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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년은 한국해양연구원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이룩한 한 해였습니
다.‘대형위그선 개발사업’
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해양영토

관리와 이용기술’
,‘기후변화 예측·대응기술’
,‘초 고효율 운송·물류관리기술’
,‘청정·
신재생에너지 기술’
,‘전지구관측시스템과 국가자원 활용기술’
,‘재해·재난 예측·관리기
술’
,‘생태계 보전·복원기술’등 우리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7개 기술이「미래국가유
망기술 21」
에 선정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바다의 해양환경을 3차원으로 재현할 수 있는 해양환경모의연구동과 심해
저 집광실험동을 완공하고, 동해임해연구기지와 해양오염안전방제동 건설 공사에 착수하
는 등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였으며, 고성 해양심층수공동연구센터 취수관 공사를 완료,
개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장목호 취항, 차세대 무인잠수정 건조, 온누리호 장착장비
교체, 쇄빙연구선 실시설계 등 첨단 연구장비를 갖추어 연구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도 하였
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을 통하여 목적·임무 중심의 연구사업단 체제를 도입하고
연구지원 조직을 정비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도, 2005년의 총 연구비는 989억 원으로 지난해 874억 원과 비
교하여 11.3% 이상이 증가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
반을 확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해양연구원이 세계적인 해양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간해양
학위원회(IOC)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해양학위원회(KOC) 사무국을 연구원 내에 두고 있으
며,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KOICA 해양환경보전훈련, 생물다양성생명
공학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제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에는 황해
광역생태계보전사업(YSLME) 사무국을 연구원 내에 유치하여 국제 공동연구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해양연구원은 바다를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해양과학기술개발을 통한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06. 2.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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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혁 및 기능

39 한반도 주변 해역의 설계파 산출

05 조 직

43 조력·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연구

06 연구개관
07 재정현황

45 남해특성 연구

08 화 보

45 해양생물의 식량자원화 연구
48 수서 생태계 구조 및 기능 연구를 통한 생태환경
평가기술 연구

50 해양시스템기술 연구
22 해양환경 연구

50 월파형 파력발전 기반 기술 연구

22 연안역 통합관리를 위한 해양환경조사 연구 - 천수만

52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24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Ⅱ)

54 선박의 지능형 자율운항 제어 시스템 개발

25 중장기 기후변화에 따른 동중국해 해양생태계 변동

56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실용화 기술 개발 연구(Ⅱ)

예측 연구

26 배타적경제수역 해양자원 조사

58 해양운송안전 연구
58 해양위해도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

28 해양자원 연구

61 보급형 해양레저 선박 개발 (Ⅴ)

28 바다목장화 연구

64 고부가가치 선박설계 핵심기술 개발

30 해양·극한생물 분자 유전체 연구

66 수상선박 및 잠수체의 유체성능 해석 시스템 개발

33 2005년 심해저 광물자원 연구

68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36 연안개발 연구
36 지능형 항만물류 시스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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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해양환경평가(GMA)에 대비한 정책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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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데이터운영
76 학술정보 서비스
78 국제협력 / 홍보
80 해양연구선 제원 / 운항 실적
84 건물 및 부지 현황

88 수행 연구과제
98 논문발표 실적
105 산업재산권 현황
113 KORDI 얼굴들
123 주요 인력현황
130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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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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중국 청도)

1997.

3.

28

장목분소 개소 (경남 거제시 장목면)

1999.

5.

1

2000.

5.

30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설치

2001.

1.

1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2002.

4.

29

북극 스피츠베르겐섬 니알슨에 다산기지 설치

2004.

4.

16

부설 극지연구소 설치

선박해양공학분소 설치 (대덕 연구단지)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과학기술 연구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연구와 해양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연구
극지 환경·자원조사 연구 및 남·북극과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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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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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 연구원은 국가 유일의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서 국가해양개발 중장기 계획의 실천목표를 뒷
받침하기 위하여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개발 및 활용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

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연구 분야로 환경보전, 미래자원, 지구환경, 해양공간 이용을 설정하는 한
편, 중점 연구사업으로『해양영토탐사 및 기후변화 관측기술 개발』
,『해양생태계 보전ㆍ환경관리기술
개발』
,『해양생물의 자원화 핵심기술 개발』
,『해양운송체의 스마트 운용기술 및 지능형 성능평가기술
개발』
,『해양재난 대응기술 및 안전성 향상기술 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연구역량의 전문화, 집중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5년에 총 989억 원 규모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원 1인당 약 4억 원 규모의 연구를 수행
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양적증대를 도모하
였고, 국내·외 학술지에 277편의 연구논
문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SCI 등재학술
지에 94편,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에
145편을 발표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향상
을 이루었다. 한편, 연구결과 중 실용화가
유망한 결과에 대해 총 69건의 산업재산
권을 출원하였고 27건이 등록되었다.
2005년에 수행한 연구비 중 103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
계와 공동연구 형태로 집행하여 해양연구
분야에 있어서 국내 산·학·연 협력체제
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백만원)

구

분

기본연구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재 원

연구비

한국해양연구원

21,925

해양수산부

35,539

과학기술부

148

환 경 부

702

산업자원부

9,593

기

타

913

정

부

23,904

민

간

소 계
수탁연구사업

소 계
합

6

계

46,895
6,203
30,107
9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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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수입
항목

예산

정부출연금

36,968

자체수입

81,038

정부수탁

69,683

민간수탁

7,227

기 타

4,128

전기이월
총

3,757
121,763

계

(백만원)

지출
항목

예산

인건비

27,454

직접비

67,824

기관고유사업

8,500

일반사업비

2,831

정부수탁

52,301

민간수탁

4,192

경상운영비

9,576
10,236

시설비
차입금상환

3,722

기 타

1,859

차기이월

1,092

총

계

12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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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
(YSLME) 회의
[3. 2]
2. 제38회 과학의 날 기념
‘과학담당교사 초청 특별 강연’
[4. 28]
3. 해양과학기술 정책세미나
[5. 16]
4.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초도순시
[6. 7]
5. 국회의원과 함께‘시화호
되짚어보기’
[10. 22]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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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세계 해양관측세미나
[10. 24]
2. 경영혁신 회의
[11. 9]
3. KORDI-POI (러시아 태평양
해양연구소)
동해 모니터링 워크숍
[11. 30]
4. 부패방지 특강
[12. 12]
5. 해양에너지 심포지엄
[12. 19]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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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신년 하례식
[1. 3]
2. 2005년도 시무식
[1. 3]
3. 과기노조 해양지부 15대
집행부 출범식
[1. 27]
4. 제38회 과학의 날 시상식
[4. 21]
5. 차기 원장후보 정견 발표회
[4. 21]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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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교사 직무교육
[5. 18]
2. 제6대 신임원장 임명장 수여식
[5. 24]
3. 원장 이취임식 후 기념 촬영
[5. 24]
4. 제10회 바다의 날
그림그리기 대회
[6. 1]
5. 과기노조 해양지부
창립 15주년 기념 체육대회
[6. 8]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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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환경모의실험동’준공식
[6. 9]
2. 바다의 날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
[6. 17]
3. 태평양 심해저 탐사 출정식
[7. 1]
4.‘울진 농업엑스포’전시관 운영
[7. 23]
5. 해양연구선‘장목호’진수식
[9. 1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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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추계 체육대회
[10. 12]
2. 보급형 세일링요트 시연회
[10. 21]
3. 한국해양연구원 창립 32주년
기념식
[10. 28]
4. 해양연구선‘장목호’취항식
[11. 2]
5. 해양수산부 100사 100촌
자매결연(제부어촌계)
[11. 22]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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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대한민국 과학축전
(COEX)
[11. 24]
2. 경영혁신 사례 공모 발표회
[12. 9]
3.
‘가상해양환경센터’오픈하우스
행사
[12. 16]
4.
‘해양심층수연구센터’
개소식
[12. 21]
5. 2005년도 연구원 종무식
[12. 3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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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진군수 내방
[1. 28]
2. 중국국가해양국(SOA) 부국장
내방
[3. 9]
3. 전북의회 의원단 내방
[3. 24]
4. 울릉군의회 의원단 내방
[3. 29]
5. 칠레대사 내방
[4. 8]

1 2
3

6.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
통영바다목장 내방
[4. 2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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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군 해양연구소장 내방
[4. 26]
2. 중국청도해양과학기술단
일행 내방
[5. 16]
3. 가고시마대학 다도권 연구
센터장 내방
[7. 6]
4. 해군본부 정작참모부장
일행 내방
[7. 21]
5. IOC 사무총장 내방
[7. 25]

1 2
3

6. 부산 기장군수 내방
[8.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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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강서구청장 내방
[8. 9]
2. 해양소년단 견학
[8. 23]
3. 김형오 국회의원 내방
[9. 28]
4. 포항공과대학교 학생 견학
[10. 28]
5. 해양대학교 총장 내방
[11. 25]

1 2
3

6. 수원지방법원장 내방
[11. 29]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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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

1. 남태평양 응용지구과학위원회
(SOPAC) 관계자 일행 내방
[12. 2]
2.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관계자 내방
[12. 2]
3. 해군사관학교 생도 견학
[12. 9]
4. 해양수산부 수습사무관 내방
[12. 22]
5. 과학기술부 수습사무관 내방
[12. 29]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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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

1. 안산 고잔고교와 MOU 체결
[6. 14]
2. 2005년도 KOICA 훈련
[6. 14]
3. 독도 사진전(부산)
[7. 22]
4. 2005년도 AMETEC 훈련
[10. 31]
5. 2005년도 소방훈련
[11. 7]

1 2
3

6. 해양에너지 연구개발 및 이용
MOU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동서발전(주), GS건설(주)]
[12. 19]
7. 임단협 조인식
[12. 27]

4 5
6 7

19

Annual Report 2005

Annual Report 2005

연구
활동

Annual Report 2005

22

우

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가 매우 큰 천수만 지역을 대상으로 연안역

경제성장을 이룩한 반면 자연은 크

통합관리를 위한 해양환경조사 연구를

게 훼손되었다. 그중에서도 연안역의 환경

2003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과거

오염은 더욱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여, 특히

와 현재의 연안역 환경변화 특성 규명을 통

환경오염에 따른 연안의 어획량 감소는 물

하여 미래의 환경을 예측하고, 연안 해양의

론 거주지로서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왔다.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통합관리를 위한

따라서 지역개발에 따른 소득증대와 더불어

해양환경 보전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데 목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자연

적이 있다.

의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1·2차년도 연구에서는 연안역 해양환경

연안역 관리 및 보전의 중요성이 90년대 중

변화 특성조사 및 규명을 위해, 물리, 수질,

반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화학, 지질, 생물 등을 포함하는 해양환경

우리나라에서는 연안역의 체계적인 조사를

조사와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 부하량

통한 해양환경변화 특성 규명과 각각의 연

조사 및 천수만 인근 지역의 인문사회 환경

안역에 대한 적합한 통합관리 모델 개발을

분석을 실시하여, 모든 자료들을 DB 구축

통한 효율적인 보전 관리가 수행되어지지

및 GIS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3차년도인

않고 있다.

2005년도에는 1·2차년도 연구결과를 바

이에 해양연구원은 반폐쇄성 해역으로 연

탕으로, 천수만 해양환경의 과거 및 현재 환

안 생물의 생육장 및 양식장으로서의 가치

경을 평가하고, 미래 예측을 통한 연안역 통

Annual Report 2005

합관리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 관리 기술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연구의 모든 결
과들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cheonsu.
kordi.re.kr)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
되고 있다.
천수만의 가장 큰 해양환경 변화는 서산
A·B지구 방조제를 비롯하여 홍성 및 보령
방조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방조제 건설에
따라 천수만의 바다 면적은 과거 초기 지형
자료인 1915년보다 50% 이상이 감소되었

인구 증가와 오염 발생량에 따른 하수처리

다. 특히, 천수만의 수저질 해양환경은 내만

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내만의 담수유입과

의 부남 호/간월 호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퇴적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

에 의해 악화되고 있으며, 생태계 또한 내만

하다. 또한 연안역 생태계 변화를 감시하기

의 방조제 건설에 따라 퇴적상이 니질화 되

위한 지표 종으로 다모류인 Sternaspis

는 변화가 나타나 내만에서는 기회종이 점

scutata, Aricidea assimilis, Paraprio-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nospio pinnata와 이매패류 Theora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천수만 지역의 통합적

fragilis와 어류 Pholis fangi (흰베도라치)

인 관리를 위해서는 미래 지역개발에 따른

를 선정하였다.

방조제 건설 이후 조석의 흐름 감소
방조제

기회종의 서식 범위 확장

외부에서의 유생
가입 제한

펄 지역의 확장

천수만의 입구

: 이재학

031-400-6211

jahle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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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오염이 전 지구적 환

된 공동체와 같은 곳에서 발생되어 투기 이

경문제로 인식되면서

외의 다른 처분방안이 없는 부피가 큰 품목.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

위와 같은 허용품목일지라도 1996의정서

적 규제(1972런던협약, 1996

는 부속서에서 지정한 각 폐기물별 평가지침

의정서)가 점차 강화되고 있고

을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폐

빠른 시일 내에 1996의정서가

기물 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지감사와 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리방안 심의(사전예방원칙)에서 해양투기는

1996의정서는 1972런던협약을 전면 개정

특정 폐기물이나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한 것으로서 크게 사전예방원칙과 오염자 부

위험이나 처리비용 면에서 합리적이고, 재활

담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해양투기 허용폐기

용하거나 재순환시킬 수 없고, 최종 처분 방

물도 아래와 같이 7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안으로서도 해양투기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

①준설물질, ②하수오니, ③생선폐기물 또

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는 산업적 생선가공 공정에서 발생되는 물

이 연구사업은 이러한 1996의정서 체제를

질, ④선박 밑 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상 인

수용하기 위한 폐기물 배출 해역의 오염방지

공 구조물, ⑤불활성 무기지질물질, ⑥자연

및 친환경적 이용을 위한 종합관리 방안 마

발생의 유기물질, ⑦강철, 철, 콘크리트 및

련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와 유사한 무해물질로 주로 구성되어 이들

현재 준설물질과 하수오니에 대해서 평가

의 물리적 영향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체제 개발을 완료하였고, 폐기물 해양배출

한 그와 같은 폐기물이 작은섬 지역의 고립

종합관리 정보망(클리어링 하우스)을 개발하
고 있으며, 폐기물 해양배출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www.oceandumping.re.kr)를
운영하여 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하
여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량을 유도
하고 있다.
연구사업 완료 후에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을 통한 안정적 및 친환경적이고 투명성 있
는 해양배출 제도가 운영됨으로서 환경문제
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저감되고, 특히 국제
협약 수용으로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함으로서 우리나라 국제위상강
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된다.

: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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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00-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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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온난화로 야기되는 기후변화는 육상

타남을 발견하였다. 또한 동중국해 동·식물플

과 함께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한

랑크톤의 단-중기 변동특성과 일차생산에 관

다. 2002년도에 연구 기획을 거쳐 2003년부

여하는 주요 플랑크톤 및 환경요인을 파악하였

터 시행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지원‘중장기 기

으며 관측한 모든 시기에 제주도 남동방 해역

후변화에 따른 동중국해 해양생태계 변동 예측

에서 살오징어 유생을 채집할 수 있었다. 차기

연구’사업의 목적은 동중국해를 연구 대상 해

년도의 연구는 해양생태계의 변동에 관여하는

역으로 하여 중장기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해양의 생지화학적 요인과 물리환경 요인과의

변화와 생태계의 변화를 탐지하고 변동 원인을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각각의

규명하며 해양생태계의 변화 예측 모델을 개발

요소 모델(해양순환, 탄소순환, 생태계모델)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기후변화가 동중국해

수립하고자 한다.

의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
측하는데 있다. 연구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2003~2005)는 관측을 통하여
동중국해의 해양환경 변화와 해양생태계 역학
과정을 이해하고 예측 모델의 기반을 수립하
며, 2단계와 3단계에서는 각각 해양물리화학
환경과 생태계의 상호 관계를 규명하고 해양생
태계 변동 예측 모델을 운용하며, 동중국해의
환경변화 예측과 관리방안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년간은 춘계와 하계, 추계에 각 1회씩
학제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2005년에는 10월
31일-11월 9일 기간 중에 해양물리, 생지화학,
동·식물플랑크톤 관측 및 오징어 유생 조사를
부경대학교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얻은 지금까지의 연구 실적으로서 동중

SeaWiFS

국해 북부해역과 함께 한반도 연안 수온이 장
기적인 수온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음과 장강

(1998~2003)

희석수가 렌즈형태로 매년 여름 2-3차례 제주
서방 해역에 출현함을 알게 되었고, 장강 하구
역에서의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달리 이 연구 해
역은 질소(N)가 생물 생산의 제한 요인으로 나

: 김철호

031-400-6128

chkim@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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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년 11월 유엔 해양법 협약과 1996년

1

고 있다. 이에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저광물

9월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법이 발

자원의 부존량 평가 및 개발을 위한 기반을

효됨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효율

구축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한반도 주변

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광물자원 분포 및 해

해역을 여러 구역으로 나눈 후 연차적으로

저 지질구조 등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필요

해저광물자원 조사 및 해저 지질구조 연구를

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육상 에너지자원의

수행하였다.

고갈에 대비하여 탄화수소, 메탄가스 수화

2005년도 연구 지역은 황해 남부 해역과

물, 인산염 광물, 경광물 및 중광물 등 채취

남해 남서쪽 배타적경제수역이며 해저 자원

가능한 해양광물자원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

분포 확인을 위하여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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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kHz 천부지층탐사, 중력탐사, 자력탐사

였다. 고해상 (2-7 kHz) 천부지층 음향자료

등의 지구물리 조사와 시추코아 퇴적물 분석

와 시추퇴적물 특성 분석을 통한 한국과 중

을 통한 해양지질조사를 수행하였다.

국 사이의 EEZ경계에 분포하는 큰 규모의

심부 탄성파 탐사자료, 중력 및 자력탐사

언덕모양 퇴적체의 형성기작 규명과 해수면

자료와 함께 한국석유공사와 중국석유회사

변동에 따른 퇴적 모델을 수립하였다. 또한,

의 자료를 참조하여 탄화수소자원이 분포할

퇴적물의 광물학적·지화학적 특성 및 중요

것으로 추정되는 소규모 분지들을 여러개 발

원소 성분조사를 통하여 연구해역의 쇄설성

견하였으며, 탄성파 단면도 상에서 대규모

광물자원 평가를 수행하였다. 배타적경제수

천부가스가 분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역 내에서 수행하여 얻은 모든 탐사 결과와

진폭 이상과 가스굴뚝(gas chimney) 현상

이를 바탕으로 얻어진 자원 분포도를 효율적

등을 발견하여 석유 자원을 배태시킬 수 있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

는 분지와 연계시켰다. 또한 황해를 지나는

을 이용하여 자원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

대규모 단층대가 해양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다. 연구 결과들은 후에 있을 주변국과의

분석하기 위해서 황해 주변의 광범위한 해역

EEZ 협상 등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분쟁에

에서 지층 안정성 및 지층 변환대를 규명하

서 활용될 수 있다.

: 유해수

031-400-6276

hsyoo@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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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목장화 연구는 해양수산부 용역 사

목장 기반 조성, 2단계는 바다목장의 조성,

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998년

마지막으로 3단계는 바다목장의 사후 관리

통영 바다목장화 연구를 시작으로 2005년

및 효과 분석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통영 해역의 바다목장화 개발 연구, 전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각 해역의 지리/환

남 다도해형 바다목장화 개발 연구, 동서제

경 특성에 맞는 생태계 특성 파악 및 모델화,

주 해역의 바다목장화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어장 조성 기술 분야, 자원증대 기술 분야,

있다.

이용 관리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통

현재, 경남 통영 인근 해역(1998년~2006

영과 전남의 경우 주변의 많은 섬을 이용하

년)과 전남 여수를 중심으로 한 다도해 인근

여 어업자원을 증대시켜 어민 소득을 향상시

해역(2001년~2008년) 그리고 동·서·제주

키는 어업형으로, 동해는 울진 지역을 중심

지역(2002년~2010년) 가운데 각각 한 개의

으로 육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형으로, 제

해역을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 기술

주도는 어민이나 국민들이 연안 바다를 직접

개발 및 모델 개발을 목표로 산·학·연 체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마지막으로 서해는

를 구축하여 수행하고 있다. 5개소 바다목장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갯벌과 연계된 갯벌형

사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구는 크게 3단계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

로 분리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1단계는 바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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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목장화 사업은 해양 자연 생태계의 조
성을 포함하여 자원의 방류로부터 어획에 이
르기까지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신
개념의 어업 생산 시스템으로 자연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전하면서 어업 생산 및 어업
경영을 영속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
를 위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해역별 특성
을 가지고 있는 바다목장화 연구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확대될 연안 바다목장의 대표적인 모델로 사
용하고자 한다. 2005년 바다목장 연구를 위
한 연구비 규모는 다음과 같다.

: 김종만

031-400-6231

jmkim@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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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린 바이오산업은 21세기 국가 경쟁력

남극, 북극 등의 저온 환경과 열수구, 열대해

을 높이고 식량 및 자원 문제를 해결

역, 한국 연안 등 다양한 환경에서 퇴적토,

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해양에는

해수, 생물과 공생 혹은 표면에 서식하는 해

지구 생물의 80%가 서식하고 있을 뿐만 아

양미생물을 분리하여 보존하였다. 한편, 연

니라 육상 생물과 달리 다양한 신 기능 소재

구대상 시료에서 분석된 유전체 정보는 유전

를 보유하고 있는 생물이 많다. 이 연구사업

정보 뱅크 시스템 MarineBioBase

은 해양·극한 환경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확

(www.ngic.re.kr:8080/comparative/

보하여 국가적 자산으로 활용하며, 이를 기

marineBio/www/marine.jsp)에 저장하

반으로 생명현상을 규명하며 새로운 해양바

여 활용되고 있다. MarineBioBase는 현재

이오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약 25,000건의 발현유전자 정보(ESTs

되고 있다.

sequences)를 수록하고 있다. 생물자원 뱅

이 연구에서는 먼저 다양한 해양·극한생

크(www.megrc.re.kr) 및 정보 뱅크에 축

물 자원의 확보, 보존, 분양을 위해 해양·극

적된 해양·극한 생물시료와 유전체 정보는

한 생물자원 뱅크를 구축하였다. 이 자원 뱅

앞으로 국내 연구자들에게 제공되어 우리나

크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물론 남북극 해

라 마린 바이오산업을 한 층 더 발전시키는

역과 열대 해역, 심해에서 채집한 동·식물

기반이 될 것이다.

및 미생물 시료를 확보하고 있다. 각 시료에

해양·극한 미생물 연구는 현재까지 많은

는 채집 정보, 개체 정보, 시료 동정을 위한

새로운 미생물의 발견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분자마커, DNA 염기배열 정보 등이 함께

해양·극한 환경에서 분리되어 보존된 약

기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

3,500주 중에서 10%가 신종으로 추정되었

동·식물자원 약 100여 종과 해양·극한 미

다. 확보된 미생물 균주는 gamma-

생물 자원 약 3,500주가 보존되어 있다.

Proteo-bacteria(42%), 그람 양성세균

2005년에는 해양동물로서 극피동물과 환형

(37%), alpha-Proteobacteria(14%)와

동물을 수록하였으며, 해조류로서 갈조류를

CFB-그룹(7%)에 속하였다. 분리된 세균 중

수록하였다. 미생물은 심해저, 냉용수 지역,

광양만 퇴적토로부터 분리된 PAHs 분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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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Kordiimonas gwangyangensis)은
alpha-Proteobacteria에 속하는 새로운 목
(Order)으로 인정받아 Kordiimonadales목
으로 등록되었다. 그 외에도 연안, 독도, 남극
등과 같은 다양한 생태계로부터 분리된 많은
신규 미생물들이 동정 중에 있다.
한편 해양·극한 동물에 대한 연구는 극지
어류, 성게, 군소, 전복, 넙치를 대상으로 발
현유전자의 분석과 생물학적 기능분석을 실
시하였다. 극지 어류와 성게로부터 결빙방
지단백질(antifreezing protein), 인터루킨
(interleukin), 시스타틴(cystatin) 등의 저
온활성 바이오소재와 mannanase,

선택적 리파제 개발을 위해서 (R),(S)-

glucanase, lipid-desaturase, trypsin

ofloxacin ester중 (S)-ofloxacin ester만

등 다양한 효소 단백질들의 유전자가 확보되

을 분해하여 levofloxacin을 생산하는 미생

었다. 바이오 소재 유전자들은 분자농장

물을 분리하여 특성을 규명하였다. 리파제

(molecular farming) 기술을 이용한 재조

활성이 있는 해양미생물 151개 분리주 중

합 단백질의 생산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HPLC분석 결과 Yarrowia lipolytica

위한 기술 개발이 (주)넥스젠과 협동 연구로

CL180이 levofloxacin생산에 최적의 미생

진행되고 있다.

물 로 최 종 선 정 되 었 고 , Yarrowia

미생물로부터 신규효소 탐색 연구는 광학

lipolytica CL180의 genomic DNA로부터

선택적 리파아제와 에폭사이드 하이드롤라

리파제 유전자가 확보되었다. 이 유전자로

제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R) 혹은

부터 만들어진 재조합 유전자를 대장균에 전

(S)-ester만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광학

이시키고 이를 발현시켜 리파제 재조합 단백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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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생산, 분리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Erythrobacter 속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

(R) 혹은 (S) 에폭사이드를 선택적으로 분해

되었다. 이 균주의 genomic DNA로부터 광

하는 광학 선택적 에폭사이드 하이드롤라제

학선택적 에폭 사이드 하이드롤라제 유전자

를 개발하기 위한 미생물 균주 탐색에서는

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그 재조합 단백질을

E. litoralis HTCC2594균이 선정되었다.

생산하고 분리한 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균 주 는 16S rRNA 분 석 을 통 해

해양미생물은 유용한 바이오소재를 발굴
하기 위한 자원일 뿐 아니라 해양생태계 내
물질순환의 중요 구성원으로서 생태계에 대
한 진단과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대상
이기도 하다. 생태 및 생지화학 연구팀은
‘갯벌 경계면에서의 물질플럭스와 갯벌의
생태적 기능평가’
,‘갯벌에 서식하는 철 환
원 세균을 이용한 연안오염 저감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강화도 갯벌이 미국의 염습지나 열대 홍수림
의 퇴적토와 비견될 정도로 높은 유기물 분
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갯벌의 유기물 분해에 철 환원 세균이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철 환원 세균
이 갯벌에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유기물 분해 능력이 우수한 균주들은
향후 오염 정화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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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해연구는 21세기 첨단 산업국가 도약

업은 1994년에 유엔 산하 국제해저기구

을 위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ISA)에서 태평양 공해상에 15만 ㎢의 할당

전략 금속 자원의 독자적 공급원 확보를 위

광구를 인준 받았으며, 2002년에는 7.5만

해 북동태평양에서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의 우리나라 단독 개발광구를 확정하였다.

사업과 남서태평양 망간각 탐사 및 해저 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현재 2010년

수광상 탐사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

이후 상업 생산 기반 구축을 목표로 개발 등

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확장과

급 선정 및 최적 채광지 확보를 위한 광구 정

함께 주요 금속자원의 자급 기반 구축, 그리

밀 탐사와 채광에 의한 인위적 환경 변화 평

고 심해저 기술 개발을 통한 첨단 해양과학

가를 위한 환경 탐사를 수행하고 있다. 2005

기술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년 수행된 2차례의 실해역 탐사에서는 단독
개발광구 내 우선 채광지역 4만 ㎢ 선정을
위한 3차년도 근접 해저면 탐사를 통해 대표

1992년부터 본격적인 심해저 광물자원 개

구역 내 광구 정밀 평가 자료를 확보하였으

발 탐사가 수행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

며, 또한 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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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며 환경 친화적 채광 기술 개발을 위해

종합적인 자원 잠재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광구 해역과 주변 해역에서 환경 기초 자료

또한 지금까지 실시된 바가 없는 백금에 대

의 자연 변화량을 파악하였다. 특히 이번 정

한 자원 잠재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밀 탐사에서는 온누리호에 신규 장착된 다중
빔음향탐사기를 이용하여 우선 채광지역 전
체에 대한 정밀 수심 자료를 획득하였다.

2002년부터 본격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는 남서태평양 해저 열수광상 탐사
및 개발 사업은 남서태평양 해역을 대상으로
실해역 탐사를 통한 해저 열수광상 개발지역
선정 및 독점적 탐사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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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단계별로 망간각 분포지의 조

2005년에 수행된 실해역 탐사에서는 전년

사 연구를 통해 개발 유망지역의 범위를 선

도 탐사에서 열수의 징후가 발견된 통가의

정하고 있는 남서태평양 망간각 탐사 및 개

배타적경제수역 내 라우분지의 동부 확장 축

발 사업은 2010년까지 남서태평양지역의 공

(East Lau Spreading Center)과 포누알

해상 또는 도서 국가들의 배타적경제수역

레이 확장 축 (Fonualei Rift and

(EEZ)에 개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독점적

Spreading Center)을 따라 정밀 지형 탐사

개발권 획득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05

와 지자기 탐사를 실시하고 광석, 기반암, 퇴

년에는 기존에 획득된 지구물리자료와 망간

적물, 해수를 획득하여 조사 지역에 부존하

각 시료의 분석을 통하여, 지금까지 탐사가

는 해저 열수광상의 특성 규명 및 자원 잠재

실시된 10개의 해저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력 평가를 수행하였다.

Annual Report 2005

관련 태평양 심해연구’
를 주제로 6편의 연구
분야별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밖에 한국해양연구원이 회장사로 운영

법·제도 분야에서는 국제해저기구(ISA)

하고 있는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KADOM,

법률기술위원회 및 제 11회기 정기총회에 참

Korea Association for Deep Ocean

석하여 우리나라의 이익과 직결된 심해저 광

Minerals Development)는 심해저 광물자

업 규칙(안) 및 해저 자원 개발을 위한 국제

원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유

제도 동향을 분석하였다. 법률기술위원회에

도를 목적으로 중국의 관련 기관 및 현장을

서는 계약자들의 2004년 연차보고서, C-C

방문하였다. 해양수산부, 민간기업, 정부출

지역 지질모델 구축에 대한 검토와 토의가

연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심해저 광

이루어졌으며, 총회에서는 심해저 생물다양

물자원의 상업 생산을 위해 활발한 연구를 수

성협약과 해저 열수광상 및 망간각 자원 관

행하고 있는 중국대양광산 자원연구개발협

련한 규칙 제정을 위한 검토와 토의가 이루

회, 북경광야 야금총원, 중앙남대학, 중국 창

어졌다.

사광야연구원 등 4개의 기관을 방문하여 중
국의 심해저 자원 연구·개발 현황 및 추진
실태를 파악하였다.
한편, 그간의 심해저 광물자원 분야 연구결
과를 학계에 정리·보고하고 검토하는 의미
에서 한국해양학회에 특별 세션을 준비하여
연구단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를 소개
하였다. 이번 학회에서는‘심해저자원개발

: 김기현

031-400-6350

kkim@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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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근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없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물동량 수요를 적

물동량이 급증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절히 수용하여, 중심항만 경쟁에서 우위를

는 환적화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국내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항만배치

총 항만물동량의 40%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나 첨단 자동화 하역장비를 갖춘 미래형 컨

예상되고 있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주요 간

테이너항만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선항로를 중심으로 대형화가 급진전되어 현

따라서 이러한 21세기 컨테이너선의 초대

재 7,000~8,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이

형화, 고속화, 광폭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

운항 중에 있으며, 2010년과 2020년경에는

처하여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경쟁에서 주변

각각 12,000 TEU급과 15,000 TEU급 초대

국가보다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형 컨테이너선이 주 간선항로에 등장할 것으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접·이안이 용이하고

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북아

고속의 하역체계와 지능형 물류시스템을 갖

물류중심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

춘 첨단 항만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하는 데

울이고 있으며, 상해항, 카오슝 항, 홍콩 항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개발이 이루어

등 대규모 항만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

질 경우 초고속 컨테이너선과 관련된 상품

기 위해서는 이러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유

개발 및 수출로 물류비용을 현재의 2/3수준

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연간 1조 원 이상의

그러나 기존의 항만시설, 하역장비, 하역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시스템의 경우, 처리능력의 한계로 이처럼

고 있다. 또한 개발상품의 국내외 수출시장

현실화되고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의한

규모를 약 5조 5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

대량의 환적화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며, 컨테이너터미널 1개에 대하여 연간 운영
비용을 약 1천5백억 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용 하이
브리드 안벽 개발을 위하여, 기술개발 로드
맵상의 요소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또한 하
이브리드 안벽에 대한 설계기준을 바탕으로
예비설계를 실시하고, 하이브리드 안벽의
경제성 및 물류 분석도 함께 수행되었다. 하
이브리드 안벽 시스템과 관련된 주요 연구
분야는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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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환적전용 하이브리드 안벽에 대한 연구
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며, 특히 올해
부터는 이 사업이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인
‘지능형 항만물류시스템기술개발’과제로
전환됨에 따라, 개발 중인 하이브리드 안벽
이 새롭게 건설되는 신항만에 적용될 수 있
도록 할 것이다. 한편, 그림 8은 지난 11월
24일~26일 서울 COEX에서 개최된‘미래
성장동력 연구성과 전시회’
에 참가한 연구
이러한 연구내용 및 결과들을 활용하여

팀의 전시 부스를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도

2006년도에서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위한

이와 같은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양현하역 하이브리드 안벽 시스템에 대한 연

연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구와 중대형 및 일반 컨테이너선을 위한 가

할 계획이다.

: 채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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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수산부의 사업에서 2004년부터 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전해안의 국지 설계

국해양연구원의 기본사업으로 전환

파의 산출에 필요한 외해 입사파의 선정을

된‘해상 파랑 관측 조사’
사업에서 우리나라

위한 기초자료로 더욱 자세한 격자점에서의

전 해역의 상세 격자점에서의 수치모델에 의

각 방향별 설계파 정보의 생산 제공의 필요

한‘간접적’파랑정보 생산시스템을 구축하

에 따라‘해상 파랑관측 조사’사업의 일환으

여 전 해상의 매 18 km 격자점에서 매시간

로 장기 파랑산출 결과에서 나타난 이상 파

연속 파랑자료를 산출하여 축적하고 있다.

고 발생시에 대한 파랑을 정밀 재산출하고

이 파랑산출 결과는 항만정온, 작업일수 산

아울러 더 긴 기간에 대한 태풍에 의한 이상

정, 항만매몰, 해안선 변형, 항만공사 지원,

파의 정밀 산출을 실시하여 이를 극치 통계

항로예보 등 여러 항만 및 연안공학 문제에

분석하여 전 해역에 대해 그림 1의 격자점에

귀중하게 활용될 것이다.

서의 심해설계파를 산출하였다. 설계파 산출

방파제 등 항만 외곽시설들의 계획에서 설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계파는 구조물의 단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

지구기후는 정상 상태라는 가정하에 과거

한 요소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기상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간 파랑을 추산하

해양연구소가 1988년에 수산청과 해운항만

고 이를 통계 처리하여 통계적 예측을 한다.

청 사업으로 실시한‘해역별(동해·남해) 심

비태풍성 폭풍에 의한 이상 파랑과 태풍에

해파 추정’용역과‘전국 항만 설계파 추산’ 의한 이상 파랑을 구분하여 따로 통계 처리
용역의 보고서에 나타난 파랑제원이 심해입

하였다. 태풍은 내습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

사파로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근래에

어 통계 분석을 위해 장기간의 파랑 후산이

와서는 제3세대 파랑 모델인 WAM, Wave
Watch III 등이 개발되어 실용화 되었고, 그
동안 파랑관측 시스템의 현장 파랑관측자료
가 많이 축적되었으며, 또 해상풍 입력자료
가 많이 향상되어 파랑모델의 검증에 활용될
수 있게 됨으로써 파랑모델에 의한 파랑추산
이 더욱 정확하게 되었다. 기존의 심해 설계
파는 격자 간격이 54 km로 너무 크고, 주파
향에 대한 설계파고만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천해파모델에서 연안의 복잡한 수심과 연안
조건을 더 잘 고려하기 위해서는 입사설계파
의 제원이 더 작은 격자간격에 대해 산출하
는 것이 요구되어 왔고, 또한 전 방향에 대한
입사파 정보가 요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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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나 양질의 기상 자료는 기간이 제한되

53년 기간의 산출 자료를 사용하여 설계파

어 산출 기간을 크게 늘리면 기상 입력 자료

를 구할 경우에 1988년에 산출한 설계파에

의 오차가 증가하고, 또 정상 상태라는 가정

비해 지역에 따라서는 특히 남해 동부 해상에

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과거의 기상 자료로

서는 심해 설계파가 3~4 m 크게 증가했다.

부터 파랑 수치 모델에 의해 25년간 장기 산

2003년도의 태풍 매미를 포함하여 산정한

출 한 자료와 53년간의 주요 태풍 시의 파랑

결과, 설계파가 상당히 증가했고 이를 바탕으

의 재산출 결과를 바탕으로 극치 분석 및 외

로 국가의 방재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그 파급

삽을 통하여 18 km 간격의 모든 격자점에서

효과가 너무 커서 당장 감당하는데 어려움과

16 방향별, 재기년도(20, 30, 50 및 100년)

큰 혼동을 초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증

별 태풍과 비태풍에 대해 독립적으로 계산한

가된 설계파에 대응하여 남해안의 방파제의

것을 서로 비교하여 각 방향, 재기년도별 값

보강 등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약 4

에서 큰 것을 선택하여 설계파로 설정하였

조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경우 그

고, 이를 항만 용역사들이 연안 항만구조물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불확실한

설계시의 설계파 산정을 위한 외해 입사파의

미래에 대한 대처에 많은 국가예산을 들여 대

설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제공하게 되었다.

책을 세우는 것은 과대 설계로 이어저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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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의 낭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기년도 100년 이상의 설계파에 해당하는 이

이에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정보 수집, 분

상파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30~50년 빈

석과 많은 전문가들과의 자문 그리고 하와이

도의 설계파를 안정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대학에 위탁을 통해 태풍강도 변화에 대한 검

는 특이한 현상인 2003년의 태풍 매미를 제

토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강한 태풍

외시키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요 연안격자

의 잦은 내습은 지구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

점에서 태풍분석기간에 따른 50년 재기년도

향이라기보다는 태풍의 장주기 변화의 일부

의 설계파는 그림 3에 보인다.

분으로 태풍의 강도는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니

설계파의 설정은 그 결과의 파급효과가 크

라‘몇 년 내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보일 수

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 설계파가

있다’
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방파제는

낮게 설정되면 태풍 등에 의해 연안 구조물

태풍 내습에 의해 파손시 다른 해양구조물과

의 파손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며, 반대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명 피해 가능성이 적고

로 높게 설정되면 과대 설계로 막대한 건설

구조물 전부가 파손 되지 않고 일부가 파손된

비가 낭비될 수 있다. 30년~50년 재기 년도

다. 이는 피해 후 보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

의 설계파를 더 안정적으로 구하기 위해 남

기 때문에 이러한 방파제와 같은 연안구조물

해 동부해역에서는 100년 부근의 재기년도

을 절대로 피해를 안 입게 설계하는 것은 그

에 해당하는 이상파를 보인 태풍 매미를 제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30~50년 빈

외하고 극치 분석한 결과로 설계파를 설정하

도의 설계파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태

여 잠정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서 설계파

풍 매미에 의한 이상 파랑은 지역에 따라 재

의 갑작스런 증대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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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과대 설계로 인한 막대한 국가 예산 낭

로 태풍에 대한 철저한 관측 및 지구기후변

비의 가능성을 줄이도록 하였다.

화의 영향에 대한 더욱 정밀 분석 등과 같이

최근의 태풍의 강도가 크게 증대된 것이

계속 이 문제를 주시하고, 연구하여 더 많은

지구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는

자료가 쌓이고 더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다

시각도 있어 앞으로 설계파의 더욱 정확한

설계파의 가능성이 높게 밝혀질 때는 설계파

추산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구

를 바로 조정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로 해수 온도

다. 최근의 태풍 매미, 나비 등 초대형 태풍

가 높아지면 태풍의 강도가 세어지는 것은

은 지구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이런 강

충분히 예상된다. 이 과제에서 하와이 대학

한 태풍이 계속 내습할 것으로 판단되면 우

에 위탁하여 수행한 연구의 초기 결과를 보

리는 비록 많은 국가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이

면, 대기 중 탄산가스 증가에 따른 기온, 해

상 파랑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에 대

수온도 증가에 따른 태풍 강도 증가는 10년

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해

에 태풍의 최대풍속을 약 0.5 m/sec 증가하

양연구원은 앞으로 기본사업인‘해상파랑 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의 장주기 변화에

측 조사’사업을 통해 태풍에 의한 이상파랑

의한 강도, 빈도의 변화가 점차 커지는 방향

에 대한 관측을 철저히 하고, 지구기후변화

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의 영향 등에 대한 태풍의 강도, 빈도 변화에

2003년 매미 이후에도 2005년에 아주 강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태풍의 강

한 강도의 태풍 나비가 내습하여 일본으로

도 변화에 따른 설계파의 더욱 정확한 추산

비껴간 점을 고려할 때, 매미에 해당되는 큰

으로 국가의 방재대책 수립의 핵심 정보를

태풍이 다시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

제공할 것이다.

: 이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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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조석현상은 달, 태양, 지구 등

바

립·적용, 조력발전 출력산정모델 개발·적

천체의 규칙적인 운동에 의해 나타나

용, 조력발전 수차 및 수문 구조물 설계 등을

며, 지형적 특성에 따라 그 크기나 형태가 다

실시하여 조력에너지 실용화에 필수적인 기

르다. 이러한 조석현상에 의한 에너지는 큰

반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각

조석간만차를 이용하는 조력발전과 강한 조

후보지에 대한 개념설계를 실시하여 시화호

류를 직접 이용하는 조류발전을 통하여 추출

24∼26만 kW와 가로림만 44∼52만 kW의

이 가능하다. 조력·조류에너지는 발전출력

개발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의 정확한 장기예측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토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시화호에 해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신·재생에

수유통 확대를 통한 수질개선 도모와 청정에

너지 가운데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유일한

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상용조력발전소(시설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력·조

용량 25.4만 kW)를 2009년 완공을 목표로

류에너지의 실용화 기술을 개발·확보하고

건설 중이며, 가로림만의 경우 50만 kW급

상용화 및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

상용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정밀타당성조사

를 두고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 R&D 사업

를 실시 중이다.

으로 수행 중이다.

조류발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조류속이

2005년까지 수행된 1단계 연구에서는 조

가장 빠른 울돌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해

력발전 후보지인 시화호와 가로림만을 대상

수유동 수치모형실험, 20kW급 발전수차 현

으로 현장조사, 조석체계변화 예측모델 수

장실험, 조류발전 출력산정 모형 수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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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울돌목 상용조류발전소 기본계획 수립,

및 산업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참여기업과

그리고 수차성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수리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및 수치실험과 현장실험을 실시하였다. 또

2005년 12월 19일 우리 연구원과 해양수산

한 1,000kW급 시험조류발전소 건설을 목

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동서발전(주),

표로 구조물 및 기전설비 실시설계를 실시하

GS건설(주) 등 5개 기관이 해양에너지 연구

고, 이를 토대로 시험조류발전소 건설이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

2005년 4월 착공되었으며, 2007년 3월 준

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와 GS건설(주)는

공 예정이다.

조력발전에, 한국동서발전(주)는 조류발전

2006년부터 5년간 실시 예정인 2단계 연
구에서는 1단계 연구결과를 토대로 상용화

: 이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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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산물에는 전혀 새로운 물질이 많을 것으로

높아짐에 따라 인간의 평균수명이 증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십만 종이

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고령화

넘는 종류와 막대한 자원량으로 파악되고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노령 인구

있어 향후, 육상생물자원을 대체할 중요한

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것으로 전

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해양

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적으로 섭취 가

생물로부터 추출된 기능성소재들을 이용한

능한 식품으로서 신체 방어, 신체 리듬 조절

식품 및 식품 첨가제의 개발 가치는 매우 크

등의 기능이 생체에서 충분히 발현될 수 있

며, 그 시장성도 매년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

도록 설계된 식품인 기능성 식품(physio-

이고 있다.

logically functional food)의 중요성과 그

이 연구는 2002년 10월 공공기술연구회

시장규모가 꾸준히 증대하고 있다. 식품이

소속 한국해양연구원과 산업기술연구회 소

나타낼 수 있는 생체 조절 기능에는 항암, 혈

속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관간 협력 양해

압강하, 콜레스테롤 저하, 혈전 저해, 당뇨

각서 체결 후 기획과제로 수행하였던‘해양

예방, 노화 억제, 항비만 등 다양한 기능이

생물유래 기능성물질의 활용을 위한 기본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기능

제 도출 연구’
의 후속으로 시작되었다. 양

성 식품은 식품과학은 물론 의·약학적으로

기관은 기획연구를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도 주목받고 있다.

취약했던 국내외 해양생물유래 기능성물질

해양생물은 육상생물에 비해 매우 열악한

의 활용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서식 환경(고압, 고염, 저산소)에서 서식하

현황을 파악하고, 또한 기능성 물질의 분리

므로 대사 과정과 성분이 육상생물과는 상

정제에 관한 연구기법을 독자적으로 확립함

이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구성성분 및 대사

으로써, 향후 해양생물자원의 효과적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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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물론 이를 위한 핵심기술의 국산화 방

법을 확립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물론 흡수율

안을 모색한 바 있다.

제고 등 기능성에도 큰 발전을 가져올 것으

이러한 필요성에 맞추어 우선 연구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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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로 선정된 콘드로이틴황산 과제는 상어, 홍

또 다른 과제인 해양식물 유래 기능성 식

어 연골을 대상으로 저분자 콘드로이틴 제조

품 소재화 과제는 해양식물에서 유래하는 폴

법을 확립함으로써 항관절염 기능성 식품을

리페놀 함유 소재를 탐색하고, 추출물의 항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콘드로이

산화 활성 및 항동맥경화, 항당뇨 등의 활성

틴황산 제품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기

이 높은 기능성 식품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는 하지만, 고분자 콘드로이틴황산을 그대

다. 한편 폴리페놀은 현재 포도주나 녹차 등

로 가공하여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

을 중심으로 음료, 식품첨가제, 화장품 등의

는 단지 효능만 설명할 뿐, 세포 내 작용기작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항산화 기능뿐만

에 관한 근본적인 연구 기술이 확보되지 않

아니라 항암, 항고혈압, 노화방지, 미백효과

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콘드로이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어 시장규모만 1

틴황산 관련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200억

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 일본에서 4000억 원의 시장규모를 지니

2000년도 1,380억 달러인 전 세계 기능

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써 이번 연구를

성 식품의 시장규모는 향후 2010년에는 10

통해 국내 최초로 세포내 작용기작 연구 기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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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라면 국내에서만 10조 원 이상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수백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시
장으로 성장하게 된다. 국내 건강 기능성 식
품 시장규모만 보더라도 식품 업체 및 의약
산업체 등의 지속적인 건강식품 시장 진입으
로 2002년에는 1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있
다.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건강에 대한 관심
의 고조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매
년 10% 이상의 고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해양생물 유래 기능
성 소재 및 식품 시장은 2000년 시장규모가
약 3000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 연
간 40% 대의 초고속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해양생물자원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

특히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생

로 국제경쟁력을 지닌 신 기능의 생물 소재

명공학 산업시장에 국내 기술을 독자적으로

탐색, 생산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위해

확보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향후 해외시

다각적인 노력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

장을 개척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

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택견

055-639-8630

tkle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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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서 생태계 내의 물질순환 및 에너지

말하면 저차 생산단계의 에너지 흐름이 강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생태계의 구조

된다. 특히 섬모류는 MFW의 최종 소비자

와 기능의 파악은 필수적 연구 과제로 주목

인 동시에 요각류와 같은 중형 동물플랑크톤

된다. 1970년대 초까지 수서 생태계의 에너

의 먹이원으로 제공되어 상위 영양단계로의

지 흐름은 일차생산자인 식물플랑크톤이 중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자로 중요한 위치를 차

형 동물플랑크톤에게 초식되고 이들은 다시

지하고 있다. 수서 생태계 생물 구성원은 사

어류와 같은 큰 포식자로 연결되는 일방통행

멸과 배설을 통해 용존유기탄소를 다시 수중

으로 먹이사슬의 개념이 해석되어 왔다. 그

에 공급하며 순환을 되풀이 하므로 이를 미

러나 현미경 기술과 세포학적 방법의 발달로

소생물환(microbial loop)이라 언급하기도

수서 생태계 내에서 세포의 크기가 작아 간

한다(그림 2). 따라서 연안 생태계의 구조와

과되었던 미소생물이 매우 다양한 생물상을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

이루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아울러 수서 생태

전적 먹이사슬뿐 아니라 미소생물 먹이망의

계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복잡한 먹이망을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구축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즉, 작은 생물

수서 생태계 내 생물군집은 시공간적으로

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소생물 먹이망

다양하게 나타나며 먹이망의 구조와 기능은

(MFW, microbial food web )의 중요성이

수환경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된다.

부각되었다. MFW는 수중에 분포하는 용존

담수, 기수 및 해수와 같은 지리학적 차이와

유기탄소(DOC, dissolved organic

계절성과 같은 자연적 조건과 더불어 인위적

carbon)에서 출발하여 이를 분해하는 박테

인 물리·화학적 환경변화에 의해서 먹이망

리아 (그림 1 A)와 박테리아를 포식하는 종

의 특성은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특히 육상

속영양성 미세편모류 (그림 1 B), 이들을 포

유입원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수역의 경우, 과

식하는 섬모류 (그림 1 C)로 연결되는 다시

중한 DOC의 부하로 이를 분해하는 박테리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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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증식속도가 빨라지고, 더불어 편모, 섬
모류와 같은 종속영양성 원생생물의 번성을
유발하여 MFW의 구조가 청정수역에 비해
잘 발달되는 공간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
재까지 연안 해역의 부영양화에 관한 논의는
고농도의 무기 영양염을 이용한 식물플랑크
톤의 과도한 일차생산 즉 적조와 같은 식물
플랑크톤의 대 발생 사건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해수의 부영양은
무기 영양염뿐 아니라 DOC와 같은 유기 영
양염의 문제도 포함하여 직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영양화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연안
환경에서는 DOC를 기반으로 하는 미세먹

미소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 연구 기법을 확

이망의 연구는 필수적 과제로 수행되어야 하

립하여 생태환경 관리기술 중 생태계 건강성

며, 그 결과를 통해 연안 환경의 변화가 생태

평가와 생태계 환경수용능력 평가기술의 개

계에 미치는 역량을 가늠할 수 있으며 아울

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로 오염 수역

러 연안 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과 상대적 청정수역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통

활용할 수 있다.

한 MFW의 주요 구성원인 부유생물의 군집

국내에서 수서 생태계 구조에 관한 연구는

구조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들의 동태를 조절

상위 영양단계에 비해 하위 영양단계에 관한

하는 환경 요인을 규명한다. 2단계로 미소생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하위 영양

물 각 구성원 간의 피, 포식 관계를 통해 먹

단계의 경우 먹이망 일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이망 내의 에너지 흐름의 규모와 방향성을

포식자와 먹이생물 간의 단편적 연구들이 국

파악하고, 3단계로 환경 변화에 따른 미소생

내에서 시도되었으나 이 연구와 같이 미세먹

태계의 영향분석 및 검증과 미소생물 먹이망

이망 전체 구성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연구

구조 및 에너지 흐름 모형을 개발하여 생태

는 극히 드물며, 특히 미세먹이망에서 후생

계 건강성 평가 및 환경수용능력 평가에 필

동물 먹이망으로의 에너지 전달에 관한 연구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연

는 없다. MFW의 각 구성원을 통한 물질순

구 결과의 검증을 위해 중형 폐쇄생태계를

환과 에너지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이용한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수환경의 진단에 적용한 사례는 국외에서도

방법으로 향후 생태연구의 결과를 검증할 수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연안 해역에서

있는 중요한 도구로 그 활용이 기대된다.

: 신경순

055-639-8510

ksshin@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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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의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를 이용

지 변환 효율이 우수한 월파저수형 파력발전

한 발전 기술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

시스템의 개발과 우리나라 연안역 적용성 분

르는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문제를 극복할 수

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

있는 주요 대체에너지 기술의 하나로 인식되

로는 월파발전의 국내외 기술 현황 분석 및

고 있다. 해양에는 파랑, 조류, 수온, 바람 등

평가, 월파형 파력발전 시스템의 설계조건

다양한 에너지원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파

산정을 위한 한국연안 파랑특성 및 에너지밀

랑은 모든 해역에 폭넓게 분포하여 가용 에

도 조사, 파랑집중 및 월파제어구조물 형상

너지원이 풍부하고, 설치 가능한 해역 또한

인자의 실험적·수치적 해석을 통한 월파제

광범위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해

어구조물의 설계 및 성능평가, 발전량 분석

양에너지 자원으로 반도의 지형적 특성을 지

에 기초한 월파발전용 저낙차 저유량 수차

닌 우리나라의 연안역에서도 대규모로 활용

터빈의 설계 및 성능평가, 한국 해역에 적합

이 가능한 에너지 자원이다.

한 월파형 파력발전시스템 최적 설계와 이를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에서는 산업자원

토대로 한 월파발전 복합이용 시스템의 개념

부에서 지원하는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의

설계 및 적용성 검토 등을 수행하였다. 향후

일환으로‘월파형 파력발전 기반기술 연구’ 에는 본 기반연구의 성과들을 확장하여 실해
(2003.12~2005.11)를 수행하였으며, 에너

역에 적용하고, 실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월파형 파력발전은 파의 운동 에너지와 위
치 에너지를 배후 저수지에 저장된 위치 에
너지로 변환하고 이 때 형성되는 낙차를 이
용하여 발전하는 파력발전 방식이다.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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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파랑에너지 변환을 위해 폭 방향 수렴제

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변동을 유수지를

를 이용하여 파랑을 집중시키고, 길이·방

이용하여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향·경사면을 이용하여 배후의 유수지로 월

평활화 되고 안정적인 양질의 전력 취득이

파시켜 파 에너지를 물의 위치 에너지로 1차

가능하며, 방파제 등으로의 복합적 활용이

변환한 후, 일반적인 수력 발전과 같은 원리

가능하여 경제성 제고에 유리하고, 배후에

를 적용하여 수두차를 전력으로 2차 변환하

확보되는 정온 해역을 양식 및 레저공간 등

여 에너지를 얻는다. 다만, 수두차를 이용한

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월파발전의 2차 에너지 변환은 일반적인 수

발전 후의 수류를 항내로 유입시켜 항 내 수

력발전에 비해 초 저낙차 발전의 특성을 갖

질정화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스템

는다. 따라서 파랑집중 및 월파를 유기하는

의 보수, 유지 관리가 용이하며, 파랑집중에

제어구조물과 수두차를 이용하여 2차 변환

의한 파랑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여

을 이루는 저낙차 수차 터어빈의 효율이 월

파랑에너지 밀도의 계절적 변화가 큰 우리

파형 파력발전의 경제성을 좌우한다.

나라 연안역 파랑특성에 적합한 파력발전

월파형 파력발전은 여타의 파력발전 장치

방식이다.

: 홍기용

042-868-7511

kyhong@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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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시스템연구본부 해양탐사장비연구

ROV‘해미래’
로 구성되고, 1차와 2차 케이

사업단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블을 통하여 선상 제어실에서 원격으로 제어

심해 해양자원과 해양과학 자료취득을 위한

된다. ROV는 심해에서 정밀 작업과 시료 채

6,000m급 심해용 무인잠수정을 개발 중에

취를 수행할 수 있도록 두 대의 고관절 수중

있으며, 2007년 4월 개발 완료를 목표로 현

매니퓰레이터를 장착하고 수중 관측과 생명

재 5차년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2004년

체 조사를 위한 고화질 카메라와 저조도 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무인잠수정 시스템 제

메라를 탑재하였다. ROV는 6개의 추진기를

작이 시작되었고, 2005년3월 수중진수장치

이용하여 운동제어와 위치제어가 이루어지

제작 완료, 2005년 11월 ROV(Remotely

며, 선상에서 초음파 측위장치와 관성항법

Operated Vehicle) 하드웨어 제작이 완료

장치를 이용하여 무인잠수정의 위치를 추적

되었다. 2005년 12월부터 실험실 작동시험

한다. ROV는 상단의 부력재, 중앙부에 관

과 남해 성능 시험을 수행하고, 2006년 4월

측·계측·작업 장비를 탑재한 오픈 프레임

부터 2007년 3월 사이에 2,000m 동해 실해

타입의 주 프레임, 하단에 시료채취를 위한

역 성능 시험과 6,000m 수심의 태평양 실해

툴 스레드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ROV의 페

역 시운전을 계획하고 있다. 심해 무인잠수

이로드는 200 kg이며, 툴 스레드 프레임은

정의 성능시험 완료 후에 심해 냉수·열수

수중작업의 목적에 따라 장비를 추가로 장착

분출구 환경탐사, 심해 생태계 및 자원 조사
등 심해 해양과학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심해 무인잠수정 시스템은 수중진수장치
(Underwater Launcher)‘해누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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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중 진수장치는 해양

컨테이너로 제작되어 이동

의 환경외란과 수상선의 운동에 의한 영향을

이 가능하며, 3명의 엔지니

차단하며, ROV의 작업을 지원하며 감시한

어가 심해무인잠수정 시스

다. 또한, 수중진수장치는 ROV를 분리한 상

템을 운영한다. 심해무인잠

태로 단독운용이 가능하며 측면주사소나를

수정의 전원 공급과 변환을

장착한 심해용 수중 예인 카메라로 활용될

위하여 별도의 소형 컨테이

수 있다. ROV는 8대의 카메라를, 수중진수

너가 분리 제작되었다. 심

장치에는 4대의 수중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

해무인잠수정의 1차 및 2차 케이블은 각각

으며, 두 시스템은 주 카메라의 방향 조종을

191 kN과 196 kN 인장강도를 갖고 17.3

위하여 팬-틸트 장치를 각각 갖추고 있다.

mm와 25.9 mm 외경을 갖는다.

선상중앙제어실은 좌측에 ROV 파이로트

심해 무인잠수정 시스템 제작과 함께,

콘솔, 수중작업 오퍼레이터 콘솔, 및 총괄감

2005년도 연구를 통하여, 초음파 속도센서

독 콘솔로 구성되었고, 우측에 위치추적장

와 관성센서를 융합하고 초단기선 초음파 위

치, 광통신장치, 음향 계측장비 및 기록 장치

치추적장치(USBL, Ultra Short Base

로 구성되었다. 선상중앙제어실은 20피트

Line) 신호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수중복
합항법시스템의 핵심기술이 개발되었고, 매
니퓰레이터의 원격 정밀 위치제어와 공간구
동형 마스터 제어기가 개발되었다. 이 밖에
도 수중 도킹을 위한 자율무인잠수정(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과 호
버링이 가능한 AUV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 이판묵

042-868-7532

pmlee@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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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2000년 12월부터 2005년 10

구축된 디지털 선박 구현을 목적으로 수행되

월까지 산업자원부에서 중기거점 과

었다.

제로 지원된 과제이며, 자율운항제어 시스

INS 과제에서는 디지털 GIS 프레임워크

템(INS, Intelligent Navigation System),

(국내외 형식승인 : KR, 독일 D.N.V)), 자

선박자동식별 시스템(AIS, Automatic

율운항 제어 시스템(최적항로 운항 시스템,

Identification System), 위성통신망 원격

충돌방지 및 좌초예방 시스템, 내항성 평가

제어 기술 (IMIT, Integrated Maritime

시스템), 엔진 축 마력 시스템(운항성능 분

Information Technology)의 3개의 세부

석 시스템, 항해정보 리포트 생성)이 개발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는 디지털

었으며, 통합 One-man Bridge 콘솔을 제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작하였다. AIS 과제에서는 국제기준(IMO

프레임워크 기반에 위성 및 무선통신을 이용

A.694, MSC R.74(69), IEC 61993-2,

하여 자율운항, 선박 간 충돌 방지를 위한

ITU-R M.1371-1, ITU-R M.825, IEC-

AIS, 선박-육상 지원, 선박 통합 플랫폼이

60945)을 만족하는 AIS 트랜스폰더와
MDK(Minimum Display Kit)가 개발되었
고, AIS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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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와 AIS 채널접속기법 성능검증을 위한 시

이 사업의 연구 성과를‘2005 Marine

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IMIT 과제에서는

Week - KORMARINE 국제 전시회’
에전

선박 플랫폼 통합화를 위한 상하위 필드 통

시(10. 5 ~ 10. 8)하여 150여 건의 기술 및

신 정합, 선박 필드 통신을 위한 전력선 기반

제품 상담을 하였고, 향후 개발된 시스템은

통신, 위성 및 무선통신 기반의 선박-육상

참여기업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통신 운용, 선박 통합화 플랫폼 및 사용자 통
합 그래픽 운용, 선박 기관 및 화물 통합화
운용, 선박 발전상태 감시 및 보호 관리, 선
박 위험상황 감시 및 경보, 육상 관리 통합화
플랫폼 및 사용자 통합관리, 육상 인터넷 기
반 사용자 관리, 안전항해를 위한 해양 환경
정보 처리 기능을 갖는 선박-육상 통합 관리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 박종원

042-868-7534

poetwon@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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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적으로 해양폐기물은 인간의 육상

구는 연안해역의 부유 또는 침적된 해양폐기

및 해상 활동과 어업 활동 등에 의하

물의 실태, 피해 조사를 기초로 하여 첨단 해

여 발생된다. 해양폐기물은 해양환경을 훼

양과학기술을 접목한 실용성 있는 수거·처

손함은 물론이고 수산업에 대한 피해와 해상

리 시스템 기술 개발 및 국내 해양환경 특성

안전 운항에 이르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에 적합한 해양폐기물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보고 되고 있다. 해상 부유 쓰레기, 해저면

데 목적이 있다. 이 과제는 2004년부터 보

침적 쓰레기, 해저 오염 퇴적물 등으로 인하

급화를 중점으로 둔‘해양폐기물 수거·처

여 해양자체의 정화 능력을 넘어서 해양생태

리 실용화 기술 개발 연구’
로 추진 중에 있

계 파괴에 이르는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게

으며, 2005년은 이전의 연구 내용을 더욱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국제적인 인

심화, 고급화하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

식을 같이 하여 국제해사기구(IMO, Inter-

나가고 있다.

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를 중

2005년에는 침체어망 조사장비의 경우,

심으로‘런던덤핑협약’
이 개정 되었고‘해양

실시간 조사 개념을 도입하여 시스템 개발을

오염방지법’제정 등으로 문제의식이 고취

추진하였으며 개발된 시제품에 대한 실해역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양오염 발생원을

성능 시험을 거쳐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이

중심으로 한 해양오염 평가 및 저감 기술에

로써 해저환경의 실시간 조사를 통하여 침적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폐기물의 보다 정밀한 위치 파악 및 수중 환

1999년부터 해양연구원은 해양수산부의

경 조사가 가능하며, 앞으로 기존 장비에 해

지원을 받아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저면 환경을 조사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 장

위한 현장 적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연

착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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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에 개발된 오프라인(off-line) 대

한 해양환경의 피해 저감에 크게 기여하고

수심 침적 폐기물 조사 장비를 보완 제작하

있으며, 2008년까지 총 36기를 보급할 예정

여‘한국어항협회’
에 이관하였다.

이다. 현재 폐부자감용기에 의하여 생산된

국내 FRP(Fiberglass Reinforced

폐스티로폼 인고트는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Plastics) 선박의 보급 시점과 선령을 감안

위한 원료로 재판매되어 지자체의 재정에도

하고 최근 해안에 방치된 폐 FRP 선박의 실

기여하고 있다.

태를 파악하여, 폐 FRP 선박의 처리시스템

이 연구과제는 2008년까지 2 단계 실용

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폐선박, 특히

화 기술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차후 2010

폐 FRP 선박으로 인한 선박 운항의 안전성

년까지 개발된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시

문제 그리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스템의 보급화 사업에 주력하고자 한다.

서도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소개된 바 있
다. 이에 2005년도에는 폐 FRP 선박 처리
기초 기술 확립에 주안점을 두어 개발·제작
된 시제품의 기초 성능 실험 및 용융안정화
실험을 수행하여 친 환경적·경제적 처리가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2003년부터 시작되어 온 어업용 폐부자
감용기 보급화 사업은 2005년까지 12기를
보급 완료하여 해안가에 방치된 폐부자로 인

: 성홍근

042-868-7298

hgsung@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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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교역 확대에 따른 해상 물동량의

해양사고는 일반적으로 예기치 못하는 상

증가와 수송수단의 고속화/대형화에

황에서 인간의 오류, 장비의 고장 혹은 외부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

사건에 의해 일어나며, 경제·안전 및 보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양사고로부터 인

건·환경에 영향을 초래한다. 그러나 이러

명·재산 및 환경의 보호를 위한 국제법규

한 사고는 인간의 오류나 장비의 고장을 일

및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으키게 하는 근본 원인(root cause)이 내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및 해양구조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사고 전 미리 발견

관련 장비 및 시스템의 수명주기 안전성을

할 수 있는 관련 징후들이 나타나고, 따라서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사고확대 및 피해를

대부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관리하는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객관적 수단이

것은 가능하다.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요구되고 있다.

서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해결할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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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근본적으로 내재되어있는 문제를 해결

만 아니라 정부나 기업의 경영, 자연 재해나

해야 한다.

테러 등 인위적인 재해의 예방을 위한 새로

위해도 기반 방법론(Risk-Based
Methodology)은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운 접근 방법론으로서 광범위하게 검토되고
적용되고 있다.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존의

이 연구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요소,

규정 기반(rule-based)의 접근방법의 한계

인적요소 및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

를 극복하고 실험/해석/시뮬레이션 등 성능

관리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확률론적 위해

기반(performance-based) 접근 방법과

도 평가기법을 기초로 한‘해양위해도 통합

결합하여 제품 개발이나 시스템기술 분야뿐

관 리 시 스 템 (TRMS, Total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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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System)’
의 개발을 최종 목

립하였으며, 통합시스템 프로토타입 및 이

표로 하고 있다. TRMS는 소극적으로는 국

를 구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핵심 기술들

제 기준 및 법규를 만족시키고, 적극적으로

을 확보하였다.

는 사고를 예방하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박요소, 인적
요소 및 환경요소와 관련한 위해도(risk)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규칙기반
(rule-based) 및 성능기반(performancebased) 기법들을 위해도 기반(risk-based)
기법과 통합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론을 정

이 과제를 통하여 확보된 기술들은 향후
초고속 여객선, 함정 등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안전 설계, 기존 선박의 안전
성 및 해양사고 시 원인 평가, 국가 해양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 활용될 것이며, 나아
가 해양안전 관련 정책 및 기술 개발 기본계
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
할 것이다.

: 이종갑

60

042-868-7226

jklee@moeri.re.kr

Annual Report 2005

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부의 지원으로‘보급형 해양레저

2001년도 사업에서는 보급형 해양레저 선

선박 개발 사업(2001. 6~2007. 12)’
을 수행

박 개발의 타당성과 개념 설계에 관한 연구

하고 있으며, 현재 5차년도 연구가 마무리

를 수행하였으며 2002년도 사업에서는 해

되어가고 있다. 이 과제에서는 대표적인 레

양레저 선박 개발의 기본 설계, 유체성능 분

저 선박으로서 가족형 모터보트와 30피트급

석 및 시제선 건조를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

세일링 요트의 설계 기술 및 생산기술 확보

하였다. 2003년에는 길이 6.5m, 정원 5~6

를 통한 시제선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

명의 1.2톤급 모터보트의 시제선 건조 및 실

다. 이러한 레저 선박의 개발 및 국산화 작업

해역 성능 검증 시험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

은 국민 생활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소득 증

으며, 시제선의 시연회를 성공리에 실시한

대, 주 5일 근무실시 등에 따라 여가 활동에

바 있다.

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에서는 해양수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4차년도인 2004년에는 30피트급 세일링

육상 레저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해양 레저

요트의 개발에 착수하여, 선형과 부가물 등

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경

의 유체역학적인 성능 평가 작업을 수행하였

향을 바탕으로 향후 해양레저 선박 분야를

다. 기본적인 설계를 포함한 의장, 선장, 전

포함한 중소형 조선소들의 사업 다각화에도

장, 데크 시스템 및 마스트 리그 등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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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가 수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년도

과정에서는 모형선을 제작하여 예인 수조

인 2005년에는 인테리어 설계로부터 각종

(Towing Tank)에서의 모형 시험을 통해

목형 및 몰드의 제작과 최종적인 시제품 제

유체역학적인 성능을 파악하고, 풍동(Wind

작이 이루어졌다.

Tunnel)에서는 실제 바람에 대한 세일의 성

이 연구에서는 설계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능을 파악하기 위한 모형 시험이 수행되었

전산유체역학을 통한 선형의 저항 성능 평가

다. 이러한 실험 결과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를 포함하여 세일링 요트의 항주 성능을 추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는 성능 목표의 실현

정하기 위한 VPP(Velocity Prediction

가능성을 확인하고 최종의 선형 및 세일에

Program)를 개발, 사용하여 설계된 선형과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다. 2004년 12월부터

부가물의 최종적인 속도 성능을 추정하는 작

시작된 목형 및 몰드 제작을 포함하여,

업을 반복하였다. 또한 설계가 마무리되는

2005년 상반기에 선형 및 데크의 시제품이
제작되었으며, 내부 인테리어 설계와 함께
2005년 8월에 선체의 제작이 완료되었다.
이후 의장품과 각종 부가물의 제작, 마스트
및 리그의 조립 및 부착 등을 포함하여 9월
하순에 최종적인 시제품이 탄생하였다.
개발된 요트의 선형은 경기(Racing) 위주
의 우리나라 동호인들의 사용을 위하여 비교
적 큰 크기의 세일을 장착하여 고속화가 가
능하고 경기성능이 우수한 선형을 채택하였
으며, 초보자들도 손쉽게 조종할 수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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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

통해 국가대표 요트 경기인을 포함한 전문

한 각종 배치 및 의장의 상세설계 및 선실 거

가들로부터 해외 유수의 요트들에 비하여

주부의 인간공학적 설계로 보다 넓고 편리한

손색없는 기능과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

선실 내·외부를 확보한 것이 가장 큰 특징

받고 있다. 향후 시제선의 상품화와 더불어

으로 되어있다. 생산기법에서도 작업자가

효율적인 설계 및 생산 시스템의 개발 및 구

손으로 일일이 작업하던 기존의 FRP 적층

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모터보

법을 개선하여 진공압축법을 이용하는 인퓨

트와 세일링 요트로 대표되는 레저선박은

전기법이라는 신공법을 적용하여 공정을 단

레이싱과 크루저용 등 용도에 따라 선박의

축하는 동시에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크기, 수요자의 요구조건, 유행 등에 따라

하였다.

매우 다양하며, 향후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이렇게 제작된 시제선은 기본적인 리그 튜

개발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앞으로

닝을 마친 후, 안전성 시험을 거쳐 10월 21

는 이제까지 축적된 세일링 요트 개발 기술

일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해양수산부

에 기존의 조선관련 기술을 접목하여 첨단

장관, 한국해양연구원장 및 각부 요인 및 국

과학기술 경쟁의 장이 되고 있는 대양 항해

회의원 등을 초청하여 시제품 시연회를 성황

레이스에 참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해양선

리에 개최하였다.

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일이 될 것으로

이후 실해역 시운전 및 성능 평가 작업을

확신한다.

: 안해성

042-868-7243

hsahn@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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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세계 선박시장은 대형화, 전문화,

‘차세대 선박개념 설계’
에서는 최적설계

고속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모델을 이용하여 초대형 컨테이너선 개념

가까운 장래에 여러 가지 다양한 첨단 선박

설계, 삼동선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첨단 선

Neural-Taguchi 방법에 의한 최적화 기법

박 중 향후 5~10년 내에 조선시장을 주도하

을 개발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의 운항이

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예상되는 항로와 항만의 제한 조건, 각 조선

새로운 개념의 삼동형 전기추진선에 관련된

소의 건조 공정 및 단가, 컨테이너 적재수,

핵심기술을 미리 개발함으로써 미래 수요기

운임 및 연료비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9,000 TEU 및 15,000 TEU급 컨테이너선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

의 최적화된 기본제원을 결정하였다.

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과제를 수행하였다.

‘선형설계 및 성능최적화’과제에서는 단

고부가가치 선박설계 핵심기술 과제는 2001

축형 초대형컨테이너 선형, 쌍축형 초대형컨

년 11월 19일에 시작하여 2005년 8월 18일

테이너 초기선형을 도출하고, 최적 선수 개

까지 약 4년 동안 진행되었다. 선박의 설계

발을 수행하였다. 쌍축형 skeg에 대해서 선

는 선형, 추진기, 조종성 및 안전성, 구조설

형 변환을 위한 parameter를 선정하였고

계 및 해석 등 여러 분야의 복합적인 기술을

모두 8척의 선미 형상 시리즈 선형을 도출하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다양한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원활
한 과제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6개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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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각의 선형에 대해 수치해석과 저항 및

과 전기추진선박에 대한 조종해석기법을 개

자항시험을 통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발하였다. 초대형화 된 컨테이너선의 구조

삼동선에 대해서는 주선체와 보조선체의 최

적 안정성 검토를 위하여‘차세대 구조설계

적 상대위치를 선정하였고 pod형 전기추진

기술 개발’
과제에서는 선수 플레어 슬래밍,

장치의 추진성능 시험기법과 해석 기법을 개

비틂강도 해석기법, 유체력 산정기법에 대

발하였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적합한 추진

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특히 5,000 TEU급

장치의 설계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신기술

컨테이너선에 대해 슬래밍 실선 계측을 수행

추진장치 기술 개발’
과제에서는 Tip Vortex

하였다.‘화물창 통풍 시스템 설계기술 개

Cavitation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

발’과제에서는 컨테이너선의 냉동 화물창

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특히 추진장치 뒤에

의 통풍시스템에 대한 수치해석기법을 개발

위치하는 타의 침식을 제어할 수 있는 기반

하고 실험을 통해 정도를 확인하였다. 이 과

기술을 연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단면변화

제를 시작할 당시에는 6,500 TEU급 컨테

를 통한 타의 캐비테이션 성능시험을 수행하

이너선이 제품화 되어있고 현재는 이미

였다. 또한 전기추진시스템에 대한 수치해석

9,000 TEU급 컨테이너선이 출현하였다.

기법과 단독실험 기법을 개발하였다.

가까운 장래에 12,000 TEU급 컨테이너선

조종성능 면에서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이 시장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과

경우 기존 선박과 크기 면에서 매우 크면서

제에서 개발된 핵심기술들이 설계 과정에서

도 횡동요 운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개념 설계 단계에서 조종성능의 검토가 이루
어져야 한다. 따라서 초기설계 단계에서 컨
테이너선의 조종성능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
과 Anti-rolling tank와 Fin 제어장치의
설계기술을‘차세대 선박의 조종/안정성평
가기술 개발’
에서 개발하였다. 또한 쌍축선

: 반석호

042-868-7242

shvan@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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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나라가 선진조선국으로 나아가기

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유체성능 해석시스템의

위해서는 앞으로 잠수함, 여객선, 초

활용이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과제에서

고속선, Ro-Pax, Drill Ship, 해저 통신케

는 수상 선박 및 잠수체의 속도와 안전성, 은

이블 설치선(Cable Layer) 등 첨단의 고부

밀성을 결정하는 저항, 추진, 조종, 내항 등

가가치, 고성능 선박을 건조하여야 하며 유

의 유체성능 평가 및 향상을 위해 초기설계

체성능이 우수한 선형 및 추진기 설계 기술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유동

의 확보가 시급하다. 선박 설계의 핵심인 선

시뮬레이션 시스템인 유체성능 해석시스템

형설계 기술의 진일보를 위해서는 초기 설계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단계에서 유체성능을 미리 평가하고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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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시뮬레이션에서 실물에 대한 형상표

개발된 통합 유동해석 시스템의 결과를 검

현의 정밀도가 해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매

증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모형 시험을 수행하

우 크다. 그러므로 복잡한 3차원 선체표면의

여 결과들을 비교하여야 한다. 모형 시험에서

곡면과 선박과 잠수체에 붙은 제어핀

얻을 수 있는 여러 실험결과들은 유체성능해

(control fin), 하이드로플레인(hydro-

석 시스템의 각각의 결과들을 검증하기 위해

plane), 타(rudder) 그리고 추진기 관련 부

사용되며 유동 시뮬레이션 과정에 도입된 이

착물 등 선체의 3차원 곡면특성을 정확히 표

론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현하도록 3차원 NURBS 모델링 법을 도입
한 기법을 개발하였다.
각각의 유체성능 해석기법 프로그램들은
최종적으로 통합 구성되어 사용자가 손쉽게
저항, 추진, 조종, 내항 및 선체의 조종성

사용할 수 있도록 Windows 환경의 GUI 시

능 해석에 대한 유체성능 통합해석 시스템을

스템으로 작성되었다. 이 연구의 최종적 통

구축하기 위해 개발하려는 시스템에 적합하

합 시스템은 입출력을 Visual 기법으로 처

고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한 각각의 성능해석

리하며 유동 시뮬레이션 자료들을 그래픽 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다.

리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도
록 하였다.

: 김 진

042-868-7216

jkim@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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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전체 차원에서 해양 상태는 기후

GMA는 그 성격상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

변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

여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자료를 통해 전

해양은 손상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해

지구적 차원에서 해양환경상태를 평가하기

양환경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해

때문에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양환경 악화의 속도와 규모를 능가하여 해양

해역에 대하여 세계과학패널이 그 역할을 대

환경의 성공적인 관리 방향으로 제기되고 있

신하게 됨으로 아국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

다. 그러나 해양상태의 현황과 예측에 관한

지 않을 수 있고, 해양환경보전이라는 전 지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노력의 상당부분은 정

구적 인식에 역행하는 국가행위로 비춰져 국

책결정자들에게 해양자원을 보호, 보존 및

가 위상에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환경 상태를 반영할

자료 미제출국에 대하여는 유엔총회에서 주

수 있는 분명한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의를 환기하거나 다른 국가들이 자료 미제출

지 못하고 있다.

국을 해양환경 비건전국가로 취급하여 수산

이러한 인식하에 GMA는 1999년 이후 국

물 수입 등에 있어서 검역을 강화하는 도구

제적 논의를 계속하던 중 2002년 요하네스

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주변해역이 깨끗

버그 이행계획에 따라 해양상태평가에 대한

하게 관리될 경우 각 국가들은 이를 활용한

정규과정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홍보 전략으로 환경건전성마크를 사용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폐쇄 해역이라

등 자국의 해양산업진흥에 활용할 것이다.

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해양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이 과제는 GMA에

환경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해양

대한 국제논의 동향과, GMA의 본격적인 시

환경에 대한 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행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GMA 수용 여건
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GMA 실행
을 위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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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필요성에 기

Sustainable Development) 제7차 회의에

반을 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연구내용을

서 각국 정부에 의해 제기된 후, Reykjavik

서술하고, 제2장은 GMA의 수립 배경과

정부간 회의에서의 GMA 타당성 심의,

GMA의 개념 및 GMA와 기존 평가들과의

Bremen에서의 운영방식 심의, 비공식협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GMA의 정체성을 확인

과 정 (ICP, Informal Consultative

하였다. 제3장은 GMA 수립 시 고려사항,

Process)과 같은 GMA 정부간 회의, 2002

수립단계 및 평가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살펴

년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개최된 지속가

봄으로써 GMA의 범위 및 구조의 발달 과정

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을 고찰하였다. 제4장은 현존하는 평가프로

World Summit on Sustainable

그램으로서 전 지구적 평가프로그램과 지역

Development)에서 정상회의 결과를 구체적

적 평가프로그램 및 주요국의 GMA 준비 상

으로 이행하기 위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황과 우리나라의 국내조직 신설 문제, 예산

채택, 동 이행계획의 유엔총회에서 승인, 전

확보 문제 및 법제도 정비 문제 등 국내여건

문가 그룹 회의 및 국제워크숍 등의 과정을

을 검토하였다. 제5장은 해양환경상태의 평

통해 GMA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

가가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서 기

하였다.

능하도록 하기 위해 GMA의 본격 시행에 대
비한 단계별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GMA와 기존평가들과의 차이는 대상, 주
기, 지역, 평가방법, 정보이용에 있어 구별되

해양환경평가는 유엔해양법협약, 의제 21,

고 있는데 특히 GMA는 전 지구적, 포괄적,

지구적, 지역적 기구와 수단에 근거하여 시행

정기적이어야 하며, 이 3가지 기준은 기존평

되어 왔으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GMA는

가사업들과 구분되는 요소들이다.

1999년 아이슬랜드가 주도한 지속가능 발전

GMA 설립시의 주요 고려사항은 범위

위 원 회 (CSD, Commission on

(scope), 일반적 구조(general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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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GMA 과정 모형(outline for the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process), 전문가 검토(peer review), 사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국(secretariat), 역량배양(capacity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building), 재원(sources of funding) 등이

Change) 등이 있으며, 지역적 프로그램으

며, GMA 설립절차는 우선 기존 평가사업들

로는 북동대서양의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에

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이후에 구체적인 방

관한 협약(OSPAR), 발틱 해의 해양환경 보

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후

호에 관한 협약(HELCOM) 등 지역해 프로

GMA의 과정은 ① 설계/이해관계자 참여단

그램, 지역수산기구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

계, ② 지역적 단계, ③ 전지구적 단계의 3단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각 프로그램

계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 목적에 따라 적용범위, 평가방법, 평가대

GMA는 기존의 전 지구적, 지역적 기반

70

상 및 주기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위에서 설립되기 때문에 전 지구적 평가 프

GMA 실시를 위한 주요국의 준비상황으

로그램과 지역적 평가프로그램을 살펴봄으

로 영국은 '영국 해양상태의 통합 평가(An

로써 향후 GMA 운영방안을 예측하고자 하

Integrated Assessment of the State of

였다. 현존하는 전 지구적 프로그램으로는

UK Seas)', 일본은 '해양건강진단(海の健康

해양환경보호의 과학측면 합동 전문가그룹

診斷)', 미국은 '국가연안상태 보고서

(GESAMP, Joint Group of Experts on

(National Coastal Condition Report)'를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작성하고 있었다. GMA 수행을 위하여 조

Environmental Protection), 전지구해양

직, 예산, 법제도를 중심으로 국내 여건을 검

관 측 시 스 템 (GOOS, Global Ocean

토하였는바, 조직에 있어서는 해양환경 평

Observing System), 유엔해양아틀라스

가팀 신설, 한국 GMA 추진 사업센터 설립,

(United Nations Atlas of the Oceans),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예산에 있

육상 활동으로부터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어서는 사업초기 단계와 정규 과정 실시에

전 지 구 적 행 동 계 획 (GPA, Global

따른 2원적 예산체계가 필요하였으며, 법제

Programme of Action for the

도에 있어서는 GMA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from Land-Based Activities), 국제

단계별 GMA 대응전략방안으로는 GMA

산호초보호활동네트워크(ICRAN, Inter-

준비 단계에서는 평가사업들에 대한 평가사

national Coral Reef Action Network),

업에 주도적 참여전략, 국가대응능력평가

전 지 구 환 경 전 망 (GEO, Global

및 강화추진전략, 재원확보전략으로 구분하

Environment Outlook), 지구국제수역평

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GMA 실

가(GIWA, Global International Waters

시단계에서는 제도구축전략, GMA 국제적

Assessment), 밀레니엄생태계평가(MA,

추진주체 확보전략으로 나누어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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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 실시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년도 이후에는 해양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근

GMA의 추진을 위해 단계별, 연도별 사업

거 법제 정비, QA/QC 시행방안 마련 및 시

추진전략을 구분한 Macro 로드맵을 작성하

행, 주변해역의 해양환경건전성 평가, 미생

여 정책입안자들에게 해양환경평가에 대비

산자료 확보, 해양환경백서 발간, GMA 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국 유치, D/B 기술개발 및 자료축적과 활

동 연구사업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

용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선 GMA 과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

이러한 각 사업별 추진전략에 따른 사업

보방안으로써 해양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

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 해양환

정을 위한 연구용역(안)을 우선적으로 추진

경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

하고 2006년도에는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양환경의 국제적 공인은 수산물 수출입의

구축, 기존 국내 환경조사에 대한 평가, 해양

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환경건전성 마크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준비, D/B 구축을 위한

사용하는 등 국가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기본시스템 설계 등을 시행해야 한다. 2007

것이다.

: 박성욱

031-400-6504

swpark@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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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운영팀의 기능은 ① 해양자료·

축하고 있다. 데이터운영팀에서 운영 중인

정보 DB 구축 및 운영 ② 연구원 홈

실시간 해양자료시스템에서는 한반도 주변

페이지 운영 ③ 인공위성 수신시스템 운영

15개 지점에서 관측되는 12개 해양 및 기상

및 정보서비스로, 해양관측자료의 체계적인

자료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

관리 및 활용도 극대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은 동북아해양관측시스템(NEAR-GOOS)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여 개 연구

의 국가 실시간자료서비스 역할도 수행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해양자료 DB 구축,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2004년에

GIS 구축, 실시간 자료 관리, 가시화 등의

한국해양연구원을 국가실시간자료센터로

해양자료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정하였으며, 데이터운영팀에서는 국내 해

해양자료·정보 DB 구축에서는 최근 급

양기관에서 운영하는 60여 개 실시간 자료

증하고 있는 GIS 구축 요구에 따라, 광양만,

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새만금, 천수만, 마산만에 대한 해양 GIS 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반도 해역 국내외

운영하는 해양환경포털시스템에서는 해양

해양자료의 통합 해양자료 DB 시스템도 구

분야의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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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데이터운영팀에서는 꾸준한 기술

다. 특히, 한국해양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력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교육기관의 컴퓨터

해양과학교육정보인 해양과학교실, 재미있

전문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는 해양상식, 해양환경교육자료, 해양전문

국내외 동향파악 및 습득을 위한 자체 세미

자료인 인공위성자료, 해양환경도, 해외해

나를 개최하고 있다.

양과학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

연구원 홈페이지 구축에서는 기존 시스템

공위성 수신시스템 운영에서는 NOAA 위성

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디자인

및 OrbView 위성의 자료를 수신·처리하

개선 및 메뉴 구조 조정 등의 개편작업을 수

여 연구부서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

행하고 있으며, 연구사업 DB, 경영공시,

며, 홈페이지를 통한 위성영상 제공도 연중

Ocean and Polar Research, 해양연소식

실시하고 있다.

등의 수록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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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연구원의 학술정보팀은 과학기술부

(국내 25, 국외 24개 기관)을 통하여 국내외

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지정

의 유용자료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

한 해양부문 전문정보센터로써 국가 해양과

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회

학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술정보팀

도서관과 상호협력 협정 체결을 통하여 우리

에서는 해양과학기술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

연구원과 국회도서관은 자료교환 및 데이터

구정보서비스를 연구자에게 능동적으로 지

베이스 교환, 저작권과 인적교류(세미나 개

원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최신 기술정보자료

최 등)를 상호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

를 수집·분류·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

라 우리연구원은 약 300만 건의 국회도서관

였다. 이를 통해 원내 연구원은 물론, 대학

목록정보와 단행본, 세미나자료, 폐간신문,

등 국내 유관기관의 연구자에게 자료의 조

석박사 학위논문, 사회과학분야 학술지 등

사, 열람·대출, 복사,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

약 58만 건의 본문정보를 원내 학술정보팀

하고 있다.

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과의 협력

정보자료 교환협력체계를 확립하고 해외

협정 체결은 출연연구기관 전문정보센터 중

자료교환 (55개국 292개 기관)과 단체가입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회도서관KORDI 간의 정보자원 공유를 통한 각종 지
식정보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양과학기술정보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축적과 활용을 위한 문헌전산화 업무를
수행하여 Maestro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하였고, 이를 문헌정보서비스 디지털라이브
러리 (http://library.kordi.re.kr) 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KORDI 연구 성과물
에 대한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연구
보고서의 서지정보와 함께 공개 가능한 경우
전문(full-text)을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있
다. 이는 문헌정보서비스 디지털라이브러리

주요 인터넷 전자저널 정보서비스
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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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수록종수

Science Direct

Elsevier 전자저널에 대한 목차, 초록, 전문(Full-text) 제공

Springer Link

Springer Link

"

370종

Blackwell Synergy

Blackwell Synergy

"

OUP

Oxford University Press

"

420종
109종

ACS

American Chemical Society

"

NRC

캐나다 정부에서 발간하는 과학기술 분야

"

JSTOR

Ecology & Botang 분야

"

1,540종

24종
15종
2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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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전문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용서버 및 고속망을 통한 동시다
중접속 가능한 신속검색환경이 구축되었다.
최근의 기술정보환경은 인터넷을 통한 정
보제공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최
신 정보검색을 위하여 국내외의 Data Bank
인 ASFA Online 등의 상용 DB와 국가과학
기술전자도서관 (NDSL) 등과 연계한 정보
검색서비스, 맞춤정보서비스, 저널기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2005년도에도
전자저널국가컨소시엄(KESLI)에 지속적으
로 가입하여 2,500여 종의 전자저널 원문
(Full-Text) 정보를 제공하였다.
2005년도에 우리연구원은 한국해양학회
와 공동으로 영문학술지
『Ocean Science

원의 디렉토리를 구축하고, 우리연구원에서

Journal(OSJ)』
을 창간하여 발간하였다. 또

수행한 R&D 결과보고서의 공개가능한 전문

한 기존의『Ocean and Polar Research

(Full-text)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해양연

(OPR)』
도 계속 발간하였다. 2005년도 한국

구자에게 해양관련 전문정보를 망라적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우수학술지 계속평가를 통

제공하였다.

과하여 OPR은 등재자격을 유지하게 되었으
며 OSJ는 새로이 등재후보자격을 획득하였

서지정보검색용 CD-ROM

다. 이에 따라 이들 학술지가 해양분야 우수

제목

내 용

논문 발표의 장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

과학기술학술지 국가목록

외국학술지 서명, 발행기관, ISSN, 주제검색 가능

하고 있다.

한국의 바다물고기

국내 토종 생태계 자료

과학기술연구활동 조사보고

R&D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

해양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해양과학총

Patent Map

특허정보 소개자료

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제9

기상 연ㆍ월보

기상정보 통계자료

권 해양바이오』
와『제1권 해양개발의 현재와

국회도서관 문헌정보

국회도서관 소장자료 목록 DB

미래(개정판)』
을 발간하여 일반국민에게 판
매보급하였다.
연구사업으로는 정부의 과학기술정보 유

문헌정보 DB 제작 및 기술정보 제공실적
제목

실 적

통체제 구축사업에 해양분야 전문정보센터

DB 명

해양수산 웹디렉토리 및 과학기술전문정보 DB (2005)

로 참여하여‘해양수산 웹디렉토리 및 과학

정보내용

해양수산 분야 인터넷 정보자원 및 R&D 결과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전문정보 DB구축’
을 수행하였다. 이를

제공기관

한국해양연구원 서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검색 시스템 연계
대국민 서비스 제공

통하여 인터넷에 산재한 해양과학분야 웹자

구축건수

웹자원 디렉토리 3,000건, 연구보고서 82,500면 DB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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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해양연구원은 2005년도에 기존의

원국 활동을 통해, 기관운영과 관련된 제반

국제협력팀을 대외협력실로 격상하

문제 해결방안과 핵심 연구방향에 대한 국제

여 주요 연구인력을 배속시켜 국제공동연구

적 전망을 공유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글

사업 발굴을 위한 기관간 협력 및 국제프로

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선진연구기관으로

그램 참여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를 기반으

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로 내부적으로는 산재되어 있던 국제협력 현

무엇보다 해양부 훈령에 의해 설립된 정부

황자료들을 통합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간해양학 위원회(KOC, Korea Oceano-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료관리 체계를 확립하

graphic Commission) 사무국을 연구원에

였고, 향후 이를 국내외 협력 활성화 및 중·

유치 운영하면서, 전 세계 해양과학분야 국

단기 국제협력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기구 및 국제프로그램의 국내 협력 창구역

활용할 계획이다.

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남태평양 등

국내 산·학·연 협력관계도 MT 기술을

해외공동연구센터 운영을 통해 국내 기술정

활용한 타 정부부처 및 산·학·연과의 실용

보교류 및 지식자원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

적, 실무적 공동연구를 강화하였다. 국제적

였다. 아울러, 정부주관의 주요 국가간 공동

으로는 전 세계 선진 연구기관의 기관장급

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대정부 기술자

협력회의인 POGO(Partnership for

문 및 정책입안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Observation of the Global Oceans) 정회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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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양성 및 지식 이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중세미나 및 인터넷 등의 정보매체

또한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해

를 활용하여 연구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양체험 행사 및 바다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노력하고 있으며,「생물다양성·생명공학

교사초청 특강 및 생활과학교실 등을 운영하

교육프로그램」과「AMETEC 해양환경보전

고 있으며, 과학기술 관련 전시회 참가 등을

훈련과정」등의 전문교육 과정을 지속적으

통해 대중에게 보다 더 친근한 연구기관으로

로 운영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전문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해양연구원은 언론기고, 방송출연,

보도 실적
구 분

실

적

TV 방영

‘바다목장, 그 곳에 미래가 있다 (바다목장화 연구)’외 73건

라디오 출연

‘울돌목 조류발전 (해양에너지 개발)’외 4건

신문 게재

‘해양바이오’외 717건

월간지 게재

‘바다 속 보물창고를 열어라 (심해저광물자원 탐사)’외 18건

홍보 행사
구 분

실

적

교육 훈련

‘KOICA/AMETEC 해양환경 보전 연수과정’외 27건

전시회

‘대한민국 과학축전’외 3건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동아시아 몬순의 진화 및 지구 고기후 환경 변화 국제 심포지엄’외 280건

견학 프로그램

‘아주대학교 영재교육원 교육생’외 1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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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beam Echosounder
(EM 120)
● Multichannel Seismic System
● Scanning Sonar
● Subbottom Profiler
● Gravitymeter
●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 Traction Winch
● Pistoncore
● Konmap System
● CTD

·총 톤 수 : 1,422 톤
·전
장 : 63.80 m
·수선간장 : 55.50 m
·선
폭 : 12.00 m
·순항속도 : 15.00 노트
·항속거리 : 10,000 마일
·승선인원 : 41 명
- 연구원 26 명
- 승무원 15 명

●

·
·
·
·
·
·
·

총 톤 수 : 546 톤
전
장 : 48.95 m
수선간장 : 45.00 m
선
폭 : 8.60 m
순항속도 : 12.00 노트
항속거리 : 5,000 마일
승선인원 : 32 명
- 연구원 19 명
- 승무원 13 명

●

·
·
·
·
·
·
·

총 톤 수 : 41 톤
전
장 : 24.18 m
수선간장 : 21.80 m
선
폭 : 5.20 m
순항속도 : 18.00 노트
항속거리 : 380 마일
승선인원 : 15 명
- 연구원 11 명
- 승무원 4 명

●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Subbottom Profiler
● Side Scan Sonar
● Precision Echosounder
● CTD
● Sparker Array System
● XBT
● AWS(Automatic Weather Station)
● DGPS
● Winch System
●

Multibeam Echosounder(EM-3002)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 Subbottom Profiler
● Precision Echosounder
● CTD
● DGPS
● Winch System
● Gyro(Seapath 20)
● Integrated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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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일정

운항목적

총 운항거리 - 42,035 마일

■

총 운항 일수 - 241일

조사지역

책임자

남서태평양

김기현

1. 1 ~ 1.15

남서태평양 열수광상 실해역 탐사

2. 3 ~ 2.19

미 해군 장비 실험

동해

미 해군

3.21 ~ 3.24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황해

이판묵

4.23 ~ 5.14

배타적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 조사

동중국해

유해수

5.24 ~ 6.10

상가수리

목포

장 만

6.11 ~ 6.15

장착장비 테스트

동해

박동원

6.24 ~ 6.24

엔진 시운전

남해

장 만

7. 1 ~ 10. 5

태평양 심해저광물자원 탐사

태평양

김기현

10.19 ~ 11.12

심해 열수 해양환경 탐사

태평양

전동철

11.25 ~ 12.31

남서태평양 열수광상 실해역 탐사

남서태평양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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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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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목적

총 운항거리 - 21,051마일

■

총 운항 일수 - 205일

조사지역

책임자

1. 5 ~ 1.11

준설물질 해양배출 평가체제 개발

동해

김영일

1.18 ~ 1.28

황해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 연구

황해

이희일

2.20 ~ 2.23

부산 신항만 건설관련 해사채취 해역의 해양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연구

남해

최진우

2.24 ~ 2.27

심해 무인잠수정의 시운전 적지선정을 위한 조사 연구

동해

유찬민

3.11 ~ 3.11

엔진 시운전

남해

장 만

3.14 ~ 3.18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활용 연구

남해

이재학

3.22 ~ 4. 3

05 - 해양특성 조사 작업

남해

신창웅

4. 7 ~ 4. 9

한반도 남동해역 EEZ 내의 해저퇴적물 분포 특성 조사

남해

최동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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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일정

운항목적

조사지역

책임자

4.11 ~ 4.24

상가수리

목포

장 만

4.26 ~ 4. 27

한반도 남동해역 EEZ 내의 해저 퇴적물 분포 특성 2차 조사

남해

최동림

5. 2 ~ 5. 4

부산 신항만 건설관련 해사채취 해역의 해양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연구

남해

최진우

5. 9 ~ 5.16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황해

김영일

5.21 ~ 5.27

한국 남동해역의 현생지각변동과 퇴적작용

동해

김한준

5.31 ~ 6. 4

05 - 해양특성 조사 작업

동해

이용국

6. 7 ~ 6.11

황해 해황변동 예보 기반기술

황해

조철호

6.13 ~ 6.20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동해

김영일

6.28 ~ 7. 4

중장기 기후변화에 따른 동중국해 해양생태계 변동 예측 연구

동중국해

김철호

7.13 ~ 7.16

부산 신항만 건설관련 해사채취 해역의 해양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연구

남해

최진우

7.19 ~ 8. 1

동해 탄소 순환 : 울릉분지 -1

동해

유신재

8. 9 ~ 8.18

폐쇄생태계에서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군집변화 관찰

남해

신경순

8.21 ~ 8.29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활용 연구

남해

이재학

8.30 ~ 9. 1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동해

김영일

9. 8 ~ 9.14

황해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 연구

황해

이희일

9.22 ~ 10. 4

05 - 해양특성 조사 작업

남해

신창웅

10. 6 ~ 10.15 황해 환경오염 특성평가 및 감시체계 개발

황해

심원준

10.16 ~ 10.19

05 - 해양특성 조사 작업

황해

이용국

10.24 ~ 10.27

부산 신항만 건설관련 해사채취 해역의 해양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연구

남해

최진우

10.31 ~ 11. 8

중장기 기후변화에 따른 동중국해 해양생태계 변동예측 연구

동중국해

김철호

11.14 ~ 11.17

국제공동조사 연구

동해

석문식

11.18 ~ 11.21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동해

김영일

11.30 ~ 12. 2

한국 남동해역의 현생지각변동과 퇴적작용

동해

김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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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 92,939㎡
건물 : 28,938㎡

부지 : 59,875㎡
건물 : 7,689㎡

부지 : 153,263㎡
건물 : 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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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200인승 위그선 초기개념 설계

강창구

'05. 1. 3~'05.12.31

한국해양연구원

PCB 독성 저감 방법의 폐절연유 적용 기술 개발 지원

홍기훈

'05. 3. 1~'06. 2.28

한국해양연구원

남극 해양물리자료 분석 및 퇴적물트랩 시료 분석

김동선

'05. 5. 1~'05.12.16

한국해양연구원

적재량 100톤급 화물 위그선 형상도출을 위한 파라메터 연구

강창구

'05. 5. 2~'05.12.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심층수 공사에 의한 부유물질의 거동 및 환경영향 평가

김현주

'05.10.27~'06. 6.27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예측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연구

이재학

'05. 1. 1~'05.12.10

한국해양연구원

남해 특별관리해역의 환경위해성 평가 연구

장 만

'05. 1. 1~'05.12.10

한국해양연구원

극한환경 유전자원 및 바이오 신소재 개발

이정현

'05. 1. 1~'05.12.10

한국해양연구원

한국남동해역의 현생지각 변형과 퇴적작용

김한준

'05. 1. 1~'05.12.10

한국해양연구원

황해 연안역의 인공갯벌 조성기술 연구

이광수

'05. 1. 1~'05.12.10

한국해양연구원

연안역 통합관리를 위한 해양환경변화 특성 규명
- 천수만 유역

이재학

'05. 1. 1~'05.12.10

한국해양연구원

갯벌 경계면에서의 물질 플럭스 및
갯벌의 생태적 기능 평가

현정호

'05. 1. 1~'05.12.10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의 탄소순환 연구 - 울릉분지

유신재

'05. 1. 1~'05.12.10

한국해양연구원

심해 열수 해양환경 탐사

전동철

'05. 1. 1~'05.12.10

한국해양연구원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 운영

오재룡

'05. 1. 1~'05.12.10

한국해양연구원

국제 공동 해양조사 연구

석문식

'05. 1. 1~'05.12.10

한국해양연구원

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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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연구정책 및 지원사업

이택견

'05. 1. 1~'05.12.31

한국해양연구원

해난사고 예방 및 구난체계 구축

최혁진

'05. 1. 1~'05.12.31

한국해양연구원

기상 재난파에 의한 해양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홍기용

'05. 1. 1~'05.12.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위해도 통합관리 시스템 기반기술 개발

이종갑

'05. 1. 1~'05.12.31

한국해양연구원

차세대 친환경 해양운송 시스템 기반기술 개발

이춘주

'05. 1. 1~'05.12.31

한국해양연구원

수중 3차원 퓨전영상 생성 탐지 및 전송기술 개발

김승근

'05. 1. 1~'05.12.31

한국해양연구원

선박해양 디지털 데이터 표준(STEP) 기술 개발

김용대

'05. 1. 1~'05.12.31

한국해양연구원

해상파랑 관측 및 조사

이동영

'05. 3. 1~'05.12.10

한국해양연구원

남태평양에서의 해양 및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조사 연구 (2)

권문상

'05. 4. 1~'05.12.10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술 개발 (7)

홍사영

'05. 1. 1~'05.12. 21

해양수산부

보급형 해양레저선박 개발 (5)

안해성

'05. 1. 1~'05.12. 21

해양수산부

수중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2)

임용곤

'05. 1. 1~'05.12. 21

해양수산부

황사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희일

'05. 1. 1~'05.12.31

해양수산부

배타적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 조사

유해수

'05. 1. 1~'05.12.31

해양수산부

인공위성 활용 해상 교통안전 정보 시스템 및
유출유 관측·경보 시스템 개발

강창구

'05. 1. 1~'06. 4.30

소방방재청

해양관측 및 예보 시스템 개발

박광순

'05. 1.19~'05.12.31

해양수산부

위해도 평가(Risk Assessment) 적용 방법론 연구

이종갑

'05. 3. 1~'05.11.30

해양수산부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김기현

'05. 3. 1~'06. 2.28

해양수산부

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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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발전소 취배수로 거품제거장치 실험 연구

오영민

'05. 3. 1~'06. 2.28

산업자원부

발전소 해수방수로 조류식발전 시스템 설계 연구

이광수

'05. 3. 1~'06. 2.28

산업자원부

갯벌에 서식하는 철 환원 박테리아를 이용한
연안오염 저감 실용화 연구

현정호

'05. 3. 1~'06. 2.28

산업자원부

경기만 조간대에서의 퇴적물 이동 모니터링

이희준

'05. 3. 1~'06. 2.28

산업자원부

심해저 광물자원 집광 시스템 및 채광운용기술 개발 (3)

홍 섭

'05. 3. 1~'06. 2.28

해양수산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선박 개발 연구

김홍태

'05. 3. 3~'05.12. 9

해양수산부

소형선박의 기관실 화재사고 사례 분석

이동곤

'05. 3. 3~05.12. 9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개발 (5)

김현주

'05. 3.15~'06. 2.28

해양수산부

침몰선박 관리 시스템 구축 (7)

최혁진

'05. 3.17~'05.12.21

해양수산부

차세대 항만 설계기술 개발

윤길림

'05. 3.18~'05.11.30

해양수산부

항만구조물 설계자동화 시스템 개발

서승남

'05. 3.18~'05.11.30

해양수산부

항만 매몰 및 오염방지대책 기반기술 개발

이동영

'05. 3.18~'05.11.30

해양수산부

해양콘관입시험기 개발

권오순

'05. 3.18~'05.11.30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 법제화 지원 및 해상형 시범개발 계획 수립

오위영

'05. 3.21~'06. 2.20

해양수산부

국제 해양과학 협력기반 구축

허 식

'05. 3.30~'06. 3.29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실용화 기술 개발 (2)

강창구

'05. 3.31~'05.12.20

해양수산부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

김상진

'05. 4. 1~'05.12.31

국립수산과학원

남서태평양 해양생물자원 개발 연구

이순길

'05. 4. 1~'05.12.31

해양수산부

해양방선균으로부터 항암물질 개발

신희재

'05. 4. 1~'05.12.31

해양수산부

시화호 상류 유입 하천의 수질 관리 방안

조홍연

'05. 4. 1~'06. 2.28

환경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황해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 연구

이희일

'05. 4. 1~'06. 3.31

해양수산부

기후변화에 따른 동중국해 해양생태계 변동예측 연구

김철호

'05. 4. 1~'06. 3.31

해양수산부

온배수 이용 수력발전 상용화를 위한 현장계측과
설계 및 평가지원

조홍연

'05. 4. 1~'06. 3.31

한국전력공사

폐쇄생태계에서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군집변화 관찰

신경순

'05. 4. 1~06. 3.31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양투입물질의 관리체제 구축 방안 연구

홍기훈

'05. 4.25~'05.10.25

해양수산부

선박오염관련 국제협약 대응기술 개발

김은찬

'05. 4.27~'05.12.26

해양수산부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 연구

심재설

'05. 5. 1~'06. 2.28

해양수산부

극한파 특성의 비선형 해석 및 해양구조물 적용 연구

홍기용

'05. 5. 1~'06. 3.31

과학기술부

통신 해양기상위성 해양자료처리 시스템 개발 (3)

안유환

'05. 5. 1~'06. 4.30

해양수산부

환경친화적 생물소재를 이용한 적조피해 저감기술 개발

장 만

'05. 5. 1~'06. 4.3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해무인잠수정의 선상운용 시스템

박동원

'05. 5. 2~'06. 4.30

해양수산부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5)

이판묵

'05. 5. 2~'06. 4.30

해양수산부

북극해역의 해양미생물 다양성 연구

김상진

'05. 5. 9~'06. 2.28

해양수산부

해양위성센터 구축

안유환

'05. 5.25~'06. 4.30

해양수산부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작성 연구

권문상

'05. 5.30~'05.12.3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평가(GMA)에 대비한 정책방향 연구

박성욱

'05. 6. 1~'05.11.30

해양수산부

U기반 선박해양 스마트 플랫폼 개발 기획 연구

임용곤

'05. 6. 1~'05.12. 9

해양수산부

수서생태계(미수생태계) 구조 및 기능 연구를
통한 생태환경 평가기술 연구

신경순

'05. 6. 1~'06. 3.31

환경부

황해 환경오염 특성평가 및 감시체계 개발

심원준

'05. 6. 1~'06. 3.31

환경부

남서태평양 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문재운

'05. 6. 1~'06. 5.3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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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한반도 조력자원 개발 타당성 검토

이광수

'05. 6. 1~'06. 5.31

산업자원부

고부가가치 선박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 (2)

김기섭

'05. 6. 1~'06. 5.31

산업자원부

이산화탄소(CO₂
) 해양잔류효율 연구

박영규

'05. 6.22~'06. 1.31

해양수산부

이산화탄소(CO₂
) 해양처리기술 개발 (1)

강성길

'05. 6.22~'06. 1.31

해양수산부

조력·조류에너지 실용화기술 개발

이광수

'05. 7. 1~'05.12.31

해양수산부

파력에너지 실용화기술 개발
（3）

홍석원

'05. 7. 1~'05.12.31

해양수산부

가변피치추진기 모형제작 및 시험

안종우

'05. 7. 1~'06. 6.30

산업자원부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오재룡

'05. 7. 8~'06. 4. 7

해양수산부

대수심 방파제 및 연약지반 관련기술 개발

박우선

'05. 7.15~'06. 5.14

해양수산부

해양/항만구조물의 건전도 평가기법 개발

한상훈

'05. 7.20~'06. 7.19

건설교통부

인홀 계측을 위한 Piezoelectronics의 실용화 연구

권오순

'05. 7.29~'06. 7.28

건설교통부

해양의 화합물 오염 연구 - 홍합감시 프로그램

오재룡

'05. 8. 1~'06. 7.31

과학기술부

'05 지능형 항만물류 시스템 연구개발 (3)

채장원

'05. 8.12~'06. 8.11

해양수산부

하이브리드 안벽에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접이안
시뮬레이션 및 흐름 해석

홍사영

'05. 8.12~'06. 8.11

해양수산부

육상기인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APEC 심포지엄 개최

오재룡

'05. 8.16~'05.12.31

해양수산부

Chiral PCBs Enantionmer 분석을 통한 해양환경 중
PCB 화합물의 거동 연구

홍상희

'05. 9. 1~'06. 8.31

한국학술진흥재단

자바송사리의 산화스트레스 관련 유전자 발현분석을
통한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용 바이오마커 개발

우선옥

'05. 9. 1~'06. 8.31

한국학술진흥재단

유기 오염물질로 오염된 해양퇴적물 TIE 의 구축

정지현

'05. 9. 1~'06. 8.31

한국학술진흥재단

연안의 환경용량 산정 및 분석 연구

정갑식

'05. 9.22~'06. 1.31

해양수산부

선박 밸러스트수 배출규제 대응기술 개발 (3)

김은찬

'05. 9.30~'06. 7.29

해양수산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외래생물 위해성 평가 및 밸러스트수 생물실험

신경순

'05. 9.30~'06. 7.29

해양수산부

한·중 해양과학 공동협력 연구

이동영

'05.10. 1~'06. 7.31

해양수산부

제3차 해양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강창구

'05.10.24~'06. 4.23

해양수산부

DGPS 기준국용 이중주파수 수신기 개발 연구 (2)

서상현

'05.11. 8~'06. 7. 7

해양수산부

기상 재난파에 의한 해양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양찬수

'05.12. 1~'06. 3.31

한국과학재단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해난사고 위험도에 관한 연구

양찬수

'05. 1. 1~'05. 7.13

해양수산 웹 디렉토리 및 과학기술 전문정보 DB구축

한종엽

'05. 1. 1~'05.11.3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박 해양공학 연구보고서 DB 및 웹 디렉토리 구축

박수인

'05. 1. 1~'05.11.3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해양분야 위성활용 연구

유홍룡

'05. 1. 1~'05.12.3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광양항 배후단지 대안설계를 위한 폭풍해일 수치모형실험

이종찬

'05. 1. 3~'05. 4.30

(주)지오시스템리서치

원전 온배수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김종만

'05. 1. 3~'05.12.31

한국수력원자력(주)

32피트 세일요트의 갑판 몰드 제작

이창용

'05. 2. 1~'05. 4.30

(주)현대라이프보트

40톤급(KORDI)의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임용곤

'05. 2. 1~'05.10. 1

목포조선주식회사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온배수 관리방안 연구

이순길

'05. 2.16~'05.12.31

해양수산부

'05년도 해양환경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최현우

'05. 2.16~'05.12.31

해양수산부

'05 새만금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사 연구

이흥재

'05. 2.22~'06. 2.21

해양수산부

쇄빙기능 해양과학조사선 기술개발 및 실시설계

한상준

'05. 2.25~'06. 2.24

해양수산부

한반도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의 해저
퇴적물 분포 특성 조사

최동림

'05. 3. 1~'06. 3.30

전승인터내셔날(주)

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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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한국산 민어 생산

김종만

'05. 3. 1~'06. 2.28

경남도청

동중국해에서의 혼합, 내부파 및 중규모 역학

이재학

'05. 3. 1~'06. 2.28

아리조나주립대

인공어초 시설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명정구

'05. 3. 2~'05.11.26

해양수산부

해양오염 원격감시체제 구축 연구

강성현

'05. 3.11~'05.12.18

해양수산부

부산신항(2/3단계) 컨테이너부두(4선석) 민간투자
사업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공인영

'05. 3.15~'05. 5.30

(주)대우건설

KOMAC 중량물 운반선 선형 시험

안해성

'05. 3.15~'05. 8.15

(주)한국해사기술

'05 동서제주 바다목장 기반조성 연구

김종만

'05. 3.29~'05.12. 3

해양수산부

잠수함의 조종성능 예측기술 개발

김연규

'05. 3.30~'05.12. 9

해군조함단

Speed 센서(EM-LOG) 출력 계측

안종우

'05. 4. 1~'05. 5.31

대우조선해양(주)

대선 1043 TEU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시험

안종우

'05. 4. 1~'05. 7.31

(주)신라금속

환경친화형 친수호안블럭 개발을 위한 수리모형 실험

오영민

'05. 4. 1~'05. 9.30

(주)한길

STX 3,600 TEU 컨테이너선 선형 연구

강국진

'05. 4. 1~'05. 9.30

STX조선(주)

현대미포 13K P/C 선형 연구

이춘주

'05. 4. 1~'05. 9.30

현대미포조선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

김은수

'05. 4. 1~'05.12.18

해양수산부

차세대 전자해도 개발

서상현

'05. 4. 1~05.12.26

국립해양조사원

연근해 주요 어장에 대한 해양폐기물 분포 및
실태 조사 (3)

강원수

'05. 4. 7~05.12.22

해양수산부

아산(평택)호 준설사업 문화재 지표 조사

허 식

'05. 4.13~'05. 7.12

농업기반공사평택지사

국지 연안 파랑시스템 시범 구축

전기천

'05. 4.15~'05.12.15

(사)한국기상학회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정화, 복원체계 구축 (2)

김석현

'05. 4.15~'05.12.26

해양수산부

'05 통영해역 바다목장화 개발 연구

김종만

'05. 4.21~'05.12. 1

해양수산부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2)

김영일

'05. 4.22~'05.12.31

해양수산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한반도 남동해역 배타적경제수역(EEZ)내의
해저 퇴적물분포 특성 (2)

최동림

'05. 4.25~'06. 4.25

전승인터내셔날(주)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축조/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공인영

'05. 4.28~'05.11.17

(주)대우엔지니어링

MASTEK 29K Bulk Carrier 선형 연구

강국진

'05. 5. 1~'05.12.31

(주)마스텍중공업

Algoship 20K Bulk Carrier 선형 연구

강국진

'05. 5. 1~'05.12.31

(주)마스텍중공업

세장선의 3차원 슬래밍 현상 연구
- 충격 하중의 실험적 계측

홍석원

'05. 5. 1~'07. 4.30

서울대학교

영흥화력 해양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심재설

'05. 5. 9~'06. 5. 8

한국남동발전(주)

'05 해병대 상륙작전 탑재 모의체계 개념 연구

이창민

'05. 5.10~'05.12.15

해군중앙경리단

PT PAL 24K P/C 선형 연구

안해성

'05. 5.11~'05.10.31

(주)극동선박설계

바다모래 매장량 평가 및 해저면 문화재 지표 조사

이용국

'05. 5.17~'05.11.10 (주)한국수권환경연구센터

바다목장화 기본계획 수립

김종만

'05. 5.17~'05.12.16

강원도환동해출장소

해양보호구역 관리체제 구축 연구

권석재

'05. 5.17~'05.12.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오염방제 지원 시스템 구축

이문진

'05. 5.18~'05.12.14

해양경찰청

여수,여천 인근 연안생태계 조사

유재명

'05. 5.18~'05.12.30

GS칼텍스(주)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연구 (1)

정회수

'05. 5.20~'05.12.19

해양수산부

군장국가산업단지(장항지구) 호안도로 축조공사
대안설계 관련한 항호 안정성 평가

공인영

'05. 6. 1~'05. 8.30

데코컨설턴트(주)

동아시아 몬순의 진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고기후 변화와 예측

석봉출

'05. 6. 1~'05. 8.31

공공기술연구회

마산항 개발(1/1단계) 민간투자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중 수치모형 실험

정원무

'05. 6. 1~'05.12.31

(주)건일엔지니어링

군장국가산업단지(장항지구) 호안도로 축조공사
대안설계 관련한 해양조사 및 수치모형 실험 연구

이동영

'05. 6. 1~'05.12.31

(주)대우건설

군장국가산업단지(장항지구) 호안도로 공사 축조 공사
대안설계 관련한 배수갑문 주변의 이동상 수리모형 실험 연구

이달수

'05. 6. 1~'06. 5.30

(주)대우건설

MASTEK 26.35K Bulk Carrier 선형 연구

강국진

'05. 6. 1~'05.12.31

(주)마스텍중공업

DSME STD 84K LPGC 선형 연구

이춘주

'05. 6. 1~'06. 1.30

대우조선해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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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연안침식방지 기술 개발 연구

이광수

'05. 6. 3~'06. 2.28

해양수산부

묵호항 해수교환시설 실시설계 수리모형 실험

이달수

'05. 6. 7~'06. 5.30

(주)세광종합기술단

후포항 해수교환시설 실시설계 단면수리모형
및 수치모형 실험

이달수

'05. 6.10~'06. 5.30

(주)유신코퍼레이션

'05 전남 다도해형 바다목장화 개발 연구

김종만

'05. 6.17~'06. 2. 1

해양수산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박찬홍

'05. 7. 1~'05.12.31

해양수산부

STX 47K Product Oil Tanker 선형 연구

이영연

'05. 7. 1~'05.12.31

STX조선(주)

2005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컨소시엄

최학선

'05. 7. 1~06. 6.30

중소기업청

DSME 전류 고정 날개에 의한 선박성능 개선 연구

이춘주

'05. 7. 1~' 6. 6.30

대우조선해양(주)

해양환경 홍보 교육교재 개발 (4)

유찬민

'05. 7.11~'05.12.24

해양수산부

DSME 259K LNGC 1차, DSME 261K LNGC 선형 연구

이춘주

'05. 7.11~'06. 3.30

대우조선해양(주)

해양과학정보 시스템 구축 (7)

강해석

'05. 7.28~'05.12.27

국립수산과학원

한진 6,500 TEU 컨테이너선 선형 연구

안해성

'05. 8. 1~'06. 1.23

(주)한진중공업

DSME Bow Thruster Grid에 의한 선박 성능 연구

이춘주

'05. 8. 1~'06. 1.31

대우조선해양(주)

삼호 17K Chemical Tanker 선형 연구

이영연

'05. 8. 1~'06. 4.30

삼호조선(주)

해수 및 퇴적물 시료 분석

김은수

'05. 8. 1~'06. 5.30

(주)이엔씨기술연구소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골재 채취 사후 영향조사
분석 연구 - 해저지형 변화 및 생물학적 변화

최진우

'05. 8. 1~'06. 7.31

서울대학교해양연구소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 파랑관측 연구

정원무

'05. 8. 1~'06. 7.31

(주)대우건설

해사채취에 따른 해저지형 변화 분석 (2)

이희일

'05. 8. 4~'06. 4. 3

해양수산부

해사채취에 따른 해저토사 이동 및
해안침식 예측 연구 (2)

김창식

'05. 8. 4~'06. 4. 3

해양수산부

해사채취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저서동물

김동성

'05. 8. 4~'06. 4. 3

해양수산부

함평항 개발 및 항로 준설 사업을 위한 문화재지표 조사

유해수

'05. 8. 8~'06. 8. 7

남옥건설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군장국가산업단지(장항지구) 호안도로 축조공사
대안설계 중 수치모형 실험

정원무

'05. 8.18~'06. 3.31

(주)지오시스템리서치

군장 신항만 남방파제 축조공사 T/K 파랑특성 분석 및
폭풍해일 실험

이종찬

'05. 8.24~'05.12.31

(주)한동이엔씨

주문진항 해수교환시설 준공후 모니터링 조사

이달수

'05. 8.25~'05.12.22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산신항 남 컨테이너 부두 배후지 준설토 투기장 가호
안 2공구 축조공사 대안설계 중 공동 조사-파랑 조사

정원무

'05. 9. 1~'05.11.30

(주)유일종합기술단

군장국가산업단지(장항지구) 호안도로 축조공사 대안설
계 관련한 공동 해양조사

정원무

'05. 9. 1~'06. 2.28

(주)지오시스템리서치

대선 LPD선의 추진성능 연구

이영연

'05. 9. 1~'05.12.31

대선조선(주)

Semi-Spade 방향타의 캐비테이션 시험

백부근

'05. 9. 1~'06. 2.27

대우조선해양(주)

풍도지구 규사채광 타당성 검토

추용식

'05. 9. 1~'06. 2.28

유니크앤베스트

대선 980 TEU 컨테이너선 선형 연구

이춘주

'05. 9. 1~'06. 4.30

대선조선(주)

한반도주변 광역해 조석·조류정보 산출 연구

강석구

'05. 9. 1~'06. 6.30

STX엔진(주) 용인사업장

드레이크 해협 해황특성 연구

이재학

'05. 9. 1~'06. 8.31

공공기술연구회

STX 3,500 TEU Class Container Vessel의
선형 연구

이영연

'05. 9. 1~'06. 8.31

STX 조선(주)

군장 신항만 남측안벽(3공구) 축조공사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김연규

'05. 9.10~'05.12.31

(주)대우건설

마산시 등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제작 및
설치

전태병

'05. 9.15~'06. 1.13

마산시청 등 5개
지방자치단체

영도 하수처리장 호안피해 원인분석을 위한 파고 추정

정원무

'05.10. 1~'05.12.31

(주)동일기술공사

KOMAC AFRAMAX Tanker선의 선형 연구

이영연

'05.10. 1~'06. 4.30

(주)한국해사기술

해사채취지역 환경영향 조사

이재학

'05.10. 5~'06. 8. 4

태안군청

UNDP/GEF 황해광역생태계 사업의 한국 오염자료
확보 및 평가

오재룡

'05.10.10~'06. 5.31

UNOPS

울릉도 주변해역 해양심층수 자원가치 평가 및
개발 이용방안 연구

추용식

'05.12.26~'06.10.25

울릉군청

가로림 조력 타당성 조사 (2)

이광수

'05.12. 1~'07. 2.28

한국서부발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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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출원
발명의 명칭

동해심층수를 이용한 음용수 제조 시스템

발명자
김현주, 문덕수
정동호

동해심층수를 이용한 새싹채소 배양액 및
새싹채소

강원희, 김현주

동해심층수를 이용한 기능성 과채류 및
방울토마토

강원희, 김현주

정동호, 문덕수

정동호, 문덕수

출원일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05. 1. 7

2005-1534

특허

대한민국

'05. 1. 14

2005-3777

특허

대한민국

'05. 1. 14

2005-3779

특허

대한민국

'05. 1. 17

2005-4157

특허

대한민국

김상진, 권개경
벤조[아]피렌 분해 촉진제 및 이를 이용한
생분해 방법

강지현, 이희순
이숙영

무인해양탐사선의 자동탐사 시스템

손남선, 김선영

'05. 1. 21

2005-5020

특허

대한민국

어구용 폐스티로폼 감용 장치

전태병, 강창구

'05. 1. 30

2005-8719

특허

대한민국

동해심층수를 이용한 콩나물 배양액 및
콩나물

김현주, 강원희

'05. 2. 25

2005-16046

특허

대한민국

'05. 2. 25

PCT-KR2005-529

특허

PCT

'05. 3. 08

2005-19127

특허

대한민국

'05. 3. 08

2005-19128

특허

대한민국

'05. 3. 9

2005-19703

특허

대한민국

'05. 3. 18

2005-22800

특허

대한민국

김일래
최혁진, 이경중

침몰선의 액체물질 원격 회수 장치 및
회수 방법

이문진, 변성훈
강창구

지반 조사용 콘관입 장치

로드 연속 결합/분리 장치

권오순, 장인성
이 배
권오순, 장인성
이 배
김현주, 이유순

해양심층수를 함유한 인체 세정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인체 세정용 비누

김종현, 김종미
김현정, 문덕수
정동호
조진호, 도정룡

연골어류의 연골로부터 얻은 저분자
콘드로이틴 황산 및 이의 제조 방법

김영명, 박용곤
김동수, 조승목
이택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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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일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신규 저온성 리파제,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형질전환된 대장균과 이를
이용한 리파제 대량 생산방법

전정호, 이정현
김상진, 김형권
정병철, 변기득
배승섭, 김윤재
임재규, 이계준

'05. 3. 25

2005-25193

특허

대한민국

'05. 4. 15

2005-31394

특허

대한민국

'05. 4. 27

2005-34796

특허

대한민국

'05. 5. 30

2005-36991

특허

대한민국

'05. 5. 30

2005-45522

특허

대한민국

'05. 6. 21

2005-53346

특허

대한민국

'05. 6. 21

2005-53347

특허

대한민국

'05. 6. 21

2005-53416

특허

대한민국

'05. 6. 23

2005-54238

특허

대한민국

'05. 6. 27

2005-56338

특허

대한민국

'05. 7. 12

2005-62580

특허

대한민국

'05. 7. 12

2005-62582

특허

대한민국

'05. 7. 12

2005-62583

특허

대한민국

옥플록사신 에스테르에 대한 광학 선택적
리파제, 이를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및 이를 이용하여 레보플 록사신을 제조
하는 방법

김상진, 서해점

염분 조절이 가능한 해양수 요법 보조
장치

김현주, 정동호

부화자어 먹이로 이용 가능한 남방소모충
및 이것의 배양 방법

이순길, 이균우

접을 수 있는 날개를 갖는 요트용 킬

유재훈, 안해성

김준태, 강성균
나현섭

문덕수

최희정, 김종만

홍석원, 경조현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

조석규, 홍사영
김형우

자성체를 이용한 파력발전 장치

힌지링크 연결 일체형 방파제

회전익 날개 끝 간극유동 손실 방지용
임펄스 터빈

해저탐사용 투하 중량체의 체결장치

홍석원, 경조현
조석규, 홍사영
홍사영, 김병완
경조현
김기섭, 홍석원
이영연, 현범수
홍 섭, 김형우
최종수
이택견, 장 만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펙테노톡신-2
(pectenotoxin-2) 검출용 바이오센서

염승식, 우선옥
김동균, 황현식
이석찬
이택견, 장 만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오카다익산
(okadaic acid) 검출용 바이오센서

염승식, 우선옥
김동균, 황현식
이석찬
이택견, 장 만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도모익산
(domoic acid) 검출용 바이오센서

염승식, 우선옥
김동균, 황현식
이석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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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출원일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05. 7. 12

2005-62584

특허

대한민국

'05. 7. 12

2005-62585

특허

대한민국

'05. 8. 3

2005-71065

특허

대한민국

'05. 8. 3

2005-71067

특허

대한민국

'05. 8. 9

2005-72745

특허

대한민국

'05. 8. 22

2005-74921

특허

대한민국

'05. 9. 14

2005-85605

특허

대한민국

'05. 9. 28

2005-90517

특허

대한민국

'05. 10. 7

2005-94580

특허

대한민국

'05. 10. 8

2005-94644

특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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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이택견, 장 만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네오삭시톡신
(neosaxitoxin) 검출용 바이오센서

염승식, 우선옥
김동균, 황현식
이석찬
이택견, 장 만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고니아톡신
(gonyautoxin) 검출용 바이오센서

염승식, 우선옥
김동균, 황현식
이석찬

양현하역용 부유식 안벽

장인성, 한상훈
채장원, 곽대진
장인성, 한상훈

양현하역용 부유식 안벽

채장원, 홍사영
곽대진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상향변위 제어
시스템

SEP 바지 레그의 수압인발 장치 및 방법

한상훈, 장인성
채장원
장인성, 한상훈
채장원, 곽대진
김은찬, 신경순

선박용 밸러스트수의 전해 소독장치

강국진, 이강평
김영준
성홍근, 전태병

폐 FRP 선박 융용 안정화 방법

정노택, 김선동
강창구, 김상인
윤진한

입체선택적 가수분해 활성을 갖는
Erythrobacter 속 균주, 상기
Erythrobacter 속 균주로부터 생산되는
에폭사이드 가수분해 요소

고호열성 DNA 중합효소 및 이의 제조
방법

김상진, 황영옥
우정희, 강성균
조장천

이정현, 이현숙
김윤재, 강성균
임재규, 전정호
배승섭, 김상진
현정호, 권개경
양성현, 권석태
남기훈

107

Annual Report 2005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일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고호열성 리가아제 효소 및 이의 제조
방법

이정현, 이현숙
김윤재, 강성균
임재규, 전정호
배승섭, 김상진
현정호, 권개경
양성현, 권석태
남기훈

'05. 10. 8

2005-94693

특허

대한민국

'05. 10. 10

2005-94834

특허

대한민국

'05. 10. 11

2005-95620

특허

대한민국

'05. 10. 11

2005-95630

특허

대한민국

'05. 10. 13

2005-96329

특허

대한민국

'05. 10. 13

2005-96544

특허

대한민국

'05. 10. 13

2005-96545

특허

대한민국

'05. 10. 18

2005-97628

특허

대한민국

'05. 10. 25

2005-100651

특허

대한민국

'05. 10. 27

2005-101721

특허

대한민국

'05. 10. 27

2005-101722

특허

대한민국

'05. 10. 27

2005-101723

특허

대한민국

무인 표적예인선의 원격통제 시스템 및
통제 방법

손남선, 이창민

무인 해상경비정의 원격통제 시스템 및
통제 방법

손남선, 이창민

이한진, 공도식

이한진, 공도식
성홍근, 정노택

해양조사 장비 투입 및 인양 장치

김선동, 강창구
공의준

수륙양용 수상오토바이

유재훈, 안해성
반석호

해양퇴적물 및 수질 오염 진단키트 및
이를 이용한 오염 진단 방법

심원준, 정지현

해양퇴적물 및 수질 오염 진단용 콜린계
효소 추출물 및 그 추출 방법

정지현, 심원준

오재룡

오재룡
오승용, 노충환

선발에 의한 고성장 참돔 품종

박용주, 최희정
명정구, 김종만
오승용, 백상규

수중 가두리 장치

노충환, 김종만
명정구, 박용주
이택견, 염승식

항-에스트리올 항혈청을 포함하는 에스
트리올 검출용 바이오센서 및 에스트리올
검출 방법

우선옥, 김동균
황현식, 이석찬
최인순
이택견, 염승식

항-비스페놀 항혈청을 포함하는 비스페놀
검출용 바이오센서 및 비스페놀 검출 방법

우선옥, 김동균
황현식, 이석찬
최인순
이택견, 염승식

항-베타에스트라디올 항혈청을 포함하는
베타에스트라디올 검출용 바이오센서 및
베타에스트라디올 검출 방법

우선옥, 김동균
황현식, 이석찬
최인순

108

출원일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05. 10. 31

2005-103267

특허

대한민국

고호열성 프로일올리고펩티다아제 및
이의 제조 방법

이정현, 이현숙
김윤재, 강성균
임재규, 전정호
배승섭, 김상진
현정호, 권개경
양성현

'05. 10. 31

2005-103487

특허

대한민국

고호열성 아미노펩티다아제 P 및
이의 제조 방법

이정현, 이현숙
김윤재, 강성균
임재규, 전정호
배승섭, 김상진
현정호, 권개경
양성현

'05. 10. 31

2005-103488

특허

대한민국

고호열성 카르복시펩티다아제 효소 및
이의 제조 방법

이정현, 이현숙
김윤재, 강성균
임재규, 전정호
배승섭, 김상진
현정호, 권개경
양성현

'05. 10. 31

2005-103489

특허

대한민국

고호열성 메티오닐아미노펩티다아제 및
이의 제조 방법

이정현, 이현숙
김윤재, 강성균
임재규, 전정호
배승섭, 김상진
현정호, 권개경
양성현

'05. 10. 31

2005-103493

특허

대한민국

고호열성 신균주 KCTC 10859BP 및
이로부터 생산되는 고호열성 아밀라제

이정현, 이현숙
김윤재, 강성균
임재규, 전정호
배승섭, 김상진
현정호, 권개경
양성현

'05. 11. 1

2005-103852

특허

대한민국

'05. 11. 7

2005-106121

특허

대한민국

'05. 11. 24

2005-112836

특허

대한민국

'05. 11. 24

2005-112837

특허

대한민국

저질 순환식 측정장치

수평도와 경사도의 조정 장치가 분리된
슬라이딩 쐐기형 레일체어
항암물질을 생산하는 방선균 스트렙토마
이세스 속 균주, 이의 분리 방법, 이로부
터 반고형 추출물을 제조하는 방법, 이로
부터 유래한 반고형 추출물 및 이를 이용
한 항암제 조성물
항암물질과 이것의 추출 방법 및 이를 포
함하는 항암제 조성물

발명자
김동선, 명철수
현정호, 이광수

최종수, 홍 섭
여태경, 김형우

신희재, 정성윤
김태식, 이희승

신희재, 정성윤
김태식, 이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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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출원일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05. 11. 29

2005-114626

특허

대한민국

'05. 11. 30

2005-115532

특허

대한민국

'05. 11. 30

2005-115565

특허

대한민국

'05. 11. 30

2005-115566

특허

대한민국

'05. 12. 8

2005-119332

특허

대한민국

'05. 12. 15

2005-123702

특허

대한민국

'05. 12. 19

2005-125728

특허

대한민국

'05. 12. 23

2005-128617

특허

대한민국

'05. 12. 27

2005-130771

특허

대한민국

'05. 12. 28

2005-132098

특허

대한민국

'05. 12. 29

2005-133605

특허

대한민국

'05. 12. 29

2005-133610

특허

대한민국

'05. 12. 31

2005-136214

특허

대한민국

오승용, 백상규
심해수를 이용한 수하식 양식 장치

박용주, 김종만
명정구, 김장욱
오승용, 노충환

미세조류 생산장치

박용주, 김종만
명정구, 이태희

20인승 위그선

20인승 위그선의 활주형 선체구조

신명수, 김윤식
강국진
신명수, 김윤식
강국진
성홍근, 전태병

해안 부착 폐기물 수거 장치 및 방법

정노택, 김선동
강창구, 공의준
이택견, 김소정

폴리페놀이 함유된 항산화물질 추출 방법
및 이에 따른 항산화물질

우선옥, 최은석
염승식, 조진호
도정룡

수중 통신을 위한 2차 PLL의 잡음등가대
역폭 조절 방법 및 그 장치

김승근, 임용곤

심해무인잠수정의 부력 및 자세 조절
장치 및 그 시스템

김기훈, 전봉환

수중탐사 및 개발을 위한 전원·전기 및
통신 시스템

최현택, 이판묵

시료 채취용 멀티 코어러

이태희, 최동림

이판묵

전봉환, 임용곤

박우선, 권오순
수압을 이용한 파일관입 장치 및 방법

장인성, 한상훈
이진학, 정원무

파일앵커와 윈치를 이용한 파일관입 장치
및 방법

방파제의 항내수 배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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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선, 권오순
장인성, 한상훈
이진학, 정원무
박우선, 안희도
정원무, 이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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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등록
발명의 명칭

거리측정이 가능한 단동형 수중스테레오
카메라

어구용 파쇄 폐스티로폼의 세정 및
분리 장치

발명자

등록일

등록번호

재산권

등록국가

'05. 1. 4

6,839,082 B2

특허

미국

'05. 1. 21

469212

특허

대한민국

'05. 3. 21

479527

특허

대한민국

'05. 3. 24

480960

특허

대한민국

'05. 3. 24

480961

특허

대한민국

'05. 3. 25

481081

특허

대한민국

'05. 3. 25

481082

특허

대한민국

'05. 3. 25

481166

특허

대한민국

'05. 3. 25

481167

특허

대한민국

'05. 3. 25

481168

특허

대한민국

'05. 4. 8

483908

특허

대한민국

'05. 4. 12

484533

특허

대한민국

'05. 4. 29

488365

특허

대한민국

이판묵, 이종무
전봉환, 임용곤
홍석원
유정석, 강창구
길상인, 윤진한
유정석, 성홍근

폐 연심로프 분쇄 재활용 장치

강창구, 길상인
윤진한, 김선송

부유폐기물 수거 장치가 구비된 다기능
해양폐기물 수거선

신명수, 조용진
문일성, 유정석
강창구
신명수, 조용진

절단기가 구비된 해양폐기물 수거선

문일성, 유정석
강창구

와류형 해양방류관 노즐

굴패각을 혼합한 콘크리트 및 그 제조
방법

서일원, 강시환
류시완, 박용성
양은익, 심재설
윤길림
신명수, 조용진

버켓이 구비된 다기능 해양폐기물 수거선

문일성, 유정석
강창구

오렌지 그라플이 구비된 다기능 해양
폐기물 수거선

잔여폐기물 수거장치가 구비된 다기능
해양폐기물 수거선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삭시톡신
검출용 바이오센서

반구형 관측영역을 갖는 무인잠수정의
초협대역 초음파 위치추적장치

가로널 방파제

신명수, 조용진
문일성, 유정석
강창구
신명수, 조용진
문일성, 유정석
강창구
장 만, 이택견
신경순
이판묵, 전봉환
김시문, 이종무
임용곤, 홍석원
박우선, 권오순
장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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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원심 분리 농축기와 진공 동결건조기를
이용한 담수 및 소금 생산방법과 그 장치

김현주, 박성제
한인근

출원일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05. 5. 12

490922

특허

대한민국

'05. 5. 30

494138

특허

대한민국

'05. 6. 8

495833

특허

대한민국

'05. 6. 22

498703

특허

대한민국

'05. 7. 14

503205

특허

대한민국

'05. 7. 19

504003

특허

대한민국

'05. 9. 8

515217

특허

대한민국

'05. 9. 9

515509

특허

대한민국

'05. 9. 15

516785

특허

대한민국

'05. 10. 5

520820

특허

대한민국

'05. 11. 3

527898

특허

대한민국

'05. 11. 10

529282

특허

대한민국

'05. 11. 24

532715

특허

대한민국

'05. 11. 24

532716

특허

대한민국

신명수, 조용진
다기능 해양폐기물 수거선

문일성, 유정석
강창구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화합물 분해 미생물
과 이를 이용한 생물정화기술 적용 방법
및 첨가물 조성

양식용 부자 폐스티로폼 감용기

콘관입 시험기용 연성로드

양식용 부자 폐스티로폼 세척기

밸러스트 탱크의 해수교환용 이동식
차단 격벽 시스템

퇴적층 절단용 압출 장치

해저탐사용 투하 중량체의 체결 장치

횡동요를 고려한 선박의 조종 성능
추정용 시험 장치
나노입자 토르마린을 포함한 역삼투
복합막 및 이의 제조 방법

전자수용체 처리를 통한 퇴적토의
생물학적 정화 방법

광원을 이용한 치어의 수층별 채집기기
및 그 방법

음파유속계 고정 장치

112

김상진, 권개경
정홍배, 손재학
강지현
강창구, 유정석
김선송
권오순, 장인성
강창구, 유정석
김선송
조용진, 강국진
김은찬
현정호, 명철수
최중기
홍 섭, 김형우
최종수

김선영, 김연규

김현주, 정동호
송경헌, 홍영기
김상진, 권개경
오영숙, 최성찬
이연희

김 성, 유재명

황상철, 김철수
신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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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최종학교

성명

학 위 (전 공)

원장

염기대

박사 (연안공학)

프랑스, PARIS II 대

감사

박래군

학사 (경제학)

고려대

선임연구본부장

김기현

박사 (해양미고생물학)

미국, 북일리노이대

해양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장

권문상

박사 (법학)

경희대

해양환경연구본부장

박찬홍

박사 (지질학)

일본, 치바대

해양자원연구본부장

김웅서

박사 (해양생물학)

미국, 뉴욕주립대

수석검사역

김영필

학사 (경제학)

고려대

기획부장

김태영

석사 (무역학)

동국대

행정부장

조경래

석사 (경제학)

경남대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장

홍석원

박사 (응용역학)

미국, 미시간대

해양시스템기술연구본부장

서상현

박사 (선박해양공학)

미국, 미시간대

해양운송안전연구본부장

김기섭

박사 (기계공학)

한국과학기술원

해양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학 교 : 일본, 동경대
·전 공 : 자원공학
·논 문 : 심해저광물자원의 경제성 평가수법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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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연구본부
선임연구원
·학 교 : 일본, 토요하시과학기술대
·전 공 : 환경·생명공학
·논 문 : Structural conversion and biodegradability improvement of refractory
pollutants by hydrothermal reaction

선임연구원
·학 교 : 서울대
·전 공 : 대기과학
·논 문 : 대기모드와 해양모드가 ENSO 변동에 미치는 역학적 영향 (모델링과 이론)

선임연구원
·학 교 : 서울대
·전 공 : 물리해양학
·논 문 : 동해 중층 해수 물성의 장기 변화

선임연구원
·학 교 : 인하대
·전 공 : 생물수산해양학
·논 문 : 황해와 동중국해의 식물플랑크톤 분포와 일차생산력 연구

선임연구원
·학 교 : 미국, 멤피스대
·전 공 : 지구물리학
·논 문 : Subsurface structure, seismicity patterns, and their implication to tectonic
evolution in Taiwan

연구원
·학 교 : 서울대
·전 공 : 해양저서생태학
·논 문 : 한국서해안 대부도 갯벌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시·공간적 분포

연구원
·학 교 : 부산대
·전 공 : 해양학
·논 문 : 부산 남항에서의 천부 고해상 탄성파 지층구조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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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연구본부
선임연구원
·학 교 : 한양대
·전 공 : 수중음향학
·논 문 : 참돔과 조피볼락의 음향 산란 특성

선임연구원
·학 교 : 연세대
·전 공 : 지구물리학
·논 문 : Suitable site investigation for manganese nodule development in the northeastern
Pacific by using GIS and probability method
연구원
·학 교 : 부산대
·전 공 : 해양학
·논 문 : 진해만 표층퇴적물 내 금속들의 지화학적 특성

연안개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학 교 : 한국과학기술원
·전 공 : 토목공학
·논 문 : 구조계 규명기법에 의한 구조물 접합부의 손상도 추정

연구원
·학 교 : 한국정보통신대
·전 공 : 컴퓨터그래픽
·논 문 : 3D non-rigid registration of volumetric data using thin plate spline

연구원
·학 교 : 건국대
·전 공 : 토목공학
·논 문 : 해수유동 수치모형에서의 이동경계처리 연구

해양자료정보실
기술원
·학 교 : 서울대
·전 공 : 해양학
·논 문 : 염하구 표영생태계에서 섬모충류의 분포와 탄소순환에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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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특성연구본부
선임연구원
·학 교 : 서울대
·전 공 : 해양화학
·논 문 : 한국 해양환경 내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의 분포 및 특성

선임연구원
·학 교 : 성균관대
·전 공 : 동물학
·논 문 : Systematic study of Korean Neoloricates based on karotype and character analyses

선임연구원
·학 교 : 일본, 동북대
·전 공 : 수산학
·논 문 : Life cycle strategies of choreotrich ciliate plankton in Onagawa Bay

연구원
·학 교 : 한국해양대
·전 공 : 해양환경
·논 문 : 부산 및 진해 연근해에 출현하는 동물플랑크톤 오염지표 종 개발에 대한 연구

해양시스템기술연구본부
선임연구원
·학 교 : 일본, 구마모토대
·전 공 : 기계공학
·논 문 : FDI 접근법을 통한 대규모 디스크립트 시스템의 분산 제어

선임연구원
·학 교 : 서울대
·전 공 : 조선해양공학
·논 문 : 무인잠수정 SNUUV I의 자율제어 비선형 운동에 대한 해석

선임연구원
·학 교 : 충남대
·전 공 : 전자공학
·논 문 : 정합필터를 이용한 GPS 초기동기 설계와 성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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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운송안전연구본부
선임연구원
·학 교 : 한국과학기술원
·전 공 : 항공우주공학
·논 문 : 다중 격자 기법을 위한 Navier-Stokes Solver의 수렴 특성에 대한 연구

선임연구원
·학 교 : 서울대
·전 공 : 기계항공공학
·논 문 : 공동 및 비공동 환경하에서의 수중 추진기 소음 해석에 관한 연구

선임연구원
·학 교 : 충남대
·전 공 : 선박해양공학
·논 문 : 프로펠러 성능해석 향상을 위한 고차패널법의 적용

선임연구원
·학 교 : 부산대
·전 공 : 기계공학
·논 문 : 제한된 통신 대역폭에서 군집주행을 위한 상태추정과 채널 스케줄링

선임연구원
·학 교 : 서울대
·전 공 : 조선해양공학
·논 문 : 판요소법을 이용한 선수형상 설계에 관한 연구

연구원
·학 교 : 서울대
·전 공 : 조선해양공학
·논 문 : 수중운동체의 목표추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유도알고리듬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연구원
·학 교 : 이화여대
·전 공 : 지질학
·논 문 : 인공 구조물이 해안 지형 형성에 미치는 영향 - 포항 송도 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원
·학 교 : 충남대
·전 공 : 기계공학
·논 문 : 마이크로 자기베어링 스핀들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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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상

성 명

직 급

소 속

공적사항

비 고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서인원

책임행정원

건설기술지원단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

과학의 날

과학기술부
부총리표창

김성대

책임기술원

데이터운영팀

국가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로

과학의 날

철탑산업훈장

권문상

책임연구원

해양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

해양법 및 국가해양정책의 기반구축 등을
통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

바다의 날

산업포장

임용곤

책임연구원

해양탐사장비
연구사업단

수중무선통신시스템 개발 등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

바다의 날

국무총리표창

박수인

책임기술원

운영계획팀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관련법령 제정 등에
참여를 통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

바다의 날

해양수산부
장관표창

곽태영

책임기술기사

연구선운항팀

해양수산발전에 기여한 공로

바다의 날

해양수산부
장관표창

우한준

책임연구원

해저환경
연구사업단

해양환경보전(습지)에 기여한 공로

습지보전의 날

과학기술부
부총리표창

장영권

선임행정원

총무팀

보안, 화재, 안전 업무에 기여한 공로

보안감사

과학기술부
부총리표창

정재걸

책임사무원

혁신인사팀

제17차 월동연구대 업무를 통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

월동연구대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표창

김철호

책임연구원

해양기후환경
연구사업단

연구원과 국가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로

개원기념일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표창

곽태영

책임기술기사 연구선운항팀

40톤급 해양연구선 장목호 건조시
기여한 공로

장목호
취항 기념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표창

조성권

책임기술기사

연구선운항팀

40톤급 해양연구선 장목호 건조시
기여한 공로

장목호
취항 기념

해양수산부
장관표창

안해성

선임연구원

해양운송신기술
연구사업단

해양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

보급형레저선박
(요트)개발 기념

해양수산부
장관표창

고창두

책임연구원

차세대운송체
연구사업단

해양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

쇄빙선
건조 개발

과학기술부
부총리표창

-

-

바다목장화
연구사업단

선도적 지역혁신 활동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

-

저 자

소 속

논문제목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109,
B12210.

학술지명

최우수

김종옥, 이인성, 이경용

해양자원연구본부

S, Sr, and Pb isotopic systematics
of hydrothermal chimney
precipitates from the Eastern
Manus Basin, western Pacific:
Evaluation of magmatic
contribution to hydrothermal
system

우수

이재학,
Kelvin J. Richards

해양환경연구본부

The three-dimensional structure
of the interleaving layers in the
western equatorial Pacific Ocean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31(6), 1-4.

우수

손재학, 이정현, 이하나,
전종식, 배경숙, 안태영,
김상진

해양자원연구본부

Kordia algicida gen. nov., sp.
nov., an algicidal bacterium
isolated from red tide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and
Evolutionary
Microbiology, 54(5),
675-680.

해양환경연구본부

Intermediate level circulation of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East/Japan Sea estimated from
autonomous isobaric profiling
floats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31(13), L13213.

연안개발연구본부

An analytical solution for the
local suspended sediment
concentration profile in tidal sea
region

Cement and
Concrete Research,
34(7), 1219-1227.

우수

박영규, 오경희, 장경일,
석문식

우수

정경태, 진재율, 강현우,
이호진

Estuarine, Coastal
and Shelf Science,
61, 657-667.

우수

한상훈, 김진근

연안개발연구본부

Effect of temperature and ag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ynamic and static elastic
modulus of concrete

우수

이동곤, 이순섭, 박범진

해양운송안전연구본부

3-D geometric modeler for rapid
ship safety assessment

Ocean Engineering,
31, 1219-1230.

Journal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9(4),
182-189.

대한조선학회논문집
41(6), 15~23.

우수

황호진, 이한민, 한순흥

해양운송안전연구본부

Digital exchange of design
models between marine
equipment libraries using hybrid
neutral formats

우수

안종우, 김기섭, 박영하,
김경열

해양운송안전연구본부

Waterjet 추진 장치의 흡입구
유도관 단독성능 시험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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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저 자

논문제목

비 고

우수

김일남, 이동섭

부산대학교

OPM 방법으로 분석한 하계
동해의 수계 특성

26권 4호, 581-594.

우수

노재훈, 유신재, 이미진,
손승규, 김웅서

해양환경연구본부

Flow Cytometer를 이용한
열대 동태평양의 독립영양
극미소 플랑크톤 연구

26권 2호, 273-286.

소 속

논문제목

학술지명

극지환경연구본부

The effect of atmospheric
CO2 ans ice sheet
topography on LGM
climate

Climate Dynamics,
22(1), 639-651.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31(20), L20111.

Journal of Natural
Products,
67(4), 672-674.

구 분

120

소 속

저 자

최우수

김성중

우수

홍성민, C.F. Boutron,
P. Gabrielli, C. Barbante,
C.P. Ferrari, J.R. Petit,
이강현, V.Y. Lipenkov

극지환경연구본부

Past natural changes in Cu,
Zn and Cd in Vostok
Antarctic ice dated back to
the penultimate interglacial
period

우수

이희승, 안종웅, 이윤호,
노정래, 신종헌

해양자원연구본부

New Sesterterpenes from
the Antarctic sponge
Suberites sp.

구 분

성 명

직 급

소 속

우수

김 지 희

선임사무원

총무팀

우수

편 옥 이

사무원

운영총괄팀

우수

조 인 선

책임사무원

관리시설팀

성 명

직 급

문재운

책임연구원

심해연구사업단

홍사영

책임연구원

해양플랜트연구사업단

이용국

선임연구원

해저환경연구사업단

진재율

선임연구원

해양에너지ㆍ환경개선연구사업단

현상민

선임연구원

해양환경위해성연구사업단

최현우

선임기술원

데이터운영팀

김원태

선임행정원

예산팀

김영성

선임행정원

혁신인사팀

조용진

선임연구원

해양운송신기술연구사업단

장인성

선임연구원

항만ㆍ연안공간연구사업단

최기석

기술원

연구개발팀

김남훈

행정원

회계팀

유옥환

연수연구원

해양생태계보전연구사업단

목진숙

단위연구사업인력

해양바이오신소재연구사업단

박정록

용역직

운영총괄팀

손남선

연구원

해상교통안전연구사업단

양준혁

행정원

사업관리팀

우선미

선임사무원

혁신기획팀

오용준

책임기술기사

관리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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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 속

발전상

성취상

기여상

모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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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 서 명

연구사업단장

우수

해양바이오신소재연구사업단

김상진

우수

해양환경위해성연구사업단

오재룡

우수

바다목장화연구사업단

김종만

우수

심해연구사업단

박정기

우수

해양생태계보전연구사업단

김동성

우수

항만·연안공간연구사업단

정원무

우수

해양플랜트연구사업단

홍사영

우수

차세대운송체연구사업단

이동곤

구 분

부 서 명

부서장

구 분

부 서 명

부서장

우수

남해특성연구본부

최진우

우수

혁신기획팀

심민보

우수

총무팀

김석기

우수

운영계획팀

박수인

구 분
최우수 지원팀

혁신기획팀 (심민보)

우수 지원팀

예산팀 (김세용), 혁신인사팀 (김재순), 총무팀 (김석기), 연구선운항팀 (박동원), 관리시설팀 (한주일)

근속연수

20년 근속

10년 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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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부서장)

인 원

19명

10명

직 급

성

명

책임연구원

유해수, 이희준, 배세진, 심재설, 박찬홍, 최동림, 이동영,
정원무, 김상진, 소재귀, 안종우, 이판묵, 홍사영

책임기술원

김민석, 김상익, 이봉원

선임연구원

이용국

선임기술원

권순철

책임연구기사

백원대

책임연구원

김웅서, 우한준, 홍기용, 김현주

선임연구원

김진하, 문일성

선임행정원

노원대

전일제기술기사

정삼용, 송황근, 강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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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mail

성명

학 위 (전 공)

원장

염기대

박사 (연안공학)

kdyum@kordi.re.kr

감사

박래군

학사 (경제학)

rkpark@kordi.re.kr

수석검사역

김영필

학사 (경제학)

ypkim@kordi.re.kr

선임연구본부장

김기현

박사 (해양미고생물학)

kkim@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장

권문상

박사 (법학)

mskwon@kordi.re.kr

기술정책연구실

오위영

박사과정수료 (정책학)

wyoh@kordi.re.kr

대외협력실장

허 식

박사 (지구물리학)

sikhuh@kordi.re.kr

해양환경연구본부장

박찬홍

박사 (지질학)

chpark@kordi.re.kr

해양자원연구본부장

김웅서

박사 (해양생물학)

wskim@kordi.re.kr

연안개발연구본부장

이광수

박사 (연안공학)

kslee@kordi.re.kr

해양자료정보실장

강해석

석사 (수학)

hskang@kordi.re.kr

데이터운영팀장

김성대

박사 (해양물리학)

sdkim@kordi.re.kr

학술정보팀장

한종엽

박사 (문헌정보학)

jyhan@kordi.re.kr

기획부장

김태영

석사 (무역학)

tykim@kordi.re.kr

혁신기획팀장

심민보

석사 (정보처리학)

mbsim@kordi.re.kr

예산팀장

김세용

석사 (법학)

sykim@kordi.re.kr

연구개발팀장

김채수

석사 (해양학)

ckim@kordi.re.kr

성과확산홍보팀장

노원대

학사 (행정학)

wdroh@kordi.re.kr

경영정보팀장

권순철

석사 (전자공학)

sckwon@kordi.re.kr

행정부장

조경래

석사 (경제학)

klcho@kordi.re.kr

혁신인사팀장

김재순

-

kimjs@kordi.re.kr

총무팀장

김석기

학사 (경영학)

kimsk@kordi.re.kr

재무팀장

임충규

학사 (행정학)

cglim@kordi.re.kr

자재팀장

송동일

-

disong@kordi.re.kr

건설사업단장

유동연

석사 (건축공학)

dyyoo@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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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남해연구소장

장 만

박사 (해양생물학)

mchang@kordi.re.kr

남해특성연구본부장

최진우

박사 (해양생물학)

jwchoi@kordi.re.kr

운영관리실장

최형태

석사 (정보전산학)

htchoi@kordi.re.kr

운영총괄팀장

박진홍

석사 (건축공학)

parkjh@kordi.re.kr

연구선운항팀장

박동원

석사 (전자공학)

dwpark@kordi.re.kr

직위

성명

학 위 (전 공)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장

홍석원

박사 (응용역학)

swhong@moeri.re.kr

해양시스템기술연구본부장

서상현

박사 (선박해양공학)

shsuh@moeri.re.kr

해양운송안전연구본부장

김기섭

박사 (기계공학)

kksprop@moeri.re.kr

행정지원실장

박종남

-

jnpark@moeri.re.kr

운영계획팀장

박수인

석사 (경영학)

sipark@moeri.re.kr

사업관리팀장

김덕영

석사 (정보관리학)

dykim@moeri.re.kr

관리시설팀장

한주일

석사 (경영학)

jihan@moeri.re.kr

회계자산팀장

정찬금

학사 (물리학)

chung@moeri.re.kr

건설기술지원단장

서인원

학사 (물리학)

suhi@moeri.re.kr

성명 학위

전공

e-mail

성명 학위

e-mail

전공

e-mail

권석재 박사 환경경제학

sjkwon@kordi.re.kr

양찬수 박사 토목공학

yangcs@kordi.re.kr

박성욱 박사 법학

swpark@kordi.re.kr

유주형 박사 원격탐사학

jhryu@kordi.re.kr

박세헌 박사 자원공학

shpark@kordi.re.kr

유홍룡 박사 원격탐사에 의한 연안지형학 hryoo@kordi.re.kr

안유환 박사 해양광학 및 해색원격탐사 yhahn@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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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학 위 (전 공)

이미진 석사 생물학

cmlee@kordi.re.kr

학위

e-mail

성명

학위

강성현

박사

해양화학

shkahng@kordi.re.kr

석문식

박사

해양물리학

msuk@kordi.re.kr

강형구

박사

해양생물학

kanghk@kordi.re.kr

석봉출

박사

해양지질학

bcsuk@kordi.re.kr

구본주

석사

해양학

bjkoo@kordi.re.kr

신동혁

박사

해양지질학

dhshin@kordi.re.kr

권수재

-

퇴적학

kwonsj@kordi.re.kr

신창웅

박사

해양학

cwshin@kordi.re.kr

김경련

박사

환경·생명공학

kyoungrean@kordi.re.kr

양동범

박사

해양화학

dbyang@kordi.re.kr

김경태

박사

환경공학

ktkim@kordi.re.kr

예상욱

박사

대기과학

swyeh@kordi.re.kr

김광희

박사

지구물리학

kwanghee@kordi.re.kr

우한준

박사

해양지질학

hjwoo@kordi.re.kr

김동선

박사

생지화학

dkim@kordi.re.kr

유신재

박사

생태학

sjyoo@kordi.re.kr

김동성

박사

생물과학

dskim@kordi.re.kr

유재명

박사

해양생물학

jmyoo@kordi.re.kr

김봉채

박사

해양음향학

bckim@kordi.re.kr

유해수

박사

지구물리학

hsyoo@kordi.re.kr

김석현

박사

화학해양학

shkim@kordi.re.kr

이 석

박사

토목환경공학

lees@kordi.re.kr

김 성

박사

해양생물학

skim@kordi.re.kr

이상훈

박사

해양지질학

sanglee@kordi.re.kr

김성렬

박사

지구물리학

srkim@kordi.re.kr

이용국

석사

해양학

yklee@kordi.re.kr

김영일

박사

화학해양학

yikim@kordi.re.kr

이재학

박사

해양생물학

jahlee@kordi.re.kr

김완수

박사

생물해양학

waskim@kordi.re.kr

이재학

박사

해양물리학

jhlee@kordi.re.kr

김은수

박사

화학해양학

eskim@kordi.re.kr

이하웅

-

해양관측·조사

hwlee@kordi.re.kr

김종관

박사

섭식생태학

kimck@kordi.re.kr

이흥재

박사

해양물리학

hjlee@kordi.re.kr

김철수

박사

해양물리학

cskim@kordi.re.kr

이희일

박사

해양지질학

hilee@kordi.re.kr

김철호

박사

해양물리학

chkim@kordi.re.kr

이희준

박사

해양지질학

heelee@kordi.re.kr

김한준

박사

지구물리학

hanjkim@kordi.re.kr

장찬주

박사

대기과학

cjjang@kordi.re.kr

노재훈

박사

생물수산해양학

jhnoh@kordi.re.kr

전동철

박사

해양공학

dcjeon@kordi.re.kr

민동주

박사

지구물리학

djmin@kordi.re.kr

정갑식

박사

심해퇴적학

ksjeong@kordi.re.kr

민홍식

박사

해양물리학

hsmin@kordi.re.kr

정백훈

석사

해양학

bhjung@kordi.re.kr

박영규

박사

해양학

ypark@kordi.re.kr

정창수

박사

해양화학

cschung@kordi.re.kr

박흥식

박사

저서생태학

hspark@kordi.re.kr

정회수

박사

해양지화학

hsjung@kordi.re.kr

배세진

박사

생물해양학

sjpae@kordi.re.kr

조성록

석사

화학공학

srcho@kordi.re.kr

변상경

박사

해양물리학

skbyun@kordi.re.kr

조철호

박사

해양물리학

chcho@kordi.re.kr

전공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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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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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위

전공

성명

학위

주형태

박사

지구물리학

htjou@kordi.re.kr

한상준

박사

해양지질학

sjhan@kordi.re.kr

최복경

박사

물리학

bkchoi@kordi.re.kr

홍기훈

박사

해양화학

ghhong@kordi.re.kr

추용식

박사

퇴적역학

yschu@kordi.re.kr

황상철

-

해양관측·조사

schwang@kordi.re.kr

성명

학위

전공

e-mail

성명

학위

강돈혁

박사

수중음향학

dhkang@kordi.re.kr

박정기

박사

지구물리학

ckpark@kordi.re.kr

강래선

박사

해산식물학

rskang@kordi.re.kr

박철원

박사

수산생물학

cwpark@kordi.re.kr

강성균

박사

미생물학

sgkang@kordi.re.kr

서현석

학사

원자력공학

hsseo@kordi.re.kr

강정극

박사

해양광물자원학

jkkang@kordi.re.kr
손승규

박사

화학해양학

skson@kordi.re.kr

고영탁

박사

지구물리학

ytko@kordi.re.kr
신희재

박사

천연물화학

shinhj@kordi.re.kr

권개경

석사

환경미생물학

kkkwon@kordi.re.kr
유찬민

박사

지질학

cmyoo@kordi.re.kr

김경홍

석사

해양학

khkim@kordi.re.kr

김민석

학사

증식학

mskim@kordi.re.kr

이경용

박사

지질학

kylee@kordi.re.kr

김상진

박사

미생물학

s-jkim@kordi.re.kr

이근창

학사

해양학

gclee@kordi.re.kr

김종만

박사

수산학

jmkim@kordi.re.kr

이순길

박사

해양생물학

skyi@kordi.re.kr

김충곤

박사

환경생물학

kimcg@kordi.re.kr

이윤호

박사

해양생물학

ylee@kordi.re.kr

김현섭

석사

자원공학

hyskim@kordi.re.kr

이정현

박사

분자미생물학

jlee@kordi.re.kr

노충환

박사

수산생물학

chnoh@kordi.re.kr

이희승

박사

유기화학

hslee@kordi.re.kr

명정구

박사

자원생물학

jgmyoung@kordi.re.kr

지상범

박사

해양지질학

sbchi@kordi.re.kr

문재운

박사

지질학

jwmoon@kordi.re.kr

현정호

박사

해양미생물학

jhhyun@kordi.re.kr

박용주

학사

농학

yjpark@kordi.re.kr

형기성

박사

지질학

kshyeong@kordi.re.kr

성명

학위

전공

e-mail

성명

학위

전공

e-mail

강석구

박사

해양물리학

skkang@kordi.re.kr

권오순

박사

지반공학

oskwon@kordi.re.kr

강시환

박사

해양학

swkang@kordi.re.kr

김상익

학사

환경공학

sikim@kordi.re.kr

강현우

박사

해양물리학

hwkang@kordi.re.kr

김진아

석사

컴퓨터그래픽

jakim@kordi.re.kr

e-mail

전공

전공

e-mail

e-mail

학위

전공

e-mail

김창식

박사

연안역학

surfkim@kordi.re.kr

민인기

석사

토목공학

박광순

박사

박우선

성명

학위

전공

e-mail

이동영 박사

연안공학

dylee@kordi.re.kr

ikmin@kordi.re.kr

이종찬 박사

토목공학

jclee@kordi.re.kr

연안역학

kspark@kordi.re.kr

이진학 박사

토목공학

yijh@kordi.re.kr

박사

구조공학

wspark@kordi.re.kr

임학수 석사

건설교통공학

hslim@kordi.re.kr

박진순

석사

해양학

jpark@kordi.re.kr

장인성 박사

기반공학

isjang@kordi.re.kr

서승남

박사

연안공학

snseo@kordi.re.kr

전기천 석사

대기과학

kcjun@kordi.re.kr

소재귀

박사

해양물리학

jkso@kordi.re.kr

정경태 박사

응용수학

ktjung@kordi.re.kr

심재설

박사

연안공학

jsshim@kordi.re.kr

정원무 박사

연안공학

wmjeong@kordi.re.kr

안희도

석사

토목공학

hdahn@kordi.re.kr

조홍연 박사

환경수리학

hycho@kordi.re.kr

오영민

박사

연안공학

ymoh@kordi.re.kr

진재율 박사

해양학

jyjin@kordi.re.kr

윤길림

박사

토목공학

glyoon@kordi.re.kr

채장원 박사

해안·항만공학

jwchae@kordi.re.kr

이달수

박사

연안공학

dslee@kordi.re.kr

한상훈 박사

토목공학

shhan@kordi.re.kr

성명

학위

전공

e-mail

성명 학위

전공

김영옥

박사

수산학

yokim@kordi.re.kr

이택견 박사

생물학

tklee@kordi.re.kr

신경순

박사

해양학

ksshin@kordi.re.kr

임동일 박사

해양지질학

oceanlim@kordi.re.kr

해양화학

uhyim@kordi.re.kr

박사

해양화학

wjshim@kordi.re.kr

임운혁 박사

심원준

장민철 석사

해양환경

mcjang@kordi.re.kr

염승식

박사

동물학

syum@kordi.re.kr

최동림 박사

해양학

dlchoi@kordi.re.kr

오재룡

박사

환경분석화학

jroh@kordi.re.kr

현상민 박사

지질학

smhyun@kordi.re.kr

성명

학위

강성길

박사

강원수
경조현

e-mail

e-mail

성명 학위

해양환경평가

kangsg@moeri.re.kr

김기훈 박사

조선해양공학

shaton@moeri.re.kr

석사

조선공학

wskang@moeri.re.kr

김병완 박사

토목공학

kimbw@moeri.re.kr

박사

조선해양공학

johyun@moeri.re.kr

김선동 석사

해양학

sdkim@moeri.re.kr

전공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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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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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위

e-mail

성명

학위

전공

김승근

박사

정보통신공학

sgkim@moeri.re.kr

유정석

박사

조선해양공학

jsyu@moeri.re.kr

김시문

박사

기계공학

smkim@moeri.re.kr

이문진

박사

해양학

mjlee@moeri.re.kr

김영식

학사

기계공학

youngshikkim@moeri.re.kr

이종무

석사

수중음향학

jmlee@moeri.re.kr

김진하

석사

해양공학

jhakim@moeri.re.kr

이판묵

박사

제어공학

pmlee@moeri.re.kr

김현주

박사

해양공학

hjkim@moeri.re.kr

임용곤

박사

전자공학

yklim@moeri.re.kr

김형우

박사

기계공학

guddn@moeri.re.kr

전봉환

석사

제어공학

bhjeon@moeri.re.kr

문덕수

박사

해양학

dsmoon@moeri.re.kr

전태병

석사

선박해양공학

tbchun@moeri.re.kr

박상현

박사

전자공학

shpark@moeri.re.kr

정노택

박사

해양환경공학

rtjung@moeri.re.kr

박종민

석사

컴퓨터과학

pjm@moeri.re.kr

정동호

박사

해양공학

dhjung@moeri.re.kr

박종원

석사

전자공학

poetwon@moeri.re.kr

조석규

석사

기계공학

skcho@moeri.re.kr

변성훈

석사

조선해양공학

byunsh@moeri.re.kr

최영철

석사

전자공학

ycchoi@moeri.re.kr

서상현

박사

선박해양공학

shsuh@moeri.re.kr

최종수

석사

기계공학

jschoe@moeri.re.kr

성홍근

박사

조선해양공학

hgsung@moeri.re.kr

최학선

석사

조선공학

hschoi@moeri.re.kr

신승호

박사

해양시스템공학

shinsh@moeri.re.kr

최혁진

석사

조선해양공학

hjchoi@moeri.re.kr

심우성

석사

통신 및 제어

wsshim@moeri.re.kr

최현택

박사

전자공학

htchoi@moeri.re.kr

여태경

박사

기계공학

yeutk@moeri.re.kr

홍기용

박사

해양공학

kyhong@moeri.re.kr

오상우

석사

전기공학

swoh@moeri.re.kr

홍석원

박사

응용역학

swhong@moeri.re.kr

오정환

석사

물리해양학

jhoh@moeri.re.kr

홍 섭

박사

해양공학

suphong@moeri.re.kr

성명

학위

전공

e-mail

성명

학위

전공

강국진

박사

조선공학

reskkj@moeri.re.kr

김경열

석사

조선해양공학

kkyprop@moeri.re.kr

고창두

박사

조선해양공학

cdkoh@moeri.re.kr

김광수

박사

선박해양공학

kskim@moeri.re.kr

공도식

박사

인간공학

dosig@moeri.re.kr

김선영

박사

선박해양공학

sykim@moeri.re.kr

공인영

박사

조선해양공학

iygong@moeri.re.kr

김연규

석사

유체역학

ygkim@moeri.re.kr

김건도

박사

선박해양공학

gdkim@moeri.re.kr

김용대

박사

선박해양공학

ydkim@moeri.re.kr

전공

e-mail

e-mail

학위

e-mail

성명

학위

김윤식

박사

항공우주공학

yoonsik@moeri.re.kr

양승일

박사

조선해양공학

siyang@moeri.re.kr

김은찬

박사

선박해양공학

eckim@moeri.re.kr

유재훈

박사

조선해양공학

jhyoo@moeri.re.kr

김 진

박사

기계공학

jkim@moeri.re.kr

윤근항

석사

조선해양공학

gnangi@moeri.re.kr

김혜진

석사

지질학

hjkim@moeri.re.kr

윤재문

석사

조선해양공학

jmyoon@moeri.re.kr

김홍태

박사

생산시스템공학

kht@moeri.re.kr

윤현규

박사

조선해양공학

hkyoon@moeri.re.kr

문일성

박사

조선해양공학

misprop@moeri.re.kr

이경중

박사

조선공학

gjlee@moeri.re.kr

박범진

석사

CAD

baracude@moeri.re.kr

이동곤

박사

조선공학

dklee@moeri.re.kr

박영하

석사

조선해양공학

yghapark@moeri.re.kr

이순섭

석사

조선해양공학

sslee@moeri.re.kr

박일룡

박사

조선해양공학

irpark@moeri.re.kr

이영연

석사

기계공학

yylee@moeri.re.kr

박진형

석사

전산학

jhpark@moeri.re.kr

이종갑

박사

조선해양공학

jklee@moeri.re.kr

박철수

박사

선박해양공학

cspark@moeri.re.kr

이진태 박사

해양공학

ljtprop@moeri.re.kr

반석호

박사

선박유체역학

shvan@moeri.re.kr

이창민 석사

조선해양공학

cmlee@moeri.re.kr

백부근

박사

기계공학

bgpaik@moeri.re.kr

이춘주 박사

조선공학

reslcj@moeri.re.kr

설한신

박사

기계항공공학

hsseol@moeri.re.kr

이한진

박사

조선해양공학

hjlee@moeri.re.kr

손남선

석사

조선해양공학

namsun76@moeri.re.kr

조성락

석사

기계공학

scho@moeri.re.kr

신명수

박사

조선공학

msshin@moeri.re.kr

조용진

석사

조선공학

yjcho@moeri.re.kr

안종우

박사

기계공학

ajwprop@moeri.re.kr

황태현 박사

기계공학

thfang@moeri.re.kr

안해성

박사

조선해양공학

hsahn@moeri.re.kr

황호진 박사

기계공학

hjhwang@moeri.re.kr

성명

학위

학위

전공

e-mail

김영준 학사

전공

전공

e-mail

성명

전공

Annual Report 2005

성명

e-mail

제어계측학

kimyj@kordi.re.kr

박수영 석사

해양학

sypark@kordi.re.kr

박건태

학사

전자공학

gtpark@kordi.re.kr

최상화 석사

해양학

choish@kordi.re.kr

황근춘

학사

전자공학

kchwang@kordi.re.kr

최현우 석사

해양학

hwchoi@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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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서인원 책임행정원, 김성대 책임기술원)

2

2005년도 시무식 개최

23

노무현 대통령 내외 통영바다목장 내방

16~27

2004년도 제2차 생물다양성 생명공학 교육프로
그램 개최 / 남해연구소

26

신동석 해군해양연구소장 내방

27

생활과학교실 개소 (대전 법1동 사무소)
/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마이크로인젝션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전달과
발현 조절 워크숍)
19

경기테크노파크와 산·학·연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27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해양연구원지부 제15대
집행부 출범식

28

김용수 울진군수 내방

2월
15
17~19
18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SLME)
제2차 국내전문가 회의 개최
「동아시아 몬순의 진화 및 지구 고기후 환경 변화
국제심포지엄」개최
기관평가 현장평가 실시

28

22

Dr. James M. Thomson 주한영국문화원 일등
서기관 내방

3월
7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SLME) 본격 착수

9

공공기술연구회 2005년도 정례 경영협의회 개최
/ 남해연구소

제38회 과학의 날 기념
「과학교사 초청 특별강연회」개최

5월
6

한국해양학위원회(KOC) 제1차 총회 및 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PICES) 국내위원회 1차 회의 개최

13

제10회 바다의 날 기념「어린이 갯벌체험 행사」
개최

13
19

「해양배출 폐기물 감소대책을 위한 관계기관 및
업계 대 토론회」개최
2005년도 춘계체육행사 개최

24

제6대 염기대 신임 원장 취임

24

해양수산가족 100사100촌 자매결연식

24~27

제8차 NOWPAP 방제지역활동센터(NOWPAP
MERRAC) Focal Points Meeting 개최
/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30

제11차「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총회 개최

30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개소 5주년 기념식
개최

21~3.11 2005년도 부서별 업무보고회 개최

(해양수산부 주관, 제부어촌계와 자매결연)

31

제10회 바다의 날 기념 수상
(권문상 책임연구원, 임용곤 책임연구원, 박수인
책임기술원, 곽태영 책임기술기사, 故 홍경표
책임연구원)

10

중국 국가해양국 Sun Zhihui 부국장 방문
/ 남해연구소

10

심해용 무인잠수정 이름 공모 시상식

18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과 기술거래 업무
협약 체결 /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6월

23

상반기‘부패방지 및 행동강령 준수 등을 위한
교육’실시

1

29

울릉군의회 의원단 내방

제10회 바다의 날 기념「바다사랑 그림그리기
대회」개최

7

최영락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내방

8

과기노조 해양지부 창립15주년 기념식 개최

31

(ROV 부문 '해미래' / 수중진수장치 부문 '해누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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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과학의 날 기념 수상

생활과학교실 개소 (고성 심층수연구센터),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9

해양환경모의연구동 및 실험장 준공

8

Mr. Adolfo Carafi Melero 주한 칠레 대사 내방

12-7.3

KOICA/AMETEC 해양환경보전 연수과정 실시

20

Mr. Alexander Bychikov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PICES) 사무국장 내방

13

영광군의회 의원단 내방

14

21

차기 원장 후보 정견발표회 개최

안산시 고잔고등학교와 기관간 협력을 위한
협정서 체결

「교통약자의 해상교통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워크숍」개최 /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15

해양안전방제연구동 착공식 /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23

태풍‘나비’
로 피해 입은 울릉군민 돕기 성금 전달

26

연구원 지방이전 설명회 개최

Annual Report 2005

16

7월
10월
1
1
5~6
8
15
18~20

연구원 조직개편 실시
2005년 태평양 심해저 탐사 출정식 / 남해연구소
「2005 전반기 해양, 음향관계자 회의」개최
/ 남해연구소

5
12

2005년도 추계체육대회 개최 /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승선
체험행사」실시 /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21

국산 보급형 세일링요트 시연회 /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2005 특수분야 직무연수「과학교사 해양과학
과정」운영

22

김구현 부산행정부시장 내방

22~26 「시화호 환경지도자 양성 교육」실시

김정희 생명해양심의관 초청 정책세미나 개최

26,27

생활과학교실 제1기 수료식 개최 / 해양시스템
안전연구소
연구원 창립 32주년 기념식 개최

27

Mr. Patricio Bernal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사무총장 내방

30

27

Mr. Naumov 러시아 극동해양연구소(IMTP)
소장 내방

11월
1~2

8월
2
김석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총재 내방 /
남해연구소

「국회의원과 함께 시화호 되짚어보기 행사」개최

25

25~8.15「2005 울진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전시관 운영

9

「한-일 조간대 해양환경 심포지엄」개최
(일본 나가사키)

3~4

「육상기인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APEC 국제심포지엄」개최
해양연구선‘장목호’명명 및 취항식 개최 /
남해연구소
「한국해양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개최

12~13 「2005 인력선 축제」개최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3~18

AMETEC/PEMSEA 교육훈련 실시 / 남해연구소

12~21

8

남극세종과학기지 제19차 월동연구대 발대식 개최

22~30

「2005 대한민국 과학축전」전시관 운영
2005년도 제1차 생물다양성 생명공학 교육프로
그램 개최 / 남해연구소

8

(분자진화, 생물다양성 및 생명정보학 워크숍)

15
18

9월

18
21~23

1

4
5
8
15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영문명칭 및 도메인 변경

「제1회 위그선 국제심포지엄」개최 /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동해연구기지 기공식 개최
대우조선해양과 연구협력 및 기술교류 협약 체결
「제2회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워크숍」개최
2005학년도 제5차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 특별강좌 개최

(KRISO :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 KORDI

24~26 「미래성장동력 연구성과 전시회」
전시관 운영

→ MOERI : Maritime &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KORDI)

12월

「제5회 한·일 갯벌워크숍」개최

9

혁신사례 공모 발표회 개최

공공·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기관 행정부(실)장
회의 개최

16

「가상해양환경센터 오픈하우스 행사」개최

「한국석유지질학회 제12차 학술발표회」개최 /
남해연구소

19

「해양에너지 개발전망 심포지엄」개최

21

해양심층수 연구센터 개소식 개최 /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22

김석원 선임기술원 정년퇴임식 / 남해연구소

해양연구선‘장목호’진수식 거행 / 남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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