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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년은 해양과학기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정부

2

는 해양과학기술(MT)의 본격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매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씩, 총 3조 3423억원의 집중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해양분야의 연구관리기관인
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 설립되어,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과 합리적인 연구
과제의 선정평가, 그리고 개발된 기술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한국해양연구원 역시 연구역량의 전문성 확보 및 극대화를 위해 전문
연구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과제의 공공성은 물론 시장성과 성과의 활용성을 고려한 TOP Brand 과
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연안재해대응 기술’
,‘해양바이오소재 발굴’
,‘스마트 선박 개
발’등 3개 과제는 앞으로 KORDI를 대표하는 Brand로써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
갈 것입니다.
올해 연구성과 면에서는,
‘지능형 항만물류 시스템 기술개발’
을 통하여 지능형 고단적재시스템(HSS)
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상용화하였으며, 6000미터급 심해무인잠수정의 심해성능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선박밸러스트수 살균기술을 세계 최초로 공인받
았으며,‘마린바이오 21 사업’
을 통하여 세계 최초로 연어 및 홍어-가오리종 유전자 판별용 DNA 칩
개발에 성공하고,‘해양생물자원 뱅크’
를 설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폐 FRP 선박 용
융안정화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초음파를 이용한 수중무선통신 실해역시험에 성공하는 등 다양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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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가 돋보였습니다.
이외에도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에 열대도서권의 도서생
물소재 확보를 위한‘해외생물자원센터’
가 설치되고, 우리 연구
원의 연구원들이 각종 국제기구에서 의사결정에 주도적인 역할
을 수행하는 등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국내 기관과의 협력에 있어서도 한국생명공학연구
원, 제주대학교, 포항가속기연구소와의 협정서 체결을 비롯하여,
‘황해 한·중 공동 해양부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체결
등을 통해 공동연구 및 연구개발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바다를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기초
연구는 물론, 해양수산부문의 정책집행에 바로 투입되고 해양산
업분야에서 직접 활용될 수 있는‘쓰이는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활기찬 연구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 원장 염 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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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연혁 및 기능

44 남해특성 연구

07 조 직

44 바다송사리를 활용한 생물독성평가기술 개발

08 연구개관

46 Jellyfish bloom 발생기작 규명 연구

09 예산현황
10 화 보

48 해양시스템기술 연구
48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51 기상재난파에 의한 해양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Ⅱ)

54 수중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24 해양환경 연구

56 침몰선박 잔존유 무인회수 시스템 개발

24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자원 조사
26 기후 변화에 따른 동해 해수순환과
중장기 변동 반응 및 예측 연구

58 해양운송안전 연구
58 파랑중 수상선의 자세제어장비 기술개발

28 통신해양기상위성 해양자료처리 시스템 개발 (IV)

60 초고속 해상 운송 수단 - 위그선 개발

30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III)

62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 및 항만 /
항로 안전성 평가

31 해양자원 연구
31 2006년 심해저 광물자원 연구

64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34 해양바이오 신소재 연구

64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전략

36 바다목장화 연구

66 한국해양연구원 중기전략계획 수립 연구

38 연안개발 연구
38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
40 대수심 방파제 및 연약지반관련기술
- 석션파일기초 방파제 시험 시공

42 조력·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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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데이터운영
74 학술정보 서비스
76 국제협력 / 홍보
78 해양연구선 제원 / 운항 실적
84 건물 및 부지 현황

88 수행 연구과제
95 논문발표 실적
102 산업재산권 현황
112 KORDI 얼굴들
119 주요 인력현황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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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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

감 사

정책연구실

대외협력실

해양환경연구본부

선임연구본부장

해양자원연구본부

연안개발연구본부

해양자료정보실

남해연구소

남해특성연구본부

행정지원실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해양시스템기술연구본부

해양운송안전연구본부

행정지원실
기획부

행정부

부설 극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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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해양연구원은 국가 유일의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서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가
치 창출이라는 비전의 실현과 국가해양개발 중장기 계획의 실천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하

여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개발 및 활용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연구 분야로 해양환경관리·보전, 미개척 해양자원 개발·이용, 첨단 신해양산업
육성을 설정하는 한편, 중기 전략사업으로『해양관측체제 구축 및 해양변동 연구』
『특정해역
,
환경관리·회복기술 개발』
,『해양생물자원화 핵심기술 개발』
『해양에너지·광물자원
,
개발』
『해
,
양운송체·장비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선정하여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06년에 총 1,069억원 규모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원 1인당 4.7억원 규모의 연구
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양적증대를 도모하였고, 국내·외 학술지에 279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SCI 등재학술지에 86편,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에 180편을 발표함으
로써 연구의 질적 향상을 이루었다.
한편, 연구결과 중 실용화가 유망한

45,000

결과에 대해 총 86건의 산업재산권

40,000

39,825
35,000

을 출원하였고 64건이 등록되었다.
대학, 16개 연구기관, 16개 기업, 3

30,000

(백만원)

또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며 27개

25,000

22,342

21,285

20,000
14,967

15,000

개 기타기관과 93건의 협동연구를
수행하여 해양연구 분야에 있어서

10,405

10,000
5,000

1,191
1,141

0

국내 산·학·연 협력체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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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재 원

연구비

한국해양연구원

24,841

해양수산부

37,891

과학기술부

225

환 경 부

703

산업자원부

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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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51,376
21,273
9,503
30,776
10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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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수입
예산

항목
정부출연금

39,846

자체수입

83,829

정부수탁

72,689

민간수탁

7,990

기 타

3,150

총

계

123,675

(백만원)

지출
항목

예산

인건비

26,815

직접비

70,725

기관고유사업

8,576

일반사업

1,850

정부수탁

55,505

민간수탁

4,794

경상운영비

11,364

시설비

10,170

차입금상환

512

기 타
총

4,089

계

12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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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해생태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우선순위지역 관련
이해 관계자 세미나
[3. 10]
2. 해양경찰청 현장지휘관을 위한
해양오염 방제교육
[3. 13~15]
3. APEC 해양환경보전 연수 과정
[6. 3~25]
4. 제9차 NOWPAP 방제당국자
회의
[6. 5~7]

1 2
3

5.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시공
계획 설명회
[7. 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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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해 운용해양학 시스템 구축
방향 워크숍
[9. 25]
2. 대우조선해양-해양시스템안전
연구소 선진화 정기 토론회
[10. 12]
3.‘대규모 간척개발에 따른 해양
환경변화’한-일 국제심포지엄
[11. 9]

1 2
3

4. 한미 해양보호구역(MPA)
전문가그룹 회의
[11. 13~14]
5. 미래국가유망 해양과학기술
도출을 위한 워크숍
[11. 30~12. 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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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신년하례식
[1. 2]
2. 한-중 황해 공동부이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
[1. 23]
3. KBS 제주방송총국과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국가재난
방송설비 설치 협약' 체결
[2. 3]
4.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제6기 임원 이취임식
[3. 13]

1 2
3

5. 해양공학수조 대형 제어형
예인전차(CPMC) 완공식
[3. 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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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의 날 기념 '찾아가는
해양과학교실' 개최
[4. 14~21]
2. 사랑의 헌혈 행사
[4. 20]
3. 극지연구소 이전 기념식
[4. 24]
4. 심해무인잠수정‘해미래’
진수식(장목분원)
[5. 3]

1 2
3

5. 혁신수련회
[5. 11~1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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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 FRP 선박 용융안정화
처리기술 개발 시연회
[5. 19]
2. 기관역량제고를 위한 혁신
토론회(용인 한화리조트)
[6. 2~3]
3. 노동조합 창립 16주년 기념
행사
[6. 13]
4.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과
기관간 MOU 체결
[6. 20]

1 2
3

5. 제11회 바다의 날 그림그리기
대회
[6. 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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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다사랑 주간 행사
- 바다 사랑 글짓기 대회
[7. 8]
2.‘2006 대한민국과학축전’참가
[8. 11~15]
3. 해양수산부장관 배
통영바다목장 수중 촬영대회
[8. 27]

1 2
3

4.‘제2회 미래성장동력 연구성과
전시회’참가
[9. 28~30]
5. 2006년 추계 체육행사
[10. 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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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해양연구원 33주년 기념식
[10. 27]
2. 한국해양연구원 - 포항가속기
연구소‘학술연구교류협정서’
체결
[11. 8]
3. 저소음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기공식 개최
[11. 21]
4. 전자부품(연)과 미래해양 u-IT
융합기술 개발 공동협력 MOU
체결
[12. 19]

1 2
3

5. 강시환 박사 정년퇴임식
[12. 2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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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연구원 원장 내방
[1. 3]
2. 중국 국가해양국 제1해양
연구소(FIO) 정보센터장
일행 내방
[1. 18]
3.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연구현장 방문(대덕분원)
[1. 24]

1 2
3

4. 해군작전참모 내방
[2. 3]
5. 국립수산과학원장 내방
[3. 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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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내방
[4. 10]
2.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고성
해양심층수연구센터 방문
[4. 17]
3. 해양경찰청장(이승재) 내방
[5. 2]
4.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내방
[5. 19]
5. 과학기술부 혁신본부장 내방
[5. 29]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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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안산교육청
해양 - 갯벌 아라벗 탐사대 견학
[6. 8]
2. 공공기술연구회 선임직 이사
내방
[7. 12]
3. 중국 동방전기공사 경영진 내방
[7. 13]
4. 방위사업청 이홍희 제독 내방
[7. 28]

1 2
3

5. 제주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내방
[8. 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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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혜학교 학생 견학
[10. 11]
2. 과기부 수습사무관 내방
[10. 12]
3. 가나공화국 수산부장관 내방
[11. 10]
4. 중국 산동성과학원 원장 내방
[11. 23]
5. 100사100촌 제부리어촌계
어민 내방
[12. 6]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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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을지훈련 실시
[8. 21~23]
2. 2006년도 행정직 공채시험
[9. 12]
3. 추계등반(관악산)
[9. 16]
4. 종합소방훈련 실시
[10. 18]

1 2
3

5. 무인잠수정‘해미래’울릉분지에
태극기(동판) 설치
[10. 28]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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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년 11월 유엔 해양법 협약과 1996년 8

1

원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해

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이 선포

양연구원은 해저광물자원의 부존량 평가와 개

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효율적 관

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리를 위하여 해양광물자원 분포 및 해저지질구

2001년까지 동해 해역, 2002년부터 2004년까

조 등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

지 남해 해역, 그리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었다. 또한 육상 에너지자원의 고갈에 대비하

황해 중남부 해역에 대한 지구물리탐사와 지질

여 탄화수소, 메탄가스 수화물, 인산염 광물,

조사를 완료하였고 해양자원정보시스템

경광물 및 중광물 등 채취 가능한 해양광물자

(MRIS)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2006년도 연구지역은 황해 중부의 배타적 경
제수역으로 해저 자원분포 확인을 위하여 다중
채널 탄성파 탐사, 3.5 kHz 천부지층탐사, 중력
탐사, 자력탐사, 멀티빔 조사 등의 지구물리 조
사와 시추코어 퇴적물 분석을 통한 해양지질조
사를 수행하였다. 심부탄성파 탐사자료, 중력
및 자력탐사자료와 함께 한국석유공사와 중국
석유회사의 자료를 참조하여 탄화수소자원이
분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분지구조를 해석하였
으며 층서를 규명하였다. 황해 남동부 군산분지
와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조도와 화성암체 분포
도를 작성하였다. 중·자력 탐사 자료의 역산을
통해서 분지구조의 깊이를 유추하였으며, 이를
탄성파 탐사 자료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고
해상 (3.5 kHz) 천부지층 음향자료와 시추퇴적
물 특성분석을 통하여 천부 퇴적 구조 규명과 해
수면 변동에 따른 퇴적 모델을 수립하였다. 또
한, 퇴적물의 광물학적·지화학적 특성 및 중요
원소 성분조사를 통하여 연구해역의 쇄설성 광
물자원 평가를 수행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 내
에서 수행하여 얻은 모든 탐사 결과와 이를 바탕

24

으로 얻어진 자원 분포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

되어 있으며, 2단계 정밀 탐사에서는 최첨단 장

기 위하여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이용하여 해

비 도입과 최근 해외의 석유자원 탐사 분야에 새

양자원정보 시스템(MRIS)을 구축하였다.

롭게 적용되고 있는 해양 MT (Magneto-

앞으로 2007년부터 2008년에 황해 및 동해

telluric) 탐사기술을 개발하여 현장 조사에 적

북부의 남북접경해역에 대한 탐사가 수행될 계

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저지진이 자원형성에 미

획이다. 이렇게 1단계 개략탐사가 완료되면

치는 연구와 심부 시추도 병행하여 해양지질·

EEZ 경계 획정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지구물리 조사기술을 다양화시킴으로써 더욱

를 기반으로 해양영토를 확보하고 해양광물자

신뢰성 높은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

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한 MRIS가

난 2004년 북한 과학원과 해양자원공동조사 의

구축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후에 있을 주변

향서 체결을 계기로 EEZ 연구를 한반도 전역으

국과의 EEZ 협상 등 해양경계 획정에 활용될

로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연

수 있다. 육상자원 고갈로 인해 해양자원에 대한

구사업은 국가적으로 해양영토의 종합 관리 측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2009

면에서 중요성이 인정되어 연구 내용 및 규모가

년부터 12년간 수행될 2단계 정밀 탐사가 계획

점차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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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C(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 2001년 보고서

I

중·심층의 온도 증가 및 용존산소 감소와 이의

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는 실제 진행 중이며 이

지구온난화와 관련성, 북부해역 중층에서 해황

로 인해 수온의 증가와, 해수면 상승과 같은 해

의 장주기 변동성과 이의 북서태평양 해황 변동

양에서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

성과의 관련성,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대마난류

동해에서도 해양의 장주기 변동이 진행되어

수송량의 장기 변동성, 그리고 동해 해수면이 전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보다 높게 상승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이로부터 동해의 해양 특성은 어
떻게 변화중이고, 이 변화가 기후 변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변화 시나
리오를 산정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이를 위하여 해양연구원에서는 기후 변화
연구와 관련된 기본연구사업 1단계(2003~
2005) 연구에 이어 2단계 연구로‘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해수순환과 중장기 변동 반응 및 예측

26

연구’
를 2006년부터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동

Database) 2005 해수 물성 자료를 분석하여 수

해 변동의 지시자로 해수 물성, 해수면 고도 및

온이 전반적으로 상승 경향을 나타내었고, 1960

중·심층 순환을 설정하여 이들의 변동 경향의

년대 말과 1980년대 중반에 수온하강과 용존산

정량적 산정,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순환 변동성

소 증가가 나타나 중층 해수의 생성 변화에 관련

평가 및 민감도 제시,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된 장기 변동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해 해수

~

극 해 역 및 ENSO(El Nino Southern

면 상승률은 전 지구 해양의 평균보다 높고 최근

Oscillation) 특성 변화가 동해 표층수온에 미칠

들어 상승률이 중가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은

반응 시나리오 제시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열팽창 효과가 주된 요인임을 추정하였다. 대한

2006년도 동해 최근 변동성과 기작에 대한 연

해협 통과류가 동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기상청에서 분석한

위한 이상적인 모델과 사실적인 모델을 이용한

1891~2005년의 수온 자료를 이용하여 동해 표

실험에서는 통과류 장기 변동이 동해 심층 순환

층 장주기 온도지수를 제시하였고, 동해 표층 수

과 겨울철 혼합층 수심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

온의 변동이 동아시아 겨울 몬순의 변동성과 상

을 밝혔다. 열속 경계조건에 의한 동해의 반응은

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해 북부 냉수역 중

표층혼합층에 나타나고 특히 겨울에 극전선 주

층의 지난 80년간의 WOD(World Ocean

변에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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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우리나

센서인 GOCI(Geostationary Ocean Color

라는 2015년까지 총 16기의 지구관측위

Imager)의 자료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지구 관측위성의 개발에

다. 2008년까지 수행될 이 연구는 크게 대기 분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적으로 신뢰성

야, 해양 분야, SW 개발 분야로 나누어지며 현

있는 관측 탑재체를 개발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

재는 4차년도 연구로 해양 분야와 SW 개발 분

탑재체로부터 얻어진 자료로부터 지구환경 요

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해양 분야로는 우리나

인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

라 해수 광특성을 고려한 해양환경 분석 알고리

을 개발하는 것이다.

듬 개발, 일차생산량 추정 알고리듬 개발, 어장

이 과제는 2008년 발사될 우리나라 통신해양

정보추출 기술 개발, 해류 벡터 추출기술 개발,

기상위성에 탑재된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색

해수수질 등급 분석 기술 개발, IR(적외선) 해수

KO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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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file

Low level
Data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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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file

Land
Mask

LEVEL-1A
Digital values
Geometrical
Correction &
Mosaic

ASCII-Data
Generation

LEVEL-1B
Total
Radiance
Atmospheric
Correction

Water leaving
Radiance

B1
Directional
Correction

Lookup
Table

Option

ASTRIUM
& KARI

LEVEL-0
Sector Image
Radiometric
Calibration

Calibration
Coefficients

Sub-routine

Image
Display

Cloud
Mask

Turbid water
Mask
New & old
model

Reference
Target SP
Data

LwN
(B1-B8)

K & Inherent
Optical
algorithm

CASE-I&II
&Fluor
Algorithm

1-Band
Algorithm

Absorption
Coefficient

Red-tide
Index

Fishing
Ground
Index

Empirical
Algorithm

Optical
Properties
Water

Chlorophyll

TSS

CDOM

Red Tide

Fishing
Ground
Information

Under water
Visibility

Image pattern
Comparison

Water Current
Vector

3-Bands
Algorithm

Atm & Earth
Environment

New
model
NOAA
Image
K-coefficient
Absorption coeff
Backscattering Coe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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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Quality
Level 1-5

Primary
Productivity

Yellow Dust
Forest Fire
Inland flood
Vegetation Index
Heavy snowfall

온도 분석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 한반도 주변

용들을 실질적으로 SW에

해역에 적합한 해수환경 분석 알고리듬을 개발

서 구현하기 위하여 설계하

하기 위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얻어진 실

는 작업과 개발된 알고리듬

측 해수 광특성 자료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을 프로그램화하여 테스트

Kd와 a, b등의 해수의 광 특성 정보 도출 알고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

리듬과 엽록소, 부유퇴적물, 용존 유기물의 농

다. SW 개발의 초기 단계

도를 산출하는 알고리듬을 개발하고 적조의 효

인 중요한 설계 및 기본루틴

율적인 파악을 위해 적조지수를 개발하였다. 식

시험 작업을 바탕으로

물플랑크톤의 광합성, 엽록소 수직프로파일, 광

GDPS SW 개발은 효과적

량(PAR) 등의 기존자료를 이용하여 한국해역에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

맞는 일차생산 알고리듬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로 기대된다. 그리고 해양

우선, 황해의 생물-광학 특성을 고혀하여, 투명

분야의 연구 결과들은

도(nLw 555) 자료를 기준으로 황해를 2개의 광

2008년 COMS 위성이 발

학적 특성을 가진 해역으로 나우었으며, 기존자

사되어 GOCI 해색 센서가

료와 함께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Behrenfeld

영상을 얻기 시작하면서부

and Falkowski (1997)의 Depth-Resolved-

터 바로 우리나라 해역에 대

Model에 의한 일차생산력을 추정하였다.

한 종합적인 해양환경정보

GOCI & NOAA 위성에 의한 어장 추정 기술은

들을 매시간 분석이 가능하

표면 수온자료와 오징어 어획량, DMSP/OLS

도록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관측 야간 조업 정보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

이다.

고, 위성영상에 의한 해류벡터 추출 기술을 개발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

하기 위해 화상처리 기법을 개발하였다. 해수 수

된 자료처리 시스템 SW는

질 등급 분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안 수질의

NASA의 ‘ SeaDAS (SeaWiFS Data

시공간적 분포 특성을 지리정보 시스템(GIS) 적

Analysis)’
와 같은 기능을 갖는 정지궤도 통신

인 방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연안에서의

해양기상위성 GOCI의 해양 분야의 공식적인

SST(해수표면온도) 알고리듬을 개선하기 위한

분석 활용 기술과 SW로 학계, 국가연구기관,

연구가 이루어졌다.

환경관련 기업 및 일반 이용자에게 공급할 예정

또한 SW 개발 분야로는 GOCI Data

이다. 동시에 일반인 사용을 위한 기본 교육과

Processing System (GDPS) SW 개발에 관련

국가 연구, 활용기관에 대한 기술 이전도 수행하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위의 해양 분야 연구 내

여 위성자료 활용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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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처분방안이 없는 부피가 큰 품목.

면서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

위와 같은 허용품목일지라도 런던의정서에는

규제 (1972런던협약, 런던의정서)가 점차 강화

부속서에서 지정한 각 폐기물별 평가지침을 따라

되고 있고 런던의정서가 2006년 3월 24일 발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폐기물 특성조

효되었다.

사 결과를 토대로 방지감사와 관리방안 심의(사

양오염이 전 지구적 환경문제로 인식되

런던의정서는 1972런던협약을 전면 개정한

전예방원칙)에서 해양투기는 특정 폐기물 또는

것으로서 크게 사전예방원칙과 오염자 부담원칙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험, 처리비용 면에

을 규정하고 있고, 해양투기 허용폐기물도 아래

서 합리적이고, 재활용하거나 재순환시킬 수 없

와 같이 7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고, 최종 처분 방안으로 해양투기 이외의 다른 대

①준설물질, ②하수오니, ③생선폐기물, ④선

안이 없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박 밑 플랫폼 또는 기타 해상인공 구조물, ⑤불

이 연구사업은 이러한 런던의정서 체제를 수

활성 무기지질물질, ⑥천연기원 유기물, ⑦강철,

용하기 위한 폐기물 배출해역의 오염방지 및 친

철, 콘크리트 재질의 대형물체로 주로 구성되어

환경적 이용을 위한 종합관리 방안 마련을 목표

이들의 물리적 영향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로 두고 있다.

한 그와 같은 폐기물이 작은 섬 지역의 고립된

현재 상기의 7개 품목에 대한 평가체제 개발

공동체와 같은 곳에서 발생되어 투기 이외의 다

을 완료하였고,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정보
망(클리어링 하우스)을 개발완료 하였으며, 폐기
물 해 양 배 출 에 관 한 홈 페 이 지 (www.
oceandumping.re.kr)를 운영하여 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
기물의 감량을 유도하고 있다. 연구사업 완료 후
에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안정적이며 친
환경적이고 투명성 있는 해양배출 제도가 운영
됨으로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저감
되고, 특히 국제협약 수용으로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함으로서 우리나라 국
제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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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구는 21세기 첨단 산업국가 도약
을 위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전

략금속자원의 독자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북

1992년부터 본격적인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동태평양에서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과

탐사가 수행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남서태평양 망간각 탐사 및 해저 열수광상 탐

1994년에 유엔 산하 국제해저기구(ISA)에서 태

사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평양 공해상에 15만 ㎢의 할당광구를 인준 받았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확장과 함께 주요금속자

으며, 2002년에는 7.5만 ㎢의 우리나라 단독개

원의 자급 기반 구축, 그리고 심해저 기술 개

발광구를 확정하였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

발을 통한 첨단 해양과학기술 확보를 기대하

업은 현재 2010년 이후 상업생산 기반구축을 목

고 있다.

표로 개발등급 선정 및 최적 채광지 확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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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정밀 탐사와 채광에 의한 인위적 환경변화

한 해저 열수광상 개발지역 선정 및 독점적 탐사

평가를 위한 환경 탐사를 수행하고 있다. 2006

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2006년에 수행된 실해역

년 수행된 2차례의 실해역 탐사에서는 단독개발

탐사에서는 기존 탐사를 통해 라우분지의 포누알

광구 내 우선채광지역 4만 ㎢선정을 위한 4차년

레이 확장축 (Fonualei Rift and Spreading

도 근접해저면 탐사를 통해 대표구역 내 광구정

Center)을 따라 확인된 4개의 열수 분출지역에

밀 평가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자원개발에

대한 추가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며 환경 친화적 채광

사에서는 향후 무인잠수정(ROV) 투입을 위해

기술 개발을 위해 광구해역과 주변 해역에서 환

CTD (Conductivity, Temperature and

경 기초 자료의 자연 변화량을 파악하였다.

Density) 견인과 정밀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해
열수분출구의 보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였다. 이
와 함께 통가 해구를 따라 형성된 통가 열도의 활
동성 해저산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열수 분출지역

32

2002년부터 본격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을 찾기 위한 광역 탐사를 병행하였다. 금년도 망

있는 남서태평양 해저열수광상 탐사 및 개발 사업

간각 탐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기 확보 자료의

은 남서태평양 해역을 대상으로 실해역 탐사를 통

database화를 추진하였다.

한편 심해저광물자원 연구의 연구동향 및 국
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도 국제해저기
이 밖에 심해 연구는 해양광물자원개발사업

구 선행투자국으로 등록한 독일의 망간단괴사

의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제5차 한-중 심

업의 책임자인 Dr. Kudrass (독일지질자원연

해저광물자원협력회의’
를 중국의 사천성 성도

구소, BGR)를 초빙하여 독일의 심해저 광물자

에서 개최하고, 정밀 탐사, 환경, 집광, 제련, 법

원 개발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밖에 심해연구사

제도 분야 등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토의하였다.

업단에서는 해양자원의 중요성 및 연구활동을

법제도 분야에서는 국제해저기구(ISA) 법률

홍보하기위해『태평양 바다 속에 우리 땅이 있

기술위원회 및 제 12회기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다고?』
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의 이익과 직결된 심해저 광업규칙안
및 해저 자원개발을 위한 국제 제도 동향을 분석
하였다. 법률기술위원회에서는 계약자들의
2005년 연차보고서, C-C 지역 지질모델 구축
에 대한 검토와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총회에서
는 해저열수광상 및 망간각 자원 관련 규칙 제정
을 위한 검토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금년
회기에는 우리 연구원 김웅서 박사가 제3기 법
률기술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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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약 80%
이상이 생존하고 있는 생물자원의 보고

이다. 특히 21세기 들어 생명공학산업 발전의
핵심요소인 유용 생물자원의 확보 경쟁이 치열

해양바이오신소재연구단은 PACMANUS 필

해 지고 있는 현실에서 해양의 중요성은 어느

드의 심해 열수 분출구 지역으로부터 고호열성

때 보다도 크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

균주를 확보하고 16S rDNA 서열 분석을 토대

양생물자원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최

로 고세균(Ardue)에 속하는 새로운 종임을 밝

근에 우리 힘으로 개척한 남북극과 대양에서도

혔다. 이 균주를 Thermococcus onnurineus

해양극한생물자원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NA1으로 명명하고 전체 게놈(genome) 서열을

본 연구단은 이러한 소중한 해양극한생물자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기 균주가 B타입의

의 확보, 보존, 분양을 위해 해양극한생물 자원

DNA중합효소를 코딩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음

뱅크(http://www.megrc.re.kr/mebic/)를

을 확인하고, 이를 클로닝하고 단백질을 발현시

구축하였으며, 분리 동정된 신종 미생물과 확

켜 분리하였다. 발현된 DNA중합효소의 신장능

보한 생물자원으로부터 유용한 유전체 및 단백

력(processivity)과 충실도 (fidelity)를 분석한

질체를 분석하고, 천연물을 분석함으로써 새로

결과, 신규 중합효소는 Taq 중합효소 보다 더

운 바이오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낮은 error 율을 보였으며, pfu 중합효소 보다

있다.

3배 이상의 신장능력을 보였다.
한편, 해양극한생물자원으로부터 광학특이적
분해효소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해양환경에
서 채집된 미생물을 스크리닝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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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brio sp. GMD509가 (R),(S)-ofloxacin

업적 활용 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ster중 (S)-ofloxacin ester만을 분해하여
levofloxacin을 생산하는 능력이 있음을 밝히
고, 그 효소단백질인 신규 리파아제(lipase)를
순수 분리·정제하였다.

우리나라와 열대 태평양에 서식하는 저서무
척추동물과 해양미생물의 추출물로부터 항암,
항바이러스, 항진균 및 효소 억제 활성을 가진
이차대사물질을 검색하였다. 2006년에 7종의

남극의 육상에 서식하는 톡토기의 유전자를 분

신물질을 포함하여 20여 종의 천연물을 분리하

석하여 mannanase, delta-9 desaturase,

였고, 현재 정밀한 생리활성 검색을 외부기관과

endo-glucanase, trypsin, delta-5

공동으로 실시 중이다.

desaturase, laminarinase 등의 효소단백질
유전자와 interleukin-4, neuropeptide-like
protein, lipocalin 등 의학 관련 중요 단백질 유

신규 고호열성 DNA중합효소는 우리나라에서

전자를 확보하였다. 이 중 mannanase 유전자

독자 개발한 최초의 DNA중합 효소로서 특허 출

는 연체동물을 제외한 다세포동물에서 처음으로

원은 물론 산업계와 라이센싱 계약 체결이 진행

밝혀진 것으로서 그 효소단백질이 저온에서도 활

중이다. 또한 광학특이적 리파아제는 산업적 활

성이 높으며 (0℃~35℃), 산성 조건에서 높은 활

용성이 기대되며, 저온활성의 내산성 만난아제

성 (pH 2.5~4)을 보였다. 이러한 효소특성은 남

는 그 독특한 효소특성으로 인해 식품, 제지 및

극 톡토기 만난아제 효소에 독특한 것으로서 산

발효산업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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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목장화 연구는 해양수산부 용역으로

다목장화 개발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

추진되는 사업이다. 1998년 통영 바다

데‘통영 해역의 바다목장화 개발 연구’
는 마무

목장화 연구를 시작으로 2006년 현재,‘통영 해

리 단계이다.

역의 바다목장화 개발 연구’
,‘전남 다도해형 바

현재 이 사업은 경남 통영 인근 해역(1998년

다목장화 개발 연구’
,‘동·서·제주 해역의 바

~2006년), 전남 여수를 중심으로 한 다도해 인
근 해역(2001년~2008년), 그리고 동서제주 지
역(2002년~2010년) 가운데 각각 한 개의 해역
을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 기술 개발
및 모델 개발을 목표로 산·학·연 체제를 구축
하여 수행하고 있다. 5개소 바다목장화 사업에
서 실시되고 있는 연구는 크게 3단계로 분리하
여 수행되고 있으며 1 단계는 바다목장 기반 조
성, 2 단계는 바다목장의 조성, 마지막으로 3 단
계는 바다목장의 사후 관리 및 효과 분석을 중점
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각 해역의 지리·환경
특성에 맞는 생태계 특성 파악 및 모델화, 어장
조성 기술 분야, 자원증대 기술 분야, 이용 관리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통영과 전남의 경

36

우 주변의 많은 섬을 이용하여 어업자원을 증대

으로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실시

시켜 어민 소득을 향상시키는 어업형으로, 동해

되고 있는 해역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다목장

는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 육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형으로, 제주도는 어민이나 국민들이 연안
바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마지막으로

화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확대될 연안 바다목장의 대표
적인 모델로 사용하고자 한다. 2006년 바다목
장 연구를 위한 연구비 규모는 다음과 같다.

서해는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갯벌과 연계된 갯
벌형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연구가 진
행 중이다.
연안 바다목장 확대를 위하여 소규모 바다목
장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제주도 성산포 부근과 통영 우도 주변 해역에서
소규모 바다목장의 타당성 조사 연구가 수행되
었다.
바다목장화 사업은 해양 자연 생태계의 조성
을 포함하여 자원의 방류로부터 어획에 이르기
까지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신개념의
어업 생산 시스템으로 자연 생태계를 적극적으
로 보전하면서 어업 생산 및 어업 경영을 영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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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도는 수중암초로서 우리나라 최남단

이 과학기지에서 관측된 자료는 우리나라 무

마라도로부터 149㎞ 떨어져 있으며, 주

궁화 위성(KOREASAT)과 글로벌스타

변수심은 약 55m이고, 정봉수심은 해수면하

(GLOBALSTAR)를 통해 한국해양연구원으로

4.6m이다.

전송되어 사용자에게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

이어도 정봉으로부터 남쪽으로 700m 떨어진
수심 41m 지점에 설치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

38

되고 있으며, 아울러 특별연구를 위한 집중관측
시험도 수행된다.

기지는 8명이 15일간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시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과 관측실, 실험실, 회의실, 통신 및 관측시설,

2007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국립해양조사원으

화재감지 및 진입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로 이관될 예정이다.

■ 구조물
자켓
(JACKET: 32.5m×12m×50.5m 1,258톤)
데크
(DECK: 37.5m×19m×20.8m 950톤)
파일
(PILE: 1,524mm;404.8m,
1,828mm;241.2m 합계: 1,220톤)
■ 설계조건
구조물 수명 : 50년
파고 : 24.6m
풍속 : 초속 50m (시간평균)
해수면 : 3.7m (DL기준)
해·조류 : 초속 2.34m
지진 : 0.1g

■ 기지제원
규모 : 약 400평
높이 : 해저면상 77.5m 수면상 36.5m
파일깊이 : 해저면하 약 60m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역할 및 활용 연구
종합 해양·기상관측소 역할 수행
인공위성에 의한 해양원격탐사자료 검·교정
지구환경 변화연구에 핵심자료 제공
태풍 구조 및 특성 연구
어·해황예보 및 지역해양연구에 기초자료 제공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 이동 및 분포 파악
악 기상에서의 해양구조물 안정성 연구
안전 항해를 위한 등대 및 수색전진기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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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만의 중요한 구조물의 하나인 방파제는

파제는 그림 1과 같이 단단한 지지층에 설치된

외해의 큰 파랑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되

대형 석션파일로 직접 상부 케이슨의 자중을 지

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사석 경사제나 케

지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 방파제의 가장 큰

이슨 방파제가 채택되고 있다. 항만의 입지가 수

특징은 신속하면서도 편리한 시공이 가능하기

심이 깊고 지반이 연약한 위치로 확대됨에 따라

때문에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연약한 지

대수심 및 대심도 연약 지반에서 경제적으로 적

반이 두터울수록 상대적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용할 수 있는 방파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

점이다.

으며, 이를 위한 목적으로 석션파일기초를 이용

금년도에는 석션파일기초 방파제 시험 시공

한 케이슨 방파제가 2004년부터 울산 북방파제

구간 전체 50m 중에서 잔여 구간인 25m에 석

현장에서 시험 시공되고 있다. 석션파일기초 방

션파일기초 4함을 시공하였다. 정밀 시공을 위

하여 기 설치된 석션파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

을 설치하여 수평을 제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이

도록 파일 상단에 물 밖에서 볼 수 있는 계측타

다. 석션파일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석션압

워를 설치하였으며, 단단한 지지층이 기울어져

을 이용하여 800톤가량의 추가 하중을 가하여

있는 경우를 적절히 고려하기 위하여 거치 위치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상부 구조물이 설

에 대한 정밀 지반조사를 통해 지지층의 형상을

치되게 되면 상재하중이 이보다 클 것이므로, 향

고려한 슈를 제작하여 파일 선단에 부착하여 시

후 재하시험 방법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공하였다.

것으로 평가되었다.

석션파일의 정밀 거치를 위하여 도입한 계측

석션파일기초는 해양구조물 기초로 다양한 형

타워는 실제 파일의 설치위치를 정확하게 지정

태로 응용이 가능한 구조이며, 연구 결과를 토대

해 주었으나, 거치에 사용한 해상크레인으로는

로 초대형 해양구조물 기초 설계 및 시공 기술을

정밀하게 위치를 제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향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형식

후 실제 적용할 때는 고정된 바지나 플랫폼을 이

방파제의 현장 시험시공을 통해 연구과제로 도

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출된 새로운 형식의 구조물을 실제 현장에 도입

시험시공 결과, 최대 0.7m의 상대 단차를 보
였지만, 이것은 기초와 상부 케이슨 사이에 사석

해 보는 실용적인 측면의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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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 소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

우리 연구원에서는 조력·조류에너지 실용화

구하고 한정된 부존 화석에너지로 인한 에너지

기술을 개발·확보하고 상용화 및 산업화 기반

수급 불균형과 온실효과와 같은 지구환경문제

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2000년부터 해양

에 처해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에너지 문

수산부 R&D 사업을 수행중이다. 2005년까지 1

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재생에

단계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2006년부터 2단계

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조력·

연구에 본격 착수하였다. 2단계 연구는 1단계

조류에너지는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며, 발전출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력·조류발전의 실용화

력에 대한 장기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

및 상용화 기반구축을 목표로 2010년까지 5년

고 있다. 우리나라는 천혜의 무공해 조력·조류

간 수행될 예정이다. 이에 2005년 12월 19일 우

에너지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리 연구원과 해양수산부, 한국수력원자력(주),

서·남해안은 강한 조석과 지형적인 특성(리아

한국동서발전(주), GS건설(주) 등 5개 기관이

스식 해안)으로 세계적인 조력·조류발전 적지

해양에너지 연구개발 및 이용에 관한 약정서를

업발달과 인구증가 등으로 인하여 에너

체결한 바 있다. 2단계 연구
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와 GS건설(주)는 조력발전
에, 한국동서발전(주)는 조류
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에 참
여하고 있다.
조력발전의 경우, 2005년
까지 수행된 1단계 연구에서
는 조력발전 후보지인 시화
호와 가로림만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조석체계변화 예
측모델 수립·적용, 조력발
전 출력산정모델 개발·적
용, 조력발전 수차 및 수문 구
조물 설계 등을 실시하여 조
력에너지 실용화에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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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기술을 확보하였다. 이를 토대로 2단계 연
구에서는 인천만에 대한 조력발전 개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천만의 현지
현황조사, 수심 및 지형 측량, 해양물리환경(조
석·조류, 파랑, 퇴적물 이동)의 조사·분석, 인
천만 조석체계변화 예측을 위한 수치모형실험
을 수행 중에 있다. 또한, 인천만 조력발전이 주
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력
발전 예정지역의 갯벌지형 및 생태계 변화연구
를 비롯한 환경영향평가 연구도 수행 중이다.
조류발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조류속이 가
장 빠른 울돌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해수유동
수치모형 실험, 20kW급 발전수차 현장 실험,
조류발전 출력산정 모형 수립·적용, 울돌목 상
용조류발전소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수차성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수리 및 수치 실험과 현장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상용조류발전
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발전 가능량을 산정하
였으며, 1MW급 시험조류발전소 건설을 위한
구조물 및 기전설비 실시설계를 실시하였다. 시
험조류발전소는 2005년 4월에 착공되어 건설
이 진행 중이며, 2007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
이다. 향후 시험조류발전 구조물의 안정성이나
발전량 평가를 위해서 울돌목 해역의 조석, 조류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구
조물 안전진단 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예정이
다. 또한 조류발전 시스템의 효율향상을 위하여
수차, 발전기 및 전력변환장치 등의 효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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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최근까지 환경공학기술은 환

으며, 해산 어류를 이용한 생물 검정법은 아직

경오염 처리기술에 주력해 왔으나 최근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일

오염 예방 및 오염 사전 진단기술, 즉 환경 생태

부 담수어종을 생물검정에 사용 중이며 해산어

계 조기 진단 기술이 중요하게 부각 되고 있다.

생물 검정법은 후보종 탐색의 수준에 머물러 있

수서환경에서 생태적으로 중요하며, 수산업 측

는 실정이다.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어 시험어

면에서도 중요한 어류에 대해서는 농약과 같은

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일본송사리(Oryzias

화학물질의 신규 등록 시 다양한 독성영향평가

latipes)는 해수에서의 생육이 불가능한 반면,

를 반드시 해야 하는 주요 대상 생물이다. 그러

바다송사리(Oryzias javanicus)는 해수는 물

나 담수어를 중심으로 시험어종이 개발되어 있

론 담수까지 매우 넓은 염분범위에서 생육과 생

식이 가능하므로 해수, 하구역은 물론 해양으로

독성평가, 어류에 대한 특정 물질 독성기전 평

직접 유입되는 오폐수에 적용이 가능하나, 자바

가, 현장 시료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에 큰 파급

송사리에 관한 생태학적, 생물학적 기초정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첨단 기법으

물론 생물독성을 평가하는 기술은 시도된 바가

로 개발된 일련의 생체지표들을 적용할 경우 신

전무하다.

속하고 민감한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을뿐 아니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
05. 1-’
06. 12까지 2

라 다양한 수계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평가

년간 바다송사리를 해양위해성평가를 위한 시

를 수행할 수 있다. 앞으로 남은 2년의 연구를

험어종으로 활용하기 위한 생물독성평가기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면, 국내 해양환경에 쟁점으

개발하였다. 우선 실험실에서 연중 산란, 부화,

로 떠오르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생물체의 피

생육할 수 있는 최적 사육조건을 확립하였으며,

해 정도를 신속하고 보다 저렴하게 분석할 수 있

20개의 알에서 시작하여 현재 1500개체 수준까

으며, 세계 해산어 시험어종 개발 및 독성평가

지 유지하고 있다. 시험어종에 필요한 성체의 외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형적인 암수구별법을 확립하고, 전 생활사 단계

대된다.

에서 생물검정을 할 수 있는 실험조건들을 부화
자어 및 성체에 대한 모델 독성물질의 치사실험
을 통해 확립하였다. 또한 중금속 및 유기독성물
질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 시 발현되는 독성발현
주요 유전자를 클로닝하여 염기서열을 확보하
였으며, 이로 부터 신경독성(AChE), 간 해독효
소(CYP450), 내분비교란(VTG), 중금속노출
(Metallothionine)영향을 아치사(sublethal)
수준에서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생체지
표(biomarker)를 유전자, 단백질, 효소활성 수
준에서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 시험어종으로 개발 중인 바다송
사리는 저렴한 비용으로 직접 관리 사육할 수 있
고, 연중 손쉽게 생활사 단계 및 2세대까지 독성
실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한 번에 대량의 시료
를 처리할 수 있어 각종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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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근 들어 전 세계 연안에서 해파리의 폭발

감소는 식물플랑크톤의 대증식을 야기 시킬 수

적인 증가는 인간의 직 간접적인 활동 즉

있다. 남획된 지역뿐만 아니라 부영양화된 지역

남획, 부영양화,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에

에서도 해파리의 증식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지

의해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지는 것을

역에서는 종종 어류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낮은

나타내는 징조라고 많은 해양생물학자들은 경고

용존산소 농도가 관측되어 어류는 다른 곳으로

하고 있다. 해파리의 폭발적 증가는 국내외 연안

이동하게 되고 낮은 농도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에서 발전소 취수구 막힘으로 인한 발전 중단 사

해파리는 포식자의 위협 없이 쉽게 증식을 할 수

태 및 수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

있다. 이는 해당해역의 생물군집 구조와 기능이

다. 최근 부유생태계의 후생동물 먹이망 내에서

변화되었고, 생태계의 변화(교란)가 있음을 의미

해파리의 역할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관

하며, 해파리의 대증식은 어획량 감소뿐만 아니

심을 끌고 있지만 이들을 정량적으로 채집하는

라 양식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해파리의 대량출현은 이미 시

일반적으로 해파리는 생태계 내에서 성어, 치자

작되었고, 수산업 및 산업시설에 직접적인 피해

어와 동물플랑크톤에 대한 먹이경쟁 관계에 있고

를 일으키고 있으며, 생태계 변화에 따른 간접적

종종 치자어나 어란을 포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인 피해에 대해서는 추정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있다. 남획으로 인해 어류가 양적으로 감소된 지

또한 해파리의 출현이 연안에서 자생하여 급속

역에서는 해파리는 먹이 경쟁에 우위를 차지하여

한 성장을 통해서 야기된 것인지, 혹은 외부로부

대량증식을 하게 되며 이에 따른 동물플랑크톤의

터 해류 등을 통해 유입된 것인지 조차 밝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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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파리의 증식에 따른 문

해양생태기능연구사업단은 폴립형태를 장기

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서식지 및

간 보존할 수 있으며, 폴립의 개체수 증식과 횡

생활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장기적

분체 발생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단계는 해파

으로 환경요인과 생물군집구조 분석을 통하여

리의 생리, 생태학적 연구로 해파리의 먹이종류,

어떠한 요인들이 이들의 증식, 분포 및 이동양상

포식률, 호흡률 등을 측정하고 해파리 출현량의

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해야만 한다.

시간적 변화, top-down control에 의한 식물

해양생태기능연구사업단은 2004년부터 수산

플랑크톤 대증식의 관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내만에서 Jellyfish

또한 현장에서 폴립의 부착기질 선호도 및 부착

bloom을 일으키는 원인종의 생활사를 규명하고

된 폴립으로부터 에피라 방출률을 측정하여 해

생리, 생태, 행동적 특성을 파악하여 발생기작 규

파리 잠재생산량 추정을 위한 선행연구를 수행

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단계는 해파리

하였다. 폴립은 부착기질로 자연적으로 존재하

대량발생의 원인 종인 보름달물해파리(Aurelia

는 굴 껍데기, 자연석 보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aurita)의 생활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보름달물

콘크리트 조각, 스티로폼 부이 조각, 유리 조각

해파리의 생활사 과정을 실험실과 현장(마산만)

에서 많은 수가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에서 분석하여 보름달물해파리의 유성생식에 의

단계는 해파리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생물

해 플라눌라 유생이 발생하고 발생한 유생이 부

학적 요인과의 상관성 분석과 해파리의 잠재 생

착기질에 부착하여 폴립으로 발생하고 무성생식

산량을 추정해서 내만의 해파리 대증식과정을

에 의해 폴립의 개체수를 증가 시키며 횡분체를

규명하여, 향후 연안개발, 훼손된 생태계 복원

형성하여 해파리의 초기 유생상태인 에피라를 발

등에 환경 위해종 관리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

생시키는 생활사 전 과정을 확인하였다 .

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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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시스템연구본부 해양탐사장비연구사

을 위하여 온누리호 우현 중앙부에 초음파 위치

업단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심해

추적장치(USBL)를 설치하였다. 지금까지 6개

해양자원과 해양과학자료 취득을 위한 6,000m

년에 걸쳐 심해무인잠수정의 시스템이 개발되었

급 심해용 무인잠수정을 개발 중에 있으며,

으며, 향후 심해탐사를 위한 시스템의 기능을 고

2007년 4월 개발 완료를 목표로 현재 6차년도

도화하고 안정화하는 연구가 계속 진행될 예정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2004년 5월부터 본격적

이며, 시스템의 기능고도화와 함께 심해 냉수·

으로 무인잠수정 시스템 제작이 시작되었고,

열수 분출구 환경탐사, 심해 생태계 및 자원 조

2005년 11월에 하드웨어 제작이 완료되었다. 실

사 등 심해해양과학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험실 작동시험과 남해 성능시험을 통하여 2006

심해 무인잠수정 시스템은 수중진수장치

년 4월과 10-11월에 동해의 2,000m 수심에서,

(Underwater Launcher) ‘ 해 누 비 ’와

그리고 6,000m 수심의 서태평양 필리핀해에서

ROV(Remotely Operated Vehicle)‘해미래’

실해역 성능시험이 실시되었다. 심해무인잠수정

로 구성되고, 1차와 2차 케이블을 통하여 선상제

‘해미래’
와‘해누비’
는 온누리호를 이용하여 성

어실에서 원격으로 제어된다. ROV는 심해에서

능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해미래’
의

정밀작업과 시료채취를 수행할 수 있도록 두 대

진수-인양을 위하여 별도의 이동식 크레인을 갑

의 고관절 수중 매니퓰레이터를 장착하고 수중

판 우현에 설치하였다. 무인잠수정의 위치추적

관측과 생명체 조사를 위한 고화질 카메라와 저

조도 카메라를 탑재하였다. ROV는 6개의 추진

상태로 단독운용이 가능하며 측면주사소나를 장

기를 이용하여 운동제어와 위치제어가 이루어지

착한 심해용 수중 예인 카메라로 활용될 수 있

며, 선상에서 초음파 측위장치와 관성항법장치

다. ROV는 8대의 카메라를, 수중진수장치에는

를 이용하여 무인잠수정의 위치를 추적한다.

4대의 수중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으며, 두 시스

ROV는 상단의 부력재, 중앙부에 관측·계측·

템은 주 카메라의 방향 조종을 위하여 팬-틸트

작업 장비를 탑재한 오픈 프레임 타입의 주 프레

장치를 각각 갖추고 있다.

임, 하단에 시료채취를 위한 툴 스레드 프레임으

선상중앙제어실은 좌측에 ROV 파이로트 콘

로 구성된다. ROV의 페이로드는 200kg이며,

소울, 수중작업 오퍼레이터 콘소울, 및 총괄감독

툴 스레드 프레임은 수중작업의 목적에 따라 장

콘소울로 구성되었고, 우측에 위치추적장치, 광

비를 추가로 장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중 진수

통신장치, 음향 계측장비 및 기록 장치로 구성되

장치는 해양의 환경외란과 수상선의 운동에 의

었다. 선상중앙제어실은 20피트 컨테이너로 제

한 영향을 차단하며, ROV의 작업을 지원하며

작되어 이동이 가능하며, 3명의 엔지니어가 심

감시한다. 또한, 수중진수장치는 ROV를 분리한

해무인잠수정 시스템을 운영한다. 심해무인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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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을 용이하도록 변경하여 무인잠수정을 편리하
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온누리호의 자
동위치확보장치(DPS)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
고 성능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온누
리호의 승무원과 무인잠수정 개발팀원 간의 호
흡이 잘 맞은 팀웍의 결실이다. 심해무인잠수정
이 보다 황천의 해상상태에서도 작업이 가능하
기 위해서는 DPS 확보가 필수적이다. 실해역 성
능시험을 통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 심해 정
밀작업과 선명한 해저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개
발된 심해무인잠수정을 순차적으로 수정보완하

50

정의 전원 공급과 변환을 위하여 별도의 소형 컨

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본

테이너가 분리 제작되었다.

연구사업을 통하여 수중 도킹을 위한 자율무인

2006년도 실해역 성능시험을 준비하면서, 심

잠수정(AUV, Autonomous Underwater

해무인잠수정의 자동심도제어, 선수각 제어기능

Vehicle)과 호버링이 가능한 AUV 개발이 진행

이 개발되었다.‘해미래’
와‘해누비’각각에 소

되었고, 수조에서 AUV의 위치추적을 편리하게

형의 정션박스를 추가하여 1차, 2차 케이블의 탈

할 수 있는 기법이 개발되었다.

: 홍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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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재난파(Freak Wave 또는 Rogue

진력을 명백히 함으로써, 재난파가 해양구조물

Wave)는 비교적 최근에 그 존재가 알려

에 작용하는 외력 특성 및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지기 시작한 해양파 현상으로 통상 유의파고의

해석기술 정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기

2배 이상의 크기를 갖는 단일파로 정의되며, 전

상재난파에 관한 연구는 생성 과정 및 파랑운동

후의 파가 해당 파고의 반 이하이고 파정고가 파

특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 재난파와 해양구조물

고의 65% 이상인 파랑특성을 포함하여 정의하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파랑력 특성을 해석할

기도 한다. 기상재난파는 주변의 파랑장에 비해

수 있는 수치해석기법 연구, 기상재난파 및 관련

돌발적으로 큰 단일 파랑의 형태로 출현하며, 그

극한 응답의 강 비선형적 특성에 기인하는 수치

출현 특성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예보가 힘들

해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험적 평가기술

고, 전형적인 극한파의 역학적 특성을 나타낸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으며, 실해역 재난파의 예

다. 기상재난파는 심해에서는 30m 내외의 극한

측과 분포 특성 해석을 위한 원격탐지 기술에 관

파로 나타나기도 하며, 흔히 쇄파 현상을 동반하

한 연구가 병행되고 있다.

기 때문에 구조물에 극한의 충격하중으로 작용
한다. 또한 파저와 파고 사이에서 부유체의 대변
위 운동을 야기하므로 순간전복의 위험이 매우
높아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상재난파 현상 및 이에
기인하는 하중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해양
구조물의 안전한 설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최
근 관련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의 해양개발시스템연
구본부에서는 기본연구사업으로‘기상재난파에
의한 해양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과제
(2005.1~2007.12)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제
는 기상재난파와 같은 극한파에 의한 선박 및 해
양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상재난파의 비선형적 특징과
발생 기구를 규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재난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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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기구와 관련해서는 파랑집중, 파랑-조

이션을 위한 수치파수조 연구는 급격한 기울기

류 간섭, 비선형 파랑간섭에 기인하는 파랑변조

의 해수면 형상 추적 및 구조물 간섭시의 동력

의 불안정성 등 다양한 생성 원인을 이론적으로

학적 거동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포텐셜

다루며, 실해역 기상재난파의 특성을 분석하고

기법과 전산유체역학 기법 개발이 함께 다루어

파랑스펙트럼의 비선형 파라미터에 기초한 예

지며, 전체 과정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합

측모델의 정립을 시도한다. 기상재난파 재현 및

성모델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극한응답 해석기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특성의 수치적 시뮬레

술은 충격력 형태로 작용하는 기상재난파 외력

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수치적, 실험적 해

5) 세장체 접촉거동 해석 수치프로그램 개발 및

석기술의 개발과 심해 해양구조물의 전형적 부

축진동 수조 모형시험을 위한 예비(물성)시험,

재인 세장체의 거동해석을 다룬다. 파랑의 원격

6) 부유 계류체 충격력 모형시험 및 특성 파악,

탐지 기술은 합성개구레이더(SAR, Synthetic

7) 모형시험 결과와의 비교 검증을 통한 충격력

Aperture Radar)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파고,

수치해석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파향 및 파랑스펙트럼 등의 파랑정보를 추출하

였다. 또한 차기년도에는 1-2차년도에 개발된

는 알고리듬 개발을 목표로 한다.

해석기술과 모형시험 기술을 바탕으로 기상재

이 연구의 2차년도인 2006년에는 1) 실해역

난파에 기인하는 해양구조물의 극한 응답 수치

비선형 변조 기상재난파의 특성 분석, 2) 조

시뮬레이션과 수조모형시험을 수행하여 기상

류-파랑 간섭에 기인하는 기상재난파 수치해

재난파에 의한 해양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기술

석기술 개발, 3) 기상재난파 원격탐지를 위한

을 확보하고자 하며, 실해역 기상재난파의 탐

SAR 영상의 파랑정보 추출 알고리듬 개발, 4)

지 및 출현 특성 예측을 위한 해석모델을 정립

기상재난파 하중특성 해석 수치조파기술 개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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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 속과 같은 수중에서 전자파는 급격

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육상과 수중을 하나의

한 감쇠로 인하여 통신 수단으로 사용

통신 체계로 구축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할 수 없고 수중 통신에서는 상대적으로 원거

고 있다.

리까지 전파 가능한 음파를 이용한 무선통신이

해양시스템기술연구본부는 2004년부터 해양

널리 이용되고 있다. 수중 음향통신 시스템은

수산부의 지원으로 수중에서 다자간 무선통신

음파의 느린 전파속도(전자파와 비교했을 때

이 가능한 수중음향 무선통신망 기술을 개발하

십만 배 느림)와 협소한 대역폭이라는 제약조

고 있다. 전송속도는 최대 9,600cps를 가지며

건을 극복해야한다. 수중 음향통신 기술은

수중 무선통신 단말기, 기지국, 게이트웨이, 제

1960년대에 해양에서의 석유 시추와 자율무인

어센터로 구성하여 수중 통신망을 육상 통신 시

잠수정(AUV, Autonomous Underwater

스템과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Vehicle)-모선 간 통신을 위하여 연구되기 시

수중에서는 음파의 느린 전달 속도와 협소한

작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일대일 통신을

대역폭으로 인하여 시분할 다중접속 또는 주파

넘어서 다자간 통신시스템으로서, 연안 원격감

수분할 다중접속 등의 방법은 사용하기 어렵고

시 및 해양 자율 샘플링을 위한 수중 통신망 개

기간망이 필요 없는 애드혹(Ad-Hoc) 또는 센

발 연구가 추진되었다.

서네트워크 통신은 전송 수율 측면에서 성능 저

해양 개발을 위한 기초 인프라 기술로서 수중

하가 크다. 이 연구에서는 부호분할 다중접속을

음향 통신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적용한 중앙집중식 수중음향 통신망 시스템 개

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압전 센서 보다 매

되는 2011년에는 수중-수상-육상을 하나의 통

우 작고 가벼우며 대역폭이 넓고 신호 대 잡음비

신 체계로 통합하는 국가적인 통신 인프라가 갖

가 뛰어나며 음향 매칭 특성이 매우 우수한 1-3

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합 트랜스듀서를 개발하였고, 다중경로 페이

이 연구사업은 해양산업화를 통해 연간 2000

딩 극복을 위한 레이크 수신기 및 의사잡음 신호

억 이상의 수입대체 및 해양방위 산업분야 등 새

열 동기 포착기 및 추적기를 개발하여 단말기 모

로운 영역의 부가가치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효

뎀을 구현하였다. 또한 거제도 장목 근해에서 거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발

리 7.4km, 9,600cps(chip per second), 평균

된 핵심기술과 시스템은 심해자원 개발, 생물자

-3

비트오율(BER, Bit Error Rate) 10 의 성능을

원 개발, 수중 공간자원 개발, 수중활동 기술개

시험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발 및 해양방위 산업의 실질적 수단으로 활용될

2007년에는 수중음향 부호분할다중접속

수 있다. 또한 수중, 해상 및 위성통신망과의 연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단

계를 통한 Global 통신체계를 실현함으로서 육

말기 모뎀을 보완하고 기지국 모뎀 및 통신망 설

상의 이동통신망과 더불어 제 2의 국가차원의

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과제가 완료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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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년 이후 2005년 말까지 우리나라 연안에

무인회수시스템은 수중에서 선박으로부터 직

침몰되어 있는 선박은 약 1500여척에 이르

접 잔존유를 회수하는‘수중무인회수장치’
와이

고 있으며, 매년 약 70여척의 선박이 침몰되고

를 선상에서 원격으로 제어하는‘선상원격제어

있다. 침몰선박은 사고 당시뿐 아니라 오랜 시간

장치’
로 구성된다. 수중무인회수장치는 침몰선

이 경과된 후에도 선체 내에 잔존하고 있는 기름

박의 선체에 구멍을 낸 후, 수중무인회수장치에

과 같은 유해물질의 유출로 추가 해양오염사고

장착된 회수펌프를 가동하여 잔존유를 선상으

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주요 항로나 항만 내에

로 이송한다. 수중의 주요작동장치는 작업의 안

서 해양사고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

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입력대비 출력이

라서 침몰선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우수한 유압작동방식을 선정하였고, 선상에서

를 미연에 예방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존하

공급된 유압은 수중장치에 장착된 밸브어셈블

기 위해서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리에서 각 장치들의 작동유압에 맞게 분배·공

침몰선박 처리기술 및 관련 핵심 장비의 개발이

급하여 장치들을 구동한다. 수중의 작업환경 및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시스템기술

장치들의 동작상황을 선상에서 모니터링할 수

연구본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

있도록 6기의 수중 카메라와 4기의 수중라이트

업인‘침몰선박 관리 시스템 구축연구’
를 수행

가 장착되어 있으며, 선체 외판의 가공작업 시,

하여, 수중에 침몰된 선박에 남아있는 액체물질

수중장치를 선체에 고정할 수 있도록 전자석과

을 원격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장비인‘침몰선박

쓰러스터가 장착되었다. 수중장치의 모든 동작

잔 존 유 무 인 회 수 시 스 템 (Unmanned

은 선상에서 제어되며, 여러 동작들을 효율적으

underSea Oil-recovery System, USOS)'을

로 제어할 수 있도록 PLC(Programmable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다.

Logic Controller)를 이용하였고, 수중 선상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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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상신호 및 제어신호의 전송을 위해서 광통

터 74미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신 시스템을 선정하였다. 또한 통신기기들의 작

통해 전체 시스템의 운용안정성 및 신뢰성을 검

동불능 상황을 대비하여, 일부 주요 기기들은 비

증하였다.

상제어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수중작업의

이 연구를 통하여 침몰선박으로부터 잔존유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수중의 주요 장치들은 최

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으

대수심 200M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해석

로써 침몰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 및 환경오염

및 내압시험 과정을 거쳤고, 장치별 구동시험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전체 시스템의 통합시험 과정을 통해서 제작되

고 있다. 아울러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빠른 대

었다. 제작된 시스템의 통합성능시험을 통해서

응이 요구되는 침몰선박 처리의 원천 기술을

장비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2006년

확보함으로써 귀중한 외화의 낭비를 방지하고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16일간 울산 방어진

잠재적 해양오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우리

동방 2.5마일의 해역에 바지선을 배치하여 해상

해양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는데 기여할 수

시운전을 실시하였다. 시운전은 수심 10미터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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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에는 작으나 크나 항시 파도가 존재한

선 등이 있다. 또한 임무수행 면에서 보면 악천

다. 따라서 바다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항

후에서도 운항을 하여야만 하는 수상선의 경우

시 파도의 영향을 받아 운동을 계속하게 되어 선

운동감소 및 자세제어가 되지 않으면 임무수행

박과 항행자에게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이 어렵게 된다.

미치게 된다. 파랑중 운동의 영향을 인간공학적

파랑중 운동을 감소시키고 자세제어를 하기위

인 면에서 보면 운동에 오랜 시간 피폭되어 여객

한 장비는 현재 많이 도입되고 있는 함안정기

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승무원들의 피로가

(Fin Stabilizer), 초기단계에 있는 질량가동형

누적되어 임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상

횡동요 안정장치(Mass Driving ARS), 수중익

황에서의 판단 오류 등을 일으켜 안전운항에 장

자세제어장비(Hydrofoil Control System)로

애가 된다. 선박의 안전성과 관련하여서는 탑재

서, 작용력의 발생방식이 다르지만 제어의 목적

장비의 고장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자세제어가

은 유사하여 많은 공통부분을 가지고 있는 장비

수행되지 않으면 운항이 불가능한 고성능 수상

들이다.

연구는 2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응용연구단
계에서는 주로 설계와 성능해석이 이루어졌으
며, 시험개발 단계에서는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시제품을 개발하여 성능검증을 수행하였다. 시
제품이 제작된 장비는 500톤급 함안정기,
2300톤급 함안정기와 소형 질량가동형횡동요
안정장치이다.
시제품장비 중 하나인 500톤급 함안정기는 개
발이 완료되어 성능시험을 거치고, 시연회를 실
시하였으며 벤처국방마트에 출품되었었다. 현재
이 장비는 군사용 시험평가 중에 있다. 군사용
시험평가에서 좋은 결실을 맺어 향후 한국해군
에 장비가 납품되어 해군함정의 성능향상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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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해면(Wing-In-Ground) 효과를 이

리에 마쳤다. 현재 응용 연구단계인 3차년도 연

용하여 경제적으로 운항하는 위그선은

구가 진행 중이며, 설계중인 소형 위그선의 수력

선박과 항공기의 장점을 적용한 신개념 초고속

학적, 공기역학적 그리고 구조역학적 검증을 위

해상 운송 수단이다. 이러한 위그선의 실용화를

해서 축척비가 실선의 1/2인 1.2톤급의 유인 시

통한 국가 경제력 증대 및 국민 복지 증진을 위

험 위그선 제작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 시

해서 위그선실용화사업단에서는 20인승급 소형

험선은 2007년 3월부터 지상 및 실해역 시험을

위그선과 적재량 100톤급 화물수송 대형위그선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대로 2009년 7월까지 소형 위그선의 설계, 건조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민군겸용‘20인승급

그리고 실해역 시험 운항 등이 계획되어 있다.

소형 위그선 개발’
(이하 소형 위그선)은 2004년

한편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연구 개발 사업으로

8월부터 시작하여 3년의 응용 연구단계와 2년의

추진하는‘적재량 100톤급 화물 수송 대형위그

시험 개발단계로 구분된다. 개발 중인 소형 위그

선 연구 개발’
(이하 대형 위그선) 사업은 총 개발

선의 제원은 총중량 8.5톤, 20인승(재화중량 2

기간이 5년으로, 시제선 1척을 건조하여 운항시

톤), 길이 24미터, 폭 18미터, 최대/순항 속도

험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형 위그

200/150km/h, 항속 거리 1,000km 그리고 이

선 연구 개발과 관련되어 자체 연구 사업으로

착수 가능 유의파고가 2미터이다. 소형 위그선

‘200인승 위그선 초기 개념 설계’
와‘적재량

의 개념 설계, 수조 모형 시험 수행, 추력의 산정

100톤급 화물 위그선 형상 도출을 위한 파라미

을 마쳤으며 소형 위그선의 종합적인 성능 시험

터 연구’
를 각각 2005년 12월 그리고 2006년 3

을 위해 축척비가 실선의 1/10인 R/C 모형 시험

월에 완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자

을 수행, 이수/착수/순항시의 성능 점검을 성공

체 연구사업 결과들과 그동안 위그선실용화사업

단 내의 기본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대형 위그선

법제어 시스템 및 이착수 기술 분야, 추진 시스

의 저항 추진 성능, 내항 성능, 공력 성능, 조종

템 기술 분야, 구조 설계 기술 분야, 건조 및 유

운동 방정식 정립, 이착수 안전성 해석, 구조 최

지보수 기술 분야, Modelling & Simulation 시

적화, 설계위험요소 감소를 위한 Modelling &

스템 구축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운항인프라 정

Simulation 기법, 이접안 방안 개념 그리고 운

비 및 상용화 지원 분야 그리고 이들을 총괄하는

항 시나리오 등이 개념적으로 정립, 초기 결과들

위그선 체계개발 총괄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출 되었다.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대형 위
그선의 제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재화 중
량 100톤, 최대/순항 속도 300/250km/h, 항속
거리 1,000km 그리고 이착수 가능 유의파고가
2.5미터 이상이다.
위그선실용화사업단은 경제적인 소형, 대형
위그선 개발을 위해 시스템 기본 설계 분야,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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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운송안전연구본부 해상교통안전 연구

며,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을 도출하여

사업단은, 자체 기술로 설계, 제작하여

제시하였다.

운용 중인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이용

목포항 내에 새로운 해경·어업지도선 부두

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획 중인 각종 항만/

건설이 계획됨에 따라, 인근 항로상에 운항 중인

항로 건설 사업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성 평가 사

선박의 종류와 빈도를 분석하여 부두 건설에 따

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른 선박의 추가 운항 및 긴급 출동 등 상황 변화

울산, 목포, 평택, 울진, 당진 항 등에서의 교량

에 따른, 항로상에서의 선박간 충돌 위험도와 항

건설 및 부두 신설에 따른 해상교통 안전성 평가

로 교통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등 총 7 건의 사업이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시스
템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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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고대지구 내 5만 DWT급 일반화물선
의 선박 접안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울산대교 건설에 따른 해상교통 안전성 평가

를 수행하는데 있어, 대상 해역의 항행환경 분석

는, 울산대교의 건설 노선이 울산항 진입항로 상

과 선박 접·이안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여 예상

부를 통과함에 따라, 그 교량 하부를 통과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최적의 선박운항 통제 방안

선박이나 교량 근처의 부두를 이용하는 선박들

및 경제적인 항로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을 대상으로, 교량이 건설되더라도 항행이나 부

동해안 울진과 월성 해역에 새로운 방사성 페

두 이접안에 별 문제점이 없는지를 평가하였으

기물 운반선 부두 배치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극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항만의 설계를 위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로배치계획

기초자료 제공과 설계 대안별 선박운항의 안전

및 바람, 조류 등을 변화시키면서 배속 시뮬레

성과 적정성을 검증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을

이션을 실시하고, 이러한 외력 조건의 출현빈

파악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도를 고려하여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

였다. 특히, 방파제 통과 시 와 입출항 시 예선을

다. 이러한 검토는,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한,

사용하지 않고 선박에 설치된 타와 프로펠러 그

선박 자동운항 알고리듬에 의한 배속(倍速) 시

리고 선수미 스러스터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뮬레이션(FTS, Fast Time Simulation) 기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선

법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로부터, 각 대상해

수미 스러스터를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장비를

역에서의 도선료에 선박운항 난이도를 적정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에 설치하여 평가를 수행

게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하였다.

하였다.

한편, 이러한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 구

또한 본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능형항만 물

축 및 운용 기술은 해군의 조함 및 항해훈련장비

류 시스템 핵심 기술개발 과제에서 개발된 하

구축 사업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2003년 12

이브리드 안벽에 대해, 이 구조물이 부산 신항

월 독립적 혹은 연동되어 가동될 수 있는 6 Set

및 부산 북항 등에 설치된 상황에 대해 선박운

의 시뮬레이터 시스템이 해군에게 제공되었으

항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

며, 이후 2년간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을 거쳐,

였다.

2006년 8월 해군의 조함훈련 시뮬레이터 시스

당진 및 보령화력 입출항 선박의 운항난이도

템에 대한 새로운 유지보수계약이 해군과 체결

비교 분석은, 당진, 보령 및 태안 화력에 입출

된 바 있다. 이 계약을 통하여, 한국 해군이 본

항하는 선박의 운항 관점에서, 각기 다른 항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기

배치 계획 및 조류 조건이 선박 운항 난이도에

술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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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해양법협약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

해양관할권의 확대는 과거 군사적·방어적 차

역(EEZ)제도를 창설하여 연안국에게 해

원에서의 안전보장이라는 전통적 의미뿐만 아니

당 해역에서의 생물 및 무생물자원의 탐사·개

라 일국의 전략적 자원 확보와 국민경제의 지속

발 및 해양환경 보호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적 발전을 이끌기 위한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를 가진다. 해양영토 확보를 위해서는 해양탐사

이 속해 있는 동북아 해역은 양안거리가 모두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해양경계획정 대상해역의

400해리 이하로 주변국간 관할권 중첩 문제가

가치를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해양영토 확보전략

발생하고 있으나, 3국은 서로 다른 해양경계획

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주변

정의 기준을 선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해

해역에 대한 기술적 기초자료 축적이 해양경계

역의 복잡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해양경계획

획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에

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3국은 자국에 유

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수행되지

리한 이론 및 논리 개발을 통해 해양영토 확장에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 연구는 해저지
질 및 지형도 작성과 동시에 중첩수역 내의 광
물, 수산자원 등의 경제적 가치 판단을 위해 우
리나라의 기술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필요
한 기술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적, 최대의 관할
해역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과 해양영토 확보에 따른 효율적 영토관리
를 위해 국가의 해양안보, 해양자원의 확보, 해
양재해 예방 및 해양 환경보호에 대한 실천과제
를 제시하였다.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해양기술을 혁신·개발
하고 보다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변
국과의 해양경계획정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보한
해양원천기술을 해양환경 복원 등 타 분야에 응
용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관할해역 내 자원 잠재력 파악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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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해양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

해양탐사기술 확보 사업 추진, 해양영토 확보를

능한 이용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해

위한 R&D 시스템 개선, 해양장비개발 산업화 지

양장비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국가 안위·안보 및

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해 해양영토 확보 및 관리 전문인력을 육성하

향후 해양영토 확보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원천

고 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양영토 확보 및 관리를 위한
필요 R&D 해양과학기술 창출 촉진

▶ 원천 해양탐사기술 확보 사업 추진
▶ 해양영토 해양탐사기술 확보 사업 추진
▶ 해양영토 확보 R&D 시스템 개선
▶ 해양장비 개발 산업화 지원 강화

효율적 인프라 구축
▶ 조직의 선진 운영관리체제 도입
▶ 해양영토 확보 전문인력 육성
▶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

효율적인 해양영토 관리
▶ 국가 안보능력 강화

정책추진 체제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한
해양영토 확보 전략 체계의 효율성 제고

기술혁신 성과 증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 활용 강화

필요 해양과학기술 창출 및 산업화 지원

▶ 재해 재난 예측 시스템 구축
▶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 해양환경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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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들어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소관을 과

고도화, 국가균형발전, 동반성장 역량 확충 등

학기술부로 이관하였고, 과학기술혁신본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기술공급기지 역할이

부를 설치하여 국가 R&D에 대한 조사·분석·

강조되는 등 역할정립을 위한 자성의 목소리가

평가 및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모방

높아지고 있고, 국가 Agenda 수요대응을 위한

형·각개약진형 국가과학기술 체계에서 창조

대표연구사업 육성, 임무·목적·연구 중심의

형·혁신공동체형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로의

전문연구단 체제 확립 등 정부출연(연)에 대한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출연(연)도 새로운 성장 엔진 창출을 위

이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와 3개 연구회는

한 기초·원천기술 개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관별 경영목표, 각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기

공공·복지기술 개발,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관평가를 상호 연계한 5년 단위의 중기전략계획

위한 실용화기술 개발을 통한 성장 동력의 질적

을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각 연구원별로 수

표 1. 중기전략목표별 전략과제 목록
항 목
전략목표 1
전략과제 1-1

구분

해양관측체제 구축 및 해양변동 연구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Top-Brand

전략과제 1-2

첨단 해양관측기술 및 시스템 개발

Initiative

전략과제 1-3

동해 해양순환 및 변동특성 규명

Initiative

전략목표 2
전략과제 2-1

특정해역 환경관리·회복기술 개발
특별 관리 해역의 환경평가기술 개발

Initiative

전략과제 2-2

연안해역의 기능평가 및 회복기술 개발

Initiative

전략과제 2-3

특정해역 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Initiative

전략목표 3

해양생물 자원화 핵심기술 개발

전략과제 3-1

해양바이오소재 핵심기술 개발

Top-Brand

전략과제 3-2

고부가가치 해양생물자원 개발

Initiative

전략목표 4
전략과제 4-1
전략과제 4-2
전략목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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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해양에너지·광물자원 개발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반기술 개발

Initiative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Initiative

해양운송체·장비 핵심기술 개발

전략과제 5-1

스마트 선박 핵심기술 개발

Top-Brand

전략과제 5-2

해양구조물 핵심기술 개발

Initiative

전략과제 5-3

해양탐사장비 핵심기술 개발

Initiative

립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에는 계획

해양생물자원화 핵심기술 개발, 해양에너지·

(Plan)-실행(Do)-평가(See)-환류(Feedback)

광물자원 개발, 해양운송체·장비 핵심기술 개

를 체계적으로 연동하고, 연구개발 분야뿐만 아

발이 도출되었다. 도출 방법은 기관의 임무·기

니라 기관운영 분야의 핵심 내용도 포함되었다.

능, 경영목표(2005~2008), 중장기 발전계획

한국해양연구원 중기전략계획(2007~2011)

(2004~2010) 및 정부계획인 MT 개발계획

의 주요 내용은 전략적 환경변화, 비전 및 장기

(2004~2013)과 국내외 연구개발동향 변화, 연

목표, 중기전략 목표, 목표달성 전략 등을 포함

구원 내부역량 분석 등 환경 분석이 반영되었다.

한 총괄전략과 중기전략목표별 연구개발 추진

5대 중기전략 목표에 따른 전략과제로는 13개

전략이 제시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조직, 인력,

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 중 연안재해 대응기술

사업 및 재원구조, 연구 인프라 구축계획, 기관

개발, 해양바이오소재 핵심기술 개발, 스마트

의 특징적 취약점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기관운

선박 핵심기술 개발 등 3대 Top-Brand 과제가

영 계획이 망라되었다.

포함되었다.

향후 5년 동안 한국해양연구원이 지향해야 할

3대 Top-Brand 과제의 선정배경은 기관

5대 중기전략목표는 해양관측체제 구축 및 해양

내부역량과 시장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포트폴

변동 연구, 특정해역 환경관리·회복기술 개발,

리오를 분석하였고, 특히 태풍, 지진해일 등 해

비

해양의 가치

위험요인

전

전 략

5대 전략 목표

관측 및 예측

해양관측체제 개발

보전 및 복원

특정해역 관리 강화

부가가치화

해양생물 자원화

생태적 가치
자원 가치
미적 가치
관광 가치
역사 문화적 가치
개발 및 경제 가치

해양오염
남획
서식처 파괴
과잉이용
해양재해
기후변화 등

자원 발굴

에너지·광물자원 개발

접근성 개선

해양운송체·장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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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인성 자연재해 피해저감을 위한 국가

편 총 연구비 대비 전략과제 비중을 점차 확대

Agenda 수요 대응, 급속하게 성장하는 해양

(2007년 40%→2011년 50%)하여 3대 Top-

생명공학산업 시장(’
97년부터 10년간 연평균

Brand 과제의 경우 기본연구사업비 투입을

20% 성장 전망)을 선점하기 위하여 전략적 육

획기적으로 확대(2007년 28%→2011년 40%)

성, 세계적 수준인 조선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

할 계획이다.

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과제를 전략적으

향후 5년간 중기전략계획을 실천함으로써 한
국해양연구원이 미래전략기술 확보 및 보급을

로 선정하였다.
전략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

통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선도기관으로서의 역

규인력의 약 60% 이상을 전략과제 육성에 집

할 정립과‘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가치

중 투입하고, 현재 총 1,230억원 규모의 예산

창출’이라는 한국해양연구원 비전 실현의 밑거

을 2011년까지 1,5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

름이 되길 기대한다.

높
음

11

2
1

3
6
5

내
부
역
량

7

4
13
12

9
10

8

낮
음

낮음

시장성장 가능성

전략목표 1 : 해양관측체제 구축 및 해양변동 연구
1
2
3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첨단 해양관측기술 및 시스템 개발
동해 해양순환 및 변동특성 규명

높음

전략목표 3 : 해양생물 자원화 핵심기술 개발
7
8

전략목표 4: 해양에너지 광물자원 개발
9

전략목표 2 : 특정해역 환경관리 회복기술 개발
4
5
6

특별 관리 해역의 환경평가기술 개발
연안 해역의 기능평가 및 회복기술 개발
특정해역 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해양바이오소재 핵심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해양생물자원 개발

10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반기술 개발
심해져 광물자원 개발

전략목표 5: 해양운송체 장비 핵심기술 개발
11
12
13

스마트 선박 핵심기술 개발
해양구조물 핵심기술 개발
해양탐사장비 핵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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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터운영팀의 기능은 해양자료·정보

국내외 해양 자료의 통합 해양자료 DB 시스템

DB 구축과 연구원 홈페이지 운영으로,

도 구축하고 있다. 데이터운영팀에서 운영 중

해양관측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도 극대

인 실시간 해양자료시스템에서는 한반도 주변

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17개 지점에서 관측되는 12개 해양 및 기상자

있으며, 20여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해양

료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동

자료 DB 구축, GIS 구축, 실시간 자료 관리,

북아해양관측시스템(NEAR-GOOS)의 국가

생물정보 DB 구축, 가시화 등의 해양자료관리

실시간 자료 서비스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 국내 해양기관에서 운영하는 60여 개 실시

해양자료·정보 DB 구축에서는 최근 급증하

간 자료를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도 운영하고

고 있는 GIS 구축 요구에 따라, 광양만, 새만

있다. 국제적인 관심 분야인 해양생물정보 DB

금, 천수만, 마산만, 한강 하구역에 대한 해양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해역의 해양생물 종목록

GIS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반도 해역의

DB와 해양·극한생물 자원 뱅크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정부 및 군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며, 연구사업 DB, 경영공시, Ocean and

에서는 해양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Polar Research, 해양연소식 등의 수록정보

위한 시스템 구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데이터

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특히, 한국해양

운영팀에서는 꾸준한 기술력 향상을 위해 외부

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해양과학교육정보인

전문교육기관의 컴퓨터 전문교육에 참여하고

해양과학교실, 알고 싶은 바다이야기, 연구실

있으며, 관련 기술의 국내외 동향파악 및 습득을

노트와 해양전문자료인 인공위성자료, 해양환

위한 자체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경도, 해외해양과학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원 홈페이지 구축에서는 기존 시스템에

있으며,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연구선인 온누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디자인 개선

리호와 이어도호의 사이버탐방 기능이 추가되

및 메뉴 조정 등의 개편작업을 수행하고 있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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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연구원의 학술정보팀은 과학기술부와

국외 24개 기관)을 통하여 국내외의 유용자료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지정한 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하여 연구자에게 제

양부문 전문정보센터로써 국가 해양과학도서관

공하고 있다. 또한 국회도서관과 상호협력 협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술정보팀에서는 해양

체결을 통하여 우리연구원과 국회도서관은 자료

과학기술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정보서비스를

교환 및 데이터베이스 교환, 저작권과 인적교류

연구자에게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세미나 개최 등)를 상호협력 하도록 하고 있다.

외의 최신 기술정보자료를 수집·분류·정리하

이에 따라 우리연구원은 약 300만 건의 국회도

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이를 통해 원내 연구

서관 목록정보와 단행본, 세미나자료, 폐간신문,

원은 물론, 대학 등 국내유관기관의 연구자에게

석박사 학위논문, 사회과학분야 학술지 등 약 58

자료의 조사, 열람·대출, 복사, 검색서비스 등

만 건의 본문정보를 원내 학술정보팀에서 이용

을 제공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과의 협력협정 체결은 출

정보자료 교환협력체계를 확립하고 해외 자료

연연구기관 전문정보센터 중 최초로 이루어진

교환 (55개국 292개 기관)과 단체가입(국내 25,

것으로서 국회도서관-KORDI 간의 정보자원
공유를 통한 각종 지식정보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양과학기술정보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인 축적과 활용을 위한 문헌전산화 업무를 수행
하여 Maestro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문헌정보서비스 디지털라이브러리
(http://library.kordi.re.kr)」
를 통해 제공하
고 있다. 또한, KORDI 연구 성과물에 대한 대
국민 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연구보고서의 서

주요 인터넷 전자저널 정보서비스
전자저널

수록종수

Science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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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inger Link

Springer Link

"

370종

Blackwell Synergy

Blackwell Synergy

"

420종

OUP

Oxford University Press

"

109종

ACS

American Chemical Society

"
캐나다 정부에서 발간하는 과학기술 분야 "
Ecology & Botany 분야
"

24종

NRC
J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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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540종

15종
29종

지정보와 함께 공개 가능한 경우 전문(full-

또한, 학술정보팀에

text)을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문헌

서는 인터넷에 산재한

정보서비스 디지털라이브러리를 통하여 전문정

해양과학분야 웹자원

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용서버 및

의 디렉토리를 구축하

고속망을 통한 동시다중접속 가능한 신속검색

고, 우리연구원에서 수

환경이 구축되었다.

행한 R&D 결과보고서

최근의 기술정보환경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

의 공개가능한 전문

공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최신 정보검

(Full-text)을 데이터

색을 위하여 국내외의 Data Bank인 ASFA

베이스화하여 해양연

Online 등의 상용 DB와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

구자에게 해양관련 전

관 (NDSL)등과 연계한 정보검색서비스, 맞춤정

문정보를 망라적으로

보서비스, 저널기사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제공하였다.

또한 2006년도에도 전자저널국가컨소시엄

아울러, FAO/ASFA

(KESLI)에 지속적으로 가입하여 3,100여 종의

Korean National

전자저널 원문(Full-Text) 정보를 제공하였다.

Partner 지정에 따른

2006년도에 우리연구원은 한국해양학회와 공

한국해양수산정보 자

동으로 영문학술지
『Ocean Science Journal

료입력센터 운영을 통

(OSJ)』
제41권을 발간하였다. 또한
『Ocean and

하여 국내핵심저널 선정 및 서지정보 색인·분

Polar Research(OPR)』
도 제28권을 계속 발간

석ㆍ입력·제공함으로써 국내생산 연구정보를

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우수학술지 평가사

세계 최대의 해양정보 DB인 ASFA(Aquatic

업을 통하여 OSJ는 등재후보, OPR은 등재자격

Sciences & Fisheries Abstracts)에 수록하

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이들 학술지는 해양분

게 하였다. 이는 국내 해양학자의 연구정보를

야 우수논문 발표의 장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국제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

수행하고 있다.

되고 있다.

서지정보검색용 CD-ROM
제목

내용

과학기술학술지
국가목록

외국학술지 서명, 발행기관,
ISSN, 주제검색 가능

Patent Map (2006)

특허정보 소개자료

한국의 바다물고기

국내 토종 생태계 자료

기상 연ㆍ월보 (2005)

기상정보 통계자료

과학기술연구활동
조사보고 (2006)

R&D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

국회도서관 문헌정보
(2005)

국회도서관 소장자료
목록 DB

제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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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해양연구원의 2006년 국제협력활동

위한 시설정비와 센터 건물수리를 마무리하였

은 동북아지역 협력체제 및 글로벌스탠

고, 열대해역연구의 협력 가교역할을 하게 되었

다드 실현을 목표로 한 대외적인 국제협력지원

다. 한편, IOC, POGO, PICES 등 관련 국제기

및 기획활동이 강화된 한해라고 볼 수 있다. 세

구에 대표로 활동하고, YSLME, YSEPP,

부적으로는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에 소장

NOWPAP, PEMSEA, MPA, CBD, GOOS,

을 포함한 2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중국기관과

UNDP 프로그램, 남북협력프로그램 등 다양한

의 공동연구활동 강화와 뉴스레터 발간으로 상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주관 또는 직접지원을 통

시적인 정보와 기술동향을 알게 되었다. 한남태

하여 기관의 국제협력 위상과 대외협력 제고로

평양연구센터는 2007년 이후 상시 연구활동을

공동협력분야 발굴에 집중하였다.
아울러, 미래 해양전략 국제포럼과 같은 대규
모 국제학술행사를 지원하고, 10명의 해외전문
가를 초빙하여 연구현장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AMETEC 국제교육 및 KOICA활
동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이후에는 종합적인 해양분야 국제학
술행사를 기획하여 개최할 예정이며, 동남아 및
남미지역 국가 및 기관과 교류와 협정을 통하여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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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년에는 친근하고 열린 기관 이미지를

2

촬영대회, 연구원 개방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과학문화활동과

개최하였다. 또한 교사, 언론인, 일반 정보이용

대중행사를 개최하였다. 미래국가해양전략 국제

고객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포럼, 국회 바다주간행사 개최, 대한민국 과학축

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대중 파급효

전, 미래성장동력 연구성과 전시회 등 과학기술

과와 영향력이 큰 교사· 언론인 등 여론주도 계

대중화를 위한 각종 전시회, 박람회에 참가하였

층을 대상으로 심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홍보효

으며, 바다의 날, 과학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찾아

과를 극대화하였다.

가는 해양과학교실, 인력선 축제, 바다목장 수중
표 1. 보도실적
구 분

실

적

TV 방영

‘우리 과학자들이 남태평양에 간 까닭은?’외 62건

라디오 출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역할’외 6건

신문 게재

‘가오리를 홍어로 이젠 못 속여요’외 370건

월간지 게재

‘오피니언 리더 - 염기대 원장 ’외 4건

표 2. 홍보행사
구 분

실

적

교육훈련

‘언론인 대상 해양과학기술 분야 전문교육’
외 31건

전시회

‘대한민국 과학축전’
외 8건

세미나 및 워크숍

‘대규모 간척개발에 따른 해양환경변화 한·일 국제심포지엄’
외 171건

견학프로그램

‘아주대학교 영재교육원 교육생’
외 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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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beam Echosounder
(EM 120)
● Multichannel Seismic System
●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 Subbottom Profiler
● Gravitymeter
● Deepsea Camera
● Traction Winch
● Pistoncore
● Konmap System
● CTD Seabird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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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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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D Seabird 911
● Sparker Array System
● XBT MK-9
●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Multibeam Echosounder
(EM 3002)
● Subbottom Profiler
● CTD Seabird 911
●

Hawaii

Papua New Guinea

Fiji Suva

■총

운항일정

운항목적

운항거리 - 38,545마일

■총

운항 일수 - 234일

조사지역

책임자

남서태평양

문재운

1. 1 ~ 1. 26

남서태평양 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2.14 ~ 2. 16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동해

이판묵

3. 6 ~ 3. 25

상가수리

목포

장 만

3.27 ~ 3. 31

부산 신항만 관련 해사채취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장기 모터링

남해

최진우

4. 3 ~ 4. 5

장착장비 TEST

동해

장 만

4.12 ~ 4. 14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남해

이판묵

4.22 ~ 4. 26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동해

이판묵

5.12 ~ 5. 27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 조사

동중국해

유해수

6.12 ~ 8. 23

태평양 심해저광물자원 탐사

태평양

김기현

8.24 ~10. 1

북서태평양이 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태평양

김웅서

서태평양

이판묵

남서태평양

문재운

10.26 ~11. 9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12. 4 ~12.31

남서태평양 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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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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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목적

총 운항거리 - 21,762마일

■

총 운항 일수 - 238일

조사지역

책임자

1.17 ~ 1. 19

부산 신항만 건설 관련 해사채취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연구

남해

최진우

1.21 ~ 1. 25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골재채취 사후 영향 조사 분석 연구

남해

최진우

2.14 ~ 2. 21

황해 환경오염 특성평가 및 감시체계 개발

황해

심원준

2.24 ~ 3. 4

상가수리

남해

장

3. 6 ~ 3. 18

황해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 연구

황해

이희일

3.20 ~ 3. 31

동해병 폐기물 배출해역 생물 및 퇴적물 환경 정밀 조사

동해

정창수

만

운항일정

운항목적

조사지역

책임자

4. 3 ~ 4. 17

동해 탄소 순환 : 울릉분지-1

동해

유신재

4.21 ~ 4. 23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골재채취 사후 영향 조사 분석 연구

남해

최진우

4.25 ~ 5. 4

해양영토관리 및 해저기인 자연재해 대응기술 개발

남해

석봉출

5. 9 ~ 5. 19

황해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 연구

황해

이희일

5.24 ~ 6. 5

06 - 해양특성 조사 작업

남해

신창웅

6. 7 ~ 6. 10

통신해양기상위성 해양자료처리 시스템 개발

황해

안유환

6.15 ~ 6. 17

국제공동조사연구

동해

석문식

6.20 ~ 7. 18

동해병 폐기물 배출해역 생물 및 퇴적물 환경 정밀 조사

동해

김영일

7.21 ~ 7. 24

안마군도 골재자원 조사

황해

박찬홍

7.29 ~ 8. 7

황해 환경오염 특성평가 및 감시체계 개발

황해

심원준

8.11 ~ 8. 17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활용 연구

동중국해

이재학

8.24 ~ 8. 28

해양영토관리 및 해저기인 자연재해 대응기술 개발

동남해

석봉출

9. 1 ~ 9. 3

부산 신항만 건설 관련 해사채취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연구

남해

최진우

9. 7 ~ 9. 15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해수순환과 중장기 변동 반응 및 예측 연구

동해

이재학

9.20 ~ 9. 25

울릉도 심층수 해양조사

동해

추용식

9.26 ~10. 2

06 - 해양특성 조사 작업

동해

이용국

10.11 ~10.13

동해병 폐기물 배출해역 생물 및 퇴적물 환경 정밀 조사

동해

김영일

10.14 ~10.20

06 - 해양특성 조사 작업

동해,남해

김봉재

10.26 ~10.28

06 - 해양특성 조사 작업

동해

박찬홍

11. 1 ~11.14

06 - 해양특성 조사 작업

남해

신창웅

11.17 ~11.23

06 - 해양특성 조사 작업

동해

김봉채

11.28 ~12. 6

독도 탐사

동해

박찬홍

12.11 ~12.15

북서태평양이 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해

김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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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목적

총 운항거리 - 6,723마일

■

총 운항 일수 - 134일

조사지역

책임자

2. 9 ~ 2. 9

남해 특별관리해역의 환경위해성 평가 연구

남해

최동림

2.23 ~ 2. 24

통영시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 실시설계

남해

이용국

3. 2 ~ 3. 2

지세포 자원비축단지 배출수 영향 조사

남해

심원준

3. 8 ~ 3. 8

북서태평양이 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해

신경순

3.17 ~ 3. 17

북서태평양이 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해

신경순

3.29 ~ 3. 29

옥포만 퇴적물 중 TBT 중금속 오염실태 조사

남해

심원준

3.30 ~ 3. 31

지세포 자원비축단지 배출수 영향 조사

남해

심원준

4. 6 ~ 4. 6

북서태평양이 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해

신경순

4.17 ~ 4. 17

북서태평양이 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해

신경순

4.25 ~ 4. 25

지세포 자원비축단지 배출수 영향 조사

남해

심원준

4.27 ~ 4. 27

북서태평양이 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해

신경순

4.28 ~ 4. 28

남해 특별관리해역의 환경위해성 평가 연구

남해

심원준

5.13 ~ 5. 16

06 - 해양특성 조사 작업

남해

김봉채

운항일정

운항목적

조사지역

책임자

5.17 ~ 5. 17

북서태평양이 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해

신경순

5.22 ~ 5. 22

북서태평양이 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해

신경순

5.23 ~ 6. 8

안마군도 해역 골재자원 조사

동해

박찬홍

6.12 ~ 6. 12

KOICA - AMETEC(해양환경보전연수과정)

남해

오재룡

6.15 ~ 6. 19

삼성 거제조선소와 한내리 주변해역 정밀 해저지형 및 지층 조사

남해

최동림

6.20 ~ 6. 20

북서태평양이 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해

신경순

7. 7 ~ 7. 7

북서태평양이 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해

신경순

7.11 ~ 7. 13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골재채취 사후 영향 조사 분석 연구

남해

최진우

7.24 ~ 7. 24

북서태평양이 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해

신경순

7.25 ~ 7. 31

06 - 해양특성 조사 작업

남해

이용국

8. 1 ~ 8. 1

북서태평양이 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해

신경순

8. 2 ~ 8. 8

06 - 해양특성 조사 작업

동해-부산-거제

이용국

8.10 ~ 8. 25

06 - 해양특성 조사 작업

동해

박찬홍

8.29 ~ 8. 29

북서태평양이 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해

신경순

8.30 ~ 8. 30

해수 퇴적물 및 난자치어 조사

남해

임동일

9. 2 ~ 9. 3

부산 신항만 건설 관련 해사채취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장기모니터링 연구

남해

최진우

9. 4 ~ 9. 4

북서태평양이 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해

신경순

9.20 ~ 9. 21

06 - 해양특성 조사 작업

동해

이용국

9.26 ~ 9. 26

부산 신항만 건설 관련 해사채취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연구

남해

최진우

9.28 ~ 9. 28

북서태평양이 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해

신경순

9.29 ~ 9. 30

06 - 해양특성 조사 작업

남해

김봉채

10.10 ~10.10

북서태평양이 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해

신경순

10.11 ~10.26

06 - 해양특성 조사 작업

동해

박찬홍

10.27 ~10.27

북서태평양이 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해

신경순

11. 3 ~11. 3

북서태평양이 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해

신경순

11. 8 ~12. 1

상가수리

목포

장 만

12. 5 ~12. 6

남해 EEZ해역의 부산신항 및 SOC사업에 관한 골재채취 단지

남해

민동주

주변해역의 해저지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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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28,937㎡
부지 : 92,939㎡

건물 : 7,689㎡
부지 : 59,875㎡

건물 : 25,221㎡
부지 : 153,736㎡

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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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극지분야 위성활용 기반구축 연구

안유환

'06. 2. 1 ~ '06.12.31

한국해양연구원

모형시험 운영정보관리 시스템 개발

유재훈

'06. 5. 1 ~ '07. 4.30

한국해양연구원

20인승급 소형 위그선 공력성능 평가

강국진

'06. 5. 1 ~ '07. 4.30

한국해양연구원

연구과제명

88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국제공동해양조사 연구(ARGO)

석문식

'06. 1. 1 ~ '06.12.29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의 탄소순환 연구-울릉분지

유신재

'06. 1. 1 ~ '06.12.29

한국해양연구원

갯벌 경계면에서의 물질 플럭스 및 갯벌의 생태적 기능 평가

권개경

'06. 1. 1 ~ '06.12.29

한국해양연구원

남해 특별관리해역의 환경위해성 평가 연구

장

만

'06. 1. 1 ~ '06.12.29

한국해양연구원

수중 3차원 퓨전영상 생성·탐지 및 전송기술 개발

임용곤

'06. 1. 1 ~ '06.12.31

한국해양연구원

기상 재난파에 의한 해양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홍기용

'06. 1. 1 ~ '06.12.31

한국해양연구원

해난사고 예방 및 구난체계 구축 사업 (10)

최혁진

'06. 1. 1 ~ '06.12.31

한국해양연구원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해수순환과 중장기 변동 반응 및 예측 연구

이재학

'06. 2. 1 ~ '06.12.29

한국해양연구원

하구역의 관리 및 기능회복 기술 개발

정경태

'06. 2. 1 ~ '06.12.29

한국해양연구원

남태평양 열대해양 생물소재 실용화 기술개발 연구

박흥식

'06. 2. 1 ~ '06.12.29

한국해양연구원

U-기반 탐사선단의 스마트 운용기술 개발

이동곤

'06. 2. 1 ~ '06.12.31

한국해양연구원

지능형 함정스텔스 성능평가기술 개발

안종우

'06. 2. 1 ~ '06.12.31

한국해양연구원

수중 탐사선단의 스마트 네트워크 및 운용기술 개발

전봉환

'06. 2. 1 ~ '06.12.31

한국해양연구원

네트워크 기반 항만관제 및 항법체계기술 개발

김선영

'06. 2. 1 ~ '06.12.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유래 항암소재 및 유용효소 개발

이정현

'06. 2. 1 ~ '06.12.31

한국해양연구원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수중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3)

임용곤

'06. 1. 1 ~ '06.12.22

해양수산부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기술 개발 (8)

홍사영

'06. 1. 1 ~ '06.12.22

해양수산부

남서태평양 해양생물자원 개발

이순길

'06. 1. 1 ~ '06.12.31

국립수산과학원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 조사

유해수

'06. 1. 1 ~ '06.12.31

해양수산부

해양관측 및 예보 시스템 개발

박광순

'06. 1. 1 ~ '06.12.31

해양수산부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

김상진

'06. 1. 1 ~ '06.12.31

국립수산과학원

해양방선균으로부터 항암물질 개발

신희재

'06. 1. 1 ~ '06.12.31

국립수산과학원

황사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희일

'06. 1. 1 ~ '06.12.31

해양수산부

침몰선박 관리 시스템 구축 (8)

최혁진

'06. 2. 1 ~ '06.12.30

해양수산부

조력·조류 에너지 실용화기술 개발

이광수

'06. 2. 1 ~ '06.12.31

해양수산부

파력 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4)

홍기용

'06. 2. 1 ~ '06.12.31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실용화 기술 개발 (3)

정노택

'06. 2. 1 ~ '06.12.31

해양수산부

CO₂해양처리기술 개발 (2)

강성길

'06. 2. 1 ~ '06.12.31

해양수산부

2006년도 새만금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사 연구

이흥재

'06. 2.24 ~ '07. 2.23

해양수산부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 연구

심재설

'06. 3. 1 ~ '06.12.31

해양수산부

심해저 광물자원 집광 시스템 및 채광운용기술 개발 (4)

홍

섭

'06. 3. 1 ~ '07. 2.28

해양수산부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김기현

'06. 3. 1 ~ '07. 2.28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이용개발 (6)

김현주

'06. 3. 1 ~ '07. 2.28

해양수산부

발전소 취배수로 거품제거장치 실험 연구

오영민

'06. 3. 1 ~ '07. 2.28

한전전력연구원

'06 항만매몰 및 오염방지대책 기반기술 연구 개발

이동영

'06. 3.28 ~ '06.12.27

해양수산부

유기지화학 추적자를 이용한 메탄방출 기록 복원 연구

현상민

'06. 4. 1 ~ '06.11.3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중장기 기후변화에 따른 동중국해 해양생태계 변동예측 연구

김철호

'06. 4. 1 ~ '06.12.3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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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90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황해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 연구

이희일

'06. 4. 1 ~ '07. 3.3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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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순

'06. 4. 1 ~ '07. 3.31

환경부

황해 해양오염 특성 평가 및 감시 체계 개발

심원준

'06. 4. 1 ~ '07. 3.31

환경부

관측소 보정과 파형의 유사성을 이용한 한반도 지진의 진원위치 형성

김광희

'06. 4.10 ~ '07. 2. 9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해양 변동성과 동아시아 기후 변동성간 상관성의 평가와 이해

예상욱

'06. 4.10 ~ '07. 2. 9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통신 해양기상위성 해양자료처리 시스템 개발

안유환

'06. 5. 1 ~ '07. 2.2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해양위성센터 구축

안유환

'06. 5. 1 ~ '07. 2.28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심해무인잠수정의 선상운용 시스템

박동원

'06. 5.11 ~ '07. 4.30

해양수산부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6)

이판묵

'06. 5.11 ~ '07. 4.30

해양수산부

산샤댐 건설로 인한 남해(동중국해)의 해양환경 영향 연구

최동림

'06. 6. 1 ~ '06.12.31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빙해선박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빙해수조 기반구축 사업

이춘주

'06. 6. 1 ~ '07. 5.30

산업자원부

'06 대수심 방파제 및 연약지반 관련기술 연구

박우선

'06. 6. 1 ~ '07. 5.31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남서태평양 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문재운

'06. 6. 1 ~ '07. 5.31

해양수산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

박찬홍

'06. 6.21 ~ '07. 6.20

해양수산부

인홀 계측을 위한 Piezoelectronics의 실용화 연구

권오순

'06. 7.29 ~ '07. 7.28

건설교통부

선박 손상 안전성 향상 설계기술 개발

김기섭

'06. 7.31 ~ '07. 7.30

산업자원부

선박의 동적 안정성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홍사영

'06. 7.31 ~ '07. 7.30

산업자원부

선박의 유체성능 고도화 기반기술 개발

김

진

'06. 7.31 ~ '07. 7.30

산업자원부

'06 항만구조물 신뢰성 설계법 개발

윤길림

'06. 8. 1 ~ '07. 7.31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06 항만 리모델링 기반 구축 연구

박우선

'06. 8. 1 ~ '07. 7.31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06 해일피해 예측 정밀격자 수치모델 구축 및 설계해면 추산

이동영

'06. 8. 1 ~ '07. 7.31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20인승급 소형 위그선 개발

강국진

'06. 8. 1 ~ '07. 7.31

산업자원부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열대도서생물로부터 생리활성물질 추출 연구 (1)

이희승

'06. 8. 1 ~ '07. 7.3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6 지능형 항만물류시스템 기술개발 (4)

채장원

'06. 8.12 ~ '07. 8.11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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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구

'06. 9. 1 ~ '07. 6.3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환경친화적 생물소재를 이용한 적조피해 저감기술 및
적조탐지체계 개발

장

만

'06. 9. 1 ~ '07. 6.3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중 해양과학 공동협력 연구

이동영

'06.10. 1 ~ '07. 7.31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DGPS 기준국용 이중 주파수 수신기 개발 (3)

서상현

'06.10. 1 ~ '07. 7.31

해양수산부

첨단 항로표지 수중 구조물 기술 개발

오영민

'06.10. 1 ~ '07. 9.30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원격 선박통제 제어기술 개발

이창민

'06.10.16 ~ '07.10.15

국방과학연구소

한반도 해역 해상조건 분석 시스템 개발 및
해역정보 종합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1)

이종찬

'06.12. 1 ~ '07.11.3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순환골재를 재활용한 친환경 지반개량공법의 실용화 방안 연구

윤길림

'06.12.20 ~ '07. 6.19

건설교통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해양분야 위성활용 연구

유홍룡

'06. 1. 1 ~ '06.12.3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경기만내 해수부존량 추정 및 해사채취에 따른 환경영향 연구

이용국

'06. 1. 1 ~ '06.12.31

(주)이엔씨기술연구

유도탄형 고속정(PKX-A)의 VR 및 DIGITAL MOCK-UP 개발

김선영

'06. 1. 1 ~ '07. 3.31

(주)한진중공업

유도탄형 고속정(PKX-A)의 생존성 해석

김선영

'06. 1. 1 ~ '07.11.30

(주)한진중공업

지세포 자원비축단지 배출수 관련 어업피해 조사

심원준

'06. 1. 5 ~ '07.10.22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3)
- 동해병 폐기물 배출해역 생물 및 퇴적물 환경 정밀 조사

김영일

'06. 1.24 ~ '06. 8.14

수협중앙회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T/K 설계 - 평면 수리모형 실험

이달수

'06. 2. 1 ~ '06. 7.30

(주)한동이엔씨

극지 관측망용 무선통신에 관한 연구

임용곤

'06. 2. 1 ~ '06.12.31

극지연구소

주문진항 해수교환시설 준공 후 모니터링 조사 (3)

이달수

'06. 2.14 ~ '07. 2.13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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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92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해수, 퇴적물 환경 및 난자치어 조사

임동일

'06. 2.20 ~ '06.12.20

국립수산과학원

수상함정 기본설계 업체결정 평가기준(안) 작성 및
적격심사기준 검토관련 연구

이종갑

'06. 2.27 ~ '06. 4.27

방위사업청

제주외항 2단계 축조공사 턴키설계를 위한 파랑관측 및 수치모형 실험

정원무

'06. 3. 1 ~ '06.10.31

(주)지오시스템리서치

풍도 골재채취사업 해양환경영향 평가

추용식

'06. 3. 1 ~ '07. 2.28

(주)유니크앤베스트

파랑중 분할모형 시험(WILS-JIP)

홍사영

'06. 3. 1 ~ '07.12.31

대우조선해양(주)

울진원전 6개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영향 피해 조사

이재학

'06. 3. 1 ~ '08. 3.11

울진원자력본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온배수 관리방안 연구

이순길

'06. 3.20 ~ '07. 3.19

해양수산부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3)

김영일

'06. 3.28 ~ '06.12.31

해양수산부

안마군도 해역 골재자원 조사

박찬홍

'06. 3.28 ~ '06.11.30

한국수자원공사

플랫폼 시뮬레이터 개발

김선영

'06. 3.31 ~ '06.12.20

국방과학연구소(진해)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사업 연구

강성현

'06. 3.31 ~ '06.12.30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 시제품 이전설치

정노택

'06. 4. 3 ~ '06.12.31

옹진군청

유비쿼터스 개념 함정 적용 방안 연구

이진태

'06. 4. 3 ~ '06.11.30

해군본부

WIG선 군사용 활용 가능성 연구

강창구

'06. 4. 3 ~ '06.11.30

해군본부

수중함 기술수준 분석평가 방안 연구

이종갑

'06. 4. 3 ~ '06.11.30

해군본부

공학기반의 함정 전투실험체계 구축을 위한 개념 연구

김선영

'06. 4. 3 ~ '06.11.30

해군본부

HNS 국가/지역 방제계획 수립

이문진

'06. 4. 4 ~ '06.12. 8

해양경찰청

'06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명정구

'06. 4. 4 ~ '07. 4. 3

해양수산부

한중일의 해양경계 획정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연구

박성욱

'06. 4. 7 ~ '06.12. 6

해양수산부

KOMAC VLCC 선의 선형 연구

이영연

'06. 4.10 ~ '06.12.31

(주)한국해사기술

'06-해양특성 조사

김봉채

'06. 4.10 ~ '07. 3.31

해군중앙경리단

여수해역 연안환경 모니터링 조사

유재명

'06. 4.10 ~ '07. 4.10

GS칼텍스주식회사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해양오염 방제지원 시스템 구축

이문진

'06. 4.11 ~ '06.12.28

해양경찰청

차세대 전자해도 개발

서상현

'06. 4.13 ~ '06.12.21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정화, 복원체계 구축 (3)

김석현

'06. 4.13 ~ '07. 2.12

수협중앙회

해양과학기술도시로서의 부산발전방안 연구

오위영

'06. 4.28 ~ '07. 2. 5

부산광역시청

풍도 골재채취 사업지구 수중문화재 지표 조사

정갑식

'06. 5. 1 ~ '07. 2.28

(주)유니크앤베스트

대수심/대심도 연약지반상 대형 해양구조물(7500톤급)의
신개념 부력식기초 실용화 연구

권오순

'06. 5. 1 ~ '08. 4.30

삼성물산(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동해안 항만시설공사 설계
-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김연규

'06. 5.17 ~ '08. 4.23

(주)대우엔지니어링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연구

배세진

'06. 5.23 ~ '06.12.22

해양수산부

부산항 신항 해양수리현상 연구개발 (1)

채장원

'06. 5.24 ~ '07. 7.23

부산항건설사무소

DGNSS 기반 항해장비 성능검증 시스템 기술 개발

박상현

'06. 6. 1 ~ '07. 5.3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소형 컨테이너선 주요목 최적화에 의한 성능 예측 시스템 구축

유재훈

'06. 6. 1 ~ '07. 2.28

대우조선해양(주)

'06 준설토사 처리 및 유효활용 기준 수립

윤길림

'06. 6.16 ~ '07. 6.15

해양수산부

남제주군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

김종만

'06. 6.20 ~ '06.10.17

서귀포시청

공군 F-15K 비행기록장비 및 기체잔해 탐색

이용국

'06. 6.22 ~ '06. 7.21

공군중앙관리단

해사채취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 (3)

김창식

'06. 6.23 ~ '07. 1.22

수협중앙회

안산시 어항개발계획 수립

오영민

'06. 6.26 ~ '06.10.23

안산시청

'06 통영 바다목장화(3단계) 연구 (2)

김종만

'06. 6.27 ~ '07. 6.26

해양수산부

NOWPAP 방제지역활동센터 운영사업

강창구

'06. 6.30 ~ '06.12.27

해양경찰청

항적모델의 실험 해석

신명수

'06. 7. 1 ~ '08. 5.31

부산대학교

가변피치 추진기 모형제작 및 시험

안종우

'06. 7. 1 ~ '07. 6.30

(주)디에스케이

연안침식방지 기술개발 연구 (2)

진재율

'06. 7. 3 ~ '07. 2.28

해양수산부

한진 AFRAMAX Tanker 선형 연구

안해성

'06. 7.24 ~ '07. 1.30

(주)한진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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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94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

최학선

'06. 8. 1 ~ '07. 5.31

중소기업청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임운혁

'06. 8. 1 ~ '07. 6.30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파랑관측 연구

정원무

'06. 8. 1 ~ '07. 7.31

(주)대우건설

조함 및 항해 훈련체계 외주정비

공인영

'06. 8.28 ~ '07. 8.27

해군본부

모터보트 핵심기술 기초연구 및 기술로드맵 구축

반석호

'06. 9. 1 ~ '06.12.31

서울대학교

STX 115K DWT CRUDE/PRODUCT OIL TANKER 선형 연구

안해성

'06. 9. 1 ~ '07. 3. 2

STX조선(주)

동아시아 몬순의 진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고기후 변화와 예측

석봉출

'06. 9. 1 ~ '07. 8.31

공공기술연구회

드레이크해협 해황특성 연구

이재학

'06. 9. 1 ~ '07. 8.31

공공기술연구회

고부가가치 선박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

김기섭

'06. 9. 1 ~ '07. 8.31

산업자원부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해양분야 지원정책 및
국제 정보공유 기반 연구

전동철

'06. 9. 7 ~ '06.12.30

국립해양조사원

선박 밸러스트수 관리장치 ECS의 형식 승인을 위한 생물시험

신경순

'06. 9.18 ~ '08. 3.17

(주)테크로스

서도 5호 해중철탑 기초보강 해양연구

정원무

'06. 9.21 ~ '07. 7.17

한전 전력계통건설처

광역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 구축 연구 (5)

서상현

'06. 9.29 ~ '07. 5.28

해양수산부

Gas Heater / Vaporizer 제어용 기장 Simulator를 위한
표준 M&S 기술적용 기법 연구

이창민

'06.10. 1 ~ '07. 9.30

(주)지엠비

대우조선해양 표준 Drillship 모형시험

홍사영

'06.10. 2 ~ '07. 2.16

대우조선해양(주)

'06 동서제주 바다목장화(2단계) 연구 (1)

김종만

'06.10.23 ~ '07. 8.22

해양수산부

'06 전남 다도해형 바다목장(2단계) 연구 (3)

김종만

'06.10.23 ~ '07. 8.22

해양수산부

한미 해양협력사업 MPA분야 전문가 그룹 회의 개최 및
람사협약 습지등록을 위한 RIS 작성 연구

허

식

'06.11. 9 ~ '06.12.15

해양수산부

속초시 해양심층수 자원화 기본계획 연구

김현주

'06.11.24 ~ '07. 5.22

속초시청

2006년 외해수중 가두리개발 시험 연구

명정구

'06.12. 1 ~ '07.11.30

통영시청

연안재해 대응-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해일
예측기술 개선 연구

강석구

'06.12. 1 ~ '07.11.30

공공기술연구회

보령시 재활용시설 설치공사-감용기 설치공사

전태병

'06.12.12 ~ '07. 6.27

한국환경자원공사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제작 설치(화성시)

전태병

'06.12.27 ~ '07. 4.26

화성시청

( SCI, SC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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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출원
발명의 명칭

102

발명자

출원일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선박용 밸러스트수의 전해 소독장치

김은찬, 신경순, 강국진
이강평,김영준

'06. 1. 1

KR2006-000116

특허

PCT

관절형 로드 및 로드 유도장치

권오순, 장인성, 이 배

'06. 1.20

2006-6182

특허

대한민국

조립식 부양구조체

명정구, 오승용, 백상규
노충환, 하이피이산업(주)
(주)오션테크, 김종만
박용주, 최희정, 김민석

'06. 1.25

2006-7776

특허

대한민국

심해수 취수용 파이프 어셈블리 및
그의 설치 방법

오승용, 백상규, 노충환
(주)오션테크, 박용주
명정구

'06. 1.25

2006-7777

특허

대한민국

삼각뿔 인공어초

명정구, 박용주, 김종만
박철원, 최희정, 김민석

'06. 1.26

2006-8186

특허

대한민국

지붕형 인공어초

명정구, 백상규, 오승용
노충환, 박용주, 최희정
강래선, 김종만, 박철원
김민석, 이순길

'06. 1.26

2006-8187

특허

대한민국

격자형 인공어초

명정구, 김종만, 박용주
이순길, 강래선, 박철원

'06. 1.26

2006-8188

특허

대한민국

어업용 폐스티로폼 고속 건조장치

전태병, 성홍근, 강창구

'06. 1.31

2006-9227

특허

대한민국

프라지마 열용사밥을 이용한 친수성 및
다공성 피막 형성 방법

백부근, 이상중

'06. 1.31

2006-9270

특허

대한민국

복합형 인공해조장

명정구, 강래선, 김종만
박용주, 박철원, 오승용

'06. 2. 6

2006-11078

특허

대한민국

파에너지를 이용한 흐름발전장치

박우선, 염기대, 이광수
정원무, 한상훈, 박진순

'06. 2.17

2006-15790

특허

대한민국

해양심층수를 첨가한 배지에서 배양한
미생물을 이용한 식품의 제조 방법

김현주, 정동호, 문덕수
이명희, 이기동, 조덕조
양효정

'06. 2.22

2006-17332

특허

대한민국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일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탈염한 동해 심층수를 활용한 입국의 제
조 및 이를 이용한 발효주의 제조 방법

김현주, 손유선, 고의찬
박경준, 김은수, 곽중기

'06. 2.22

2006-17335

특허

대한민국

뿌리돌림 방지를 위한 해수 또는 염 처리
육묘판 개발

김현주, 정동호, 문덕수,
강원회

'06. 2.23

2006-17497

특허

대한민국

종자의 프라이밍 처리를 위한 해수 또는
염의 이용

김현주, 정동호, 문덕수
강원회

'06. 2.23

2006-17498

특허

대한민국

파일을 이용한 기초 시공구조의 시공법

박우선, 권오순, 장인성
한상훈, 이진학, 정원무

'06. 2.25

2006-18505

특허

대한민국

연속식 진공동결건조기

김현주, 정동호, 문덕수

'06. 2.28

2006-19328

특허

대한민국

유용물질추출용 복합진공동결건조기

김현주, 정동호, 문덕수

'06. 2.28

2006-19329

특허

대한민국

선박 밸러스트수 처리를 위한 해수에서의
무기산 염산과 황산 및 차아염소산염을
이용한 이산화염소 제조장치 및 방법

김은찬, 신경순, 강국진
양승휘, 김인오

'06. 3. 7

2006-21432

특허

대한민국

선박 밸러스트수 처리를 위한 해수에서의
아염소산염과 염수를 이용한 이산화염소
제조장치 및 방법

김은찬, 신경순, 강국진
양승휘, 김인오

'06. 3. 7

2006-21433

특허

대한민국

석탑용 인공어초

김민석, 김종만, 명정구
강래선, 강돈혁, 오승용
백상규, 박용주, 한경호

'06. 3.24

2006-26766

특허

대한민국

오플록사신 에스테르에 대한 광학선택적
에스터라아제, 이를 암호화하는 뉴클레오
타이드 및 이를 이용하여 레보플록사신을
제조하는 방법

김상진, 최형태, 김준태
박상이, 강성균, 우정희
권개경

'06. 4. 7

2006-31962

특허

대한민국

버킷파일의 기초 시공구조물 및 그 시공
방법

박우선, 권오순, 장인성
한상훈, 이진학, 정원무

'06. 4.12

2006-33182

특허

대한민국

고호열성 디유티피아제 및 이의 제조 방법

이정현, 이현숙, 강성균
조요나, 김윤재 전정호
배승섭, 김상진 권개경
임재규

'06. 4.12

2006-33297

특허

대한민국

삼면체 형태의 반사체를 이용한 구명정
및 소형 선박용 수납형 레이더 반사체

박철수, 유재훈, 김건도
안종우

'06. 4.26

2006-37473

특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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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104

발명자

출원일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알루미늄 채프를 이용한 구명정 및 소형
선박용 수납형 레이더 반사체

백부근, 유재훈, 김건도
안종우

'06. 4.26

2006-37474

특허

대한민국

연어 종 또는 계군의 판별 방법과 이에
따른 연어 종 또는 계군 판별용 폴리뉴클
레오티드 프로브, DNA칩 및 키트

이윤호, 김충곤, 김고은
서현석, 정다금, 황승용
정진욱, 윤현규, 이창현

'06. 5. 2

2006-39711

특허

대한민국

석션파일 관입장치

박우선, 권오순, 장인성
한상훈, 이진학, 정원무

'06. 5. 9

2006-41418

특허

대한민국

인홀형 탄성파 시험용 계측장치

권오순, 장인성, 목영진
한만진

'06. 5.26

2006-47757

특허

대한민국

인홀형 탄성파콘의 관입시험 방법

권오순, 장인성, 목영진
한만진

'06. 5.26

2006-47758

특허

대한민국

벤더를 이용한 크로스홀형 탄성파 시험
방법

권오순, 장인성, 목영진
정재우, 장현삼

'06. 5.26

2006-47759

특허

대한민국

발전소 취수구 유입 해양생물 제거 시스템
및 제거 방법

이재학, 김동성, 이우진
이승백

'06. 6. 1

2006-542510

특허

일본

차체 외부 냉각장치

박준수, 박수인

'06. 6.22

2006-56334

특허

대한민국

회전익 날개 끝 간극유동 손실 방지용
임펄스 터빈

김기섭, 홍석원, 이영연
현범수

'06. 6.22

KR2006-002402

특허

PCT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선박의 스페어
파트관리 시스템

백부근, 이동곤, 유재훈

'06. 7. 5

2006-63086

특허

대한민국

선박에 탑재되는 활어운반 장치의 원격자
동 감시 시스템

이동곤, 백부근, 유재훈

'06. 7. 5

2006-63087

특허

대한민국

해상부이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장치 및
시스템

이문진, 이한진, 강창구

'06. 7. 12

2006-65180

특허

대한민국

선박의 항행 위험도 제공 방법 및 그 시스템

양찬수

'06. 7. 12

2006-65289

특허

대한민국

발전소 취수로의 냉각수 거품 저감용
다중수로관

강금석, 김지영, 오영민
김창일

'06. 7. 14

2006-66213

특허

대한민국

발전소 배수로의 거품수집 구조물

강금석, 김지영, 오영민
김창일

'06. 7. 14

2006-66214

특허

대한민국

합성개구레이더 정보와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정보를 이용한 선박 관리 방법
및 그 시스템

양찬수

'06. 7. 14

2006-66581

특허

대한민국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일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양식장 모니터링 방법 및 그 시스템

양찬수

'06. 7.19

2006-67437

특허

대한민국

PCBs가 제거된 절연유 재생산 방법 및
그에 따른 PCBs가 제거된 절연유

이희승, 홍기훈, 신희재
이지혜, 박흥식

'06. 7.31

2006-72387

특허

대한민국

해양 생물에 대한 이산화탄소 가스의
영향 평가 장치 및 방법

김완수, 김종욱, 안종득
강성길

'06. 8. 2

2006-72947

특허

대한민국

홍어과 또는 가오리류에 속하는 어류의
분류체계 결정 방법과 이와 관련된 폴리
뉴클레오티드 프로브, DNA 칩 및 키트

김충곤, 이윤호, 정다금
김 성, 황승용, 정진욱
윤현규, 이창현

'06. 8. 4

2006-73749

특허

대한민국

해양생물의 인공동면 유도 방법 및 인공
동면 유도에 의한 해양생물의 운송 방법

김완수

'06. 8. 8

2006-74458

특허

대한민국

이동식 부유안벽

박우선, 채장원, 장인성
한상훈, 김종철

'06. 8.10

2006-75502

특허

대한민국

이동식 부유안벽

박우선, 채장원, 장인성
한상훈

'06. 8.10

2006-75510

특허

대한민국

방선균 유래의 항암물질 추출방법과 이에
따른 인돌알칼로이드계 화합물, 암세포
사멸유도제 및 항암용 의약조성물

신희재, 이희승, 정현선
김태식, 김환묵, 박성규

'06. 8.10

2006-75698

특허

대한민국

유무선 네트워크에 의한 냉동냉장 컨테이너의
작동 감시 시스템

이동곤, 유재훈, 조성락
백부근

'06. 8. 11

2006-76404

특허

대한민국

화재 위험 구역의 화재 예방 시스템

이동곤, 박영하, 박범진
김기섭

'06. 8. 11

2006-76405

특허

대한민국

간이 동결 조립식 박스 추진공법 및 그 장치

한민호, 정낙형, 이영기
홍 섭, 최종수

'06. 8.16

2006-77114

특허

대한민국

수중탱크 내 액체물질 원격회수장치 및
액체물질 회수 방법

최혁진, 이경중, 이문진
변성훈, 강창구

'06. 8.28

2006-8006002.0

특허

중국

항암물질과 이것의 추출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항암제 조성물

신희재, 이희승, 정성윤

'06. 9. 8

2006-86834

특허

대한민국

발전기용 터빈

박우선, 염기대, 이광수
정원무, 한상훈, 박진순

'06. 9.27

2006-94310

특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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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출원일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해양폐기물 연소용융 처리장치

정노택, 전태병, 성홍근
김선동, 이흥모, 채수택

'06.10. 2

2006-96973

특허

대한민국

광학선택적 에폭사이드 가수분해효소 및
이를 이용한 광학순도 에폭사이드의 제조
방법

김상진, 황영옥, 우정희
강성균, 권개경, 강지현
조장천

'06.10. 2

2006-97390

특허

대한민국

돌연변이 DNA 종합효소들 및
그의 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김상진
권개경, 이현숙,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전정호
조요나, 권석태

'06.10. 2

2006-97450

특허

대한민국

고호열성 DNA 중합효소 및
이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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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0. 2

KR2006-003988

특허

PCT

광학선택적 에폭사이드 가수분해효소 및
이를 이용한 광학순도 에폭사이드의 제조
방법

김상진, 황영옥, 우정희
강성균, 권개경, 강지현
조장천

'06.10. 4

KR2006-004003

특허

PCT

무한궤도가 2열로 분리된 무한궤도 차량

최종수, 김형우, 홍 섭
여태경

'06.10.17

2006-101010

특허

대한민국

위상천이변조 방식의 수중음향 통신장치
및 그 방법

임용곤, 김승근, 최영철
박종원, 김시문, 이판묵

'06.10.25

2006-104218

특허

대한민국

음향 탐지 신호 은닉 방법 및 그 장치

임용곤, 변성훈, 최영철
김승근, 박종원, 이판묵

'06.10.25

2006-104223

특허

대한민국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기능성 성분이 증진된
인삼의 제조 방법

강원희, 김현주

'06.10.31

2006-106160

특허

대한민국

조류 발전설비 보호시설

박진순, 염기대, 이광수
박우선, 진재율, 황현진

'06.11. 6

2006-109088

특허

대한민국

현장 제작형 고강도 유연관의 제작 및 설치 방법

김현주, 정동호

'06.11.17

2006-113732

특허

대한민국

부유식 구조물 적용 진동수주 방파제

홍사영, 김병완, 경조현

'06.11.22

2006-115967

특허

대한민국

모듈형 부유구조물 연결장치

홍사영, 경조현, 김병완

'06.11.22

2006-115968

특허

대한민국

어업용 폐부자 건조기

전태병, 정노택, 김선동
김선송

'06.11.28

2006-118046

특허

대한민국

어업용 폐부자 세척기

전태병, 정노택, 김선동

'06.11.28

2006-118047

특허

대한민국

저온활성 및 내산성 베타-1, 4-D-만난아
제, 이를 코딩하는 유전자 및 이의 용도

이윤호, 김충곤, 송정민

'06.11.28

2006-118427

특허

대한민국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일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헬리컬 터빈 발전 시스템(동기발전기타입)

박진순, 염기대, 이광수
강석구, 진재율, 박우선

'06.11.28

2006-118645

특허

대한민국

헬리컬 터빈 발전 시스템(권선형 유도발전기)

이광수, 염기대, 박진순
강석구, 진재율, 박우선

'06.11.28

2006-118646

특허

대한민국

나선암초형 월류 파력발전장치

신승호, 홍기용

'06.11.29

2006-118753

특허

대한민국

회전형 순환식 소형 고압실험장치

정노택, 강성길, 류재웅

'06.11.29

2006-118988

특허

대한민국

헬리컬 터빈 계측장치

박진순, 염기대, 이광수
박우선, 한상훈, 오명학

'06.11.29

2006-119012

특허

대한민국

조립식 헬리컬 터빈

박진순, 염기대, 이광수
강석구, 진재율, 오명학

'06.11.29

2006-119019

특허

대한민국

써모코커스 유래 돌연변이 DNA 중합효
소들 및 그의 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김상진
권개경, 이현숙,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전정호
조요나, 권석태, 차선신

'06.11.30

2006-119612

특허

대한민국

DNA중합효소 활성 증가 단백질 및 이를
암호화 하는 유전자

이정현, 강성균, 김상진
권개경, 이현숙, 유용구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전정호, 조요나, 정인순
권석태

'06.11.30

2006-119613

특허

대한민국

유연봉에 부착된 전자박막을 이용한 파력
발전장치

신승호, 홍기용

'06.12. 7

2006-123470

특허

대한민국

종이 모형 위그선 제작판

여동진, 김무롱, 강창구

'06.12.18

2006-31922

실용신안

대한민국

협력형 자율무인 수중탐사 시스템

전봉환, 이판묵, 임용곤

'06.12.19

2006-130031

특허

대한민국

선박 내 호출 시스템

박진형, 강창구, 강국진
이문진, 김홍태, 문두환
장윤희

'06.12.26

2006-133774

특허

대한민국

재난 경보 시스템

박진형, 이창민, 공도식
황호진, 이진태, 조용진
문두환

'06.12.26

2006-133775

특허

대한민국

현장용 퇴적물산소소비량(SOD) 측정장치

조홍연, 조범준, 정경태

'06.12.27

2006-135032

특허

대한민국

수중탱크 내 액체물질 원격회수장치 및
액체물질 회수 방법

최혁진, 이경중, 이문진
변성훈, 강창구

'06. 8.30

진행중

특허

일본

수중탱크 내 액체물질 원격회수장치 및
액체물질 회수 방법

최혁진, 이경중, 이문진
변성훈, 강창구

'06. 9.30

진행중

특허

미국

Annual Report 2006

107

산업재산권 등록
발명의 명칭

108

발명자

등록일

등록번호

재산권

등록국가

감쇠력 자동조절기능이 있는 질량이동형
횡동요 감소장치

이경중, 윤현규

'06. 1.18

545914

특허

대한민국

질량이동형 횡동요 감소장비의 감쇠력
제어장치

이경중, 윤현규

'06. 1.18

545915

특허

대한민국

미네랄 해수소금 제조를 위한 수평경사식
선회 분무건조장치 및 제조 방법

김현주, 신필권, 박원용

'06. 1.24

548295

특허

대한민국

원양어업 지원용 실시간 해양정보 원격
제공 시스템

홍기용, 최학선, 노재호

'06. 1.26

548956

특허

대한민국

선박의 밸러스트수 처리장치 및 방법

성홍근, 유정석, 정노택
김은찬, 강국진, 최진우
노준혁

'06. 1.31

549838

특허

대한민국

선박의 밸러스트수 처리장치

성홍근, 유정석, 정노택
김은찬, 강국진, 최진우
노준혁

'06. 1.31

549839

특허

대한민국

부유식 측정장비용 지지장치

이흥재, 조철호, 명철수
㈜이엔씨

'06. 2.13

553658

특허

대한민국

기포펌프 시스템

김현주, 신필권, 정동호
홍석원

'06. 2.23

556988

특허

대한민국

로드 자동연결 및 분리장치

장인성, 권오순, 명철수

'06. 2.24

557351

특허

대한민국

발전소 취수구 유입 해양생물 제거 시스
템 및 제거 방법

이재학, 김동성, 이우진
이승백

'06. 2.28

558267

특허

대한민국

공기·물 접촉면의 반사파를 고려한 수중
음향 홀로그래피 산출 방법

김시문, 최영철, 임용곤

'06. 3. 2

558902

특허

대한민국

폐 FRP 선박 융용 안정화 방법

성홍근, 전태병, 정노택
김선동, 강창구, 길상인
윤진한

'06. 3. 7

560366

특허

대한민국

조력수조 발전장치

박우선, 염기대, 정원무
조홍연, 정신택

'06. 3.20

564330

특허

대한민국

해수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그 설비 방법

박진순, 염기대, 이광수
진재율

'06. 3.20

564333

특허

대한민국

자동채수기

진재율, 황근춘, 염기대
박진순

'06. 3.24

566541

특허

대한민국

발명의 명칭

발명자

등록일

등록번호

재산권

등록국가

회전 큐피에스케이 신호를 이용한 위상편
이 추정 및 보상 방법 및 그 장치

김승근, 임용곤

'06. 4. 4

569830

특허

대한민국

회전 큐피에스케이 신호를 이용한 프레임
동기 방법 및 그 장치

김승근, 임용곤

'06. 4. 4

569831

특허

대한민국

회전형 해저 침적폐기물 수거장치

정노택, 김선동, 이은재
강창구, 강원수

'06. 5. 3

578470

특허

대한민국

유영형 해저 침적폐기물 수거장치

정노택, 강원수, 오정환
강창구

'06. 5. 3

578471

특허

대한민국

접이형 해저 침적폐기물 수거장치

정노택, 강원수, 이승현
강창구

'06. 5. 3

578472

특허

대한민국

연약지반용 방파제의 시공 방법

박우선, 염기대, 권오순
장인성, 정원무

'06. 5.11

581403

특허

대한민국

연약지반용 방파제의 시공 방법

박우선, 염기대, 권오순
장인성, 정원무

'06. 5.11

581404

특허

대한민국

공시체 수중양생 시뮬레이션 시스템 및
그 시뮬레이션 방법

윤길림, 유승경

'06. 5.16

582748

특허

대한민국

내분비 교란물질에 대한 효소면역 진단
방법과 진단 카트

정지현, 심원준, 오재룡
한창희

'06. 5.24

585423

특허

대한민국

해저 용출수 취수 장치

김현주, 문덕수, 정동호

'06. 6. 1

588075

특허

대한민국

해상이동 복합 처리 시스템

강창구, 강원수, 정노택
문일성, 조용진, 길상인

'06. 6.22

595026

특허

대한민국

선박용 밸러스트수의 전해 소독장치

김은찬, 신경순, 강국진
이강평, 김영준

'06. 6.28

597254

특허

대한민국

양식용 부자 폐스티로폼 감용장치

강창구, 유정석, 김선송

'06. 6.29

597441

특허

대한민국

월파형 파력 발전장치

홍기용, 신승호

'06. 7.21

606146

특허

대한민국

심해 해저면 탐사체

정노택, 성홍근, 강원수
강창구

'06. 7.25

607547

특허

대한민국

수중무선 통신방식을 이용한 해저면 탐사
시스템

강창구, 정노택, 최현택
이문진, 성홍근, 강원수

'06. 7.25

607548

특허

대한민국

Annual Report 2006

109

발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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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등록일

등록번호

재산권

등록국가

연약지반용 방파제의 시공 방법

박우선, 염기대, 권오순
장인성, 정원무

'06. 7.26

608388

특허

대한민국

포집기능을 갖는 저서생물 표본채취기

명철수, ㈜이엔씨, 이광수

'06. 7.26

608396

특허

대한민국

흐름 발전기용 터빈

박우선, 염기대, 박진순
한상훈

'06. 8. 9

613129

특허

대한민국

흐름 발전기용 터빈

박우선, 염기대, 박진순
한상훈, 명철수

'06. 8. 9

613130

특허

대한민국

지반 조사용 콘관입장치

권오순, 장인성, 이 배

'06. 8. 9

613131

특허

대한민국

중형 폐쇄 생태계 구조물

김웅서, 김기현, 손승규
강정훈, 명철수, ㈜이엔씨

'06. 8.24

618631

특허

대한민국

저층수 인양장치

최학선, 홍석원, 김현주

'06. 8.29

620609

특허

대한민국

두평면 음향 홀로그래피 측정 방법

김시문, 최영철, 임용곤

'06. 8.30

621205

특허

대한민국

동해심층수를 이용한 콩나물 배양액 및
콩나물

김현주, 강원희, 김일래

'06. 9.14

626715

특허

대한민국

진자형 파력발전장치

홍석원, 경조현, 조석규
홍사영, 김형우

'06. 9.20

628778

특허

대한민국

예인정보 송수신 장치 및 방법

김연규, 양찬수

'06. 9.21

629218

특허

대한민국

차동형 염분센서 및 이를 이용한 염분
측정 장치

이희준, 조형래, 추용식
박경수

'06. 9.21

629320

특허

대한민국

접을 수 있는 날개를 갖는 요트용 킬

유재훈, 안해성, 반석호

'06. 9.29

632970

특허

대한민국

저질의 순환식 측정장치

김동선, 명철수, 현정호
이광수

'06.10. 9

634018

특허

대한민국

미토콘드리아 DNA COIII-ND3-ND 4L
지역 단염기다형성을 이용한 연어의 유전
자형 판별 및 소속 계군 구별법

이윤호, 강거영, 김상진
서해점, 김준태, 강성균
나현섭

'06.10.12

635926

특허

대한민국

해양조사 장비 투입 및 인양장치

성홍근, 정노택, 김선동
강창구, 공의준

'06.10.26

641890

특허

대한민국

무인 해양탐사선의 자동탐사 시스템

손남선, 김선영

'06.10.30

642828

특허

대한민국

발명의 명칭

발명자

등록일

등록번호

재산권

등록국가

옥플록사신 에스테르에 대한 광학선택적
리파제, 이를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및 이를 이용하여 레보플록사신을 제조하
는 방법

김상진, 서해점, 김준태
강성균, 나현섭

'06.11. 3

644924

특허

대한민국

어구용 폐스티로폼 감용장치

전태병, 강창구

'06.11.10

647035

특허

대한민국

양현하역용 부유식 안벽

장인성, 한상훈, 채장원
곽대진

'06.11.21

650337

특허

대한민국

심해무인잠수정의 부력 및 자세 조절장치
및 그 시스템

김기훈, 전봉환, 이판묵

'06.11.22

651203

특허

대한민국

종자의 프라이밍 처리를 위한 해수 또는
염의 이용

김현주, 정동호, 문덕수
강원회

'06.11.29

654096

특허

대한민국

동해심층수를 이용한 음용수 제조 시스템

김현주, 문덕수, 정동호

'06.11.30

654683

특허

대한민국

벤조[아]피렌 분해 촉진제 및 이를 이용한
생분해 방법

김상진, 서해점, 김준태
강성균, 나현섭

'06.12. 5

656288

특허

대한민국

파일을 이용한 기초의 시공구조 및 시공법

박우선, 권오순, 장인성
한상훈, 이진학, 정원무

'06.12. 6

656803

특허

대한민국

신규 저온성 리파제,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형질 전환된 대장균과 이를
이용한 리파제 대량 생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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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2. 8

658193

특허

대한민국

동해심층수를 이용한 새싹채소 배양액 및
새싹채소

김현주, 강원희, 정동호
문덕수

'06.12.15

660304

특허

대한민국

탈염한 동해심층수를 활용한 입국의 제조
및 이를 이용한 발효주의 제조 방법

김현주, 손유선, 고의찬
박경준, 김은수, 곽중기

'06.12.18

660761

특허

대한민국

양현하역용 부유식 안벽

장인성, 한상훈, 채장원
홍사영, 곽대진

'06.12.20

662048

특허

대한민국

로드연속결합/분리장치

권오순, 장인성, 이 배

'06.12.20

662054

특허

대한민국

파 에너지를 이용한 흐름 발전장치

박우선, 염기대, 이광수
정원무, 한상훈, 박진순

'06.12.20

662055

특허

대한민국

어업용 폐스티로폼 고속 건조장치

백부근, 이상중

'06.12.22

663231

특허

대한민국

동해심층수를 이용한 기능성 과채류 및
방울토마토

강원희, 김현주, 정동호
문덕수

'06.12.29

665666

특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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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직위

학 위(전 공)

최종학교

남해특성연구본부장

최동림

박사(해양학)

인하대

검사역

송동일

-

영주종고

검사역

김재순

-

유신고

정책연구실장

오위영

박사과정수료(정책학)

한국산업기술대

해양자료정보실장

구본관

석사(전자계산학)

충북대

행정지원실장

강해석

박사과정수료(전자계산학)

성균관대

해양환경연구본부

선임연구원
·학 교 : 제주대
·전 공 : 해양생물학
·논 문 : Reproduction of the Antarctic Clam, Laternula elliptica Collected from
Marian Cove in King George Island, Antarctica

선임연구원
·학 교 : 서울대
·전 공 : 자원지질학
·논 문 : 동누마스 및 북피지분지의 침니와 마샬군도 인근 해저산의
망간각에 대한 지구화학, 광물학 및 지구조 연구

112

해양시스템기술연구본부

연구원
·학 교 : 서울대
·전 공 : 조선해양공학
·논 문 : 선박의 운동과 슬로싱의 연성효과에 대한 연구

해양운송안전연구본부
연구원
·학 교 : 한국정보통신대(ICU)
·전 공 : 컴퓨터그래픽스
·논 문 : 고해상도 물체의 햅틱 렌더링과 사실적 변형이 가능한 실시간 볼륨-표면
이중 가변형 모델

위그선실용화사업단

선임연구원
·학 교 : Univ. of Southampton
·전 공 : 선박해양공학
·논 문 : Reliability of Laminated Composite Plates

선임연구원
·학 교 : 한국과학기술원
·전 공 : 기계공학
·논 문 : 파라메트릭 CAD 모델 교환을 위한 고유 명칭과 매핑 방법

연구원
·학 교 : 충남대
·전 공 : 선박해양공학
·논 문 : 고속운전을 하는 시일 및 피스톤 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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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명

성명

직급

국무총리표창

우한준

책임연구원

국무총리표창

김경태

과학기술부 부총리표창

공적사항

비 고

해저환경연구사업단

환경보전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

습지의 날

책임연구원

해양생태계 환경
연구사업단

과학기술진흥을 통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

과학의 날

김나영

행정원

성과확산 홍보팀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

과학의 날

과학기술부 부총리표창

이찬우

책임기술원(행)

연구선운항팀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

과학의 날

해양수산부 장관표창

유병근

기술원(행)

경영정보팀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공로

바다의 날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표창

김은수

책임연구원

해양생태계 환경
연구사업단

연구원과 국가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로

개원기념일

과학기술부 부총리표창

우선미

행정원

‘06년 을지연습에 기여한 공로

-

구 분

최우수논문상

최우수논문상

우수논문상

114

저 자
강석구,
J.Y. Cherniawsky,
M.G.G. Foreman,
민홍식, 김철호,
강현우

이동곤, 이순섭,
박범진, 김수영

홍상희, 임운혁
심원준, 오재룡

소속

혁신기획팀

소속

논문제목

학술지명

Patterns of recent sea level rise in
the East/Japan Sea from satellite
altimetry and in situ data
(고도위성 및 현장자료로부터 산정된
최근의 동해 해수면 상승 패턴)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110(C07002).

해양운송안전연구본부

A study on the framework for
survivability assessment system of
damaged ships
(손상 선박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프레
임 웍에 관한 연구)

Ocean Engineering, 32,
1122-1132.

남해특성연구본부

Congener specific survey for
polychlorinated biphenlys in sediments of
industrialized bays in Korea: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ollution sources
(이성질체 분포 특성을 이용한 주요
만 퇴적물 중의 PCB 오염원 식별)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39(19),
7380-7388.

연안개발연구본부

구 분

우수논문상

우수논문상

우수논문상

우수논문상

우수논문상

우수논문상

저 자

형기성, 박숭현
유찬민, 김기현

김상진, 최동혁
심두섭, 오영숙

심정희, 한명우
강영철, 김동선

김광수, 이승재
서정천

홍사영, 김진하
조석규, 최윤락
김용수

이상훈, 이희준
조형래, 박장준
추용식

소 속

논문제목

학술지명

해양자원연구본부

Mineralogical and geochemical
compositions of the eolian dust
from the northeast equatorial
Pacific and their implications on
paleolocation of the intertropical
Convergence Zone
(북동태평양 풍성기원입자의 광물
및 화학조성과 적도수렴대의 위치에
관한 연구

Paleoceanography, 20(1),
PA1010.

해양자원연구본부

Evaluation of bioremediation
effectiveness on crude oilcontaminated sand
(원유로 오염된 모래환경에서 생물정
화 효능의 평가)

Chemosphere, 59(3),
845-852.

해양환경연구본부

Biogeochemical cycle of organic
matter in a subtidal benthic
environment in Marian Cove, King
George Island, Antarctica
(남극 킹조지섬 마리안소만 조하대에
서의 유기물질 생지화학적 순환)

Antarctic Science, 17(2),
193-204.

해양운송안전연구본부

A combined vortex and panel
method for numerical simulations of
viscous flows: a comparative study
of a vortex particle method and a
finite volume method
(보텍스 방법과 패널방법을 혼용한
점성유동장의 수치해석 : 보텍스입자
방법과 유한체적법과의 비교 연구)

International Journal for
Numerical Methods in Fluids,
49(10), 1087-1110.

해양시스템기술연구본부

Numerical and experimental study
on hydrodynamic interaction of
side-by-side moored multiple
vessels
(병렬계류선박의 동유체력 상호간섭에
관한 수치 및 실험 연구)

해양환경연구본부

Complex sedimentation of the
Holocene mud deposits in a ria-type
coastal area, eastern Korea Strait
(대한해협 동부해역, 리아 연안지역
에서의 홀로세 니질 퇴적체의 복잡
한 퇴적양상)

Ocean Engineering, 32,
783-801.

Marine Geology, 214(4),
38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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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 속

논문제목

우수

이상훈
K. Bidle,
P. Falkowsky,
D. Marchant

극지환경연구부

Genomic DNA Extracted from Ancient
Antarctic Glacier Ice for Molecular Analyses
on the Indigenous Microbial Communities

우수

강돈혁, 신형철,
이윤호, 김영신
김수암

해양자원연구본부

음향조사에 의한 2002/2003 남극 하계 시기의
남극 남쉐틀랜드 군도와 남오크니섬 사이의
크릴 밀도

구 분

116

저 자

저 자

우수

이재일, 박병권
좌용주, 윤호일
유규철, 김예동

우수

홍성민,
C. Boutron,
C. Barbante,
허순도, 이강현,
P. Gabrielli,
G. Capodaglio,
C.F. Ferrari,
C. Turetta,
J.R. Petit

소 속

논문제목

학술지명

극지환경연구부

Ge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provenance of the sediments in the
Bransfield Basin, West Antarctica

Marine Geology, 219(2),
81-98.

극지환경연구부

Glacial-interglacial changes in the
occurrence of Pb, Cd, Cu and Zn in
Vostok Antarctic ice from 240 to
410 kyr BP

Journal of Environmental
Monitoring, 7(1),
1326-1331.

성 명

직 급

소 속

임근종

전일제기술원

연구선운항팀

변성수

행정원

회계자산팀

구 분

성 명

직 급

정 경 태

책임연구원

하구역기능회복연구단

이 판 묵

책임연구원

해양탐사장비연구사업단

박 성 욱

선임연구원

정책연구실

신 창 웅

선임연구원

해양기후환경연구사업단

이

석

선임연구원

해양기후환경연구사업단

김 현 섭

선임연구원

심해연구사업단

심 원 준

선임연구원

해양환경위해성연구사업단

이 순 섭

선임연구원

차세대운송체연구사업단

권 순 철

책임기술원(행)

경영정보팀

홍 광 유

행정원

재무팀

김 영 식

연구원

해양플랜트연구사업단

이 진 수

선임기술원(행)

총무팀

민 인 기

기술원

연안방재연구사업단

김 용 일

기술원

해양운송신기술연구사업단

윤 민 호

전일제기술원

연구선운항팀

김 천 회

전일제기술원(P)

건설기술지원단

권 영 주

연구사업인력

정책연구실

금 병 철

연구사업인력

해저환경연구사업단

김 한 준

연구사업인력

열대해역연구단

이 승 구

행정원

연구개발팀

신 동 욱

전일제행정원

운영총괄팀

소 속

발전상

성취상

기여상

모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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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 서 명

최우수

해양바이오신소재연구사업단

김 상 진

최우수

해양탐사장비연구사업단

이 판 묵

우수

해양환경위해성연구사업단

심 원 준

우수

항만 연안공간연구사업단

정 원 무

우수

심해연구사업단

박 정 기

우수

해양에너지 환경개선연구사업단

강 석 구

우수

해양기후환경연구사업단

이 재 학

우수

해양운송신기술연구사업단

안 종 우

우수

해양오염방제연구사업단

최 혁 진

구 분

부 서 명 (부서장)

최우수 지원팀

혁신기획팀 (심민보)
대외협력실 (허식), 총무팀 (김석기), 예산팀 (김세용), 연구선운항팀 (박동원), 사업관리팀 (정찬금)

우수 지원팀

근속년수

20년 근속

10년 근속

118

연구사업단장

인 원

14명

14명

직 급

성 명

책임연구원

이종찬, 박광순, 강성현, 홍기훈

책임기술원

박용주, 최혁진

책임행정원

조경래, 임충규, 김세용

선임행정원

장영권

기술원

노봉호, 오용준

행정원

박현수, 변성수

책임연구원

전동철, 조홍연, 이춘주

책임기술원

김성대

선임연구원

김현섭, 박종민, 전봉환, 박진형

선임행정원

김채수, 송한주, 김원태

기술원

정재훈

행정원

전윤희

전일제기술원

박용권

직 위

성 명

학 위(전공)

E-mail

원장

염기대

박사(연안공학)

kdyum@kordi.re.kr

감사

박래군

학사(경제학)

rkpark@kordi.re.kr

선임연구본부장

김기현

박사(해양미고생물학)

kkim@kordi.re.kr

검사역

김영필

학사(경제학)

ypkim@kordi.re.kr

검사역

송동일

-

disong@kordi.re.kr

검사역

김재순

-

kimjs@kordi.re.kr

정책연구실장

오위영

박사과정수료(정책학)

wyoh@kordi.re.kr

대외협력실장

허 식

박사(지구물리학)

sikhuh@kordi.re.kr

해양환경연구본부장

박찬홍

박사(지구물리학)

chpark@kordi.re.kr

해양자원연구본부장

김웅서

박사(해양생물학)

wskim@kordi.re.kr

연안개발연구본부장

이광수

박사(연안공학)

kslee@kordi.re.kr

해양자료정보실장

구본관

석사(전자계산학)

bkko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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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확산·홍보팀장

강현주

학사(불어불문학)

hjkang@kordi.re.kr

지방이전추진팀장

노원대

학사(행정학)

wdroh@kordi.re.kr

경영정보팀장

권순철

석사(전자공학)

sckwon@kordi.re.kr

행정부장

조경래

석사(경제학)

klcho@kordi.re.kr

혁신인사팀장

김영성

석사(법학)

kimys@kordi.re.kr

총무팀장

김석기

학사(경영학)

kimsk@kordi.re.kr

재무팀장

김원태

학사(경제학)

wtkim@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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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

학 위(전공)

자재팀장

임충규

학사(행정학)

cglim@kordi.re.kr

건설사업단장

유동연

석사(건축공학)

dyyoo@kordi.re.kr

직 위

성 명

학 위(전공)

남해연구소장

장 만

박사(해양생물학)

mchang@kordi.re.kr

남해특성연구본부장

최동림

박사(해양학)

dlchoi@kordi.re.kr

행정지원실장

강해석

박사과정수료(전자계산학)

hskang@kordi.re.kr

운영총괄팀장

김병주

학사(양식학)

bjkim@kordi.re.kr

연구선운항팀장

박동원

석사(전자공학)

dwpark@kordi.re.kr

성 명

학 위(전공)

E-mail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장

홍석원

박사(응용역학)

swhong@moeri.re.kr

해양시스템기술연구본부장

서상현

박사(응용역학)

shsuh@moeri.re.kr

해양운송안전연구본부장

김기섭

박사(기계공학)

kksprop@moeri.re.kr

행정지원실장

박종남

-

운영계획팀장

박수인

석사(경영학)

sipark@moeri.re.kr

사업관리팀장

정찬금

학사(물리학)

chung@moeri.re.kr

관리시설팀장

한주일

석사(경영학)

jihan@moeri.re.kr

회계자산팀장

김덕영

석사(정보관리학)

dykim@moeri.re.kr

심층수지원팀장

이길준

석사(경영학)

lkj554@moeri.re.kr

건설기술지원단장

구광모

학사(행정학)

kmkoo@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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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mail

jnpark@moeri.re.kr

성명

학위

전공

e-mail

성명

학위

전공

권석재

박사

환경경제학

sjkwon@kordi.re.kr

박세헌

박사

자원공학

shpark@kordi.re.kr

박성욱

박사

법학

swpark@kordi.re.kr

이미진

석사

생물학

cmlee@kordi.re.kr

성명

학위

전공

e-mail

성명

학위

전공

e-mail

강성현

박사

해양화학

shkahng@kordi.re.kr

박영규

박사

해양학

ypark@kordi.re.kr

강형구

박사

해양생물학

kanghk@kordi.re.kr

박흥식

박사

저서생태학

hspark@kordi.re.kr

구본주

석사

해양학

bjkoo@kordi.re.kr

배세진

박사

생물해양학

sjpae@kordi.re.kr

권수재

-

퇴적학

kwonsj@kordi.re.kr

변상경

박사

해양물리학

skbyun@kordi.re.kr

김경련

박사

환경·생명공학

kyoungrean@kordi.re.kr

석문식

박사

해양물리학

msuk@kordi.re.kr

김경태

박사

환경공학

ktkim@kordi.re.kr

석봉출

박사

해양지질학

bcsuk@kordi.re.kr

김광희

박사

지구물리학

kwanghee@kordi.re.kr

신동혁

박사

해양지질학

dhshin@kordi.re.kr

김동선

박사

생지화학

dkim@kordi.re.kr

신창웅

박사

해양학

cwshin@kordi.re.kr

김동성

박사

생물과학

dskim@kordi.re.kr

안유환

박사

해양광학 및
해색원격탐사

yhahn@kordi.re.kr

김봉채

박사

해양음향학

bckim@kordi.re.kr

양동범

박사

해양화학

dbyang@kordi.re.kr

김석현

박사

화학해양학

shkim@kordi.re.kr

양찬수

박사

토목공학

yangcs@kordi.re.kr

김 성

박사

해양생물학

skim@kordi.re.kr

예상욱

박사

대기과학

swyeh@kordi.re.kr

김성렬

박사

지구물리학

srkim@kordi.re.kr

우한준

박사

해양지질학

hjwoo@kordi.re.kr

김영일

박사

화학해양학

yikim@kordi.re.kr

유신재

박사

생태학

sjyoo@kordi.re.kr

김완수

박사

생물해양학

waskim@kordi.re.kr

유주형

박사

원격탐사학

jhryu@kordi.re.kr

김은수

박사

화학해양학

eskim@kordi.re.kr

유재명

박사

해양생물학

jmyoo@kordi.re.kr

김종관

박사

섭식생태학

kimck@kordi.re.kr

유해수

박사

지구물리학

hsyoo@kordi.re.kr

김철수

박사

해양물리학

cskim@kordi.re.kr

유홍룡

박사

원격탐사에 의한
연안지형학

hryoo@kordi.re.kr

김철호

박사

해양물리학

chkim@kordi.re.kr

이 석

박사

토목환경공학

lees@kordi.re.kr

김한준

박사

지구물리학

hanjkim@kordi.re.kr

이상훈

박사

해양지질학

sanglee@kordi.re.kr

노재훈

박사

생물수산해양학

jhnoh@kordi.re.kr

이용국

석사

해양학

yklee@kordi.re.kr

민동주

박사

지구물리학

djmin@kordi.re.kr

이재학

박사

해양생물학

jahlee@kordi.re.kr

민홍식

박사

해양물리학

hsmin@kordi.re.kr

이재학

박사

해양물리학

jhlee@kordi.re.kr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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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22

학위

전공

e-mail

성명

학위

전공

e-mail

이하웅

-

해양관측·조사

hwlee@kordi.re.kr

정회수

박사

해양지화학

hsjung@kordi.re.kr

이흥재

박사

해양물리학

hjlee@kordi.re.kr

조성록

석사

화학공학

srcho@kordi.re.kr

이희일

박사

해양지질학

hilee@kordi.re.kr

조철호

박사

해양물리학

chcho@kordi.re.kr

이희준

박사

해양지질학

heelee@kordi.re.kr

주형태

박사

지구물리학

htjou@kordi.re.kr

장찬주

박사

대기과학

cjjang@kordi.re.kr

최복경

박사

물리학

bkchoi@kordi.re.kr

전동철

박사

해양공학

dcjeon@kordi.re.kr

추용식

박사

퇴적역학

yschu@kordi.re.kr

정갑식

박사

심해퇴적학

ksjeong@kordi.re.kr

한상준

박사

해양지질학

sjhan@kordi.re.kr

정백훈

박사과정수료

해양학

bhjung@kordi.re.kr

홍기훈

박사

해양화학

ghhong@kordi.re.kr

정창수

박사

해양화학

cschung@kordi.re.kr

황상철

-

해양관측·조사

schwang@kordi.re.kr

성명

학위

전공

e-mail

성명

학위

전공

문재운

박사

지질학

jwmoon@kordi.re.kr

e-mail

강도형

박사

해양생물학

dohkang@kordi.re.kr

강돈혁

박사

수중음향학

dhkang@kordi.re.kr

박용주

학사

농학

yjpark@kordi.re.kr

강래선

박사

해산식물학

rskang@kordi.re.kr

박정기

박사

지구물리학

ckpark@kordi.re.kr

강성균

박사

미생물학

sgkang@kordi.re.kr

박철원

박사

수산생물학

cwpark@kordi.re.kr

강정극

박사

해양광물자원학

jkkang@kordi.re.kr

서현석

학사

원자력공학

hsseo@kordi.re.kr

고영탁

박사

지구물리학

ytko@kordi.re.kr

손승규

박사

화학해양학

skson@kordi.re.kr

권개경

석사

환경미생물학

kkkwon@kordi.re.kr

신희재

박사

천연물화학

shinhj@kordi.re.kr

김경홍

석사

해양학

khkim@kordi.re.kr

유찬민

박사

지질학

cmyo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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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욱

박사

자원지질학

jukim@kordi.re.kr

이윤호

박사

해양생물학

ylee@kordi.re.kr

김충곤

박사

환경생물학

kimcg@kordi.re.kr

이정현

박사

분자미생물학

jlee@kordi.re.kr

김현섭 박사과정수료

자원공학

hyskim@kordi.re.kr

이희승

박사

유기화학

hslee@kordi.re.kr

노충환

박사

수산생물학

chnoh@kordi.re.kr

지상범

박사

해양지질학

sbchi@kordi.re.kr

명정구

박사

자원생물학

jgmyoung@kordi.re.kr

형기성

박사

지질학

kshyeong@kordi.re.kr

성명

학위

성명

학위

전공

강석구

박사

해양물리학

skkang@kordi.re.kr

윤길림

박사

토목공학

glyoon@kordi.re.kr

강현우

박사

해양물리학

hwkang@kordi.re.kr

이달수

박사

연안공학

dslee@kordi.re.kr

권오순

박사

지반공학

oskwon@kordi.re.kr

이동영

박사

연안공학

dylee@kordi.re.kr

김상익

학사

환경공학

sikim@kordi.re.kr

이종찬

박사

토목공학

jclee@kordi.re.kr

김진아

석사

컴퓨터그래픽

jakim@kordi.re.kr

이진학

박사

토목공학

yijh@kordi.re.kr

김창식

박사

연안역학

surfkim@kordi.re.kr

임학수

석사

건설교통공학

hslim@kordi.re.kr

민인기

석사

토목공학

ikmin@kordi.re.kr

장인성

박사

기반공학

isjang@kordi.re.kr

전기천

석사

대기과학

kcjun@kordi.re.kr

정경태

박사

응용수학

ktjung@kordi.re.kr

정원무

박사

연안공학

wmjeong@kordi.re.kr

조홍연

박사

환경수리학

hycho@kordi.re.kr

전공

e-mail

e-mail

박광순

박사

연안역학

kspark@kordi.re.kr

박우선

박사

구조공학

wspark@kordi.re.kr

박진순

석사

해양학

jpark@kordi.re.kr

서승남

박사

연안공학

snseo@kordi.re.kr

소재귀

박사

해양물리학

jkso@kordi.re.kr

심재설

박사

연안공학

jsshim@kordi.re.kr

진재율

박사

해양학

jyjin@kordi.re.kr

안희도

석사

토목공학

hdahn@kordi.re.kr

채장원

박사

해안·항만공학

jwchae@kordi.re.kr

오영민

박사

연안공학

ymoh@kordi.re.kr

한상훈

박사

토목공학

shhan@kordi.re.kr

성명

학위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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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원준

박사

해양화학

wjshim@kordi.re.kr

임운혁

박사

해양화학

uhyim@kordi.re.kr

염승식

박사

동물학

syum@kordi.re.kr

장민철

석사

해양환경

mcjang@kordi.re.kr

오재룡

박사

환경분석화학

jroh@kordi.re.kr

현상민

박사

지질학

smhyun@kordi.re.kr

성명

학위

강성길

박사

강원수

석사

e-mail

e-mail

e-mail

성명

학위

해양환경평가

kangsg@moeri.re.kr

경조현

박사

조선해양공학

johyun@moeri.re.kr

조선공학

wskang@moeri.re.kr

김기훈

박사

조선해양공학

shaton@moeri.re.kr

전공

전공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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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위

전공

kimbw@moeri.re.kr

오상우

석사

전기공학

swoh@moeri.re.kr

해양학

sdkim@moeri.re.kr

오정환

석사

물리해양학

jhoh@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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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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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제어공학

bhjeon@moeri.re.kr

남보우

석사

조선해양공학

bwnam@moeri.re.kr

전태병

석사

선박해양공학

tbchun@moeri.re.kr

문덕수

박사

해양학

dsmoon@moeri.re.kr

정노택

박사

해양환경공학

rtjung@moeri.re.kr

박상현

박사

전자공학

shpark@moeri.re.kr

정동호

박사

해양공학

dhjung@moeri.re.kr

박종민

석사

컴퓨터과학

pjm@moeri.re.kr

조석규

석사

기계공학

skcho@moeri.re.kr

박종원

박사

전자공학

poetwon@moeri.re.kr

최영철

석사

전자공학

ycchoi@moeri.re.kr

변성훈

석사

조선해양공학

byunsh@moeri.re.kr

최종수

석사

기계공학

jschoe@moeri.re.kr

서상현

박사

선박해양공학

shsuh@moeri.re.kr

최학선

석사

조선공학

hschoi@moeri.re.kr

성홍근

박사

조선해양공학

hgsung@moeri.re.kr

최혁진

박사

조선해양공학

hjchoi@moeri.re.kr

신승호

박사

해양시스템공학

shinsh@moeri.re.kr

최현택

박사

전자공학

htchoi@moeri.re.kr

심우성

석사

통신 및 제어

wsshim@moeri.re.kr

홍기용

박사

해양공학

kyhong@moeri.re.kr

여태경

박사

기계공학

yeutk@moeri.re.kr

홍 섭

박사

해양공학

suphong@moeri.re.kr

성명

학위

전공

성명

학위

전공

e-mail

고창두

박사

조선해양공학

cdkoh@moeri.re.kr

김광수

박사

선박해양공학

kskim@moeri.re.kr

공인영

박사

조선해양공학

iygong@moeri.re.kr

김선영

박사

선박해양공학

sykim@moeri.re.kr

김건도

박사

선박해양공학

gdkim@moeri.re.kr

김은찬

박사

선박해양공학

eckim@moeri.re.kr

김경열

석사

조선해양공학

kkyprop@moeri.re.kr

김 진

박사

기계공학

jkim@moeri.re.kr

성명

학위

전공

김병완

박사

토목공학

김선동

석사

김승근

e-mail

e-mail

e-mail

성명

학위

전공

e-mail

성명

학위

김혜진

석사

지질학

hjkim@moeri.re.kr

안해성

박사

조선해양공학

hsahn@moeri.re.kr

김홍태

박사

생산시스템공학

kht@moeri.re.kr

유재훈

박사

조선해양공학

jhyoo@moeri.re.kr

문일성

박사

조선해양공학

misprop@moeri.re.kr

윤현규

박사

조선해양공학

hkyoon@moeri.re.kr

박범진

석사

CAD

baracude@moeri.re.kr

이경중

박사

조선공학

gjlee@moeri.re.kr

박세길

석사

컴퓨터그래픽스

skpar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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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수

박사

선박해양공학

cspark@moeri.re.kr

반석호

박사

선박유체역학

shvan@moeri.re.kr

이종갑

박사

조선해양공학

jklee@moeri.re.kr

백부근

박사

기계공학

bgpaik@moeri.re.kr

이진태

박사

해양공학

ljtprop@moeri.re.kr

설한신

박사

기계항공공학

hsseol@moeri.re.kr

이춘주

박사

조선공학

reslcj@moeri.re.kr

손남선

석사

조선해양공학

namsun76@moeri.re.kr

조성락

석사

기계공학

scho@moeri.re.kr

안종우

박사

기계공학

ajwprop@moeri.re.kr

조용진

석사

조선공학

yjcho@moeri.re.kr

전공

e-mail

성명

학위

전공

e-mail

성명

학위

강국진

박사

조선공학

reskkj@moeri.re.kr

신명수

박사

조선공학

msshin@moeri.re.kr

강창구

박사

선박해양공학

cgkang@moeri.re.kr

윤근항

석사

조선해양공학

gnangi@moeri.re.kr

공도식

박사

인간공학

dosig@moeri.re.kr

이창민

박사

조선해양공학

cmlee@moeri.re.kr

김윤식

박사

항공우주공학

yoonsik@moeri.re.kr

이한진

박사

조선해양공학

hjlee@moeri.re.kr

문두환

박사

기계공학

dhmun@moeri.re.kr

정한구

박사

복합재료구조물
신뢰성 해석

hkjeong@moeri.re.kr

박병재

석사

선박해양공학

bright-moon@moeri.re.kr

황태현

박사

기계공학

thfang@moeri.re.kr

박진형

석사

전산학

jhpark@moeri.re.kr

황호진

박사

기계공학

hjhwang@moeri.re.kr

성명

학위

전공

e-mail

성명

학위

전공

김영준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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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e-mail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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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년도 시무식 개최

10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내방

23

황해 한·중 공동 해양부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13

생활과학교실 제2기 수료식

협약 체결

14~21

과학의 날 기념‘찾아가는 해양과학교실’개최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내방 / 대덕분원

17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고성 해양심층수연구센터 방문

20

사랑의 헌혈 행사 / 대덕분원

21

제39회 과학의 날 기념 수상 (국무총리 표창 김경태 책

24

25~2.15 2006년도 부서별 업무보고회 개최

임연구원, 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이찬우 책임기술원,
김나영 행정원)
2
3

2006년도 기본사업 신규과제 선정 평가회 개최

26

`KBS 제주방송총국과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27

제주대학교와‘학술교류협정’체결

26~28

'신규임용직원 오리엔테이션
‘ 실시

3

심해무인잠수정‘해미래’진수식 개최 / 장목분원
장목면 송진포리와 자매결연 체결 / 장목분원

‘국가재난방송설비 설치 협약’체결
16

한국해양지질분과 모임 및 발표회 개최

17

한-노르웨이 수산협력회의 노르웨이 대표단 내방

20
23

‘제12차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 총회’개최

기관평가위원단 연구원 현장평가 실시
‘연구현장 실습 프로그램 종료 간담회’개최

23

모형선 1,000호 달성 기념행사 개최 / 대덕분원

9

24

2006년도 1/4분기 업무간담회 개최 / 장목분원

10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내방 / 대덕분원

11~12

혁신수련회 개최 / 장목분원

13
13~15
16~17

15~16

‘정부의 혁신방안 및 전략’
에 관한 혁신세미나 개최

19

‘폐 FRP 선박 용융안정화 처리기술 개발 시연회’개최
/ 대덕분원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제6기 임원
이·취임식 개최

19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내방

해양경찰청 현장지휘관을 위한 해양오염 방제교육 /

24

2006년도 2/4분기 업무간담회 개최 / 장목분원

대덕분원

26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 협정 체결

국제해사기구(IMO) 대응전략 및 선박안전기술

29

과학기술부 혁신본부장 내방

Workshop / 대덕분원
23

해양공학수조 대형 제어형 예인전차(CPMC) 완공식 /
대덕 분원

24

강원도 고성군청과 '해양심층수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약정서 체결

2~3

(용인 한화리조트)
3~25

126

‘기관역량제고를 위한 혁신토론회’개최
‘APEC 해양환경보전 연수 과정’실시

5~7

제9차 NOWPAP 방제당국자회의’개최 / 대덕분원

12

2006년 태평양 심해저 탐사 출정식 / 장목분원

13

노동조합 창립 16주년 기념행사 개최(충남 예산 덕숭산)

19

오돈근 기술원 정년퇴임식 / 장목분원

20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과 기관간 협정 체결 / 대덕분원

12

‘대우조선해양-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선진화 정기토론회’개최

24

제11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 개최

12~13

‘국제해사기구(IMO) 대응기술 워크숍’개최 / 대덕분원

29
30

‘2006 국립수산과학원 - 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 분야

13

2006년도 추계 체육행사 개최

공동세미나’개최 / 장목분원

14~29

‘2006년도 AMETEC 해양환경보전 훈련과정’실시(필리핀)

양승일 박사 정년퇴임식 / 대덕분원

24

‘한국해양저서생물연구회 2006년 워크숍’개최 / 장목분원

24~25 ‘2006년도 제6차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기관 감사협의회’
개최

8

바다사랑 주간 행사‘바다사랑 글짓기 대회’개최

25

FAO/ASFA 편집위원장 내방

28

무인잠수정‘해미래’울릉분지에 태극기(동판) 설치

30

연구원 창립 33주년 기념식 개최

무인잠수정‘해미래’성능시험 성공

(대전 KAIST)
6~7

한·독 연안/해양 원격 탐사 Short Course 개최

12

공공기술연구회 선임직 이사 내방

13

중국 동방전기공사 경영진 내방

6

25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시공계획 설명회

8

28

방위사업청 이홍희 제독 내방 / 대덕분원

9

포항가속기연구소와‘학술연구교류협정서’체결
‘대규모 간척개발에 따른 해양환경변화’한·일 국제심포지엄
개최

8

국회예산처 전문위원 내방

9

이원녕 자문변리사 초청 지식재산권 세미나 개최

10

2006년 하반기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10

11~12

‘2006 인력선축제’개최 / 대덕분원

21

11~15

‘2006 대한민국과학축전’참가

23

가나공화국 수산부장관 내방
‘저소음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기공식’개최 / 대덕분원
중국 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소 대표단 내방

23~25

언론인 대상‘해양과학기술 분야 전문연수과정’운영

23~24 ‘2006년도 한국환경생물학회 추계학술대회’개최 / 장목분원

25

경원훼라이트와 산·연협력 협약서 체결 / 대덕분원

30~12.1 혁신선도팀 대상 혁신토론회 개최(수안보 한화리조트)

27

‘해양수산부장관배 통영바다목장 수중사진 촬영대회’개최

1
11~15
15
18~22

제1차 하구역 관리 및 보전 기술 국제 워크숍

해양경찰청 기동방제팀을 위한‘해양오염 대비 대응 교육’

13

실시

19

전자부품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 대덕분원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 청렴교육 실시

19

노동조합 제16대 임원선거

20

중국 국가해양국 국가해양발전전략연구소장 내방

22

서인원 책임행정원, 김우석 기술원 정년퇴임식 / 대덕분원

‘함정설계검증 S/W 개발 환경 기술교육’개최

28~30 ‘제2회 미래성장동력 연구성과전시회’참가

‘연구발전협의회 제7차 정기총회’개최

27

강시환 박사 정년퇴임식

29

2006년도 종무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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