Circulation in the Korean

Development of Utilization Technique for Ocean

Waters and the North Pacific Using Biogeochemical

Energy (Tide/Tidal Current Energy)

Modeling

Korea-India Joint Research for Ocean Renewable

Modeling of Sedimentary Dynamical Behavior of

Energy Development

Coastal Suspended Sediments

Exploration for Manganese Crusts in the Southwestern

Study on Prediction of Oceanographic Variability of

Pacific

the Yellow Sea (OPYES)

Investigation on the Various Substitute Energy Sources

Development of Key Technologies for Maritime

and Their Potential in the South Pacific Area

Risk Reduction

Multidisciplinary Investigation of the Western Pacific

Development of Complex Treatment System for
Marine Debris
Establishment of Systems for Prevention of Marine

88 Polar Research

Accidents and Salvage
Development of Virtual Ocean Environment
System for Interactive Operation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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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logical Environment and Processes of Antarctica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Monitoring on Environmental Changes in King Sejong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Attitude Control

Station, the Antarctic

System of Ships on Waves

Antarctic Marine Geological Survey Project

Development of Medium and Small-sized Waterjet

Arctic Atmospheric Environment and Mineral

Propulsion Systems

Resources Research

Development of Analysis System for Hydrodynamic

Oceanographic Research on the Arctic Seas (Ⅲ)

Performances of Surface Vessels and Submarines

Study of Variation of the Stratospheric Ozon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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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Perspective on Research Projects

T

o support and facilitate the national policy on ocean development and marine conservation, KORDI has
executed cutting edge researches and advisory services focusing on‘Marin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Research’,‘Marine Resources Development’,‘Polar Research’and‘Ocean Space Utilization Research’. Research
funds of KORDI during 2002 were 74.2 billion won, that is approximately 350 million won per 1 researcher. KORDI
has conducted various projects sponsored by government, public and private sectors. Domestic and international
scientific journals have carried 253 KORDI papers. And 29 industrial properties has been newly registered and 19
are being filed for the registration.

우

리 연구원은 국가 유일의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서 국가해양개발 중장기 계획의 실천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첨단해양과학
기술의 개발 및 그 활용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연구분야로 해양환경·기후, 해양

자원의 개발·이용, 극지연구, 해양공간이용을 설정하는 한편, 4대중점 연구사업으로「연안역의 통합관리를 위한 다학제적 연안해양연
구」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해양 반응연구」
,「극한환경 유전자원 및 바이오 신소재 개발」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
발」
사업을 선정하여 연구역량의 전문화, 집중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2년도에 총 742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원 1인당 약 3.5억원 규모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연구결과의 양적증
대를 도모하였고, 국내·외 학술지에 253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중 SCI 등재학술지에 51편,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에
74편을 발표함으로써 연구의 질적향상을 이루었다. 한편, 연구결과중 실용화가 유망한 결과에 대해 총 29건의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였
고, 19건이 등록되었다.
2002년도에 수행한 연구비중 564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계와 공동연구 형태로 집행하였으며 타기관에 지원
하는 순수 산·학·연 협동연구비는 116억에 달하여 해양연구분야에 있어서 국내 산·학·연 협력체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재

원

연구비(백만원)
14,990

·황해 연안역의 해양환경복원을 위한 연구
·차세대 해상운송체계 기반기술 개발

해양수산부

32,250

·통영해역 바다목장 조성 연구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과학기술부

8,813

환 경 부

698

기본사업(일반사업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탁연구사업

합

10

주 요 사 업

·어류 생체리듬을 응용한 인공동면 유도기술 개발
·파랑중 수상선의 자세제어장비 기술개발
·생지화학 모델링을 통한 한반도 주변해역과 북태평양
이산화탄소순환 분석평가
·독성유기화합물 오염 퇴적토의 생물정화기술 개발

소

계

41,761

정

부

9,737

·해수교환 방파제의 실용화방안 연구
·선박생존성 평가시스템연구

민

간

7,779

·시화호 조력발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KDX-Ⅲ 함정설계 통합DB구축 및 운영체계 개발

소

계

17,516

계

74,267

Marine Environment & Climate Chang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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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es in the structure of marine
ecosystems that result from global

environmental change will have broad impacts
both within marine ecosystems and to the total
natural Earth system. It is getting clearer that
serious environmental ecological alteration
throughout the whole marine ecosystem is being
picking up its speed by on-going global events of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Also, marine
environment has been changed in the East Sea
during recent several decades. These on-going
changes include decrease of dissolved oxygen in
deep water, change of species in fishery and
대기/해양 열교환

혼합층수온

일사량

기 압

혼합층수온

수직혼합

바람응력
해 류

영양염

식물
플랑크톤

수직순환

동물
플랑크톤

소형
어류

대형
어류

progress of whitening around the Ulleung Island.
The precise analysis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scale and strength of recent changes and to
predict the effects of changes in the future. This
project is an interdisciplinary study designed to
understand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f the
changes in the physical forcing on the ecosystem
structure, for which integrated investigation is

기후요소 변동에 따른 생태계 반응

required.

Marine Ecosystem Responses to Climate Variability in the East Sea

동해 기후변동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 연구
사업구분 : 기본연구사업 위탁처 : 한국해양연구원

전

지구적 환경변화는 해양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있는 기
후온난화로 인해 해양에서 생태환경변화가 가속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동해에서

도 최근 수십년간 심층수의 용존산소가 감소하고 어류의 종 조성이 변화하고, 또한 최근에는 울
릉도 연안까지 백화현상이 진행되는 등 생태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을 정확
하게 진단하고 향후 변동에 대한 예측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동해의 수산업과 환경보전 등 해역
의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유하여야 할 핵심적 과학 기술 중
의 하나이다. 이러한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는 기후변동의 영향을 예측하고 대체하
기 위한 장기적인 학제간 연구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본 과제는 기후변동에 의한 물리적 강제력의 변화가 생지화학적 과정을 거쳐 생태계 구조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1) 기존자료 분석과 첨단 해양관측 장비
를 이용한 장기적 시계열 자료 및 정밀 해수특성 자료를 확보하여 울릉분지 분지규모와 중규모
(∼100 km) 해수순환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 순환의 일변동-수 십년변동 규모 기후변동의 역
학과정을 이해하여 물리적 강제력 변동의 예측 기반능력을 확보하고, 2) 물리적 강제력이 일차
생산을 조절하고 이 효과가 동물 플랑크톤을 거쳐 상위 영양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동
해 생태계에서 검증하고 혼합층-플랑크톤 모델을 개발하여 영양연계 (tropho-dynamic

12

수송량 변동에 따른 울릉분지 순환 변동

동해 4개의 구역에서의 엽록소의 연간 변동

linkage)에 따른 파급효과를 규명하며, 3) 이를 토대

여 OCTS, SeaWiFS 자료로부터 97년, 99년간의 식

로 추후 기후변동이 동해 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어류

물플랑크톤 엽록소 분포의 차이와 그 원인에 대해 분석

자원량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기술개발을

하였다. 독도 장기 해수면 관측을 통하여 해류변동과

시도하여 기후변동에 대비한 어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

해수면 변동의 상관성을 규명하였다. 어류 산란기 전후

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 기초생산력, 동식물플랑크톤, 난치자어를 조사하고

수행된다. 본 과제는 한국해양연구원 중장기 발전 계획

물리적 요인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혼합층 생물모델

의 지속가능한 해양 개발 및 보전을 추구할 수 있는 과

을 개발하기 위하여 N-P-Z 모델 구조 및 process

학기술 능력의 축적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보다 구체적

equation을 결정하고 코드화 하였다. 침강입자 플럭

으로 기후·환경분야의 주변해역 해양과정 규명 연구

스의 변이특성을 분석하였다. 해수중의 영양염, 입자태

에 해당한다. 또한 본 과제는 정부의 해양과학기술 정

형태의 유기탄소·질소, 생물기원 규소 및 육상기원 원

책 방향의 중점육성기술 중 전통 해양수산산업의 개선

소 분석을 통하여 생물기원 원소의 입자·용존 역학 관

성장유도 및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의 창출에 필요한 기

계를 연구하였다.

반기술 및 해양의 지속적 이용·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해양 환경조성의 핵심기술에 해당한다.

본 사업의 과학적 결과는 대상해역인 울릉분지 해역
의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 및 환경보전 등 지속적 개발

연구수행의 3차년도인 2002년에는 기존 자료의 분

과 관련하여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및 자료/모델

석과 함께 9월과 12월 2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비교를 통한 보다 정확한 해양예보 서비스 등 실질적인

자료를 획득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관심사에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활용될 수

울릉분지 일원의 장기 해류관측과 인공위성 추적 중

있을 것이다.

층부이의 울릉분지 투하 및 기 투하된 부이자료의 분석
으로 울릉분지 순환의 변동성을 파악하였다. 위성자료

생태환경연구본부 유 신 재

에 의한 동해 남부해역의 엽록소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

T. 031-400-6221, E-mail : sjyoo@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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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 to the inflow of unpurified sewage and waste-water and
semi-enclosed area characteristics i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sea water flow is not smooth, causing microalgae every
year. Moreover, since the coastal line is very complicated and
there are many islands and large ports, oil spills in mid and small
scale are not rare and large scale accidents occur once every 2~3
years. The frequent occurrence of oil spills cause enormous harm
not only to the marine ecosystem but also to fishermen leading
their lives in the area in economic terms. Also, the pollutants are
accumulated in fish and shellfish through food chain, threatening
the health of the public who eat the fish. In particular, shipyards
are major source of pollution, and TBT that is continuously leaked
from vessels and the maritime structures is blamed for 100%
impo-sex of conches in the southern coast. As these pollutants
are hydrophobic, they are adsorbed to particulates, suspensions,
and feces of various organisms, and then form sediments, causing
harmful impact on benthos and pollution for a very long time.
With regard to these problems, an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with 108 countries and the European Union
attending, held in Washington D.C. in November 1995, declared
the Global Program of Action (GPA) to protect and preserve
marine environment from the environmental impact caused by
activities on land. The main objective of the Global Program of
Action is to encourage each nation to preserve and protect
marine environment, thereby preventing the damage on the
environment by land-attributable activities.
The study will first understand major pollution sources in coastal
areas and pollution status of persistent pollutants and their fate,
evaluate their impact on pelagic-benthic ecosystem and their
toxicity, and present the result that can be a model for the
management of high pollution-risk area, special management
area, and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Study on Management Model for Environmental Pollution of Special
Management Area in Namhae : (I) Gwangyang Bay Study

남해 특별관리해역의 환경오염 관리모델 연구 : (I) 광양만 중심 연구
사업구분 : 기본연구사업 위탁처 : 한국해양연구원

세

계 108개국 정부와 유럽연합은 1995년 11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정부간 회의에서
육상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환경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육

상기인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 지구적 실천계획 (Global Program of
Action, GPA)을 선언하였다. GPA는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각 국가의 의무를 권장함

14

으로서 육상기인 활동에 의한 해양환경의 훼손을 방지

비롯한 유기주석 화합물, IMO가 준비중인 ballast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GPA에서는 하수, 지속성

water 규제 조치 등에 대비하여 이제까지와는 다른

유기오염물질 (POPs), 방사성 물질, 중금속 (TBT 포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주요 오염물질

함), 기름, 영양염, 퇴적물 이동, 쓰레기 등의 오염의

의 전세계적인 사용금지·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

심각성과 영향, 서식지 변형과 파괴를 포함한 물리적

처 하 고 , GPA의 국 가 실 천 계 획 (National

변형 등이 해양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규명하였

Programme of Action, NPA) 수립에 필요한 기반

다. 이러한 오염물질들은 먹이사슬을 통하여 어패류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해양수산부가 남

에 축적되고 이를 섭취하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해 특별관리해역 (광양만, 마산만, 부산연안)과 환경보

있다. 특히 조선소가 주 오염원이고 선박과 해양구조

전해역 (완도-도암만, 득량만, 가막만)으로 지정하여

물 등에서 지속적으로 용출되는 TBT로 인하여 남해

해역의 환경을 관리할 예정인 해역에서 주요 오염원

안의 고둥류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임포섹스 현상

파악, 지속성 오염물질의 오염 실태와 거동을 파악하

이 발견되었다.

고 수생-퇴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오염물질의 독

이러한 오염물질들은 소수성이어서 입자성 부유물,

성을 평가해서 오염 우려해역, 특별관리해역, 환경보

생물 배설물 등에 흡착된 후 퇴적되어 저서 생물에 악

전해역을 관리하기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제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오염원의 역할을 하고

시하고자 한다.

있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사업은 여천공

본 연구과제에서는 위에 설명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단, 광양제철소, 발전소 및 해상 물동량이 날로 증가하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GPA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떠

는 광양만을 연구대상해역으로 선택하였다. 연구내용

오른 하수 (sewage), UNEP (United Nations

은 크게 오염물질 거동, 생물군집, 오염물 독성 분야로

Environment Programme)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나누었다. 오염물질 거동분야에서는 지속성 유기오염

규제 조치를 준비중인 지속성 유기오염물질

물질의 유·출입량, 수중 및 퇴적물의 분포를 조사하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IMO

고 또한 오염물질이 먹이사슬 단계에서 생물체 내에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전세계

축적되는 경향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 중에 있다. 또한

적으로 2003년부터 사용을 금지시킬 예정인 TBT를

이러한 오염물질이 분포하고 있는 광양만의 지형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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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표층수의 COD 분포도

그동안 시화호에서 얻어진 온라인 자동 수질 모니터
해양에서 온라인 수질 모니터링을 수행하려면 현장

링 자료를 통하여 시화호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에서 시료채취, 분석, 자료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

유역의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강우 후에 유

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측정소의 구축에

역에서 비점오염물질들이 시화호로 일시에 쓸려 들어

필요한 요소기술을 통합하여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한

감에 따라 영양염류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패키지형 모니터링 시스템

한 식물플랑크톤의 번성이 일어난다. 향후 시화호 수질

은 채수 시스템, 배관 및 연속여과 시스템, 측정센서,

을 2등급으로 개선하려면 유역관리를 통해 비점오염원

자동측정장치, 자동채수장치, 텔레메트리 시스템 등으

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로 구성되며, 상시 측정의 모든 요소를 한 개의 패키지
안에 집결시킨 컴팩트한 구조로서 신속하게 제작, 설치

18

할 수 있도록 모듈화했다. 패키지형 측정 시스템은 선

측정자료의 질은 환경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박탑재 모니터링이나 육상 고정 측정소 등 장소와 응용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부가 향후 환경자료의 정도 관

분야에 따라 쉽게 형태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되었

연구에서 개발된 패키지형 시스템은 시화호에 2기가

다. 실시간대의 자료처리와 운영단계의 모델에 입력자

새로 설치되었다.

료를 제공하기 위한 자동 품질관리 기술을 연구하였다.

시화호 환경·자원관리를 위한 GIS DB 구축

시화호 배수갑문에서 상시측정된 COD 농도

자동으로 자료의 질을 검증하고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과 어류, 동물플랑크톤, 간척지 식생, 야생동물 등을 조

으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수고를 줄이기 위하

사했다. 시화호는 매년 여름마다 형성되는 빈산소층의

여 정도관리 방법과 도구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영향으로 저서동물의 분포가 크게 변하는 불안정한 생
태계로서 해수교환에 의해 저서동물의 종수와 개체수
는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배수갑문과 인접한

본 연구에서는 시화호 유역에 3개소의 대기오염부하
측정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대기로부터 건식 침착

지역에 국한되었고, 여전히 여름철에는 광범위한 해역
에서 무생물대가 형성되었다.

과 습윤 침착에 의해 시화호로 유입되는 질소 성분과

본 연구에서는 시화호 유역을 대상으로 지천을 통해

황 성분의 주별 월별 연별 침착량을 측정하였다. 대기

유입되는 일일 오염 부하량을 산정하고 하천 수질을

를 통해 시화호로 유입되는 질소 영양염의 52%, 그리

예측하여 시화호 내의 수질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을 개

고 황성분의 60%가 건식 침착과정을 통해 유입되는

발하고 있다. 시화호 유역내 오염부하량은 육상기인 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량과 해역 내부의 자가부하량으로 구분하여 산정하
였다. 여기에 사용된 오염원 기초자료, 부하량 자료, 하
천수질 및 유달률 자료 등은 지리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시화호내 수질변화를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계절별

베이스로 제공되었다. 시화호 수질 예측을 위한 생태모

로 영양염류, 중금속 및 유기오염물질(알킬벤젠)을 측

델을 이용하여 현재의 수질을 재현하였고, 이를 수질

정하였으며, 퇴적물중의 지화학적 변화와 오염진행과

자동측정결과와 비교하였다.

정을 추적하기 위하여 질소, 인, 탄소, 황, 강열감량,
COD, 중금속 및 유기오염물질을 분석하였다.
시화호의 생태계 변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저서동물

생태환경연구본부 제 종 길
T. 031-400-6216, E-mail : jgj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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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 has been conducting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new marine observation, measurement and analysis

techniques. Although there have been great improvements in
many areas of technology in recent years, there still remain a lot of
technology to be improved and developed particularly for the
marine remote observation technology. Therefore, focused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deal with only few areas as following
categories for marine remote observational technologies ;
1. Development of new intelligent profiling buoy in the coastal
area
2. Development of redtide algal species identification
technique by (airborne) remote sensing

Studies on Improving Remote Observation Techniques for Marine

해양환경 관측 및 개선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Ⅲ)
사업구분 : 기본연구사업 위탁처 : 한국해양연구원

해

양 환경관측 및 개선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대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1단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정하였다. 즉, 첨단 해양관측의 기반기술을 다지는

연구과제로 원격해양관측 기술 개발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가 항공기나 선상에서 적조 생
물 종 구분 원격탐사 기술개발, 둘째가 부이에 의한 수심별 해양환경 관측기술로 선정하였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이러한 해양 원격관측기술 개발에서 국내외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개발된 기술을 전파/보급하고 해양연구 전반의 연구수행 효과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NBUS-2000 Hull

INBUS-2000 제어기판 개발중
그림 1. 보다 보완된 수직관측부이 INBUS-2000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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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적조생물의 양 추정에서 3개의 band를 활용할 시 신경망법으로 추정할 수 있는 클로로필 분포도 (좌).
적조생물 코클로디니움에 의한 현장 해색 스펙트럼과 모델로 재구성한 스펙트럼비교(우).

1, 2차 년도에 이어 3차년도의 분야별 연구결과를 보
면 ; 수온, 염분, 부유퇴적물과 염록소 농도 등 수질인

은 생물종에 따른 적조의 해색을 나타내는 원격반사도
모델이다.

자의 연직분포를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동 승강식 실시간 모니터링 부이를 개발하였다(그림
1). 활용은 연안수질, 연안물리, 연안 퇴적학 등 연안환
경관리와 관련한 제 연구분야의 연구성과 제고하기 위
한 것이다.

상기 모델의 역으로 개발된 Inversion 모델을 활
용하여 2001-2002년에 남해에서 발생한 적조해색

기존 국외 승강식 부이의 운영 한계를 극복하여 센

을 분석한 결과 cochlodinium sp.가 모델에서 가장

서하강 수심이 일정함에 따라 대조차에서 전층 모니터

적은 오차를 발생시키는 종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은

링을 할 수 있으며, 단일 통신방법을 채택한 국외 부이

이 당시 남해 진해만 일대에 발생한 종이

시스템 방식을 탈피하여 PCS 및 위성통신 방식을 채

cochlodinium이라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현장관측자

택하여 통화 이탈시 자동으로 가능한 통신방식으로 변

료와 잘 일치하였다. 그리고 적조 생물량은 광합성색

경 부이의 추적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INBUS-

소인 클로로필이 680nm 근처에서 발생하는 형광을

2000에서는 탁도 등 관련 인자의 Flux 산정을 위해

이 용 하 여 추 정 하 는 방 법 과 신 경 망 (Neural

유속센서를 추가하였으며, 관측수심의 정밀도를 기하

network)법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었다.

기 위해 Altimeter 센서를 전체 센서부의 끝단에 부착
하여 보다 정밀한 수심을 관측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2(왼쪽)는 해색모델에 코클로디니움이 입력되
었을시 현장관측 해색 스펙트럼과 잘 일치함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림 2(오른쪽)는 적조 생물량을 추정하
는데 신경망법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1, 2차년도에 개발된 적조 생물 종의 광특성 및 해수

범위를 클로로필 농도 값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색 반사도 모델을 활용하여 현장 관측된 해색을 역으
로 해수 중 발생한 적조 생물종과 양을 분석할 수 있는
matrix를 활용한 inverse 모델을 개발하였다. 다음

지구환경연구본부 안 유 환
T. 031-400-6129, E-mail : yhahn@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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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s

2002 Annual Report

·How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 by the dike
construction?

·How to effectively manage the oceanographic environment
and how to use/develop the coastal zone outside the dike?
■ Period : 2002-2011 (10 years)
■ Main Contents

·Constructing the integrated coastal monitoring system
5 disciplines : buoy operation, water quality, ecosystem,
geology, water circulation.

·Evaluating the ocean environment and its change after the
dike construction.

·Developing environmentally safe technology and tools for
preserving and utilizing the coastal zone outside the dike.

Integrated Preservation Study on the Oceanic Environment in the
Saemangum Area

새만금 해양환경 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새만금 해역. 방조제 길이 33 km,
개발예정면적: 여의도 140배.

새만금 해양환경 1단계 조사 연구정점

·새만금 해양환경변화 예측을 위한 종합적인 상시 감시망 구축
·만경수역 내·외측 및 인접해역 해양환경변화에 대한 예측·평가
·해양환경변화 최소화 방안제시 및 친해양환경적 관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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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사업기간)

주요사업내용

1단계 (2002∼2004)
방조제 완공시까지

·만경수역 해양환경 조사 평가 및 변화예측
·외해감시망 구축, 기반조사 및 분야별 모델개발

2단계 (2005∼2007)
동진수역 개발시까지

·주요 해양환경변화과정 연구 및 분야별 변화
·해양환경 종합평가 및 해양환경 종합감시망 구축

3단계 (2008∼2011)
만경수역 방침결정과 연계

·만경수역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해양 환경분야의 별도정책 수립 등

·해양물리/해수유동 변화
·방조제 내측해역 (만경수역/동진수역)
- 오염 부하량, 수질변화, 갑문을 통한 방출 및

- 조석, 해·조류, 해수특성, 해수교환, 유출수의
이동경로와 확장범위

해수유동
- 갯벌기능, 퇴적학적 변화, 수중·저서생태
환경 및 적조발생
·방조제 외측해역 (고군산 열도 남·북측 수역)
- 해수유동, 해양수질, 침식·갯벌생성, 해양생태
- 적조발생, 수산자원의 분포 및 변화
·방조제 인접해역 (금강 하구역, 곰소만)
- 금강하구, 곰소만 등 인접해역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 방조제 건설이 연안 해수순환 및 퇴적물 이동
등에 미치는 영향

·외측해역의 해양환경 최소화 방안
-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갑문을
통한 최적 방출량 산정
- 외측해역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대안 설정과
타당성 검증 등
·대체 어장개발 및 해양목장화
- 어초 등 해양목장화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위한
시범연구
·신규갯벌의 형성, 생물학적 능력검증 및 조성촉진
- 갯벌의 형성, 생태학적 기능 검증 및 구조물
설치 등 촉진 방안

·해양수질분야
- 오염부하, 수질 분포 및 변화, 수질모델링, 오염
물질 축적과정
·해양생태/적조분야
- 생태계의 시·공간 분포와 변화과정, 갯벌 및

·해양환경 관리방안 도출 등
- 적조예보체제 구축, 새만금 해역 특성에 맞는
제어기술 및 방제대책
- 해수유동과 퇴적물 이동을 제어하는 도류제 등
인공해양 구조물 설치

저서생태, 적조발생 예측
·해저지질/갯벌분야
- 갯벌/지질 환경변화, 퇴적 및 침식, 지질/지형
의 분포와 변화상

지구환경연구본부 이 흥 재
T. 031-400-6111, E-mail : hjli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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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o, a program proposed by an international team of scientists
and endorsed by IOC and WMO, will deploy a global array of

3,000 profiling floats to observe the ocean's upper layer in real time.
Along with satellites, the Argo array will initiate the oceanic
equivalent of today's operational observing system for the global
atmosphere. The combined ocean/atmosphere observing systems
will collect necessary data to understand and predict phenomena
that influence our global climate. By 2005 about 3000 floats, among
which US and Japan will sponsor about 800 and 300 floats
respectively, will be deployed. By 2005 the Korea Argo programs,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MOMAF)
and the Korea Meteorological Agency(KMA), will deploy about 130
floats. Under the KORDI Argo Program funded by the MOMAF
since 2001, KORDI have deployed five floats in East Sea in
September and four in the Southern Oceans in November in
collaborations with CSIRO, Australia in 2002. During 2003, KORDI
will deploy five floats in the East Sea and ten in the Southern
Oceans. The data from the Argo floats will be assimilated to an
ocean circulation model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the climate.
그림 1. 국제 Argo프로그램 안내 팜플렛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bserving the Ocean in Real Time (ARGO)

국제공동해양조사연구(ARGO)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대

기 및 해양과 같은 지구유체 기후계의 예측가능성은 비선형적인 지구유체역학의 특
성상 매우 제한적이며, 이러한 기후계의 예측은 무엇보다 정확한 입력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기후변동 예측을 위해서는 해양의 장기적인 변동 예측이 필수적이며 장기 해양예
측 모델은 초기자료 및 예측모델의 입력자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자주 갱신하느냐에 따라 예
측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량적인 3차원 해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주기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의 해양예보는 인공위성으로부터 획득한 표층 정보를 모델에 표층 강제력으로 작
용시키고 있는 수준인 바, 보다 정확한 해양예보을 위하여 해양내부의 제반 변수를 모델에
동화하고 해양내부 반응을 검증할 수 있는 해양내부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기후예측력 향상을 위한 해양 내부의 물리적 유동 및 특성 자료획득을 주요 목적으로 진행
중인「국제 Argo (Array for Real-time Geostrophic Oceanography」프로그램]은 정
부간해양학위원회(IOC)와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승인된 사업으로 해양에서 수직적으로
수온, 염분과 해류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중층 뜰개를 전 대양에 걸쳐 공간적으로 약 300
km의 격자간격으로 2001년∼2005년에 걸쳐 약 3,000대를 수심 2,000m에 투하하는 국
제 프로그램이다 (그림 1). 일정한 수심에 잠수하도록 설계된 Argo뜰개는 그 수심의 해류를
따라 정해진 기간동안 움직이다가 뜰개 내부의 모터에 의해 표층으로 부상하면서 수온과 염
분을 전 수층에 걸쳐 측정기록하고 기록된 모든 정보를 인공위성에 송신하는 장비이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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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까지 미국은 약 800대, 그리고 일본은 약
300대의 Argo뜰개를 태평양 해역을 비롯한 전 대양
에 투하할 예정인 바 이 사업을 통해 해양예보를 현
실화하며, 장기기상예보와 정확도 높은 기후변화 예
측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OC 집행이사국으
로의 지위에서 뿐 아니라 APEC 국가로서의 역할 분
담과 한반도 주변 해양변동과 대양을 포함하는 기후
변화 예측력을 확보하기 위해「국제Argo프로그램」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해양수산부와 기상
청 및 여러 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되었고, 2001년부

그림 2. Argo뜰개를 이용한 해양관측 모식도

터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2001년에 19대, 2002년에
25대를 투하하였고, 그리하여 2005년까지 우리나라
는 약 130대를 분담하게 된다 (그림 3).
본 연구사업은「한국 Argo 프로그램」
의 일환에서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과제로 수행되고 있으며, 2차
년도인 2002년에는 동해와 남극해에 각각 5대 및 4
대로 총 9대의 Argo뜰개를 투하하였고, 2003년도
에는 동해와 남극해에 각각 5대와 10대를 투하할 예
정이다. 특히, 그림 4는 남극해 뜰개 투하계획을 보
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캐

그림 3.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도입하여 운용중인 Argo뜰개

나다 등이 전부이다. 국제 Argo사업에서 관측이 상
대적으로 적은 남극해 해역에의 관심을 주지시키고
있는 현황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드러날 것이다. 뜰
개로부터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해
양 내부의 정량적 정보는 다른 인공위성에 의한 해양
표면 정보와 함께 해양, 대기예측 모델에 동화되어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구환경연구본부 석 문 식
T. 031-400-6100, 6123 E-mail : mssuk@kordi.re.kr

그림 4. 2002-2003 남극해 Argo뜰개 투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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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rder to preserve and manage the our ocean environment and resources
effectively, we need to properly monitor and predict our marine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program funded by
the 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Korea are to build an integrated
coastal monitoring network, and to establish an operational ocean prediction
system for the Korean waters.
Real-time coastal and ocean monitoring networks are currently operating or are
under construction in the surrounding waters of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prevention of natural disasters,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coastal
regions and ocean resources. This year, four real-time coastal monitoring
systems using light towers, coastal tower and coastal pier were developed and
successfully deployed at the Choolwooncho light tower, the coastal pier of
Taean Thermal Power Plant, the pier of Seochun Thermal Power Plant and the
Kwangan coastal tower. A realtime oceanographic data service system based
on recent internet technologies was improved and was added the function to
get past data. In the meantime, analysis of measured in-situ data and
development of a wide area's information producing technique was carried out.
The Korean ocean prediction model version 2.1 covering the whole Korean
waters including the East Sea, Yellow Sea, and South Sea with 1/12° resolution
has been developed during this year. To make an accurate prediction, various
techniques utilizing diverse data from satellites and in situ observations have
been implemented. With this prediction system, we are to provide various
information on the states of the waters around Korea, including three
dimensional ocean currents, temperature and salinity, to anyone through our
web-site (http://kops.kordi.re.kr) in real time. To meet the computational need
of this high resolution model, we have upgraded the hardware and in software
of our parallel computation system (Compaq Alpha Server ES40). To make data
processing and distribution effective and user friendly, we adopted NetCDF as
the default data format.

Integrated Operational Coastal Observing and Ocean Prediction System

해양관측 및 예보시스템 구축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해

양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해양관측 및 예보시스템의 필
요성이 대두되어,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으로 1998년에 착수, 향후 10년 동안 3

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① 빠르게 변하여 직접관측이 필요한 연
안환경요소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연안공학 활용기술을 개발하는 것,
② 우리나라 주변의 전체 유역(basin)에 적합한 한국형 3차원 해양예보모델을 개발하고 예
보자료의 실시간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한다.
2002년도 사업에서는 연안관측탑, 등표 및 잔교를 이용한 4개소의 실시간 해양·기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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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기존의 실시간 관측 시스템
을 운영하면서 제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그림
1). 구축된 실시간 해양관측소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향후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
공될 계획이다.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해양자
료 제공시스템을 개편하였고, 신규 자료수신에 따른

그림 1. 광안대로 해상관측탑 실시간 해양관측 시스템

자동 자료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규 실시간 관
측자료의 자동처리 및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관측
지점별 과거자료 검색을 위한 메뉴를 신설하고 과거
자료 검색 및 제공용 인터넷 프로그램 개발하여 과거
자료 검색 기능을 추가하였다. 한편 현장 모니터링자
료를 이용한 해색원격탐사 검교정 및 광역정보 산출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고, 위성원격탐사자료를 활
용한 한반도 주변의 해상풍 및 파랑분석 기술을 개발
하고 있다.
동해, 황해, 남해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해역 전체
의 해상도를 2배 증가시킨 1/12。예보모델( 버전
KEY2.1)을 구성하고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심, 초기자료, 경계자료, 자료동화를 위한 입
력자료 등을 개선하였다. 1/12。예보모델의 연산용으
로 사용하는 Compaq ES40 4way workstation
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H/W와 S/W를 보강하였다
(그림 2). 한편, 예보자료의 처리와 배포를 효과적으

그림 2. 해양예보용 병렬연산시스템 구성도

뜰개(Argo)를 이용한 동해의 중심층해류 관측을 계
속 수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
로 기대되는 이 자료의 자료동화를 시험적으로 시도
하였다. 아울러, 해양예보시스템을 현업부서에 기술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로 수행하기 위하여, NetCDF 포맷을 근간으로 해양
예보자료 제공시스템을 구축하였다 (http://kops.
kordi.re.kr). 모델결과 검증을 위한 위성추적 중층

지구환경연구본부 석 문 식
T. 031-400-6100, 6123 E-mail : mssuk@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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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rder to use wisely and conserve tidal flats in Korea, the
fourth year studies of a five-years project were investigated

mainly in the coasts of two provinces, Gyeongsangnam-do
(including Busan-shi) and Chungcheongnam-do in 2002. The
studies of this project consist of basically seven different research
or investigation areas such as (i) sedimentary processes in two tidal
flats (Gangjin Bay and Garolim Bay's tidal flats in the provinces),
(ii) ecological studies on the distribution patterns and community
structures of diatom, meiobenthos, macrobenthos and
megabenthos in the two tidal flats, (iii) pollution status and
traditional fishing methods in the tidal flats of the provinces, (iv)
status of socio-economic utilization of tidal flats in the same
provinces, (v) eco-tourism for tidal flat conservation, (vi)
development of an marine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through implementation of a training course for marine
environmental educators, (vii) an Eco-Atlas of Yeoja bay's tidal flat
where is one of two areas studied in 2001. The preliminary survey
2002년 갯벌 중점조사 지역인 경남 강진만(남해)
갯벌과 주변에서의 퇴적물 유형(sediment type)의 분포

for Korean tidal flat inventory also was carried out in the most of
tidal flats of the two provinces with local NGOs.

Studies for Sustainable Use of Tidal Flats in Korea

갯벌 생태계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Ⅳ)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이

연구는 전국 갯벌에서 5년간 (1999년~2003년) 지속되는 연구로서 올해는 4차년도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포함)와 충청남도 갯벌을 중심으로 갯벌 기초조사와 이용현황 조

사를 하였으며, 보전전략 수립(생태관광), 생태지도 작성 등을 수행하였다.
갯벌조사에서 모든 갯벌을 정밀하게 연구할 수 없으므로 크게 중점조사지역과 일반조사지역
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올해 중점조사지역은 남해도와 창선도 사이에 위치한 강진만 갯벌과
충청남도에서 아직까지 자연성이 뛰어난 가로림만 갯벌을 대상으로 퇴적환경, 갯벌의 생태계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오염현황 조사 및 사회 경제적 이용 현황조사는 중점조사지역을 비롯한
해당 도의 해안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조사지역은 해양환경과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크
게 18곳으로 대분류하고, 이들 지역을 다시 10개 전후의 소지역으로 분류하여 총 단위 갯벌
200 여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지역 민간단체의 준전문가가 해당 갯벌을 직접 방문하여 갯벌의
상황과 주요 서식생물과 보전 및 개발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조사하였으며, 이는 전국
갯벌 목록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이다.
중점조사 지역인 강진만, 가로림만 갯벌의 퇴적환경을 보기위해 표층퇴적물과 주상퇴적물을
채취,분석하였고, 갯벌에서는 침식과 퇴적을 실측하였다. 또 갯벌 성장과 유지를 확인하기 위
해 부유퇴적물의 공급과 유출을 관측하였다.
갯벌의 생물상과 생태계조사에서는 갯벌 표층 퇴적물의 저서성 돌말류는 2목 13과 43속 110
종이 출현하였다. 이중 깃돌말(pennate diatom)은 85종이 나타나, 25종이 나타난 중심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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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생태지도 작성 지역인 순천만 갯벌의 전경

2002년 갯벌 중점조사 지역인 충남 가로림만 갯벌에서
대형저서동물 서식밀도의 분포

(centric diatom)에 비해 다양한 종 조성을 보였다. 저

남 남해안지역은 OECD(1993)에서 인간의 사회경제

서성 돌말류의 개체수는 가로림에서 61,640cells/cm ,

활동과 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채택한 압력-

강진만에서 38,400 cells/cm 의 정점 평균 개체수를

상태-대응 구조(PSR 구조)를 활용하였다.

2

2

나타냈다. 또 중형저서동물은 총 18개의 분류군이 출현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보전 국가전략(안) 내용 중에

하였다. 대형저서동물에서는 강진만 갯벌에서 총 104

해양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갯벌사업에서

종, 평균 1,457개체/㎡가 출현하였으며, 가로림만 갯벌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의 일환으로 실질적으

에서 총 147종, 평균 1,140개체/㎡가 출현하였다.

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올해(2002년)는 전라북도

전년도의 조사지역인 새만금 13개 지역에서 정량적

부안에서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분석하여 긍정적인

으로 채집된 갯지렁이류와 갑각류를 동정한 결과 갯지

면과 문제점을 평가하여 더욱 좋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렁이류 9목, 19과, 57종, 갑각류 5목, 32과, 56종이 동

에 이용하고 있다.

정되었다. 대형저서동물 중 갯지렁이류 6종과 갑각류
8종이 미기록종임을 확인하였다.
갯벌의 오염현황 조사에서는 중점조사 지역인 강진
만 전 해역의 조하대 표층퇴적물 중 유기물 함량(IL,

2001년 중점조사지역 가운데 하나인 순천만(여자
만) 갯벌을 대상으로 주제도와 속성자료 데이터베이스
를 포함한 생태지도를 1/50,000의 기본지형도를 기준
으로 작성하였다.

COD, TOC 및 TON)은 대체적으로 남쪽 내만역과 남

그리고 2001년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무안군

서쪽 갯벌 인근에서 가장 높았으나, 북동쪽에 위치한

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

대방수로 부근에서 가장 낮았다. 가로림만에서는 대부

였으며, 신두리 사구 해안과 제주도 문섬 등 주변해역

분 해역이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에 대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을 이

이번 제4차 년도의 사회경제적 이용현황조사의 연

과제에서 함께 수행되었다.

구지역은 충청남도 6개시군, 경상남도 8개시군, 부산
광역시의 2개 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사하였고, 갯벌
관리방안 연구를 위한 전년도 조사지역인 전북 및 전

생태환경연구본부 제 종 길
T. 031-400-6216, E-mail : jgj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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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and Chinese
Institute of Marine Environmental Research are jointly studying

pollution reducing strategies for the coastal Yellow Sea.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using chemical contaminant
contents in sediments and in biota are being elaborated to acquire
better knowledge on the fate and bioeffects of contaminants.
Biochemical indicators of distress are jointly studied for early
warning of habitat damage in the Yellow Sea.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for proper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the impacts of rapid industrialization of the region.
Improved environmental assessment plan could be established from
intensive study on accumulation of pollutants in sediment and biota.
Use of early warning distress signals could better detect damages to
biota in an early stage of degradation. Proper mitigation measures
based on sound monitoring and assessment strategies could better
improve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Yellow Sea.

본 사업에 포함된 연구내용 중에는 황해 연안을 따라 널리 서식하는 바지락 및
넙치의 오염물질 축적과 조기오염경보지표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림은 해수중
Methidathion 농도 증가에 따른 바지락체내의 AChE 활동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Pollution Reducing Strategy for the Coastal Yellow Sea

황해 연안오염 저감대책 연구(Ⅲ)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이 황해 연안해역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평가기술
을 개발하고 황해연안환경의 공동관리를 위한 기술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며 연안오염

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환경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제2차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1997년)에서 양국이 공동연구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1999년
부터 1차년도 연구가 시작되었다.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황해 연안해역의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분석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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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갯벌의 tPCB 농도 분포

호환성이 필수적이므로 오염물질 분석방법 연구 및 상

악하는 등 기반자료의 축적에도 기여하였다. 이러한

호검교정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생물체에 축적된 오염

종합적인 환경평가기술의 현장적용과 오염원 관리기

물질, 조간대의 오염물질농도를 이용한 환경평가기술

술의 연구에 의해 향후 황해 연안해역의 환경관리방안

을 구축하기 위해 서해중남부의 조간대에서 해수, 갯

을 제시하려 한다.

벌, 바지락 체내의 중금속, PCB, 유기염소계 농약, 방

본 연구의 결과는 황해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향족탄화수소(PAH)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한국측과

결정과 연구사업에서 직접 활용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

중국측은 공통적인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

이 공동으로 개발한 환경평가기술은 환황해권 연안해

여 오염물질의 퇴적물, 생물체내 축적을 연구하고 전

역의 종합적 환경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문가 교류에 의해 연구결과를 검토하였다. 오염이 진

환경평가기술은 황해 및 다른 지역해의 국제적인 공동

행되기전 미리 오염영향을 진단하여 환경회복책 적용

환경평가시에 바로 적용하게 되는 중요한 기술이다.

을 가능하게 하는 조기오염경보지표의 연구는 한국측

향후 육상기인 오염원의 영향예측으로 총량규제를

에서는 조간대 바지락 체내의 AChE 활동도 조사를

위한 필수요소기술을 개발할 것이며 연안역 통합관리

실시하여 오염지표의 현장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중국

의 기반기술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국제기구에 의한

측에서는 오염물질 (PCB)증가에 따른 넙치체내의

환경의 무역장벽화 및 한·중 오염분쟁시 한국측의 대

EROD 활동도 증가를 독성실험을 통해 증명해냈고 대

응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련 북동쪽 해역에서 채취된 넙치시료 실험을 통해 현
장적용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서해 모래 갯벌
의 유독오염물질(중금속, 유기오염물질)의 분포를 파

`
생태환경연구본부 양 동 범
T. 031-400-6157, E-mail : dbyang@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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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China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for operational
oceanography in the Yellow Sea has been launched. The

long-term goal is to operate near-real time observing and
monitoring system to manage the Yellow Sea for sound ecosystem
and natural resources therein. The short-term objectives are to
develop operational buoy system and deploy in the middle of the
Yellow Sea, and to develop jointly 3-dimensional numerical models
to predict the ecosystem as well as environmental variability
arising from anthropogenic disturbances and natural climate
changes.
The Yellow Sea is a very important playground for the biological
organisms and geo-chemical variables undergoing continuous
transformation. To understand the physical and ecological
dynamics in the Yellow Sea, we definitely require environmental
data across the Yellow Sea and near-real time observing data
representing the environmental status of the Yellow Sea.
To achieve such goals, we set a research to work together with
Chinese and Korean oceanographic community. In this way, we
improve our ability to predict and to manage the Yellow Sea
system better for sound ecosystem and sustainable natural
resources.

Korea-China Joint Development of Operational Buoy System and
Eco-Environmental Modeling System

한·중 공동 황해 해양관측부이 설치운영 및 환경·생태모델링 기술개발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 황해에서 Operational Oceanography를 실현하기 위해 육지 영향
이 거의 없는 외해에서의 현장 관측 자료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나 중국과 한국 어선의 어로 활동이 활발하여 해양
관측의 위험이 커서 황해 내부에서의 해양 기상 및 해양 환경의 연속
실시간 관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
과 중국이 협력하여 황해 중부에 해양 관측 부이를 공동 설치 운영하
여 해양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생태계 모델링의 에너지 순환과정

방안으로 제시된다. 특히 황해에서 중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각국 어선들의 어로작업의 통제가 가능하여 부이의
유실도 줄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
- 황해의 장기적 해양 환경 보호 및 해양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한국, 중
국 및 북한측을 모두 포함하는 황해 전체에 대한 해양 환경을 이해하
고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황해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예측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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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전데이터를 활용한 3차원 해양환경 수치 모델의 요소별 구성도

해서는 환경과 생태계를 예측하는 모델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모델의 입력 및 검증자료
의 확보를 위해서는 인접 국가가 공동으로 해양
관측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자료를 공유할 필요
가 있다.
- 황해 전체의 환경·생태 모델링은 한국 또는 중
국 한쪽만의 추진으로는 어렵고 나아가 북한을
포함시킨 환황해의 해양 모델링에 필요한 기상,
수심, 담수유입 및 황해 수질 관련 입력 및 검증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은 공동협력을 통해
서만 원만히 수행될 수 있으며, 특히 모니터링 기

- 황해 중부에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해양 관측
부이를 설치 운영에 대한 타당성 분석
- 황해 중부 한·중 공동 해양 관측 부이 시스템 설
치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운영경비 산정
- 황해 최적형 부이 설계기술 및 운영설치 기반기
술 개발
- 양국가의 여러 관련 기관의 업무 조정, 설치 운영
과업의 분담 계획 수립
- 공동 부이 관측 시스템 운영의 세부 추진 계획 및
사업 계획서 작성

획 추진은 모델링의 전문가가 자문과정을 통하여

- 황해 시스템에 대한 해양 환경·생태 모델의 수립

더욱 공고하게 추진될 수 있다.

- 해양 환경·생태 모델의 운용을 위한 기본 입력
및 검증 자료를 한·중 공동으로 수집
- 해양 환경·생태 모델의 활용을 위한 공동 기술

- 한국과 중국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황해 중앙에
해양 기상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 요소를 관측할

훈련을 실시하여 입력자료의 개선을 위한 부이
관측 시스템의 공동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수 있는 황해 부이 시스템 설치 운영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시범설치 운영을 한다.
- 황해 시스템에 대한 해양 환경·생태 모델을 수

1) 연구 형태 : 한·중 국제 공동협동연구

립하고, 모델의 운용을 위한 입력 및 검증자료를

주관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공동으로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황해예측 시스

협력연구기관:

템을 구축한다.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 한중 해양과학 공동 연구 센터

33

KORDI

2002 Annual Report

▶한·중 공동해양부이설치운영
- 타당성 조사
- 설치 운영방안 수립
-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부이 기본계획 및 설계 기술 개발

▶운영을 위한 기반 기술 한·중 공동협력
방안 수립
▶연계활동 체제, 운영과업의 분담계획 수립
▶실시 설계

▶부이제작
▶황해에 한·중 공동 해양부이 시험 설치 운영

▶한·중 공동 모델링 입력 및 검증 자료 수집
및 분석
▶부이 및 원격관측자료의 모델과의 활용성

▶황해 3차원 환경·생태 모델링 시험 운영 및
전문가 자문
▶관측부이와 연계, 자료 동화 기술 수립 및
시험평가
▶실용적 준실시간 예측 기술 수립

▶3차원 황해 해양 환경·생태 모델 수립
▶부이 관측자료의 모델 입력/검증 자동화
▶실용적 준실시간 황해 해양 환경·생태모델링
시범운영

- 중국측 : 국가해양국(본부), 해양기술연구소(천

측 부이의 사업의 추진체, 제작 설치 예산 확보,

진), 국가해양국 북해분국(청도), 국가해양국

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 경비 확보, 한·중간의 조

NMDIS(천진), 국가 해양환경예보센터(북경),

정 역할 등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해양환경감시센터(대련)
- 한국측 : 기상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
원, 해양관련 대학 연구팀

- 한국해양대학교는 황해 최적형 부이의 설계 및
운영설치에 대한 기반기술을 개발한다.
- 한국해양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한국내의 각 관련

2) 역할 분담

기관 및 중국내의 각 관련 기관 그리고 국제 기구

- 한·중 센터를 중심으로 "황해 해양 부이의 한·

와의 협력을 통해 황해 전체에 대한 종합적 모델

중 공동 설치 운영의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이
를 바탕으로 양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한·중
공동 설치 운영 안을 제시한다.
- 한·중 센터가 매개 역할을 하여 한국과 중국의
협력기관인 한국측의 기상청, 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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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 해양환경·생태 모델링 수립

링 연구를 수행한다.
- 한국해양연구원은 황해 시스템에 대한 기존의
해양 환경 및 생태 변화 예측 모델을 비교 검토
하여 한·중 센터와 공동으로 선별 수립을 위해
보완한다.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연구원 그리고 중국측

- 협력연구기관인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의 국가해양국(본부), 해양기술연구소(IOT)(천

중국내 해양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황해 시스

진), 국가해양국 북해분국(청도), 국가해양국

템의 중국 측 관련 모델 입력/검증 자료와 정보

NMDIS(천진), 국가 해양환경예보센터(북경),

를 수집하여 해양환경·생태 모델링에 대한 필요

해양환경감시센터(대련) 등에서 한·중 해양 관

자료를 제공한다.

한·중 양국의 해도수심으로
보정된 황해의 수심도

황해시스템 모델링을 위한
Curvilinear 격자망. 황해 북부해역의
격자는 1~3km이내. 남부경계는
3~5km로 크기가 조절된다.

3) 추진체계

(a) 염분 분포도

(b) 수온 분포도

ROMS 모델을 이용한 황해에서의 8월 평균 염분과 수온 분포도

와 아울러 외국의 황해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공

한·중 협력으로 황해 시스템의 모델 입력자료

동 연구를 함으로써 선진국의 첨단 기술을 자연

수집 → 3차원 해양 순환 모델을 바탕으로 퇴적

스럽게 도입하여 북한을 포함한 한국 인접 바다

물, 오염물 이동, 생태계 예측 모델 수립 → 개발

의 해양 환경, 생태 연구에 크게 기여

된 기술의 범용적 활용을 위한 모델의 활용설명
서 작성, 기술 교류
·황해 해양 환경 예측 기술은 황해 해양 환경 보존
및 관리의 핵심 기술로 활용되며 황해 해안의 연
·해양자료 활용에 의한 황해에서의 기상예보 정확
도 향상으로 국가 경제 산업의 파급 효과 증대

안 개발, 연안역 관리, 국가간 연안 재해 방지에
활용

- 황해에서 해양역학 요소의 시공간적 변화 현황

·황해 해양 생태 예측 기술은 황해 수산 자원 보존

지원으로 항해, 해양산업, 어로작업 및 군작전 지

및 관리의 핵심 기술로 활용되며 국가간 적조 재

원 등 황해에서 해양 서비스 향상

해 대책에도 활용

- 황해에서 태풍, 해일 등에 의한 막대한 자연재해
피해 및 해양환경피해 최소화
- 한·중 공동 부이 설치 운영은 동북아지역해양관

·황해 해양환경 모니터링 타당성 분석, 개념 설계,
세부 기획은 양국 정부가 공동 추진을 위한 의사
결정과 그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활용

측시스템(NEAR-GOOS) 구축에 일조하여 국제

·태풍, 해일, 지진 등 악기상시 설계된 황해모델링

기구의 지역 해양 관측 시스템 구축의 한·중의

을 통한 황해의 변화를 예측하여 해난, 연안 재해

주도적 역할 수행

방지 및 대책 수립에 활용

- 부이 자료를 공동 활용한 황해에서 한·중 협력
사업 활성화
-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수행해온 황해 조사 연구
의 결과를 이용하여, 실제 활용 할 수 있는 형태

·항해, 어로, 군작전 등 효율적인 산업활동 지원
기초 정보 제공
·황해 관측부이는 실시간 국가해양관측망과 연계
함으로써 국가해양관측의 일환으로 활용이 가능

의 황해 해양 환경 및 자원 보존과 관리의 기반
기술 확보
- 한국과 중국의 해양 과학자들이 공동 협력 연구

연안·항만공학연구본부 김 창 식
T. 031-400-6340, E-mail : surfkim@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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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earth's climate is predicted to change because human
activities are altering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atmosphere through the buildup of greenhouse gases - primarily
carbon dioxide, methane, and nitrous oxide. The heat-trapping
property of these gases is undisputed. Although uncertainty exists
about exactly how earth's climate responds to these gases, global
temperatures are rising. To make accurate estimates of the global
warming tendency, we need to know anthropogenic carbon cycle
in the atmosphere, ocean and biosphere. In the decade that has
elapsed since 3-D ocean models were first employed to study the
ocean's carbon cycle, computer technology has advanced
remarkably. During that same time, more scientists have begun to
employ 3-D models in efforts to improve man's understanding of
ocean circulation. Others have likewise joined in, taking advantage
of these developments as a means to better understand ocean
biogeochemistry, which is affected largely by ocean circulation
patterns. Such models provide a test bed for ideas of how the
ocean's carbon cycle operates. They also provide tools for
interpolation and prediction, both in space and time. In this
research project fun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e are to
understand the carbon cycle in the North Pacific including the
waters around Korea using numerical biogeochemical modeling.

해양 이산화탄소 순환 모식도

Investigation of Carbon Circulation in the Korean Waters and
the North Pacific Using Biogeochemical Modeling

생지화학 모델링을 통한 한반도 주변해역과 북태평양 이산화탄소
순환 분석·평가 기술 개발
사업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환경부

인

류의 경제활동과 산업화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과 시멘트 수요의 증가로 매년 많은 양
의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의한 해수면 상승과 해안도시의 침수, 사막화 현상의 가속에 따른 식
량생산의 감소, 태풍의 거대화, 병균 및 세균의 활동력 증가 등 여러 가지 재해가 인류의 생존
을 위협하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지구 이산화탄소의 순환
을 이해하고 지구온난화를 예측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하지만 아직 인간활동으로 방출된 이산
화탄소의 자연제거과정과 순환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하여 미래 지구기후변화를 정확히 예측하
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IPCC 1995년 보고서에 의하면 인위적으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가운
데 약 30% 가량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대기로부터 제거되나, 아직 어느 해역으로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가 유입되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인위적으로 대기로 방출된 이산
화탄소 중 약 20% 정도가 대기로부터 제거되는 과정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학자들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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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체계

중국해 등 주변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위적인 지구기후변화를 정확
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에 미치는
해양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1995년 전지구 탄소순환 연구의 일환으로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해양 생지화학 모형을 이
용한 해양 이산화탄소 순환 모델링 비교 사업
(OCMIP)을 시작하였다. 1998년부터 호주, 일본, 스
위스, 벨기에도 이 연구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기본목적은 해양순환 모델링을 이용하여 해
양내 이산화탄소 순환과 그 변화를 밝혀, 해양이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다.

해양 이산화탄소 순환과 지구온난화의 관계

이 사업의 결과 해양의 순환이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에 중요한 역할을 함이 확인되었으나 모델마다 결과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지구온난화 이해와 예

달라 해양의 어느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측에 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한 상태이다.

구체적인 결론은 얻지 못 하였다. 이들은 해양순환모

해양 생지화학 모형을 이용하여 한반도 주변해역을

형의 성능을 향상시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고자 지

포함한 북태평양에서 이산화탄소의 순환 구조를 밝혀,

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순환과 해양일차생산력이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국내의 경우 동해와 서해, 그리고 남극 웨델해에서
관측된 해양과 대기간 이산화탄소 교환량 자료를 제외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 기후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하면, 해양 이산화탄소 순환과 해양이 대기 이산화탄
소 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
므로, 한반도 주변해역과 북태평양이 대기 이산화탄소

지구환경연구본부 박 영 규
T. 031-400-6131, E-mail : ypark@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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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ne of the National Research Laboratory (NRL) projects for coastal
sedimentry dynamics, this project aims at revealing mobile caracteristics and

ultimate depositional sites for suspended sediments along the coastal areas of Korea
by using the latest observational equipment operated under a long-term
autonomous monitoring mode. The anticipated results would be useful in
accounting for unexpected deposition and erosion caused by coastal developments
such as seawalls, bridges, and harbors. These could also contribute to providing
optimized means for conserving and restoring coastal environments that are being
steadily or abruptly deteriorated by industrialization.
In year 2002, we have developed ADV (Acoustic Doppler Velocimeter) and
AFMP (Acoustic Fluid Mud Profiler). We have also improved the monitoring system
for tidal flats (TIDOS II) by simplifing the system and making the ingredients (ADV,
AFMP, and pressure sensor) operate independently to each other. In January 2002,
we deployed the TIDOS II system on the eastern tidal flat of Garolim Bay and
acquired high-quality data on tidal currents, waves, turbidity, and bed elevation
changes. Based on these data, we made a quantitative estimation on sediment
transport for the first time for tidal flats in Korea. Our results show that the bed
elevation and turbidity were intimately related to significant wave height, whereas
the amount of transport was proportional to tidal current speed. At the entrance of
Garolim Bay, we have measured tidal currents and suspended matters over a tidal
cycle using ADP (Acoustic Doppler Profiler). In December 2002, we have also
performed hydrodynamic measurements using the TIDOS II system on a western
tidal flat of the outer bay. The study on the Garolim Bay provides the basi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sediment transport processes as a case study for semienclosed bays in the west coast of Korea.
In the South Sea, we are performing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suspended
sediment transport in the area of the Nakdong estuary and the Jinhae Bay. Regional
data of satellite images, high-resolution seismic profiles, piston cores, and tidal
current patterns suggest that most of the mud deposit and suspended sediment in
the Jinhae Bay have been derived from the Nakdong River and supplied into the
bay through Gadeok channel between the Geoje and Gadeok islands. For the
quantitative estimation of suspended sediment flux, we have measured currents
and suspended sediment at the entrance of Jinhae Bay using ADP, LISST-100, and
OBS. We are planning to measure the suspended sediment flux during rainy
seasons, when the river discharges ca. 70% of its annual sediment load.

Modeling of Sedimentary Dynamical Behavior of Coastal Suspended

연안부유퇴적물 거동에 대한 퇴적역학적 모델 구축
사업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과학기술부

연

안퇴적역학 NRL팀은 우리나라 주변 연안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유물질 이동과 퇴적
작용을 최첨단 관측장비를 이용, 장기간 모니터링하여 이들의 거동특성과 최종퇴적지

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서, 남해 연안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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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의 조간대에 설치된 TIDOS II 시스템.

있는 방조제, 연육교, 항만 등과 같은 인공구조물 건설

반응하나, 퇴적물의 이동량은 조류에 비례하는 것으로

시 예기치 못한 침식 및 퇴적현상을 예측하고 해양환경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퇴적물의 부유 및 이동성은

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긴요하게 활용될

파랑에너지의 영향을 받으나, 실질적인 이동은 방향성

수 있을 것이다.

을 갖는 조류에 좌우됨을 지시한다. 또한 만입구에서

2002년에는 1단계 목표인 ADV(Acoustic

ADP(Acoustic Doppler Profiler)를 사용한 해류

Doppler Velocimeter)와 AFMP(Acoustic Fluid

및 부유물질 관측을 실시하여 부유물질 출입량을 정량

Mud Profiler)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조간대 관측

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2002년 12월에 외만 서측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ADV, AFMP, 파랑압력계 등을

조간대에서도 TIDOS II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획득하였다. 가로림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우리나

(TIDOS II). 2002년 1월에 가로림만의 외만 동측 조

라 서해안 반폐쇄성만의 퇴적현상을 규명하는데 초석

간대에서 TIDOS II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류, 파랑,

이 될 것이다.

탁도, 해저면 고도에 관한 양질의 자료를 획득하였으

가로림만의 서쪽에 위치한 이원조간대에서도 2002

며, 이를 분석하여 퇴적물의 거동 특성, 이동량, 이동

년 4월에 TIDOS II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력학적 자료

방향 등을 국내 처음으로 정량적으로 밝혔다. 분석결

를 획득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가로림만에서처럼 퇴

과, 해저면 고도와 탁도는 유의파고에 가장 민감하게

적물의 부유 및 이동성을 반영하는 탁도와 해저면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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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가로림만 외만 동측 조간대에서
TIDOS II 시스템으로 획득한 수심, 조류의
유속, 유의파고, 탁도, 해저면 고도 변화 자료.

가로림만 외만 동측 조간대의 조류 유속,
유의파고, 계산된 퇴적물 이동량.

2002년 4월 이원 조간대에서 TIDOS II
시스템으로 획득한 수심, 조류의 유속,
유의파고, 탁도, 해저면 고도변화 자료.

변화는 유의파고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그러나 퇴적물의 이동량은 가
로림만의 결과와는 달리, 유의파고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
조간대는 방조제 건설로 인해 북서쪽을 향한 개방형 해안으로 변한 지역으
로 퇴적환경 및 퇴적물 이동 특성에 있어 가로림만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남해의 진해, 마산만 입구에서는 인공위성 영상, 고해상 탄성파탐사 자료,
피스톤 코어, 광역적 조류 패턴 등으로부터 만에 쌓이는 뻘과 해수중의 부유
물질이 낙동강에서 기원하였으며, 가덕도 남북의 각각 1 개 수로 중 남쪽의
가덕수로를 통해 대부분 만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나아가 부유물
질의 출입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ADP, LISST-100, OBS를 이용
하여 부유물질을 관측하였다. 앞으로 홍수기의 부유물질 관측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서해와 남해의 주요 만과 연안에서 부유물질을 관측하고 수력학적 자
료를 획득할 계획이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조간대 및 연안환경에서
의 퇴적물 이동에 대한 광역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지구환경연구본부 이 희 준 T. 031-400-6261, E-mail : heele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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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 조간대의 조류 유속, 유의파고,
계산된 퇴적물 이동량.

T

his project as a National Research Laboratory Program will be
performed for a five year period of 2000 to 2005 to develop

a prediction system of oceanographic variabilities in the Yellow
Sea for the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he Yellow Sea,
fishing activities, pre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 and natural
disaster. The study consists of four components: establishment of
a database for oceanographic data and information, development
of a real-time monitoring technics, clarification of the basic
mechanism for major processes, and implementation of a three
dimensional prediction model for the basin-scaled oceanographic
variability.

해양관측부이: 직경 3M

Study on Prediction of Oceanographic Variability of the Yellow Sea (OPYES)

황해의 해황변동 예보 기반기술연구
사업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과학기술부

황

해는 반폐쇄 천해역이지만 다양한 연안 및 외양현상의 공존으로 해
양구조가 시간 공간적으로 큰 변동을 보인다. 이러한 해양변동은 어

장환경, 해양물질의 이동과 확산, 퇴적물 이동 등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친
다. 이에 황해종합관리, 해양자원의 이용과 개발, 해양환경보전, 자연재해
방재, 연안보호 분야에서 공통으로 필요로하는 주요 해양과정에 대한 과학
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근간으로 하는 해양변동 예보시스템 기반을 구
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목표이다. 본 연구는 국가지정연구과제로 2000
년 6월에 황해 동중국해 해황예보 연구사업단을 구성하였고, (1) 황해 해양
데이터베이스 구축, (2) 해양변동 감시체계, (3) 주요 해양과정의 역학규
명,(4) 해양순환-일차생물생산 접합모델 등 4개 세부 전문분야에 역점을 두
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단계 연구기간 (2000. 6.-2002. 6)에는 해양관
측부이, 위성자료를 이용하는 상층 해황변동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기본
해황도집의 CD 제작 준비, 해양전선, 해수특성 및 해류의 계절별 분포특성,
황해 해수순환 3차원 수치모델 등 기초연구에 주력하였다. 1단계 주요 연구
황해 및 동중국해에서 M2 조류타원도
(1/20도 x 1/20도 수치모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996~1998년에 조사한 한국-중국 황해 공동해양자료의 질검증과
편집
- 직경 3m 해양기상관측부이의 계류, 센서 및 송수신 체계의 검토,
저궤도위성을 이용한 GPS부이의 제작
- 고온 고염수의 황해 유입과정에 관한 새 학설 제시, 위성추적부이로부
터 조류산정 및 조류도 작성
- 황해 동중국해의 조석특성을 3 min by 3 min 세격자 POM 모델 구축
및 성층에 의한 조석의 계절변화
지구환경연구본부 이 흥 재

T. 031-400-6111, E-mail : hjlie@kordi.re.kr

황해 해표면에서의 Chlorophyll 분포
(1998년 4월 3일, SeaW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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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time accidents may cause loss of life, properties as well
as significant damages to marine environment. To reduce

these kinds of damages, the frequency of maritime accident as
well as its consequences should be reduced appropriately.
Maritime risk is a concept which considers frequency and
consequence of maritime accident simultaneously.
In this project, basic designs for the implementation of maritime
risk reduction are carried out.

침몰선 인양 개념도

Development of Key Technologies for Maritime Risk Reduction

해양 위해도 저감 핵심기술 개발
사업구분 : 기본연구사업 위탁처 : 한국해양연구원

해

양에서의 각종 사고는 귀중한 인명 손실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와 해
양환경 파괴를 수반하게 되며, 이러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유사시 피해 정도를 모두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위해도
(Risk)란 사고의 빈도(Frequency) 및 사고의 심각성(Consequence)을 동
시에 고려하는 개념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공학(Safety Engineering)
에서 사용되는 위해도(Risk)의 개념을 해양에서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 도입함으로써 해양사고의 확률과 사고 결과의 심각성을 완화시
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3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최종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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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항 지원 기능이 포함된 선교로, 통합된 항해정보 제공, 전자해도 기반 충돌/
좌초 예방 및 자동항로추적, VR 및 음성기술을 이용한 항해정보 안내 기능이 있다.

선박의 경사와 동요가 보행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선 탈출 실험 장면

인 2002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위해도 평가 및 저감의 개념

유사시 선박 사고로부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항해자의 부주의나 실수에 의한 충돌/좌초 사고 등

하여, 위기 상황에서의 인명 거동 해석, 인적 요소 제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해자의 선교 업무를 지원하고

어를 위한 지식기반 시스템, 탈출 분석을 위한 모델러

감시하는 운항안전 지원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본 시스

및 시뮬레이션 기술 등이 개발되었으며, 실선을 이용

템은, 선교에 배치된 각종 항해장비의 정보를 종합하여

한 실험도 수행되었다.

항해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항해자가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원한다.
침몰선박의 인양 작업과 관련된 많은 위해 요소들을
고려하고 유기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현장 작업자가 과

이러한 기술들은 모두, 해양에서의 사고를 줄이고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이며,
장차 실제 활용을 통하여 해양에서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적인 방법과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효율적이고 성공
적으로 인양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 공 인 영
T. 042-868-7261, E-mail : iygong@kris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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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research was conducted the assistance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from 1999. This study was

focused the developing the practical recovery and treatment
system on the basis of the surveying floating and submerged
marine debris in the coastal region. The completion of the above
work will serve as a guideline for the complex management of the
marine debris and will also provide a firm foundation for the more
comprehensive, long-term research plan. Our conclusiv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achieve the clean and vital ocean by means of
the improvement of coastal environment and the preservation of
the ocean ecosystem.

Development of Complex Treatment System for Marine Debris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구축연구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국

내 해양폐기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파괴, 어족자원의 감소 및 해상안전 등의 문제는
연안해역의 임해공업단지의 확대와 도시화, 그리고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오염원의 배

출증가로 인한 해상 부유쓰레기, 해저면의 침적쓰레기, 오염퇴적물 등으로 해양 자체의 정화능
력을 넘어서는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런던 덤핑협약의 개정, 해양오염방지
법 등의 국제적 규정을 채택하여 문제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최근에는 해양오염발생원을 중심으
로 한 실태조사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
다. 연안생태계의 복원과 해양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1999년부터 한국해양연
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양폐기물 종합처리 구축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첨단 해양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내해역 특성에 적합한 해양폐기물 예방
기술, 수거기술, 처리기술, 관리기술을 개발하여 실용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2년도 본 연구과제를 통하여 수행된 주요 연구결과는 예방기술로 보급형 육상 부유쓰레
기 해양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막 개발 및 홍수시 4대강유역에서 유입되는 육상폐기물의 성상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림 1,2 참조>
수거기술로는 다기능 해양폐기물 전용 수거시스템 개발로 서해안 대상 해양폐기물 전용수거
선의 선체건조(주요제원:길이(27.5m)×폭(10m)×깊이(2.3m)×흘수(1.2m))를 진행중에 있다.

그림 1. 홍수시 내려온 육상부유쓰레기 및 성상분석결과
(낙동강유역, 200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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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급형 육상부유쓰레기 포집을 위한
차단막 모형시험

그림 3. 대수심 해양폐기물 조사용 장비

그림 4. 해양폐기물 조사용 장비를 이용한 조사결과
(강원도 삼척, 수심 230m)

그림 5. 해안을 오염시키고 있는 어구용 폐스티로폼(남해군)

그림 6. 현장설치된 감용장치 및 재활용(인코트)

그림 7.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 개념도

특히 당해연도에서는 대수심용 해양폐기물 조사 및 수

한 자원화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다른 처리방안으로

거기술의 개발이 중점으로 수행되었다. 개발된 조사장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 설계 및 제작기술(소각능력 :

비는 수심 1,000m의 해저폐기물의 성상 및 위치를 알

100kg/h)을 개발중에 있다. 향후 2003년 상반기중에

수 있도록 광학카메라 및 전방위소나를 장착하였으며,

제작을 완료하여 구조안전성 시험, 소각성능시험을 거

실해역 성능 검증시험은 2002년 11월 부산해역, 강원

쳐 보급화할 예정으로 있다.<그림 7 참조>

도 삼척시 앞바다에서 수행되었다.<그림 3, 4참조>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를 해양폐기물

처리기술로는 폐스티로폼 감용장치의 개발(용량 :

실용화 핵심기술 단계로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2004

100kg/hr)로 어구용 폐스티로폼을 수거하여 용적을

년부터는 개발된 시스템을 현장적용 및 시범지역으로

1/10로 줄이는 감용장치를 개발하여 경남 남해군에 이

보급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완하는 연구와 동시에

전하였다.

체계적인 해양환경개선 기술개발 연구에 주력할 예정

현재 남해군 보급된 폐스티로폼 감용장치는 이 지역
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의 처리는 물론 인근 통영지

이다. 따라서 개발된 성과물은 향후 국내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와 관련한 공유성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역의 폐스티로폼 처리까지도 일부 담당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그림 5,6 참조>
해양폐기물의 처리기술은 재활용 또는 감용 등을 통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 강 창 구
T. 042-868-7260, E-mail : cgkang@kris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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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ntly, major oil spills from tanker accidents such as the Sea
Prince and the Yuil have caused the huge degrad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e damage cost of a major spill is vast, as
shown in case that the Exxon Valdez spill in U.S. caused the cost of
the over $4 billions. The Yuil accident occurred near
Namhyungjedo and the Sea Empress accident occurred in United
Kingdom indicated that rapid, scientific and systematic response to
marine oil spill accidents could minimize environmental and
economic damage from disastrous spill accident.
The present study of scientific and systematic analysis systems
was carried out to prevent marine accidents and to make the rapid
response technical supporting system for contributing the
화물선 앰플글로리호 좌초사고
(제주, 2002. 4.)

prevention of escalation of the accidents when oil spill accidents
occurred.

Establishment of Systems for Prevention of Marine Accidents and Salvage

해난사고 예방 및 구난체계 구축사업
사업구분 : 일반사업 위탁처 : 한국해양연구원

최

근 스페인연안에서 발생한 프레스티지호 침몰사고 등 유조선 사고에 의한 대형
해양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Exxon Valdez호 사고의 경우 피해액

이 4조원 이상임을 볼 때 한번의 대형 오염사고의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으로 해상물동량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지배선대 규모가 세
계 10위권으로 성장하는 등 외형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해양안전관리 측면에서는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1995년 씨프린스 좌초사고, 제1유일호 침몰사고, 호남사
파이어호 부두 충돌사고, 1997년 제3오성호 침몰사고, 1998년 제2유화호 침몰사고 등
연이은 대형 해난사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국내적으로도 해양안전과 환경보호의 심각
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현실적인 예방대책과 해양안전 정책의 수립과 실천
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해난사고는 곧바로 해양오염에 따른 어민의 생활터전 상실과 해양생태계의 파괴로 이
어진다. 이와 같이 파괴된 해양환경은 다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요구
된다. 특히 대형 유조선의 해난사고는 그 피해액이 수조원에 이르고 환경회복에는 피해
액보다 몇 배 더 소요된다. 이는 1989년 발생한 Exxon Valdez호 사고로서 알 수 있는
데 Exxon Valdez호의 경우 천문학적인 액수의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피해의 회복에 수
십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해
서는 해난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과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난 및 방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
본 사업에서는 해난사고시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난사고 신속대응기술
지원 상황실을 설치하여 사고시 신속하게 해양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기술을 지원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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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V(Particle Trace Velocimetry) 이용한 손상탱크로부터 유출유 속도 측정 결과

써 사고방지, 사고피해 최소화, 신
속한 사고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해
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체계 구
축, 해난사고 조사지원 체제 구축,
위험물 운반선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속 구난 및 방제기술 지원체제 구
축, 해양오염 방제 전문인력 양성,

자체설계/개발된 6DOF 전동식
Motion Base

원양어선 98알마즈호 좌초사고
(고성, 2002. 8.)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전 정책 개발 등의 사업이

장지휘자를 위한 해양오염 방제전문인력 양성교

추진되고 있다.

육, 방제장비 성능평가 시설 기능 고도화, 파손된

본 2002년도 사업에서는 해난사고 발생시 구난
및 방제분야에 관한 총 10건의 기술지원을 수행하

기름탱크로부터의 유출량 산정시스템 구축 등의 사
업이 수행되었다.

였으며,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뮬레이터 구축을
위하여 Virtual Ocean 환경 구현에 적합한 운동
재현기 완성 및 영상재현 시스템 구축하였다. 또한
해난사고 조사기술지원체제 구축과 2회에 걸친 현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 강 창 구
T. 042-868-7260, E-mail : cgkang@kris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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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ject Overview : A virtual ocean environment system that has
been developed by KORDI and associates as part of Dual-Use

program sponsored by MOST Korea.
The virtual ocean environment system visualizes the marine
environmental parameters in 5 dimensions (3 in space, time, variable
plane) as the operator navigates, walks or flies at any water depth in the
ocean. The system consists of a module that predicts the ocean dynamic
processes, image rendering module and a module for immersive virtual
reality technology. Coupling and interfacing three modules into the
Digital Ocean & Virtual Environment (DOVE) system are the key effort
of the system development.
The VR techniques go into two ways; One is the use of immersive VR
tools such as Barco’s VR Table and a 4-wall CAVE-like manufactured by
a Korean company (KMT) to display the time-varying 3-dimensional
ocean environment. The other VR visualization is conducted on the
internet to show the web 3D of the oceanic environment using the
internet modelling language, the VRML.
Through the DOVE system development, we have achieved a few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numerical modelling of various
parameter, field data telemetry and data assimilation, nesting of grid
system, interactive visualization technique, real-time visualization of
huge scientific terabyte-data, and VR display system etc. We als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various fields of oceanic processe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DOVE system.

Development of Virtual Ocean Environment System for Interactive
Operational Use

체계운용을 위한 가상해양환경분석 기술
사업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과학기술부

인간은 3차원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3차원 형상에 대해 가장 자연스러운 패턴인식능력
을 가진다. 최근 선진 각국에서는 방대한 양의 과학적 자료 분석을 위해서 가상현실기법을 이
용하는 기술에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기법을 이용하여 바다환경
을 5차원 입체적으로 가시화하고 바닷속 환경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해양과 기상 관련 정밀 수치모델 결과와 해저지형 자료 등
을 VR영상으로 표현한다. 국내 기술진에 의해 제작 설치된 K-CAVE시스템은 가로와 세로 각
각 2.1m의 면을 가진 정육면체의 내부 공간으로써, 운용자가 K-CAVE안 중앙에 서서 앞 면,
오른쪽 면, 왼쪽 면, 그리고 바닥 면에 표출된 해양의 수중 영상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 시
스템을 이용하면 스테레오와 3차원으로 표출된 방대한 해양수중 자료를 가상현실 안에서 분석
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방법으로서는 재현이나 접근이 불가능한 특수한 전장환경의 시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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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과 해양 구조를 입체적으로 찾거나 이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상해양환
경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중환경을 VR
환경에서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해양환경(해저면부터 해수면 밖 해양기상권까지 포
함)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상태를 가상현실기법을 응
용하여 5차원 (공간 3차원, 회전, 애니메이션) 구조로
표출하는 가상해양환경 시스템(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 통합)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해군(해병
포함)작전 시뮬레이션,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응
한 시뮬레이션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미들웨어 통

·가상해양환경의 구축 및 응용 기술

합시스템을 구축한다.

① 과학정보 및 지형정보의 VRML 전환기술 수립

가상현실의 특성: 현장 몰입성, 컴퓨터와 인간과의

→ 정규 및 비정규 해양자료의 netCDF 변환 및

상호 의사교환, 원격 사용자간의 동시 분석 등을 할 수

VR 자료로 변환, 과학정보 및 지형정보의

있는 5차원 컴퓨터 그래픽스 표출기술(Visuali

Web3D 언어인 VRML 변환 기술 수립

zation in 5D, Interaction, Collaboration,

② 가상현실 재현 장치의 운용을 위한 그래픽 소프

Immersion )

트웨어 개발 및 가상해양환경 실험실 구축
→ 가상해양환경시스템 구축 : 비주얼워크스테이
션 , VR Table (대각선1.8m), 국내제작 K-

·3차원자료의 가시화 기술
·해저 및 해양자료의 렌더링 및 텍스처 맵핑 기술

CAVE (2.1m x 2.1m 4개면 설치)
→ 방대한 해양 및 기상, 해저지형 등의 해양환경

·방대한 과학자료의 입체 영상 표출 기술

변동자료를 VR 영상화하기 위한 자료변환 기

·몰입형 입체 VR 시스템 구성 및 인터페이싱 기술

술확보

·H/W와 S/W 혼합 VR 운영 기술

→ VR 영상표출 장치인 Barco의 VR Table 설

·임의 과학자료의 VRML 변환 기술

치 및 인터페이싱 (스테레오, 임의 위치추적

·해양퓨전데이터의 VR이미지화 기술

장치, 몰입영상 등)

·3 차원 정밀 해양 모델링 기술
·준실시간 해양예측 기술
·중규모 대기모형에 의한 수치모델 개발
·제 3세대 파랑모델 (WAVEWATCH-III)을 활용
한 파랑예측시스템 구축
·VRML을 이용한 3차원 가시화기술

→ 해양 및 해저환경을 Web3D 기본언어인
VRML로 변환기술 확보
→ VR장치, 비주얼워크스테이션, 해양 및 기상자
료 VR변환 등의 통합 VR 시뮬레이션 기술 수립
·해양물리환경 분석 및 예측기술
① 동해 해역의 준실시간 해수순환 수치모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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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T S 자료의 DB 구축 및 수심별 단면도
→ P-vector를 이용, 유속장 계산 후 유속의 월
별 DB 구축
→ 실시간 예측을 위한 SST 등의 자료동화 기법
기반기술 도입
② 3차원 수리역학 모형의 수립 및 모델결과의 요소
별 동영상 정보화 기술수립
→ POM을 이용, 동해해역을 5-8㎞ 수평간격,

- 군사적 측면

수직 23개 층 격자 구성하여 실제 지형, 외력,

·가상해양환경 시스템의 구축으로 해양환경 및 해

수송량 등을 사용하여 매 5일간 연간자료화

상상태를 원격에서 정밀 분석 가능 하며, 이를 활

및 VR 영상화

용하여 해군의 성분작전 시뮬레이션 및 작전교육

→ 최신 첨단 수치모델 ROMS를 수립하여 연안

의 효율성을 증대

현상의 정밀 예측 기술 수립 (연안담수 유입,
upwelling 현상 등)
·해양기상 특성 분석 및 예측 기술
① 국지 해양기상 예측 모형개발 및 검증
→ DUT-METRI-2000 개발
→ DUT-METRI-2001 개발
→ DUT-METRI-2002 VRML 개발
→ 연차별 DUT-METRI 개발 및 입력 자료 및
해양기상예측자료 DB화 구축
② 해무 자료 실시간 수집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시정 모니터링 시스템 규격서 작성 및 조달 구매

- 산업/경제적 측면

→ 해안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오염예방과 해양설계공사의 사전분석으로 막대한

→ 해무예측 및 검증시스템 구축
③상세 국지 파랑예측시스템 구축
→ 실시간 파랑예측 시스템 구축
→ 해역별, 격자별 파랑예측시스템 구축
④ web 기반의 해양기상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 1일 2회 3시간 간격의 48h 해양기상예측 정
보 제공시스템 구축에 의한 실시간 자료 제공
(http://www.metri.re.kr/marweb)

- 기술적 측면
·기상예보 적중률을 향상시키고,
·해양환경의 입체적 분석으로 해양예측 기술의
획기적 진보를 가져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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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복원비 및 공사비의 절감
·민수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 전망되는 가상현실
기법 및 재현장치의 발전으로 21세기
·국제 정보운용산업의 선진화 조기달성
·실시간 해양기상자료의 확보 및 데이터 베이스화
에 따른 보다 정확한 기상변동 및 악기상 예측 등
으로 해양산업활동 지원

·DOVE 시스템의 구성 장치의 예 (K-cave, Projectors, VR Table, Tracking System)

·동해 연안해수의 Transient isotherm surface (POM)

·ROMS 모델을 이용하여 연안담수유출현상을 시뮬레이션한 후, 이 결과를 DOVE 시스템에서 운용한 등염분면의 진행이미지

션트랙킹으로 보다 심도 있는 현상 또는 구조의
분석에 활용된다.
·비주얼 워크스테이션 : SGI Onyx2(IR)와 PCCluster를 병행하여 사용

·Tracking System : K-CAVE 또는 VR Table
을 운용할 때 구현되는 가상현실세계의 이미지에

·K-CAVE : DOVE 센터의 협력업체인 (주)한국

몰입된 상태에서 운영자가 실제 현실에서와 같이

미디어테크(KMT)와 공동 개발한 특수 스크린을

움직이거나 걷거나 날아가며 볼 수 있는 영상을

활용하여 국내 제작한 4개면 동굴식 VR 영상장

표현하도록 그래픽 컴퓨터와 동작을 대화할 수 있

치. K-CAVE안에서 여러 명이 입체 안경을 쓰고

는 움직임 탐지 시스템이다. DOVE 시스템에 설

오른쪽, 앞, 좌 그리고 바닥면에 투사된 입체 영상

치된 모션트랙킹 시스템은 Ascension사의

을 머리의 움직임과 Wanda의 움직임으로 조정하

Flock of Birds와 Intersense의 무선(wireless)

여 현실에 몰입된 상태로 네비게이션하게 해준다.

ISO900이다.

·VR Table : 벨기에의 Barco사 baron 모델로써
대각선 길이 1.8m의 VR Table이다. 높은 해상도
를 입체적으로 표출하며 영상의 입체적 분석과 모

연안·항만공학연구본부 김 창 식
T. 031-400-6340, E-mail : surfkim@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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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중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C1지역의 지형도

그림 3. 자유낙하식 망간단괴 시료채취기의 투하

정부투자로 1983년부터 시작된 기초 탐사는 1992
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어 1994년에는 유엔해양법
운영위원회에서 15만 ㎢의 할당광구를 인준 받았다.
1997년에는 선행투자가에 대한 유엔의 의무이행사항
인 제 1차 광구포기의무(3만 ㎢)를 수행하고 15개년 탐
사사업계획서를 국제해저기구에 제출하여 승인 받았
으며, 1999년에는 제 2차 광구포기의무(1.5만 ㎢)를
수행하였다. 특히 2002년 8월에는 제 3차 광구포기의
무(3만 ㎢)를 수행하여 우리 나라의 최종 단독개발광
구(7.5만 ㎢)를 확정하였다(그림 1).
현재 2013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근접해저면 조사를

그림 4. 심해저 카메라 시스템으로 촬영한 해저면의 망간단괴 분포 양상

통한 해저면의 채광조건 파악을 위한 정밀 자원 탐사

을 조사하였으며(그림 2), 그 동안 수집·분석된 망간

와 채광에 의한 인위적 환경변화 평가를 위한 환경 탐

단괴 부존량 분포를 결과를 토대로 고밀도, 저밀도 그

사를 수행하고 있다.

리고 점진적 변화지역으로 구분하여 카메라가 장착된

2002년도 수행된 2차례의 실해역 탐사는 우리 연구

자유낙하식 망간단괴 시료채취기(그림 3)를 활용하여

원 소속의 온누리호를 이용하였다. 제 1차 탐사에서는

자원의 분포양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그림 4).

2002년 8월 유엔에 제출된 3단계 광구포기에 필요한

이들 지역에서 향후 망간단괴 채광기 시험 및 제련 공

지역(3만 ㎢) 선정을 위해 우리 나라 광구 중 가장 북

정연구에 활용할 목적으로 Beam Trawl을 이용하여

쪽에 위치한 N1지역과 N3지역(총면적 28,899 ㎢)에

대량의 망간단괴 시료도 채취하였다.

서 자료를 획득하였으며, 제 2차 탐사에서는 우리 나

UN의 광구포기 의무에 따른 3차 광구포기 선정결

라 광구 중 A2, B1-a, B2 및 C1지역(총면적 74,169

과, 대한민국의 최종 할당 광구는 94년 최초로 UN에

㎢)에서 자료를 획득하였다.

등록할 당시에는 망간단괴의 평균 부존량이 5.21

탐사에서는 최종 단독개발광구 선정을 위해 지구물

kg/m2 이던 것이 6.80 kg/m2 으로 높아졌다. 망간단

리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해저지형및 천부퇴적층 특성

괴 자원평가 결과, 망간단괴의 부존량은 5억 1천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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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B2 지역의 망간단괴 평균 부존밀도 분포도

이며, 유용금속의 부존량은 망간(Mn) 1억 7 백만 톤,
구리(Cu) 4백 6십만 톤, 니켈(Ni) 5백 6십만 톤, 코발
트(Co) 1백만 톤으로 평가된다(그림 5). 환경연구 연구
는 향후 망간단괴 채광에 따른 저층 생태환경 등의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층 및 저층의 해양 물리, 화
학, 지질 및 지화학 그리고 해양생물 전반에 걸친 광범
위하게 수행되었다(그림 6).
한편, 심해저 광물자원 집광시스템 및 채광운용기
술 개발 분야에서는 향후 연간 300만톤의 심해저 망
간단괴 채광에 필요한 심해저 집광시스템 독자 모델

그림 6. 환경연구를 위한 다중퇴적물 시료채취기의 투하

개발 및 채광시스템의 통합운용기술 개발을 위하여

직결된 심해저 광업규칙안 등을 토의하였으며, 심해저

시험집광시스템의 핵심요소기술별 성능모형시험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지침안 채택에 따른 대응전

집광공정의 통합최적설계 및 통합운용모델 연구를 수

략 수립 및 해저 자원개발을 위한 국제 제도 동향을 분

행하였다. 획득된 기술적 성과는 채광시스템의 통합

석하였다. 이밖에 1단계 한국형 경제성 평가 모델 개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개발, 심해저 주행장치 제어기법

을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심해저광물의 상업생산

개발, 시험집광시스템의 통합최적설계에 활용될 예정

을 위한 전략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다.
또한 심해저자원개발 제도분석분야에서는 국제해저
기구(ISA) 제 8회기에 참석하여 우리 나라의 이익과

해양자원연구본부 김 기 현
T. 031-400-6350, E-mail : kkim@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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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rothermal deposits in the deep ocean floor contain numerous
strategic metals such as gold, silver, zinc and copper. The Deep-sea

Resources Research Center (DRRC) has been conducting exploration
surveys for hydrothermal deposits since 2000. In 2002, a 7-day survey
cruise was carried out in the Fiji Basin of the southwestern Pacific.
Multibeam surveys collected bathymetric data covering a total survey
line of 337km. Subbottom data were also gathered using a subbottom
profiler along the same survey line. Many basement rocks and
hydrothermal chimney samples were collected around the seafloor
spreading center of the Fiji Basin. Hydrothermal chimney samples were
mostly composed of massive sulfide minerals. CTD castings were
performed at 4 sites to characterize subsurface flows and hydrothermal
plumes. These survey results will be used to interpret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hydrothermal deposits in the Fiji Basin, to select more
intensive survey sites for coming year, and to assess resource potentials in
the surveyed area.

피지분지에서 채취한 열수침니

Exploration of Hydrothermal Deposits in the Southwestern Pacific

남서태평양 해저열수광상 탐사 및 개발사업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해

저열수광상 탐사 및 개발사업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략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를 위해 망간단괴, 망간각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해저열수광상은 다른 해

저 광물자원에 비해 얕은 수심, 육지와의 근접성, 황화물 형태의 금속결합, 단위 면적당 높은 금속
함량 (금, 은, 아연, 구리 등) 등의 장점들을 갖추고 있어 가장 먼저 개발될 심해저 광물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해저열수광상 분포지역은 화학합성에 의해 살아가는 원시 생명체의 서식처
로 판명되어 생명의 기원 및 신물질 개발을 위한 연구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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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해역의 ATP 수직분포

조사해역의 수심도

해저열수광상에 대한 연구기반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해양연구원 기관고유사업으로 수행
된 '해저 열수광화작용의 지화학적 연구'를 통해 구축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실질적 개발을 위해 2000년
부터는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인 '남서태평양 해저
열수광상 탐사 및 개발' 사업으로 발전되어 추진되고
있다.

2002년 탐사가 수행된 피지분지

2002년도 실해역 탐사는 우리나라 해저열수광상 개

성되어 있다. 또한 해저화산 활동에 의한 해수의 지화

발을 위한 탐사후보지로 선정된 피지분지에서 8월 8

학적 환경특성 및 열수플륨(hydrothermal plume)

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다. 실해역 조사에서

추적을 위해 4곳에서 CTD casting을 통해 해수 시료

는 열수광상 분포 예상지역의 정확한 지형을 알아내기

를 획득하였다.

위해 다중음향측심기(Seabeam 2000)를 이용하여

앞으로 이번 탐사를 통해 획득한 지구물리 자료, 기

총 337km에 달하는 광역수심자료를 획득하였으며,

반암, 열수 침니 및 해수 시료를 이용하여 피지분지 해

해저면의 퇴적물 분포를 알아내기 위해 천부지층탐사

저열수 광상의 분포 및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기(BATHY-2000P)를 운용하였다. 열수광상의 분포

2003년도에 수행할 탐사 지역의 선정 및 열수광상 자

및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드렛지를 이용하여 기반암

원의 자원잠재력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및 열수분출구(hydrothermal chimney) 시료를 획
득하였다. 채취한 열수분출구 시료는 크기가 수 cm에
서 수십 cm에 이르며, 대부분이 괴상의 황화광물로 구

해양자원연구본부 이 경 용
T. 031-400-6370, E-mail : kyle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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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government of Korea is going to establish an oversea outpost
to boost an intensive development of oversea marine resources

and to build a solid leadership upon island countries in the Pacific. The
most effective shortcut for advancing is to build an outpost through
developing local fisheries resources. Micronesia is located in the center
of Southwestern Pacific, and its 3 million ㎢ wide EEZ and coastal coral
reef habitats are abundant of high-potential marine resources.
However it has low ability for self-development, and therefore it is the
suitable place to build an oversea marine outpos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resources from Micronesian
waters in order to fulfill the increasing need for high-quality marine
products in Korea, substitute imports and to find a new international
market. And also, it is conducted to provide advanced marine
technology services to Southwestern Pacific nations, to maintain
economic and diplomatic influence upon them. It is aimed eventually
at preparing foundation for Korea's leading position at marine
그림 1. 배타적경제수역과 연안 산호초 해역.

environment in the new Pacific era of 21st centu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arine Biological Resources in the Southwest Pacific

남서태평양 해양생물자원 개발 연구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남

서태평양에 준해양영토 개념의 해양전진기지를 개척하는 것은 21세기 해양개발을 위
한 국가적 과제이다. 해양전진기지는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지하고 지원

할 수 있는 기지일 뿐만 아니라, 남서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해양개발을 위한 기술 서비스 제
공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외교적 영향력 확보하여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
끌어 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
해양생물자원의 개발은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해양전진기지 개척의
지름길을 열어 준다. 한편, 남서태평양의 중심이 되는 마이크로네시아는 300만 ㎢의 광활한 배
타적경제수역과 연안 산호초 해역 (그림 1)에 개발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해양생물자원을 풍
부하게 가지고 있다. 능성어류, 관상어류 등 고급어류 자원 (그림 2), 흑진주조개 (그림 3) 뿐만
이 아니라 생리활성물질을 다량 함유한 강장동물과 해면동물도 풍부한 (그림 4) 반면, 자체적
개발여력이 미흡하여 해양전진기지 개척을 위한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남서태평양 해양생물자원 개발 연구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에 걸친 중기 연구과
제로 30.4억원을 투자하여 마이크로네시아 해역의 해양생물자원을 개발하고, pilot plant 개
념의 연구 및 생산시설 건설하고, 여기서 개발된 기술을 우리 수산업계에 이전하여 이들의 남
태평양 진출을 촉진하는 것이다. 연구사업이 종료되는 2008년까지 우리 기업의 현지생산 규모
는 능성어류 양식 200톤/년, 흑진주 양식 300kg/년, 갑각류 100톤/년 및 관상어류 (소정 규모
2 - 3개 업체)로 기대된다.
제1차(2000년) 및 제2차년 (2001년)도에는 마이크로네시아 축라군에 대한 해양생물자원을
탐색하여 산호초 저서생물군집 구조를 밝혀내었으며(그림 5), 100여종에 달하는 어류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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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급어류 자원.

그림 3. 흑진주조개.

그림 5. 저서생물군집 구조.

그림 4. 강장동물과 해면동물.

그림 6. 흑진주조개 자원 분포도

치한 소형 산호초에 대한 해양생물자원 조사, 능성어
류 산란장 조사 (2003년 2월 수행 예정) 및 흑진주조
개의 초기종묘생산이다. 흑진주조개 초기종묘생산 실
험은 협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국내 (경상남도 수산자
원연구소)와 축 현지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흑진주조개 인공산란유발 기술개발, 최적먹이
생물 배양기술개발 및 흑진주조개 유생의 최적사육조
건 구명에 대한 연구이며, 동 연구는 제4차년도 연구
그림 7. 잠수조사광경(근접조사).

흑진주조개 자원 (그림 6)을 집중 탐색하였다. 제3차
년도에 해당하는 금년도 연구사업은 축라군 외측에 위

사업까지 이어질 계획에 있다.
해양자원연구본부 이 순 길
T. 031-400-6227, E-mail : skyi@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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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a collection of
microorganisms from deep-sea environments, and

technologies to utilize the bioresources found. Research on
deep- sea environments has led to significant new discoveries
of unusual microbial diversity, metabolic activity, and natural
products that are of interest to biotechnology. Through this
study, researchers will be able to access and assess microbial
diversity in deep-sea environments, and develop systems for
screening marine microorganisms system for any useful
bioactive and biocatalytic properties. In 2001, the manned
Shinkai 6500 sedmersible was used to obtain sediment
samples from the Japan Trench, Kuril Trench, East Sea (Japan
Sea), and Ayu Trough, in cooperative research with JAMSTEC
and by Onnuri research vessel cruise. Microbial diversity was
analyzed using terminal-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T-RFLP) from environmental DNA and
sequencing of 16S rDNA from isolated clones. Diverse
microbial strains, such as heterotrophic mesophiles,
facultative anaerobes, psychrophiles, and thermophiles, were
isolated. The most psychrophilic strains could grow at 4℃
under further study. As access to the deep-sea environment is
difficult, expensive, and limited to a small number of
investigator, these efforts should help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marine microorganism collections for further
그림 1. 심해 퇴적물에서 분리된 저온성 균주의 16S rDNA 계통도

research and development.

Developing Technologies for Collecting and Utilizing Deep-sea Bioresources

심해생물자원 확보 및 이용기술 개발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본

연구는 심해환경에 서식하는 미생물자원을 대상으로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유용
성 검색기법을 개발하여 유용 생체기능소재로서 활용가능성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심해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산업화 기반 구축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1년에 일본 해양과학기술센터와의 공동연구와 온누리호를 이용한
Ayu Trough 대양탐사를 통해 일본 해구, 쿠릴 해구 및 동해 그리고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심해퇴적물을 확보하여 미생물다양성 분석과 극한미생물의 분리 및 배양연구를 통해 국내 연
구기반 구축을 꾀하고 있다.
채취된 심해퇴적물로부터 중온성, facultative anaerobes, 저온성 세균 등을 순수 분리
하였고 16S rDNA 염기서열분석에 의한 분자분류를 실시하였다. 특히, 4℃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저온성 미생물들의 특성과 저온에서 활성을 나타내는 효소자원 발굴을 주요 목표로 연
구하였다. 분리된 저온성 미생물 중에서 균주 LT17은 심해 호압성 균주로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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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RFLP 방법을 이용한 퇴적물의 세균류 군집 다양성 비교
(A; 일본해구, B; 쿠릴해구, C; 동해).

그림 3. 50M Pa 고압하에서 성장한 Shewanella sp.
LT-17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Shewanella sp. 와 약 95%의 16S rDNA 염기서열

여 다소 단순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16S rDNA 클

유사도를 보였다(그림 1). 한편, 온누리 'Cruise

로닝과 염기서열 분석결과, 다양한 지구해양환경에

2001 Ayu Trough'로부터 태평양 수심 약 4,000 m

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진 Crenarchaeota

의 심해퇴적물을 확보하여 저온성(10℃), 중온성, 고

의 marine groupⅠ에 속하는 클론들이 확인되었

온성(55℃) 균주 168주를 분리하였다.

다. 또한 순수 분리한 51 균주의 저온성 미생물을 대

2차년도인 2002 년도의 주요 연구결과로는 확보

상으로 지방산 분석 및 지질분해활성 조사 등 유용물

한 퇴적물 시료를 이용하여 심해 세균류 및 고세균류

질 탐색을 위한 검색 방법을 개발, 진행 중에 있으며

군집의 다양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심해

심해 저온성 미생물의 고압에 대한 특성 변화(그림

퇴적물에 다양한 미생물군집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

3)도 관찰하고 있다.

인할 수 있었고, 특히 세균류의 경우 배양에 의존하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심해 미

지 않고 직접 핵산추출에 의한 말단제한절편다형성

생물의 연구기반을 확립하고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

의 분석결과 매우 다양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일본해

해 관련된 전문가에게 확보된 생물소재를 제공하여

구와 동해 지역의 퇴적물은 유사한 세균류 군집 구조

해양생명공학연구를 활성화시키며 해양생물유래 신

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쿠릴해구 지역은 상대적으로

규물질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단순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군집으로 보
여지는 피크(화살표)는 세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
고 있다(그림 2). 고세균류의 군집은 세균류에 비하

해양자원연구본부 김 상 진
T. 031-400-6240, E-mail : s-jkim@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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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more the population grow, the severer the shortage of a
basic human needs such as clean water, food, energy

resources and so on is. To mitigate these serious problems for
mankind, research and development have conducted by ocean
scientists and engineers. Recently, we aware that deep ocean
water can be utilized to solve comprehensively food, energy and
water problem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feasible methods of
multipurpose development and cascade utilization of deep ocean
water in the East sea. Various cases on deep ocean water
application projects are investigated, and observation and analysis
of proper characteristics of deep ocean water of East sea are being
carried out. Based on the resource characteristics, development,
utilization and management technologies are studied. Public
application were made for desalination and aquaculture, and
industrial application were for salt-making, food science and
energy utilization. Environmental survey was conducted not also
for mitigate anticipated influence to ecosystem environment, but
also enhance coastal productivity.
Further study is needed to detailed design, construct and
operate the cascade system of utilizing deep ocean water resource
for new enterprises in ocean and fisheries fields to mitigate
deficiency of food, energy and resources, and enhance primary
productivity in coastal zone and global environment.

Multipurpose Development of Deep Ocean Water of East Sea

해양 심층수의 다목적 개발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최

근, 인구 증가에 따른 자원 소모량의 급증은 자원의 감소, 고갈 뿐 아니라 자원 소모에
따른 지구환경의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로부터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식수, 식량, 에너지 및 환경 등으로 판단되고 있으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로서 대두되고 있는 해양
심층수는 안정된 저온특성, 청정성, 부영양성 및 미네랄성을 지닌 종합적인 자원일 뿐 아니라
해수의 95%가 해양심층수라는 풍부성과 함께 순환재생형의 청정자원이기 때문에 산업적 가치
가 매우 높은 해양자원이다. 따라서, 해양심층수의 난개발을 막고,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를 위
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해양심층수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 기술의 정립이 시급
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양 심층수의 다목적 개발 및 다단계 이용을 위한 기술 정립을 목표로 하여 동해
에 부존하고 있는 해양 심층수의 자원적 특성을 조사 및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확산을 위한 실증적 시범단지 조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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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대순환 및 동해 심층수의 특성

후, 본 연구사업은 기술개발 및 시범단지에서의 실증
을 거쳐 2015년까지 7개소에 전통문화, 자연 및 산업
환경을 특성화한 육상형 및 해상형 이용기술을 단계적
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연안역 활성화를 위한 해양 신
산업으로 전개되어 갈 것이다. 이를 통해 한해성 및 심
해성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기반이 조성되고, 물 부
족을 완화하기 위한 대체 수자원 확보기반이 조성되는
공익적 활용성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산학연 공동연구로서 추진될 것
이다.
이를 위한 1단계 사업인「해양 심층수의 다목적 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시설 계획도

발」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되어, 해양

연구에 착수하여 자원동태와 대상선정, 연구시설 개념

심층수 자원이 국민의 생존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설계를 실시하였다. 산업분야에서는 저온성의 유효이

식수자원 및 청정 수산식량 확보, 식품, 의약품 등의

용을 위한 해수제빙 및 농축기술을 연구하고, 연구동

개발을 통한 산업화 부양뿐 아니라 환경복구 및 개선

을 위한 심층수 이용 냉방시스템을 개념 설계하였으

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이다.

며, 청정성과 미네랄성의 유효이용을 위한 식수개발

이를 위해, 2002년도에는 시범사업 적지로 선정된

연구가 역삼투식 및 전기투석식 해수담수화 기술로서

강원도 고성군 지선해역을 대상으로 해양심층수의 자

수행되었고, 식품개발 연구로서 두부 및 절임류에 대

원특성, 변동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한 적용성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자원과 환경의 효

하였고, 해양심층수 자원개발을 위한 취수시설에 대한

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전 환경조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기본설계와 취수관의 상세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실시하고 있다.

한, 단순이용 기초연구로서 수산분야에서는 해양심층
수의 저온성, 청정성 및 부영양성을 효율적으로 이용
하여 한해성 수산자원을 조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초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김 현 주
T. 042-868-7516, E-mail : hjkim@kris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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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ddition to the new international maritime regime which is
represented by the 200 nautical miles EEZ and took away of

Korea’s distant fishing grounds, the decline of fisheries resources
and degradation of coastal fishing grounds made Korean fisheries
more stagnated. On the other hand, the demand of fishery
products has ever-increased during the last decade and eventually
Korea has became an major importer of fishery product. To meet
ever-increasing demand of fishery products,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coastal area by means of a proper
management of coastal waters.
Marine ranching is a new concept of coastal water
management, that improves marine habitats to produce more
marine organisms for the human consumptio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establishment of a marine ranching system in
Tongyeong and development of a proper resources management
techniques around the ranching system.
The total study period is 9 years from 1998 to 2006 and it is
divided into three steps. As the first step (1998-2000) or
전남 다도해 목장 조감도

foundation-laying stage of the project, the study had been
concentrated on ecosystem analysis of marine ranching site,
improvement of marine habitat through installation of artificial
reef, annexation of fish stock and its management.
Jeonnam Archipelago marine ranching pilot project were started
from 2002 and feasibility studies on the MRP of East, West and
Jeju coastal areas will be conducted until the end of 2003 for
gathering baseline information.

통영바다목장 개념도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Ranching Program in Korea

통영해역 바다목장조성연구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바

다목장은 바다에서 어류를 일정한 구역에서 그물을 쳐서 가두어 기르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가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식이며, 대상 생물의 생태와

주어진 어장의 여건을 생물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알맞은 어장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진흥원 및 관련 대학
전문가와 산업체의 산·학·연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면서 1998년부터 9개년
간 총 연구비 240억(통영바다목장사업)을 투자 중에 있다.
통영바다목장의 경우,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1단계 사업으로 어장조성 및 관리, 자원 조
성분야 및 이용관리분야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1단계 사업기간 중에는 인조해조장,
인공해중림 조성을 비롯하여 조피볼락, 볼락의 행동 습성을 파악하여 신형 어초 및 조피볼락용
어초 개발, 음향급이기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였다. 또, 1단계 3년간 자원 증대를 위
하여 건묘생산, 중간육성 및 방류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치어는 조피볼락, 볼락,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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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바다목장 중간육성장(경남 통영 산양면)

신형 강제어초 설치전 모습(2003. 2)

PP조립형 오초에 모인 조피몰락 떼(2002. 3)

대장두도 인조해조어초에 모인 볼락류 떼(2002. 7)

돔, 참돔 및 전복을 대상으로 총 172만여마리가 방류

목장 해역 어업의 법적 성격(보호, 육성수면) 검토,

되어 이동, 성장 등을 추적 조사 중에 있다.

수산자원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회경제적

2001년부터 시작된 2단계사업은 1단계에서 개발한

분석이었다.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실 해역에 바다목장을 조성하

또, 2002년부터는 전남 여수앞바다에 다도해형 바

는 단계로 연구와 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

다 목장건설 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까지 완료할 예

에 있다. 이 2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바다

정이고 동해, 서해, 제주도에 각 1개소씩 바다목장 후

목장 내 증가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수확 체계를

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2003년까지 실시한다.

수립하게 된다.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한
바다목장 이용, 관리 분야연구의 조사 항목은 수산업
실태, 지역개발, 경영실태 및 개발 잠재력 조사, 바다

해양자원연구본부 김 종 만
T. 031-400-6231, E-mail : jmkim@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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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onal research laboratory for marine microbial diversity
puts the main research focus on the marine biofilms, as

biofilm is one of important and common exposed exosystems and
biofilm-forming marine microorganisms are important sources of
new useful compounds such as biopolymers, diverse enzymes,
pigments, adhesion regulating substances, etc. The major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 isolation of microbial
strains and genetic resources from culturable microorganisms and
metagenome, (ii) analysis of microbial community by T-RFLP and
biofilm matrix , (iii) screening of useful biocompounds and genes
related with extracellular polysaccharides, macromoleculedegrading enzymes, pigments. (iv) development of genetically
transformed industrial microorganisms

남해연구소에서의 생물막 부착시험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Procurement of Marine Microbial

해양미생물 다양성 확보 및 유전자원 이용기술
사업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과학기술부

국

가지정연구실 사업으로 2001년부터 추진되는 본 사업은 해양환경의 생물막내에 서식
하는 미생물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이들의 생체기능과 유전정보 분석에 기초한 유용성

검색 및 활용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미생물 다양성의 확보를 위하여 해안, 조류
및 패류 양식장 등에서 형성된 생물막을 대상으로 세균, 고세균, 미세조류 등의 해양미생물 균
주 및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종조성을 분석하며 첨단 분류방법을 이용하여 신종을 동정한다. 분
리확보한 미생물을 대상으로 부착능, 세포외다당류 생성능 등의 생체기능을 조사하여 유용미
생물을 발굴하며 연구대상 유용유전자는 본 연구진에서 분리한 새로운 속의 Hahella

chejuensis를 비롯하여 배양불가 미생물의 유전체로 세포외다당류 생합성, 색소 및 고분자물
질 분해효소 관련 유용유전자가 대상이다. 1, 2단계의 5년간의 연구수행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는 유용물질생산용 형질전환 미생물 3종 이상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생물막
매트릭스 분석을 통하여 방오효능 평가용 표준균주의 도출과 생물막 조절조건 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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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색소를 형성하는 Hahella chejuensis 돌연변이 균주들

자연상태의 미생물은 실험실 환경에서 배양 가능한
종이 1% 미만이므로 나머지 99% 정도의 배양되지 않

관련된 환경산업에서도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핵심
기술이다.

은 종들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배양 방법과 첨

2차년도에는 천연 생물막시료 및 장목분소 해안에

단의 BAC(Bacterial Artificial Chromosome) 벡

설치한 아크릴시편 부착 생물막에서 관련 미생물을

터 등을 이용한 미생물 게놈의 기능해석과 유용유전

600여 균주를 분리·보전하였다. 분리균주의 16S

자의 탐색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기술개발

rDNA 염기서열분석에 따른 분자생물학적 분류방법

은 해양미생물의 분리/배양기술, 첨단 분류/동정기

으로 속 수준까지 동정하였다. 물질을 분비하는 해양

술, 유전자 특성/기능분석기술 개발, 생체 및 유전자

미생물에서 간편하게 DNA를 분리·추출하는 방법을

활용기술을 통한 가치평가를 거쳐 (1) 새로운 생체기

개발하였으며 모델 해양미생물로 연구 중인 Hahella

능이나 형질을 가진 해양미생물을 산업적으로 이용

chejuensis의 genomic DNA library 구축하였으며

및 (2) 국내 해양미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핵심기술

다양한 색소형성 돌연변이주를 확보하였다. Hahella

이 된다. 아울러 생물막 형성에 관여하는 점착성 중합

chejuensis의 색소가 적조를 유발하는 여러 미세조류

체인 세포외다당류 합성 관련 유전자, 표면부착에 관

의 성장을 저해함을 발견하였으며 현재 이 색소의 구

여하는 고분자물질, 기능성 색소 및 유용효소 유전자

조 및 독성 여부를 실험중이다.

의 분리와 형질전환 미생물 균주의 개발 등은 생물소
재 시장뿐만 아니라 선박, 해양구조물, 도료, 수산양
식 및 고분자물질 산업 공정 등 생물막 형성 제어와

해양자원연구본부 이 홍 금
T. 031-400-6241, E-mail : hkle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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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polymer produced by microroganisms has been used
in a wide range of industries due to its functions such as

gel formation, emulsifaying, absorption of heavy metals,
adhesion,

and

film

formation.

In

this

project,

exopolysaccharide-producing microroganisms are isolated
from diverse korean seashores and offshores. The cultur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exopolysaccharides such as
molecular weight, sugar monomers, rheological properties
are investigated. Biological activity and mass production
processes will be further studied with selected novel
exopolysaccharides.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Biopolymer from Marine Microorganisms

해양미생물유래 바이오폴리머의 실용화 연구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A

B

SEM Photograph of p-KG03 ( X 15,000).

바

C

A : 1% p-KG03 , B : 0.05% p-KG03, C : 0.01% p-KG03

이오폴리머의 일종인 미생물이 형성하는 세포외다당류는 중금속 흡착능, 유화안정
능, 겔 형성능, 물흡수능, 접착능, 윤활능 및 필름형성능 등의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

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화장품, 연마제, 접착제, 잉크, 페인트, 종이제조 등의 산업에 광범
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항암, 항바이러스 및 면역활성 효능에 의하여 고부가가치 의약용
소재로 개발될 잠재력이 크다. 본 과제는 해양수산부 신물질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6월부
터 1차년도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과제의 최종목표는 해양미생물자원을 대상으로 유용성 평
가, 특성분석, 대량생산 기술을 이용하여 신기능 생체물질인 바이오폴리머의 산업적 이용기
술개발이며 1단계 목표는 상용화 대상으로 3종의 해양미생물유래 바이오폴리머의 도출이다.
본 연구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연근해에서 해양세균, 남조류, 미세조류 등 1,900 균
주를 분리하여 세포외다당류 생성이 양호하고 물성이 특이한 균주를 선별하였다. 3차년도에
선별된 바이오폴리머 p-KG03은 적조가 발생한 강구해안에서 분리한 Gyrodinium

impudicum KG03 균주가 생성하는 바이오폴리머로 실험실내에서 EMCV(동물심장병 유
발 바이러스) 저해능과 면역활성능을 나타내었다. EMCV는 호주 등에서는 법정동물전염병
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지목받았으나 아직 우수한 약물이 개발이 안되어 예방에 주력하고
있는 바이러스이다. p-KG03은 현재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ribavirin과 비교하여 항바
이러스 효능은 in vitro에서 유사하나 독성이 훨씬 적기 때문에 약제로 개발할 가능성이 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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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RNA virus activity of p-KG03

Photobioreactor

Antiviral activity (EC50)
Toxl.
city

EMCV

Cox.B3

VSV

B

C

D

A. 1 L photobioreactor
C. 2 L photobioreactor

Concentration (ug/ml)

Code

A

B. 300 ml + Gas analyser
D. 10 L photobioreactor

Selectivity index

EMCV

Cox.B3

VSV

Rib

＞300

27.15

236.35

13.65

＞11.05 ＞1.27 ＞21.98

p.
KG03

1,000

26.9

1,000

1,000

＞37.18

ND

ND

Rib ribavirin, p-KG03.
Gyrodinium impudicum KG03 polymer

BTBPR (ballon type bubble photobioreactor)
system used for this study.

하며 고유점도가 64.22 dl/g으로 잔탄검보다 우수한
점도를 지니고 있다. 최적배지와 배양조건을 도출하
여 BTBPR 생물반응기로 G. impudicum KG03 배
양조건을 향상시킨 결과 현재 120,000 cells/ml 배
양이 가능하며 초기 플라스크배양보다 p-KG03의
생 산 율 이 6.5배 증 가 하 였 다 . 3차 년 도 결 과

Alteromonas sp. OOSS11568균주 및 세포외다당
류 생산방법과 Gyrodinium impudicum KG03 균
LM ( X 1,000)

SEM ( X 3,500)

Photograph of G. impudicum KG03

주 및 세포외다당류 생산조건 등 국내 특허 2건이 출
원되었다.

차후 정밀 활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p-KG03은 황함
유 다당체로 galactose로 이루어진 homopoly
saccharide이며 pH와 염에 대해서도 안정성이 우수

해양자원연구본부 이 홍 금
T. 031-400-6241, E-mail : hkle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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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goal of this project is to efficiently manag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and evaluate marine mineral resources.

According to the UN convention on law of the sea proclaimed in
November, 1994 and the law of EEZ legislated by Korea in
September, 1996, we have to collect marine natural resource data. In
addition, we need to secure sources of marine resources, such as
hydrocarbon, methane hydrate, phosphate, light mineral and heavy
mineral. We obtained a distribution chart of potential marine mineral
resources using seismic profiles, gravity anomaly map, magnetic
anomaly map, shallow seismic profiles and geologic structure
obtained in the eastern South Sea. The amount of hydrocarbon
deposits was estimated in the eastern South Sea and the Joint
Development Zone using seismic exploration data and existing data
from KNOC and CNOOC. An estimated deposit of sand and heavy
mineral was also assessed by analyzing piston core samples and
surface sediment samples. Using GIS software, we construct EEZ data
management system, which will be used as reference data for
negotiation on fishery and economic purpose.

National Exploration of Marine Resources in the Korea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자원조사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탄성파 탐사 모식도

본

사업의 목적은 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EEZ)의 효율적인 지
배와 해저광물자원의 부존량 평가 및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 협약과 1996년 9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이 발효됨에 따라 EEZ 내
해양광물자원 등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육상에너지 자원의 고갈에 대비하
여 탄화수소, 메탄가스수화물, 인산염 광물, 경광물 및 중광물 등 채취가능한 해양광물자원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1997년부터 동해 해역에 대한 탐사를 수행하여 왔으며, 2002년도에
는 남해 동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하여 해저 유용광물자원 조사 및 해저지질구조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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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코아 퇴적물 사진

중국석유회사의 자료를 참조하여 남해동부 및 한일공
동개발구역에서 탄화수소자원의 추정매장량을 계산
하였다. 3.5 kHz 고해상도 탄성파 탐사자료로부터
천부가스의 존재가능성 또한 확인하였다. 시추코아
퇴적물과 표층 퇴적물을 분석하여 골재자원, 쇄설성
중사자원과 희토류, 백금 등의 유용원소 조사를 수행
하였고 추정 매장량을 산출하였다. 또한 미래형 청정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메탄수화물의 연구를 위하여
실험실 내에서 메탄가스 수화물의 생성 및 해리에 관
한 실험을 수행하였고, 선진국의 메탄수화물 연구현
황 등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배타
적 경제수역 내에서 수행하여 얻은 모든 탐사결과와
탄성파 탐사자료의 해석 단면도

이를 바탕으로 얻어진 자원분포도를 효율적으로 관리

를 수행하였다. 연구지역은 동중국해 분지의 북쪽 연

하기 위하여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이용하여 자원

변부에 위치하고 대한해협에서 제주도 남동부에 이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연구결과들은 후에 있을

는 지역으로 한·일 접경지역을 포함한다. 해저자원

EEZ 협상 등의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분쟁에서 활용

분포 확인을 위하여 54채널 탄성파 탐사, 천부지층탐

될 수 있다.

사, 중력탐사, 자력탐사 등의 지구물리 조사와 시추코
아 퇴적물과 표층퇴적물 등의 해양지질조사를 수행하
였다. 심부탄성파 탐사자료와 함께 한국석유공사 및

지구환경연구본부 유 해 수
T. 031-400-6276, E-mail : hsyoo@kordi.re.kr

71

KORDI

S

2002 Annual Report

tudies on circadian or circatidal rhythms of marine organisms
have been focused on coincidental relationships found

between the free-running and locomotor activity rhythms of
freshly collected specimens with the environmental pattern at the
collection sites. However, observations for endogenous rhythms
associated with oxygen consumption rates among aquatic animals
were hindered by technical difficulties in avoiding extrinsic
disturbances which affect the biorhythm of the test organism.
Sudden changes in environmental conditions may expose aquatic
organisms to severe stress on their physiological process. For
example, rhythmicity of oxygen consumption and swimming
activity breaks down when fish are suddenly exposed to low
temperature. Laboratory techniques, recently developed by the
Fish Biorhythm Research Unit for measuring long-term metabolic
responses of fish, have made it possible to determine the effects of
various environmental factor on the endogenous rhythm of marine
animals. The main purposes of the present work are first to search
for metabolic activities using AIFR (automatic intermittent-flowrespirometer), and then to study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inducing artificial fish hibernation by manipulating their
biorhythms.

Technical Development of Artificial Hibernation Inducement with
Applied Fish Biorhythm

어류의 생체리듬을 응용한 인공동면 유도기술 개발
사업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과학기술부

어

류 생체리듬 (NRL: National Research Laboratory) 연구단은 2000.6 ~ 2005.6
까지 5개년 계획으로 어류의 인공동면 유도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인위적

인 조건을 가하여 어류를 동면 상태로 유도하는 기술로서, 어류를 장기간 보관하거나 운반하면
서 그 신선함을 유지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어류뿐만이 아니라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다른 여러 종류의 수산물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최근까지 본 기
술의 개발은 국내ㆍ외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그 이유는 어종별로 최적 동면 온도
조건이 밝혀져 있지 않았고, 인공동면 유도기술의 기반이 되는 생리활성 연구가 크게 부족하였
기 때문이다.
인공동면 유도기술의 바탕이 되는 내인성 생체리듬에 대한 연구는 최근 박테리아에서 인간
에 이르기까지 그 유전적 기작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생태학, 분자생물학, 유전
학, 발생학 등과 폭 넓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생명현상의 원리 규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짧게는 세포분열주기에서 길게는 노화현상에 이르기까지 생명현상의 대부분이 생체리듬에 의
하여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체리듬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 발전에 그치지 않고 의
학적으로 이용되어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농작물이나 수산 양식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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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의 생체리듬은 2개의 독립적인 시계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을 나타냄

상태에서 채집한 어류의 내인성 생체리듬 전이
(transformation)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온도변화
에 따른 생물의 내인성 생체리듬의 변화를 파악하여
인공 동면상태가 어떠한 조건에서 언제부터 일어나는
지, 또한 어떠한 환경 조건하에서 내인성 생체리듬이
원상으로 회복되는지 실험실과 현장실험을 통하여 규
명하고자 한다.
어류를 장시간 인공동면 유도하기 위한 Ice coating 기술 개발

1차년도 연구 결과 어류(우럭, 넙치)와 패류(개조개,
굴, 피조개)에서 내인성 일주기와 조석주기 리듬을 자

생식주기 및 산란주기 조절 등에도 응용될 수 있는 광

동호흡생리활성 측정기를 이용하여 명확히 관찰하였

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진 과학의 기초분야이다.

다. 실뱀장어를 대상으로 온도 반응에 대한 생체리듬

어류체내의 생리적 대사과정 중에 일어나는 내인성

연구는 실험결과가 매우 고무적이다. 실뱀장어는 수온

생체리듬 관찰이 어려워서 인공동면 유도기술의 최대

1℃ 의 변화에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체내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몇몇 생물을 제외하고는 육상

생체리듬을 관할하는 어류의 시간 조절자 유전자 연구

생물과 달리 배양이 어렵고, 미세한 스트레스나 진동

는 sequencing이 진행 중이며 현재 약 90% 정도의

에도 생물체내의 물질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 생리활성

진척을 보이고 있다.

에 의한 내인성 생체리듬을 관찰하기가 거의 불가능
하였다. 어류생체리듬 연구단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
을 두고 장기간 일정한 상태에서 사육한 어류와 자연

해양자원연구본부 김 완 수
T. 031-400-6204, E-mail : waskim@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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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gy is essential to secure pleasant life of human-beings and
their high-level economic activities. The situation is that

about 85% of the primary energy presently rely on fossil fuel
energy resources such as petroleum, natural gas and coal. Among
these the petroleum is estimated to be exhausted within about
40.3 years, the natural gas about 61.9 years, and the coal 216
years, on the basis of the current consumption rate. The
perspective of energy supply over the world is indeed not
optimistic at all. Furthermore, with the worldwide trend of
controling the utilization fossil fuels inducing global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concerted efforts have to be
made in each country on securing stable supply of the energy,
effectively managing available energy resources and at the same
time harnessing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Korea presently ranks 10th in the world in energy consumption,
and 3rd after U.S. and Japan in importing 97% of energy
resources from foreign countries. The nuclear (27%) and thermal
(66%) power plants occupy most of domestic installed capacity
(50 million kW in 2001), but hydraulic power of clean energy
only 7%. Considering this component ratio of power generation
and NIMBY syndrome against new construction of nuclear and
steam power plants, it is required that Korean electric industry
should be multy sided by development of various alternatives.
Exhaustion of energy resources and the worldwide trend of
Greenhouse Gas (GHG) reduction is connected directly with a
burden on Korean economy. To cope with the present problem,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harnessing-possible clean
energy as soon as possible. Fortunately, Korea has worldwide
endowed tide and tidal current energy resources.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develop harnessing techniques
of tide and tidal current energy of clean ocean energy in order to
actively cope with the exhaustion of energy resources and the

우리나라 조력 및 조류발전 유망 후보지

worldwide trend of GHS reduction.

Development of Utilization Technique for Ocean Energy (Tide/Tidal Current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조력·조류에너지)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인

간의 쾌적한 생활과 고도의 경제활동을 지탱하는 기반은 에너지이며, 그 1차 에너지원
의 약 85%를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통하여 얻고 있으나, 주요 화석연

료의 2001년 기준 확인매장량의 가채년수는 석유 40.3년, 천연가스 61.9년 및 석탄 216.0년
등으로 전세계 에너지 수급전망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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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용 가동중인 프랑스 Rance 조력발전소

Bulb 터빈 적용시 시화호 발전량 산정 예(터빈 직경 8m)

및 환경오염 유발로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에너지 자원국으로의 도약

세계각국은 미래의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에 주력하고

을 위해 무공해 청정에너지인 해양에너지 개발에 필요

있으며, 현재 이용 가능한 에너지원의 효율적인 관리

한 조력 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 확보가 본 연구의 목

와 함께 대체에너지원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이며, 조력 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확보 이후에는

한편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석유 수
입량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인 에너지 소비대

각 주요 후보지별로 민자 혹은 외자유치 등을 통하여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으로서 2001년 현재 97% 이상의 에너지를 해외에

본 연구는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 R&D 사업으로

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1년 기준 국내의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수행된 주요 연구내용은 1) 조석

발전설비 총량은 5000만kW를 돌파하였으나, 원자력

체계변화 예측모델개발 및 후보지 특성평가 2) 조력발

(27%)과 화력(66%)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무공해 발

전 최적화 및 조력 조류발전 수차특성분석 3) 가로림

전인 수력은 7%에 불과한 반면, NIMBY 현상으로 인

만 조력발전 개념설계 및 4) 조류발전 실해역 실험 등

한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이 점차 어려워져

이다.

다양한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한 전력산업의 다변화 필
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에너지자원 고갈 및 온실가스 감축압력은 세
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에너지 다소비 국가

세계적인 조력에너지 부존해역인 경기만일대의 조

인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직결되므로 우리가

석체계변화 예측을 위하여 시화호 및 가로림만을 포함

적극 대처해야할 당면과제이며, 이를 위한 무공해 청

한 조석체계 변화예측 모델을 수립 적용하여 조력발전

정에너지원 개발이 시급하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세

최적화 기법 개발시의 주요 입력자료로 제공하였으며,

계적인 해양에너지 부존국가로서 남해안에는 조력 조

가로림만 입구를 부분 축소하여 유속을 강화시킴으로

류에너지가 풍부하므로 이를 활용한 무공해 대체에너

써 조류발전의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실험결과 만입구

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60% 축소시 조류발전의 최대출력은 약 7만∼10만kW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저감 문

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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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al 터빈

울돌목 상용조류발전소 개념도

주요 조력 조류발전 후보지에서 기초적인 해양특성

경 8m, 7.8m, 7.4m 및 7.1m 별로 수차가동특성을

조사를 수행하여 후보지 평가 및 향후 조력발전소 건

분석하였으며, 조류발전용 수차에 대해서는 미국

설시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주요 조력발전 후보지

Northeastern 대학의 Gorlov교수에 의해 개발된

인 시화호의 경우 현재 배수갑문조작에 따른 조석관측

helical 터빈을 대상으로 가동특성을 검토한 결과

및 부유토사 이동량 관측 등을 수행하였고, 가로림만

helical 터빈은 기존의 조류발전용 수차에 비하여 효

에서는 입구단면에서의 조류 및 부유토사 관측을 수행

율이 약 50%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였다. 또한 전세계적인 조류발전 후보지인 울돌목에
서 조석 조류 관측을 수행하여 중심수로 부근에서 최
대 유속이 13knots(6.5m/s)임을 확인하였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시 기본안으로는 수차직
경 7.4m의 수차발전기(2만kW급) 24대와 수문(12m
12m) 14대를 설치하는 안을 적용하여 가로림만 조력

시화호의 경우 관리수위(EL. -1m)의 제한 조건으

발전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개념설계를 통하여

로 인하여 창조식 발전방식을 적용하였고, 가로림만은

산정된 개략공사비와 최적화 기법을 통하여 산출된 연

창조식 보다 유리한 낙조식 발전방식을 적용하여 조력

간발전량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개략경제성 검토를 수

발전 최적화 기법을 개발하였다. 최적화기법 개발시에

행한 결과 B/C가 약 1.19로 개발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는 최근의 현장관측자료 및 수차발전기 자료를 입수하

분석되었다.

여 적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가로림만에 조력발전
적용시 발전출력 및 연간발전량 산정 등을 통하여 44
만kW∼52만kW 범위의 시설용량 설치가 가능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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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발전용 발전수차의 현장 적용성 실험을 통한 실
용화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상용조류발전소 설계 및

조력발전용 수차발전기 특성분석에서는 단위기 용

건설을 위한 기본자료 획득을 목적으로 조류발전 수차

량 2만kW급 Bulb형 수차발전기 4종 즉, 수차날개 직

특성분석을 통하여 성능이 우수한 helical 터빈을 적

울돌목에 설치된 조류발전 실험장치

용하여 현장 실해역 실험을 실시 중이며, 이러한 실해

실험 현황으로는 2002년 3월 19일 현장실험용 조류

역 실험을 통하여 울돌목 조류발전의 기술적 타당성을

발전 터빈 및 지지구조물 현장설치 완료하였으며,

검토할 예정이다. 실해역 실험장치의 개요는 다음과

2002년 4월 15일 증속기 및 발전기를 설치하여 관련

같다.

실험 수행 중에 있다. 또한 해양조류발전 실용화를 추

- 위 치 : 전남 해남군 문내면 진도대교 교각 인근 공
유수면
- 실험수차 : 3 날개형 Helical 수차 (D=1 m,
H=1.28 m) 2기
- 실험용량 : 약 10㎾ (최대유속 6 knots),
* 울돌목 중심부 유속 12 knots 적용시 약 80㎾
- 장치개요 : 폭 2m, 길이 4m, 높이 4.5m의 ㄱ형 철

진하기 위한 조류발전 시험 모듈 1기 가동 시연과 기술
평가,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에 관한 국가정책의
홍보 및 지역분산형 전원개발 및 대체에너지 개발의
발전방향 모색 등의 취지로 울돌목 조류발전실험 시연
회를 2002년 10월 10일에 진도대교 북단 교각 광장에
서 개최한 바 있다.

골지지구조물을 옹벽에 설치하고, 이 구
조물에 조류발전용 수차, 발전기, 증속
기, 다단계 부하 및 각종 관측장비를 설
치하여 현장실험 실시

연안·항만공학연구본부 염 기 대
T. 031-400-6321, E-mail : kdyum@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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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nt research program in the field of ocea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has been established between the Ocean

Development System Research Division of KRISO, KORDI and
NIOT(National Institute of Ocean Technology) of India since
2000.
Evaluation of performance and safety of the mooring system for
NIOT's 1Mw class OTEC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platform has been made by extensive model tests in the Ocean
Engineering Basin. The tested results has been reflected in the final
design of the mooring system. Similar mooring system utilizing
compliant concept has been studied aiming at future application.
An airlift sea water pumping system activated by renewable ocean
energy has been also developed for possible application to artificial
circulation for enhancing water quality.
As the second stage of joint research, wave energy conversion
technologies will be studied in the field of air turbine and shape of
OWC(Oscillating Water Column).

Korea-India Joint Research for Ocea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한·인도 해양에너지 개발 공동연구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해

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는 2000년부터 인도의 NIOT(National Institute of
Ocean Technology, India)와 공동으로 해양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연구하여오고 있다.
NIOT에서 시제품으로 개발중인 1Mw급 온도차발전장치(OTEC)의 계류시스템에 대한 성능
과 안전성 평가를 해양공학수조에서 모형실험을 통하여 평가하였으며 이결과는 NIOT의 계류
설계에 반영되었다. 이 1Mw급 OTEC은 세계최대 용량의 온도차 발전장치로 2002년 12월중

파도중 모형시험중인 OTEC 계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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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유연계류계 실험모형

압축공기 이용 해수펌프의 경사시 성능실험

에 인도 현지에 설치 완료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유사한 부유구조물을 계류하기 위한 유연계류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결과는 향후의

모형시험중인 유연계류 모형

동 연구에서는 경사각의 영향, 유량과 공기압의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실물설계의 설계자료를 확
보하였다.

해양에너지 취득구조물의 계류시스템 설계에 활용될

2단계 연구사업에서는 파력발전 장치의 에너지 변환

것이다. 동 연구에서는 계류부이에 작용하는 충격력과

장치인 공기 터어빈의 형식과 공기챔버구조물인 OWC

스내핑 현상과 비선형 불안정적인 부유체의 운동에 대

의 형상 비교연구가 수행될 것이며 파력발전 장치 실용

한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 졌다.

화 기술개발 기획 연구가 수행될 예정으로 있다.

한편, 생산된 자연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압축공기식
해수펌프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인위적인 해수순환으로
오염해역을 정화하는 장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홍 석 원
T. 042-868-7520, E-mail : swhong@kris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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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project has been being carried out since 1999 to
understand the geologic and oceanographic conditions

controlling occurrence of manganese crusts in the southwestern
Pacific. In this year sampling operations were carried for six
seamounts north of the Marshall Islands EEZ. Bathymetric and
geophysical survey for these six seamounts were done in the last
year (2001). We had chosen sampling sites based on the
geophysical characteristics and under water photographic data.
Both crusts and basement rocks were collected from 32
sampling stations using point-dredging technique which makes
sampling within 100-200 m range from ship position. Preliminary
results show that crusts occurrences are better in areas above
2,000 m water depth. For the environmental study, we collected
bottom sediments using a piston corer from 4 stations and
recovered 5.29 m cores, and we also collected water column data
and samples using CTD from 5 stations.
According to chemical analysis of the crust samples, major metal
contents, including Mn(20~22%), Fe(13~15%), Co (0.6~0.8%),
and Ni (0.4~0.5%), show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explored seamounts. Thickness of the crust dramatically decrease
where water depth is greater than 2000 m. Growth rate of the
crust is calculated as 1.5 to 2.5 mm/Ma by Co-method. Analysed
chemical data, combined together with geophysical inforamtion,
will be used to estimate resource potential for each surveyed
seamounts.

2002년 망간각 탐사팀

Exploration for Manganese Crusts in the Southwestern Pacific

남서태평양 망간각 탐사 및 개발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본

연구사업은 우리나라와 지역적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남서태평양 지역을 대상으
로 이곳에 부존된 미래 금속자원의 일종인 해저 망간각의 분포지를 밝혀내기 위한 것

으로 1999년부터 단계별로 지역과 범위를 선정하여 탐사를 수행해오고 있다. 망간각은 일반
적으로 해저산의 사면에 피복되어 분포하고 있다. 남서태평양 해역의 70% 이상은 이곳에 위
치한 도서국가들의 배타적경제수역 (EEZ)에 포함되며, 따라서 망간각이 분포하는 해저산들
은 이들 도서국가의 EEZ 또는 인접한 공해지역에 위치한다.
이번에 수행된 탐사지역은 지난 2001년도에 지구물리탐사가 수행된 마샬제도 북부 공해상
에 위치하는 6개 해저산 (OSM3, OSM4, OSM5-1, OSM5-2, OSM6-1, OSM6-2)으로 지
난해의 탐사결과를 통해 추론된 망간각 예상분포지역을 중심으로 망간각과 기반암 시료를 드
렛지를 이용하여 획득하였으며, 해저산의 정상과 해저산 사이의 심해평원에 분포하는 퇴적층
시료를 피스톤코아를 사용하여 획득하였다. 이와 함께 해저산분포지역의 광역 수층자료를 얻
기위하여 일부 정점에서 CTD 자료를 획득하고 수층 시료를 채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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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된 망간각 시료 및 단면사진

해저산의 정밀수심도

망간각 시료 채취용 dredge

이번에 수행된 탐사 결과를 종합하면, 우선 드렛지

금년 탐사를 통해 채취된 시료의 분석 결과 주요 금

를 통해 6개 해저산 32 정점에서 총 3,836kg의 망

속 원소 함량은 해저산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간각 및 기반암 시료를 채취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대체로 Mn 20~22%, Fe 13~15%, Co 0.6~0.8%,

기존에 수 km에 걸쳐 운영하던 line dredge 방식이

Ni 0.4~0.5%의 범위를 나타낸다. 또한 수심별 망간

아닌 드렛지가 해저면에 착지한 지점에서 100-200

각 채취를 통해 수심 약 2,000 m를 기준으로 이보다

m이내 지역을 드렛지하는 point dredge 방법을 사

깊은 사면에서는 망간각의 두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용하여 시료 채취 위치를 이전에 비해 정확하게 알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Co 함량에 의해

수 있었으며, 해저산 사면의 수심별로 시료채취가 가

계산된 망간각의 성장률은 약 1.5~2.5 mm/Ma인 것

능하였다. 이를 통해 망간각의 산출상태는 대부분 수

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탐사 자료와 함

심 2,000m 이하의 구간에서 더 양호함을 파악할 수

께 향후 대상 해저산의 망간각 자원 잠재력 평가에 적

있었다. 조사 해역의 퇴적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퇴적

용될 것이다. 더불어 망간각, 퇴적물, 수층시료의 분

물 시료는 피스톤코아를 통해 획득하였으며, 4 정점

석을 통해 이들 해저산이 분포하는 지역의 고해양학

에서 5.29m 길이의 주상 퇴적물을 획득하였다. 또한

환경의 해석 연구가 병행될 예정이다.

5개 정점에서 CTD를 수행하고 수층 시료를 채취하
여 탐사지역 해수의 지화학적 환경특성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해양자원연구본부 문 재 운
T. 031-400-6360, E-mail : jwmoon@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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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present study on the various substitute energy sources,
specifically ocean and wind energy sources of the South Pacific

Region, Chuuk Lagoon, Chuuk,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is
divided into 3 stages. The first stage focuses on the baseline studies
of local environment and ecology, feasibility of potential wave,
current and wind energy development site, and survey of bottom
bathymetry of the area. The second and third stages will continue
with environment and ecological study of the area to compile
baseline data for future impact assessment of the possible substitute
energy development, to find the best locations for pilot operation of
current/wave/wind energy development, to design and develop
efficient and appropriate power generator for the area, and to carry
out pilo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power generation from
the ocean and wind. In 2002, the first baseline study of the local
lagoon area was carried out for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study
of the Chuuk Lagoon, bathymetric survey, current measurements,
and setting up of a continuous wind monitoring station. For
environment and ecological study, plankton nets were used to
collect phytoplankton and zooplankton, Niskin bottles were used to
collect the seawater, CTD with Fluorescence sensor were used to
collect physical parameters, and other equipments such as
photometer, GPS, Secchi disk, etc. were used for various
measurements. The first bathymetric survey was carried out using
Dual Frequency Acoustic Instrument (Reson, Navisound 215) and
Bathymetric Sonar system (Sea, Submetrix 2000). Currents were
measured with a portable current meter (Doppler Current Sensor
3900R, Aandera Instrument) and a wind monitoring station was
constructed for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winds at the Korea·
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Because of limited support
and facility, the whole study was carried out in difficult environment
and most of ecological study in manual mode.

Investigation on the Various Substitute Energy Sources and Their Potential
in the South Pacific Area

남태평양에서의 해양 및 대체에너지 잠재력 조사연구
사업구분 : 기본연구사업 위탁처 : 한국해양연구원

해

양은 조석, 해류, 파랑, 온도차, 해상풍, 태양열 등 청정하며 재생 가능한 대체에너지원
을 가지고 있다.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

한 노력은 지역별 특징인 자연조건으로부터 최대한의 환경친화적 비고갈성 청정에너지를 추출
하는 복합해양대체에너지 이용시스템 개발을 필요로 한다.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해양대체에너
지의 발전 비용은 원자력 또는 화력 발전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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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및 물리조사 정점도
Sampling and survey stations for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study

기초환경생태조사
A local boat loaded with equipment and instrument is ready to
leave the Korea·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for
baselin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study
of the Chuuk Lagoon

측심조사도
Bathymetric survey areas

수심측량조사
A local boat equipped with bathymetry survey instruments is
carefully sailing through coral area embarking on the first
bathymetric survey of the Chuuk Lagoon

너지 전환 효율의 향상과 복합 시스템화하는 기술의 개
발 및 실용화 연구가 필요하다.

2002년도에 시작된 이 연구는 3단계로 나뉘어져 있
는데 2002년에는 그 첫단계로 관련조건 및 기초환경

현재 해양대체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다음 단계들로는

에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 남태평양 지역

지속적인 환경조사와 현장 복합이용시스템 타당성 평

이다. 우리나라가 이 지역에서 해양산업 발전과 국가

가 및 현장실험용 시작품 설계, 개발·설치 그리고 운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해양대체에너지 자원의 취득기

영·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2002년도에는 남태평양

술 개발 및 실용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태평양

에 위치한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 축주의 웨노섬 주위

의 특성에 적합한 복합해양대체에너지 이용시스템을

의 축라군내에서 기초환경조사, 수심측량, 유속관측 등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남태평양기지 운영과 해양연구

이 수행되었으며 풍력측정기기가 설치되어 풍력을 측

의 기반을 확보하고 향후 국내관련 산업의 진출을 유도

정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생태조사는 플랑크톤 네트를 사용하여 식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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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관측 포인트
current measurement stations

뜨거운 남태평양 태양 아래서의 고정유속관측을 기록하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
Data receiving lap-top computer under the hot sun of South Pacific

랑크톤 및 동물플랑
크톤을 채집하였으
며, 해수는 Niskin
bottle을 사용하여
채수하였고 해수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
하 기

위 하 여

Fluorescence
sensor가 달려있는
CTD, photometer,
GPS, Secchi disk

풍력측정기
wind monitoring weather station

풍력모니터링 데이터를 표시하고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
automated wind data receiving station

등이 사용되었다. 기
타 물리적 환경요소도 측정되었으며 선박 등 빈약한 조

유속 약 3노트를 기록하여 강한 해류가 발생되고 있

사환경조건에 따라 모든 조사활동이 수작업으로 수행

음을 확인하였으나, 조석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판

되었다.

단되었으며, 관측기간의 조석이 평균조 정도에 해당

수심측량은 Dual Frequency 음향기기(Reson,

되므로 정확한 부존량 파악과 조류발전 가능성 검토

Navisound 215) 및 bathymetric Sonar 시스템

를 위해서는 약 1개월 이상의 장기 정점관측이 필요하

(Sea. Submetrix 2000)을 이용하여 축 지역 라군내

다고 판단되어 다음단계에서 장기 정점관측을 하기로

의 해저지형 및 영상 모자이크를 조사하였으며 라군내

하였다.

지역에는 많은 산호가 서식하고 있음에 따라 조사형태
를 수정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풍력측정타워를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의
건물옥상에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유속관측은 관측기기(Doppler Current Sensor
3900R, Aandera Instrument)가 사용되었는데 2
개 정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정점 Pt 1.에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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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000, KORDI initiated a new program, named
'Deayang (large open ocean in Korean) Project', to

investigate the western Pacific and Philippine Sea. The
program has been an effort by KORDI to establish itself
in the international marine scientific community where it
seeks to play a greater role. This year, the program
continued a multidisciplinary study of the western Pacific
including the northern marginal seas of Papua New
Guinea and the Sorol Trough. Scientists from various
disciplines joined the third year cruise onboard R/V
Onnuri which sets sail from Rabaul in Papua New Guinea
to Changmok Station in Korea. During the cruise,
scientists conducted a series of physical, biological,
chemical and geophysical sampling to understand various
oceanographic phenomena. Especially, detailed
geophysical surveys using seismic, gravity and magnetic
systems were conducted on Lihir Island area,
PACMANUS, Western Bismarck Sea and Sorol Trough to
reveal precise geological and geophysical structure.

그림 1. 선상자력계 자료와 심해견인용 해저면
근접 자력계 자료 비교

Multidisciplinary Investigation of the Western Pacific

서태평양 종합대양연구
사업구분 : 기본연구사업 위탁처 : 한국해양연구원

한

국해양연구원의 대양연구 확충을 위한 선도 연구과제로서 2년간에 걸쳐 필리핀 해역에 대
해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던 대양연구사업은 2002년 그 영역을 남서태평양의 파푸아뉴

기니아 해역, 적도해역 및 Sorol Trough 해역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의 탐사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는데, 1차 대양 탐사
는 2002년 8월 25일 파푸아뉴기니아 라바울을 출발, 파푸아뉴기니아 해역에 대해 약 2주간의 탐
사를 수행한 후 9월 7일 마당에 입항하였으며, 2차 대양 탐사는 연구원을 교체하고 9월 9일 마당을
출발, 적도 지역과 Sorol Trough를 거쳐 약 2주간의 탐사 후 9월 25일 거제도 장목으로 입항하였
다. 이와 아울러 호주, 독일, 미국의 서태평양 해양탐사에 연구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국제 공동연
구의 범위를 크게 확장하였다.
탐사 기간 중, 지구물리, 해양물리, 해양생물, 해양화학에 걸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연
구가 수행되었으며 그 목적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구물리 연구에서는 지각운동을 반영하고 있는 지질구조와 열수작용의 광역적인 분포를 파악하
기 위해 파푸아뉴기니아 주변의 3개 해역과 서태평양의 Sorol Trough에 대해 탄성파, 천부 지층
(SBP), 중력 및 자력 탐사를 수행하였다.
파푸아뉴기니아 주변의 조사해역은 (1) 대규모의 금광상이 발견된 Lihir 섬 주변, (2) 활발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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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해저 열수구주변의 탄성파 단면도

그림 3. 적도 서태평양 상층 관입구조의
동서방향 상관성을 보여주는
염분이상치(a) 및 수온수직분포도(b).

수작용이 확인되었고 ODP Leg 193 시추가 수행된

그림 4. 필리핀해에 투하한 중층부이의 이동궤적.
최초 투하위치로부터 평균적으로 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획득되었다.

바 있는 PACMANUS 해역 및 (3) 화산활동이 활발
한 화산섬들이 분포하고 있는 서 비스마르크해
(Western Bismarck Sea)이다. Lihir 섬 주변은 유

본 탐사에서는 적도해역 상층의 해수 특성 관입 구

용광물자원 확인을 위하여 독일과 공동으로 ODP를

조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와 함께 기존 자료를 분석하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시추예정 위치의 지질 구조를

여 적도 서태평양 상층의 관입 구조가 남북방향의 상

상세히 밝히기 위한 정밀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였다.

관성뿐만 아니라 동서방향의 상관성도 수백 km임을

또한 인근 Manus 해구까지 측선을 확장, 태평양 판

확인하였다(그림 3). 또한 전 항해 기간 중 ADCP와

의 섭입구조를 조사하였다. PACMAMUS 해역에서

TSG 관측을 수행하였다. 필리핀해 중층 순환 자료 획

는 열수 작용에 의한 암체의 자기적 특성 변화를 연구

득을 목표로 2차년도(2001년)에 투하한 2대의 중층부

하기 위해 심해견인 해저면 근접(Deep-towed) 자력

이로부터 자료를 계속 전송 받아 18개월 동안 평균적

탐사를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심부구조를 파악하기 위

으로 북향의 중층 흐름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

해 탄성파 자료를 획득하였다. 조사 결과 열수작용이

보하였다(그림 4). 한편, 향후 해양대순환모델 제시를

암체의 자기적 특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그림 1)

목적으로 한 순환모델 연구에서는 모델 개선을 위한

과 열수형성 및 분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질

실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구조가 밝혀졌다(그림 2). 서 비스마르크해에는 남·
북 Bismarck 소판의 경계면에서 변환 단층 및 확장

86

구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1) 해양 미생물 연구

구조가 밝혀지지 않았다. 탄성파, 중력 및 자력 탐사

해양 미생물 연구는 심해저 환경에서의 미생물다양

결과 이 지역의 지질구조 해석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성을 해석하고, 해양극한미생물을 분리하여,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유전자원을 확보하고자하는 목적 하에 진행되었다.

Sorol Trough는 캐롤라인 판과 태평양 판 사이 경

우선 2001년도 탐사지역인 Ayu Trough에서 채취된

계로서 두 지판의 상대 운동과 경계면에서의 구조가

심해 퇴적물에서 55℃에서 자라는 고온성 세균 21주

관심을 끄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대한 지구물리 탐사

를 분리하여, RFLP type이 다른 10종의 균주에 대해

결과 지판의 경계면의 구조와 판의 이동양상을 해석

16S rDNA 염기서열을 결정, 계통학적 분석을 실시하

그림 6. 조사측선에 따른 해수표층의 pCO2의 변화

역별 종 조성과 출현량 분포를 연구하기 위해 실시되
었다. 그 결과 대륙붕과 천해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중층성 어류와 대마난류를 타고 회유하는 표층 회유
성 어류가 우점하였으며, 출현종은 110여종으로 나타
났다.

2002년 9월 7일부터 9월 25일 동안 서태평양의 남
위 5。
에서 북위 32。
에 이르는 지역에서 대기와 해양
표층의 이산화탄소 분압(pCO2)을 비롯한 수온, 염분,
엽록소, 영양염을 측정하였다. 대기 pCO2의 경우는
약 370 ~ 390μ
mol/mol 의 비교적 균일한 분포를 보
그림 5. Phlyogenetic tree based on 16S rDNA sequences showing
the positions of isolated strains in genus Bacillus and some
other taxa. The scale bar represents 0.01 substitutions per
nucleotide position. Bootstrap values (expressed as
percentage of 1000 replications) greater than 50% are
shown at the branch points.

이는 반면, 표층해수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360~410
μ
mol/mol 사이의 큰 변화를 보였다(그림 6). 남위 5。
에서 북위 3。
사이의 적도해역에서는 표층해양의
pCO2 가 대기와 비슷하거나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였다. 분리된 균주들은 Bacillus속과 Brevibacillus

적도부근에서 약 400μ
mol/mol 이상의 높은 농도를

속에 포함되었으며, TM20006, TM20021,

나타내었다. 표층해수의 pCO2분포는 전반적으로 수

TM20003, TM20001, TM20008는 데이터베이스

온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생물생산이 높은 곳

상의 알려진 균주와 염기서열 유사도가 97% 미만을

에서는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조사에서 측

나타내어 새로운 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정된 대기와 해양의 pCO2 농도는 8년 전에 비해 약

다(그림 5). 2002년에는 파푸아뉴기니의 열수 분출지

30 μ
mol/mol이 증가하였다. 조사기간동안 북서태평

역인 PACMANUS 해역에서 채취된 퇴적물로부터

양에서는 적도해역과 북위 15。
~28。
해역에서는 해양

90。
에서 성장 가능한 초고온성 고세균의 분리, 배양

에서 대기로 CO2의 방출이 일어났으며, 북위 5。
∼10。

에 성공하여 균주의 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해역과 일본근해에서는 대기에서 해양으로 CO2의 유
입이 일어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2) 어란 자치어 연구
2002년도 어란 및 자치어 분야 대양조사는 쿠로시
오난류수역과 대마난류수역을 중심으로 자치어의 해

해양자원연구본부 이 상 묵
T. 031-400-6363, E-mail : smle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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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ern part of the Antarctic Peninsula, where the King Sejong Station is located,
includes a series of distinctive tectonic divisions such as trench, island arc, back-arc

basin and fracture zone, forming South Shetland arc-trench system. Geologic evolution of
the region has also been strongly affected by climatic changes associated with volume
changes of glaciers and thereby sea level fluctuations. The region therefore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to investigate complex interplay between tectonic and climatic
controls on geologic processes. The present study has been launched since 2001 as a
basic research programme for revealing evolution history of the trench-arc system of
South Shetland Islands through geologic times. In 2002, the second year of the
programme, it focused on the Phoenix Ridge in Drake Passage and its roles and affections
in regional tectonic framework.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listed below.
Tectonic movements at the late stage of the Phoenix Ridge evolution have been
reconstructed from the magnetic data of the ridge. The Phoenix Ridge (P3) underwent
voluminous magma eruptions at about 5.5 Ma when the ridge collided with trench from
southwest of the Hero Fracture Zone, resulting in the present flanks that form
topographic highs. Thereafter, the ridge went through tectonic extensions with dormant
magmatism. At about 2.5 Ma, residual magma finally erupted, forming a high seamount
along the extensional axis and then magmatism has ceased. Together with a cessation of
ridge spreading due to a decrease in magma supplies from mantle, the ridge-trench
collision has profoundly changed the dynamics of the Phoenix Ridge to be extinct.
K-Ar age datings have been performed for rock samples retrieved from a submarine
volcano at the axis of extension of the Phoenix Ridge. Basalt samples PR2 and PR3
obtained at water depths of 1,000 m and 800 m, respectively, are dated at 2.6-2.2 Ma
and 1.6-1.5 Ma, respectively. Progressive younging toward the apex of the volcano
suggests growth of the volcano mainly through eruptions in the central vent. The age of
sample PR3 from the volcano apex indicates the extinction time of volcanic activity. It is
concluded that the volcano had been active at least for 150 m.y. since the cessation of
spreading of the Phoenix Ridge at about 3.3 Ma.
Trace element and isotopic compositions of the volcanic rocks in the volcanic islands
and seamounts in the Bransfield Strait indicate an arc-type basaltic affinity as well as
backarc-type basaltic province. It is thought that the underlying mantle has been changed
in composition from an arc type at the early stage of formation of the Bransfield Strait to
a backarc type through time.
Geological and Quaternary morphological maps of the Barton Peninsula, King George
island, have been published, being complied of all the geological data obtain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 Sejong Station. The two maps are the most prominent and
succinct summaries of the geology around the station and will be used as an essential
guide for the geological researches in the land.

Geological Environment and Processes of Antarctica

남극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환경특성 연구
사업구분 : 기본연구사업 위탁처 : 한국해양연구원

세

종기지가 위치한 남극반도 북부지역은 해구, 호상열도, 배호분지 및 파쇄대 등이 공존하여
활동성 해구-열도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지질 및 지구조 환경을 이룬다. 이외에도 기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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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ectonic reconstruction of Phoenix Ridge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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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athymetry of Phoenix Ridge (P3) Segment
obtained using Simrad Seabeam 2000.

화에 따른 빙하의 증감과 이에 수반된 해수면 변동으

그마 활동이 적은 지구조 확장시기를 거치게 되었고,

로 여러 가지 지질 결정 요인이 중첩되어 지구상에서

약 2.5 Ma 경에 잔여 마그마의 분출로 확장축 중앙에

유래가 없는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활동성

높은 해저산을 형성하면서 활동을 멈추었다. 피닉스

지구조 환경인 남쉐틀랜드 해구-열도 시스템이 지질

해령은 맨틀 물질의 공급이 줄어들어 해저 확장의 원

시대를 통해 어떻게 진화하여 왔는지를 밝히는데 근본

동력이 상실되었고, 이후 해구와 해령의 충돌에 의한

목적을 두고 2001년부터 기본연구사업으로 시작되었

지구조 운동력의 변화로 해령구조가 급격히 변화함에

다. 2차년도인 2002년에는 드레이크해협의 피닉스 해

따라 사멸하게 되었다.

령의 역할과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하

피닉스 해령 확장축에 발달하는 해저화산에서 채취

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연구 내용과 결

한 암석에 대해 K-Ar 연대측정을 실시하였다. 연대측

과는 다음과 같다.

정 결과 수심 1000 m의 PR2 현무암은 2.6-2.2 Ma

피닉스 해령에서 획득된 자력탐사 자료로부터 피닉

그리고 수심 800 m의 PR3 현무암은 1.6-1.5 Ma의

스 해령 활동 말기의 지구조 운동을 재구성하였다 (그

연대를 보인다(표 1, 그림 2). 해저 화산체의 상부로 갈

림 1). 피닉스 해령(P3)은 약 5.5 Ma에 히어로 파쇄대

수록 연대가 젊어지는 것은 중심분화를 통해 화산체가

의 남서쪽에 있었던 해령이 해구와 충돌하는 시기에

성장했음을 지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 화산체

막대한 양의 마그마 분출로 현재의 높은 지형을 이루

의 최정상부에서 채취한 PR3 현무암의 연령(1.6-1.5

고 있는 해령의 플랭크를 형성하였다. 이후 해령은 마

Ma)은 화산활동의 종결시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

그림 3. Geological map of Barton Peninsula,
King George Island, Antarctica

그림 4. Geomorphological map of Barton Peninsula,
King George Island, Antarctica

표 1. Analytical results of K-Ar ages for Phoenix Ridge (P3) Seamount basalts

PR2-1

PR2-2

PR2-4

PR3-1

PR3-3

PR3-6

sample wt.(g)
K conc(wt.%)
36
Ar(E-10cc/g)

0.2140
0.95
3.34

0.2309
0.85
4.00

0.2139
0.79
3.20

0.1997
1.21
2.17

0.2179
1.29
2.95

0.1994
1.32
3.29

Arrad(E-8cc/g)
Error
Atm.40Ar(%)
Age(Ma)
Error

9.34
0.52
51.5
2.53
0.16

7.23
0.43
62.1
2.19
0.15

7.97
0.49
54.5
2.58
0.18

6.89
0.48
48.3
1.47
0.11

7.97
0.50
52.4
1.55
0.11

7.41
0.48
56.7
1.45
0.10

40

다. 따라서 피닉스해령 확장축에 발달하는 이 해저화산
은 피닉스해령이 확장을 멈춘 후(약 3.3 Ma), 적어도
150만년이상 활동한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세종기지 설립 이후 계속된 연구를 종합하
여 킹조지섬 바톤반도의 지질도(그림 3)과 제4기 지형

브랜스필드 해협의 화산섬과 해저화산의 화산암류

도(그림 4)를 완성하여 발간하였다. 두 지도는 세종기

에 대한 미량원소 및 동위원소 분석에 따르면, 화산암

지가 설립된 이후 계속된 연구의 결정체이며, 앞으로

류는 배호분지 현무암의 특징과 더불어 호상열도 현무

의 남극 육상 지질 연구에 방향을 제시하는 좌표로 이

암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다. 브랜스필드 해협의 형성

용될 것이다.

초기에 맨틀은 섭입 환경을 나타내는 호상열도 맨들의
성질이 강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상열도 맨틀
의 성질은 약화되고 배호분지 맨틀로 전이되었을 것으

극지연구본부 최 문 영
T. 031-400-6414, E-mail : mycho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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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calls for regular and effective monitoring to allow assessment of

the impacts of on-going human activities on the Antarctic
environment and associated ecosystems (Article 3.2d). The goals of
monitoring should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verification of
predicted impacts and early detection of unforseen effects (Article
3.2e) in an effort to protect and preserve the values of the Antarctic
as resources for the future of mankind and also as an area for
scientific research essential to understanding the global environment.
Objectives for 2002 study are to: 1) establish basis on consistent
baseline survey for long-term monitoring of environmental change; 2)
reconstruct monitoring items and systematic data gathering in timeseries (monitoring on terrestrial and marine environments, monitoring
on biological environment, monitoring on atmospheric environment);
and 3) develop indicators to perceive and predict the environmental
change. The sampling strategy for monitering study combines
seasonal time series data from the nearshore King Sejong Station with
annual cruises covering a regional grid along the Marian Cove and
Maxwell Bay. A key objective of this sampling is long-term, integrated
studies on ecological processes of the marine and terrestrial ecology.
During this period each component was assisted in meeting the data
policy requirement and continued to build our long-term data legacy.
All components participated in the monitoring study which included the
following objectives: (1) To document the spatial and temporal variability
in nearshore region in order to distinguish among trends, cycles and
natural variability in the ecosystem. (2) To continue a study of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spatial patterns observed in the ecosystem and the
space/time variability of these factors over the study region. (3) To
conduct experiments to understand the mechanisms underlying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is marine and terrestrial ecosystem.

Monitoring on Environmental Changes in King Sejong Station, the Antarctic

남극 세종기지 주변 환경변화 모니터링
사업구분 : 기본연구사업 위탁처 : 한국해양연구원

남

극은 인류에게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로 지구상 유일하게 파괴되지 않은 원시적 자연환
경을 보전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자연과학 실험장이자 자원의 보고이다. 그러나 최근

남극에 대한 세계 각 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극에서의 연구활동, 기지운영, 관광
등의 인간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물리적 파괴와 유류 및 독성
물질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빈번해 지고 있다. 이에 미래의 인류복지를 위한 서식생물의
보호와 환경 보존을 위한 관리의 차원에서 남극에서 인간활동의 영향에 대한 신속한 감지와 평
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1998년 1월 14일 남극조약환경보호의정서 (Protocol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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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기지 주변 육상 식생의 분포도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행하고 있다. 한편, 다른 나라와의 자료 및 정보교환,

Treaty)가 발효됨에 따라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그리고 공동연구추진 등을 통해 비용의 절감과 효율적

(ATCP)인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지

연구수행을 추구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과 연구방법도

운영과 기타 인간활동으로 인한 환경모니터링과 관련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연구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세종기지에서의 모니터링은 아직 제한된 항목에 국한

남극조약에서는 각 국의 모니터링계획 수립시

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의정서의 의무조항을 충실히 이

COMNAP(국가남극프로그램운영자회의)과

행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환경보호의정서 발

SCAR(남극과학위원회)가 1996년 6월 발간한 '남극에

효후 남극조약체제내에 발족된 환경보호위원회

서의 과학 활동 및 기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

(Committe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EP)

한 모니터링 (Monitoring of Environmental

는 의정서에 의거 더욱 더 강경한 모니터링을 요구해

Impacts from Science and Operations in

나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니터링

Antarctica)'이라는 지침서를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

에 앞으로 계속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나가야 할 것이

다. 이 지침서에는 모니터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

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식과 아울러

항 (선박에 의한 보급, 육상 교통, 발전, 유류 유출, 쓰

재정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레기소각, 오폐수 방류, 연구활동 등) 등의 내용이 수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의정서 발효에 대비 세종기

록되어 있는데, 1996년에 시작된 세종기지에서의 모

지운영과 관련한 모니터링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

니터링은 이 지침서에 의해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매

에 착수해 왔으며, 기지부근 육상, 대기, 해양환경변화

년 실행해오고 있다. 이어서 남극환경모니터링의 구체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

적이고 표준화된 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발실적은 1) 기지부근 육상 및 해양환경에 대한 기초

2000년 5월 COMNAP과 SCAR이 '남극환경모니터

조사로 기지부근 해역 마리안소만의 수심도와 바튼반

링 지침서 (Antarctic Environmental Monitoring

도 지형도 작성, 2) 기지부근 인근해역 표층 해수 특성

Handbook)'을 공동 발간하고 9월에 제12차 특별남극

및 식물플랑크톤 군집 변동에 대한 정규모니터링

조약협의당사국회의 (SATCM)에서 승인됨에 따라,

(19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측정된 표층해수 관측 자료

세종기지에서의 모니터링도 세부 사항을 조정하여 시

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기지 주변 기상과 해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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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기지 앞 마리안 소만에서 측정된 클로로필 농도 변화 양상

세종기지 앞 해양 저서생물 군집구조 변화양상 연구

과 표층 해수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의 결과로 일어난 주변 환경이나 생물군집에 대한 영

활용할 수 있는 DB화가 이루어져 있음), 3) 환경모니

향에 대한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추고 수행되었다. 물

터링 지표종 선정을 위한 기초 생태조사 - 해양 및 육

리화학적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1) 기지 건축,

상 주요생물종에 대한 생태파악 (지표종인 큰띠조개의

도로건설 등으로 인한 지형 변화, 소음 발생, 발전 및

생식소의 성숙정도 및 크기, 산란단계 등의 생식특성

차량 운행, 쓰레기 소각 등에 따른 오염 물질 방출로

을 지수화, 정량화 할 수 있는 방법론 확립), 4) 선정된

인한 토양, 대기 및 오염, 오배수 방출에 따른 해수의

지표종과 서식지 환경에 대한 오염물질 기저값 연구조

부영양화 등 환경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감시하는 것이

사 (기지주변 토양의 미량원소 함량을 파악, 기초 해양

며 2) 화석 연료사용이나 고형 쓰레기 소각으로 유출

환경특성 파악 (해수 식물플랑크톤, 영양염, 중금속 및

로 인한 눈이나 빙하 오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SO2,

미량 원소 농도), 기지주변 육상 및 해양오염평가를 위

NOx, CO, dust, particles 함량 분석 3) 오배수 방

한 지표종 (지의류, 남극큰띠조개, 삿갓조개)을 개발했

출, 유류 유출로 인한 토양 또는 해저퇴적물의 오염 측

으며, 이 지표종들의 체내중금속농도에 대한 기초자료

정을 위한 TOC, heavy metals, PAH 함량 분석 4)

획득), 5) 기지부근 해역 표층 및 저서 생물군집구조

생활하수 방출로 인한 해수 부영양화 측정을 위한 해

변화에 대한 장기적 모니터링 체계 수립 (해양저서생

수 성분 분석 5) 기지 증개축,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

물군집에 대한 수중촬영과 영상분석법으로 주요 생물

증가 등으로 인한 주변 지형 변화 측정을 위한 기지 주

종들의 수심별 분포밀도에 대한 정량화방법 개발), 6)

변 지형에 대한 정기적 항공 촬영등이 이루어졌다.

오염물질 노출여부를 신속하기 감지하고, 생물군집 크

생물학적 변화 모니터링(Impact에 대한 모니터링)

기의 변화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생화학적, 세포조직학

은 환경의 물리화학적 변화의 결과로 생물군집에 일어

적 지수 개발 연구 추진 등이 이루어 졌다.

나는 변화를 감시하는 것으로 비행기소음으로 인한 헬

2002년도 모니터링 연구는 남극조약 지침에 따라

기착륙장 주변 스쿠아 번식율 감소, 소각로 주변 토양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인간의 출현으로 유발되는

오염과 육상생태계 변화, 인근해로의 오배출과 대기오

모든 event나 process (기지 운영, 수송, 연구 활동)

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해수오염 및 주요 생물종 밀도

세종기지 앞 마리안소만에서 측정된 해수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연간 변화 양상

감소 등 해양생태계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그 내용으

자율적으로 하였다. 그 동안 각자 관심분야에 따라 수

로 1) 개체수준연구: 오염물질 농축 및 생물반응 연구

행해 오던 모니터링 연구를 통합하여 공통의 모니터링

2) 적합한 지표종: 해양 저서무척추동물 (infauna,

조사정점이나 항목을 정해 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epifauna), 저서성어류 (예-남극대구), 담수(lake,

상호 연계적인 틀 안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

stream)조류 및 박테리아, 지의류. 식물플랑크톤 3)

로 하였다. 보다 짜임새 있고 중장기적인 틀 안에서 비

군집수준: 생물(펭귄, 물개, 지의류, 해양저서동물군

교가 가능한 수년의 자료 확보에 중점을 두며, 당해연

집) 분포양상, 밀도 변화 등이 생물학적 모니터링 연구

도 자료의 지속적인 확보와 과거 자료 해석에 우선적

로 수행되었다.

으로 연구 투입하였다. 그간 자료들을 외부 전문가들

2002년도 남극 모니터링 사업은 남극환경보호의정

에게 할애하고, 분석케 하여 지난 15년간의 연구결과

서 의무 이행을 위한 환경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에 중

를 제시하게 하는 것이 우선으로 하였으며, 현장 관측

점을 두었다. 즉, 세종기지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및 시료 채집은 남극 하계기간 동안 분야별 전문가를

환경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정기적인 관측과 관련 모

세종기지에 파견, 현장조사와 시료를 채집하며, 기상

니터링 연구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한가지 연

상태가 혹독하고 야외활동이 어려운 남극의 동계절 동

구 주제를 최소 5년에서 10년간 지속시킬 수 있는 것

안에는 월동대원에 의해 해수 환경 특성 관측과 지표

으로 연구를 집중하였다. 이때, 연구 중간에 연구 파라

생물종을 채집 하였다.

미터 또는 지역을 바꾸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연
구 주제의 변경은 기존의 연구를 지속시키는 것을 기
본으로 하여 연구 파라미터 또는 연구 지역의 추가는

극지연구본부 강 성 호
T. 031-400-6429, E-mail : shkang@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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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arctica is a key place to study continental fragmentation and
earth climate change. Antarctic Marine Geological Survey Project

(AMGSP) carried out since 1994 aims to evaluate geological structure,
marginal process, sedimentary basin formation and paleo-environment
in Antarctic continental margin. In '02 AMGSP, we analyzed and
interpreted a total of 580.3 L-km seismic data and magnetic data and
3 core samples at the northern part of Powell Basin in Weddel Sea,
Antarctica, obtained in Dec. 2001. Newly collected marine geological
data in Powell Basin Ⅲ area in 2002 will be analysed and reported in
next year.

그림 1. 남극 웨델해 포웰분지 북서해역의 퇴적층후도
남스코시아해령에 이르러 2000 m에 달하는 두꺼운 퇴적층을 형성하며, 남스코시아
해령 북쪽해령에는 정상부에도 500 m에 달하는 퇴적기원의 층리 발달한다.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경계부를 이루는 해령 남쪽지역부터는 1500 m 이상의
두꺼운 퇴적층이 집적되어 있다.

Antarctic Marine Geological Survey Project

남극 해저지질 조사사업
사업구분 : 해양수산개발연구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해

양수산부 출연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남극 해저지질 조사사업"의 제 3단계 3차
년도(총 9년차) 사업으로, 최종목표는 남극에 부존하는 막대한 해저자원 중 가까운 장

래에 개발 가능한 해저 에너지 자원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대륙붕, 대륙
사면 및 퇴적분지를 대상으로, 조사지역의 지질 및 지체구조를 규명하며, 퇴적분지의 성인과
분포, 발달사를 밝힘으로써 에너지자원의 부존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남극 개발시점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자원개발 기득권을 확보하는 근거자료로 제시하며, 향후 개발 가능지역을
선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함에 있다.
2002년도 수행결과로, 이미 전년도에 획득(2001/12)한 남극 웨델해 포월분지 북부 Ⅱ지역에서
의 총 580.3 L-km의 탄성파 탐사자료, 해상자력 탐사자료와 3 개 정점에서의 표층퇴적물 시추코
아 시료에 대한 전산처리와 분석·해석이 실시되었다. 최종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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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탄성파 단면도와 해저지층 구조 해석도 (탐사측선 KSL01-03)
남스코시아해령의 남쪽해령은 기반암(R1)과 퇴적층(R2)으로
구성되며, 대륙과 해양지각의 경계부에는 상대적으로 좁은 주향
이동단층 파쇄대가 나타난다. 포웰분지에 분포하는 1500 m
이상의 퇴적층은 크게 2개층 (PS1, PS2)으로 구분된다.

그림 3. 탄성파 단면도와 해저지층 구조 해석도 (탐사측선 KSL01-05)
남스코시아해령 남쪽해령은 퇴적층(R2)와 기반암(R1)으로 구성
되며, 남쪽 사면에는 사태에 의한 쇄설성 퇴적층(SS2, SS1)이
존재하고, 확장 주향이동단층 운동에 의해, 넓은 지역에 걸쳐
많은 단층과 복잡한 지구조를 갖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경계부가 존재한다. 포웰분지 퇴적층은 1500 m 이상의 두께를
가지며 2 개 층(PS1, PS2)으로 구분된다.

포한다.
○ 남스코시아 해령은 남과 북을 경계로 스코시아분
지와 포웰분지의 경계면에서 주향이동 단층대가
발달하며, 특히 포웰분지 북서쪽의 경계면에서는
확장력 의해 넓은 지역에 걸친 주향이동 단층대
가 존재한다.
○ 포웰분지내 하부 퇴적층은 복잡한 지구조운동의
영향으로 복잡한 구조인 반면, 상부 퇴적층은 비
그림 4 . 남극 웨델해 포웰분지 북서해역의 Tectonic Map
남스코시아 해령의 남북경계를 따라 주향이동 단층대가
발달되어 있다. 포웰 분지의 확장형태는 북쪽지역에서 확장
해령으로, 남쪽지역에서 확장 지구구조로 나타난다

교적 수평한 층을 형성한다.
○ 조사지역의 퇴적상으로는 빙하기-간빙기의 변동
에 따른 남극 심층수의 영향이 극명하게 반영된

○ 탐사지역은 크게 스코시아해 분지, 남스코시아
해령과 포웰분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스코시아해 분지 : 불완전한 해구(trench) 구조
를 보이고, 2,000 m 이상의 두꺼운 퇴적층이 분
포하며,

퇴적양상을 보이며, 특히 GC01-02에서의 유공
층화석 절대연령 측정결과는 최하부의 연령이 12
만년 정도로 추정된다.
또한 당해년도 현장조사로서 수행된 남극탐사는 남
극 웨델해 포웰분지 북부 Ⅲ지역을대상으로 2002년

- 남스코시아 해령 : 중심부에 1,000 m 내외의 퇴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575.9 L-km의 48

적층이 발달하여 있으며, 남북으로 두 개의 해령

채널 탄성파탐사와 자력탐사가 병행되었으며, 2 개 정

으로 나뉜다. 해령의 정상부에도 500 m 정도의

점에서 해저 표층퇴적물에 대한 중력시추코아, 박스코

퇴적층이 존재한다.

아 및 포토그랩이 실시되었다. 동 자료들은 차기년도

- 포웰 분지 :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변이대(rift

사업에서 처리·해석될 예정이다.

or fracture zone)를 보이며, 분지내 해령에서도
지구(graben) 구조와 해령(rift) 구조가 존재한
다. 평균 1,500 m에 달하는 두꺼운 퇴적층이 분

극지연구본부 남 상 헌
T. 031-400-6411, E-mail : shnam@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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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ar Sciences Laboratory, KORDI has located one FTS in Esrange (68˚
N), Sweden and an another one at Ny-Alesund (79˚N), Svalbard.

Measurements at these two Arctic places are being made in collaboration
with British Antarctic Survey (BAS), who is operating the same instrument
in Halley (75˚S) and Rothera(68˚S) stations in Antarctica, nearly

conjugate points of Ny-Alesund and Esrange, respectively. Utilizing
atmospheric emissions in the infrared (1,000 to 1,700 nm), the
temperature of the Arctic upper atmosphere near 87 km are remotely
sensed and these measurements will be compared to those from Halley
and Rothera in order to assess hemispherical differences in temperature in
the middle atmosphere. Long-term measurements of atmospheric
emission features are planned to reveal th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energy balance and the dynamics behavior (such as gravity waves, tides)
of the lower thermospheric and upper mesospheric region of the
atmosphere.
The investigation of various ice cores recovered in polar regions and on
the plateau of Tibet are being performed, which will provide a wealth of
information about temporal changes in atmosphere cycles of various trace
metals of interest. The comprehensive data to be obtained are crucial to
understand the past natural atmospheric environment and eventually to
evaluate the recent changes due to human activities.
Various Paleozoic alkaline-carbonatite complexes distributed in the Kola
Peninsula, NW Russia, have been investigated for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rare mineral resources (Nb, Ba, Sr, Ta, Th, U, Zr, and REEs).
This study is being carried out in collaboration with Ecole des Mines de
Saint Etienne (France) and Geological Institute of Kola Branch, RAS
(Russia). The ICP-MS, XRF, XRD and SEM are operating for better
극지 빙하시료 채취 현장(중국 Dr. Xiao Cunde)

understanding of occurrence and genesis of rare metals.

Arctic Atmospheric Environment and Mineral Resources Research

북극 대기환경 및 광물자원 연구
사업구분 :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위탁처 : 과학기술부

한

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본부에서는 국가지정연구실 사업 (북극 대기
환경 고층대기 및 광물자원 연구)의 일환으로 스웨덴북극기지인

Esrange(68˚N)와 노르웨이 스발바드섬 Ny-Alesund에 위치한 다
산기지(79˚N)에 고층대기연구용 적외선분광계(Fourier Transform
Spectrometer)를 설치하였다. 설치된 적외선분광계는 고층대기에서
방출되는 대기복사선(Airglow)을 관측하여 고층대기의 온도를 원격탐사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영국남극연구소(BAS)와 공동연구로 진
적외선분광계가 설치된 스웨덴 Esrange기지
관측소의 모습. 빛을 관측하는 광학관측의 특수성으로,
기지에서 떨어진 산정상에 관측소가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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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으며, BAS에서 구입한 동종의 기기가 남극 Rothera기지(68˚S)
와 Halley기지(76˚S)에 설치되어 남·북극 비교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러시아 콜라반도 알칼리암-카보나타이트
복합체 분포도

러시아 콜라반도 Kovdor 철-인회석-금운모-baddeleyite 광산 전경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측이 계획되고 있으며 이는 고

연구를 통해 러시아 콜라반도의 알칼리암-카보나타이

층대기(중간권 및 열권하부)의 에너지수지 및 동역학

트 복합체에 대한 야외지질조사를 수행하고 약 400여

적 특성을 밝혀내는데 일조할 것이다.

점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러시아 콜라반도에는 3억8

지구 대기환경 변화를 복원하여 현재의 대기환경을

천만년전(고생대 데본기)에 관입한 알칼리암-카보나

진단하고 향후의 진행 추세를 예측하기 위하여 남·북

타이트 복합체가 20여개 이상 발달하는데, 이들은 모

극 지역과 중위도의 고원지역에서 시추한 다양한 빙하

두 고품위의 희유금속광상을 동반한다. 현재 이 암체

시료를 확보하였거나 확보 중에 있고 일부 시료는 이

들에서 산출되는 지르코늄 광물 (ZiO2 baddeleyite)

미 분석이 진행 중에 있다. 즉 한-프랑스, 한-중국의

은 러시아 내수 수요량의 100%를 공급해주고 있으며,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한 남극의 빙하시료를 이용

코브도 광상에서만 연간 약 60 만톤 정도를 생산하고

해 전지구적 규모의 대기환경 변화 연구가 진행 중이

있다. 고강도 합금재료, 핵연료봉, 영구자석, 메모리

며, 북반구 아시아 중위도 지역의 대기환경을 집중적

칩, X-선기구등에 이용되는 희유금속광물은 21세기

으로 복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2년 11월에는 티벳

초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고원 해발 6,500미터 지점에서 깊이 110미터의 빙하

있으나, 우리나라는 생산량이 전무해(현재 연간 수입

를 성공적으로 시추하였다. 오늘날의 지구 대기환경은

량 약 3,000억원) 이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지난 수세기 동안 산업화의 지속적인 팽창구조로 인해

절실한 형편이다. 이 연구는 콜라반도에서 채취한 알

급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로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는

칼리암-카보나타이트를 대상으로 희유금속광물의 산

추세이다. 대기환경 변화의 특징은 인간활동으로 배출

출상태와 분포 특성을 규명하고, 정량적인 자원량을

되고 있는 각종 오염물질의 대부분은 대기를 통해 이

평가하여 이들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초

동 확산되기 때문에 대기오염은 이제 국지적 또는 지

자료를 획득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극지연

역적인 문제를 벗어나 전지구적인 차원의 현상으로 진

구본부 내에 첨단 청정실험실을 구비한 유도결합플라

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과제의 일부로서 수행

즈마 질량분석기(ICP-MS)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중인 빙하연구는 과거 수 백년 또는 수 천년 전의 대기

의 X-선 형광분석기, X-선 회절분석기, 주사전자현

환경을 복원함으로서 현재의 대기환경 상태를 정확히

미경 등을 이용해 희유금속광물의 성인 연구를 수행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필수적인 과거 대기환경에 대한

중에 있다.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극권 희유금속광물(Nb, Ba, Sr, Ta, Th, U, Zr,
REE등) 탐사를 위해 한-프랑스, 한-러시아 국제공동

극지연구본부 김 예 동
T. 031-400-6410, E-mail : ydkim@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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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third-year oceanographic research on the Arctic Seas was
conducted in 2002 for the purpose of geo-environmental and

resources related studies in the Arctic Seas. This year’s expedition
carried out the cooperative research cruise in the Barents Sea with
Russian institutes(VNIIO, AARI) from July 12th to 28th. The main
objectives of study are the paleoceanographic information from the
marine sediments, geophysical survey to examine the geological
structures, and understanding the marine ecological structures in
the Arctic Seas.
The results are as follows. Gravity cores of the Barents Sea show
dark gray massive diamicton facies. They were interpreted as
glaciogenic diamicton that represents deposition during the last
glacial period. C/N ratio also implies change in the type of organic
matter and then a drastic change in sedimentary environment due
to climate change.
Side-scan sonar shows pockmarks probably formed by fluid
and/or gas discharge and large-scale marine plant community in
the study area.
The mean phytoplankton chl-a values ranged from 0.29 to
4.02 mg chl a m-3 (mean of 0.91 mg chl a m-3). The nano-sized

phytoflagellates accounted for more than 80% of the total chl a
biomass. Zooplankton community is consisted of eleven species
including five species of copepods. Copepods are dominant
group and show highest value in the frequency of abundance
with 74% of total zooplankton. Planktonic protists contributed
32% of the total microbial biomass, and grazing rate accounted
for 80% of potential phytoplankton production, Indicating that
planktonic protists in the study area are important consumers of
phytoplankton

and

significant

food

resource

for

mesozooplankton.

북극해의 수많은 유빙조각들

Oceanographic Research on the Arctic Seas

북극해 해양조사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본

조사는 북극해 지구환경변화 연구와 북극권 주변지역의 자원 탐사를 위해 2000년도에
시작되어 2002년에 제 3차년도 연구가 수행되었다. 2002년도 조사는 7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러시아 해양지질광물연구소(VNIIO) 및 극지연구소(AARI)와 공동으로 북극 바렌츠해
에서 이루어졌다. 탐사의 목적은 북극해 해저퇴적물 연구를 통해 고해양 관련 자료의 획득, 지구
물리 탐사를 통한 해저면 지층상태 연구, 그리고 북극해 해양 생태계 특성 연구로서 1, 2차년도 조
사와 같이 러시아 연구선인 이반페트로브호를 이용하여 중력 시추퇴적물 채취, side-scan
sonar 탐사, 그리고 동·식물플랑크톤, 부유 원생동물 시료를 채취하였다. 2002년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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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의 물리성분 측정 및 시료채집

식물플랑크톤 채집

Side-scan sonar 탐사

중력 시추퇴적물 채취

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바렌츠해 시추퇴적

20 ㎛ 이하인 편모식물플랑크톤이 전체 식물플랑크톤

물에서는 마지막 빙하기에 빙하에 의해 운반된

현존량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동물플랑크

diamicton 퇴적상이 나타났다. 또한 마지막 빙하기에

톤 군집은 5종의 요각류를 포함해서 총 11종이 출현하

서 간빙기에 이르는 사이에 기원지 암석과 유기물의 종

였고, 요각류는 전체 개체수의 74%로 우점종으로 나

류에 변화가 관측되어 급격한 기후의 온난화에 따라 퇴

타났다. 부유 원생동물은 미세생물군집의 32%를 차

적환경에 급작스런 변화가 있었음을 가리켰다.

지하고 있으며, 식물플랑크톤 일일 생산력의 80%를

Side-scan sonar 탐사로부터는 주로 가스나 지층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물플랑크톤의 주된 소비자

수가 해저로 분출되면서 생기는 구조로 알려진

이자 중형동물플랑크톤의 중요 먹이원으로 작용하고

pockmark가 발견되었고, 또한 넓은 식물 군락지도

있었다.

동시에 관측되었다.
바렌츠해의 해양생태계중 식물플랑크톤 현존량(chl

a)은 0.29∼4.02 mgCm-3(평균 0.91)이었고, 이중

극지연구본부 김 예 동
T. 031-400-6410, E-mail : ydkim@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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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research program includes three different topics:
continuous observation of variations in ozone in the

stratosphere, monitoring of upper atmospheric physics, and
reconstruction of the past tropospheric environmental changes
using the Antarctic snow and ice. The ozone study includes the
measurement of total ozone amount, horizontal global solar
radiation, surface ultraviolet radiation, and erythemal UV-B
ratiation over King Sejong Station in West Antarctica. Upper
atmospheric physics in arctic region has been initiated using a FTIR spectrometer. The main object of the study is to perform
hemispheric comparison utilizing our FT-IR measurements in
Esrange (68。
S), Sweden and the same instrumental observations

in Rothera (68。
S), Antarctica performed by BAS (British Antarctic
Survey). Finally, our study on glaciology first presented a new
ice-core record from the 2,755-m Vostok deep ice core that
provides the time variations of the natural Pb, Cd, Cu and Zn
concentrations linked to climate changes for the period extending
back to the full penultimate glacial period and the preceding
interglacial (about 240,000 years BP). Our profiles clearly show
that the concentrations of these heavy metals in the ice at Vostok
have remarkably varied in relation to climate fluctuations over the
last two glacial-interglacial cycles.

Study of Variation of the Stratospheric Ozone and Earth Environment in Antarctica

극지오존층 변동과 관련한 지구환경변화 및 생태계 변화 연구
사업구분 : 기본연구사업 위탁처 : 한국해양연구원

본

연구는 대기의 수직 구조별로 고층대기 연구, 성층권 오존층 연구, 그리고 대류권의 고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빙하연구 등 세 개의 단위 연구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고 있다.

세부과제의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성층권 오존층 연구는 매년 주기적이고 연속적으로 남극 세
종기지 및 주변 상공에서 성층권 오존층의 변동을 관측하여 오존전량의 변동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오존량 증감에 따라 지상으로 유입되는 자외선 변동을 정량·정성 분석하여 상관관
계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세종기지에서의 오존전량과 자외선 복사의 기후학적 특징을 이해
하는 것이다. 오존층의 관측은 세종기지에서 실관측되는 자료와 인공위성의 자료를 비교 분석
하며, 그 밖의 모든 관측시스템은 자동으로 실시간의 자료를 확보하도록 운영되며, 수집되는
모든 자료는 월별과 계절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고층대기 연구는 지상에서 수백 km 상공에 걸쳐 있는 열권 및 중간권의 물리환경 변화를 모
니터링하여 전지구적 환경변화의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세종기지뿐만 아니라 스웨덴 북극 Esrange기지(68。
S)에 적외선분광계를 설치하여 남·북극
교차연구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설치된 적외선분광계는 대기에서 방출되는 대기복사선
(Airglow)을 관측하여 고층대기의 온도를 원격 탐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국내학연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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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세종기지 및 캐나다북극 Resolute Bay 기지에서 운영중인 고층대기
연구용 분광계 (SATI; Spectral Airglow Temperature Imager)의 모습.
고층대기에서 방출하는 OH 및 O2의 복사선을 관측하여 온도 및
방출선의 세기를 추출한다.

과거 65,000년 전부터 240,000년 전까지 기후변화와
연관된 남극보스톡빙하의 납 농도 변화

를 통해 기기운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며, 본 연

연구를 통해 확보한 실질적인 남극빙하시료를 분석하

구는 영국남극연구소(BAS)와 공동연구로 진행되고

여 우리의 빙하분석 시스템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분

있다. 또한 캐나다 지구우주연구소(CRESS) 및 미국

석시스템을 이용하여 한·프랑스 국제공동연구의 일

국립대기과학연구소(NCAR)와의 공동으로 북극지방

환으로 남극의 보스톡에서 시추한 빙하시료를 분석하

에 분광대기광측정기(SATI)를 설치하여 세종기지 자

여 과거 42만년 동안 기후변화와 연관된 중금속의 자

료와 비교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적 순환 변질 과정을 복원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적외선분광계 운영을 위해 설치된 관측소의 모습

지난 24만년 동안의 기록을 우선적으로 복원하였으

(Esrange기지, Kiruna, Sweden). 빛을 관측하는

며, 이를 통해 빙하기와 간빙기와 같은 전지구적 기후

광학관측의 특수성으로,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산봉우

변화에 연관되어 납, 카드뮴, 구리, 그리고 아연 성분

리에 위치해있다.

들의 플럭스 변화 양상을 복원하였다.

과거의 지구환경변화의 기록을 복원하기 위하여 수
행되는 빙하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빙하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청정실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공동

극지연구본부 홍 성 민
T. 031-400-6432, E-mail : smhong@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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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King Sejong" Station has been established since 1988
in King George Island, Antarctica, and the summer

expedition team and overwintering team have been dispatched
every year under the Korea Antarctic Research Program(KARP).
The main focus of field surveys, which are carried out all the
year round by the overwintering team, is to monitor the change
of natural environment for a long-term. In 2001/2002 the 15th
overwintering team has been active in lower/upper atmospheric
science, geology/ geophysics, and biology/oceanography.
Especially, SATI(Spectral Airglow Temperature Imager) and
Broad-band Seismometer were newly set up and successfully
observed. In a point of view in logistics, two timeworn power
하늘에서 본 세종기지 전경

generators have replaced by new machines in 225 kW capacity.

Operation of the Antarctic "King Sejong" Station

남극 세종기지 운영
사업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우

리 나라의 세종기지는 1988년 2월 남극 킹조지섬에 건립되었으며,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본
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KARP)의 일환으로 매년 월동대와 하계대를 파견하고

있다. 세종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연(주로 하계 연구활동)는 개별 연구사업별로 기술될
것이며, 여기에서는 연구활동의 기반이 되는 세종기지 운영사업을 제 15차 월동대(2001년 11월-2002
년 12월)의 연구와 지원 활동 측면에서 소개하였다.
월동대의 기본 연구는 고·저층대기, 지질 및 지구물리, 생물 및 해양 분야에서 자연환경 변화를 장기
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저층대기 분야에서는 정상기상관측과 함께 오존 분광광도계와 복사계를 이용한 성층권 오존량
및 태양복사량 등이 연중 측정되었다. 또한 2002년 1월 새로이 도입된 SATI(Spectral Airglow
Temperature Imager)를 이용한 고층대기 관측은 밤하늘 관측이 가능했던 2002년 2월부터 11월까지
수행되었으며, 2003년 중 캐나다 요크대와의 공동연구로서 분석될 예정이다.
지질 및 지구물리 분야에서는 세계 지자기 관측망인 INTERMAGNET의 일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기 관측(미국 USGS에 실시간 자료 전송), 절대 지자기 측정, 2001년 12월 새로 도입된 광역주기
지진계 관측, 중력계 관측, 기준점에서의 GPS 관측과 DGPS 운용을 위한 예비조사, 기지 주변 해역에
서의 CTDT 측정 등이 이루어졌다.
생물 및 해양분야에서는 시료 공여 등을 통한 다각적인 연구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항목의 관측과
시료 채집이 이루어졌다. 식물플랑크톤의 생리적 스트레스와 일차생산 변화 연구를 위해 생물량 정량분
석과 함께 해수 특성, 광량, 수층별 자외선/가시광선량, 생체형광, 전자전달계 저해제인 DCMU를 이용
한 광합성계의 활성도,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일차생산성과 수층의 신생산과 재생산이 측정되었다.
남극대구의 생활사 및 생리작용에 대한 영향 파악을 위한 채집이 매월 이루어져 추후 생식소 지수/간 지
수의 계절 변이와 함께 결빙방지 단백질과 유전자가 분석될 예정이며, 인간활동에 의한 중금속 오염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남극큰띠조개 채집, 수중 케이지를 이용한 성게 성장률 측정, 수중 표층퇴적물 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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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선으로부터의 보급물자 하역

등이 과학잠수를 통해 수행되었다.

세종기지 주변 육상식물 식생도

코, 아르헨티나, 캐나다, 러시아, 페루, 독일) 230명의

육상환경 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기선조사로서,

외국인이 세종기지를 방문한 바 있으며, 43회에 걸쳐

GPS를 이용해 기지 주변의 해안선, 구조물 등을 정밀

주변 외국 기지를 방문하며 상호 협조 체재를 구축하

mapping하였으며 지의류와 선태류를 비롯한 육상식

였다. 특히, 러시아의 벨링스하우젠 기지에서는 바지

물의 식생도가 완성되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간

선을 이용해 우리 보급물자를 하역해주었으며, 우리

기지 주변에서 관찰된 바 없는 남극권의 유일한 현화

연구선 편에 독일의 하계 연구물자를 수송해 주기도

식물 2 종이 유입된 사실이다. 이가운데 특히 남극잔

하였다. 주칠레 한국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칠레

디(Deschampsia antarctica) 군집은 세종곶의 호수

공군성을 통해 적시에 저렴한 조건으로 하계 수송편을

주변에 폭 300 m 이상의 분포대를 형성하여, 기후 온

확보하였으며, 우루과이 남극연구소와의 MOU 교환

난화와 관련하여 그 추이가 주목된다.

을 유도하여 수송 협력을 정례화하였다.

2002년도의 기상 특성을 살펴보면, 하계의 기온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매스컴을 통한 대중 홍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겨울철 5월과 6월

보업무가 연 31회 이루어졌으며, 기지 웹페이지

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 최저기온은 6월 15일에

(http://sejong.kordi.re.kr/)를 대폭 개정하여 남극

-24.6℃로 기록되었다. 폭풍설(blizzard)은 년중 총

연구활동과 자연환경을 보다 알차게 소개하고자 노력

34회 발생하여 370시간의 지속시간을 기록하였으며,

하였다.

단일 발생 최대지속시간은 61.5시간(2002년 9월 24-

끝으로, 2002년에 이루어진 기지 지원활동 측면에

26일)으로서 극값이 갱신되었다. 마리안소만의 해수

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발전기의 교체작업이었다. 노후

온도는 연평균 -0.3℃를 기록하였으며, 6월에 기록된

한 구형 발전기를 철거해 국내로 반송하고 새로운 발

-1.7℃의 저온이 10월까지 유지되어 장기간 바다의 결

전기 2대를 투입하였으며, 전원교체기(ATS)도 전면

빙을 유도하였다. 6월초 결빙된 해수면은 9월 들어 일

적인 교체가 이루어졌다. 하계기간에는 기지 건물 외

시적으로 소산되었다가 10월에 재결빙되는 현상이 일

벽 도색작업과 함께 샤워룸 증개축, 실내 목재 인테리

어났다. 이에 따라 매년 감시 추적되고 있는 기지 앞

어 등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안전

마리안소만의 해안빙벽 후퇴가 관찰되지 않은 점이 특

과 관련한 시설 보수작업으로서는 노후한 전기, 기계

이하다.

설비, 중장비 부분의 개보수가 년중 이루어졌다.

한편, 월동대의 대외 업무로서는 기지간 교류와 관
련 기관 협력, 대중 홍보 등을 들 수 있다.
2002년도에는 32회에 걸쳐 8개국(중국, 칠레, 체

극지연구본부 정 호 성
T. 031-400-6424, E-mail : hchung@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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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학수조에서의 DP보조 터렛계류성능시험 장면

다방향 쇄파에 의한 파 에너지의 소산 및 전파 특성 실험

FPSO 모형에 장착된 모형터렛

서의 생존을 위하여 선수와 선미에 각각 2개와 3개씩

및 파랑표류 감쇠력을 계측하여 회절/방사 해석결과와

총 5개의 azimuth 추진기를 갖춘 DP 보조 계류시스

비교하였고 풍력 및 조류력을 계측하였다. 이러한 모

템을 갖추고 있다. FPSO 터렛계류 모형시험을 위하

형시험을 통한 환경외력의 추정은 시뮬레이션 결과의

여 1/60의 모형 FPSO와 6자유도 로드셀을 장착한 모

정확성을 높여준다.

형 터렛을 제작하고 모형 체인을 이용하여 계류삭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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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ve 계류시험에서는 터렛 계류된 FPSO의
Weathervane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DP 보조 계류

모형시험은 규칙파, 불규칙파, 바람, 조류 중에서의

시험은 선수각 제어 모드(heading control), 추진기

FPSO에 작용하는 1) 환경외력 계측시험, 2) 계류삭

를 사용하여 선수각 제어와 surge 방향의 감쇠력을

만을 이용한 passive 계류 시험, 그리고 3) DP보조

증가시키는 추진기 보조 모드 (thruster assisted),

계류시험으로 나뉘어 수행되었다. 계류모형시험에서

계류삭 없이 DP만 이용한 full DP 모드에 대한 시험

는 6자유도 운동, 터렛 작용하중과 체인장력이, 환경

이 수행되었다. Passive 계류 성능 시험과 DP 보조

외력 계측시험에서는 규칙/불규칙파 중의 파랑표류력

계류 성능시험의 계류장력 수준 및 수평운동의 변위량

Phase Delay Sum

Minimum Variance

MUSIC

2개 음원의 위치 추정 결과 비교: 실제 음원 위치 (x,y)=(±1.0, 0.75)

을 비교하여 DP 보조 계류의 성능을 검토하였다.
해양 탐사 및 작업을 위한 핵심 기술인 수중 음향기
술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수중 음장 가시화 실험 연구
가 916(L)×320(B)×500(D) cm의 무향수조에서 수
행되었다. 무향수조에서의 표준 실험기법 확보를 위하
여 4채널 음압측정장치 시스템 구성 및 계측데이터 처
리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었다.
실험계측기법 구축을 위한 선행 실험 연구로서 프로
젝터의 음압 발생 특성 조사, 임펄스 가진의 특성 해
석, 수면에서의 반사파 해석, 흡음 벽면의 반사파 해석
등 무향수조의 경계면에서의 반사파 및 흡음 해석 등

전자해도 데이터 제공자 컴포넌트 S/W 실행화면(인천근해)

을 통하여 구축된 무향수조 내의 초음파 전달 특성을

넌트에 대한 기술이전을 수행하여 육상에서의 개방형

연구하였다. 이러한 기초실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GIS컴포넌트(OGC) 기술을 분석하였다.

수중 소음원 탐지를 위한 실험연구가 수행되었다. 평

IHO(국제수로기구)의 S-57 표준전자해도 데이터

면파를 가정하는 음원의 방향각 추정 성능에 대한 실

를 위한 OLE/COM 데이터제공자 컴포넌트를 구현하

험을 통하여 음원이 2개 존재하는 경우 Beam

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ATL 프로그래밍 기술을

forming power의 일종인 MUSIC 방법이 가장 우수

파악하고 전자해도 파일 구조 및 데이터 특성을

한 탐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면파를 가

OLEDB 기술과 연계하여 전자해도 데이터 제공자 컴

정하는 음원 위치 추정 성능에 대한 실험에 있어서도

포넌트 S/W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육상의

반사파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역시 MUSIC 방법이 가

MapBase 관련 개방형GIS 컴포넌트 응용소프트웨어

장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를 사용하여 개발된 전자해도 데이터 제공자 컴포넌트

한편, 해양정보기술과 해양공학기술의 연계를 통한

를 연결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의 고도화를 위하여 개방형 해양
GIS 컴포넌트 기술 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국가GIS사
업에서 개발된 개방형GIS컴포넌트인 MapDraw컴포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홍 섭
T. 042-868-7523, E-mail : suphong@kris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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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do, a submerged rock island in the East China Sea, is
located 149 km southwest of Marado, the

southernmost island of Korea, 245 km northeast of
Tungttao of China, and 276 km west of Torishima of
Japan.

The average and shallowest water depths around

this submerged island are about 55 m with 4.6 m,
respectively.

leodo is designated as Socotra Rock in

hydrographic charts and is located within the boundary of
the Korean Maritime Jurisdiction when the EEZ(Exclusive
Economic Zone) of Korea is demarcated according to the
median line with nations of interests. The IORS(Ieodo
Ocean Research Station) is a two floor jacket type tower
of 400 pyong(1320 m2) floor space with a take off/landing
base for helicopter, and will complete its construction by
2003 on the 40 m depth submerged rock 650m south of
leodo summit. It is facilitated with an observation
laboratory, a meeting room, bedrooms, an electric
generator, a light house, a take-off/landing base for
helicopter, a boat landing, fuel and water tanks and a
waste water disposal facility, and has equipment system
for the fire alarm/extinguisher and communication system.
The fully equipped station enable 7 persons to stay
temporarily for 14 days without any resupply.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이

어도는 동중국해에 있는 수중암초로서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서 서남방으로
149km, 중국의 퉁따오에서 북동쪽으로 245km, 일본의 토리시마로부터 서쪽으로

276km 떨어져 있다. 이 곳의 주변수심은 약 55m이고, 암초의 최천수심은 해수면하 약 4.6m
이다.
이어도는 해도상에는 Socotra Rock으로 명명되고 있고, 향후 주변국들과 배타적 경제수역
(EEZ) 경계획정시 중간선 원칙을 채택할 경우 이어도는 한국측 해양관할권에 위치한다.
이 과학기지는 이어도 정상에서 남쪽으로 약 650m 떨어져 수심 40m 지점의 암초 위에
2003년까지 건설될 예정인데, 옥상에 헬기 이·착륙장을 갖춘 약 400평 규모의 Jacket형 구
조물을 2층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 과학기지에는 관측실험실, 회의실, 침실, 발전시설, 헬기 이·착륙장, 등대시설, 선박계류
시설, 오폐수처리 시설, 화재진압 시설, 통신 및 관측시설, 식수 및 연료탱크 등을 갖추고 있으
며, 7인이 14일간 임시 거주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02년도에 수행한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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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et 현지로 출발(영암 삼호중공업)

Pile Driving(항타)

○ 과학기지 상세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관측장비,
기본설비 등 설치를 위한 Shop Drawing 실시
○ Jacket 및 Pile 제작·운송·설치
·Jacket 및 Pile 제작(삼호중공업) :
'02. 3. 11∼ 9. 30
·Sail Out 및 Site 운송(삼호중공업) :
'02. 9. 30∼10. 2
·Jacket 및 Pile 설치(현대중공업) :

자켓 설치공사 후 전경

'02. 10. 2∼10. 30
※ HD-423 Crane Barge(10,500톤급) 등 8척의
선박이 투입되어 설치작업 수행·완료
○ Deck 제작
·Deck 제작(현대중공업) : '02. 4. 1∼11. 11
·Deck Sail Out 및 Site 운송 시도(현대중공업) :
'02. 11. 13∼11. 24
·관측/제어 시스템 제작·테스트 및 각종 관측
장비 설치(현대중공업) : '02. 3 ∼ 11. 11
※ '02. 11. 13 이어도 현지로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바다의 기상상태(파도가 높음)가 설치조건을 벗

(시공, 공정, 품질관리, 자재 등)
·공종별로 시공계획서 검토 및 미비점을 수정
보완, 세부시공계획서에 반영
·상세설계시 구조물의 선형, 규격유지 및 관리에
대하여 품질관리
·현장요원의 안전을 위한 안전계획서에 입각한
실효성 있는 교육 및 관리지도
○ 원격 관측/제어/통신 시스템 감리
·전계장, 통신, 관측장비 설치 검사
·관측/제어/통신 시스템 임시 테스트

어나므로 현재 출항 대기중('03. 4월 출항예정임)
연안·항만공학연구본부 심 재 설

○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감리

T. 031-400-6344, E-mail : jsshim@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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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ble-mound breakwaters are typically constructed
with a core of quarry-run stone, sand or slag, and

protected from wave action by one or more stone
underlayers and a cover layer composed of stone or specially
shaped concrete armour units.
Rubble-mound breakwaters are considered as a flexible
structure in respect that displacement of elements and
composition parts is allowable, and the stability is largely
depend upon the seabed condition and the external forces.
For the design of breakwaters of this type, therefore, special
care should be taken on the geometry and stability of the
structure, such as crest elevation and width, slope of both
sides, thickness of armour layer and under layers, and the
location and shape of toe berm, etc.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design techniques suitable for
the local condition of Korea, in which deep and soft seabed
can be easily found. A rubble-mound breakwater constructed
on soft seabed becomes unstable before solidification of the
foundation with the replacement of soft soil. In order to
ensure against risks and damages from the beginning stage
of the construction, the accurate evaluation of the external
forces acting on the structure is critical.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design
제체에 작용하는 계측수평파력과 적분수평파력의 비교
(Load cell : 계측파력, Pressure gauge : 적분파력)

technologies of rubble-mound breakwater suitable for the
local condition and much in demand in Korea.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the Optimal Design of Rubble Mound Breakwater(Ⅲ)

경사식방파제의 최적 설계기술 개발(III)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우

리나라 연안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연약지반의 깊이가 깊으며 항만입지는 점차 대
수심화되고 있다. 경사식 방파제는 연약지반 개량 후 지반이 안정화되기 전에는 파력에

매우 취약하므로 외력인 제체에 작용하는 총파력을 정밀하게 예측함으로써 제체의 안정성을
시공 초기부터 확보함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 경사식 방파제에 작용하는 파력을 직접 계측하는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입지여건 및 시공관행상 수요가 많은 기술들을 독자 개발하여 보급함을 목
적으로 한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수행되는 본 연구에서 금년도에는 경사식방파제에 작용하는 파
력의 예측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에서 경사식방파제에
작용하는 파력을 직접 계측함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파압계측결과로부터 적분한 파력 및 수면
파형식으로부터 추산한 파력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사식 방파제 전사면에서 처오름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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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식방파제에서 제체에 작용하는 총파력, 제체 내외의 파압 및 수위를 동시에 계측하는 실험장면

이를 간략하게 예측하는 식과 이를 이용하여 제체의

도하여 이로부터 추산한 파압을 수리모형실험결과와

사면상의 수면파형을 예측하는 선형이론식을 유도하

비교하였다.

였다.
단면수리모형실험을 통해 하중계(Load cell)로 직
경사식 방파제에 작용하는 파력을 예측하기 위해서

접 계측한 경사식 방파제에 작용하는 수평파력 및 연

는 우선 파가 사면상으로 처올라가는 최대높이를 예측

직파력을 제체의 사면 및 저면에서 파압계(Pressure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파고와 제체의 반사율 등

gauge)로 계측한 파압으로부터 적분한 수평파력 및

2가지 인자만으로 최대높이를 예측하는 식을 작성하

연직파력과 비교하였다. 파압측정결과로부터 수평파

여 2차원수리모형실험을 통해 보정하였다.

력을 적분하면 신뢰성이 높지만 선형수면파형식으로
부터 수평파력을 추산하면 현재의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에 의한 결과보다는 작게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2

경사식방파제에 작용하는 파력을 추산하기 위해서

배 정도 과도하게 예측함을 발견하였다.

는 사면상의 수면파형을 예측하는 간략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정된 사면상의 최대수위 예측
식을 이용하여 수면파형을 나타내는 선형이론식을 유

연안·항만공학연구본부 이 달 수
T. 031-400-6336, E-mail :dsle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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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project was started in 1998 and the first phase in
research was completed by December of 2001. This year

is the first year of the second phase in research. Two
significant works were carried out during the first phase. First
is to develop new type breakwater system which can be
constructed in deepwater and on soft ground conditions.
Second work is related to the soft ground improvement
technologies, especially, sand compaction pile and stone
column metho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rst phase, field tests have been
started for practical use of the soft-ground-breakwater and
vibrated crushed-stone compaction pile(VCCP). For the field
그림 1. 연약지반 방파제

tests of the soft-ground-breakwater, the detailed plan for field
experiments was established including review of the test sites,
design of monitoring system, and test schedules during 4
years. The evaluation of the construction method was also
carried our by using the soil box and numerical tests. For the
work related to the soft ground improvement technologies,
the behaviors of the VCCP considering the area replacement

그림 2. 수평파력 저항 개념도

ratio and the group effect were examined from the field tests.

Technologies for Breakwaters in Deep Water and Soft Ground Improvement

대수심 방파제 및 연약지반 관련기술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본

연구사업은 대수심, 고파랑, 연약지반 등의 열악한 자연 환경하에서의 신항만 건설에
필요한 기반기술의 확보를 목표로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필요 기반기술 가운

데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수심, 연약지반에 적합한 신형식 방파제의 개발과 연약지반 개
량기술 개선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수행하고 있다. 1단계 연구를 2001년에 마무리짓고 2002
년도에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실용화를 위한 현장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에 보인 것은 1단계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두 가지 신형식 방파제 중 초연약지반에도
경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연약지반 방파제의 개념도이다. 특징을 살펴보면, 케이슨 자체의 중
량에 의한 장기 압밀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력을 이용하여 유효자중이 아주 작도록 고안되
었다. 이 방파제는 케이슨과 사석사이의 마찰력을 저항력으로 하는 기존의 방파제와는 달리
지반내 관입된 지중벽에 작용하는 수동토압, 지중벽 끝단에서 발생하는 전단저항력 및 연직방
향 지반지지력을 주 저항력으로 하고 있다(그림 2). 그림 3은 연약지반 방파제의 실제 적용 상
상도이다. 그림 3(a)는 수심이 얕고 설계파랑이 크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것이고 그림 3(b)는 수
심이 깊고 설계파랑이 큰 경우에 대한 방파제 개념도이다. 항내의 수질환경 보존을 위하여 투
과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당해연도에는 연약지반방파제의 현장실험을 통한 실용화를 위해서 현장적용 실험계획을 수
립하였으며, 방파제 시공성능평가, 유지관리방안, 방파제의 압밀침하 특성, 반복 파랑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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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약지반 방파제 적용예:
천해용(상); 심해용(하)

그림 6. 쇄석다짐말뚝 시공장비

그림 4. 방파제 부등 관입 해결방안에
대한 실험:
불균질 지반조성 장면(상)
상재하중에 의한 보정방법(중)
석션에 의한 보정방법(하)

그림 7. 쇄석다짐말뚝 재하실험

그림 5. 압밀침하 특성실험: 재하장면(상),
실험결과와 1차원 압밀침하량 비교(하)

그림 8. 응력-침하량 관계곡선

의한 장기거동 평가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연약지반 개량 관련기술 분야에서는 쇄석다짐말뚝

림 4에 보인 것은 불균질 지반에 연약지반방파제 설치

공법에 대한 현장실험을 실시하였다. 즉, 그림 6에 보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균등 관입문제를 상재하중 또는

인 바와 같은 시공장비를 이용하여 쇄석말뚝을 타설한

석션에 의한 압력차로써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후 재하판 크기를 조정하여 치환율을 변화시키며 재하

위한 실험장면이다. 실험결과 두 방법 모두 적용이 가

실험을 실시하였다(그림 7 참조). 실험결과, 응력분담

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5에 보인 것은 압밀침

비 및 항복응력은 침하량이 치환율이 높을수록 커지

하 특성관련 실험장면과 그 결과이다. 실험을 통하여

며, 극한 침하량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

연약지반 방파제의 압밀참하량 산정은 압밀하중 재하

림 8 참조).

위치를 지중벽의 끝단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실무에
사용되고 있는 Terzaghi 1차원 압밀이론에 기초한 식
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안·항만공학연구본부 염 기 대
T. 031-400-6321, E-mail : kdyum@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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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objective of an automated design system
development for harbor structures is to make a design

tool on PC which enables users to produce various alternative
plans for harbor structures. The system can guides users to
obtain the most economical design which satisfy a number of
criteria, including structural stability, functional performance,
construction cost and so on.
The project of interactive computer-based design and
analysis system development is supported by MOMAF and
supposed to be completed up to 2006. Every year different
types of breakwater and quay are focused to develop
windows-based programs and new techniques from each
year project are fed back to updating the developed
programs. The major goals of the project are as follows. 1)
construction of data base for design criteria 2) development
of computing techniques for engineering analysis 3)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windows-based programs for
the optimum design of harbor structures.
In 2002, computer codes for the execution design of
cassion-type breakwater, L-type quay and the basic design
code of caisson-type quay have been developed and tested.

Development of an Automated Design System for Harbor Structures

항만 구조물 설계자동화 시스템 개발용역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항

만 구조물 설계자동화 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주요 항만구조물의 설계에 통합전산설계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안전한 단면결정 및 과다설계를 방지하고 자동설

계기법에 의한 신속한 설계 및 다양한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최적설계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과제인 본 연구사업은 2000년에 착수하여 2006년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3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다양한 형식의 구조물로 구분되는 항만구
조물의 설계자동화 사업은 연차별 사업수행 체계로 구상하여 아래 항목에 대한 기술개발에 주
력하여 설계기법을 개발하고 또한 이를 기 개발된 기법의 개선 및 연도별 설정된 형식에 대한
설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완에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각종 설계기초자료에 대한 자료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요 항만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시스템 기법개발 및 구축
·안전성, 경제성, 공사물량 산출을 통합한 항만구조물 설계자동화시스템 개발 및 구축연구
2002년에는 케이슨식 방파제 실시설계 프로그램과 L형 안벽 실시설계 프로그램 및 케이
슨안벽의 기본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케이슨식 방파제 및 L형 안벽의 실시설계 프로
그램은 2001년에 개발한 기본설계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배근설계 및 도면생성 기능을 갖도
록 개발하였다. 주어진 설계조건과 케이슨 형상에 따라 자동으로 벽체의 설계모멘트를 산정
하며 배근설계도구를 이용하여 설계자가 쉽게 배근설계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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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슨 방파제 설계자동화 시스템 개발

배근설계 자동화 도구

자동생성 설계도면-일반도

자동생성 설계도면-배근도

□ L형 안벽 설계자동화 시스템 개발

배근설계 자동화 도구

들고리 설계도구

자동생성 설계도면

□ 케이슨 안벽 기본설계 시스템 개발

케이슨 안벽 구조입력

자중 및 토압 자동산정

직선활동에 대한 안정검토

사면활동에 대한 안정검토

이용하여 벽체의 배근도는 물론 일반도 및 표준단면

수심 등 현장 조건과 토압 등 하중조건을 입력하여

도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갖는다. 케이슨식

케이슨의 전도, 활동 및 지지력 안정을 검토하는 기

안벽의 기본설계 프로그램은 정형화된 케이슨 제체

능을 갖고 있다.

의 입력부분을 치수기입방식을 도입하고 상치콘크리
트 부분은 좌표입력방식을 택하여 2001년에 개발한
두 기본설계 프로그램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연안·항만공학연구본부 김 동 현
T. 031-400-6345, E-mail : eastlit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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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fine-grained sediment
transport processes is too incomplete to develop a reliable

predictive method. However, a need for predictive model of the
fine-grained sediment transport in coastal waters and harbours is
urgent with the increase of coastal developments and its resultant
environmental problems along the coastal of Korea.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numerical model
to predict the change in the amount of suspended and deposited
sediments due to environmental forces such as tides, waves and
storms.
This year, an operational prediction system of suspended fine
sediment transport has been established as a primary tool for
coastal management. Various components of coastal models
including coastal waves, tide and storm surge were taken into
account for the accurate calculation of various processes involved
in cohesive sediment transport especially during the extreme sea
states. The system covers all coastal wat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for more detailed prediction of the nearshore area, a much finer grid model is nested to the whole area
model. All models developed in this system were combined to
allow easy testing and provide fast and accurate prediction. In the
meantime, HEM-3D (3-Dimensional hydrodynamic Eutrophication
Model) numerical model is introduced for modeling the finegrained sediment transport. Principles, structure, components of
the model are analyzed and described. Based on the 2 parts
above-mentioned a modeling program for fine-grained sediment
transport is formed. Using the Chirp technique with high
frequencies (210 to 760 khz) supersonic waves, we have explored
the possibility of measuring the status of sediment consolidation.
천해파 산출시스템과 연계한 체계적인 퇴적물
이동 예측시스템에서의 조류 산출 예 (영광해역)

With this information, sediment bulk density profiles of marine
sediments can be better estimated.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y to Cope with Harbour Siltation and

항만매몰 및 오염방지대책 기반 기술 수립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우

리 나라 연안역 특히 주요 항만 및 서해 연안에는 미세퇴적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미세퇴적물은 조류, 해류, 파랑 등의 작용에 의해 이동하고, 이동시 오염물을 흡착하

여 함께 이동함으로써 항만개발 이용시 지형변화, 항만 및 수로의 매몰, 항만환경·수질오염문
제를 유발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해 예측 및 대책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퇴적물 이동 예측
및 환경변화 예측기술은 항만개발 계획수립, 기본·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피해보상 조정,
공사중 피해저감, 개발후 운영(항만 매몰·준설, 환경 수질 관리 등) 항만개발, 운영의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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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해파 산출시스템과 연계한 체계적인
퇴적물 이동 예측시스템에서 천해파랑
산출 예 (영광해역)

미세퇴적물 이동 산출을 위한
연구지역 위치 (중국 황하항)

3차원 퇴적물 이동 산출을 위한 발해만
12

일조항에서의 유속산출 예 (t = 12 T, 저층)

에 핵심기술로서 항만의 개발 운영을 위해서는 항만

으로 3차원 유체역학, 퇴적물 이동수치모형을 사용하

매몰 및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그 예측 기술 개발이 또

여 조류·바람·파랑 작용하에서의 미세퇴적물들의

한 요구된다. 또 항만 관련 기술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이동과정을 연구하였다. 3차원 수치모델은 하류, 호

위해 우리 기술로 항만 매몰 및 오염 대책을 위한 퇴적

수, 저수지, 하구 등의 유체역학, 물질운송과 생물지구

물 이동 예측 및 활용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화학과정의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HEM-3D (3-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미 구축된 천해파랑 산출 시스

Dimensional hydrodynamic Eutrophication

템을 이용하여 파랑, 조석 및 폭풍해일의 복합작용에

Model)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초기의 환경유체

의해 발생하는 연안 및 항만 주위의 퇴적물의 이동을

운동모델(EFDC)의 기초상에서 점성 및 비점성 퇴적

예측·평가할 수 있는 예측시스템을 개발 수립하고,

물 이동 모델, 부영양화과정, 오염물질의 확산이동과

주요 항만의 항만매몰, 준설 및 항만오염 관련 문제의

정 모델을 첨가하여 연안에서의 변화, 파랑 흐름의 상

대책을 위한 핵심 기반 기술을 개발·적용하는데 있

호작용 및 파랑에 의한 연안 퇴적물의 이동 등에서 발

다. 또한 항만 개발 및 운영에 따른 퇴적환경, 수질 환

전된 하나의 고도로 집중화된 하구해안 3차원 수치모

경변화의 피해를 최소로 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델이다. 그리고 고주파 (210 to 760 khz)의 초음파를

추진하기 위한 사질 및 미세퇴적물 이동 산출모델을

가진 Chirp 기술을 사용하여 퇴적물의 압밀상태를 측

개발하고 시스템화하여 항만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였고, 실험을 통해 음파

를 통해 우리나라의 항만 개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임피던스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도록 자료분석 소프트

을 하는데 있다.

웨어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해양에서

2002년도 연구에서는 천해파 산출 시스템과 연계한

퇴적물의 bulk density 프로파일을 보다 더 잘 측정

복잡한 환경요소에 대한 수치모델과 퇴적물 이동모델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구성된 천해파 산출 시스

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퇴적물 이동 예측시스템을 구축

템과 연결한 체계적인 퇴적물 이동 산출 시스템은 퇴

하였으며, 본 시스템은 임의의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

적물 이동모델의 테스트를 상대적으로 쉽게 하며, 산

록 수심과 수치모델에서 사용되는 경계조건이 반자동

재해 있는 여러 자료를 최대로 활용하여 퇴적물 예측

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한국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어 향후 연안개발, 항만 개발 사

서해안의 미세 퇴적물 이동 모델의 근간으로 EFDC

업시 야기되는 퇴적물 이동의 장기 영향 예측 능력을

(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모델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정하여 수립된 3차원 모델을 항만에서 퇴적물 이동
에의 적용을 위해 항만에 적용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한편 3차원 미세퇴적물 이동 모델의 초기 수립의 일환

연안·항만공학연구본부 박 광 순
T. 031-400-6343, E-mail : kspark@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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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he speed of large inter-continental container ships are
increasing, the speed of feeder class container ships would

increase also in order to adjust transport speed. The small high
speed container ship is required for not only as a feeder but also as
a transportation system between neighbor countries for high value
cargo and time sensitive cargoes.
A 30 knots 340 TEU class high speed container ship,
CHUNGHAE-30 was developed during 5 years. All of the
containers are loaded on upper deck in CHUNGHAE-30. To
maintain the stability at this condition, watertight trunk was
adapted on the side of upper deck. Green water exhausting
system was newly designed also. To reduce the level of roll motion
and lateral acceleration at wheel house, fin stabilizer was designed
and adapted.
For various hull forms, a series of model test and calculation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sistance,

propulsion,

maneuverability and sea-keeping performances. Considering the
ship speed which Froude's number of design speed is about 0.4,
displacement type mono-hull was adapted. Maneuverability
performance was estimated according to the free running test.
Sea-keeping performance and annual operability assessment were
estimated according to the model test and calculations. All of the
maneuverability and sea-keeping characteristics satisfy the design
criteria. According to the economic analysis by Monte-Carlo
simulation, expected values of RFR were determined.

Development of 30 knots 320 TEU class High Speed Medium Size
Container Ship 'CHUNGHAE-30'

30노트 320TEU급 차세대 중소형 고속 컨테이너선 '청해-30' 개발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원

거리 대양 항해 컨테이너선은 계속 대형화와 고속화가 이루어져 컨테이너 7,600개를
싣고 25노트까지 낼 수 있는 배가 운항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주는 중소형 컨테이

너선은 14노트 정도의 저속선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컨테이너선의 고속화에 부응하고, 운항안
전성과 신속성과 정시성을 요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해 고속의 중소형 컨테이너선을 필요로 하
고 있다. 이는 나아가 해상운송 화물과 항공 운송화물의 중간 운송 수단으로도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발된 고속컨테이너선은 항공화물의 고운임(高運賃)과 현행 컨테이너선의 저속력
(低速力)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등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수산물,
야채, 화훼등 신선도를 유지해야하는 상품운반에 크게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1997년 해양과학기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차세대 항만하역
및 운송시스템 개발"과 "연근해 운송을 위한 고속피더선 개발"을 계획하였다. 이듬해 해양수산
부는 "차세대 해상물류시스템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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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발된 30노트 320TEU급 차세대 중소형 고속 컨테이너선 '청해-30'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연구원은 이 계획의 일환으

적하역 및 운항중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동 균형

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30노트 320TEU급 고속

유지장치(Anti-Heeling Tank)와 안정핀(Fin

컨테이너선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였다.

Stabilizer)을 설치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중소형 고속 컨테이너선 '청해(淸

고속 컨테이너선의 일반 컨테이너선에 대한 운항 경

海)-30'은 길이 138m, 폭 22m, 설계흘수 6m이며,

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운항속력과 적하역시간 뿐만 아

기존 컨테이너선에 비해 속력은 2배정도 빠른 30노트

니라 초기투자비를 포함한 총 비용 그리고 그에 따른

로서, 적하역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컨테이너 320개

요구운임지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부산-시

를 모두 갑판위에 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배를 가볍게

모노세키 항로에서 1일 2항차를 하는 경우의 요구운임

하기 위해 주기관으로 가스터빈을 채택하였다. 또한

지수는 일반 저속선에 비해 23% 더 크게 산출되었고,

선형 개발을 위한 수조시험

운항성능 평가를 위한 자유항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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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정보 안내, 자동항로 추적, 좌초/충돌 안내 등의 기능을 갖춘 안전운항지원시스템

인천-청도 항로의 경우 일반 저속선에 비해 24% 더

조종하여 선회시험, 지그재그시험과 같은 조종성능을 평

크게 산출되었으며, 부산-상해 항로의 경우 일반 저속

가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것이다. 자유항주시험과 결과

선에 비해 30% 더 큰 것으로 산출되었다.

해석을 통해 직진성능, 선회성능, 변침성능 모두 IMO 조

여러가지 선형에 대한 이론계산과 5가지 선형에 대

종성기준을 만족하도록 선형과 타를 설계하였다.

한 수조시험을 통해 우수 선형을 개발하였다. 37,000

고속화에 따른 운항사고의 위험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력의 가스터빈 엔진 2기로 정수중에서 30노트를 낼

항해자가 안전하게 선박을 조종하며 항해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하는 안전운항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고속컨테이

개발된 고속 컨테이너선의 내항성능 해석을 위하여

너선에 적용하였다. 개발된 안전운항지원시스템은 2

이론계산은 물론, 파랑중 모형시험을 수행하여 파랑중

인 항해자 근무가 가능한 현대식 선교를 전제로 전자

작업성 및 안전성을 고찰하였고, 대상항로에 대한 파

해도를 기반으로 한 항해정보 안내시스템, 자동항로추

랑자료를 토대로 연간 운항가능율을 추정하였다. 파랑

적시스템, 좌초/충돌 피항안내 시스템 등의 기능을 갖

중 내항성능이 우수하여 유의파고 5m 까지도 운항이

추고 있다. 선박운항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개발된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일본 및 중국항로에서는

안전운항지원시스템을 시험 평가하였으며 이로부터

연중 97% 이상, 동남아 항로에서는 연중 95% 이상 운

안전운항지원시스템이 항해자의 업무를 경감하고 항

항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 안전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고속 컨테이너선의 조종성능을 자유항주 모형
시험에 의하여 검토하였다. 자유항주시험은 모형선에 자
동 조타 및 운동 계측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원격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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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김 은 찬
T. 042-868-7241, E-mail : eckim@kriso.re.kr

T

he objective of the present is to establish an advanced management
system of sunken ships to prevent oil spill from sunken ships, and to

prevent marine casualties in order to preserve safe and clean oceans
around Korea peninsula.
The project covers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wreck management
system,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of sunken ships, selection of the ships
with priority to investigation and search of them, risk assessment system,
decision making system,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equipments to
deal with them, and removal operation of the wreck with high risk.

100톤이상 침몰선박 분포현황
(2002년말 현재)

Establishment of Management System for Sunken Ships

침몰선박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구분 : 수탁연구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침

몰선박은 장시간 방치되는 상태에서 기름 등과 같은 선체내 잔존 유해
물질이 유출되어 2차 해양 오염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주요항로

또는 어장에서 해양사고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연간
약 70여척의 크고 작은 선박이 침몰되고 있으며, 1983년 이후 2002년말 현재
우리 나라 연안에 침몰된 선박은 약 1,470여척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지금까
지 인양되거나 기름 등 유해물질이 제거된 선박은 그중 일부분에 그치지 않는
다. 따라서,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과 안전에
잠재적 위해도가 높은 침몰선박에 대한 범국가적 관리시책과 처리대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
본 과제는 이와 같은 잠재적 위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침몰선박에 대한 선진형

무인회수장비 프레임 및 링키지 설계 결과

종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해양수산부의 연구용
역사업으로 추진중이다.
2002년도 연구사업에서는 기 구축된 침몰선박 데이터베이스와 분포도시스
템에 대하여 사용자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독립운영
체제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침몰선박의 인양이나 잔존 기름 제거 결정시 활
용하게 될 침몰선박 위해도평가 모델 개발 결과와 수심 200m의 깊은 해저에
침몰된 선박으로부터 유해액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무인회수기술 및 장비 개
발 1차년도 연구가 수행되었다. 침몰선박으로부터 유해액체물질을 제거할 수

침몰선박 유해액체물질 무인회수장비 완성도

있는 무인회수장비 및 기술의 개발은 최근 스페인 연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침몰
사고와 같은 사고가 우리 나라 연안에서 발생할 경우 오염물질 유출에 따른 해
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대비·대응기술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향후, 본 연구사업에서는 위해도가 높은 침몰 선박에 대한 위치수색 및 정밀조
사 작업, 침몰선박이 갖는 잠재적 위해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해도
평가시스템 개발, 침몰선박 처리 의사결정 통합시스템의 구축, 침몰선박 인양 핵
심기술 및 유해 액체물질 회수시스템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 최 혁 진 T. 042-868-7218, E-mail : hjchoi@kriso.re.kr

ROV와 연계된 침몰선박 유해액체물질
무인회수 작업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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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project aims to develop key design technologies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s(VLFS)" which is regarded as one of promising

candidates to be applied in ocean space utilization in the near future.
In this year, as the beginning of second phase project, main efforts have
been made for application and enhancement of basic key technologies for
development of practical design technology. The following main design
considerations were selected as technology development targets in this
project: design and safety guideline, conceptual design practice for ocean
space utilization which includes design of dolphin-fender mooring system
and hull structure, conceptual design of superstructures and assessment of
initial performance such as hydroelastic behavior and characteristics of
flow around the structure.
A draft of design route map and safety guideline for design of VLFS is
developed for application of design practice, this draft will be amended
and revised up to basic design level through foregoing design practice in
the second phase project.
A conceptual design practice was carried out for development of model
design of VLFS. A floating marina resort was considered as design
application. The size of the structure is 500m in length and 300 in
breadth. Pontoon type structure was designed and global structural safety
was analyzed. Arrangement of superstructures was designed and 3-D
graphic conceptual design of each facility was carried out. Structural safety
was analyzed for the main facility building considering wave load effect.
The initial design of dolphin-fender mooring system was carried out.
As a initial performance estimation, change of flow characteristics
around the structure was investigated for various drafts of the pontoon
structure using 3-D multi-level analysis model. Hydroelastic behavior of
the structure for various structural stiffness was investigated using
eigenfunction expansion method. Modal analysis using equivalent plate
model was also carried out to investigated change of modal shape for
non-uniform depth structure.

Development of Design Technology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s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술개발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본

과제에서는 환경친화적인 미래 해양공간 개발을 위한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설
계·해석을 위한 엔지니어링 기반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올해는 본과제의 2단계(2002-2004) 연구로서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실용화 기술기반
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상구조물의 개념설계를 통하여 1단계 개발기술의 적용과 고도화를 꾀하
였다.
이를 위해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과 같이 아직까지 건조경험이 없으며 안전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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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마리나 리조트 개념설계도

한 구조물의 설계, 인증, 건조에 필요한 설계안전규정
초안을 개발하였다. 이 규정은 2단계 연구를 통해 실
제 설계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 보완될 것이다.
다양한 규모의 해상구조물에 대한 용도를 검토하였
으며 환경친화적인 해양공간개발의 예로서 길이
500m, 폭 300m 규모의 부유식 마리나 리조트 구조
물을 시설계 대상으로 삼아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마리나 리조트 시설에 대한 배치를 수행하여 각 시
설에 대한 기능배치를 실시하였으며 각 시설간의 기능
적 연관성과 전체 배치에 대한 시각화를 위하여 3차원
그래픽 모델을 사용한 개념설계안을 완성하였다. 파랑
하중을 고려한 상부 주요시설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검
토하여 주요 부재를 산정하였다.

3차원 유동해석 예(흘수 4.5m 경우, 수심 6m 평면)

하부구조에 대한 초기 구조검토를 수행하여 구조배

가 판요소를 사용하여 불균일 깊이 구조물에 대한 모

치 및 주요부재를 산정하였으며 판요소 모델을 사용하

드형상 변화를 검토하였다. 설치 해역에 대한 유동해

여 전체구조 안전성과 손상시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석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흘수 변화에 따른 유동의 특

또한 파랑, 조류, 바람 정상외력을 산정하여 돌핀-계

성을 검토하였다.

류 시스템 초기 설계안을 도출하였다.
설계구조물에 대한 초기 성능 평가를 위해 고유함수
전개법을 사용한 유탄성응답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등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홍 사 영
T. 042-868-7521, E-mail : sayhong@kris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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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ntly, the public interests on marine leisure are rapidly
increasing with the enhancement of living quality and family

income. Demands for the leisure boats, essential for the marine
leisure, are also increasing. However the domestic production of
leisure boats is very rare and most of them are imported from
abroad.
The object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the key technologies
necessary for the design and production of leisure boats. Those
보급형 패밀리 모터보트의 Lines Plan

technologies will be transferred to small shipyards to raise their
abilities of manufacturing the marine leisure boats and to activate
the domestic marine industries.
In this year, as a preliminary study, the benchmarking of the
overseas leisure boats, the analysis of the required performance,
the estimation of the production cost, the investigation of optimal
dimensions and necessary equipments for public motor boats are
performed. Afterward, resistance and propulsion performance,
stability performance, hull strength and scantling, general
arrangement of the public motor boats are investigated. Finally the
Lines plan, G.A.(General Arrangement) plan, MA(Material
Arrangement) plan, Midship section plan are designed. 3dimensional computer graphic model is generated to check the
design with the artistic and architectural view points.
Next year, the prototype of the designed motor boat will be

보급형 패밀리 모터보트의 일반배치도
(G.A. Plan)

manufactured and the sea trial tests will be followed to evaluate
the hydrodynamic performance of the designed boat.

Development of Public Leisure Boats( )

보급형 해양레저선박 개발(Ⅱ)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국

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소득 증대, 주 5일 근무 실시 등에 따라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육상레저 자원의 포화상태로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어 향후 10년간 해양레저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도 "해양개발
기본계획(Ocean Korea 21)"에서 해양레저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해양레저의 기
본장비인 레저선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의 레저선박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레저선박 보유척수는 2001년 현재
약 2,000척, 인구 천명당 보유척수는 약 0.043척/천명으로 추정된다. 주요 선진국의 보유척수
인 미국 50척/천명, 유럽국가 10∼20척/천명, 북구유럽 143척/천명, 일본 3.6척/천명에 비하여
지극히 적은 수치이나 2010년에는 국내의 레저선박 보유척수가 약 25,000척(0.5척/천명)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1∼2위의 조선산업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레저선박의 국내 개발 사례는 전무하며 현재 대부분의 레저선박을 선령이 오래된
수입품이거나 불법 복사한 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레저선박의 완성도와 안전성면에서 많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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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형 패밀리 모터보트 C.G. 모델(1)

점을 가지고 있어 안전하며 고품질인 보급형 해양레저

였으며 선형 및 일반배치, 선체 중량 및 무게중심 위

선박의 국산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치, 모터보트용 프로펠러 설계법, 선외기 용량, 적정가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지원

격 및 경제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보급형 패밀

을 받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보급형 해양레저선박

리 모터보트의 기본설계에서는 기본제원을 전장

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보급형 해양레저선박

6.6m, 흘수 2.13m, 배수량 1.22톤으로 결정하여 복

개발의 1단계 연구(2001년∼2005년)는 시험개발 단계

원성 및 운동 성능을 추정하였으며 선형(Lines) 및 구

로 Family boat, Sailing yacht, Jet ski의 시제선 개

조 설계도 수행하였다. 또한 주요 의장품, 수납 공간

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레저 선박 기

및 선외기 등을 이용하여 일반배치를 결정하고 일반배

반기술, 성능해석기법, 안전성 평가, 시제선 개발 등이

치도를 작성하였으며 보급형 패밀리 모터보트의 3차

다. 2단계 연구(2006년∼2007년)는 실용화 및 상업화

원 컴퓨터 모델도 작성하였다. 2차년도까지의 연구 개

단계로 보급형 해양레저 선박 핵심기술 이전 및 생산을

발을 통하여 보급형 해양레저선박의 국산화를 위한 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설계기술 이전, 보

요 핵심 기술을 분석하였으며 시제선 건조를 위한 기

급형 실적선 설계, 실적선 생산라인 구축 등이다.

반 기술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개발 사업의 1차년도인 2001년에는 해양레

향후의 주요 연구개발사업으로는 패밀리 모터보트

저 및 레저선박의 분석, 국내외 해양레저 및 레저선박

의 시제선 건조 및 실선 시운전을 통한 성능 검증,

산업의 현황 등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레저선박의

Sailing Yacht의 개발 및 시제선 건조, Jet Ski의 개

2010년 보유척수 예측, 국내 시장 규모, 경제성, 기술

발 및 시제선 건조, 어항을 활용한 마리나 시설(피셔리

적 타당성,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한 분석도 수행

나)의 타당성 검토 및 기초 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급형 해양레저선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안전성 높으며 고품질의 보급
형 해양레저 선박을 개발하고 국산화함으로써 레저 선

본 연구개발 사업의 2차년도인 2002년에는 해외 패

박 관련 기술의 확보, 해양레저와 레저 선박 산업의 활

밀리 모터보트 및 해양레저 산업의 벤치마킹, 국내 모

성화, 해양레저 인구의 저변확대, 국민의 안전한 해양

터보트 현황 및 수요자 요구 사항 분석 등을 수행하였

레저 활동 지원, 레저 선박 수입 대체, 해외 레저 선박

으며 그 결과에 기초하여 보급형 패밀리 모터보트의

수출시장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념 및 기본설계 기술 등을 도출하였다. 보급형 패밀
리 모터보트의 개념설계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을 이용하여 최적제원을 결정하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 반 석 호
T. 042-868-7242, E-mail : shvan@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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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research deals with a feasibility study and a basic design of the
integrated ocean safety information center which prevents ocean

accidents occurring through integrated management of several ocean
safety informations, and minimizes the accident’s scale through the
rapid support and reporting system of accident informations. The
integrated ocean safety information center consists of three subsystems, those are traffic management system,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d conditions management system for ocean
safety. The traffic management system for ocean safety have
continuous ocean traffic control function about entrance and clearance
of ships at a port, safe navigation support function of ships, harbour
traffic control service, and intensive management of navigation track’s
sign.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ocean safety has a
function of ocean safe information service, integrated management of
ship informations, information management of international marine
affairs, and investigation/estimation of ocean accidents. The condition
management system for ocean safety has integrated management of
ocean safety informations, the linking/integration service of relational
ocean safety, emergent response of ocean accidents, and supports
video meetings for talking over ocean accidents.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 목표 이미지(안)

Feasibility Study and Basic Design of the Integrated Ocean Safety Information

해양안전종합정보센타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해

양안전종합정보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과제는 해양안전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해양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사고 처

리 정보를 제공하며, 신속한 보고체계를 통해 사고 규모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200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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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종합정보 센터 시스템 구성도

까지 10개월에 걸쳐 수행되었다. 해양안전종합정보
시스템은 해양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통합 및 서비
스 제공, 유사시 신속한 수색 구조를 위한 유기적인
해양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통해서 해양안전 사고
예방, 해상교통관제, 신속한 해양안전사고 대응업무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며, 해상에서의 인명, 재산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강국의 위상을 가시화
할 수 있는 해양안전 종합정보센터로서 역할을 수행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는 크게 해양안전 교통관리
체계, 해양안전 정보관리체계, 해양안전 상황관리

해양안전 종합정보 센터의 목표 및 세부 시스템 기능

체계로 구성된다. 해양안전 교통관리 체계는 입출항
선박에 대한 연속적인 해상교통 관제 체계, 선박안

상황관리체계는 해양안전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 해

전 운항지원 체계, 해상교통 관제 서비스, 항로표지

양안전 분야정보 연계 및 통합체계, 해양사고 긴급

집약관리 체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해양안전 정

대응, 해양사고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보관리 체계는 해양안전 정보 서비스, 선박정보 통
합관리 체계, 국제 해사정보 관리체계, 해양사고 조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임 용 곤

사 및 평가 체계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안전

T. 042-868-7530, E-mail : yklim@kris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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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O-KORDI has performed a feasibilit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deep-sea unmanned underwater vehicle that is capable of

surveying the whole ocean near 6,000m depth rates, and has derived a
five-year proposal from the study. The deep-sea unmanned underwater
vehicle will be applied to scientific researches in deep-sea as well as in
shallow water. The vehicle system will be composed of three types of
vehicle, i.e., a launcher, an ROV and an AUV. The vehicle will mostly be
operated in ROV mode in general. The AUV will be launched in
particular situation, such as when long-range survey is required
simultaneously while the ROV is in operation in deep-sea. The launcher
will be connected to a support vessel with a cable, and the ROV will be
released from the launcher. The launcher will be equipped with a drum
being capable of managing the tether cable for the ROV. Additionally,
the launcher will be equipped with docking and homing devices for the
AUV. The AUV will be launched and docked with the launcher in deep
water for long range survey, and it will be able to be re-launched in
deep-sea after recharging the power and saving the data or reloading
control programs. The deep-sea unmanned underwater vehicle,
therefore, will be a multiple vehicle system accompanied with the
launcher, the ROV and the AUV for multidisciplinary researches in both

심해 무인잠수정의 운용 개념도

shallow and deep-sea environments.

Development of a Deep-sea Unmanned Underwater Vehicle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해

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는 2,000년에 수행된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을 위한 기
회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향후 5개 계획으로 해양수산부

의 지원을 받아 심해의 해양자원과 해양과학 자료취득을 위한 6,000m급 심해용 무인잠수정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달에 인간의 발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였으며 화성을 탐험하여 우주의 기
원을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 지구상에 유일하게 탐사되지 않은 영역을 남겨두고 있다. 지구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대양은 엄청난 자원의 보고이며 지구과학의 많은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
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심해로의 도전이 진행
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 심해저 망간단괴, 열수광상, 심해생물, 해저 메탄 수화물 등의 존재가 알
려지면서 심해저 탐사와 개발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는 심해의 극한환경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줄 심해 무인잠수정을 국내 개발함으로써 심해의 자료취득과 샘플채취를 가능하
게 하여 국내의 해양자원개발과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심해의 극한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중작업시스템 개발 기술과 심해 신물질 및 심해 생명과학 연구의 기반을 확
보할 계획이다.
심해 무인잠수정은 전세계 대양의 98%를 조사할 수 있는 6,000m급으로 개발될 예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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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의 모형

통일 한국의 한반도 인근 해역뿐만 아니라 서태평양의

도킹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중 진수장치의 Yaw

심해연구 및 태평양 C-C 해역의 심해 과학연구에 활

방향 제어용 추진기를 내장할 예정이다.

용할 목적에 맞게 초점을 맞추었다.

소형 AUV는 수중 진수장치에서 진수되어 부근 해역

심해 무인잠수정 시스템은 심해 진수장치

을 탐사하며, 진수장치와 근거리 통신을 수행함으로써

(Launcher)와 ROV (Remotely Operated Vehicle)

실시간 제어가 가능하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이 AUV에

그리고 소형 AUV (Autonomous Underwater

는 해저의 지형조사와 해저온도분포 조사를 위한 사이드

Vehicle) 등 세 가지 시스템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스캔 소나 및 해양과학 계측센서를 탑재할 계획이다.

도킹과 수중 충전 및 실시간 수중 데이터 통신 등의 첨

AUV가 수중 진수장치에 도킹한 후에 AUV에 저장된 데

단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다.

이터는 비접촉 근거리 통신장치를 통하여 수상으로 전송

ROV에는 심해에서 정밀작업과 시료채취를 수행할

되며, 동시에 비접촉으로 전원을 충전하여 AUV가 연속

수 있도록 두 대의 고관절 수중 매니퓰레이터를 장착하

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차세대 심해

고 수중 관측과 생명체 조사를 위한 고화질 카메라와

용 무인잠수정 개발 과제의 1∼2차년도 연구를 통하여

저조도 카메라를 장착할 예정이다. 또한 ROV는 수중

심해무인잠수정의 기본설계와 구조해석, 전원용량산정,

작업 목적에 따른 해양과학 조사장비와 계측센서를 장

원거리 광통신 시스템 설계 등의 설계 연구가 진행되었

착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ROV가 수중에서 자

으며, 케이블의 운동 해석, 무인잠수정의 동력학 계수추

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6개의 추진기를 장착하여 운

정, 수중 진수장치의 운동 예측, 무인잠수정의 운동제어

동제어와 위치제어를 수행하며, 조류가 강한 해역에서

알고리듬과 수중 도킹 알고리듬 및 매니퓰레이터의 원격

도 사용 가능하도록 이층 구조의 가변 부력재 구조를

정밀 위치제어 등의 핵심요소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갖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는 심해 무인잠수정을 보다

수중 진수장치는 해양의 환경외란과 수상선의 운동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일본의 해양과학기술센터

에 의한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AUV와

(JAMSTEC), 미국의 우즈홀 해양과학연구소(WHOI)

ROV를 진수하고 회수하는 등의 심해 무인잠수정 운용

등과 같은 국외의 관련기관과 기술교류를 진행하고 있

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초음파 위치추적 센서와 초

으며, 무인잠수정 개발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운영함으

음파 통신 센서를 장착할 예정이다. 수중 진수장치는

로써 개발 방향과 개발 이후의 활용 문제 등을 포함하

ROV의 진수·회수를 위하여 내부에 수중 윈치를 내장

여 다각적인 기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하고 케이블 운용을 감시하는 카메라가 장착될 것이다.
또한 소형 AUV를 수중에서 진수하고 호밍·도킹을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이 판 묵

하기 위한 특수 도킹장치를 탑재할 예정이며, AUV의

T. 042-868-7532, E-mail : pmlee@kris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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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rding to the recent statistics of marine casualties, most
casualties were caused by human errors. But, the efforts to

reduce human errors on voyage have been insufficient relatively.
The object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the methods for preventing
marine misfortunes caused by human errors and also for
minimizing damage of marine casualties even when they occur. To
prevent casualties, the Integrated Vessel Traffic Management
System(IVTMS) is being developed by using radar, AIS, satellite
communication and so on. To minimize damage, A support system
for search and rescue is also being developed in connection with
the IVTMS.

Development of Integrated Vessel Traffic Management and Search System
for Response to Marine Casualties

해난사고 대응 통합관제 및 수색시스템 개발
사업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과학기술부

국

내에서 1998년에 발생한 해난 사고의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
면 충돌 좌초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29%, 기관 손상에 의한

사고가 31%를 차지한다. 하지만 여기서 기관 손상에 의한 사고는 대
부분 어선에서 발생했으며 어선을 제외한 비선박의 경우에는 충돌
좌초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고 원
인별 발생 현황의 경우, 1997년에 발생한 해난 사고 중 원인이 규명
Statistics of kinds of marine casualties in 1998

된 330건의 경우에 대한 해난심판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고의
67%가 운항 과실에 의해 발생했으며 설비 불량이나 취급 불량에 의
한 사고가 28%,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3%를 차지한다. 이때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운항 과실의 주요 내용은 충돌 예방 규칙 등의 항
법 미준수, 전방 경계 소홀 및 조선 기술 부적절, 해양 및 기상 상태
에 대한 대응 부적절 등과 같다.
본 사업에서는 이와 같이 많은 경우 인적 과실에 기인하는 해난 사
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 발생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Statistics of causes of marine casualties in 1997

방안을 연구,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난 사고 자체를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중의 하나로 레이더 기반 관제 시스템,

AIS, 인공위성 등을 총괄하는 통합 해상 교통 관제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색 구난 시스템을 통합 관제 시스템과 연계하여 개발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로 우선 복수의 레이더를 이용한 레이더 기반 관제 시스템을 한글화된
전자 해도 기반으로 구축하였으며 동일한 플랫폼 상에서 자국 위성인 무궁화 위성 및
Orbcomm 등의 저궤도 위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선박을 추적하는 정보도 표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실제로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시스템은 현재 해양경찰청의 모든 경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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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layout for satellite VTS

Development Platform of radar based VTS

Radar overlaid display of Pusan harbor for VTS

Result of tracking ship by using satellite

장치(RSC)를 이용하여 실제 해상에서와 동일한 신호
상황을 구현해 주는 관제 시스템 개발 플랫폼을 구축
하였으며 기존의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와 연계되어 각
종 선박 운항 상황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색 구난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우리 나라 전 연안
에 대한 바람, 조류 등의 환경 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고 이 데이터베이스와 그 동안의 해상 실험 결과
를 이용한 표류 선박 위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mple of supporting system for search and rescue

정에 설치 중이며 개발된 관제 시스템 또한 모든 해양

결과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사고 위치 입력만으
로 바로 조난 선박의 표류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
템이 개발되었다.

경찰서 상황실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평가 및 개선을
위해 복수의 레이더 신호 발생기와 레이더 신호 변환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 강 창 구
T. 042-868-7260, E-mail : cgkang@kris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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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 provides the facilities of neutral data format for the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 This project is to develop

the standard for ship product model in ISO TC184/SC4. Several
abstract test cases of STEP AP 218(ship structure), 215(ship
arrangement), AP 216(ship hull form) are developing which will be
included as part of international standard documents. Test cases of
AP 226 (ship mechanical system) and AP 234 (ship operational
logs) will also be developed as those AP documents are settleld
down.

Development of Maritime STEP Technology

선박해양 STEP기술 개발
사업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과학기술부

2

1세기는 정부와 기업을 포함하는 사회 모든 부문에서 핵심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정보
의 생성, 전달, 분배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화 시대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설계도면

과 같은 문서화 과정을 거쳐 소포형식으로 배달되던 선박과 주변 해양환경에 대한 기술정
보는 정보화 시대에서는 표준화된 디지털 데이터의 형식으로 포장되어 전세계에 퍼져있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건너뛰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또 그 안에 저장된
풍부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의 설계도면을 이용할 때 불가피했던 수많은 입출력 작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다. 예를 들면 조선소와 선급 사이에 이루어지는 설계정
보 승인 절차는 기존의 설계도면대신 디지털 데이터의 전송에 의한 방식으로 교체될 수 있
다. 즉 선체설계 CAD 시스템으로부터 3차원의 선박제품 모델 정보가 표준형식의 디지털
데이터로 출력되고 이를 선급이나 선주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자체 시스템에 별도의 추가
적인 노력없이 바로 읽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 새로운 방식의 업무처리 절차에 의하면
선박의 구조설계 결과가 표준 형식의 디지털 데이터로 출력되어 인터넷을 통해 전자우편
(e-mail)이나 기타 유사한 방식으로 선급에게 보내지고 선급에서는 새로운 입력 데이터를
작성하지 않고도 설계결과를 확인하고 자체 평가시스템에 연결하여 승인절차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림 1)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은 그러한 목적을 위
해 지금까지 주로 도면상에 2차원 정보로 표현되어 전달되던 3차원 제품모델 정보를 서로
다른 시스템 사이에 디지털 데이터로서 교환,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중립적인 데이터
표준으로서 국제표준기구(ISO TC184/SC4/WG3)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표준이다.
이 안에는 선박외에도 자동차, 항공기, 기계부품, 플랜트, 건설 등에 관한 제품정보 표준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되고 있다. 선박해양 분야에서는 AP 215(선박선형), AP 216(선
박구획배치), AP 218(선박구조), AP 226(선박기계장치), AP234(운항항해정보) 등이 독
립된 응용프로토콜로서 개발되고 있으며, 그 밖에 선박 배관과 HVAC는 플랜트(AP 227),
선박전장은 전기설계(AP 224)에서 개발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중복개발을 피
하고 있다. 또 STEP은 대상 기술정보에 대한 데이터 구조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조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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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디지털 데이터에 의한 기술정보의 교환, 공유

진 실제 데이터 사례도 표준의 일부로써
개발하여 데이터 모델에 대한 적합성 검
증과 나중의 실제 이용시 참조가능한 데
이터로서 가상 시험 데이터를 별도의 표
준으로 만들어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과기부의 국
가지정연구실 사업으로 기존의 연구범
위를 확대하여 선박선형(AP216), 구획
배치(AP215), 선박기계(AP226), 운항
항해정보(AP234) 표준에 대한 ATS를

그림 2. STEP 데이터와 그것으로 표현된 선체모델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STEP 번역
기 개발과 선박 STEP 데이터베이스 시범 구축 등

스트 데이터를 국내에서 건조된 선박을 대상으로 만

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선박구조 모델의 STEP 데

들어 표준화함으로써 국내 업계의 의견이 표준에 적

이터 생성기를 개발하여 선박 구조물에 대한 STEP

극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테스트 데이터를 국내 건조 선박을 기준으로 만들어
표준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국내 업계의 의견을 표
준에 반영하였다 (그림 2). 또 앞으로 여러 가지 테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 김 용 대
T. 042-868-7221, E-mail : ydkim@kris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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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need for the attitude control system of surface ships on waves is
increasing more and more. Ocean waves may cause ship motion,

and the effect of ship motion cause several problems on human being
and devices on ship. In the view point of human factor, it affects the ride
quality of passengers, and the fatigue of crew so that the possibility of
mistaking on decision and operation will increase. In the point of stability,
it may cause the mal-function of important devices and instability of ship
itself. In the view point of operation or mission, it degrades the
operation/mission of surface ships on high waves in such ships of naval
ships, rescue ships, experimental ships, police patrol boats, etc.
In this project, the key technology of the attitude control system of
surface ships will be developed. For this purpose, the system
design/analysis, effectiveness analysis, design too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arget ship, model test for system verification, trial
manufacture, and sea trial of the system.
In the starting year(2002-2003), the analysis of required operation
criteria, time domain dynamic analysis, the effective analysis of the
attitude control system is being carried out, and the first version of design
results will be come out.

ART(Anti-Rolling Tank) 개념도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Attitude Control System of Ships on Waves

파랑중 수상선의 자세제어장비 기술개발
사업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과학기술부

파

랑중 수상선의 자세제어장비 기술개발과제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의 하나로 수상선의 파
랑중 운동을 감소시키고, 자세유지를 수행하는 수동 및 능동 자세제어장비 기술로서

전체 시스템의 분석/설계, 각 단위 장비의 효과도 분석, 선형 및 운항상태에 따른 적합한 장비
의 선정 및 설계, 시제품 제작, 시운전하는 통합적인 기술이며, 선종에 따른 시제품을 개발하고
시운전하여 수상선용 자세제어장비를 개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민간 선박과 군용 함정의 고성능화가 진행되면서 운동감소 및 자세제어의 필요성이 점차 크
게 대두되고 있다. 파랑중 운동의 영향을 인간공학적인면에서 보면 운동에 오랜 시간 피폭되어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승무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임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
험상황에서의 판단 오류 등을 일으켜 안전운항에 장애가 된다. 선박의 안전성과 관련하여서는
탑재장비의 고장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자세제어가 수행되지 않으면 운항이 불가능한 고성능
수상선 등이 있다. 또한 임무수행면에서 보면 악천후에서도 운항을 하여야만 하는 수상선의 경
우 운동감소 및 자세제어가 되지 않으면 임무수행이 어렵게 된다.

·인간공학적인 측면 - 여객의 쾌적감/승선감 향상, 승무원의 피로 감소에 의한 안전운항 향
상 및 사고 방지(고속선, 여객선등)
·안전성 측면 - 고성능 탑재장비의 보호, 고성능 수상선의 운항안정성 향상(해상시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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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익 자세제어장비(Hydrofoil Control System) 개념도

횡동요 안정장치(Fin Stabilizer) 개념도

자체개발 복합지지선 자세제어 시운전 장면

자세제어 시스템 구성도

Fully Submerged Hydrofoil 선등)
·임무 수행 측면 - 거친 해상상태에서도 운항을 하
여야 하는 수상선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해양조사

되어있다. 3-4차년도에는 실용개발단계로서 시제품
을 제작하여 성능검증이 이루어지고, 상용화 대책이
마련된다.

선, 해상시험선, 해상구조선, 해군 함정, 해경 함정)

본 기술 및 이에 따른 장비는 대부분 해외도입을 하

본 과제에서 개발 대상으로 하는 장비는 현재 많이

고 있어서(일반적인 장비의 일부분은 라이센스 생산을

도입되고 있는 횡동요 안정장치(Fin Stabilizer), 초

하고 있음)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고 외화가 유출되고

기단계에 있는 질량가동형 횡동요 안정장치(Mass

있다. 향후 선박 및 함정의 고성능화가 진행되면서 고

Driving ARS), 능동형 ART(Anti-Rolling Tank),

성능 고속선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고, 고부가가

수중익 자세제어장비(Hydrofoil Control System)로

치 수상선에 본 기술 및 이에 따른 장비는 필수적으로

서, 작용력의 발생방식이 다르지만 제어의 목적은 유

적용이 될 것이다. 또한 초고속선에서는 본 기술이 필

사하여 많은 공통부분을 가지고 있는 장비 4가지이다.

수적이어서 설계개념에 포함되고 있으며, 초고속선의

2002년도는 1차년도로서 대상 요구사양분석, 파랑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장비이다. 따라서 본 기술이

중 수상선 운동 시간영역 해석, 자세제어장비의 효과

파급되면 국내 조선 및 제어장비분야에 경쟁력을 높이

도 분석, 대상선의 특성에 따른 설계기법의 개발이 진

고 경제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행중이며, 결과로서 1차 설계안이 제시될 것이다.
2차년도(2003-2004)에는 설계안에 대한 다양한
검증이 이루어지며, 계측/제어기의 설계/제작이 계획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 이 경 중
T. 042-868-7289, E-mail : gjlee@kris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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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rjet propulsion system, which can be applied to a
high-speed craft and a tracked vehicle, is under

developing in the Marine Transportation System Research
Center of KRISO, KORDI. The project, one of the Dual Use
Technology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performed with cooperation of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LTD., Sil La Metal Co.,
LTD., Dongjin Machinery Co., LTD. and Namsung Fluid Eng.
Ind. Co. since 2001.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proposed
system are the hydraulic design of a mixed-type pump including
an impeller and a stator, 3-dimensional configuration design of a
intake-diffuser, pump shaft design including thrust & guide
bearings and sealing box, steering system design with a steering
deflector and reverse bucket, hydraulic power & control system
design for effective steering techniques and interaction analysis
between propulsion system and hull, etc. Waterjet propulsion is
frequently used these days in commercial, naval and pleasure
applications. For high-speed vessel applications, in particular, it

Waterjet Propulsion Systems

has proven to be the successful method.

Development of Medium and Small-sized Waterjet Propulsion Systems

중소형 Waterjet 추진시스템 개발
사업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과학기술부

해

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에서는 해군 함정(9,000마력급)과 육군 수륙양용 궤도차량(300
마력급)의 추진장치로 사용되는 중소형 Waterjet 추진시스템 개발을 과학기술부 민군

겸용기술 과제(2001.9 ∼2006.9)로서 수행하고 있다. 궤도차량용 Waterjet 추진시스템은 공
동연구기관인 부산대학교 주관으로 개발되고 있다. 본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로는 펌
프수력설계, 선체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흡입구 및 디퓨져의 형상설계기법, 축계설계 및 진동
해석 기술, 조향장치 설계 기술, 유압/제어시스템의 설계 및 성능해석기술 및 추진장치와 선체
와의 상호작용 해석기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기술의 복합적 개발은 초고속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개발과 연관되어 산업·경제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고속함정 및
궤도차량의 선형개발과 연계되어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해양방위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기술개발을 통하여 고속유람선, 고속여객선, 구조선, 연안경비선, 순시선, 소방선, 어선
및 세관감시선 등과 같은 민수분야와 고속함정, 경비정, 궤도차량, 부교 등과 같은 군수분야에
대한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기술용역을 방지하여 수입대체 절감효과와 함께 경제적 파
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군사적으로는 특수선 자료의 해외유출 방지 및 공간설계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궤도차량 및 부교의 경우 공간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하여 군
작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차년도(2001-2002)에 수행한 연구는 '펌프수력 성능해석 및 설계기법 정립', 'Water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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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1

Pump-2

펌프성능시험장치

추진장치 유체성능해석기법 정립', 'Waterjet 추진시

를 설계·제작하였다. 이들 결과는 2002년 10월 29

스템 생산설계 예비연구 및 축계 설계'의 3가지 항목

∼30일 민군겸용기술사업 '제 3회 종합발표 및 전시

으로 분류할 수 있다. 펌프 성능해석 및 설계기법 정

회'에 전시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그 동안의 연구성과

립을 위하여 사류형 펌프 설계 및 성능해석용프로그

를 전시하였다.

램을 개발하여 사류형 펌프의 초기설계 및 3차원 기본

2차년도(2002-2003)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대

형상 도출을 수행하고 , 설계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선박을 1차로 설계·제작하여 저항성능시험을 수행

펌프설계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캐비테이션 터널에

하였다. 앞으로 저항시험결과를 기반으로 대상선박에

장착되는 사류형 펌프 성능시험 장치를 설계·제작하

적합한 펌프, Intake 및 3차원 관로를 설계하여

여 설계된 펌프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2차설

Waterjet 추진장치의 자항성능을 해석할 예정이다.

계 펌프가 우수한 성능특성을 보여주었다. Waterjet

펌프는 1차년도의 결과를 기반으로 날개형상요소 변화

추진장치 유체성능해석기법 정립을 위하여 3차원 관

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여, 효율, 양정 및 캐비테이션

로의 형상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Intake 성능시험

발생특성 파악할 예정이며,최적형상도출, 날개강도해

장치를 설계·제작하여 성능시험 기법을 개발하였다.

석 및 날개끝 캐비테이션 제어기법 등도 연구될 예정

또한 Intake 관로의 난류점성유동 수치해석 기법을

이다. 특히 2차년도에는 Waterjet 추진시스템이 장착

개발하여 관로 내부속도 및 압력분포, 마찰손실 등을

된 추진시스템 종합성능 검증을 위한 실해역 성능시험

계산하였으며, 펌프 날개주위의 점성유동 수치해석으

을 수행하므로 해상시운전용 시험선 설계 및 제작이

로 박리, 압력분포, 회전유동 등을 검증하였다.

수행된다. 이와함께 시험선용 Waterjet 추진시스템

Waterjet 추진시스템 생산설계 예비연구 및 축계 설

(펌프, 유도관, 축계, 조향, 제어)도 통합 설계될 예정

계를 위하여 추진장치, 축계, 조향 및 유압제어시스템

이다.

특성 및 규정 등을 조사하였으며, 축계를 초기설계하
여 각종 특성을 해석하였다. 또한 조향 및 유압제어장
치의 설계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수베어링 실험장치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 김 기 섭
T. 042-868-7251, E-mail : kksprop@kris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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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hydrodynamic performances of
ships and submarines in design stage based on the detailed

flow information. In this project, the integrated flow simulation
system for prediction and improvement of the hydrodynamic
performances, such as resistance, propulsion, seakeeping and
maneuvering will be developed.
The content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1) Geometry
representation of hull surface and appendage for ships and
submarines with three-dimensional NURBS method and multi
block grid generation technology. 2) Development of viscous
and potential solver to simulate various and complicate
hydrodynamic performances. 3) Elicitation of the predominant
hull forms and construction of experimental database for the
validation of numerical methods. 4) Development of pre/postprocessor and GUI system combining flow solvers with graphic
utilities.
In the first year, turbulent flow solver for surface ships and
submarines and potential flow solver for propellers have been
developed. The local flow measurement for KRISO LNG carrier
was carried out and its experimental database was constructed
KRISO LNG 운반선 주위의 파형 비교

for the validation of CFD code.

Development of Analysis System for Hydrodynamic Performances of
Surface Vessels and Submarines

수상선박 및 잠수체의 유체성능 해석 시스템 개발
사업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과학기술부

우

리나라가 선진조선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잠수함, 여객선, 초고속선, RoPax, Drill Ship, 해저 통신케이블 설치선(Cable Layer) 등 첨단의 고부가가치, 고성

능 선박을 건조하여야 하며 유체성능이 우수한 선형 및 추진기 설계기술의 확보가 시급하다.
선박 설계의 핵심인 선형설계 기술의 진일보를 위해서는 초기설계 단계에서 유체성능을 미리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유체성능 해석시스템의 활용이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과제에서는 수상 선박 및 잠수체의 속도와 안전성, 은밀성을 결정하는 저항, 추진, 조종, 내
항 등의 유체성능 평가 및 향상을 위해 초기설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유동 시
뮬레이션 시스템인 유체성능 해석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동 시뮬레이션에서 실물에 대한 형상표현의 정밀도가 해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
다. 그러므로 복잡한 3차원 선체표면의 곡면과 선박과 잠수체에 붙은 제어핀(control fin), 하
이드로플레인(hydroplane), 타(rudder) 그리고 추진기 관련 부착물 등 선체의 3차원 곡면특
성을 정확히 표현하도록 3차원 NURBS모델링법을 도입한 기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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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KRISO LNG carrier의 모형시험과 선미 형상그림

Velocity distribution behind working propeller (w/ & w/o rudder)

저항, 추진, 조종, 내항 및 선체의 조종성능 해석에

중형 잠수함(KRISO generic) 주위 유선분포그림 실험 데이터베이스

대한 유체성능 통합해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발하려는 시스템에 적합하고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
한 각각의 성능해석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각각의 유체성능 해석기법 프로그램들은 최종적으
로 통합 구성되어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Windows 환경의 GUI 시스템으로 작성될 것이다. 본
개발된 통합 유동해석 시스템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

연구의 최종적 통합 시스템은 입출력을 Visual 기법

해서는 엄밀한 모형시험을 수행하여 결과들을 비교하

으로 처리하며 유동 시뮬레이션 자료들을 그래픽 처리

여야 한다. 모형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실험결과

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도록 할 것이다.

들은 유체성능해석 시스템의 각각의 결과들을 검증하
기 위해 사용되며 유동 시뮬레이션 기법들로 도입된
이론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 반석호
T. 042-868-7242, E-mail : shvan@kris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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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ne electronic equipments based on digital GIS data,
especially on ENC, are currently installed on-board in

order to protect ship's collision and environmental distaster. These
equipment must be type approved for installation by international
standards. Unfortunately, the standard for type approval does not
have detail procedures for the test method. The authority of each
nations should develope the detail procedure and test method for
its own test system. For the purpose of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detail test procedure, this project was begun
from July, 2001 and now is in second phase.
In 1st phase of this study, we analyzed international standards
concerned with functional, operational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EUT (Equipment Under Test). We developed the
detail method for testing and prepared the rule of government
approval authority. We also developed the primary design of the
signal simulator for being used in some test items. It is expected in
second phase that we will be able to finalize the rule of approval
system and detail method and development of the computerbased simulator with multi I/O port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effective on not only making
process of approval system of government authority, but also
being a touchstone for manufacturer to make their own product.

The Development of Type Approval System for Marine Electronic
Equipment Based on Digital GIS

디지털GIS기반의 전자항해장비 표준성능 시험기술 개발 (Ⅰ)
사업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산업자원부

선

박의 항해 안전과 해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자해도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디
지털 GIS 데이터를 이용하는 항해장비들이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장비들의 인증을 위

해 국제기구에서 제정한 각종 성능기준과 시험기준들은 국제기구가 제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적인 성능 요건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실질적인 장비 인증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의 구현
을 위한 별도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독자기술로 디지털 GIS 데이터를
이용하는 전자 항해장비의 표준 성능을 인증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2개년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2년 말 현재 2차년
도를 진행 중에 있다.
1차년도에는 ECDIS, ECS 등의 디지털 GIS 기반 전자항해장비에 관련된 국제기준을 분석
하고 장비 인증에 필요한 각 항목에 대해 시험·평가 방법 및 세부 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기반
으로 형식 승인 및 장비 검정 고시의 기초 자료 작성을 수행하였다. 또한 인증 절차에 필요한
모의 신호 생성기의 필요 사양을 설계하고 기본 설계를 수행하였다.
분석대상인 국제기준으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성능기준을 중심으로 국제전기전자위원

142

시험·인증 절차 개념도

회(IEC)의 시험항목표준 및 환경시험표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수행할 인증 절차
의 세부적인 방법과 필요 기술을 설계하였다. 이를 통
해 국내 인증을 위한 정부 고시의 안을 마련하였고 현
재 해양수산부의 고시 제정이 진행 중에 있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결과인 인증시험 절차의 세
부 항목에 대한 검토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
시험·인증 대상기기의 예

쳐 최종적인 세부기술을 완성하고 인증절차에 필요한
모의신호기를 설계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개발 결과는 낙후되어 있는 국내 선박항해
장비, 특히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GIS기
반의 전자항해장비에 대한 인증절차를 국가적으로 빠
르게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의 산업계 이
전으로 보다 명확한 제품의 기준을 제시하여 국내 선박
전자장비 업계의 조속한 기술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심 우 성

디지털 GIS 데이터의 화면표시 예

T. 042-868-7282, E-mail : wsshim@kris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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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research is supported by MOCIE(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for 5 years. It is composed of three sub-

projects : Intelligent Navigation System(IN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and Integrated Maritime Information
Technology(IMIT). The INS project develops an integrated oneman bridge system which performs optimal route planning,
avoidance of collision and stranding, and automatic navigation
based on digital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GIS) and expert
system. The AIS project develops a system which periodically
exchanges information on navigation among ships and stations on
lands in order to report their locations and prevent collision. The
IMIT project constructs asynchronous data transfer system, multidatabase for object-oriented realtime data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between ships and stations on grounds. Each subproject is in charge of Daeyang Electronic Co., Ltd., KRISOKORDI, and HKM Incorporated, respectively.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Intelligent Navigation and Autonomous
Control System for Digital Ships

선박의 지능형 자율운항 제어 시스템 개발
사업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산업자원부

지

능형 자율운항 제어 시스템 개발"은
2000년 1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산업자원부에서 중기거점과제로 지원되는
과제이며, 자율운항제어 시스템(Intelligent
Navigation System), 선박자동식별 시스
템(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위
성통신망 원격제어 기술(Integrated
Maritime Information Technology)의 3
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INS 과제는
디지털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GIS) 정보와 전문가 시스템
(Expert System)을 기반으로 경제적 최적
항로분석(Optimal Route Planning), 충돌
디지털 선박의 통합 개념도

/좌초 방지 및 자동항해가 가능한 통합
One-man Bride 시스템을 개발하며, 대양

전기공업(주)가 주관이 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AIS 과제는 선박과 선박간, 선박과 육상국
간에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운항정보 또는 항만보고를 위한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한국해양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진행하고 있다. IMIT 과제는 선박용 비동기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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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선박의 통합 Bridge 개념도

이터 전송 시스템과 객체지향 실시간 통합 데이터 처리

데이터 fusion을 통한 부가정보 통합연구, 내항성 평가

를 위한 멀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선박과 육상간의

이론을 이용한 항해안전 평가, 항로 DB 관리 및 최적항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주)HKM이

로 계획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AIS 세부과제에서는

주관이 되어 진행하고 있다.

SOTDMA 알고리듬 고도화 및 성능평가 시뮬레이터 개

1차년도에는 선진외국의 기술동향 분석과 시스템 요

발, AIS 주제어 시스템 보드 제작 및 AIS 트랜스폰더 시

구분석을 통해 국제적 표준에 부합되는 시스템에 대한

제품 제작, 항적분배장치 설계 및 시제품 제작 등과 같

기본설계를 수행하였다. 2001년 9월 13일 부산 아리랑

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IMIT 세부과제에서는 항해시

호텔 세미나실에서 1차년도 연구성과와 디지털 선박에

스템 인터페이스, 선박과 육상간의 인터페이스, 시스템

대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또한, 한국해양정보통신학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해양환경정보 추출기술 개발 등

회에 2001년 추계학술대회에 특별세션으로서 과제에

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2차년도에는 INS 세부과제에서는 디지털 GIS 프레
임워크 개발, 충돌방지 및 좌초예방 알고리듬의 최적화,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임 용 곤
T. 042-868-7530, E-mail : yklim@kris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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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MEIS) is
developed, which is essential for safe and economic

navigation of innovative digital ships running in the ocean. MEIS
consists of a remote acquisition system of raw environmental data,
a physical and numerical processing system of acquired data, and
a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for data transfer. The real-time
data of waves, winds and currents collected by satellites and ocean
data buoys is obtained from global weather forecast and
environmental prediction organizations. Also, a database of marine
environmental data is established to provide stochastic information
in the region based on long-term observation. The efficiency of a
remote acquisition system depends on the amount of acquired
data and its real-time accessibility, while the efficiency of a data
processing system is governed by the flexibility and accuracy of
data analysis tools. The MEIS enables pilots of digital ships to
design the optimal navigational route.

원격 해양환경정보 취득 및 처리시스템 구성도

Development of Marine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for Digital Ships

원격 해양환경정보 취득 및 처리시스템 개발
사업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산업자원부

본

과제는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해양환경정보
를 취득하여 이를 유용한 형태로 가공하는 원격 해양환경정보 취득 및 처리시스템과,

이들 정보를 활용하여 운항자가 최적 항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정보 실시간 구현시스
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대양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자동화 시스템과
원격제어 기술에 기초한 지능형 자율운항 체제의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흔히 "디지털 선박"
으로 불리는 이 새로운 운송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선박의 무인화를 지향하며, 미래 해상운송기
술의 핵심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양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성과 작업성은 무엇

146

GEOSAT 위성자료에 의한 한반도 주변해역의 7월 평균 풍속

처리기술, 가공정보의 저장관리기술, 정보의 송수신기
술 및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기술의 개발을 요구한다.
당해년도는 디지털 선박의 구현에 필수적인 해양환
경정보 실시간 제공시스템 개발 1단계 연구의 2차년도
운항 예정항로 주요 지점의 월별 파고분포

로서 취득기술의 분류와 평가, 취득 및 처리시스템의

보다도 파도, 바람, 조류, 지형정보 등으로 대표되는

설계, 그리고 해양파랑정보를 경계조건으로 상세해역

다양한 해양환경인자들에 의해 좌우되므로 디지털 선

의 파랑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수치시뮬레이션 모델에

박의 구현을 위해서는 예정항로 상의 해양환경정보의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미국의 NOAA 및 유럽

취득, 해석 및 가공기술이 필수적이다. 정확한 해양환

연합의 ECMWF(Europian Center for Medium-

경정보를 사전에 인지함으로서 항해조건을 분석하여

Range Weather Forecasts)가 보유한 해양환경정보

최적의 항로 선정이 가능하며, 항해 시 발생가능한 위

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들 자료의 특

험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해양환경정보는 디지

성 및 형식을 분석하여 통계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털 선박의 각종 자율운항 및 제어시스템의 기초 입력

정립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운항중인 선박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된다.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원격 해양환경정보 시스템의 설계는 선박의 운항에

3차년도 연구에서는 NOAA(National Oceanic and

필수적인 파랑 및 바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실시간

Atmospheric Administration) 산 하 의

네트워크의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선박의 운항자가 안

NCEP(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전하고 경제적인 항해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Prediction)이나, ECMWF에 의해 초기 가공된 형태

수 있는 해양환경정보 화상구현 시스템의 개발을 핵심

로 제공되는 실시간 해양환경정보를 활용하여 디지털

으로 한다. 해양의 환경정보는 위성탐사 또는 원격부이

선박의 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이를 상세 가공하기 위한

등에 의해 취득되며, 취득된 정보는 통신위성을 이용하

처리 및 운용기술의 개발과 선박 탑재 화상 구현 시스

여 육상으로 전송되어 수신국에서 항해에 유용한 형태

템의 구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로 가공된 후, 항해중인 선박에 위성으로 제공된다. 그
러므로 항해지원을 위한 유용한 해양환경정보의 올바
른 제공은 원격원시정보의 취득기술, 원시정보의 가공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홍 기 용
T. 042-868-7511, E-mail : kyhong@kris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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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s, an important
application of underwater acoustic signal processing, is

under development in the Ocean Development System Laboratory
of KRISO, KORDI. The project, one of the Dual Use Technology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Resources, has been
performed with cooperation of Dae-yang Electric Co. Ltd., LG
Precision Co., Ltd. and Kyung-won Ferrite Co., Ltd. since 1999.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proposed system are design of
acoustic array sensors with wide bandwidth and their
beamforming techniques, more sophisticated multiple-shift-keying
modulation/demodulation, design techniques of an adaptive
decision feedback equalizer with combined least-squares channel
estimation and the error correction coding/decoding techniques to
fix the area demodulation errors. Acoustic communications is in
which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past decade and
in which significant challenges remain.

Development of an Acoustic-based Underwater Image Data Communication

초음파를 이용한 수중영상 정보전송 기술개발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해

양개발시스템 연구본부에서는 수중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초음파를 이용하여
9,600 bps 전송속도와 최대 1,000m 까지 전송 가능한 초음파 수중 영상정보 전송 시

스템 개발을 산업자원부 민군겸용기술 과제(1999. 7 ∼2003.9)로서 수행하고 있다. 본 시스템
의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로는 광대역 초음파센서 설계·제작 기술, Array 센서의 고분해능
빔형성(Beam Forming) 기법, 적응 등화기(Adaptive Equalizer) 설계 기술 및 수중영상의
효율적 전송을 위한 압축/복원 기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기술의 복합적 특성은 새로
운 부가가치를 가지는 지식정보를 다양한 모습으로 창출·생산됨으로서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해양방위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기술개발을 통하여 수중로봇 시스템의 조사관측 정보전송 시스템, 무인 해양 수중
환경 계측감시 체계 구축과 인공어초 감시 시스템 등과 같은 민수분야에 대한 선진국으로부터
의 수입 또는 기술용역을 방지하여 수입대체 절감효과와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
대되며, 기뢰 제거용 수중로봇의 Mine Hunting, 자율 항주형 Torpedo의 항법 시스템, 수상
함정과 잠수함 및 스쿠버 다이버간의 입체 통신망 등과 같은 군수분야에 대한 수입대체 절감효
과 등과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차년도(1999-2000)에는 32KHz의 중심주파수에 4KHz의 주파수 대역폭을 갖는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설계하여 제작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37채널 Array 트랜스듀서 제작을 위한 설
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수중 환경에 맞는 변복조 알고리듬 개발을 위한 아날로그 변복조 보드
(아날로그와 디지털 입력 가능)를 제작하였고, 수중 영상을 압축하기 위하여 Baseline JPEG
과 Wavelet 압축방식을 연구하여 JPEG에서 53대1, 웨이브렛에서 123대1의 압축성능을 갖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 외에 다중경로를 상쇄하기 위한 적응 등화기와 다채널 수신기의 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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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알고리듬을 수중환경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였고, 채

전송속도로 데이터 송수신을 확인하였고, 4차년도에

널 시뮬레이터 개발을 통해 수중환경에 필요한 기법들

는 영상압축 시스템과 인터페이스하여 실시간 영상 전

을 모의실험을 통해 구현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송을 할 예정이다. 2차년도에 제작된 스쿠버 다이버폰

결과는 2000년 10월 24일 민군겸용기술사업 종합발

을 무향수조와 해양공학수조에서 실험하였고, 그 성능

표회에 발표하여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을 확인하였다. MEMS 기술을 이용한 스쿠버 다이버

2차년도(2000-2001)는 7채널 광대역 초음파

폰의 소형화 및 저전력화 방안에 관하여 기본연구를

Array 센서를 제작하였고, Array 센서를 구동하기

수행하였으며, 4차년도에는 MEMS 기술을 이용하여

위한 아날로그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1차년도에 제작

스쿠버 다이버폰을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된 센

된 변복조 보드와 아날로그 보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서의 송수신 주파수 특성 및 방향성을 조사하여 30-

보완하기 위해 변복조 부분과 신호처리 부분을 순수

50KHz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짐을 확인하였고, 채널

디지털 송신기와 수신기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1차

모델링 기법에 대하여 기본연구를 수행하였다. 2002

년도에 수행된 빔형성 기법, 적응 등화기 기법, 수중

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제주에서 열린 UDT

영상 압축기법에 대한 알고리듬의 성능을 향상시켰으

2002 KOREA에 논문 2편을 발표하였고, 2003년 3

며, 알고리듬을 SHARC DSP 21060에 각각 이식하

월 16일부터 18일까지 West Verginia University에

였다. 또한, 1차년도 결과를 이용하여 Diver Phone을

서 열리는 IEEE SSST 2003 및 2003년 3월 31일부

시험제작 하였다. 2001년 12월 5일-6일 민군겸용기

터 4월 3일까지 Dallas의 Intercontinental 호텔에

술사업 종합발표회에 연구성과를 전시하였다.

서 열리는 ISPC 2003에 총 3편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

3차년도(2001-2002)는 2차년도 디지털 송수신기

이다.

설계 결과를 이용하여 송신기와 수신기를 각각
TMS320C6711과 ASP-S60(6-U ADSP21160) 상
에서 구현하였고, 무향수조에서 실험하여 9,600 bps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임 용 곤
T. 042-868-7530, E-mail : yklim@kris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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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Project is a core element of marine and coastal
initiative for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NGIS) Program, which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inter-government agencies since 1995. In
2002, as first hit some drafts for systematic mechanism
processes and guides have been developed such as a
standard directive, a strategic road map and a common

1

표준화 조직
표준화를 추진할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규정을 마련

4

2

marine GIS vocabulary to be used extensively among all
3

정책/제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표준화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5

표준화 매커니즘 개발

표준화를 추진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표준의 개발, 관리, 적용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기준

표준화 구조
표준화의 전반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전체적인 틀로서,
표준화를 위한 주체, 대상
요소 등의 형태 및 내용

표준화 로드맵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정표이며 표준화 시기, 대상을 규정

marine GIS standardization activities hereafter.
In the following years a few practical standard
documents including metadata standard, encoding
specification and service interface standards will be
developed as base elements of whole marine GIS
standardization from which most application profiles
might be derived.

표준화체계

Development of Fundamental Infrastructure for Marine GIS

해양 GIS 기반환경 구축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정

부에서는 최근 지리정보의 체계적인 구축 및 활용을 위해 건설교통부 및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제1차 국가 GIS 사업(1995년 - 2000년)에 이어 제2차 국가 GIS 사업을 추

진중(2001년 - 2005년)이다. 그러나,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에서는 해양부문이
반영되지 않고 육상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해양분야의 관심 증대로 2000년 1월에 제정
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해양부문이 명시됨으로서 비로소 해
양 GIS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확보되었다. 한편, GIS 구축에 있어서 해양분야는 동
적인 특성 및 공간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육상과는 구별되는 해양에 특화된 표준 및 기술
이 요구되며 또한, 해양공간의 다양한 기능적 활용특성으로 인해 지리정보의 상호호환성을 위
한 표준화가 중복투자 방지 및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인 해양 GIS 구축을 위한 기반환경을 확보하
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수탁과제로 2001년에 ""해양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연구"사업
을 수행하였으며 이 사업의 연구성과물인 "해양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이 해양수
산부 고시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해양 GIS의 기반요소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해양 GIS기반환경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당해연도에는 표준화체계 구축을 위한
해양 GIS표준화 메카니즘 개발, 해양 GIS 표준화 로드맵 작성, 그리고 해양 GIS 공통용어표
준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표준화의 기반체계인 표준화 메카니즘을 개발하기 위
해 국내 GIS 표준체계 및 ISO, IEC, IHO, IOC, 그리고 미국, 캐나다 등의 지리정보 표준화체
계를 분석하여 해양 GIS 표준개발 및 관리를 위한 프로파일 기반의 표준화지침서 초안을 개발
하였으며, 이는 향후 다양한 분야 및 기관에서 개발될 해양 GIS와 관련한 표준을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침서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과의 호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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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NGIS 표준

해양 GIS 표준화등록소

OGC

ISO

IHO

등록

해양 GIS 표준

협력

반영
참조

참조

해양 GIS 표준

제안

프로파일 확장/구현

해양 GIS
표준화
로드맵

해양 GIS
표준화
매카니즘

해양 GIS 응용 프로파일
어업수산

해운항만/물류

해양개발/정책

해양자원연구

해양안전/항해

해양정책/외교

표준화 구조

유지하기 위해 응용표준개발과정에서 기반표준을 프
로파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그리고, 중

표준화 사업
내역의 도출

지리정보 표준화의 기본 요소, 표준화 정책, 기술 수요,
표준화 동향에 따라 표준화 사업 내역의 도출

우선순위의
규정

한정된 시간과 재원으로 해양GIS 표준화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표준화 사업 내역의 우선 순위를 규정

중장기
계획의 작성

성공적인 해양지리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중장기
표준화 계획을 수립

표준화
문서의 점검

표준화 추진 절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표준화 문서의
상태를 점검

표준화
추진일정

표준화 계획에 따른 표준화 사업내역의
세부 요구 사항 명시

장기적인 해양 GIS 표준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
양 GIS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인 표준화환경을 제공하
기 위해 표준항목별 우선순위를 근거로 한 표준화 로
드맵을 작성하였다.
한편, 이러한 표준화연구가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논
의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실수요를 반영의 근거를 확보
하기 위해 국가 GIS 추진위의 표준화분과위에 해양정
보연구반을 신설(2002.10)하여 개발된 표준문서 및
표준화활동에 대한 인증과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메타데이터표준 및 유통표준 등에 관
한 구체적인 표준개발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또한,

로드맵 구성

유통, 측량, 생산서비스 등의 다양한 해양 GIS 핵심기
술과 관련한 표준기술에 대한 연구도 함께 병행하여
효과적인 해양 GIS 구축에 활용할 예정으로 있다.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서 상 현
T. 042-868-7264, E-mail : shsuh@kris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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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rding to a long-term master plan for the
implementing of MOMAF's marine environmental

informatization, we have developed marine environment
portal web site which consists of 7 main-menu and 39 submenu including various types of contents (text, image and
multimedia) based on RDBMS. This portal site was opened
in Oct., 2002 ( http://www.meps.info).
Also, for the national institutions' distributed DB which is
archived and managed respectively the marine chemical
data and biological data, the integrated retrieval system was
developed. This system is meaningful for the making
collaborative use of real data and could be applied for data
mining, marine research, marine environmental GIS and
making-decisions.

Development of Marine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해양환경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사업구분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탁처 : 해양수산부

분산DB 통합검색화면

2

000년 5월,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환경분야의 중·장기 정보화 계획인「해양환경종합
정보시스템 기본계획」
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해양환경분야 정보화사업의 체계

적인 개발과 정보시스템간 상호연계 및 활용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컨텐츠의 해양환경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는 전문포탈사이트의 개발과 운영, 해양자료 생산기관들이 관리하는 해양조
사자료의 분산DB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해양환경정보의 가시적 이용체계 및 의사결정 지원
을 위한 해양환경GIS 활용시스템 개발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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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포탈사이트

⇒

행사일정
뉴스,공지
토론광장
해양환경
멀티미디어

⇒

이용자

해양환경IQ

해양환경
정보검색

포털사이트 기획
해양환경정보
분류/정리/입력

MEPS DB
해양환경
분산DB
통합 검색
세계해양
환경뉴스

DB시스템
백업/보완관리

커뮤니티/사용자관리

관련사이트
POLL

환경정보
컨텐츠 제작/입력

분산 DB 기술/정책

⇒

관련기관,
연구소,
업체, 단체,
대학IP

MEPS개발/운영

⇒

컨텐츠제공자

해양환경디지털데이터
해양수질, 해양생태,
관련기관 분산DB

포탈사이트 구성 컨텐츠 유통도

해양환경포탈서비스 초기화면

2002년까지 3차사업에 걸쳐 해양환경포탈사이트

계한 분산DB 해양자료(해양수질, 해양생태)를 통합

구축 운영과 분산DB 통합검색시스템 개발을 수행하

검색하여 정점도, 통계치 및 그래프 등으로 출력되는

였다. 해양환경포탈서비스 (MEPS: Marine

web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데이

Environment Portal Service)는 컨텐츠의 효율적

터마이닝을 통한 해양지식정보화와 의사결정지원 뿐

인 운영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 설계를 거쳐 관

아니라 해양연구와 해양환경 GIS의 속성자료에 활용

계형 DB로 개발하였으며, 2002년 10월부터 운영 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스를 시작하였다. 사이트 구성은 다양한 컨텐츠와

아울러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포탈사이트의 활성

매체의 기획 개발을 통해 뉴스 (국내, 국외, 기관소

화를 위해 국내 검색엔진 등록, 한글도메인 등록("해

식, 취업정보), 커뮤니티, 행사일정, POLL, 관련사

양환경"), 리플렛 제작 배포, web-mail 서비스 등의

이트 등과 국내 관련사이트의 웹페이지 단위의 내용

홍보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접속자 통계분석을 통한

을 분류, 정리한 해양환경정보검색 등 포탈로써 갖춰

사이트의 개선과 개발을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추

야 할 기본 메뉴와 MEPS DB (전문자료, 법규, 국제

진해 나갈 것이다.

기구 및 협약), 멀티미디어DB (온라인세미나, 해양
상징이미지), 해양환경퀴즈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
한, 지리적으로 분산된 지역DB로써 해양조사자료를
저장, 관리하는 관련기관들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연

데이터운영팀

최현우

T. 031-400-6473, E-mail : hwchoi@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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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functions of Data Management Section(DMS) are
① Implementation, management of oceanographic

data and information database and their services, ②

Designing,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KORDI main
homepage, ③ Management of NOAA satellite data and
their user services.
The DMS endeavor to introduce innovative computer
techniques such as real-time data managemen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3 dimensional
visualization to oceanographic research. To learn and
develop recent computer techniques, the members of DMS
attended several training programs offered by th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es and held several in formal
technical seminars. Last year, the DMS attended more
than 15 national research programs and carried out two
national projects funded by MOMAF and NFRDI, whose
purposes are to establish national information systems.
The KORDI main homepage was reopened after
restructuring the menu, updating the contents, and
applying new design in July, 2002. The web site provides
various scientific informations related ocean and
oceanographic data produced by realtime monitoring,
한국해양연구원 홈페이지

remote sensing, and numerical model.

Data Management Section

데이터운영팀

데

이터운영팀의 기능은 ① 해양자료·정보 DB 구축, 운영 및 제공 ② 연구원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③ 인공위성 수신시스템 운영 및 정보서비스로, 해양관측자료의 체계적

인 관리 및 활용도 극대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자료·정보 DB 구축에서는 실시간 자료 관리, GIS 구축, 3차원 가시화 등 첨단 컴퓨터
기술을 해양과학분야의 연구개발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외 선진 기술의 동향파악 및 습
득을 위한 자체 세미나 개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DB 운용기술, GIS
활용기술, 최신 인터넷기술 교육에도 참여하여 기술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데이터운영팀이
확보한 최신 정보기술들은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하는 15개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활
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원의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
는 정보화사업인 "해양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해양수산부)" 및 "해양과학정보망 구축(국립
수산과학원)" 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 홈페이지 구축에서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디자인 개선 및
메뉴구조 조정 등의 개편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2년도 개편작업에서는 세련된 디자인의 적
용과 함께, 해양과학정보 및 해양자료의 제공 기능을 강화한 결과, 학생을 포함한 일반인과 해
양전문가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사이트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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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GIS 구축기술

3차원 가시화기술

실시간 해양자료 시스템

해양환경포탈서비스

해양예보시스템

새만금 해양환경 웹사이트

인공위성 수신시스템 운영에서는 AVHRR 및

진과 매체노후화에 따른 자료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SeaWifs 자료를 수신·처리하여 연구 부서에 지속적

기존 수신자료에 대한 재처리 및 CD 백업 작업을 수

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위성영상 제

행하였다.

공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위성자료의 활용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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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Library and Information Section(LIS) Provides services for
both local and overseas interests through extensive collection,

filing and processing of various information materials related to
the ocean. The LIS also provides the most recent information and
interesting data through the bibliographic computer information
services of domestic and overseas data banks as well as some CDROMs (JCR, GeoROM, DSDP, Arctic & Antarctic Regions). KORDI
library has been serving for last three decades and now plays the
role of the major source of the world-wide oceanographic
informations in Korea. KORDI library also provides the services as
the FAO/ASFA National Center in Korea since February, 2000.
Main Functions are:
·Library services
·Information process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formation exchange
·Publication of oceanographic research monographs & journal
(Ocean and Polar Research)

Library and Information Section

문헌정보팀

문

헌정보팀에서는 해양과학기술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정보를 연구자에게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최신 기술정보자료를 수집·분류·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

화하였다. 이를 통해 원내 연구원은 물론, 대학 등 국내유관기관의 연구자에게 자료의 조사, 열
람·대출, 복사,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자료 교환협력체계를 확립하고 해외 자료교환(55개국 292개 기관)과 단체가입(국내
28, 국외 24개 기관)을 통하여 국내외의 유용자료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하여 연구자
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회도서관과 상호협력 협정 체결을 통하여 우리연구원과 국회도서
관은 자료교환 및 데이터베이스 교환, 저작권과 인적교류(세미나개최 등) 분야에서 상호협력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연구원은 약 300만건의 국회도서관 목록정보와 단행본, 세미나
자료, 폐간신문, 석박사 학위논문, 사회과학분야 학술지 등 약 58만건의 본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국회도서관과의 협력협정 체결은 출연연구기관 전문도서실 중 최초로 이
루어진 것으로서 앞으로 국회도서관-연구기관간 정보자원 공유를 통한 국가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과학기술정보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축적과 활용을 위한 문헌전산화 업무를 수행
하여 Maestro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KORDI 디지털라이브러리
(http://library.kordi.re.kr)」
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헌정보 홈페이지의 제공
내용 및 검색방법 이용안내에 대한 홍보리프렛을 제작하여 국내 관련기관과 연구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해양정보 이용을 지원하였다.
또한, KORDI 연구성과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연구보고서 DB 검색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KORDI 디지털라이브러리를 통하여 전문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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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전용서버 및 고속망을 통한 동시다중접속 가능

행하는 전문도서로는『파(派)를 잰다, 안희도 등역』
이

한 신속검색환경이 구축되었다.

발간되었다.

최근의 기술정보환경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의

연구사업으로는 정부의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

중요성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최신 정보검색을 위하여

축사업에 해양분야 전문정보센터로 참여하여 "과학기

국내외의 Data Bank인 ASFA Online 등의 상용 DB

술 문헌 및 산업기술기반 전문정보 DB구축(해양분

와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 (NDSL)등과 연계한 정보

야)"를 수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양분야 연구보고서

검색서비스, 맞춤정보서비스, 저널기사 검색서비스를

의 DB구축(XML, DVI)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공하였다. 또한 2002년도에는 전자저널국가컨소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외에 "해양수산 웹디렉토리 및

엄(KESLI)을 통해 최신저널의 원문에 대한 온라인 데

회색문헌 DB구축"을 통하여 인터넷에 산재한 해양과

이터베이스인 ScienceDirect(1,200여종), Springer

학분야 웹자원의 디렉토리를 구축하고, 국제회의 및

Link(480여종), Oxford Univ Press(90여종)에 신규

심포지움 등의 결과물 등 비정규적으로 발간되는 회색

및 갱신가입하여 원문정보를 제공하였다.

문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해양연구자에게 해

신속한 서지정보검색서비스를 위해 입수, 이용하고

또한, FAO/ASFA Korean National Partner 지

있는 CD-ROM은 다음과 같다.
제

목

양관련 전문정보를 망라적으로 제공하였다.

내

용

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정보 자료입력센터 운영을 통

International Seismological
Center Bulletin

해양탐사를 위한 지진 자료

하여 국내핵심저널 선정 및 서지정보 색인·분석ㆍ입

Britannica CD-ROM(2001)

백과사전

력·제공으로 국내생산 연구정보를 세계 최대의 해양

International Oil Spill Conferenc
Proceedings (1969-2001)

화학분야

정보 DB인 ASFA(Aquatic Sciences & Fisheries

JCR (2001)

학술지 평가 통계자료

Abstracts)에 수록하고 있다.

Patent Map (2002)

특허자료 DB

국회도서관문헌정보 (2002)

국회도서관 소장자료 목록 DB

해양과학분야 전문학술지『Ocean and Polar
Research』
를 제24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발간하
였다.
『Ocean and Polar Research』
는 2000년 9월 한국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뒤로 눈부신
성장을 거두어, 2002년 하반기 학술지 평가에서 해양

<표1> D/B 제작 및 제공실적
D/B명

정보내용

제공기관

구축건수

과학기술 문헌 및
산업기술전반
전문정보 DB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한 R&D결과
정보 Full-Text제공

인터넷 대국민
검색 및 원문서비스
제공

연구보고서
29,250면 DB화

해양수산
웹디렉토리 및
회색문헌 DB

해양수산분야 및
선박해양공학기술
웹자원
메타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해양연구원
서버와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
검색시스템 연계
대국민서비스 제공

회색문헌
10,029면 DB화
(누계 26만여권)

분야 최초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편 2002년도『Ocean and Polar Research』우
수논문상은 권태영·이방용·이정순 공저 논문
"Statistical analysis of NOAA/AVHRR high
resolution weekly SST in the East Sea:
Regional variability and relationships with
ENSO (In Korean)" 가 수상하였다. 연구원에서 발

<표2> 정보지 발간 배포
구 분

자

료

명

『Ocean and Polar Research』제24권 제1호
학술지 『Ocean and Polar Research』제24권 제2호
『Ocean and Polar Research』제24권 제3호
『Ocean and Polar Research』제24권 제4호
전문
도서

파(派)를 잰다. 안희도 등역

발간부수

배포기관

비 고

1,000부
"
"
"

국내·외
해양
관련기관
및 대학

비매품

500부

해양수산부
등

1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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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체

실

적

TV방영

‘날으는 배 첫선’
등 35건

라디오 출연

‘남극세종기지’
등 2건

신문게재

‘해남 울돌목 조류발전 시연회 개최’
등 172건

월간지 게재

‘바다목장’
등 15건

매 체

실

적

교육훈련

해양환경교육자훈련과정(7.15~19) 외 10건

전시회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9.25~10.24) 외 2건

기념행사

바다의 날 기념 바다사랑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5.29) 외 7건

대중세미나

남극과 지구환경(2002. 5. 27) 외 10건

견학프로그램

명혜학교 학생(2002. 4. 19) 외 68건

Communications

홍보

한

국해양연구원은 언론기고, 방송출연, 대중세미나 및 인터넷 등의 정보매
체를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공공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양과학전문총서, 연구보고서, 각종 해양과학관련 도서발간 및 배포 등의 사업
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일반인 및 청소년들에게 보다 쉽
고 재미있게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해양과학홍보관을 개관하여 운영하
고 있다.
또한 바다사랑 그림그리기·글짓기 대회, 각종 해양과학기술관련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대중에게 좀 더 친근한 연구기관으로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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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RDI has been keeping on collaborative relationships
with

39

overseas

sisterhood-institution

of

oceanographic research. KORDI was contributed to as one of
leading members in the executive council of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and took
the initiative in a variety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s and
conferences; for example SCOR, PICES, NOWPAP and etc.
In addition KORDI held lot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seminars, symposiums and workshops to meet with technical
and informative results in the practical ocean management
and development facing global community.
Moreover KORDI devoted neighboring Asian-Pacific
cooperations through carrying out the training courses for
underdeveloped countries with support from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nd AMETEC (APEC
Marine Environmental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with
support from APEC and YSLME(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that was sugges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serious pollution and preservation along the Yellow sea was
on a way of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일본 해양과학기술센터(JAMSTEC) 30주년
기념행사 (2002. 9)에 참석한 해양선진연구기관장들과 함께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협력

우

리 연구원은 39개의 해양관련연구기관과 기관간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미국 우즈홀 해양연
구소(WHOI)와 심해무인잠수정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국제기구 활동으로 ’
93년이래 유네스코 산하 정부간 해양과학위원회 (IOC)의 집행이사국으로 활
동하며 실질적인 정부간 국제기구 관련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국제해양학연구위원회(SCOR), 남극연구
과학위원회(SCAR) 등 8개의 국제학술기구에서 정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PICES),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협력기구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아시아 - 태평양 지역협력체제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KOICA 해양환경훈련교육과정 실시를 통한 지역협력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아·태
경제협력기구 해양환경훈련교육센터 (AMETEC),황해광역해양생태계 사무국(GEF/YSLME PCU)유치
등 국제기구 사무국 및 훈련센타 유치 및 설립 운영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2년 4월 29일 북극 다산과학기지를 개소하므로써 극지연구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
고, 북극 환경을 통한 해양 및 기후변화 예측과 자원확보 등 경제적 측면에서 북극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국제인력교류 측면에선 2002년 외국 과학자의 장기 활용 실적이 3개국 9명, 장기해외파견 및 교육훈련
실적이 5개국 15명으로 활발한 연구인력교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02년 국제기구관련 회의에 47차
례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활동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역량을 과시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외교적 측면에서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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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BAUL

SUBA

온누리호 운항 항적도

Operation of Research Vessels

해양연구선 운영
온누리호 운항실적

부서명

해양
환경·기후
연구본부

월
사업명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자원탐사

2

3

4

5

6

7

8

9

해양자원
연구본부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

해양기기팀

장착장비 TEST

남해연구소

상가수리

10

11

12

27 ↔ 5
4�

운항
일수

12

25 ↔ 6

동해기후변동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연구

계

164

1

�26

9
164

11
↔
13

3

22 ↔ 5

12
200

이어도호 운항 항적도
이어도호 운항실적

부서명

월
사업명
신항만건설공사용 모래 채취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1

2

3

5

6

7

10

11

12

운항
일수

4
26→←115↔26

한국남동대륙 주변부의 진화와
지각변동

19→ ←3

23→ ←6

2
64

14↔27

6

16↔21

동해가스생산시설공사를 위한
저층해류 관측

9↔11 11↔14

7

30→ ←4

5

배타적경제수역 조사

7↔9

3

동해대륙붕 및 대륙사면
주변부의 종합개발을 위한 기초

17↔20

4

황해의 해황변동 예보 기반
기술연구

황해의 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연구

11

19↔29
14↔14

밀레니엄 2000사업 및 TEST

9

23↔30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연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4

14↔17

동해기후변동에 따른 해양
생태계 반응연구

8↔14

7

연안역에서의 육지와 해양상호
작용연구

16↔17

2
3
9

17↔19

남극 해저지질 조사작업

4↔12

정기상가수리

남해연구소

9

26↔27

작전해역 해양특성조사

극지연구본부

8

10↔11 5↔6

기본연구사업

해양환경·기후
연구본부

4

신항만건설공사용 모래 채취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남해특별관리해역 환경오염
관리모델연구
계

4↔7 10↔14 12

11↔13

3

11↔13

2

4

22

17

24

17

14

20

12

14

4

5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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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해
양
물
리
분
야

해
양
화
학
분
야

해
양
생
물
분
야

해
양
지
질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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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명

모

델

명

제작국

·ACOUSTIC DOPPLER CURRENT
·UV/VIS/NIR/ SPECTROMETER
·WORKHORSE SENTINEL ADCP
·WORKHORSE MARINER ADCP
·ACOUSTIC RELEASE SYSTEM
·PARTICLE SIZING & COUNTING SYSTEM
·DUAL UV/VNIR SPECTRORADIOMETER
·COASTAL TOMOGRAPHY SYSTEM
·SONO BUOY SYSTEM
·HYDROPHONE MEASURING/ANALYZING SYSTEM

초음파 유속계
자외선/가시광/적외선 분광기
음파유속
직독식 음파유속계
음파분리
입자크기 분석기
양방향성 휴대용분광 광도계
연안음향 토모그래픽시스
수중청음측정 관련 부이
수중청음기측정/분석시스템

RD-SC/DR 0150
PERKIN-ELMER LAMBDA
RDI WHS300
WHM300, 300KHZ ADCP
ATR395/ACU206
Beckman Coulter Multisizer 3
DUAL UV/VNIR
CTS-HU01
AN/ARR-75
8103(Mesh 100/200 P)

미국
싱가포르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일본
미국
덴마크

·LOW LEVEL A&G RADIOISOTOP MULTICHANNEL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FLOW INJECTION ANALYSIS SYSTEM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ELEMENTAL ANALYZER SYSTEM
·SUPERCONDUCTING FT- NMR SPECTROMETER
·GAMMA SPECTROSCOPY SYSTEM
·CARBON & SULFUR ANALYZER
·ACCELERATED SOLVENT EXTRACTOR SYSTEM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ULTRA CENTRIFUGE

위원소 다중채널 분석기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
영양염 분석기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
원소 분석기
초전도 핵자기공명 분광기
감마선 분광기
탄소/황 분석기
자동추출 분석기
액체섬광 계수기
초고속 원심분리

TIR-CARB2100TR
VG PQ2 PLUS
QUIKCHEM AE
SP8800
EA1108
UNITY 500
HPGE-2002
SC-444
ASE-200
TRI-CARB 2100TR(업)
OPTIMA XL-100K

미국
영국
미국
미국
이탈리아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PROFILING REFLECTANCE SPECTRORADIOMETER
·SEDIMENT PROFILING CAMERA SYSTEM
·SQM(SeaWiFS Quality Monitor)
·OCEAN COLOR RADIOMETER SYSTEM
·HYPERSPECTRAL RADIOMETER
·LEICA MAZPO STEREOMICROSCOPE
·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BASIC CYTOSENSE LASER FLOW CYTOMETER
·AUTOMATIC GENETIC ANALYZER
·GAS CHROMATOGRAPH VARIANARIAN 3800
·CODED WIRE TAGGING SET
·GC/MS SPECTROMETER
·ION CHROMATOGRAPHY SYSTEM

분광반사도 측정기
저질퇴적물 단면촬영기
광학계측기 검보정장치
수중분광 측정기
수중 광학 측정기기
실체현미
수심측정기
플랑크톤 자동측정장치
자동염기서열 결정장치
가스크로마트그라프
방류어 추적 관리기
질량분석 검출기기
이온크로마토그라피 시스템

MER-2040 PRS
3731
SQM-2
OCP-100,200,OCI-200
HydroRad-4
LEICA MZ APO
IDRONAUT 316 CTD
Cytosense
SYRINGE 250UL W/SEAL
Varian 3800
Northwest Marine Tech
Varian Saturn 2200
761 COMPACT IC

미국
미국
캐나다
캐나다
미국
스위스
미국
네덜란드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스위스

·SPARKER SEISMIC SYSTEM
·SEAFLOOR MAPPONG & SATELLITE IMAGE
·AUTOMATIC PARTICLE ANALYZER
·SONAR ENHANCEMENT SYSTEM
·96 CHANNEL MARINE SEISMIC STREAMER
·MARINE MAGNETOMETER
·CHIRP ACOUSTIC PROFILER
·DEEP TOW SIDE SCAN SONAR SYS
·PARTICLE SIZE ANALYZER
·MUITI SENSOR CORE LOGGER
·MULTIBEAM ECHO SOUNDER
·DUAL CHANNEL SYSTEM-MID WATER
·SHALLOW MULTIBEAM ECHOSOUNDER SYSTEM
·SIDE SCAN SONAR SYSTEM
·PARAMETRIC ECHO SOUNDER SET
·SEABOTIX ROV

지층탐사음원생성장치
해저면영상처리 및 인공위성영상처리
입도분석기
해저면음향탐사시스템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기
해상자력탐사기
해저지층탐사
심해 견인용 해저면 음향탐사장비
부유물질 입도분석기
다목적 센스코어로그
중.천해용 다중 음향측심기
복주파 음원 해저 지층 탐사기
다중빔 정밀음향 측심기
측면음향주사탐사기
변수조정측심기
무인 잠수정 시스템

402-7, 231, 232, 233
MC6750
MS 1002
SE 880
STREAMER120
G811G
CAP-6000A
SIS - 3000
510/00000/10
MSCL
EM1002
Chirp II
SUBMETRIX 2000
DF1500M U.K
SES-96/MRU-H
LBV1500 U.S.A

미국
미국
영국
영국
프랑스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영국
노르웨이
미국
영국
영국
독일
미국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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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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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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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장

비

명

모

델

명

제작국

·ICP-OES SYSTEM
·DEEP SEA CAMERA SYSTEM
·IMAGE ANALYSIS SYSTEM
·AUTOMATIC NUTRIENTS ANALYZER
·SUB-BOTTOM PROFILER
·MARINE MAGNETOMETER
·MULTIPLE CORER

심해저카메라시스템
화상 영상 분석기기
자동영양염 분석기
천부지층탐사기
Deeptow 자력계
다중시료 채취기

Optima 3000 DV
KIT-500
LASCA 6880외
BATHY 2000
Deeptow 자력계
다중시료 채취기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일본

·X-RAY SPECTROMETER(XRF)
·BREWER OZONE SPECTROPHOTOMETER
·48 CHANNEL MARINE SEISMIC STREAMER
·SEISMIC WATER GUN SYSTEM & COMPRESSOR
·Colony picking and Gridding syst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WITH EDX
·AUTOMATED DNA SEQUENCTNG SYSTEM
·STABLE ISOTOPE MASS SPECTROMETER
·ICP-MS(Inductvely Coupled Plasma Mess Spectromenter)
·CONFOCAL IMAGING SYSTEM
·SNOW VEHICLE

X 선 분광기
오존 측정기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기
지층탐사용 워터건
유전자 어레이라이브 제작기
주사전자현미경
자동 유전자 서열분석기

PW 1480
MKIV
V17/1518 L25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미국

SEM515 & PV 9800
ABI Prism 377
VG ISOGAS
ELAN6100
MRC1024
FM 23150 KHD-K

네덜란드
미국
영국.이태리
싱가포르
홍콩
독일

SENTINEL 600
EL25-8700-/01

미국
영국
한국
덴마크
대만
한국
한국
노르웨이
미국
미국

유도결합 플라즈미 질량분석기
콘포칼 영상분석 현미경
설상차

연
안
·
항
만
공
학
연
구
분
야

·ADCP(2) & TRBC SYSTEM(1)
·CYCLIC TRIAXIAL TESTING SYSTEM
·CAVE DISPALY SYSTEM(Phase1)
·LASER DOPPLER ANEMOMETER
·OCEAN DATA BUOY
·COMPUTER GRAPHICS PROJECTOR
·ONYX2(HU1-H7602 외7)
·WAVE & SEA LEVEL MONITOR
·SHALLOW WATER MULTIBEAM ECHO SOUNDER
·IRREGULAR WAVE MAKING SYSTEM AND DATA
·STRUCTURAL AND MATERIAL TESTING SYSTEM

반복 삼축 시험기
영상실험장치
풍력계
해상기상관측 부이
몰입형 CAVE 시스템
비주얼워크스테이션
파랑 및 유속 관측 레이더
천해용 다중빔 음측기
불규칙파 조파기
유압식 자동재하시험

자
료
기
기
분
야

SPAECTRUM ANALYZER
VESSEL MOUNTEDN150KHZ ADCP
CALIBRATION SYSTEM
ELECTRONIC CIRCUIT DESIGN SYST
OPEN OCEAN TOWED UNDULADING VEHICLE SYS
NOAA/HRPT & SEASTAR/SEAWIFS DATA
CONVEX C220 UPGRADE
HP L3000 SERVER, LVD
ATM LOCAL AREA NETWORK SYSTEM

주파수 신호 분석기
선박 장착용 ADCP
검교정 시스템
전자회로검사기기
대양견인식 환경측정 장치
인공위성 수신시스템
켄벡스 시스템 성능개선
주전산기
고속ATM 근거리통신망 시스템

HP8564E
VM-150-HP
7457A-5700A
REVENG 256 ETC
SEA SOAR
SEASPACE SYSTEM
Convex C220
A4901A, E33
Xylan Omniswitch,Mau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영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LASER FLOW METER
AUTOMATIC FLOW INJECTION ANALYZER
PARTICLE SIZE ANALYZER

세포계수기
영양염 분석기
퇴적물 입도분석기

BECTON DICKIN
QuickChem 8000
SEDIGRAPH 5100

미국
미국
미국

TOWING TANK AND CARRIAGE
CAVITATION TUNNEL
OCEAN ENGINEERING BASIN
ANECHOIC BASIN
HYSUB 25ROV SYSTEM
DUAL FREQUENCY RTK DGPS SYSTEM
WIDESCAN SONAR SYSTEM
MARINE SIMULATOR
OIL SPILL RESPONSE EQUIPMENT TEST FACILITY

예인수조와 예인전차
캐비테이션 터널
해양공학수조
무향수조
무인잠수정
고정밀위성 항법장치
양방향 음파탐사기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유회수장비시험수조

K&R
K&R K15F

독일
독일
한국
한국
캐나다
미국
영국
한국
한국

남연
해구
특분
성야

선
박
해
양
공
학
분
야

Mat-16
BAECO BG 808S
HU1-H7602-8
WAVE RADAR
Seabat 9001S

ISE
MS750
Widescan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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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호 (R/V Onnuri)

이어도호 (R/V Eardo)

Length overall : 63.80m

Length overall : 49.00m

Length between perpendicular : 55.50m

Length between perpendicular : 45.00m

Breadth(Moulded) : 12.00m

Breadth(Moulded) : 8.60m

Depth (Moulded)-shelter deck : 7.55m

Depth (Moulded) : 4.00m

Draft design (moulded) : 5.10m

Draft design (moulded) : 2.50m

Maximum speed at sea trial : 15knots

Cruising speed : 10knots

Cruising speed at 85% MCR : 14knots

Cruising Range : 5,000nm

Cruising Range at 85% MCR : 10,000.00nm

Displacement : 640ton

Deadweigh : 680ton

Gross tonnage : 546ton

Gross tonnage(1969 regulations) : 1,422ton

Complement : 19 scientists, 13 crew

Complement : 25 scientists, 9 officers, 7 crew

Tank capacity : Fresh water

Bow thruster : CPP propeller (230KW) - 3,500kg

1 set

Ballast water

Bow thruster : CPP propeller (190KW) - 3,000kg

1 set

Fuel

Dynamic positioning :

1 set

62.98m3
91.66m3
118.92m3

Research Facilities : Deepsea Winch : 6,000m x 9Ф x 3ton

1 set

108m3

CTD Winch : 6,000m x 8.3Ф x 1ton

Ballast water

248m3

Hydrographic Winch : 5,000m x 5Ф x 1ton 1 set

Fuel

358m3

Crane : 1,380kg/8.2m x 12.5m

1 set

A-Frame (max load : 10ton x 30m/min)

1 set

Tank capacity : Fresh water

Research Facilities : Deepsea Winch : 10,000m x 14Ф x 10ton

1 set

1 set

Research & Observation Equipment :

CTD Winch : 6,000mx6.4Фx2.3ton

1 set

Deeptow Winch : 10,000m x 17mm

1 set

Short Base Line, XBT, Doppler Current Profiler, Survey Depth

Hydrographic Winch : 3,000m x 65Ф x 2ton

1 set

Sounder, Side Scanning Sonar, ADCP, CTD, Subbottom

Streamer Winch : 280m x 80Ф x 3.9ton

1 set

Profiler, Navigation & Survey Data System

Umbilical Winch : 280m x 80Ф x 3.9ton

1 set

Aft Crane : 19.9ton.m x 15.7m

1 set

A-Frame (max load : 10ton)

3 set

※ For further information :
South Sea Institute, Operation & Maintenance Department

Research & Observation Equipment :

Tel : 055-639-8730

Multibeam Echosounder, Multichannel Seismic System,
Integrated Navigation System, Air Gun Compressor, Sc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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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선 사용문의

Sonar, Precise Depth Recorder, Gravitymeter, Wave Meter,

남해연구소 운영관리실

ADCP, CTD, Subbottom Profiler

Tel : 055-639-8730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과

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위 탁 처

남극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환경 특성 연구

최문영

’
02. 1. 1 ~ ’
03. 2. 28

기본연구

남극생물자원 및 생태계 연구

강영철

’
02. 1. 1 ~ ’
03. 2. 28

기본연구

극지오존층 변동과 관련한 지구환경변화 및 생태계 변화 연구

홍성민

’
02. 1. 1 ~ ’
03. 2. 28

기본연구

21세기 기후변화협약 대응책 마련을 위한 남극권 고해양 및
고기후변동 연구

윤호일

’
02. 1. 1 ~ ’
03. 2. 28

기본연구

해양환경 관측 및 개선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

안유환

’
02. 3. 1 ~ ’
02. 12. 31

기본연구

서태평양 종합 대양 연구 (1)

이상묵

’
02. 3. 1 ~ ’
03. 1. 31

기본연구

동해기후변동에 따른 해양생태

유신재

’
02. 3. 1 ~ ’
03. 1. 31

기본연구

한국 남동 대륙주변부의 진화와 지각 변형

김한준

’
02. 3. 1 ~ ’
03. 1. 31

기본연구

연안역에서의 육지와 해양 상호작용 연구

양동범

’
02. 3. 1 ~ ’
03. 1. 31

기본연구

황해 연안역의 해양환경 복원에 관한 연구 : 인공갯벌

염기대

’
02. 3. 1 ~ ’
03. 1. 31

기본연구

남태평양에서의 해양 및 대체에너지 잠재력 조사 등
(본·분원 공동연구과제)

권문상

’
02. 7. 1 ~ ’
03. 4. 30

기본연구

2020 한국해양연구원 장기발전방안 도출 및 대형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연구정책 및 지원사업)

권문상

’
02. 7. 1 ~ ’
03. 4. 30

기본연구

과

제

제

명

명

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위 탁 처

갯벌 미생물 군집분석 및 유기물 분해능 측정기술

현정호

’
02. 3. 1 ~ ’
03. 2. 28

한국과학재단/인하대학교

적조생물처리기를 이용한 적조제어 기술 개발

장 만

’
02. 3. 1 ~ ’
03. 2. 28

한국과학재단/경남대학교

유용 해양생물 탐색이용 기술개발

이홍금

’
02. 4. 1 ~ ’
03. 3. 31

과학기술부

해상연안재해 대응 기술 개발

강시환

’
02. 5. 1 ~ ’
03. 4. 30

기상청

기상정보의 VR 가시화 활용 방안 연구

김창식

’
02. 6. 1 ~ ’
03. 3. 30

기상청/기상연구소

취배수 방식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예측

유재명

’
02. 6. 1 ~ ’
03. 3. 31

과학기술부

해양생물에 의한 취수구 폐쇄 현상 방지기술

이재학

’
02. 6. 1 ~ ’
03. 3. 31

과학기술부

연안 부유퇴적물 거동에 대한 퇴적역학적 모델 구축

이희준

’
02. 6. 1 ~ ’
03. 5. 31

과학기술부

돔류의 양식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전능력 개량 연구

홍경표

’
02. 6. 1 ~ ’
03. 5. 31

경남도청

해양유독식물플랑크톤의 유전자 자원화 기술 개발 연구

장 만

’
02. 6. 14 ~ ’
03. 6. 13

과학기술부

어류 생체리듬을 응용한 인공동면 유도기술 개발

김완수

’
02. 6. 14 ~ ’
03. 6. 13

과학기술부

황해의 해황변동 예보 기반기술 개발

이흥재

’
02. 6. 14 ~ ’
03. 6. 13

과학기술부

생지화확 모델링을 통한 한반도 주변해역과 북태평양 이산화탄소
순환 분석평가

박영규

’
02. 6. 21~ ’
03. 5. 31

환경부

독성유기화합물 오염 퇴적토 생물정화기술 개발

김상진

’
02. 6. 21~ ’
03. 5. 31

환경부

고도위성자료를 이용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수면변화 모니터링

강석구

’
02. 6. 21~ ’
03. 5. 31

환경부

북극 대기환경 및 광물자원 연구

김예동

’
02. 7. 1 ~ ’
03. 6. 30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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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북극해 피요르드 퇴적물을 이용한 지구환경변화 연구

김예동

’
02. 7. 1 ~ ’
03. 6. 30

과학기술부

적도태평양의 관입성 열속 연구

이재학

’
02. 7. 11 ~ ’
03. 7. 10

과학기술부

해양미생물 다양확보 및 유전자원 이용기술 개발

이홍금

’
02. 7. 11 ~ ’
03. 7. 10

과학기술부

체계운용을 위한 가상해양환경 분석 기술

김창식

’
02. 8. 1 ~ ’
03. 7. 31

과학기술부

천연물로부터 방사선 민감제 탐색

노정래

’
02. 9. 1 ~ ’
03. 6. 30

과학기술부

베트남 연안환경에서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거동 연구

오재룡

’
02. 9. 1 ~ ’
03. 6. 30

과학기술부

북동아시아 지역해에서의 지구환경변화 기술개발

윤호일

’
02. 9. 1 ~ ’
03. 6. 30

과학기술부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연안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오재룡

’
02. 9. 1 ~ ’
03. 8. 31

과학기술부

연성저질에 서식하는 한국 천해산 단각류의 분류학 연구 및
생태 기반자료 구축

박자양

’
02. 9. 1 ~ ’
03. 8. 31

한국과학재단

해양미생물과 조류로부터 유용물질 및 유용유전자의 분리와
이용기술 연구

이유경

’
02. 9. 1 ~ ’
03. 8. 31

한국과학재단

정밀수심측량 및 비디오 모니터링에 의한 해빈단면 변동 연구

조홍연

’
02. 9. 1 ~ ’
03. 8. 31

한국과학재단

바지락을 이용한 한구역의 중금속오염 세포 수준이하 복합적
지표개발 연구

안인영

’
02. 9. 1 ~ ’
03. 8. 31

한국과학재단

해양무척추동물과 대형 해조류부터 기능성지질 화합물 개발 연구

노정래

’
02. 9. 1 ~ ’
03. 8. 31

한국과학재단

남극 연안의 중금속오염 모니터링을 위한 생물지표 연구

최희선

’
02. 9. 1 ~ ’
03. 8. 31

한국과학재단

가중평균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탄성파 모델링법과 구조보정법 개발

민동주

’
02. 9. 1 ~ ’
03. 8. 31

과학기술부

녹조류로부터 고부가가치 Xanthophyll 생산을 위한
생명공학적 연구

진언선

’
02. 9. 1 ~ ’
03. 8. 31

한국과학재단

동해해양 순환 수치 모델 개발

김철호

’
02. 9. 1 ~ ’
03. 8. 31

과학기술부

해양특수환경 미생물 다양성 및 메타게놈 자원확보 및 탐색

김상진

’
02. 10. 1 ~ ’
03. 6. 30

과학기술부

다목적 실용위성 2호의 연안 해수환경분석기술 개발 및 SW 개발

안유환

’
02. 11. 18 ~ ’
03. 9. 17

과학기술부

극지역 해저 퇴적물을 이용한 지구환경변화 연구

이재일

’
02. 12. 1 ~ ’
03. 8. 31

과학기술부

과

제

제

명

명

연구책임자

위 탁 처

연 구 기 간

위 탁 처

한해성 수산자원 회복기술 기초 연구

김종만

’
02. 2. 22 ~ ’
03. 2. 21

해양수산부

항만구조물 설계자동화기술 개발

서승남

’
02. 2. 25 ~ ’
02. 12. 15

해양수산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김기현

’
02. 2. 28 ~ ’
03. 2. 28

해양수산부

새만금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사.연구용역(총괄,지원)

이흥재

’
02. 3. 11 ~ ’
03. 3. 10

해양수산부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 조사

유해수

’
02. 3. 16 ~ ’
02. 12. 20

해양수산부

해양관측 및 예보시스템 개발

석문식

’
02. 3. 16 ~ ’
02. 12. 20

해양수산부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사업

심재설

’
02. 3. 16 ~ ’
03. 3. 31

해양수산부

국제공동해양조사 연구(ARGO)

석문식

’
02. 3. 18 ~ ’
02. 12. 21

해양수산부

남서태평양 해양광물자원 개발

문재운

’
02. 3. 18 ~ ’
03. 2. 20

해양수산부

북극해 해양조사 연구

김예동

’
02. 3. 18 ~ ’
03. 2. 2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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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위 탁 처

남극 해저지질 조사 연구

남상헌

’
02. 3. 18 ~ ’
03. 2. 22

해양수산부

해양미생물유래 바이오폴리머의 실용화 연구(3)

이홍금

’
02. 3. 18 ~ ’
03. 2. 28

해양수산부

심해생물자원 확보 및 이용기술 개발 연구(2)

김상진

’
02. 3. 18 ~ ’
03. 2. 28

해양수산부

기상신호표지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박광순

’
02. 3. 18 ~ ’
03. 11. 17

해양수산부

경사식 방파제의 최적설계기법 연구

이달수

’
02. 3. 19 ~ ’
02. 12. 18

해양수산부

항만매몰 및 오염방지대책 기반기술 개발

박광순

’
02. 3. 19 ~ ’
02. 12. 18

해양수산부

굴패각 혼입 특수콘크리트 개발(3)

윤길림

’
02. 3. 19 ~ ’
02. 12. 18

해양수산부

항만구조물 설계자동화 시스템 개발(3)

김동현

’
02. 3. 19 ~ ’
02. 12. 18

해양수산부

차세대 항만설계기술 개발(2)

윤길림

’
02. 3. 19 ~ ’
02. 12. 18

해양수산부

해수교환방파제의 실용화방안 연구용역(5)

이달수

’
02. 3. 19 ~ ’
02. 12. 18

해양수산부

준설토 재활용방안 연구(3)

윤길림

’
02. 3. 19 ~ ’
02. 12. 18

해양수산부

부유토사 발생량 평가 및 오탁방지막 효율에 관한 연구

송원오

’
02. 3. 19 ~ ’
02. 12. 18

해양수산부

대수심 방파제 및 연약지반 관련기술 개발(4)

염기대

’
02. 3. 19 ~ ’
02. 12. 18

해양수산부

지진 대비 항만구조물 보강기법 및 신형 안벽개발

박우선

’
02. 3. 19 ~ ’
02. 12. 20

해양수산부

비산먼지측정 자동경보시스템 구축 용역

강해석

’
02. 3. 28 ~ ’
02. 11. 30

해양수산부

황해 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 연구

이희일

’
02. 4. 1 ~ ’
03. 3. 31

해양수산부

해상파랑관측 및 조사

전기천

’
02. 4. 1 ~ ’
03. 3. 31

해양수산부

황해연안오염 저감대책 연구

양동범

’
02. 4. 1 ~ ’
03. 3. 31

해양수산부

갯벌의 생태계조사 및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 연구

제종길

’
02. 4. 4 ~ ’
02. 12. 15

해양수산부

유류오염 피해 입증기술 개발 용역

오재룡

’
02. 4. 8 ~ ’
02. 12. 20

해양수산부

제 54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 준비,참석 및 보고

이윤호

’
02. 4. 25 ~ ’
02. 6. 25

해양수산부

준설물질 해양배출 평가체제 연구용역(2)

김영일

’
02. 5. 16 ~ ’
03. 3. 15

해양수산부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의 활용계획 및 시운전

김기현

’
02. 5. 28 ~ ’
03. 5. 27

해양수산부

남극해 유용생물자원 개발 연구

이윤호

’
02. 5. 30 ~ ’
03. 3. 31

해양수산부

남서태평양 해양생물자원 개발 연구

이순길

’
02. 5. 30 ~ ’
03. 4. 30

해양수산부

해양오염 원격감시체제 구축 연구

제종길

’
02. 6. 5 ~ ’
02. 12. 21

해양수산부

신형소규모방파제 개발 용역

박우선

’
02. 6. 18 ~ ’
03. 2. 17

해양수산부

해양콘관입시험기 개발 용역

권오순

’
02. 6. 18 ~ ’
03. 2. 17

해양수산부

내분비계 장애물질 분석기법 확립 연구용역

오재룡

’
02. 6. 18 ~ ’
03. 2. 17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용역(3)

최현우

’
02. 6. 29 ~ ’
03. 5. 31

해양수산부

동.서.제주해역 바다목장 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

김종만

’
02. 7. 5 ~ ’
03. 2. 4

해양수산부

통영해역 바다목장 조성 연구

김종만

’
02. 7. 5 ~ ’
03. 3. 31

해양수산부

전남 다도해형 바다목장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김종만

’
02. 7. 5 ~ ’
03. 5. 4

해양수산부

유엔해양법협약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분야별 전략수립 용역

권문상

’
02. 7. 15 ~ ’
02. 12. 14

해양수산부

대체습지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공학분야)

이광수

’
02. 7. 15 ~ ’
03. 7. 14

해양수산부

해양과학정보망구축 연구개발용역(4)

강해석

’
02. 8. 1 ~ ’
02. 12. 24

국립수산진흥원

전남 다도해형 바다목장해역 정밀해저지형 환경조사

박찬홍

’
02. 8. 1 ~ ’
03. 3. 31

해양수산부

동해 왕돌암 주변해역 저서생태조사

명정구

’
02. 8. 7 ~ ’
02. 12. 20

해양수산부

부산신항 해양수리현상 연구개발 용역(4)

염기대

’
02. 8. 20 ~ ’
03. 8. 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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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해양환경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용역

최현우

’
02. 9. 1 ~ ’
02. 12. 31

해양수산부

한중공동 황해 해양관측부이 설치 운영 및 환경, 생태모델링 기술 개발

김창식

’
02. 9. 5 ~ ’
03. 4. 3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및 관리시스템에 관한 정책개발
Working Group

이용희

’
02. 9. 5 ~ ’
02. 11. 14

해양수산부

해양오염물질 제거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종균제 및 3차
고도처리시스템 개발

이택견

’
02. 9. 20 ~ ’
03. 9. 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3차) 연구

염기대

’
02. 9. 30 ~ ’
03. 7. 31

해양수산부

해양과학기술(MT) 정체성 수립 및 개념 정립을 위한 해양수산
Working Group 운영

정회수

’
02. 9. 10 ~ ’
02. 11. 5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 용역

제종길

’
02. 10. 4 ~ ’
02. 12. 20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Working Group 운영

정회수

’
02. 10. 9 ~ ’
02. 12. 8

해양수산부

국제민간수산전문가 외부위탁용역-CCAMLR 제21차 연례회의참석 및 보고

이윤호

’
02. 10. 15 ~ ’
02. 11. 23

해양수산부

해양과학기술분야 국제기구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Working Group운영

허형택

’
02. 11. 4 ~ ’
02. 12. 31

해양수산부

인천오션피아(해양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

김종만

’
02. 11. 19 ~ ’
02. 12. 24

해양수산부

과

제

제

명

명

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위 탁 처

위 탁 처

해양분야 위성활용 연구

유홍룡

’
02. 1. 1 ~ ’
03. 2. 28

공공기술연구회

대구자원의 효율적 증강대책 연구사업

명정구

’
02. 1. 2 ~ ’
03. 6. 30

경남도청

GM-물질의 적조구제물질 성능 시험

장 만

’
02. 2. 1 ~ ’
02. 3. 31

(주)지맨테크

공룡알 화석지 개발 타당성 조사

정갑식

’
02. 2. 15 ~ ’
02. 10. 31

화성시청

유류정화용 미생물제재 데스트로일의 성능시험

김상진

’
02. 2. 18 ~ ’
02. 5. 17

바이오칸인터내셔날

해류자료 처리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이 석

’
02. 3. 1 ~ ’
02. 5. 31

(주)혜인이엔씨

대우 옥포조선소 주변 수역의 생물상 조사

신경순

’
02. 3. 1 ~ ’
02. 6. 30

(주)그린환경

광양항 3단계 1차컨테이너터미널축조공사 대안설계를 위한
해양조사 및 수치모델

오병철

’
02. 3. 18 ~ ’
02. 7. 17

(주)대우건설

해양특성조사(총괄)

김철수

’
02. 3. 20 ~ ’
02. 12. 20

해군본부

시화호 조력발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공동연구)

염기대

’
02. 3. 21 ~ ’
03. 4. 14

한국수자원공사

동해-1 가스생산시설공사를 위한 저층해류 관측

석문식

’
02. 3. 27 ~ ’
02. 7. 26

현대중공업

시화지구 1단계 확장단지개발사업구역 문화재지표조사 용역(해저부)

김성렬

’
02. 4. 1 ~ ’
02. 9. 30

한국수자원공사

씨프린스호 환경모니터링 용역

유재명

’
02. 4. 22 ~ ’
03. 4. 22

LG-Caltex정유(주)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 터미널 축조공사 항만 부진동 모델링 연구용역

정원무

’
02. 4. 29 ~ ’
02. 7. 30

(주)대림산업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초안 작성연구(해양부문)

김철호

’
02. 4. 30 ~ ’
02. 8. 30

에덴환경

파푸아뉴기니아 마누스분지내 해저 열수광상의 암석 자기적 특성 연구

이상묵

’
02. 5. 1 ~ ’
02. 12. 1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밀레니엄 2000 프로젝트 2단계(2차년도)

유해수

’
02. 5. 1 ~ ’
03. 4. 30

(주)동아건설산업

주문진항 해수교환시설 설치효과 평가를 위한 완공 전 모니터링 용역

이달수

’
02. 5. 1 ~ ’
04. 6. 30

(주)미광건설

부산신항연결잔교 및 다목적부두축조공사 대안설계용역중 현장관측 및
항만부진동

정원무

’
02. 5. 2 ~ ’
02. 9. 30

(주)혜인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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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위 탁 처

사천만 바다목장화사업(1어촌 1품종 육성사업)실시설계

김종만

’
02. 5. 10 ~ ’
02. 7. 9

사천시청

시화호 조력발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시화호 해양특성 분석

염기대

’
02. 5. 15 ~ ’
03. 4. 14

(주)현대엔지니어링

인천항 제1항로 증심 설계를 위한 멀티빔 수심측량

추용식

’
02. 5. 20 ~ ’
02. 8. 19

(주)한국해양과학기술

영광원전 방류제/돌제 설치로 인한 구시포 어항 및 해수욕장 침식/
퇴적 피해조사

추용식

’
02. 5. 24 ~ ’
03. 12. 31

(주)한국수력원자력

어촌 민속전시관 건립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오영민

’
02. 5. 28 ~ ’
02. 8. 15

안산시청

기르는 어업 육성방안 연구

권문상

’
02. 6. 1 ~ ’
02. 8. 31

국회사무처

해양수산 웹 디렉토리 및 회색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종엽

’
02. 6. 1 ~ ’
02. 12. 1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강하류부 유속 및 부유사농도 측정연구

오영민

’
02. 6. 7 ~ ’
02. 11.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천항 제1항로 멀티빔 수심측량 자료처리

추용식

’
02. 6. 28 ~ ’
02. 8. 30

(주)한국해양과학기술

오천항 물양장 건설에 따른 6가크롬의 환경영향 검토

오영민

’
02. 7. 8 ~ ’
02. 9. 30

활림건설(주)

NETOS 청정여과기의 성능검정

최진우

’
02. 7. 25 ~ ’
02. 9. 25

(주)노벨환경기술

한탄강댐 건설에 의한 부영양화 예측

조홍연

’
02. 7. 25 ~ ’
02. 9. 30

(주)삼안건설기술공사

부산신항 연결잔교 및 다목적 부두 축조공사 대안설계
(폭풍해일 및 설계파랑 수)

오병철

’
02. 8. 1 ~ ’
02. 10. 31

(주)삼안건설기술공사

부산신항만 관련 해사채취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장기모니터링
연구(해양생)

최진우

’
02. 8. 1 ~ ’
03. 3. 31

서울대 해양연구소

슬래그 골재의 TTP 적용성 검토를 위한 연구

한상훈

’
02. 8. 1 ~ ’
03. 4. 30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1차) 기본 및 실시설계(수치모형실험)
연구용역

정원무

’
02. 8. 1 ~ ’
03. 6. 30

(주)도화종합기술공사

남해 어패류 우량화를 위한 생태환경조성 기반기술 연구

최진우

’
02. 8. 31 ~ ’
03. 8. 30

공공기술연구회

생명공학분야 협동연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윤호

’
02. 9. 1 ~ ’
03. 2. 28

공공기술연구회

해양과학기술분야 미래첨단과학기술 기획조사 연구

권문상

’
02. 9. 1 ~ ’
03. 4. 30

공공기술연구회

황해생태지역의 조간대 습지와 해양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교육 및 홍보

배성환

’
02. 9. 1 ~ ’
03. 6. 30

JFGE(일본지구환경기금)

황해생태지역 프로그램

배성환

’
02. 9. 1 ~ ’
03. 6. 30

WWF(세계야생기금)

보령복합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해양영향조사 용역

김종관

’
02. 9. 12 ~ ’
04. 5. 11

한국중부발전(주)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거제시 오비만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최동림

’
02. 9. 26 ~ ’
02. 12. 25

(주)대우건설

울릉해역 심층수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김종만

’
02. 10. 01 ~ ’
02. 12. 20

울릉미네랄(주)

사천만 바다목장화(1어촌1품종)사업

명정구

’
02. 10. 17 ~ ’
03. 2. 13

사천시청

한국산 민어 생산사업

김종만

’
02. 10. 17 ~ ’
03. 12. 31

경남도청

대규모 연안개발에 의한 조위예측 연구개발 용역

강석구

’
02. 10. 29 ~ ’
03. 8. 28

국립해양조사원

경남 연안의 볼락자원증대 및 양식 생산성 향상 연구

홍경표

’
02. 11. 1 ~ ’
03. 10. 31

경남도청

공공기술분야 연구개발방향정립을 위한 미국의 GRC 벤치마킹연구

이용희

’
02. 12. 1 ~ ’
03. 5. 31

공공기술연구회

신형강제어초의 수산생물 유집에 관한 연구

명정구

’
02. 12. 1 ~ ’
03. 11. 30

(주)포스코

하구부 수리특성 측정조사연구

오영민

’
02. 12. 4 ~ ’
03. 9.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중부유식소파제/신속설치소파제 수리모형실험

박우선

’
02. 12. 10 ~ ’
03.

국립서울산업대학교

화성시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용역

정갑식

’
02. 12. 24 ~ ’
03. 3. 23

8. 31

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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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해양사상고취 및 연구개발 비전 교육홍보책자 발간

최형태

’
02. 1. 31 ~ ’
02. 2. 28

한국해양연구원

한·마이크로네시아간 해양협력 증진 방안 연구

이순길

’
02. 2. 15 ~ ’
02. 5.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정책 및 해양과학기술 홍보 사업

심민보

’
02. 12. 4 ~ ’
03.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관측 위성탑재체 선행 연구

안유환

’
02. 12. 13 ~ ’
03. 4. 30

한국해양연구원

해양바이오 기술개발 기획연구

이홍금

’
02. 12. 30 ~ ’
03. 2. 28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위 탁 처

과

제

제

명

명

위 탁 처

해양개발을 위한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홍 섭

’
02. 1. 1 ~ ’
02. 12. 31

기본연구

해양위해도 저감 핵심기술 개발

공인영

’
02. 1. 1 ~ ’
02. 12. 31

기본연구

차세대 해상운송체계 기반기술 개발

반석호

’
02. 1. 1 ~ ’
02. 12. 31

기본연구

해난사고 예방 및 구난체계 구축 사업

강창구

’
02. 1. 1 ~ ’
02. 12. 31

기본연구

과

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해난사고대응 통합관제 및 수색시스템 개발

강창구

’
02. 6. 1 ~ ’
02. 5. 31

과학기술부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최학선

’
02. 7. 1 ~ ’
03. 6. 30

중소기업청

디지털 GIS 기반의 전자항해장비 표준성능 시험기술 개발

심우성

’
02. 7. 1 ~ ’
03. 6. 30

산업자원부

선박해양 디지털테이터표준(STEP) 기술개발

김용대

’
02. 7. 11 ~ ’
02. 7. 10

과학기술부

파랑중 수상선의 자세제어장비 기술개발

이경중

’
02. 8. 1 ~ ’
02. 7. 31

과학기술부

인터넷기반의 선박기본계획지원시스템기술 개발(3)

이순섭

’
02. 8. 1 ~ ’
02. 7. 31

조선대학교

선박의 지능형 자율운항제어시스템 개발(3)

임용곤

’
02. 9. 1 ~ ’
02. 8. 31

산업자원부

선박 자동식별시스템(AIS) 개발(3)

임용곤

’
02. 9. 1 ~ ’
02. 8. 31

산업자원부

원격 해양환경정보 취득 및 처리시스템 개발

홍기용

’
02. 9. 1 ~ ’
02. 8. 31

산업자원부

수상선박 및 잠수체의 유체성능 해석시스템 개발(2)

반석호

’
02. 9. 10 ~ ’
02. 7. 31

과학기술부

함정위치 자동표시 시스템 설치공사

강창구

’
02. 9. 24 ~ ’
02. 2. 1

해양경찰청

Water-Mist를 이용한 선박용 Fire extinguisher 기술개발

최학선

’
02. 11. 1 ~ ’
02. 4. 30

중소기업청

다목적 실용위성 2호의 연안 해수환경분석기술 개발 및 SW 개발

안유환

’
02. 11. 18 ~ ’
02. 9. 17

과학기술부

차세대 선박 개념설계(2)

고창두

’
02. 11. 19 ~ ’
02. 11. 18

과학기술부

차세대 선박의 조종성/안전성 평가기술 개발(2)

김선영

’
02. 11. 19 ~ ’
02. 11. 18

과학기술부

신기술 추진장치 기술개발(2)

문일성

’
02. 11. 19 ~ ’
02. 11. 18

과학기술부

선형설계 및 성능 최적화(2)

반석호

’
02. 11. 19 ~ ’
02. 11. 18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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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위 탁 처

해양 심층수의 다목적 개발(2) 연구

김현주

’
02. 2. 22 ~ ’
03. 2. 21

해양수산부

침몰선박관리시스템 구축연구

최혁진

’
02. 3. 4 ~ ’
02. 12. 20

해양수산부

차세대 중소형 고속 컨테이너선 개발(5)

김은찬

’
02. 3. 16 ~ ’
02. 12. 18

해양수산부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술 개발

홍사영

’
02. 3. 16 ~ ’
02. 12. 18

해양수산부

보급형 해양 레저 선박 개발(2)

반석호

’
02. 3. 16 ~ ’
02. 12. 18

해양수산부

심해저 광물자원 집광시스템 및 채광운용기술 개발

홍 섭

’
02. 3. 18 ~ ’
03. 2. 20

해양수산부

선박 생존성 평가시스템 연구

이동곤

’
02. 3. 22 ~ ’
02. 12. 21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개발연구(4)

강창구

’
02. 3. 29 ~ ’
02. 12. 28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센타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임용곤

’
02. 4. 26 ~ ’
02. 11. 25

해양수산부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2차)

이판묵

’
02. 5. 28 ~ ’
03. 5. 27

해양수산부

한국형 WADGPS 구축 신호분석 및 시각동기제어 방안연구
개발용역

서상현

’
02. 6. 11 ~ ’
03. 6. 10

해양수산부

해양지리정보 기반환경구축 사업

서상현

’
02. 6. 12 ~ ’
02. 12. 20

해양수산부

입체어장 조성을 위한 중층계류식

김현주

’
02. 7. 5 ~ ’
03. 5. 4

해양수산부

150마력급 공기추진기(Air-Propeller) 설계

신명수

’
02. 10. 1 ~ ’
03.

퓨처아이앤티

한인도 해양에너지 개발 공동연구(3)

홍석원

’
02. 11. 7 ~ ’
03. 10. 30

해양수산부

초음파를 이용한 수중 이동통신망 시스템 구축 기획연구

임용곤

’
02. 12. 6 ~ ’
03. 3. 5

해양수산부

과

제

명

4. 30

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위 탁 처

STX 45.8K Product Oil Tanker 선형연구

윤현세

’
02. 1. 2 ~ ’
02. 4. 30

STX조선(주)

KDX-III 함정 설계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체계 개발

이종갑

’
02. 1. 3 ~ ’
03. 12. 15

현대중공업

7000톤 구축함의 IR 신호해석 및 스텔스 설계기술 연구

조용진

’
02. 1. 9 ~ ’
03. 12. 31

Davis(캐나다)

EM-LOG 센서 교정

안종우

’
02. 1. 28 ~ ’
02. 3. 20

대우조선공업(주)

경정용 국산 모터보트 평가 용역

고창두

’
02. 2. 27 ~ ’
02. 6. 15

경정운영본부

다물체 계류시스템 동적 거동 해석 연구

홍사영

’
02. 3. 1 ~ ’
03. 2. 28

대우조선해양(주)

대우 광양항 선박조종시뮬레이션 및 계류안전성 평가

공인영

’
02. 3. 11 ~ ’
02. 8. 30

(주)대우건설

함정설계기술기반 구축연구(VIII)

이종갑

’
02. 3. 30 ~ ’
02. 12. 10

해군본부

STX 37K Chemical Tanker 선형연구

강국진

’
02. 4. 1 ~ ’
02. 9. 30

STX조선(주)

STX 45.8K Product Oil Tanker의 선형연구

윤현세

’
02. 4. 1 ~ ’
02. 10. 10

STX조선(주)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II)단계 선박 운항 안전성 평가 시뮬레이션

공인영

’
02. 5. 1 ~ ’
02. 10. 31

(주)디엠엔지니어링

군산항 홍보산업 부두 건설에 따른 선박운항 안전성 평가용역

공인영

’
02. 5. 1 ~ ’
02. 10. 31

홍보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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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위 탁 처

마스텍 DWT 73,400 Ton Product Oil Tanker의 선형연구

이춘주

’
02. 5. 1 ~ ’
02. 11. 15

마스텍중공업(주)

연근해 해역(서,남해)에 대한 수중침적폐기물 분포 실태조사

강원수

’
02. 5. 4 ~ ’
02. 12. 31

한국어항협회

STX 3,000TEU 컨테이너선 선형연구

이춘주

’
02. 5. 15 ~ ’
02. 11. 15

STX조선(주)

선박해양공학기술 전문정보 DB 구축(1)

김덕영

’
02. 6. 1 ~ ’
02. 12. 1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가로림만 주변해역 특성 및 방제방안 연구

이문진

’
02. 6. 24 ~ ’
03. 9. 23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드럼/드럼브러쉬 유회수기 기술개발 및 성능평가

유정석

’
02. 7. 15 ~ ’
03. 7. 14

푸른환경

해상풍력발전 시범단지 기획연구

홍석원

’
02. 7. 18 ~ ’
03. 3. 17

공공기술연구회

현대미포 37K Product Carrier 선형연구

강국진

’
02. 8. 1 ~ ’
02. 12. 31

현대미포조선

이지스급(KDX-III) 함정 광역통신망 설계기술 용역

임용곤

’
02. 8. 1 ~ ’
03. 12. 15

현대중공업

경정용 국산 모터보트 2차 및 중장기 확보방안 용역

고창두

’
02. 8. 14 ~ ’
02. 9. 13

경정운영본부

해양대 5,900톤급 실습선의 선형연구

이춘주

’
02. 9. 1 ~ ’
03. 3. 31

한국선박기술(주)

한진 1,800 TEU 컨테이너선의 선형연구

윤현세

’
02. 9. 1 ~ ’
03. 4. 30

(주)한진중공업

해상 양식시설에 대한 해양공학수조에서의 모형시험

양찬규

’
02. 9. 1 ~ ’
03. 5. 31

제주대학교

공인영

’
02. 9. 19 ~ ’
03. 6. 8

(주)건일엔지니어링

대선 708 TEU 컨테이너선 선형연구

강국진

’
02. 10. 1 ~ ’
03. 2. 28

대선조선(주)

선박운항중 환경 위해물질 저감기술 개발

김은찬

’
02. 10. 1 ~ ’
03. 9. 30

공공기술연구회

해경 업무발전에 따른 정보 통신체계 발전방향 연구

이한진

’
02. 10. 18 ~ ’
03. 3. 15

(주)머큐리

STX 70.5K Crude/Product Oil Tanker 선형연구

윤현세

’
02. 11. 1 ~ ’
03. 4. 30

STX조선(주)

STX 45.8K Product Oil Tanker 선형연구

윤현세

’
02. 11. 1 ~ ’
03. 6. 30

STX조선(주)

경정 경주용 모터보트 평가 용역

김상현

’
02. 11. 19 ~ ’
02. 12. 18

경정운영본부

수중추진 모형시험

김선영

’
02. 11. 22 ~ ’
03. 9. 30

국방과학연구소(진해)

MASTEK 73.4K Product Tanker 선형연구

강국진

’
02. 12. 1 ~ ’
03. 4. 30

마스텍중공업(주)

STX 37K Oil/Chemical Tanker 선형연구

강국진

’
02. 12. 1 ~ ’
03. 5. 31

STX조선(주)

대우 175K Suezmax Crude Oil Tanker 선형연구

이춘주

’
02. 12. 1 ~ ’
03. 10. 31

대선조선(주)

부산항 국제여객 및 해경부두 축조 실시설계 용역중 선박통항
안전성 검토

과

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해양안전방제 연구시설 기획 사업

공인영

’
02. 4. 1 ~ ’
02. 7. 31

한국해양연구원

KRISO 수조일반시험 품질시스템 ISO9001:2000 전환사업

강국진

’
02. 5. 1 ~ ’
02. 12. 31

한국해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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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

위 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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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일

출원번호

재산권구분

출원국가

평형 압력의 수중음향 트랜스듀서

추용식 외 2인

’
02. 2. 22

10/080737

특허

미국

굴패각(굴껍질)을 이용한 건설공사용 고화재 제조기술

윤길림, 김순호

’
02. 2. 26

100099508

특허

일본

와류형 해양방류관 노즐

강시환 외 3인

’
02. 2. 26

02-12130

특허

한국

방선균 유래의 신규 생리활성물질,
이의 추출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

신종헌 외 2인

’
02. 3. 12

02-13180

특허

한국

미량산소 측정기

김완수 외 2인

’
02. 3. 21

02-15470

특허

한국

김완수

’
02. 3. 21

02-15415

특허

한국

이윤호, 김완수

’
02. 3. 21

02-15277

특허

한국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삭시톡신 검출용 바이오센서

장 만 외 2인

’
02. 3. 21

02-15279

특허

한국

녹색형광단백질 유전자를 이용한 삭시톡신
검출용 바이오센서

장 만 외 2인

’
02. 3. 21

02-15280

특허

한국

김완수, 윤성진

’
02. 3. 21

02-8468

실용신안

한국

유정석

’
02. 3. 22

02-15688

특허

한국

자동호흡 측정장치
시간유전자 인트론의 염기서열을 DNA
지문으로 이용한 생물체 식별 방법

수서생물 호흡측정 용기
어구용 파쇄 폐스티로폼의 세정 및 분리장치
팔라듐- 알루미나 촉매와 초음파를 이용한 PCB
독성 저감법 및 이를 이용한 PCB 총량 검출법

이희승 외 3인

’
02. 4.

9

02-19278

특허

한국

굴패각을 혼합한 콘크리트 및 그 제조방법

심재설 외 2인

’
02. 4. 25

02-22762

특허

한국

가로널 방파제

박우선 외 2인

’
02. 5. 24

02-28853

특허

한국

절단기가 구비된 다기능 해양폐기물 수거선

신명수

’
02. 7. 12

0204291-9

특허

싱가포르

팔라듐-알루미나 촉매와 초음파를 이용한
다이옥신 독성 저감법

이희승 외 3인

’
02. 7. 15

02-41303

특허

한국

피라미드식 강제어초

명정구 외 4인

’
02. 9. 27

02-58653

특허

한국

인공해조용 복합 강제어초

명정구 외 4인

’
02. 9. 27

02-58654

특허

한국

야간점등을 이용한 가두리 양식방법

박철원 외 4인

’
02. 9. 27

02-58662

특허

한국

다기능 해양폐기물 수거선

신명수

’
02. 11. 12

02-70033

특허

한국

버켓이 구비된 다기능 해양폐기물 수거선

신명수

’
02. 11. 12

02-70034

특허

한국

부유폐기물 수거 장치가 구비된 다기능 해양폐기물 수거선

신명수

’
02. 11. 12

02-70034

특허

한국

오렌지 그라플이 구비된 다기능 해양폐기물 수거선

신명수

’
02. 11. 12

`02-70036

특허

한국

잔여폐기물 수거장치가 구비된 다기능 해양폐기물 수거선

신명수

’
02. 11. 12

02-70037

특허

한국

원심분리 농축기와 진공동결 건조기를 이용한 담수 및
소금 생산방법과 그 장치

김현주

’
02. 11. 12

02-70087

특허

한국

부유생물 침강방지용 수력 배양장치

유신재, 명철수

’
02. 12. 9

02-78004

특허

한국

수중미세생물의 광도 수온 자동조절 배양기

유신재, 명철수

’
02. 12. 9

02-78005

특허

한국

김현주

’
02. 12. 18

02-80958

특허

한국

고강도 다층 유연관 및 그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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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발명자

등록일

등록번호

재산권구분

알긴산 올리고당 유도체 제조방법과 이를 이용한
적조생물살상 및 어병치료제

장 만

’
02. 1. 16

322511

특허

한국

선박용 프로펠러 수중익 및 항공기용 날개 형상

송인행

’
02. 1. 17

320152

특허

한국

서로다른 두 개의 고도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는
포스포릴콜린의 제조방법

서영완 외 4인

’
02. 2.

1

324618

특허

한국

양승일

’
02. 2. 26

327967

특허

한국

방파제 케이슨

이달수 외 3인

’
02. 4. 19

330729

특허

일본

중간피복형 블록

권혁민, 이달수

’
02. 4. 22

335334

특허

한국

통성혐기성 미생물 및 그 미생물을 이용한
유류오염 저감방법

김상진 외 5인

’
02. 5. 20

338980

특허

한국

수중의 부유 토사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

박우선 외 2인

’
02. 6. 3

340769

특허

한국

키틴을 이용한 유류화합물 분해균주의 보존방법

김상진 외 4인

’
02. 6. 20

342926

특허

한국

김상진 외 6인

’
02. 6. 20

342925

특허

한국

수서생물 호흡측정 용기

김완수, 윤성진

’
02. 6. 24

280723

실용신안

한국

전복 양식용 다단식 쉘터

김민석 외 3인

’
02. 6. 25

343596

특허

한국

실린더형 시린지 유닛을 이용한 수질자동 측정장치

강성현 외 4인

’
02. 7. 30

2204766

특허

캐나다

환경친화성 침식 퇴적 제어장치를 이용한 항만매몰,
해안침식, 교각 쇄굴 저감방법

전호경 외 4인

’
02. 8. 19

350895

특허

한국

신물질 아칼리시제올리드 C. D. E. 및 F의
추출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조성물

신종헌 외 6인

’
02. 8. 19

350891

특허

한국

강창구

’
02. 8. 29

352346

특허

한국

안희도 외 2인

’
02. 9. 4

353083

특허

한국

이판묵

’
02. 10. 30

360825

특허

한국

강성현 외 4인

’
02. 12. 11

97800

특허

중국

복합지지 구조물을 갖는 선박

등록국가

유류에 의해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유류를 흡착 및
분해를 통하여 제거하기 위한 폴리우레탄 흡착재 및
이것의 제조방법

인공지능 충돌, 좌초예방 시스템
부어초
거리측정이 가능한 단동형 수중 스테레오 카메라
실린더형 시린지 유닛을 이용한 수질자동 측정장치

프로그램의 명칭

등록번호

김완수

2002-01-12-1801

이석, 이흥재, 조철호

2002-01-12-1802

케이슨 방파제 기본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서승남, 김동현

2002-01-12-3851

L형 안벽 기본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서승남, 김동현

2002-01-12-3850

이석, 이흥재, 고진석

2002-01-12-5434

RESCON 프로그램
위성추적부이 자료처리 프로그램

Ticam V1.0(조석 및 조류분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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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프로그램의 명칭

개발자

등록번호

김연규

2002-01-12-6768

SEPIN

장택수,윤동환,홍사영

2002-01-12-6769

RAPIN

장택수

2002-01-12-6770

ART

조석규

2002-01-12-6765

FIN

조석규

2002-01-12-6766

김형우,홍섭,최종수

2002-01-12-6767

KMCI

손남선

2002-01-12-7161

KPNC

손남선

2002-01-12-7165

임용곤,강준선,박종원

2002-01-12-7173

김용대,이동곤,이종갑,이순섭,
박진형,박범진,황호진(kaist)

2002-01-12-7174

ENCL ib ver 1.0

이한진

2002-01-12-7175

RadarChart ver 1.0

이한진

2002-01-12-7176

CCTV ver 1.0

이한진

2002-01-12-7177

KVTS ver 2.0

이한진

2002-01-12-7178

LandMask ver 1.0

이한진

2002-01-12-7179

SimAIS ver 1.0

이한진

2002-01-12-7180

VSS ver 1.0

이한진

2002-01-12-7181

Inner-stiffener Strength

정태환

2002-01-12-7182

Overall Buckling Strength(4ch)

정태환

2002-01-12-7183

Multi block Grid Generator

박일룡

2002-01-12-7184

Multi block Viscous Flow Solver

박일룡

2002-01-12-7185

Free Surface Flow Solver for Various Ship Type

박일룡

2002-01-12-7186

ISO 속력시운전 해석 프로그램 (ST10)

김은찬

2002-01-12-7187

박진형,김홍태,이동곤

2002-01-12-7159

김홍태,박진형

2002-01-12-7160

PTMSDSDLG

손남선

2002-01-12-7162

KATS

손남선

2002-01-12-7163

CON-SIM

김연규

2002-01-12-7164

S-57 전자해도 단순데이터제공자 컴포넌트

박종민

2002-01-12-7166

S-57 전자해도 데이터로딩 라이브러리

박종민

2002-01-12-7167

SweptSineMeasurement(4ch)

김시문

2002-01-12-7168

FrequencyResponse(4ch)

김시문

2002-01-12-7169

PowerSpectrum(4ch)

김시문

2002-01-12-7170

TimeCapture(4ch)

김시문

2002-01-12-7171

Oscilloscope(4ch)

김시문

2002-01-12-7172

SMSR40

TRACSIM

GYRO-DDU-GUI
Bulk_midship_Step218

PYNAMICS Ver 1.0
POMIS-Win V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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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

최종학교

원장

변상경

불, Bretagne
Occidentale Brest대

박사(해양물리학)

감사

박규석

미, Auburn대

석사(해양생물)

연구정책실장

이용희

경희대

박사(법학)

수석검사역

김영필

고려대

학사(경제학)

선임연구본부장

김철수

미, Old Dominion대

박사(해양물리학)

지구환경연구본부장

김철호

일, 구주대

박사(해양물리학)

생태환경연구본부장

유신재

미, 뉴욕주립대

박사(생태학)

해양자원연구본부장

이홍금

독, Braunschweig 대

박사(미생물학)

극지연구본부장

김예동

미, 루이지니아주립대 박사(지구물리학)

극지지원팀장

신민철

인천대

비

직

성 명

최종학교

남해연구소장

장 만

서울대

박사(해양생물학)

남해연구소 운영관리실장

유동연

한양대

석사(건축공학)

남해연구소 운영팀장

김석기

경희대

학사(경영학)

기기운영개발팀장

박동원

고려대

석사(전자공학)

온누리호선장

이봉원

부산수대

학사(어업)

이어도호선장

김석기

숭의실고

-

기획부장

김태영

동국대

석사(무역학)

김세용

동국대

석사(법학)

심민보

성균관대

석사(정보처리학)

진동민

동국대

석사(법학)
학사(불어교육학)
석사(경영학)

고

학사(영문학)

위

경영기획팀장
연구개발팀장
성과확산팀장

비

고

서울대

박사(해양학)

대외협력팀장

강현주

이화여대

연안ㆍ항만공학연구본부장 이광수

영, 리버플대

박사(토목공학)

행정부장

김현영

연세대

해양자료ㆍ정보지원단장 최형태

동국대

석사(정보전산학)

인사팀장

김재순

유신고

-

데이터운영팀장

김성대

서울대

박사(해양학)

총무시설팀장

송동일

방통대

-

문헌정보팀장

송기섭

연세대

학사(도서관학)

회계팀장

임충규

중앙대

학사(행정학)

MIS운영팀장

구본관

충북대

석사(전자계산학)

한·중 공동연구센터소장

이동영

미, Florida대

박사(연안공학)

남극세종과학기지대장

직

강영철

위

성 명 최종학교

비

직

고

위

성 명

최종학교

비

고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장

이진태

미, MIT대

박사(조선해양공학)

사업기획팀장

김덕영

한남대

석사(정보관리학)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장

임용곤

아주대

박사(전자공학)

연구관리팀장

박수인

충남대

석사(생산관리)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장

공인영

서울대

박사(조선해양공학)

총무인사팀장

한주일

중앙대

석사(경영학)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장 반석호

서울대

박사(조선공학)

재무자산팀장

박종남

3사관학교

학사

구광모

동국대

학사(행정학)

검사역

조경래

경남대

석사(경제학)

운영관리부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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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학 위

최 종 학 교

전공학과

성

명

학 위

최 종 학 교

전공학과

김 봉 채

박사

일, 동해대

물리학

석봉출

박사

일, 동경대

해양학

김 성 렬

박사

일, 동경대

지구물리학

신동혁

박사

인하대

해양학

김 한 준

박사

서울대

자원공학

신창웅

박사

인하대

해양학

박 민 규

박사

미, 워싱턴대

지구물리학

안유환

박사

불, Paris Ⅵ대

해양학

박 영 규

박사

미, MIT

해양학

우한준

박사

미, Old Dominion 대

해양학

박 찬 홍

박사

일, 치바대

지구물리학

유해수

박사

한양대

자원공학

석 문 식

박사

불, Paris Ⅵ대

해양학

유홍룡

박사

불, Bordeaux Ⅰ대

해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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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학 위

이

석

박사

성균관대

해안·해양공학

조철호

박사

인하대

해양학

이재학

박사

미, Yale대

해양학

주형태

박사

서울대

지구물리학

이흥재

박사

불, Paris Ⅵ대

해양학

성균관대

해양학

박사

미, Delaware대

지질학

최복경

박사

이희일
이희준

박사

서울대

해양학

추용식

박사

서울대

해양학

장경일

박사

영, Southampton대

해양학

한상준

박사

불, Paris XI 대

해양학

전동철

박사

미, 하와이대

해양공학

허

식

박사

미, Texas A&M 대

지구물리학

정갑식

박사

서울대

해양학

홍종국

박사

서울대

지구물리학

정회수

박사

서울대

해양학

이용국

석사

인하대

해양학

성

명

학 위

최 종 학 교

최 종 학 교

전공학과

전공학과

성

성

명

명

학 위

학 위

최 종 학 교

최 종 학 교

전공학과

전공학과

강 성 현

박사

서울대

해양학

배세진

박사

서울대

해양학

김 경 태

박사

부산수대

환경공학

양동범

박사

불, Aix-Marseille Ⅱ대

해양학

김 동 성

박사

일, 동경대

생물학

유재명

박사

부산수대

자원생물학

김 석 현

박사

한양대

해양학

이재학

박사

부산수대

수산생물학

김

성

박사

인하대

해양학

이희승

박사

서울대

유기화학

김 영 일

박사

일, 북해도대

수산학

정창수

박사

인하대

해양화학

김 완 수

박사

독, Kiel대

해양학

제종길

박사

서울대

해양학

김 은 수

박사

일, 동경대

해양학

조기웅

박사

KAIST

생물공학

김 종 관

박사

부산수대

수산생물학

홍기훈

박사

미, 알라스카 주립대

해양학

노 정 래

박사

서울대

물리화학

오재룡

석사

서강대

분석화학

성

명

학 위

최 종 학 교

전공학과

성

명

학 위

최 종 학 교

전공학과

강래 선

박사

서울대

해양학

유찬민

박사

서울대

지질학

강정 극

박사

불, Orleans대

지질학

이경용

박사

고려대

지질학

김기 현

박사

미, 북일리노이대

지질학

이상묵

박사

미, MIT대

지구과학

김상 진

박사

독, Kiel대

미생물학

이순길

박사

부산수대

수산생물학

김웅 서

박사

미, 뉴욕주립대

해양학

이유경

박사

서울대

생물학

김종 만

박사

일, 동경대

수산학

이정현

박사

서울대

미생물학

노충 환

박사

부산수대

수산생물학

현정호

박사

미, 플로리다주립대

해양학

명정 구

박사

부산수대

수산생물학

형기성

박사

미, 휴스턴대

지질학
육종학

문재 운

박사

미, Georgia대

지질학

홍경표

박사

건국대

박정 기

박사

고려대

지질학

권개경

석사

서울대

미생물학

박철 원

박사

일, 동경대

수산생물학

지상범

석사

인하대

해양지질학

손승 규

박사

인하대

해양학

김현섭

석사

서울대

자원공학

183

김철호

유신재

지구환경연구본부장
1997년 임용
박사 : 일, 구주대학교
(해양물리학)

생태환경연구본부장
1988년 임용
박사 : 미, 뉴욕주립대(생태학)

이홍금

김예동

해양자원연구본부장
1991년 임용
박사 : 독, Braunschweig대
(미생물학)

극지연구본부장
1987년 임용
박사 : 미, 루이지니아주립대
(지구물리학)

이광수

장 만

연안·항만공학연구본부장
1980년 임용
박사 : 영, 리버플대
(토목공학)

남해연구소장
1983년 임용
박사 : 서울대학교
(해양생물학)

최형태

김영필

해양자료·정보지원단장
1982년 임용
석사 : 동국대학교
(정보전산학)

수석검사역
1978년 임용
학사 : 고려대학교(경제학)

김태영

김현영

기획부장
1983년 임용
석사 : 동국대학교(무역학)

행정부장
1982년 임용
석사 : 연세대학교(경영학)

조경래
검사역
1988년 임용
석사 : 경남대(경제학)

186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박성욱

박사

연구정책실 선임연구원
전
공 : 법학/경희대
논문제목 : A Study of International Law on
the Protection Regimes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추용식

박사

지구환경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전
공 : 퇴적학/서울대
논문제목 : Sediment Dynamics and
Maintenance Processes of
Linear Tidal Sand Body

신창웅

박사

지구환경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전
공 : 해양학/인하대
논문제목 : A study on the circulation of the
East Sea Intermediate Water in
the Southwestern East Sea

김 성

박사

생태환경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전
공 : 수산생물해양학/인하대
논문제목 : Distribution of the fish larvae in
relation to the water masses in
the Korea Strait

형기성

박사

해양자원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전
공 : 지질과학
논문제목 : Fluid Expulsion from the
Geopressured Sediment of the
U.S. Gulf Coast

신형철

박사

극지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전
공 : 해양생태학/호주, 타즈마니아대
논문제목 : Condition indicators for Antarctic
krill, Euphausia superba

남광현

박사

연구정책실 선임연구원
전
공 : 경제공학/일, 큐슈대
논문제목 : A theoretical analysis for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and economic growth

이 석

박사

지구환경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전
공 : 해안 및 해양공학/성균관대
논문제목 : Spatial distribution of tidal
currents and seasonal variation
of tides in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박영규

박사

지구환경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전
공 : 해양학/미, MIT
논문제목 : Rotating Convection Driven
by Differential bottom
heating and its Application

이유경

박사

해양자원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전
공 : 생물학/서울대
논문제목 : Molecular and cellular studies
on the sexual differentiation of a
red alga Griffithsia japonica
Okamura

유찬민

박사

해양자원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전
공 : 지질학/서울대
논문제목 : Cyclostratigraphy and
Dolomitization of the Middle
Ordovician Yeongheung
Formation, Yeongweol, Korea

허순도

박사

극지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전
공 : 지질과학과/서울대
논문제목 : Petrochemistry of the Jeongseon
granitoids and genesis of
associated Pb. Zn, Cu depo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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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성

박사

연안·항만공학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전
공 : 토목공학/서울대
논문제목 : Evaluation of strength and
consolidation characteristics of
clayey soils using CPTu and
SBPT

김동현

박사

연안·항만공학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전
공 : 토목공학/한국과학기술원
논문제목 : Vibration Control of Structures
Using Neural Networks

장택수

박사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전
공 : 조선해양공학/서울대
논문제목 : Application of the inverse theory
to ill-posed two-dimensional ship
hydrodynamic problems

윤재문

박사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 연구원
전
공 : 조선해양공학/서울대
논문제목 : 예인수조시험을 통한 낙하산의
조종성 미계수 도출에 관한 연구

김승근

박사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전
공 : 정보통신공학/광주과학기술원
논문제목 : Modem Structures and
Algorithms for High-Speed
Burst Transmission

양찬수

박사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전
공 : 토목공학/일. 동북대
논문제목 : Analysis of Thermal Environment
at the Kuroshio/Oyashio Front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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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박사

연안·항만공학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전
공 : 구조공학/한국과학기술원
논문제목 : Effect of Temperature and Aging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Concrete

현상민

박사

남해특성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전
공 : 지질학/일, 동경대
논문제목 : Geochemical study for
paleoproductivity reconstruction in
northwest Pacific and north Atlantic
ocean

박일룡

박사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전
공 : 조선해양공학/서울대
논문제목 : Applications of a Level-Set Method
to Incompressible Viscous Flow
with the Free-Surface

조석규

박사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연구원
전
공 : 조선해양공학/서울대
논문제목 : 횡류홴의 설계인자가 성능 및
소음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산해석 연구

김형우

박사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전
공 : 다물체동력학/한양대
논문제목 : 기계시스템을 위한 구성설계
민감도 해석에 관한 연구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양승일

책임연구원

과학의 날, 국내최초로 선박운항성능 해석
기법과 최적선형 설계기술 개발, 에너지 절
약형 선형개발 등 선박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도약상 수상

김성렬

책임연구원

과학의 날, 해저 통신케이블 매설 최적
루트 선정을 통해 국제회된 통신망 구축에
기여하고 제6-1광구 개발탐사 시추지역
조사 등을 하여 석유자원보유국 대열에 합류
토록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포장 수상

강성현

책임연구원

김기현

책임연구원

바다의 날, 세계 7번째로 우리나라의 유엔
선행투자가 등록 및 망간단괴개발광구를
확보하는 공적을 이룩하였으며,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심해저 탐사기술보유국으로
발전시킨 공로로 철탑산업훈장 수상

강창구

책임연구원

바다의 날, 레이더기반 해상관제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 해양폐기물 종합처리
시스템 개발 등 공공복지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 수상

이한진

선임연구원

바다의 날, 해양유출사고방제체제의 구축,
지속성 유기오염물질에 의한 연안오염
실태의 파악, 해양쓰레기 오염 실태 조사 및
해양환경교육 등 현실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과학의 날,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선박 추적 및 관제 기술을 개발,
레이더 기반 선박 운항 관제시스템 개발 등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노원대

유정석

선임행정원

해양광물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기반 조성,
해양생물자원개발,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등 해양관련 연구사업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연구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기여한 공로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김덕영

선임행정원

선박·해양기술, 해양안전, 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방제 등 해양관련 연구사업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연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선임연구원

국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 안전방제
분야 및 해양폐기물 예방기술, 수거기술,
처리기술 등의 핵심 기반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화 기술을 개발
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임용곤

책임연구원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을 통한
산업기술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기술대전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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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발 전 상

성취상

기여상

모범해양인상
최다출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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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

소

급

속

명정구

책임연구원

해양자원연구본부

이동곤

책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

이미진

선임기술원

연구정책실

김한준

책임연구원

지구환경연구본부

김완수

책임연구원

생태환경연구본부

남상헌

선임연구원

극지연구본부

오병철

책임연구원

연안·항만공학연구본부

이택견

선임연구원

남해특성연구본부

심민보

선임기술원

연구개발팀

박진홍

선임기술원

총무시설팀

이종무

선임연구원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이춘주

선임연구원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

이

석

선임연구원

지구환경연구본부

김영주

선임사무원

생태환경연구본부

배승섭

협동연구생

해양자원연구본부

김희경

책임사무원

극지연구본부

강천윤

선임기술원

극지연구본부

박진순

전일제비정규직

연안·항만공학연구본부

최상화

선임기술원

데이터운영팀

김영준

기술원

기기운영팀

황청희

파견직

남해연구소

윤유복

전일제비정규직

남해연구소

이지영

선임사무원

대외협력팀

장성호

행정원

인사팀

정재윤

선임사무원

회계팀

김진하

선임연구원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권기진

책임연구기사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

조용진

선임연구원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

김정문

파견직

총무인사팀

김현진

선임사무원

경영기획팀

송우용

선임행정원

총무인사팀

백원대

책임연구기사

연안·항만공학연구본부

구 분

포상인원

내

역

20년 근속

17명

책임연구원 : 김성렬, 오재룡, 서상현, 강원수
책임행정원 : 김재순, 최형태, 김현영, 박종남
책임사무원 : 김영창
책임연구기사 : 한복섭, 하익수, 이재술, 이창용 책임기술원 : 오병두, 이창용
선임연구원 : 전태병
선임기술원 : 김경열

10년 근속

9명

책임연구원 : 조기웅, 김기현, 안인영, 방인권
선임행정원 : 이길준

선임연구원 : 조철호, 이종무

선임기술원 : 김석원, 이민수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구

분

성

명

직

급

소

속

비

고

도약상

양승일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

과학의 날

과학기술포장

김성렬

책임연구원

지구환경연구본부

과학의 날

과학기술부장관표창

이한진

선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

과학의 날

철탑산업훈장

김기현

책임연구원

해양자원연구본부

바다의 날

대통령표창

강성현

선임연구원

생태환경연구본부

바다의 날

해양수산부장관표창

노원대

선임행정원

연구개발팀

바다의 날

해양수산부장관표창

유정석

선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

바다의 날

해양수산부장관표창

김덕영

선임연구원

사업기획팀

바다의 날

산업포장

강창구

책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임용곤

책임연구원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구 분

소 속

최우수

지구환경
연구본부

성 명
장경일

우 수

지구환경
연구본부

우 수

직 급

바다의 날
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논문제목

학술지명

책임연구원

Transition to aperiodic variability in a winddriven double-gyre circulation model

Journal of Physical
Oceanography

이흥재

책임연구원

Does the Yellow Sea Warm Current really
exist as a persistent mean flow?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생태환경
연구본부

신종헌

책임연구원

Wondonins A and B, new
bis(dihydroxystyryl)imidazoles from a twosponge association

Tetrahedron Letters

우 수

해양운송시스템
연구본부

김우전

책임연구원

Measurement of flows around modern
commercial ship models

Experiments in Fluids

우 수

연안·항만공학
연구본부

이종찬

책임연구원

Comparison of bottom friction formulations
for single-constituent tidal simulations in
Kyunggi Bay

Estuarine, Coastal and
Shelf Science

연 구 사 업 명

연구책임자

부

서

명

황해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 연구

이희일

지구환경연구본부

한국 남동대륙 주변부의 진화와 지각변형

김한준

지구환경연구본부

통영해역의 바다목장화 개발연구

김종만

해양자원연구본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김기현

해양자원연구본부

북극과학기지 운영 및 기본연구활동

김예동

극지연구본부

해양유독 식물플랑크톤의 유전자 자원화 기술개발 연구

장

남해특성연구본부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이판묵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침몰선박관리시스템 구축연구

최혁진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

차세대 중소형 고속컨테이너선 개발

김은찬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

구 분

부

만

서

명

최우수지원팀

MIS운영팀

우수지원팀

연구개발팀, 회계팀, 운영팀(남해연구소), 연구관리팀(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재무자산팀(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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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시무식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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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해양(위) 위원 보좌관 방문 (1. 17)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설명회 (1. 29)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동해권의 발전방향 세미나 (1. 31)

대한민국 제14차 남극과학연구단 월동연구대 해단식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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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 물과 삶 그리고 문화”세계 습지의 날 기념 세미나 (2. 2)

대만 과학위원회 위원 본원 방문 (3. 13)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한국해양연구원 극지본부 중장기 발전계획 공청회 (3. 14)

국가 해양환경보전 정책발전 세미나 (4. 4)

해양과학홍보관 개관 (4. 10)

베트남 해양수산부장관 방문 (4. 22)

무인잠수정기술에 관한 한·미 국제공동워크샵 (4. 22~23)

한국해양연구원 원장 이·취임식 (5. 18)

변상경 박사, 한국해양연구원장 임명장 수여식 (5. 18)

제5차 NOWPAP Merrac Focal Points 회의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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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육군사관학교 생도 본원 견학 (5. 29)

GNSS 연구센터 설치 (5. 31)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승격기념식 (6. 20)

해군참모총장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방문 (6. 20)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세미나 (7. 30)

우루과이 남극연구소와 MOU체결 (7. 31)

김호식 해양수산부 장관 본원 방문 및 업무보고 (8. 2)

APEC/KOICA/KORDI 2002 해양환경보전 훈련과정 (8. 12~31)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국립해양조사원 원장 본원 방문 (9. 4)

위그선(WIG Craft) 실해역 시운전 및 현장설명회 (9. 5)

APEC 워크샵 (9. 24~29)

주한 이태리대사 본원 방문 (10. 4)

제9차 국제 남극과학심포지움 (10. 9~10)

2002년도 경영협의회 개최 (10. 9)

중국 극지연구소장 본원 방문 (10. 9)

울돌목 조류발전 실험 시연회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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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예보에 관한 한·미 공동 워크샵 (10. 16~17)

일본 해양개발건설협회 방문 연구토론회 (10. 21)

한마음 수련회 및 체육대회 (11. 1~2)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 제16차 월동연구대 출정 (11. 15)

ISOPE-PACOMS 제5차 학술회의 개최 (11. 17~20)

한·중·일 Globec Symposium (12. 13~15)

한·중 YOOS 워크샵 (12. 17~18)

2002년도 종무식 (12. 31)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4. 15

l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 출정식

4. 19

명혜학교 학생 해양과학홍보관 관람

4. 20

제 35회 과학의 날 기념 수상
(양승일 책임연구원, 김성렬 책임연구원,

1. 2

2002년도 시무식

1. 5

침몰선박 정밀조사 연구 세미나

1. 8

과학기술부 김영환 장관 세미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4. 20

세종대 디지털컨텐츠 영상대학원생 일행 방문

1. 10

주식회사 SFA 일행 방문

4. 22

베트남 수산부장관 일행 방문

1. 15

해양기본지리정보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공청회

4. 22-23

무인잠수정 기술에 관한 한·미 국제공동워크샵

1. 17

국회 농림해양분과위 보좌관 내원

4. 22-25

제1차 APEC 해양장관회의

1. 19

안양 해관보육원생 견학

4. 25

국제 북극과학위원회(IASC) 가입

1. 24

한 ·노르웨이 비즈니스 파트너쉽 세미나

4. 29

북극 다산과학기지 개소

1. 25

대선조선 및 인도네시아 해군 일행 방문

1. 28

공공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기본연구사업
발전 계획 토론회

이한진 선임연구원)

l

1. 29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사업 기자설명회

5. 9

이성호(전) 해군 참모총장 방문

1. 31-2. 2

해양과학기술개발을 통한 동해권의 발전방향 세미나

5. 13

국제해사기구 75차 IMO/MSC 회의참석

l

5. 18

제 5대 변상경 원장 취임

5. 20-24

제 5차 NOWPAP MERRAC Focal Point 회의

5. 27

제 7회 바다의 날 기념 과학담당교사 특강

5. 29

제 7회 바다의 날 기념 바다사랑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2. 2

세계 습지의 날 기념 세미나

2. 4

2002년도 업무보고

2. 20

제 14차 남극세종기지 월동연구대 해단식

5. 31

연구원 법인 설립 12주년 기념식

2. 21

GEF/YSLME(황해광역해양생태계) 관련
UNDP 인사 방문

5. 31

2. 22

WISE 프로그램 여학생 일행 방문

제 7회 바다의 날 기념 수상 (김기현 책임연구원,
강창구 책임연구원, 강성현 선임연구원, 노원대
선임행정원, 유정석 선임연구원, 김덕영 선임행정원)

l

l

3. 5

해군교육사령관 방문

6. 4-14

제35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집행이사회 참가

3. 8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 방문

6. 5

노동조합 설립 12주년 기념식

3. 11-22

정기건강검진

6. 20

장목분원, 남해연구소 승격 행사

3. 13

해군조함단장 송영무 제독 일행 방문

6. 20

장정길 제 23대 해군 참모총장 방문

3. 13-14

대만 국가과학위원회(NSC) 위원 일행 방문

6. 24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원장 업무보고

3. 14

극지연구본부 중장기 발전계획 공청회

6. 26

해군대학 학생장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견학

3. 15

북극권 연구개발 워크샵

3. 20

한진중공업 일행 방문

3. 26

침몰선박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착수 보고회

l
7. 2

이화여자대학교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협력약정 체결

l
7. 3

해군대학 학생장교 방문

4. 2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방문

7. 3

안산 이호초등학교생 견학

4. 4

국내최초 무향수조 완공

7. 7-14

변상경 원장 해외 선진 해양연구기관 방문

4. 10

해양과학홍보관 개관

7. 9

방제능력 확보방안 수립연구 결과발표회

4. 13

고려대학교 이과대 지구환경과학과 학생 견학

7. 16

해난사고 수습대응시스템 구축 연구결과 발표회

4. 14-26

마이크로네시아 해양부문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7. 24

변상경 원장 국립해양조사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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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7

우루과이 남극연구소(UAI)와 기관간 협력약정 체결

10. 10

해양공간 활용 국제 세미나

7. 30

행정직원 직무교육 세미나

10. 15

국립해양조사원과 기관간 협력을 위한
협력약정 체결

10. 16-17

동해 및 대한해협에서의 해양예보에 관한
한·미 공동 워크샵

l
8. 2

김호식 해양수산부장관 내방

10. 18

해난사고 대응 통합관제 시스템 설명회

8. 5

인하대학교 중등교원연수과정 교사 방문, 견학

10. 21

일본해양개발건설협회 시찰단 일행 방문

8. 6

농림해양수산위 정장선 의원 남해연구소 방문

10. 23

극지이용 및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토론회

8. 7

아주대학교 중등교원연수과정 교사 방문, 견학

10. 24

육군종합군수학교 일행 견학

8. 8

함정 근무 피로도 분석 최종 발표회

10. 29

한·일 연안파랑관측 국제워크샵 개최

8. 8

안산 덕현초등학교생 견학

8. 12

진주 YMCA 방문

10. 30-11. 1 제5차 한미과학기술공동위원회 심해무인잠수정
기술협력 추진협의

8. 12 - 31

2002 APEC/KOICA/KORDI 해양환경보전훈련과정

8. 20

서울대학교 주관 과학영재학생 일행 방문

8. 20

일본 JETRO 서울 주재원 일행 방문

l
11. 1

민군과제(초음파를 이용한 수중영상정보 전송기술)
심의위원회 개최

11. 1-2

추계체육대회 (용평 한마음 콘도)

해양심층수 자원의 실용화를 위한
법제검토위원회 구성

11. 8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 제16차 월동연구대 발대식

11. 10-13

제 3차 한·중 심해저자원개발 협력회의 참가

9. 4

국립해양조사원 원장 본원 방문

11. 17-20

ISOPE-PACOMS 제5차 학술회의

9. 5

위그선 실해역 시운전회

11. 18-22

제 11차 방제현장지휘자 교육과정

9. 5

네덜란드 Delft 공대 조선해양공학과 학생
일행 견학

11. 19-20

성희롱 예방교육

11. 20

9. 6

해군 전투발전단 Modeling & Simulation 세미나

제 5차 아시아/태평양 해양공학 심포지움
(PACOMS) 연구소 방문

9. 6-7

2002 한국지구과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11. 22

안산 덕성초등학교생 견학

9. 7-11

ICCAS2002/WONDERMAR 워크샵 및 조함기술
정보체계 구축회의 참석- 독일, 스웨덴

11. 25

한국해양연구원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 세미나
(연사 : 공공기술연구회 박병권 이사장)

11. 26

국회도서관과 기관간 협력을 위한 협력약정 체결

l
9. 4

9. 11

육군 종합 군수학교 군무원 일행 견학

9. 12

허형택 연구위원 서태평양해양과학위원회
(IOC/WESTPAC) 의장에 피선

9. 13

중국 산샤댐 관련 정기모임

9. 17-19

일본해양과학기술센터(JAMSTEC)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참가

12. 3
12. 4

국방부 기술개발관리담당관 일행 방문

9. 18

일본해양과학기술센터(JAMSTEC)와 기관간
협력을 위한 협력약정 체결

12. 4-6

컨테이너선 신기술 동향 발표회

12. 5-7

변상경 원장 일행 일본 큐슈대 응용역학연구소 방문

9 24-29

APEC 워크샵

12. 6

함정설계기술 기반구축사업 결과발표회

9. 25

대양항해 탐사 완료 온누리호 귀항

12. 11

침몰선박관리시스템 구축연구 연구결과 발표회

12. 13

해양수산부 수습행정관 실무교육
한·중·일 GLOBEC 심포지움

9. 25-10. 24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참가

선박생존성 평가시스템 기술개발 연구결과 보고회

9. 30

DTV(유인잠수항해장비) 최종발표회

12. 13-15

9. 30

안산 이호초등학교 변상경 원장 애국훈화 실시

12. 17

(주) 동양제철화학 중앙연구소장 일행 방문

12. 17-18

제 2차 한·중 황해운용해양학(YOOS) 워크샵

12. 18

제15차 남극과학연구단 월동연구대 귀국

12. 23

해양안전 및 해상교통관리에 관한 제1회
한·일 공동워크샵 참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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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0. 1

스웨덴 선박연구소장 방문

10. 2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기관간 협력을 위한
협력약정 체결

12. 26-27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개발연구
연구결과 발표회

10. 4

제 1차 한·이태리 극지워크샵

12. 31

2002년도 종무식

10. 9-10

제 9차 국제남극과학심포지움

10. 10

울돌목 조류발전실험 시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