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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한 뜻 깊은 해입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을 주제로 하는 여수세계박람회는 생명의 요람이자 자원의 보고인 바다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활동의 비전과 바람직한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5위권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바다를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

으로서 한국해양연구원은 올해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에 크게 기여하 으며, 앞으로도 박람회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이해양부국의꿈을이루어갑니다!

인사말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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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에있어서도우리는올해여러가지주

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세계

최초로‘어류인공동면유도기술’개발에성공하

여, 살아 있는 넙치를 동면시켜 물 없는 상태로

한국에서 미국 LA까지 운반한 후 24시간이 지

나원래상태로회복시키는기술시연회를성공

적으로마쳤습니다. 또 바다의황금알로불리

며엄청난부가가치가잠재된것으로알려진

‘극한미생물중합효소기술’을민간기업체

에 이전하여 실용화하는데 성공하기도 하

습니다. 

또남해연구소는국내최초로수중생물

학 분야 국제 공인시험기관(KOLAS)으

로인정받아수중생물전문분석기관으로서국제적공신력을확보하기도했습니다. 

이밖에 1단계 20인승급소형위그선개발사업발표회를통해‘해나래X-1’을선보여차

세대운송체기술에대한성공적인성능시험을마쳤고, 침몰된선박에서안전하고신속하

게선체내에남은기름을수거하기위한‘침몰선박잔존유무인회수기술’을세계두번

째로선보인바있으며, 황해의중요성이점차강조됨에따라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의

역할에버금가는해양관측부이를황해중부지점에설치하는데성공하기도하 습니다.

이렇듯한국해양연구원은바다를매개로하여국가와국민을위한공공서비스연구활동

에매진하고있으며기초해양과학연구및실용화연구를병행하여더나은내일을준비하

고있습니다. 앞으로도한국해양연구원은우리나라해양과학역사에더욱깊은인상을남기

기위해부단한노력을경주할것을약속드리며끊임없이바다에우리의희망을그려나아

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 2

한국해양연구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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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기능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과학기술 연구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연구와 해양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연구

극지 환경·자원조사 연구 및 남·북극과학기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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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10. 30

1988. 2. 17

1990.  6.  1

1992.  3. 7

1992.  3. 20

1995.  5. 12

1997.  3. 28

1999.  5. 1

2000.  5. 30

2001.  1.  1

2002.  4. 29

2004.  4. 16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설립

남극 킹조지섬에 세종기지 건설

재단법인 한국해양연구소 설립

이어도호(546톤) 취항

온누리호(1,422톤) 취항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치 (중국 청도)

장목분소 개소 (경남 거제시 장목면)

선박해양공학분소 설치 (대덕 연구단지)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설치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북극 스피츠베르겐섬 니알슨에 다산기지 설치

부설 극지연구소 설치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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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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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관

한국해양연구원은 종합해양연구기능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가치 창

출’이라는 비전의 실현과 국가해양개발 중장기 계획의 실천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개발 및 활용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연구 분야로 해양환경관리·보

전, 미개척 해양자원 개발·이용, 첨단 신해양산업 육성을 설정하는 한편, 중기 전략사업으로『해양관측체제 구축

및해양변동연구』, 『특정해역환경관리·회복기술개발』, 『해양생물자원화핵심기술개발』, 『해양에너지·광물자원

개발』, 『해양운송체·장비핵심기술개발』사업을선정하여연구역량을집중하고있다.

2007년에총 1,069억 원규모의연구를진행하 으며, 연구원 1인당 4.6억 원규모의연구를수행함으로써연구

결과의양적증대를도모하 고, 국내·외학술지에 326편의 연구논문을발표하 으며, 이 중 Nature, Science 각

1편, SCI 등재학술지에 106편,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에 218편을 발표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향상을 이루었다.

한편, 연구결과중실용화가유망한결과에대해총 100건의산업재산권을출원하 고 87건이등록되는성과를거

두었다.

또한 한국해양연구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서 핵심역량보유 연구진과 예산을 투입하여 세계

적 연구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따라

탑 브랜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 다. 총 13개

과제 중 시장성장 가능성과 내부 역량이 큰 3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3대 TBP에는 연안재해대응

기술 개발, 해양바이오소재핵심기술 개발, 스마트

선박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 다. 한국해양

연구원이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서 196.6억 원 이

상의 협동 및 위탁연구를 수행하는 등 해양연구

분야에 있어서 국내 산·학·연 협력체제의 구심

체역할을수행하 다.

구 분 재 원 연구비

한국해양연구원 26,950

해양수산부 43,414

과학기술부 664

환 경 부 550

산업자원부 11,094

기 타 4,036

소 계 59,758

정 부 9,835

민 간 10,383

소 계 20,218

합 계 106,926

기본·일반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탁연구사업

(백만원)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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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현황

수입

예산항목

77.836

66,996

124,955

정부수탁

7,300민간수탁

3,540기 타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총 계

지출

항목 예산

28,063

64,739

8,576

인건비

직접비

기관고유사업

2,550일반사업

49.233정부수탁

1,380민간수탁

11,964경상운 비

15,148시설비

4,529차입금상환

512기 타

(백만원)

(백만원)

124,955총 계

4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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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전문위원워크숍
[1. 26]

지구해양관측시스템조정위원회(GSSC) 제10차회의
[3. 13~16]

제1회정지궤도해색센서(GOCI) 활용증대를위한사용자그룹
워크숍
[2. 9]

2007 이어도연구학술세미나
[3. 9]

일본연안역학회Toshitsugu Sakoh 회장초청세미나
[4. 27]

10년후를생각하는해양연구원발전방향공개토론회
[5. 7]

2007 국제생물다양성의날기념심포지엄
[5. 22]

해양·극한생물분자유전체연구단2차워크숍
[6. 12]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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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해양과학기술협력제9차공동위원회
[6. 13]

과학기술출연기관감사협의회정기총회및과학기술혁신
본부장초청간담회
[7. 10]

최 락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초청혁신특강
[8. 22]

제1회제이콤(JCOMM) 폭풍해일심포지엄
[10. 2~6]

2007 열대해역연구국제워크숍(SPIRITS) 개최
[11. 15]

해양생태계보전을위한온배수관리방안공청회
[11. 29]

2007년한국해양학위원회2차총회
[12. 20]

2007년도혁신추진성과보고회및혁신경진대회개최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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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2007년도시무식
[1. 2]

한국과학문화재단-한국해양연구원기관과학기술
앰배서더협약식
[3. 2]

국제유전자신분증제도컨소시엄(CBOL)과연구협력
-자료교환협력각서체결식
[1. 22]

대덕특구출입기자단-출연(연) 홍보협의회합동워크숍
[2. 27~28]

한국해양연구원-(주)바이오니아기술이전조인식
[4. 9]

한국해양연구원-기상청업무협력증진을위한상호협력
협정식체결
[4. 27]

2007 열대해양체험프로그램사업설명회
[5. 4]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공동학술대회전시참가
- 바다의날기념‘우수연구성과’전시
[5. 31~6. 1]

통 바다목장준공식
[6. 26]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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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연구원-드림피쉬앤테크(주) 기술이전조인식
[7. 13]

해양위성센터준공식
[7. 19]

2007 대한민국과학축전참가- 한국해양연구원전시부스
[8. 10~15]

한국해양연구원비전달성을위한
인재육성전략수립연구사업결과보고회
[10. 11]

2007 미래성장동력연구성과전시회참가
[10. 25~28]

한국해양연구원창립34주년기념식
[10. 29]

기관혁신역량강화를위한혁신토론회
[11. 29~11. 30]

한상준박사, 송기섭책임기술원정년퇴임식
[12. 18]

2007년도종무식
[12. 31]

KBS 특별생방송‘심해대탐사’방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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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Dr. Tony Haymet 미국스크립스해양연구소장내방
[1. 22]

해군본부작전참모부장내방
[2. 27]

YMCA 청소년직업탐험대견학
[1. 26]

과학기술부전입및수습사무관R&D 현장적응학습을위한
연구원내방
[2. 23]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수련지도교사및직원견학-1
[3. 14]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수련지도교사및직원견학-2
[3. 14]

부경대학교환경탐사공학과학생견학-1
[4. 23]

부경대학교환경탐사공학과학생견학-2
[4. 23]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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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해양과학부학생견학-1
[4. 25]

제주대학교해양과학부학생견학-2
[4. 25]

기관과학기술앰배서더연구원탐방프로그램
- 안산경안고등학교학생견학
[5. 11]

해양부우예종국장일행내방
[5. 16]

안산와동중학교학생견학
[6. 1]

프랑스해양건축가자크루즈리박사방문
[6. 21]

김선화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내방
[7. 11]

서울대 재교육원학생견학
[8. 10]



화보

강무현해양수산부장관내방
[8. 16]

Javier Valladarew IOC의장내방
[10. 4]

김성수과학기술부생명해양심의관내방
[9. 11]

독일가스하이드레이트사업단일행내방
[9. 11]

안산사랑어린이집원생견학
[10. 22]

인도네시아연안통합관리정책연수단내방
[11. 12]

중국국가해양국부국장일행내방
[11. 16]

한양대학교과학기술대학학생견학
[12. 3]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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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오리엔테이션-2
[5. 29]

2007 종합소방훈련
[11. 14]

허베이스피리트호(Hebei Spirit) 원유유출사고방제
자원행사참여
[12. 13]

100사100촌자매결연마을제부리어촌계방문
- 바다쓰레기줍기운동
[11. 21]

제62회식목일행사- 범시민나무심기대회참가
[4. 3]

신입직원오리엔테이션-1
[5. 29]

바다사랑주간행사- 바다사랑 짓기대회
[7. 3]

17Annual Repor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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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이전지구적환경문제로인식되

면서폐기물해양투기에대한국제적규

제 (1972런던협약, 런던의정서)가점차강화되

고있고런던의정서가 2006년 3월 24일발효

되었다. 런던의정서는 1972 런던협약을 전면

개정한것으로서크게사전예방원칙과오염자

부담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해양투기 심의 가

능 폐기물도 다음 8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1)

준설물질, (2)하수오니, (3)생선폐기물, (4)천연

기원 유기물, (5)불활성 무기 지질물질, (6)선

박, 플랫폼또는그밖의해상인공구조물, (7)

강, 철, 콘크리트 재질의 대형물체. (8)해저지

질구조내로의이산화탄소스트림격리. 

상기 품목들일지라도 런던의정서는 부속서

에서지정한각폐기물별평가지침에따라엄격

하게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폐기물 특성조사

결과를토대로방지감사와관리방안검토(사전

예방원칙)에서 해양투기는 특정폐기물이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험 또는, 처리비용면

에서합리적이고, 재활용하거나재순환시킬수

없고, 최종처분방안으로서도해양투기이외의

다른대안이없을경우에만허용하도록되어있

다.이 연구사업은 이러한 런던의정서 체제를

수용하기위한폐기물배출해역의오염방지및

합리적인이용을위한종합관리방안마련을목

표로하고있다. 또한, 폐기물해양배출에관한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Ⅳ)

해양환경 연구

연구활동

김 일
031-400-6187   
yikim@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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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www.oceandumping.re.kr)를 운

하여정보제공및대국민홍보를통하여해

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량을 유도하고

있다.

이연구사업완료후에는합리적인제도개선

을 통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이며 투명성 있

는해양배출제도가운 됨으로서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저감되고, 특히 국제협약

수용으로해양환경보전에대한국제적노력에

동참함으로서 우리나라 국제위상강화에 크게

기여할것으로확신된다.

우리연구원은2006년3월17일관련법률에

의거 해양배출 폐기물 검사를 위한 법정 전문

검사기관으로지정되었다. 현재연구원의폐기

물해양배출연구사업단이검사업무를전담하고

있으며, 모든 검사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기술로 신속·정확하게 검사하여

신뢰도 높은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앞

으로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해양폐기물편 개

정등해양정책수립과해양환경보전및해양

개발에필요한기초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

발에많은기여가될것으로예상된다.

해양배출폐기물법정전문검사기관

접 수

시료채취

검 사
처리기간:
시료채취후연구원에
복귀한날로부터 30일
이내결과검증

검사성적서
작성/교부/발송

필요시재검사

의뢰자(기관) 한국해양연구원

검사의뢰서및첨부물
검사수수료및기타비용
검사성적서재교부신청서

검사의뢰접수증
검사성적서
기각



해양환경 연구

연구활동

석봉출
031-400-6271   
bcsuk@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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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양 토 내 동남연근해 및 남

서대륙붕에는 천부가스가 충진된 퇴적

층이 발달하여 있고, 동해사면역은 해저환경

의변화에따른가스분출또는지진으로발생

된 사면사태가 활발했던 곳으로서 근래 빈발

하는 육상 또는 해저기인 자연재해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해저기인 자연재해는 해양시

설의 파손을 비롯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

해, 그리고인명피해를유발하기도한다. 최근

증가추세인 이러한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여

사회·경제적손실을효과적으로저감하기위

해서는해저 토관리정 상화기술확보와

천부가스에 의한 해난위험성을 평가하고, 해

저기인자연재해환경자료를구축함과동시에

지속적인모니터링및예측연구가필요하다.

이연구는현생퇴적체내의천부가스분포와

특성을 파악하고, 해저 토관리 정 상화

기술개발과천부가스에의한해난위험성을평

가하며, 동중국해, 황해 및 그 주변에서 발생

하는 지진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궁극

적인 목표로하여 2006년 2월부터수행중에

있다. 2008년까지 수행될 이 연구는 크게 지

화학, 지구물리, 해저면 사태, 그리고 지진관

측예보 분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충실한외국사례분석을통해연구기법들을확

립하여 한반도 주변의 대표적인 해역에서 지

구물리학, 퇴적학, 지화학 등 다학제 분야의

연합형연구를수행하고있다.

연안역에서해저전력선, 통신케이블의설치

와보호, 항만과교량의건설을위해서기반구

조의파악이중요하다. 그러나, 천부가스가다

량으로부존된지역에서단채널음파탐사로는

그목적을달성하기가어렵다.  이연구에서는

메탄가스 현장 연속측정 시스템 개발로 가스

의 기원, 생성기작 등을 파악하고, 스파커 지

층탐사 장비를 이용하여 분해능과 판독 깊이

가 향상된 탄성파 탐사기술을 개발하여 단채

널 음파탐사로써는 구분이 어려운 니질 퇴적

체의 하부 경계구조와 그 아래 지층구조까지

파악이가능하다. 

해양 토 내 해저기인 자연재해 및 환경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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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예측을위해국립공주대학교, 중국

의 지질지구물리연구소 (Institute of

Geology and Geophysics), 중국과학원

(Chinese Academy of Sciences) 및 광주해

양지질조사소 (Guangzhou Marine

Geological Survey) 간의 황해 및 동중국해

주변지각및상부맨틀구조규명, 해저지진발

생원인규명및지진학심화연구를위한국제

공동연구를수행하고있다. 이를통해기존해

저 지진공백역을 해소하고, 지진재해 피해예

측시스템및재난발생시의사결정지원시스

템을개발하여복구장비/인원등의제한된자

원의효과적투입을통한예방적재해저감계

획관련연구를수행하고있다. 

이 연구사업의 경제적/산업적 측면의 기대

성과로는 기후협약 이행에 대비한 우리나라

연근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이 가

능하며, 향후 지구물리-인공위성 원격탐사와

결합한저비용해저에너지자원탐사기법을개

발할 수 있다. 해저지질의 상화 기술개발은

항만과 교량 등의 건설 그리고 해저시설물의

안정적 설치를 위한 퇴적기반구조를 규명할

수 있다. 효과적인 지진감시를 통하여 지진에

의해발생할수있는재해를사전에예보할수

있을것이다.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 2007년 보

고서는지구온난화는현실이며최근들

어수온과해수면상승의폭이커지는경향임

을지적하고있다. 이러한기후변화경향에따

라동해에서도해양특성은어떻게변화중이

고, 이변화가기후변화와어떠한관계가있으

며, 기후변화에따른동해변화시나리오를산

정할 수 있는 연구를 위하여 해양연구원에서

는기후변화연구와관련된기본연구사업 1단

계(2003~2005) 연구에 이어 2단계 연구로

‘기후변화에따른동해해수순환과중장기변

동 반응 및 예측 연구’를 2006년부터 시작하

다. 이사업은(1)동해변동의지시자로해수

물성, 해수면고도및중·심층순환을설정하

여 이들의 중장기 변동 경향의 정량적 산정,

(2)전지구기후변화, 열대해역의엔소(ENSO,

El Nino-Southern Oscillation)와 극해역의

해빙에의한동해순환변동성반응평가, (3)

지구온난화에 따른 표층수온 변화 시나리오

제시를목표로설정하 다. 

2007년도의주요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동해 남부 난수역인 울릉분지와 야마토분지

중층의지난 80년간의WOD 2005 해수물성

자료를분석한결과 500m 수심에서수온이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해수순환과 중장기 변동
반응 및 예측 연구

해양환경 연구

연구활동

이재학
031-400-6121   
jhle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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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따라상승및하강하는경향이두분지

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상

승경향임을확인하 다 (그림 1). 동해해수면

상승률은 최근에 6.5㎜/년으로 전 지구 해양

의평균보다높았다 (그림 2). 동해 주변부바

람(기압경도)의장기변화를분석한결과최근

풍속약화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열팽창 효과와 마찬가지로 동해 해수면의 장

기변동성과관련이있음을시사한다 (그림 3).

대한해협 통과류가 동해에 미치는 향을 파

악하기 위한 이상적인 모델연구도 계속하여

통과류를 따라 태평양의 변동성이 동해로 전

파될 가능성이 높음을 밝혔다. 또한, 통과류

수송량이 중가하면 동해 내부에서 심층수 생

성이약화되고자오면순환도약해지는것으로

나타났다. IPCC(2007) 보고서의 A1B 시나리

오에 의한 동해의 반응실험을 수행하여 21세

기말의 동해 수온과 순환 변화를 산출하 는

바 동해 북부의 반시계방향 순환이 약해지고,

표층수온은극전선을중심으로약 2~4℃ 증

가(그림4)하며400m 수심까지1℃이상증가

할것으로예측되었다. 동해해수면온도의장

기 변동성과 엔소(ENSO) 변동성과의 상관성

분석결과 특별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아 동

해 표층수온변화가 동해 내부역학이나 대기

변동성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시사한다.



460만년전동해바다해저에서2,000m 이

상솟아오른우리땅독도!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번

지부터 96번지까지의 주소로 등재되었고, 동

도, 서도와 큰가제바위, 지네바위, 촛대바위,

탕건봉등기타부속도서 89개로구성되어있

다. 독도에는독도경비대원, 등대관리원, 민간

인등약 40여명이거주하고있고, 현재하루

최대입도가능인원이1,880명에달하며, 각종

경제·문화·사회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확실한실효적지배력이행사되고있다.  

이와함께역사적으로도한국의 토임이분

명한독도에대하여일본은끊임없이 유권을

주장하고있다. 일본은일제강점기강압적으로

편입한 사실과 1960년대 이후 동해에서 확보

한해양자료를근거로독도 유권, 동해지명에

대한자국의주장을확산하려는노력을계속하

고있다. 또한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독도 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일본은2007년7월‘해양기본법’을

시행하고 종합해양정책본부를 가동하면서 독

도 유권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일본의적극적인독도 유권주장이계

속되면서 우리의 독도 수호 의지는 더욱 굳어

지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력 강화

필요성도그에비례하여커져가고있다. 

이러한정세속에서우리나라는독도에대한

실효적지배력강화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

해양환경 연구

연구활동

박찬홍
031-400-6273  
chpark@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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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른가시적조치가2005년 5월‘독도의

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한 일이다.

이법률에따라정부는2006년에범정부차원

의중장기국가종합계획인‘독도의지속가능한

이용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 다. 

우리 연구원이 기초한 이 기본계획은‘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

를 목표로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독도주변해역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이용, 독도안시설등의합리적관리·

운용, 독도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울릉도와연계한독도관리체제구축등5대추

진전략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

를수행할전문연구기관을설립또는지정·운

하도록하고있다. 

우리 연구원은 독도에 대한 다분야의 복합

적연구를주도적으로수행해온점과연구인

력및연구장비등독도연구를위한제반연구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국

가지정독도전문연구기관으로지정되었다. 이

에 따라‘독도전문연구사업단’을 설치하 으

며, 2006년 6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을 받

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사업을 착수

하게되었다. 이연구사업은독도에대한종합

적인 해양생태계·환경 조사 연구로서 연간

약 100여명의해양전문가들이참여하고있으

며, (1) 독도주변해양생태계및환경특성조사

및모니터링, (2) 해저 지체구조및화산체변

동연구, 독도성인규명, (3) 독도종합 DB, 홈

페이지구축및운 , (4) 독도전문연구사업단

운 및성과확산·홍보, (5) 독도관련각종국

가적요구및정책수립지원등을주요내용으

로하고있다. 

2006년에6월에착수하여2007년 6월에완

료한1차년도연구사업에서는3차례에걸친현

장조사가수행되었다. 2006년 12월과 2007년

3월2차례에걸쳐수행된생태계및환경조사

에서는, 독도주변에방사선모양으로분포하는

33개의 정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샘플링, 박

스코아), 해양물리(ADCP, CTD), 해양화학

(CTD 및 채수), 해양퇴적환경(박스코아, 중력

시추), 인공위성(해색)에의한조사가이루어졌

다. 2007년 4월에는 멀티빔, 사이드스캔소나,

자력탐사 등의 지구물리조사가 수행되었으며,

다이빙에의한암반생태조사및퇴적물채취와

분석이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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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얻은결과물들은국내외논문발표,

학술발표, 저서, 전문잡지등을통하여국내외

에 전파하 으며, 특히‘독도’라는 명칭의 국

내외 확산에 기여하 다. 또한 독도특별전 및

워크숍개최, 언론홍보및강연활동등을통하

여그성과를국민들에게전달함으로써국내외

에독도에대한실효적지배력강화를위한해

양과학적노력을보여주었다. 

독도에서 2개 저서생물 신종을 확보하 는

데, 2종의신종에대하여각각‘독도’와‘한국’

이라는 명칭이 포함된‘Prochaetosoma

dokdoense’, ‘Paradraconema coreense’로

명명되었다. 또한 독도 주변해역에서 채취한

35개의균주들에대해유전자염기서열을분석

한결과신종으로판단되는6개의균주를발견

하여이중2개에대해생리적특성을연구중

이다. 

한편 독도 인근의 심층에서 나타나는 강한

북향류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독

도심층류(Dokdo Abyssal Current)’로명명하

고, 계절별조사를통해수심이얕은독도주변

에서는해수의수직혼합이커서표층수온이주

변보다 낮게 나타나는‘독도효과(Island

Effect)’를발견하는성과를이루어냈다.  

또한독도화산체정상부에대한해저지형조

사와해저면 상탐사, 해저지층탐사및해상자

력탐사를실시하여정 해저지형도, 해저면

상도 및 자기이상도 등을 작성하고 이를 분석

하여독도화산체정상부에대한지구물리학적

특성을분석하 다. 이결과는그간울릉도-독

도 사이의 화산체 중 독도화산체에 대해 보다

상세한해저지형정보를얻어내는데필요한데

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현재는 2차년도 연

구사업이진행중에있으며, 2007년 11월과12

월에지구물리조사와생태계및환경조사가수

행되었다. 1차년도에이어동계에진행된현장

조사는그간기상상태를고려하여하계에집중

되었던 독도 조사의 계절적 한계를 극복한 업

적으로평가되고있다.   

독도 연구사업을 통하여 얻은 모든 자료 및

결과들은 독도종합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될 예

정이다. 독도종합데이터베이스에는 우리 연구

원자료뿐아니라다른기관의자료도함께포

함될 것이며, 현재 독도관련 자료를 종합적으

로수집하고있다. 또한독도연구사업을통하

여 생산된 모든 자료는 독도 홈페이지를 통하

여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국가의 해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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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수립 및 국가간 협상에 대비하여 대응전략

을세우는데에도활용될것이다. 독도를전세

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독도를 주

제로하는국제워크숍도준비중이다.

이 연구사업은기존에산발적으로추진되어

온독도에대한자연적특성에대한연구가정

부에의하여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되고

있다는점에의의가있다. 

이에 따라 최초 국가계획에 의한 독도의 지

속가능한이용및관리체계구축을통해독도

의미래이용및독도에대한국가정책수립과

대처기능이강화됨과동시에연구결과의대내

외확산을통한독도의실효적지배력강화및

'Dokdo', 'East Sea', 독도-울릉도주변해저지

명표기의국제적공인화유도에기여할수있

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해양 토관리, 경계

획정, 일본의 유권주장등에신속하고, 효과

적인대응, 국가독도정책에대한대국민신뢰

확보, 독도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적 잠재역량

을강화하는데밑거름이될것이다. 

현재 우리 연구원은 경상북도와 울릉군 등

독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하에

울릉도 및 독도와 동해를 연계하는 연구 활성

화, 울릉도·독도연구전초기지와해양과학단

지조성을추진하고있으며, 이를우리연구원

동해연구소 및 독도전문연구센터(추후 동해연

구소이전시예정명칭)와연계하여활용하려

는계획을수립중이다. 이에따라 2008년 동

해연구소를개소하면서독도연구는더욱더활

기를 띠게 될 것이며, 울릉도 및 동해 전체에

대한연구와연계시킴으로써그중요성은더욱

커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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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분야 위성활용 연구

광활하고변화무쌍한바다를관찰하는방

법이여러가지가있겠으나아직까지는

인공위성에서 관찰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

법은별로없다. 지상에서수백킬로미터혹은

수만킬로떨어진곳에서운행하고있는위성

에서는넓은바다가한눈에관측될수있을뿐

더러지구주위를공전하는궤도주기특성에

따라반복해서관찰할수있기때문이다. 

이 과제는위와같은장점을가진위성해양

탐사의 활용성을 가일층 높이고 아리랑위성

(KOMPSAT) 및 통신해양기상위성등을통하

여 얻어지는 각양각색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해양관측에사용함으로서우리가해양을효율

적으로이용하고보전하는데기여케하기위하

여수행되고있다.

2002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이협동과

제형식으로수행중인‘위성자료공공활용연

구’가운데해양분야를담당하고있는이연구

과제는 크게 인공위성 자료의 해양활용 저변

확대를 위한 사이버 해양원격탐사센터

(http://krsc.kordi.re.kr) 운 및위성자료의

해양분야 활용 기반기술 개발로 나누어 수행

되고있다.

사이버 해양원격탐사센터는 위성자료의 해

양분야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위성자료

정보제공과 아울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

다. 특히교육훈련은2006년 7월에독일해양

원격탐사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단기연수 형식

으로‘해양및연안역관측을위한원격탐사개

론(Introduction to Remote Sensing and

Monitoring of Ocean and Coastal Areas)’

교육훈련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에는 대학생,

현업인원 등을 대상으로‘해양원격탐사 교육



및씨다스(SeaDAS) 실습훈련’을역시단기연

수형식으로실시하 다.

해양분야 활용 기반기술 개발은‘고해상도

위성자료를 이용한 연안역 연구’,‘해색위성자

료를이용한해양활용연구’및‘SAR의해양활

용연구’등3개소과제로나누어수행되었다.

‘고해상도위성자료를이용한연안역연구’

에는시계열위성자료의수륙경계선과조위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DEM(Digital Elevation

Model)과 이를 이용한 3차원 지형변화 분석

기술개발을통해강화도남부갯벌지형변화

연구가 수행 되었으며 이 연구개발을 발판으

로갯벌생태계연구에꼭필요하 던표면노출

시간의매핑등이가능하게되었다.

또한현재까지한반도남해에매년발생하는

적조가 우리해역에서 자체로 발생한 것인지

타해역에서이동하여온것인지명확히규명

되지 못하 으나‘해색위성자료를 이용한 해

양활용연구’를통하여개발된적조탐지알고

리즘을이용하여남중국해에서이동하여온적

조가 한반도 주변에서 순차적으로 접종되어

다시발생하는것으로판명되었다.

‘SAR의해양활용연구’는위성자료에의한

선박인식기술개발을토대로하여위성에의

한 해양재해경감 및 연안관리에 활용성을 높

이기 위해 수행되고 있으며 대형선박의 인식

기술개발에이어금년에는연안어선의인식

을 위해 전 방향 되반사 장치 설계 및 실험을

실시하여특허를받는등매우흡족한결과를

얻은바있다.

이 연구는 수년 이래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개발되어 궤도상에 올려지는 아리랑

(KOMPSAT)위성, 정지위성으로서 해색센서

를 탑재하는 위성으로는 세계 최초인 통신해

양기상위성(COMS) 등해양및연안관측에유

용한국산및해외인공위성자료의적시적절

한활용을통한해양관측의질적향상에크게

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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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과 1996년 8

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이 선포

됨에따라배타적경제수역(EEZ)의효율적관

리를 위하여 해양광물자원 분포 및 해저지질

구조등의기초자료를확보할필요성이대두

되었다. 또한 육상에너지 자원의 고갈에 대비

하여 탄화수소, 메탄가스 수화물, 인산염 광

물, 경광물및중광물등채취가능한해양광물

자원에대한조사가요구되고있다. 이에한국

해양연구원은해저광물자원의부존량평가및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997년

부터 2001년까지 동해 해역,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남해 해역, 그리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황해 중남부 해역에 대한 지구물

리탐사와지질조사를완료하 고해양자원정

보시스템(MRIS, Marine Resources

Information System) 구축이진행중이다. 

2007년도 연구지역은 황해 중부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해저자원분포확인을위하여다

중채널탄성파탐사, 3.5k㎐천부지층탐사, 중

력탐사, 자력탐사, 멀티빔조사등의지구물리

조사와 시추코아 퇴적물 분석을 통한 해양지

질조사를 수행하 다. 심부탄성파 탐사자료,

중력및자력탐사자료와함께한국석유공사와

중국석유회사의 자료를 참조하여 탄화수소자

원이 분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분지구조를 해

석하고 층서를 규명하 다. 황해 남동부 군산

분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조도 및 화성암

체 분포도를 작성하 다. 중·자력 탐사 자료

의 역산을 통해서 분지구조의 깊이를 유추하

으며, 이를탄성파탐사자료결과와비교·

분석하 다. 고해상 (3.5k㎐) 천부지층음향자

료와 시추퇴적물 특성분석을 통하여 천부 퇴

적구조규명과해수면변동에따른퇴적모델

을 수립하 다. 또한, 퇴적물의 광물학적·지

화학적 특성 및 중요원소 성분조사를 통하여

연구해역의쇄설성광물자원평가를수행하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자원 조사

해양자원 연구

연구활동

유해수
031-400-6276   
hsyoo@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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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수행하여얻은모

든 탐사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얻어진 자원분

포도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지리정보

시스템(GIS)을 이용하여 해양자원정보시스템

(MRIS)을구축하 다. 

2008년에는남북접경해역에대한탐사가수

행될계획이다. 이렇게 1단계개략탐사가완료

되면 EEZ 경계획정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기반으로해양 토를확보하고해양광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하여

MRIS를보완, 향상시킬것이다. 이러한연구

결과들은 향후 EEZ의 실효적 지배에 활용될

수있다. 육상자원고갈로인해해양자원에대

한 관심과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12년간 2단계정 탐사가계획되

어있으며, 2단계정 탐사에서는최첨단장비

도입과최근해외의석유자원탐사분야에새롭

게 적용되고 있는 해양MT(Magnetotelluric)

탐사기술을개발하여현장조사에적용할계획

이다. 또한 심부 시추도 병행하여 해양지질·

지구물리 조사기술을 다양화시킴으로써 더욱

신뢰성 높은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2004년북한과학원과해양자원공동조사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EEZ 연구를 한반도 주

변전해역으로확대하여적극적으로추진할예

정이다. ‘EEZ 해양자원 조사’연구사업은 국

가적으로해양 토의종합관리측면에서중요

성이인정되어연구내용및규모가점차크게

확대될전망이다. 



바다목장화 연구는 해양수산부 용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1998년 통 바다

목장화연구를시작으로2007년현재전남다

도해형 바다목장화 개발 연구, 동·서·제주

해역의 바다목장화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이 가운데, 통 해역의 바다목장화 개발

연구는마무리되었다.

현재이사업은경남통 인근해역(1998년

~2007년), 전남여수를중심으로한다도해인

근 해역(2001년~2010년), 그리고 동·서·제

주지역(2002년~2012년) 가운데각각한개의

해역을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 기술

개발 및 모델 개발을 목표로 산·학·연 체제

를 구축하여 수행하고 있다. 바다목장 사업에

서실시되고있는연구는바다목장기반조성,

바다목장의조성, 바다목장의사후관리및효

과분석의3단계로분리하여수행되고있다. 

이러한목표를위하여각해역의지리·환경

특성에맞는생태계특성파악및모델화, 어장

조성기술분야, 자원증대기술분야, 이용관

리분야로나누어추진하고있다. 통 과전남

바다목장은어업자원을증대시켜어민소득을

향상시키는 어업형, 동해는 울진 지역을 중심

으로관광형, 제주도는연안바다를직접체험

할수있는체험형, 마지막으로서해는태안반

도를 중심으로 갯벌형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바다목장화 연구

해양자원 연구

연구활동

명정구
031-400-6234   
jgmyoung@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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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연구가진행중이다.

바다목장화사업은해양자연생태계의조성

을 포함하여 자원의 방류로부터 어획에 이르

기까지인위적으로통제하고관리하는신개념

의어업생산시스템으로자연생태계를적극

적으로보전하면서어업생산및어업경 을

속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실시되고있는해역별특성을가지고있

는 바다목장화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확대될 연안

바다목장의 대표적인 모델로 사용하고자 한

다. 이러한연구결과를기본으로연안바다목

장확대를위하여소규모바다목장조성사업

이추진되고있으며현재여러곳에서소규모

바다목장의타당성조사연구가수행되었다.

한편, 기존내만의해상가두리양식장이해

수순환이좋지않고어병발병이빈발하여어

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

하여수심이깊고해수순환이좋은외해에서

의가두리양식시스템개발필요성이대두되

고있다. 개방된외해해역에서적합한새로운

양식어장시스템과새로운양식어종을개발,

보급하여 가두리 양식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

해 2007년부터 외해 수중 가두리 개발 시험

연구사업을실시하고있다. 



해양은온도, 압력, 염분등에서육상과는

다른 특이한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이

에따라특별한기능을지닌다양한생물이존

재할 것으로 기대되어왔다. 해양·극한생물

분자 유전체 연구사업은 미래 핵심 성장동력

으로서선진각국간의치열한경쟁이벌어지

고있는해양·극한환경생물자원확보및활

용 기술과 관련하여 해양·극한생물자원 및

유전체정보뱅크 구축을 통한 해양생명공학산

업 기반 확보, 해양·극한환경 미생물의 유전

체분석을 통한 생명현상의 이해와 다양한 유

용신소재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 

해양·극한미생물자원 : 냉용수지역, 심해

저, 남극, 북극해등의저온환경, 해저열수구,

열대해역등의고온환경, 한국연안등다양한

해양환경의퇴적토, 해수, 생체등으로부터해

양미생물자원을확보하는연구를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뱅크에는 현재 약 5,000주의

해양미생물이 보존되어있으며 이들 미생물은

16S rRNA 유전자분석을 통한 동정 정보, 고

분자물질분해 효소활성, 채집정보 등의 자료

와함께데이터베이스에등록되어있으며홈페

이지 (http://www.megrc.re.kr/mebic/)를

통해분양하고있다.

해양·극한동식물자원 : 배양이 어려운 동

식물자원은 대량채집 후 냉동시료의 형태로

보존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된 동식물 자원

은극피동물, 환형동물, 해면동물이각각30종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

해양자원 연구

연구활동

김상진
031-400-6240   
s-jkim@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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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해조류 80종등이다. 각각의생물자원

에 대해 채집정보, 개체정보, DNA염기배열

정보를 포함한 유전정보 등이 수록되어있다.

앞으로 이 분야의 국내 연구자들에게 원활한

해양극한생물시료제공이이루어지게되면우

리나라마린바이오산업을더한층발전시킬수

있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초고온성 고세균 : 서태평양의 심해열수구

로부터 분리한 Thermococcus onnurineus

NA1 유전체 해독을 완료하 다. 유전체 정보

로부터 유전자 증폭능력이 우수한 신규 DNA

중합효소 유전자를 확보하 다. 야생형 DNA

중합효소 유전자를 기반으로 유전자 변이를

유발하여다양한유전자증폭능력과정확성이

뛰어난 변이효소를 개발하는데 성공하 다.

이 고정 DNA 중합효소는 DNA 합성과 유

전체연구용시약및장비제조업체인(주)바이

오니아에 기술이전 되었다. 순수 우리 기술로

세계시장에진입할수있게되었으며외국생

명공학회사들이 2세대 DNA 중합효소를개발

하고있는시점에이들제품보다뛰어난성능

을 보이는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다양한 유전

자 분석 응용분야에 사용되어 생명공학 산업

발전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적조생물 살상세균 : 미국의Moore 재단에서

진행중인‘해양미생물유전체155 program’에

응모하여1997년 9월마산만에서분리한적조

생물 살상세균 Kordia algicida OT1균주의

유전체해독을진행하 고이로부터적조생물

살상과 관련된 유전자정보를 분석하 다. 앞

으로 획득한 유전체 정보를 이용하여 적조생

물살상인자를확인하고적조를제어하는기술

을개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해양·극한미생물의유전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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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연구는 21세기 첨단 산업국가 도약

을 위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전

략금속자원의 독자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북

동태평양에서의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과

남서태평양 망간각 탐사 및 해저열수광상 탐

사사업을연계하여수행하고있다. 이를통해

우리나라의 해양 토 확장과 함께 주요금속

자원의 자급기반 구축, 그리고 심해저 기술

개발을 통한 첨단 해양과학기술 확보를 기대

하고있다. 

1992년부터 본격적인 심해저 광물자원 개

발탐사가 수행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

은 1994년에유엔산하국제해저기구(ISA)에

서태평양공해상에 15만㎢의할당광구를인

준받았으며, 2002년에는 7.5만㎢의우리나

라 단독개발광구를 확정하 다. 2007년에는

축적된 정 ·환경탐사 자료를 이용 단독 개

발광구 내 우선채광지역 4만 ㎢ 선정을 완료

하 으며, 광구해역의 기초환경도를 작성하

다. 2007년실해역탐사에서는우선채광지

역내 1차채광지역 2만㎢선정을위한 1차

년도근접해저면탐사를통해대표구역내광2007 심해저광물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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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평가자료를확보하 으며, 또한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며 환경친

화적채광기술개발을위해실시할예정인환

경충격실험에대비하여광구해역과주변해역

에서환경연구를실시하 다.  

2002년부터 본격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는 남서태평양 해저열수광상 탐사 및

개발 사업은 남서태평양 해역을 대상으로 실

해역 탐사를 통한 해저열수광상 개발지역 선

정 및 독점적 탐사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2007년에수행된실해역탐사에서는기존탐

사를 통해 열수분출이 확인된 북동라우분지

의4개열수분출지역에대한광체확인을위한

정 조사와 통가 열도의 활동성 해저화산을

대상으로 새로운 열수분출 지역을 찾기 위한

광역조사로 나뉘어 수행되었다. 특히, 2006

년도탐사에서처음도입된CTD 견인탐사의

성공적인 수행과 열수추적자 선상분석을 통

해 열수분출구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고 새

로운 열수분출을 발견할 수 있는 탐사기법을

확립하 다. 또한최근외국의민간기업에의

한 해저열수광상의 상업생산 계획이 이슈화

됨에따라통가해역의해저열수광상부존지

남서태평양광물자원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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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대상으로 독점탐사권 확보를 결정하여

이를추진하 다. 금년도망간각탐사는실시

하지않았고기확보자료의database화를추

진하 다.

이 밖에‘심해저광물자원개발협의회’에서

는 해양광물자원개발사업의 국제협력을 도모

하고중국의심해저사업추진현황파악을위

해중국의심해저광물자원사업추진체인중국

광산개발협회와 탐사 전담기구인 제1해양연

구소를방문하 다. 

법제도분야에서는국제해저기구(ISA) 법률

기술위원회 및 제 13회기 정기총회에 참석하

여 우리나라의 이익과 직결된 심해저 광업규

칙안및해저자원개발을위한국제제도동향

을분석하 다. 법률기술위원회에서는계약자

들의 2006년 연차보고서, C-C 지역 지질모

델구축에대한검토와토의가이루어졌다. 

금년도에는 자체기술로 개발된 6000m급

심해저 카메라 시스템의 실해역 테스트를 성

공적으로마쳤다. 이장비는광통신방식을채

택하여보다선명한해저면 상을제공하며,

side scan sonar를 장착하여 음향자료의 획

득도가능하다. 또한거제도고현앞바다에서

30m급 망간단괴 양광펌프의 근해역 테스트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양광과 집광이 결합

된통합채광시험의기틀을마련하 다.

기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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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십 년간 우리나라 주변해에서는

뚜렷한 수온 및 해수면 상승을 비롯하

여해파리등열대생물의빈번한출현, 백화현

상, 한류성어류(명태, 대구등)의어획량급감

과 난류성 어류(오징어, 멸치 등)의 어획량 급

증, 북서태평양태풍진원지의북상등해양환

경및생태계변화의징후가확연히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2007년에 발간된 정부간기후

변화협의체(IPCC)의 4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

구온난화에따른기후및환경변화가전세계

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고서의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 실험결과에 따르

면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향후 200년 후

에는평균약2∼4℃증가하며특히한반도주

변해에서는 3℃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

어 우리나라 주변해에서의 온도 상승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동중

국해 요각류 개체수의 장기변화 또한 북태평

양의기후및환경변화현상과 접한상관성

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이연

구는 한반도 주변해역에 직·간접적 향을

미칠 수 있는 북서태평양의 엘니뇨(El Nino)/

라니냐(La Nina), 웜풀 및 쿠로시오 해류, 태

평양장주기진동(PDO, Pacific Decadal

Oscillation) 등을분석하여이러한장단기해

양변화가 한반도 주변의 기후 및 해양환경에

미칠 향을 규명하고 변화를 예측하여 해양

기인자연재해에대한인명·재산피해를최소

화하고,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관리를 최적화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총 3단계

(2006∼2015)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단계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대한해협)에 미치는 향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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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8)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단계

연구는 현장조사를 통한 웜풀해역을 포함한

북서태평양 및 한반도 주변해(대한해협)의 해

양환경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

되고 있다. 현장탐사는 한반도 주변해에 직접

적인 향을 주는 쿠로시오 해류의 진원지인

웜풀해역과쿠로시오해류의본류가흘러가는

해역인필리핀연안을거처일본오키나와섬

주변과 동중국해 그리고 한국 남해에 이르는

광범위한 해역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과

거기후및해양환경변화양상을분석하여앞

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할 기후 및 환경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산호와 퇴적물을 이용한 한반

도 및 북서태평양의 고기후 환경복원 연구를

진행중에있다. 이외에도북서태평양에서가

장중요한열수대중하나인마리아나해구에

서의 열수분출공 연구는 지구 물질순환 이해

및열수분출에따른해양환경및생태계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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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특성을이해하기위해수행되고있다. 현장

에서 관측된 유속자료에 따르면 쿠로시오 해

류는북서태평양웜풀해역(동경 135。, 북위 13

∼14.5。)에서서향류(북적도해류)로형성되어

필리핀동쪽연안을따라북상하여타이완남

쪽해안을거쳐동중국해로흘러오키나와부

근해역(동경126∼127.5。, 북위28。)에서80㎝

/sec의 강한북향류(쿠로시오본류)가 되었다.

이로써쿠로시오해류가웜풀해역에서기원되

어언급한경로를따라한반도주변해역에

향을주고있다는것을확인하 다. 해양생물

상은 위도에 따라 전형적인 열대, 아열대, 온

대성 생물상을 보 으며, 위도가 높아지며 연

안에가까워질수록해양의생산력이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한편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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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ia

기체의조절자로서북서태평양의역할을파악

한결과저위도및아열대해역은이산화탄소

를주로대기로방출하며중위도해역은 이산

화탄소를 대기로부터 흡수하 다. 구름을 형

성하는핵역할을하는 SO4
2- 를 생성하여지

구온난화를둔화시키는것으로알려진다이메

틸황화물(DMS, dimethylsulfide)은동중국해

역에서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메탄은 열수활

동이 활발한 마리아나 해역에서 높은 농도를

보 다. 과거 북서태평양의 장주기 지구기후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북서태평양과 필

리핀 해역에서 채집된 퇴적물 코어의 지화학

적성분을분석중에있으며, 또한한반도주변

해역 특히 대한해협의 고해양환경 복원을 위

한산호시료를확보하여지화학적성분을현

재분석중에있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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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열대 해양 생물소재 실용화기술 개발 연구

열대해역특히산호초지역은지구상에서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경제적인

가치를지닌생태계이다.  산호초생태계는풍

부한 생물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연안

보호의역할과수백만명의식량, 의약품의원

료를생산하는경제적환경적가치를지닌곳

이다.  2000년에 한국해양연구소에서는 열대

해역에해양연구센터를만들어선진해양과학

기술을바탕으로도서국가와공동이익을창출

하고, 연구를 통해 지역에서의 잠재적 자원을

개발할목적으로운 하고있다. 

열대연구센터를바탕으로수행한과제의목

적은생물다양성이풍부한열대해역에서해양

생물공학에 원료가 되고, 산업적 가치를 지닌

잠재적해양생물자원을개발하고확보함으로

서 해양생물 다양성을 활용한 산업을 창출하

는데 있다. 과제는 크게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졌는데, 첫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해양생물 자

원을확보할수있는환경모니터링감시분야

로서 각 서식처별로 생태계 요인을 파악하고

연구하며, 고환경을 규명하고 지형연구를 통

한 산호초 주변의 환경변화를 추정하는데 있

다. 두번째는우리나라의생명공학기술을기

초로 하여, 열대해양생물의 유전자를 확보하

고 DNA 분석을 통한 서식종을 파악하며, 생

물 속에 잠재한 천연물을 추줄하여 장기적으

로생물소재를확보하는데있다. 세번째로는

복합양식등기능성생물을생산함으로서새

로운산업을창출하는데있다. 축주변에이미



47Annual Report 2007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산호초지역

과 잘피군락, 망그로브 지역으로 서식처마다

나누어진 각 정점을 통하여 수심별로 수질과

환경변화를 측정하고 있으며, 시료를 통해 박

테리아생산력을포함한일차생산력을측정하

고있다. 

또한산호초지역에서의고환경특성을파악

하기 위하여 산호를 채취하여 분석하 으며,

사이드 스캔 소나를 사용하여 축주의 중심이

되는웨노섬주변의수심도를완성하여축정

부에정보를제공하 다. 생명공학분야에서는

올해에50여종의천연물을해양무척추동물과

박테리아로부터추출하 으며, 저질과해면으

로부터 생명공학 연구를 기반으로 유용한 효

소와단백질유전자를확보하 다.  한편70여

종의생물기원활성화합물과7종의구조를해

면과 박테리아로부터 분리하 다. 한편 기능

성생물생산분야에서는시험적으로흑진주를

생산하 으며, 스피누리나를분리배양하는데

성공함으로서, 파우더로제작하여성분분석을

실시하 다. 내년에는기능성건강식품으로서

대량생산준비를수행할예정이다. 이연구를

통하여 열대해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생물자원

을확보하고생산하는것을추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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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국지 해일 정 예보 지원체제 현업화 기술

바다와인접한연안은매년자연재해가반

복되는 지역으로 최근 14년간(1989~

2002년) 전국에서발생한1000여건의자연재

해중약41%인409건이해일, 해수범람, 태풍

등에의한연안재해로그피해규모는2조1000

억원에달하고있다. 

이와같이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변화로인

해 태풍 및 이상고극조위 등의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점점 더 대형화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

하고보다과학적, 체계적으로이에대처할수

있는예측기술을기반으로한연안재해대응기

술의개발이시급하다. 

탑브랜드 사업‘연안재해대응 기술 개발’은

연안지역에서태풍해일에의한피해를최소화

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대응기술을 의미하며,

세부적으로는 태풍에 의한 국지 해일 정 예

측 체제 현업화 및 해일 침수범람도 (재해도,

Hazard Map) 작성을 통한 연안재해 저감 및

대응기술을의미한다.

이 브랜드사업의 최종 목표는 태풍 해일에

의한 연안침수범람 지역 예측 및 재해도

(hazard map) 작성기술개발이다. 이연구에

서는 그 세부과제인‘연안 국지 해일 정 예

측·지원체제현업화기술개발’을수행하 으

며, 이연구의목적은연안에서의태풍해일을

정 하게예측하기위해서여러해양요소를복

합적으로 고려하는 모델을 수립하고, 이와 관

련된개별모델을체계적으로연계하여국지에

서의해일을정 예측·지원하는체제의현업

화기술을개발하고실용화하는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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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1차년도 연구에서는 중점적으로

정 태풍해상풍예측시스템수립에대해연구

를 수행하 다. 이의 일환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반도주변해상과연안에대해서태풍중심기

압과최대풍속등태풍파라메타를사용한태풍

해상풍모델에 의한 해상풍 추산체제를 수립하

으며, 정 격자(9㎞) 수치기상모델(MM5,

WRFS) 수립으로태풍및비태풍시기의해상

풍및해면기압을모의·비교하 다.  또한수

치기상모델 및 태풍 해상풍모델과 폭풍해일모

델의 자동화 연결 및 적용체제를 수립하 다.

이체제는이연구의목표인국지정 격자해일

예측시스템현업화의기본틀로활용될것이며

향후차기년도에서개선·보완될것이다. 

한편, 연안에서의 이상해면 예보를 위해 태

풍해일을산출하는국지정 격자태풍해일시

스템이 수립되었다. 태풍 매미(2003년 9월)와

에위니아(2006년 7월)를 수치실험한결과관

측값과부합하는결과를보 다. 올해내습한

태풍 우사기와 나리의 경우, 기상청 태풍정보

가인터넷을통해제공된후30분이내에해일

고 결과를 산출하여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일련의과정을성공적으로수행하 으며, 예측

된최대해일고결과는관측값과부합하는결

과를보여국지정 격자해일예측시스템의현

업화에기본틀을구축하 다.  

이러한연구를통해궁극적으로는태풍내습

시나악기상시연안국지에서의폭풍해일의정

확한 예보 체제를 갖추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연안재해를 유발하는 주요인인 높은 파랑, 폭

풍해일, 이상조위 등에 의한 재해피해를 방지

하고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해일

침수 범람도 작성에 기본연구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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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항만물류 시스템 기술 개발
-하이브리드 안벽 시스템의 적용성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중국의급격한경제성장과함께국제적인

컨테이너물동량이급증하고있으며, 국

내에서는환적화물이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

다. 환적화물의경우, 2011년에 1,320만 TEU,

2020년에2,100만TEU에이를것으로예상되

고있으며, 이는국내총항만물동량의40% 수

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주요 간선항로를 중심으로 대형화가 급진전되

어현재 7,000~8,000TEU급대형컨테이너선

이운항중이며, 지난 2006년 9월 11,000TEU

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유럽-동남아시아 항

로에운항을개시한바있다. 한편, 향후 2015

년경에는 15,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주요 간선항로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어, 동북아에서의이러한초대형컨테이너선을

유치함으로써중심항만선점에있어서의우위

를차지하기위한경쟁이심화되고있다.

초대형컨테이너선에의한대량의환적화물

을 24시간 내에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항만배치나첨단자동화하역장비를갖

춘미래형컨테이너터미널의개발이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장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

엄청난 환적화물 처리를 위한 신규 선석 개발

소요(110선석, 2010~2020년까지)를 충족시키

기위한초대형컨테이너선용항만뿐만아니라

일반컨테이너선의환적화물전용처리를위한

항만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21세기 컨테이너선의 초대형화,

고속화, 광폭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동북아물류중심항만경쟁에서주변국가보다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초대형 컨

테이너선의접·이안이용이하고고속의하역

체계와지능형물류시스템을갖춘첨단항만기

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우리연구원에서는이를위하여부체식의이

동가능한안벽, 즉 하이브리드안벽의개발을

위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하이브리드안벽은

초대형 폰툰 형식의 부체식 구조물로써, 동적

위치제어시스템(DPS, Dynamic Positioning

System)과 돌핀 및 계류삭 등의 계류시스템,

그리고육상과의연결교량등으로이루어진복

합적인시스템이며, 하이브리드안벽은양현하

역기능은물론육상측의안벽, 컨테이너크레

인, 트렌스퍼크레인, 자가하역차량, 지능형운

시스템과연계하여초대형컨테이너선으로

부터 하역된 컨테이너를 임시 보관 없이 직접

피더선(feeder vessel)으로 옮기는 환적 기능

의장점을보유하고있다.

다음의 그림 1은 하이브리드 안벽을 적용한

컨테이너터미널의전경을개념적으로보여주

고있는그림이다. 그림1에서와같이하이브리

드안벽은크게두가지목적을위하여활용될

계획인데, 첫번째는그림 1의왼쪽편의안벽

과 같이 양현하역을 위한 굴입식 형태를 가진

적용계획이며, 두번째는그림 1의오른쪽안

벽과 같이 기존 안벽에 추가하여 이동 가능한

형태의환적겸용기능을가진안벽으로써의적

용계획이다.

우선 15,000TEU급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대응하기위한양현하역하이브리드안벽의경

우폭을초대형컨테이너선입항시와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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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TEU급의일반컨테이너선입항시에따

라위치를이동하여두가지경우에대하여효

율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 다. 또한기존

안벽의 확장 등에 활용될 계획인 환적겸용 하

이브리드안벽의경우, 2~3 선석을빠른속도

로 이동할 수 있어 항만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있도록할계획이다. 

하이브리드안벽의적용성을살펴보기위하

여, 기본설계가완료된이시스템을부산신항

서측컨테이너터미널에적용하 을때의생산

성등을분석하 다. 이경우에는초대형컨테

이너선에대응하기위한시스템으로돌핀계류

시스템을 적용한 양현하역 하이브리드안벽을

대상으로 하 다. 상세한 내용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며, 여기서는 결과만 간단하게

정리하 다.

결과적으로 하이브리드 안벽은 육상측뿐만

아니라해상측에안벽크레인을추가적으로설

치함으로써 하역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

로 분석 되었다. 15,000TEU급 초대형 컨테이

너선에대하여하이브리드안벽은대형선박용

크레인4기와2,000TEU급피더선용소형안벽

크레인 2기를 사용하여 연간 총 746,967TEU

를처리할수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

이하역성능을기존의육상측에5개의안벽크

레인으로 작업할 때의 연간 처리능력인

666,665TEU와 더하면 총 1,413,632TEU를

연간처리할수있는것으로분석되어, 육상작

업만을하는경우의하역성능인 666,665TEU

의 212%에해당하는컨테이너를처리할수있

어하역성능을매우크게개선할수있는것으

로분석된것이다. 한편, 환적겸용기능을갖는

이동식하이브리드를기존 3선석에적용할경

우 4,000TEU급 컨테이너선에 대한 하역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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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분석한결과연간 1,813,634TEU를처리

할수있는것으로분석되어, 기존일자형안벽

3선석만사용할때보다51% 생산성이향상됨

을알수었다. 이는곧하이브리드안벽이추

가적인하역생산성뿐만아니라환적화물에대

한처리를신속하게할수있는서비스까지제

공하고있음을의미한다.

하이브리드 안벽에 대한 시공 및 추가적인

장비에따른초기투자비용과함께유지보수를

포함한운 비용등을분석하 으며, 하이브리

드안벽에의한추가적인수익을분석함으로써

비용편익분석을수행하 다. 분석결과하이브

리드안벽에대한투자편익비율은육상측안벽

1선석과 하이브리드 안벽을 사용하는 경우

1.55로, 육상측안벽3개선석과이동식하이브

리드안벽을사용하는경우1.86으로분석되었

다. 생산성이하이브리드안벽에대한운 시

스템등여러조건에의하여달라질수있지만,

이정도의비용편익비율이라면하이브리드안

벽이 충분한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고려할수있다.

경제성뿐만아니라구조적인측면에서의안

전성, 안정성, 그리고작업성등을분석하기위

하여 하이브리드 안벽, 컨테이너선박, 육상측

고정식 안벽 등을 동시에 고려한 동수역학적

분석을수행하여하이브리드안벽과컨테이너

선박의동적거동을분석하 다. 동적해석결과

컨테이너선박과하이브리드안벽사이의상대

적인운동은하이브리드안벽이존재하지않는

경우의 컨테이너 선박과 고정식 안벽 사이의

상대적인 운동에 비하여 큰 것으로 분석되었

다. 그러나 상대적인 변위가 크게 분석되었음

에도불구하고, 그크기가기존의한계상태내

에있음을알수있었다(그림3).

결과적으로 하이브리드 안벽은 동역학적으

로설계하중에대하여안전할뿐만아니라, 하

역한계상태내에서는충분히하역이가능할

정도의동적거동을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만약 하이브리드 안벽이 세계적으로 주요 항

만중하중조건이나쁜지역에속하는부산신

항에적용되어그적용성및운용성이실증된

다면, 하이브리드 안벽은 세계적으로 허브항

만뿐만아니라환적처리물동량이많은항만

에적용가능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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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역 관리 및 기능회복 기술 개발
-한강 하구역을 중심으로 한 관리 및 복원관련 요소 기술 개발

우리나라의 하구역은 지난 30여 년간 급

속한 산업화 과정인 공업단지 조성과

도시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수자원 확보를 위

한하구둑의설치로본래의기능이심하게훼

손되었다.

효율적인국가하구관리체계구축및정책방

향결정에과학적인정보를제공하고, 국내하

구 및 연안역 개선/복원 관련 기술 개발을 선

도할 목적으로 2006년도 해양연구원 중점연

구사업의 하나로 하구역 관리 및 기능회복기

술개발연구가추진되었다. 연구대상해역은

한강하류및경기만일대로이해역은대표적

인 난개발 해역이다. 4대강 중에서 유일하게

하구둑이건설되지않았으나신곡수중보가건

설되어있고, 크고작은연육도로및매립지조

성이 진행되어 왔다 (그림 1). 이와 같은 연이

은개발이어떻게얼마나하구역의기능을훼

손시켜왔으며, 기능 개선/복원을 위해 무엇을

할수있겠는가를강구하는것이하구역사업

의핵심내용이다.

하구역사업은순환-퇴적물이동관측및모

델링분야, 생화학적관측및분석, 복원안및

관리체계 제시 분야 등으로 구성된다. 1차 년

도는전분야에걸친현황파악에주력하 으

며, 2차 년도에는 보완적인 관측과 더불어 각

종 모델들의 개발에 주력하 다. 해수유동 모

델의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과거의 개발 자료

를 분석하여 모델실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에따른잔차류변화의누적효과검토가이

루어졌다. 수질모델과 퇴적물 이동 모델의 초

기적인 적용이 실시되었으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하나로서식처적합성분석모델의개

발이이루어졌다.

생화학분야중저서생태계연구에서는강화

남단갯벌을연속노출시간, 퇴적상, 염분에따

라 서식지를 구분하 으며, AZTI해양생물지

수(AMBI, AZTI Marine Biotic Index) 분석

결과, 인천 북항 해역의 건강도가 상대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층퇴적물 오염

도분석결과신곡수중보상류측정점에서의

구리(Cu), 아연(Zn), 납(Pb) 농도는 미국 환경

보호청(EPA) 담수 퇴적물 기준에 준하여 심

한오염에 해당하 으며, 하류 측에서는 미국

의해양퇴적물기준중의 ERL(해양 저서생물

의 10%가 향을받는농도)보다낮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곡수중보가 탄천, 중량천,

정경태
031-400-6322
ktjung@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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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으로부터유입된중금속을포획하는역

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수중보 내측

의환경관리를위하여점오염원및비점오염

원관리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대안제시분야의핵심연구내용은유망복

원안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으로 Restore

America’s Estuaries (RAE) & Estuarine

Restoration Federation (ERF) 이 제시하고

있는복원원칙, 특히제 1, 2 및 3원칙에입각

하여 진행되었다. RAE & ERF 가 제시하고

있는복원원칙중가장중요한 3가지는다음

과같다.

제1원칙: 남아있는 서식처를 보존하는데 최

우선의노력을경주한다. 

제2원칙: 복원효과가미미한소규모복원일

지라도 누적효과를 얻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추진한다.

제3원칙: 복원초기에는전시적성격이짙은

복원을 추진하더라도 점차 실질적인 효과를

갖는규모의복원을추진한다.    

상기 제1원칙에입각한실천적방안으로이

연구 사업에서는 특정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

른환경 향평가수행에있어기술적접근방

법의 혁신적 전환, 구체적으로‘미래상태 (개

발 후) 해황 - 현상태 (개발 전) 해황’으로 진

행되어온 접근방식을‘미래상태 (개발 후) 해

황- 원상태 (주변개발전) 해황’으로바꿀것

을제안하고있다. 

제2원칙에 입각해서는 신곡수중보 상류측

표층퇴적물 준설, 연육도로로 차단된 동검도

주변해수유통의복원(그림 2), 하구둑전면의

인공조간대조성, 제3원칙에입각해서는구조

물이나 인공수초(그림 3)를 이용한 강화도 남

서측 조간대 퇴적상 복원, 인공 bay 조성, 직

선해안선 개선, 기존 하구둑을 이용한 조력발

전소건설등을제안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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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지화학 추적자를 이용한 메탄방출 기록복원

최근 자연과학분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

는 인류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각종환경문제라할수있다. 이와더불어인류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문제

를해결하는것도우리의당면한과제로최대의

관심사중하나라할수있다. 자원을찾아내고

개발하는 데는 개발에 수반되는 환경문제를 해

결해야 함으로 자원개발과 환경문제는 항상 상

충되는것으로여겨진다. 그러나환경문제와자

원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는것이바로해저

에 막대하게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를찾아내고개발하는것이다.

이미잘알려진바와같이장주기에거친지구

의기후변화를조절하는요인으로이산화탄소의

향을들수있으며이에더해메탄가스도지구

온난화의중요한온실가스로여겨지고있다. 따

라서 해저로부터 대기에 유출되는 메탄가스의

주기적변화가주목을받고있다. 화석연료의사

용증가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환경변화에 큰 향을 미치고 있으나 에너

지원으로서 메탄을 사용할 경우에는 에너지 효

율을높여심각한환경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

안으로간주되고있다.

이연구는2006년과2007년2년에거쳐해저

에 매장된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찾아내고 메탄

과 관련된 환경변화를 추적할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즉, 해저에매장된메탄하이드레이

트가 해리(dissociation)하게 되면 메탄가스를

방출하게 되고 이 메탄가스를 이용하는 박테리

아의 활동이 활발하게 된다. 이 박테리아

(methanotropic bacteria)는 신진대사 과정을

거쳐유기화합물(organic compound)을만들어

내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내는 유기화합물 중

하나가 디플로텐(diploptene)이다. 이 디플로텐

은 메탄 하이드레이트에서 유래된 메탄가스를

양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따라서 퇴적물속에

디플로텐이검출된다면메탄하이드레이트의

향을역추적할수있다.

이연구는일차적으로심해퇴적물중에서메

탄기원을 지시하는 유기화합물(diploptene)을

찾아내고 메탄부존 가능성을 탐색하는 목적을

가진다. 2년에 걸친 연구결과 국내에서는 최초

로메탄기원의유기화합물(diploptene)을 검출

할수있는방법을확립하여성공적으로디플로

텐을검출했으며동위원소분석기법을이용하여

이디플로텐을분석한결과최소한메탄하이드

레이트에서기원된유기화합물임을입증하 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연구는 지구환경변화, 자

원탐사등다각적인면에서활용될수있을것으

로 기대되며 앞으로 해저로부터 대기로 방출되

는 메탄가스의 경로를 파악하여 장주기에 거친

지구의기후변화, 메탄분출과관련된해저생태

계등다방면에서유익한연구가이루어질것으

로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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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역 건강도 평가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

연안해역의생태계는인구집약, 경제개발,

기후변화와 같은 요소로 부터 피할 수

없는 압력 하에 있으며 인위적 생산의 증가와

함께연안생태계는자연치유능력을상실하고

있다. 우리가 유하고 있는 연안해역이 얼마

나병들어있는가? 어디가치명적인상태인가?

대답을 얻기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는해역건강도평가법을마련하여

연안환경의체계적인감시와관리방안을강구

하고있다. 국내의경우이화학적수질항목에

치우쳐해역환경을평가하고있으며생물학적

평가는 매우 제한되어 국내 해역의 건강성 평

가는실제로불가능하다(그림1).    

연안해역의활용도는매우다양하여가해지

는인위적압력또한다양하다. 해역환경의건

강성 평가는 인위적 압력의 특성을 반 하여

측정항목을지표로설정해야한다. 측정된무

생물적환경요인과생물적요인과의관계를조

사함으로압력에대한생물학적반응을파악하

고 압력과 반응의 관계가 명확히 표출되는 경

우를실용적지표로선별할수있다. 연안해역

의생물은서식지에따라크게부유생물, 유

생물, 저서/조간대생물로구분된다. 인위적압

력은 공간적 차이가 크므로 공간적 분포가 다

른생물군의반응도그차이를나타낸다. 따라

서연안해역의건강도평가는생물의서식지를

고려하여수중생태계, 저서및조간대생태계로

나누어각생태계의물리, 화학적환경과서식

생물의반응을토대로평가함이바람직하며각

공간에서도출된세부지표를종합하면수환경

전체의건강상태를조명할수있다(그림2). 

아울러평가지표는조사해역의특성은물론

평가 이슈도 충분히 반 하여 선별해야 하며

측정된 결과는 쉽게 이해되고 활용될 수 있도

록건강지수와같은표현방법과정보를서비스

할수있는전달방법또한평가법과함께마련

되어야한다. 

사람의건강진단의경우기본종합진단과맞

춤형진단으로 나누고 있다. 국내 연안해역은

크기에따라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구분할

수있다. 대규모평가는광범위한해역에동일

한 지표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동시에 분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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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할지표의수는제한된다. 대규모의전국

적평가는연안해역전체를잘반 하는소수

의 지표를 기본지표 세트로 평가함으로 사람

의기본종합진단에상응한다고할수있다. 중

규모 평가의 경우는 기본지표세트 뿐 아니라

평가하는 해역의 고유 특성을 반 하는 지표

를 추가하여 해역의 건강도를 평가하는 일차

적세부종합진단이라할수있다. 예를들면해

역별로 남해평가지표세트, 동해평가지표세트,

서해평가지표세트를각각설정하여평가할수

있다. 소규모로는 내만수역, 특정 기수역, 기

타오염집약지평가하는경우를들수있으며

이 경우는 평가수역 고유의 특성을 반 하는

지표를추가하여더욱세분화된지표항목으로

평가해야한다.  

이 같은 소규모 해역의 평가는 맞춤형 해역

평가에해당된다고할수있다. 예를들면순천

만의 경우는 잘피의 서식면적, 진해만의 경우

는유해조류의 도, 외국선박의 향이큰부

산항의 경우는 외래종과 같은 각 평가해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평가 지표 항목을 보완함

이바람직하다. 이같은개념을토대로진해만

에서건강성평가의사례연구를실시하 으며

부유생물, 저서생물, 수질, 퇴적물질로부터평

가지표를선별한후조사결과를진해만건강지

도로표현하 다(그림3).   

연안해역의 환경문제는 오래전부터 인식되

어왔다. 이환경문제는부분적접근에의한짜

맞추기식의해결방법으로한계성이드러나고

있다. 따라서체계적인시스템구축에의한해

결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정부의정책이수

립되면이를바탕으로기반시설이확충되어지

고 이어 타당한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정기적

조사를통해해역의정기검진을실시하여해역

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다시 정부의 정책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있는정보를제공하는순환시스템으로전개

된다 (그림4). 연안해역의건강성평가법은장

기적 프로그램에 의한 수정 및 보완을 통해서

보다신뢰성있는방법으로성숙되어야연안해

역 건강성의 회복과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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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은전세계물동량의80%이상을

수송하면서, 연간 수십억 톤의 선

박평형수를이송하게되어 7,000종이상

의미생물, 식물및동물들을옮기는것으

로알려져있다(그림1). 

더불어선박의크기와이동속도가급속

도로증가하면서선박평형수의이송량과

빈도가최근더욱증가하게되었다. 항만에배

출되는선박평형수에는생물지리학적구역이

전혀 다른 생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

으며, 많은 양의 평형수가 빈번하게 배출됨으

로써 상대국 항만 및 인접 연안역의 해양생태

계를교란시키고있고, 그정도가매우심한상

태이다. 환경적인측면뿐만아니라연안에서의

수산물어획및상업적활동혹은자원에큰

향을미쳐미국에서만해마다미화약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피해가 외래 생물종에 의해

유발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문제를직

시한국제해사기구는‘선박의밸러스트수와침

전물의통제및관리를위한국제협약’을2004

년2월에채택하여2009년에강제적용되도록

하 다. 이 협약에서는 상대국에 배출될 선박

평형수 내생물농도기준을한층강화하 다

(표1). 

위 기준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14개의

지침서가포함되어있으며, 선박평형수의직접

적 처리에 관한 내용인 지침서 (G2<선박평형

수채집지침서>, G8<선박평형수관리시스템

의승인지침서>, G9<활성물질을이용한선박

평형수관리시스템승인절차>)와처리의면제

를 고려한 위해도 평가(G7<규칙 A-4를 근거

로한위해도평가지침서>)가 대표적이다. 선

박평형수 관리 협약은 2009년에 협약 발효와

항만 환경위해도 평가기술 개발 연구

배출선박평형수내기준생물

수중생물
최소길이50㎛이상 생존가능생물 10개체/㎥미만

생존가능생물 10세포/㎖미만

1cfu/100㎖미만
1cfu/습중량1g 미만

250cfu/100㎖미만

100cfu/100㎖미만

최소길이 10㎛초과 50㎛미만

독성비브리오콜레라

대장균

분변성대장균

인간건강

기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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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선박평형수처리를의무화하며, 항만및

선박평형수관리계획을수립하여항만관리시

스템구축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를토대

로항만환경및생태계감시, 외래생물종현황

파악, 항만간선박평형수처리면제프로그램

개발및적용이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항만환경위해도평가기술개발

연구’(그림 2)를통해우리나라주요항만 (그

림 3) 및 인접해역에 적합한 선박평형수 관리

시스템 구축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시스템의

운용핵심은위해도평가방법의개발이며, 필요

한자료는선박평형수의배출빈도와양, 항만

및 선박평형수 탱크 내의 생물 및 환경요인의

계절적변화값그리고위해종목록이다. 특히

생물지리적구역이다른생물이이송되어새로

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에기여하는물리, 화학및생물학적요

인들이핵심적자료이다. 

위의자료를얻기위해항만에서필요항목에

대한 계절조사 및 선박평형수 탱크를 조사하

고, 항만별선박평형수의유입및유출량을조

사하고있다. 취득된자료들은데이터관리시

스템 하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웹 서버에

서유기적으로연결되어최종적으로위해도평

가프로그램에서아국항만에접근하는선박의

위해성을파악할수있다. 이기술을개발함으

로써 2009년에 강제 적용되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수있고, 외국선박의무분별한평형수

배출로부터우리나라연안역환경을보호할수

있으며, 나아가 외국생태계 교란의 원인평가

판정 시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유리하고도 명

확한입장을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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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술 개발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술 개발은

1999년부터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추

진되어온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과제로서 올

해가최종년도이다. 이과제는인구에비해육

지면적이협소하고삼면이바다에접한국내

의 지정학적인 조건에 비추어 앞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 거주, 저

장, 물류시설이나여가선용의공간확보를위

해해양공간을경제적이고친환경적으로활용

할수있는방법으로써대규모해상공간의창

출이가능한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의기

술개발을목표로수행되었다. 이를위해이연

구에서는매립에비해환경에주는 향이작

고건설공해가작으며수심에크게 향을받

지않으므로설치자유도가크고설치, 확장및

철거가 용이하여 사용 후 설치공간을 원래의

자연상태로되돌릴수있는등의장점을가진

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의설계·해석기술

의자립과국내기술실용화기술기반구축을

목표로하 다. ㎞급폰툰형초대형부유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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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을 대상 구조물로 삼아 기존의 해양구조

물의 설계개념과 차이를 보이는 유탄성응답

해석기반 설계 해석기술의 확보를 위한 연구

에주안점을두어수행하 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구조 및 계류시스템

설계기술개발, 유탄성응답해석기법개발및

설계해석성능고도화, 실증구조물설계및실

용화계획, 설계해석통합시스템개발등크게

네가지분야로구분하여진행하되각분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연구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꾀하 으며 9년동안 3단계에걸쳐연

구를 진행하 다. 1단계(1999~2001)에서는

초대형 부유식 구조물의 설계, 운용 시 가장

먼저확보해야할파랑중안전성에초점을두

어 유탄성응답 해석, 돌핀-펜더 계류시스템,

하부및상부구조물의구조설계및안전성해

석분야에대한연구를수행하여초대형부유

식해상구조물설계해석기반기술을확보하

다. 2단계(2002~2004)에서는 1단계에서 개

발된설계및해석기반기술을기초로핵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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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해석기술을정립하고이를이용하여마리나

리조트, 컨테이너터미널 등 예시구조물의 설

계 성능을 평가하고 모형시험을 통하여 성능

을 검증하 다. 아울러 해상구조물 설계규정

의 개발에 착수하 다. 3단계(2005~2007)에

서는 기 개발한 유탄성응답 해석기술과 설계

기술을심화하고방파제일체형구조물을도입

함으로써설계해석성능을고도화하 으며이

를㎞급해상공항의설계에적용하 다. 또한

해상구조물설계규정을개발하여이를지침화

하 다.

특히 이 과제의 최종년도인 2007년에는 연

구결과의보존과향후적용성제고를위한실

증구조물 가상목업을 구축하 으며 3단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실무 적용이 가능한 설

계매뉴얼, 설계해석 통합시스템 등을 개발함

으로써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토대를 마

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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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스템기술 연구

연구활동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해양시스템연구본부 해양탐사장비연구사

업단은해양수산부의지원을받아심해

해양자원과 해양과학 자료취득을 위한

6,000m급 심해용 무인잠수정을 개발완료하

다. 2004년5월부터본격적으로무인잠수정

시스템 제작이 시작되어 2005년 11월에 하드

웨어가 제작되었다. 실험실 작동시험과 남해

성능시험을 통하여 2006년 4월과 10-11월에

2,000m 동해와 6,000m 수심의 서태평양 필

리핀 해에서 실해역 성능시험이 실시되었다.

심해무인잠수정‘해미래’와‘해누비’는 온누

리호를 이용하여 해저탐사가 이루어지며, ‘해

미래’의 진수-인양을 위하여 별도의 이동식

크레인을 온누리호 갑판 우현에 설치하 다.

무인잠수정의위치추적을위하여온누리호우

현 중앙부에 초음파 위치추적장치(USBL)를

설치하 다. 2007년5월부터심해탐사를위하

여시료채집기능을부가하고심해무인잠수정

시스템의기능을고도화하며안정화하는후속

연구가3개년계획으로계속진행되고있다. 후

속연구사업에서는시스템의기능고도화와함

께심해냉수·열수분출구환경탐사, 심해생

태계및자원조사등심해해양과학연구에시

범적용하는활용연구가병행되고있다. 2007

년 11월에는동해울릉분지에서가스분출이예

상되는 포항 동쪽 70㎞ 해상에서 심해탐사가

진행되었다. 해미래 탐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

조사에서연구팀은해저면 3m 깊이에존재하

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발견하는 개가를 올

렸다. 해미래를 투입하여 가스분출을 확인하

고자 탐사를 시도하 으나 이번 탐사에서는

직접적인 가스분출 현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향후해미래의운용기술고도화를연차적으로

수행하여가스분출예상되는해역에서의해저

생태환경연구를심도있게진행할예정이다.

심해무인잠수정 시스템은 수중진수장치

(Underwater Launcher) 해 누 비 와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해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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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고, 1차와 2차 케이블을 통하여 선상제

어실에서 원격으로 제어된다. ROV는 심해에

서 정 작업과 시료채취를 수행할 수 있도록

두 대의 고관절 수중 매니퓰레이터를 장착하

고수중관측과생명체조사를위한고화질카

메라와 저조도 카메라를 탑재하 다. ROV는

6개의추진기를이용하여운동제어와위치제

어가 이루어지며, 선상에서 초음파 측위장치

와관성항법장치를이용하여무인잠수정의위

치를추적한다. ROV는상단의부력재, 중앙부

에 관측·계측·작업 장비를 탑재한 오픈 프

레임타입의주프레임, 하단에시료채취를위

한툴스레드프레임으로구성된다. ROV의페

이로드는 200㎏이며, 툴 스레드 프레임은 수

중작업의 목적에 따라 장비를 추가로 장착하

는 것이 가능하다. 수중진수장치는 해양의 환

경외란과 수상선의 운동에 의한 향을 차단

하며, ROV의 작업을 지원하며 감시한다. 또

한, 수중진수장치는ROV를분리한상태로단

독운용이 가능하며 측면주사 소나를 장착한

심해용 수중 예인 카메라로 활용될 수 있다.

ROV는 8대의 카메라를, 수중진수장치에는 4

대의수중카메라를장착할수있으며, 두시스

템은 주 카메라의 방향 조종을 위하여 팬-틸

트장치를각각갖추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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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중앙제어실은좌측에ROV 파이로트콘

소울, 수중작업오퍼레이터콘소울, 및총괄감

독 콘소울로 구성되었고, 우측에 위치추적장

치, 광통신장치, 음향 계측장비 및 기록 장치

로 구성되었다. 선상중앙제어실은 20피트 컨

테이너로제작되어이동이가능하며, 3명의엔

지니어가심해무인잠수정시스템을운 한다.

심해무인잠수정의전원공급과변환을위하여

별도의소형컨테이너가분리제작되었다. 

심해무인잠수정이 보다 황천의 해상상태에

서도작업이가능하기위해서는자동위치확보

장치(DPS) 확보가필수적이다. 해미래시스템

이해양과학탐사에본격적으로활용되기위해

서는 DPS 시스템을갖춘모선을확보하는것

과 함께, 해미래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운용기

술을고도화는것이필수적이다. DPS를 갖춘

모선은 앞으로 건조될 것으로 기대되는 종합

해양조사선을 활용하고, 그 이전에는 필요에

따라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선박을 임대하여

사용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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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속과 같은 수중에서 전자파는 급격

한감쇠로인하여통신수단으로사용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원거리까지 전파 가능한

음파를 이용한 무선통신이 널리 이용되고 있

다. 수중음향통신시스템은음파의느린전파

속도(전자파와비교했을때십만배느림)와협

소한대역폭이라는제약조건을극복해야한다.

수중음향통신기술은1960년대에해양에서의

석유 시추 감시를 위하여 연구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일대일 통신을 넘어서

다자간 통신시스템으로서, 연안 원격 감시 및

해양자율샘플링을위한수중통신망개발연

구가추진되었다. 해양개발을위한기초인프

라 기술로서 수중음향 통신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최근에는선진국을중심으로육상

과수중을하나의통신체계로구축하는연구

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해양시스템기술연구본부는 2004년부터 해

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수중에서 다자간 무선

통신이 가능한 수중음향 무선통신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전송속도는 최대 9,600bps

(bit per second)를 가지며 수중 무선통신 단

말기, 게이트웨이, 제어센터로 구성하여 수중

통신망을 육상 통신 시스템과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하고있다.

수중에서는음파의느린전달속도와협소한

수중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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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으로 인하여 시분할 다중접속 또는 주

파수분할 다중접속 등의 방법은 사용하기 어

렵다. 현재압전(Tonpiltz) 센서보다매우작고

가벼우며대역폭이넓고신호대잡음비가뛰

어나며음향매칭특성이매우우수한 1-3 복

합(composite type) 트랜스듀서를 개발하

고, 수중의 열악한 통신환경에서 강인한 적응

등화기, 빔형성기, 프레임동기, 오류정정부호

복호기, 채널 상태 감시기능을 갖는 수중음향

단말기모뎀을구현하 다. 또한, 2007년에거

제도 장목근해에서 거리 9.7㎞, 9,600bps의

성능을시험을통하여입증하 다. 

2008년에는 수중음향 애드혹(Ad-hoc) 단

말기 모뎀을 개발하고 수중음향 통신망 설계

에관한연구를진행할예정이며과제가완료

되는 2011년에는 수중-수상-육상을 하나의

통신 체계로 통합하는 국가적인 통신 인프라

가갖춰질것으로예상된다.

이연구사업은해양산업화를통해수입대체

및 해양방위산업분야 등의 새로운 역의 부

가가치창출등의경제적파급효과를얻을수

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개발된핵심기술

및 시스템은 심해자원 개발, 생물자원 개발,

수중공간자원개발, 수중활동기술개발및해

양방위산업의 실질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

다. 또한 수중, 해상 및 위성통신망과의 연계

를 통해 로벌 통신체계를 실현함으로서 육

상의이동통신망과더불어제 2의국가차원의

통신인프라구축에기여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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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에약3,000톤정도발생하는것으로

추정되는 어업용 폐스티로폼은 연안역

의미관훼손은물론이고수산업및해안생활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

연구는어업용폐스티로폼을안정적인감용을

통하여전량자원으로재활용함으로써폐기물

의 환경친화적 처리와 자원재생의 복합적 처

리를목표로하고있다. 이시스템은남해군에

서현장운용및보완과정을거친이후성공적

인 환경개선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이후 지방

자치단체에 보급되기 시작하여 2007년 현재

총20개의시간당100㎏의폐스티로폼을처리

할 수 있는 감용 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되고있다. 그결과소각이나매립등의처

리가 곤란하 던 폐스티로폼을 친환경적으로

감용 처리하여 그 결과물을 플라스틱 원료로

100% 재활용할수있으며, 처리비용개념에만

머물던폐스티로폼의처리를부수적인수입발

생형태의처리구조로바꿀수있었다.

처리공정은투입, 세정, 파쇄, 이물질제거,

건조 및 성형으로 구성되며, 대형부자를 처리

하기 위한 절단기와 악취를 제거하는 흡착설

비가 부가된다. 대량의 스티로폼을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각 설비 간에는 공기이송방식

을채택하 다. 

폐스티로폼에 부착된 굴, 홍합껍질 등의 이

물질은 세정, 파쇄, 이물질 제거 등의 공정에

서 대부분 분리되어 재활용가치가 높은 인고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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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처리할수있다. 성형시의온도는플라스

틱의 용융온도보다 낮아 추가 배기가스가 생

성되지 않으나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

환경문제를중시하 고, 파쇄, 이송등소음발

생공정을모두한곳의방음실을거치도록배

치하여 소음을 최대한 방지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작업환경이되도록하 다.

한편, 폐스티로폼의발생 도가낮은지역의

어업용 폐스티로폼의 처리를 위한 수집 및 운

반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발생현장에서의 친

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이동식 감용 시스템 개

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동식 감용 시스

템은 차량 탑재형으로서 공간의 제한 및 이동

을고려하여야하므로, 관련법규등을검토하

여각시스템을설치하여야한다. 이에우리연

구원에서는 2007년도 1년 동안의 연구개발을

통하여차량탑재형이동식감용기의소형요소

를 개발하고 성능시험을 거쳐서 시간당 30㎏

의폐스티로폼을현장에서처리할수있는시

작품을 제작하 다. 그 결과 폐부자의 신속한

현장처리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님비(NIMBY)

현상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게하 다.

폐스티로폼감용시스템의개발연구는중앙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연구원이 적절히

역할과기능을분담하여해양폐기물재활용을

성공적으로수행하고있는대표적사례라고할

수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개발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스템 연구성과를 해양수산

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작비, 건물 및 토지,

그리고 인력을 분담하여 제공하고 운 하여

연안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폐스티로폼감용시스템을설치·운

함으로써 폐스티로폼의 처리와 재활용률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폐스티로폼의 처리와 함

께위탁처리수수료를절감할수있게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물인 인고트를 판매하여 적

지않은판매수익을올릴수있게되었다. 이미

보급된 고정식과 이번에 새로 개발한 이동식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이용하여 보다

깨끗한연안환경을만드는데크게기여할것

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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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심층수의 다목적 개발

우리나라동해에무한히부존하고있는해양

심층수자원의개발·이용및관리를위해

서는각요소기술의개발과효율적인통합이필요

하므로, 이를 위한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개발 및

다단계이용시스템기술의정립을목표로하고있

다. 이를 위해‘육상 시범개발 및 단순이용 기초

연구’를대상으로하 다.

이연구개발은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를기

반으로국민생존필수자원의안정적확보를위한

해양심층수의 공익적 이용과 해양신산업 창출을

위한산업적활용이국가균형발전과지역활성화

를위해필요하기때문이다. 특히, 국제적인자원

무기화추세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개

발가능한자원탐색과고도이용기술, 그리고지

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 체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양심층수의다목적개발을위한1차년도부터

5차년도에는다음과같은연구가수행되었다. (1)

동해심층수 자원의 안전성 및 안정성 조사 및 순

환해석과기원추적: 육상형시범개발대상해역에

대한해양조사및분석을실시하여해양심층수의

안전성과 안정성

을조사하고, 동해

순환 수치모델을

기반으로 역추적

모델링을 실험하

고, 고성해역심층

수의 연령을 측정

하여 비교 분석.

(2) 취수-급수-이

용-배수시설의개

념정립, 해석 및 설계기술 정립, 건설 및 시운전

(3) 수산및비수산분야단순이용기초연구: 수산

분야는한해성수산자원의변동성을조사하고, 회

복대상자원을선정하여친어관리및종묘생산실

험을 실시하고, 심층수 특성을 활용한 고급 김의

연중 생산과 순환 여과 전복양식 적용조건을 실

험.  비수산분야로는 담수화를 위한 신형식 분리

막을개발하여파일럿플랜트에의한성능실험을

실시하여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기술에 적용을

시도하고, 부산물을활용하기위한추출시스템을

평가하고, 이에대한에너지이용과냉방, 냉장등

을실험. (4) 실용화실증을위한응용연구: 해양

심층수 원수 및 처리수를 첨가 원료나 제조 수단

으로활용하여산업적활용을위한시작품의제조

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 (5) 환경성 조사 및 해역

재활용 방안 정립: 취수해역과 배수해역에 대한

환경성조사를실시하여공사전후환경현황을평

가하고, 악 향최소화방안을검토. (6) 타당성평

가및법제화연구: 경제적타당성을평가하여전

개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사례조사 및 관련법률 비교 검토 등을 실

시. 이연구결과는해양심층수의다목적개발및

다단계이용을위한기반으로서해양심층수의자

원적 기준, 취수시설의 상세 설계를 위한 기준으

로활용할수있을것이며, 공익적및산업적활용

을위한담수화및제빙기술개발을위한기초로

서활용할수있을것이다. 또한, 해양심층수의개

발이 연안 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뿐 아니라 해

양 청정산업의 창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연안역

활성화와지구환경보호를위한국제협력의국가

적지원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선박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이동곤
042-868-7222
dklee@moeri.re.kr 

71Annual Report 2007

해양운송안전 연구

연구활동

해양에서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는사고

발생 후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 수

단도중요하지만, 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

는기술의개발이매우중요한요소이며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고 가능성이 높

은구역, 장비, 장치등에대한실시간모니터

링과모니터링결과의분석을통한자동의사

결정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선박

의 안전운항을 위한 실시간 자가진단 기술의

개발은 해양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환경

과재산의보호는물론, 조선엔지니어링기술

의고도화를가능케하므로매우중요한분야

이다.

이연구에서는선박의안전성향상에필요한

주요 적용분야를 도출하 고, 열악한 통신환

경인 선박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의 신뢰성을

높이기위하여무선은물론전력선통신을이

용한 데이터 전송을 연계하여 유무선 네트워

크 기술(USN/PLC 연계모듈)을 개발하 다.

선박에적합한센서통신모듈의자체개발로

실시간모니터링이가능하게되었으며유무선

통신에 의한 데이터 취득, 저장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Middleware)을 확보하고, 실선

시험을 통하여 그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선

박전체에대한모니터링이가능하게되었다.

현재개발하고있는선박의실시간모니터링

기술은선박의운항단계에서사고를방지하고

안전성을향상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 승원

과 승객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그 활용도

가매우높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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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손상안전 설계기술 개발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해양사고로부터 인

명과안전및환경을보호하기위한각종

규정이국제해사기구(IMO)를중심으로강화되

고있다. 강화된규정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선박을 설계하기 위한 관련 기술

의개발이필요하며, 향후설계자들은기존설

계방법에서탈피하여안전성에관한목표치를

만족하기위한각종노력은물론그결과를설

계자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옴을

의미한다. 

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선박의손상안전성

을 실제 파도에 의한 향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있는핵심기술과설계단계에서효과적으로

활용할수있는통합설계시스템기술을개발

하고있다. 현재적용되고있는IMO 규정을분

석하 고, 사고 선박의 사고사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손상시나리오를개발하 으며, 시뮬

레이션기반손상복원성및구조안전성평가

통합 시스템의 요구조건 분석을 통한 시스템

설계를 수행하 고, 선박 모델러를 기반으로

선박의 손상 안전성을 실제 파도에 의한 향

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시험형 시스템을

개발하 다. 또한, 실제 사고해역의 해상상태

를 고려하여 손상선박의 거동을 해석할 수 있

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하 고, 정확성을

검증하기위한손상모형시험을수행하 다. 

지난 3년간의 연구결과는 IMO에서 강화하

고있는손상안전성관련법규의강화에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제공하며,

향후설계단계에서보다안전한선박을설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반 안전성 평가 시스템

으로확장하는것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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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RCS 평가 시스템 개발

최근 들어 전투함을 중심으로 함정의 생

존성에 대한 국방기술 관계자 및 일반

대중의관심이커지고있다. 실제로함정의설

계및건조에서스텔스특수성능이점차중시

되는추세에있다. 스텔스성능은레이더반사

성능(RCS, Radar Cross Section), 적외선방

사성능(IR, Infrared Radiation), 수중방사소

음성능(URN, Underwater Radiated Noise)

으로분류되며, 그중RCS 성능은레이더에대

한피탐지성능을의미한다. 함정RCS 스텔스

설계는함정으로부터반사되는레이더신호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

는 함정 RCS의 정확한 평가가 밑받침되어야

한다. 한편, 무기체계개발연구의주요한동향

중하나는모델링및시뮬레이션기법(M&S)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함정 전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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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개발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M&S가 적용되

고 있으며, 그중 탐지체계 M&S에서는 RCS

모델이중요한요소가되고있다. 이에우리연

구원에서는함정용 RCS 해석및평가시스템

을 구축하 고, 이를 활용한 함정 RCS 형상

최적화기법연구및탐지체계M&S의RCS 모

델개발을수행중에있다. 

함정 RCS 해석/평가 시스템은 3차원 형상

모델링프로그램과 RCS 해석 프로그램, 그리

고 산란중심 해석을 위한 ISAR(Inverse

Synthetic Aperture Radar) 이미지 생성 프

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3차원 형상모델링은

형상옵셋데이터추출, 형상데이터의솔리드

(solid)화, 솔리드 형상의 요소화, 스테레오리

토그래피(STL, STereoLithography)형식 변

환등의일련의과정에의해이루어진다. RCS

해석은 고주파 근사법의 일종인 물리광학법

(PO, Physical Optics)을 기반으로하며, 3차

까지의 다중 반사성분은 기하광학법(GO,

Geometrical Optics)과 물리광학법을혼합하

여 계산을 수행하며, 수치계산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은면처리 알고리즘(HSA, Hidden

Surface Algorithm)을 활용하 다. ISAR 이

미지는 주로 함정의 전자기파 산란중심

(scattering center)을 파악하여 취약부분의

신호감소 대책마련을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역푸리에 변환, AR, MUSIC,

ESPRIT의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으로 구현되

었다. 향후 2009년에는 환경 모델 및 함정의

운동 모델을 새롭게 추가하여 해상환경을 고

려한보다현실적인 RCS를해석할수있도록

시스템을보강할예정이다.  

함정RCS 형상최적화는다음과같이다구치

방법에의거하여수행되었다. 우선초기모델에

대한 RCS 해석결과로부터 문제 역을 파악한

후수정이필요한형상을설계변수로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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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아함에대한다양한위협조건을분석해이

를별도의잡음인자로정의한다. 정의된설계변

수와잡음인자를직교표에따라재조합한후직

교표에제시된모든경우에대해해석을수행한

다. 끝으로해석결과에대한신호대잡음비분

석을 수행하면 최적의 형상 인자를 도출할 수

있다. 이연구결과는향후함정스텔스설계에

유용하게활용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탐지체계 M&S에서 RCS 모델은 시뮬레이

션의목적에따라다음의3단계의RCS 데이터

를제공할수있도록구성되었다. 가장낮은수

준의 시뮬레이션에서 RCS 모델은 주파수 및

표적의방향에상관없이하나의대표값을제

공한다. 그러나이는실제물리적현상을반

하지않는것이므로주파수및방향에따른실

제 RCS 해석값을제공하는 2단계모델이가

장 보편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끝으로 3단계

데이터는고해상 I/Q 프로파일로서제공되며,

이는 미사일의 추적기 모델에서 유용하게 활

용된다. 모든단계의데이터에는사용자의선

택에따라표적의운동에따른불확실성을표

현한 로그정규분포를 따르는 잡음이 첨가될

수있으며, 특히전투함의경우정 타격을위

한 조준기(illuminator)의 향을 포함할 수

있도록구현하 다.

이상과같이 RCS 해석/평가시스템을구축

하고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연구원은 스텔스 특수성능 연구를 총괄

적으로수행할수있는기반을확보하게되었

다. 이러한연구성과를인정받아현재는대한

민국 해군의 신예 호위함 프로젝트에서 RCS

성능해석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

선진국에서독점적으로수행되어온국내함정

의 RCS 성능해석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됨

으로써 우리 해군의 스텔스 군사기 을 보호

하고더나아가그동안선진국의전유물로여

겨졌던 함정 스텔스기술의 독자적 확보를 통

해국방력의극대화를기대할수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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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량의꾸준한증가와함께대형선

박, 고속선박의출현으로해상교통사고

의위험성은증가하고해상교통효율은저하되

고있다. 육상및항공교통분야에서는 IT 기

술을활용하여교통안전및효율을향상시키기

위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인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FANS(Future Air

Navigation System) 등을수년전부터개발하

고있다. 이에반하여해상교통은바다라는특

수 환경 조건과 육상에 비해 자유로운 항행환

경으로 인하여 자동화하는 데 어려움이 컸었

다. 그러나최근전자해도의보급, 위성측위시

스템(GPS), 선박자동위치식별시스템(AIS) 등

의항해장비의급속한발전으로해상교통의자

동화를이룰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다. 특히,

무선통신의발전으로해상교통도육상교통과

같이 지능화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열렸다.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서는 기본사업으로

‘네트워크 기반 항만 관제 및 항법 체계 기술

개발’과제(2006.2~2008.12)를 수행하고 있

다. 이과제는‘육상과선박, 선박과선박, 육상

과육상이각기필요한정보를서로교환할수

있는유무선네트워크가항내에마련되어있다

는 전제 하에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하여 해상

교통안전및효율을향상시키기위한항만관

제 및 항법 체계의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연구의2차년도인2007년에는1차년도에

서연구된네트워크기반항만관제및항법체

네트워크 기반 항만 관제 및 항법 체계 기술 개발 (II)



계 설계를 기반으로 관련 핵심 기술의 개발과

검증이 이루어졌다. 수행된 연구 주요 내용은

아래와같다.

한편, EU에서는전자항해장비및새로운통

신수단을이용하여사람이수동으로수행하던

작업들을자동화하여항해안전뿐만아니라환

경보호, 구난, 보안, 물류에이르기까지다양한

해양 분야의 업무 효율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

기위한연구를진행해오고있다. 국은이러

한새로운개념의항법을E-Navigation 이라

이름하고이에대한전략개발을국제해사기구

(IMO)에서다루어줄것을요청하 다. IMO는

2006년 82차 MSC 회의에서 E-Navigation

전략개발 의제를 채택하고 항해전문위원회

(NAV)에 E-Navigation 체계를 도입하기 위

한 전략을 2008년까지 개발할 것을 지시하

다. 새로이구축될E-Navigation 체계하에서

는 현재 선박 중심의 항해에서 육상 E-

Navigation 센터가적극적으로관여하는항해

체계로바뀌며, 해상정보의공유와활용이무

선 인터넷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전체적으로항해자의수작업에의존하

던 업무는 자동화 처리되어 효율과 신뢰성이

크게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 

이연구에서는 IMO E-Navigation 전략개

발 과정을 주시하면서 E-Navigation과 연관

이 깊은 육상-선박간의 통신 네트워크 체계,

측위기술, 적극적관제기술등을개발할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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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vigation 전략개발

해상무선통신네트워크연계기술연구

측위신호신뢰성판단기술개발

측위오차추정기술개발

예선사용지원기술개발

항내선박들의충돌/좌초위험도모니터링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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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컨텐츠 개발 기획 연구

정부는2003년 초부터해양을주제로한

2012년여수엑스포유치재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 으며, 2004년 12월에 국무

조정실장이 위원장인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

사를거쳐엑스포규모, 재원조달방안등에대

한기본계획을수립하기시작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유치기획단을 설치하

고, 2006년 7월부터는 유치 전담조직인 유치

위원회를설립하여유치활동에총력을기울임

으로써마침내2007년 11월 27일프랑스파리

에서개최된제142차세계박람회기구(BIE) 총

회에서 경쟁도시인 모로코의 탕헤르, 폴란드

의 브로츠와프를 제치고 당당히 여수가 2012

년 엑스포 개최지로 확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콘텐츠 개

발기획연구’는BIE 회원국의폭넓은이해와

다양한 관심을 반 하며, 엑스포 개최이후 우

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 위상을 도모 할 목적

으로 유치활동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

작한2007년7월부터시작되어, 여수엑스포의

주제인‘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과부제인‘자원의

풍부성과 미래지향적 활동(Diversity of

Resources and Sustainable Activities)’그

리고대륙별해양관련이슈및현안과제를고

려하여‘여수 프로젝트’와‘여수선언’에 대한

거시적인콘텐츠개발이진행되었다.

여수프로젝트는BIE 회원국의해양분야당

면과제해결을위하여국가간및국가와국제

기구간의협력형태를다양하게유지하고, 개

도국에 초점을 맞추어 인적·물적 자원 등의

원조를 중점 실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총체적

으로 제고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대륙별 해양관련

이슈와현안문제분석을토

대로 (1)기후변화와 자연재

해, (2)해양환경오염, (3)생

물종다양성 보전, (4)연안

통합관리, (5)해양에너지

실용화기술 개발, (6)첨단

해양생명공학산업 육성,

(7)해양광물자원 개발, (8)

수산업 육성, (9)해양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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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을사업분야로도출하 다.

여수프로젝트의사업추진방법은첫째는연

수생 초청 사업으로 개도국의 정책입안자나

기술 인력을 초청하여 우리나라가 축적한 경

험과기술을전수함으로써개도국의국가발전

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참가국들과

의 우호협력 관계와 문화적 교류를 다채롭게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전문

인력 파견 사업으로 개도국의 당면과제 해결

을 위해 필요한 분야별 인재양성과 정부관료

들의전문성강화를위하여, 개도국정부또는

산하부처기관에기술·정책자문및기타특

정업무를수행할목적으로전문인력을파견하

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전수시켜 개도

국의 인적자원 개발에 폭넓게 기여하게 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조사 지원 사업으로 개도국

의당면과제해결을위한프로젝트추진을지

원하기위하여관련기초조사, 타당성조사등

각종 기술 및 연구용역을 제공하여 개도국의

정책판단의기본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

는방식이며, 넷째프로젝트지원사업은개도

국의당면과제해결을위하여관련물적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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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Hardware)과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초

청등인적협력수단(Software)을결합하여다

년간지원하는사업이다.

여수 프로젝트의 단계별 추진전략으로서 1

단계(2008~2012년/20억 원 이상)는 이 사업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의 형식으로 추진하고,

기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양수산분

야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시범적으로 연

구생 초청사업 운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하 으며, 2단계(2013~2017년/80억원이상)

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연수생 초청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전문인력 파견, 조사지원 및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하

고, 엑스포행사이후시설을활용하여이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2017

년 이후여수프로젝트의지속적확대를위한

대륙별 지역거점센터의 설립 및 운 방안을

기본방향으로설정하 다.

요하네스버그 선언 채택 후 10년이 되는

2012년은또다른지구환경정상회의개최가

능성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다.

만약 여수엑스포 행사 기간 중에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지구사회의 발전을 연계시킨‘여

수선언’을발표한다면그간BIE 회원국차원

에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선언을 채택한 전례

가 없다는 점에서 엑스포 역사상 기념비적인

이정표로남을가능성이있다. 따라서‘여수선

언’채택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환경문

제에대한논의를주도할수있는계기를마련

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여수선언’에는바다와연안의중요성및바

다와인간의상호의존성, 바다와관련된인류

성과의 공유와 학습의 필요성, 기후변화 문제

에 대한 대처, 국제사회의 상호 협력, 개도국

에대한지원등을강조하는내용들이개략적

으로 포함되었다. 향후 여수선언에 관한 기초

연구수행등여수선언채택의로드맵을구체

화함으로써 BIE 사무국 및 회원국에 대한 이

해와설득작업을바로추진되어야할것으로

사료된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을 한 만큼 2008년

부터는 본격적으로‘여수 프로젝트’와‘여수

선언’의기본계획및구체적인실행계획수립

에주력하는한편여수엑스포의붐조성과열

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내외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양을 주제로

한심포지엄개최, 체험교육등각종이벤트를

마련하여야할것이다.

2012년 5월에서 8월까지 개최되는 여수엑

스포는80여개국, 10개국제기구등내외국인

약 795만 명이참가할것으로예상되며, 생산

유발 효과는 10조 300억 원, 부가가치는 4조

120억 원이창출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

한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민통

합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엑스포

개최 장소의 주변을 지속적으로 국제 관광레

저단지 및 첨단 해양과학기술 전시장 등으로

변모시킴으로써 우리나라를 세계 5대 해양강

국에성큼다가서게만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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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월 12.7㎞시화방조제의최종물막

이공사가완료되자시화호의수질은급격

히 악화되기 시작하 다. 이에 정부는 담수호

의수질개선을위한여러가지방안을시도하

으나효과를거두지못하 고, 1998년시화

호 해수유통을 시행하고 급기야 담수화 포기

를 선언하게 되었다. 이후 시화호의 관리주체

는 환경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고, 해

양수산부는 시화호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하고2001년부터관계부처합동으로 1단계시

화호 종합관리계획(2001∼2006)을 수립·시

행하게 되었다. 우리 연구원에서 2003년부터

현재(2007년)까지수행중인‘시화호해양환경

개선사업’은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제도, 정책, 핵심기술 등을 확

보하고 각 프로그램의 시행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1단계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은 총 9,522억

원을투입하여2006년말까지화학적산소요

구량(COD) 2㎎/L(해역수질기준Ⅱ등급)을 달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 으나, 2005년 평균

COD는 4.2㎎/L 에머물 으며, 1단계사업비

중 4,221억원이미투자액으로남아 2단계사

업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006년 시화호

전문위원회의 1단계 종합관리계획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화호 관리위원회를 중심으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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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통합적인 유역관리체계가 구축된 것은

큰 성과이나 의사결정의 기반 자료획득과 시

민참여 등은 미흡했으며,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어 육상기인 오

염부하저감에기여하 으나, 1단계목표수준

까지 수질개선을 이루지 못하 고, 하계의 저

산소상태의지속으로생태계정 모니터링이

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1단계사업에서

투자실적이 미흡하고, 목표달성이 미진했던

것은 평가체제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

되어 종합관리계획의 순환관리체계구축의 필

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2007년5월시화호관리위원회는앞서

제기된문제점들을보완하여2단계시화호종

합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 고 현재(2007년

12월) 세부시행계획(안)이 마련되었다. 2단계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종합관리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시화호 내해에서 시화호 내·

외해 및 인근유역인 인천 연안까지 확대, 둘

째, 수질및저질환경, 생태계및생물자원관

리, 연안이용 및 공간관리,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등 4대관리분야를 (1)환경오염개선, (2)

생태계 보전·복원, (3)연안자원관리, (4)지역

역량 강화, (5)통합관리, (6)환경조사 및 예측

등6대관리분야로확대개편한점이다. 

2단계 시화호 종합관리 계획의 로드맵에서

는 환경오염개선 21개, 생태계관리 4개, 연안

자원이용5개, 지역역량강화16개, 통합관리3

개, 환경조사예측12개사업으로총61개사업

에대하여총8,983억원(1단계미투자사업비

포함)의 투자를 하고있다. 현재(2007년 12월)

2단계계획에따라세부시행계획(안)이마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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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앞둔 상

태이며 2008년부터 세부시행계획이 시행될

것이다. 

또한, 2단계 계획에서는 지난 1단계 계획의

시행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업

에 대한 사전타당성 분석과 종합적, 객관적,

정량적 사후 성과평가의 수행을 위하여 순환

관리체계를구축하고자한다. 순환관리체계는

현재진행중인사업의효과를평가하여문제

점을도출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여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1)성과 목표설정 (2)사업설계 (3)

사업시행 (4)사업평가의 체계로 구성되며, 그

중 사업평가(성과감독, 성과평가)가 핵심적인

과정이 된다. 따라서 성과평가는 사업투자의

타당성 검증의 도구일뿐만 아니라 사업의 리

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기치 않은 시행착

오와손실을최소화할수있는필수적안전장

치라할수있다.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은정부가추진하는환

경관리해역의 관리기본계획임과 동시에 연안

통합관리 이론에 입각한 노력으로서 지난 1단

계시행기간동안많은성과를이루었으나, 재

원확보등에서근본적인한계를드러내기도하

다. 이제１단계사업이종료되고, 2단계사

업들이 착수되는 시점에서 제도적, 사회 인식

적여건이 과거10년전보다는훨씬나아졌다.

시화호관리위원회와이를보좌하기위한실무

협의회및전문위원회가설치·운 되고있으

며, 해양오염방지법이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거

듭나면서해양환경의체계적관리를위한근간

이 마련되었다. 여전히 멀티테크노밸리(MTV,

Multi Techno Valley) 개발사업, 송산그린시

티개발사업등에따른시화유역의또다른환

경변화가예고되고있으나, 연안통합관리시범

해역으로서이해당사자간협의와조정, 합의에

의해지속가능한개발방향을설정하고시화호

관리위원회와 종합관리계획을 운 함으로써

과거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의

커다란전기를제공할수있을것이며, 국내다

른환경관리해역에서의성공을담보하고, 나아

가동아시아해역의연안통합관리에많은기여

를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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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서비스

연구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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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의 학술정보팀은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지정한 해

양부문 전문정보센터로써 국가 해양과학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술정보팀에서는 해양

과학기술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정보서비스를

연구자에게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외의 최신 기술정보자료를 수집·분류·정리하

여데이터베이스화하 다. 이를통해원내연구

원은물론, 대학등국내유관기관의연구자에게

자료의조사, 열람·대출, 복사, 검색서비스등을

제공하고있다.

정보자료교환협력체계를확립하고해외자료

교환 (40개국 177개 기관)과 단체가입(국내 24,

국외 23개기관)을통하여국내외의유용자료를

효율적이고경제적으로확보하여연구자에게제

공하고있다. 또한국회도서관과상호협력협정

체결을 통하여 우리 연구원과 국회도서관은 자

료교환및데이터베이스교환, 저작권과인적교

류(세미나 개최 등)를 상호협력 하도록 하고 있

다. 이에따라우리연구원은약 530만건의국

회도서관 목록정보와 단행본, 세미나자료, 폐간

신문, 석박사학위논문, 사회과학분야학술지등

약 155만건의본문정보를원내학술정보팀에서

이용할수있다. 국회도서관과의협력협정체결

은 출연연구기관 전문정보센터 중 최초로 이루

어진것으로서국회도서관-KORDI 간의정보자

원 공유를 통한 각종 지식정보자원이 효율적으

로활용되고있다.

해양과학기술정보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인축적과활용을위한문헌전산화업무를수행

하여 Maestro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 고,

이를‘문헌정보서비스 디지털라이브러리

(http:// library.kordi.re.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KORDI 연구성과물에대한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연구보고서의 서지정보

와함께공개가능한경우전문(full-text)을 선

별적으로제공하고있다. 이는문헌정보서비스

디지털라이브러리를 통하여 전문정보검색 서비

스를제공하고있으며, 전용서버및고속망을통

한동시다중접속가능한신속검색환경이구축되

었다.

최근의기술정보환경은인터넷을통한정보제

공의중요성이날로확대됨에따라, 최신정보검

색을 위하여 국내외의 Data Bank인 ASFA

학술정보 서비스



Online 등의 상용 DB와 국가과학기술전자도

서관(NDSL) 등과 연계한 정보검색서비스, 맞

춤정보 서비스, 저널기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

하 다. 또한 2007년도에도전자저널국가컨소

시엄(KESLI)에 지속적으로 가입하여 3,000여

종의전자저널원문(Full-Text) 정보를제공하

다.

2007년도에 우리 연구원은 한국해양학회와

공동으로 문학술지『Ocean Science

Journal(OSJ)』제42권을 발간하 다. 또한

『Ocean and Polar Research(OPR)』도제29권

을계속발간하 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우수

학술지평가사업을통하여OSJ가새로이등재

지로 선정되었으며, OPR은 등재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이들 학술지는 해양분야 우

수논문발표의장으로서의중요한역할을수행

하고있다.

과학기술출판을 통한 해양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2007년도에『미래를꿈꾸는해양문고』

발간사업을 새로이 시작하 다. 이 사업을 통

하여‘바다의방랑자플랑크톤, 바다에서찾은

희망의밥상, 울릉도보물선돈스코이호’와같

이 3종의 문고가발간되었으며 향후 연차적으

로50종이상을발간할예정이다.

또한, 학술정보팀에서는인터넷에산재한해

양과학분야웹자원의디렉토리를구축하고, 우

리연구원에서수행한R&D 결과보고서의공개

가능한전문(Full-text)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해양연구자에게 해양관련 전문정보를 망라적

으로제공하 다.

아울러, FAO/ASFA Korean National

Partner 지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정보 자료

입력센터운 을통하여국내핵심저널선정및

서지정보색인·분석·입력·제공함으로써국

내생산 연구정보를 세계 최대의 해양정보 DB

인 ASFA(Aquatic Sciences & Fisheries

Abstracts)에수록하게하 다. 이는국내해양

학자의연구정보를국제적으로인용할수있는

제도적장치로활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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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vier 출판사전자저널

Blackwell 출판사전자저널

Oxford University Press 전자저널

American Chemical Society 전자저널

캐나다정부에서발간하는과학기술분야전자저널

Ecology & Botany 분야 전자저널

Elsevier의 지구과학, 환경과학분야 전자책

1,540종

420종

109종

24종

15종

29종

309종

주요 인터넷 전자정보자원 서비스

전자저널 주요내용 수록종수

Science Direct

Blackwell Synergy

OUP

ACS

NRC

JSTOR

eBook



데이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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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운 팀의 기능은 해양자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구원 홈페이지

운 으로 해양관측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도극대화를위한기술개발과연구업무를

수행하고있다. 데이터베이스, 실시간자료처

리, GIS, 인터넷 기술 등 최신의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10개 이상의

주요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해양자료의 관리,

가시화및공간분석업무를수행하고있다. 

데이터운 팀은 동북아해양관측시스템

(NEAR-GOOS)의 국가실시간자료서비스역

할을수행하고있는데, 이를통해한반도주변

17개 지점에서관측되는 12개해양및기상자

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

라해역에서출현하는해양생물종의목록및

출현정보를 수집하여 생물 다양성 DB시스템

에지속적으로입력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고

있으며, 해양·극한생물자원뱅크시스템도구

축하여 생물 유전체 정보와 분석정보를 관리,

서비스하고 있다. 독도의 해양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해 GIS 기술을 이용하여 독

도 해양GIS 데이터모델을 설계하 는데 이는

데이터운

ℓ



향후독도관리시스템뿐아니라종합적인해

양연구자료의통합관리를위해활용될수있

을 것이다. 이 외에도 공간분석 방법과 같은

GIS의핵심기술을활용하여광양만과마산만

의 해양환경 공간분포 패턴을 정량적으로 분

석하 다. 

연구원홈페이지는디자인및컨텐츠메뉴의

개선등을통해매년새로운모습으로개편이

이루어지며, 해양연소식, KORDI at a

Glance, 각종게시판등의수록정보는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는 전문 해

양과학정보인 인공위성자료, 해양환경도, 해

외해양과학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

이·청소년을위한사이트도새로이개설하

다. 신규교육사이트에서는해양과학교실, 알

고싶은바다이야기, 연구선및홍보관사이버

탐방 등의 해양과학교육정보와 해양에너지,

해양탐사, 해양생물, 해양오염그리고갯벌정

보에관한동 상교육자료를제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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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는천해부터심해까지대양에서와유

사한제반해양현상이존재하여대양의

축소판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해양과학적으로

가치가무한한곳이며해저광물자원, 심층수자

원, 수산자원등자원측면에서도중요하다. 뿐

만 아니라 동해는 국가간 해양 토 관할권을

두고첨예한대립을하는곳이기도하다. 이같

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동해에 대한 전

문적이고집중적인연구를수행할주체가없었

으나동해기지의건설과함께새로운동해시대

를준비할기능을갖추게되었다.  

동해기지에 대한 논의는 1996년에 수립된

‘해양개발기본계획’에서 기인한다. 이 계획에

의하면우리나라동·서·남해에해양조사연

구단지를조성하여관할해역별특성에맞는해

양개발및해양과학기술의연구개발활동을활

성화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국가정책에

적극동참하고자하는한국해양연구원의의지

와 경상북도 울진군의 유치노력에 따라‘한국

해양연구원동해임해기지추진약정서’가체결

되면서본격적으로동해기지건설을시작하

다. 동해기지는 현재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일대에부지3만평, 건물2,300평의규

모로건설중이며2008년완공을앞두고있다. 

환동해권 해양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 우리

나라 해양과학기술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동해기지



중추연구기관으로성장할것을목표로하는동

해기지는동해연구의메카로자리매김하기위

한3단계의발전전략을마련해놓고있다. 

제1단계 정착기(2008년~2011년)에는 건설

완료, 조직설치, 온배수실험동및연구용피어

건설등연구기반을확충하고동해기지가조기

에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기이

다. 제2단계성장기(2012년~2015년)에는연구

인력을추가로확보함과동시에600톤급의동

해전용 중형 연구선을 확보하여 재정 자립과

함께동해권역전문연구기관으로도약하는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3단계 안정기(2016년

이후)에는 명실상부한 동해권역 전문연구기관

으로독자적인연구 역을개척하고동해기지

의 단계별 발전계획을 완수하여 세계 일류 연

구기지로도약할것이다. 

앞으로 동해기지는 독도전문연구기관의 기

능을수행함으로써독도주변해역연구및EEZ

관할해역연구를통하여해양주권확립에기여

함은 물론, 해양순환과 기후변화 및 생태계환

경변화연구및동해해저광물자원연구등해

양자원개발및이용연구, 바다목장화조성기

술연구, 해양방사능조사연구, 동해연안침식

및환경관리, 해수온도차·파력을이용한해양

에너지 기술 개발,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활용

연구, 동해 연안환경에 대한 복합 프로세스와

생태계 환경 연구를 통하여 동해권의 특성에

입각한연구기능을수행해나갈것이다. 한편,

첨단 해중공원 개발, 해양교육체험관 운 등

을통하여관광, 교육의발전에기여하고, 연안

역에대해서도연안개발계획을효율적으로추

진하여연안역에대한정보를수요자에게서비

스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고있다.   

동해기지는 동해 중점연구의 전진기지로서

의 역할과 함께 환동해권 국가간 국제적 연구

의 중심으로서의 역할과 경북해양과학연구단

지의구심체로서의역할도충실히수행할것이

다. 또한지역연계연구개발사업을중점적으로

추진하여지역사회의경제·사회적여건개선

에기여할것이다.  

이와같은동해기지는종합적인동해연구과

정과구심체역할을공고히함으로써동해권역

전문연구기관으로 독자적인 연구 역개척과

동해에 관한 세계 일류의 연구기지로 도약해

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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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한국해양연구원은 전국 해양 유관기관과

의협력을통해우리나라해양과학기술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

점제실습생및석사과정공동운 등의제도

를통한대학과의협력, 특허기술공여및공동

연구 수행을 통한 기업체와의 교류 그리고 다

른 연구기관과의 기장비 공동 활용 등을 활발

히추진하고있다.

현재한국해양연구원은전세계43개해양연

구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정부간해양학위원

회(IOC, Intergovernmental Oceano-

graphic Commission),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그리

고 북서태평양행동계획(NOWPAP,  North-

West Pacific Region Action Plan) 등의정부

간국제기구 및 전지구해양과학협의체(POGO,

Partnership for Observation of the Global

Oceans) 등의 비정부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수준의국제기구와의협력에서도주도

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또한실질적인협력상태를지속시키고구체

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연구원

은 중국 청도에 위치한 한·중해양과학공동연

구센터를 비롯하여 마이크로네시아 축주의

한·남태평양공동연구센터, 북극다산기지, 남

극 세종기지 등 5개의 해외연구센터를 운 하

고있다.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협력의 수요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국제협력 프

로그램을꾸준히개발하여수행함으로써능동

적인국제협력활동을펼치고있다. 



홍 보

2007년도에는한국해양연구원의연구개발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에 주력하 다.

기획기사를 발굴하여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

고, 다양한볼거리를선호하는TV매체의특성

을활용하여해양관련다큐멘터리제작을적

극지원함으로써‘해양과학’에대한대중의인

식제고를위해서많은노력을기울 다. 그결

과 해양연구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조명하는

언론보도건수가대폭증가하 으며, KBS 특

별생방송‘심해대탐사’, MBC 스페셜‘포세이

돈, 심해저탐사현장을가다’등총 11편의해

양과학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일반대중에게연구성과를쉽게

알리기위하여대한민국과학축전, 미래성장동

력연구성과전시회 등 각종 전시회에도 적극

참여하 다. 

한편, 우주과학기술의발전에버금가는첨단

해양과학기술을청소년과일반국민들에게널

리알리기위한‘열대해양체험프로그램’을운

하여해양과학문화확산에도기여하 다. 

이외에도전문가를대상으로하는전문교육

프로그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견학프

로그램을 수시로 운 하고, 바다사랑 짓기

대회 개최, 기관과학기술앰배서더 활동 등을

통하여 대중에게 보다 더 친근한 연구기관으

로다가서기위해노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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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특별생방송‘심해대탐사’등 13건

‘어류의 내인성 생체리듬을 응용한

인공동면유도기술 개발’등 820건

보도실적

구 분 실 적

TV 다큐멘터리

언론보도

‘KOICA/AMETEC 해양환경 보전 연수 과정’등 38건

‘제3회 미래성장동력 연구성과 전시회’등 9건

‘제1회 GOCI 활용 증대를 위한 사용자 그룹

워크숍’등 180건

‘용호고등학교 과학특기자 학생 견학’등 130건

홍보행사

구 분 실 적

교육훈련 및 대중강연

전시회

세미나 및 워크숍

견학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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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구선 제원

● Multibeam Echosounder 
(EM 120)

● Multichannel Seismic System
●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 Subbottom Profiler
● Gravitymeter
● Deepsea Camera
● Traction Winch
● Pistoncore
● Konmap System
● CTD Seabird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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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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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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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1.26

3. 7 ~ 3.15

4.29 ~ 5. 5

5. 6 ~ 5. 9

5.10 ~ 5.10

5.15 ~ 5.29

6. 2 ~ 6. 7

6.11 ~ 6.15

6.22 ~ 9. 2

9. 3 ~10.17

11. 1 ~11. 7

11. 9 ~11.12

11.13 ~11.18

11.26 ~11.29

12. 5 ~12.31

남서태평양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연구

상가수리

장착장비 TEST

해양 토관리및해저기인자연재해대응기술개발

배타적경제수역해양광물자원조사

07-해양특성조사

차세대심해용무인잠수정개발

태평양심해저광물자원탐사

북서태평양이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미치는 향연구

차세대심해용무인잠수정개발

차세대심해용무인잠수정개발

해저지진계설치용해양조사및설계도조사

심층수개발을위한해양조사

남서태평양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남서태평양

동해

목포

동해

동해

황해

남해

동해

태평양

태평양

동해

동해

동해

동해

남서태평양

문재운

박찬홍

장 만

장 만

석봉출

유해수

신창웅

이판묵

박정기

김웅서

이판묵

이판묵

신동혁

김종욱

이경용

■ 총 운항거리 - 39,905마일 ■ 총 운항 일수 - 239일

운항일정 운항목적 조사지역 책임자

Papua New Guinea

Fiji Suva

Haw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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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환경오염특성평가및감시체계개발

상가수리

경기만내해사부존량추정및해사채취에따른환경 향평가

기후변화에따른동해해수순환과중장기변동반응및예측연구

상가수리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연구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구축

제6-1광구고래 VIII구조 해저조사

황해

부산

황해

동해

부산

동해

동해

동해

심원준

장 만

이용국

이재학

장 만

박찬홍

김 일

신동혁

운항일정 운항목적 조사지역 책임자

■ 총 운항거리 - 24,660마일 ■ 총 운항 일수 - 241일

1.10 ~ 1.18

2.10 ~ 2. 24

2.26 ~ 3. 7

3. 8 ~ 3.10

3.12 ~ 3.14

4. 1 ~ 4. 7

4. 9 ~ 4.18

4.21 ~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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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봉출

안유환

신창웅

이희일

김 일

이용국

석봉출

최동림

유신재

심원준

이재학

신동혁

이재학

신경순

이재학

박찬홍

신창웅

박찬홍

김봉채

박찬홍

심원준

해양 토관리및해저기인자연재해대응기술개발

통신해양기상위성해양자료처리시스템개발

07 - 해양특성조사

황해퇴적물이동현상및퇴적환경연구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구축

07 - 해양특성조사

해양 토관리및해저기인자연재해대응기술개발

기후변화및산샤댐건설에따른동중국해(남해)

해양환경 향연구

동해탄소순환 : 울릉분지 -1

황해환경오염특성평가및감시체계개발

연안재해대응(지구온난화환경에서강화되는태풍해일

예측기술개선연구)

남해거제남부연안골재자원조사

기후변화에따른동해해수순환과중장기변동반응및예측연구

북서태평양이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미는 향연구

연안재해대응(지구온난화환경에서강화되는태풍해일

예측기술개선연구)

07 - 해양특성조사

07 - 해양특성조사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연구(지구물리)

07 - 해양특성조사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연구ㅏㅐㄱ애제부경대부ㅎㅈ

허베이스피리트호유출사고에따른환경 향조사및

복원계획수립

남해

황해

동해

황해

동해

동해

남해

동중국해

동해

황해

동중국해

남해

동해

남해

동중국해

동해

남해

동해

동해

동해

황해

운항일정 운항목적 조사지역 책임자

4.27 ~ 5. 6

5. 7 ~ 5.12

5.14 ~ 5.18

5.19 ~ 6. 6

6. 9 ~ 6.27

6.30 ~ 7. 6

7.11 ~ 7.13

7.19 ~ 7.28

7.30 ~ 8.11

8.16 ~ 8.21

8.24 ~ 8.30

9. 3 ~ 9. 5

9. 8 ~ 9.15

9.20 ~ 9.22

9.28 ~10. 1

10. 4 ~10.15

10.22 ~11. 5

11. 8 ~11.15

11.20 ~11.24

12. 1 ~12. 8

12.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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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이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미치는 향연구

북서태평양이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미치는 향연구

북서태평양이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미치는 향연구

항만환경위해도평가기술개발(항만생물, 환경 모니터링)

울진원전 6개호기온배수 향어업피해조사

해양 토관리및해저기인자연재해대응기술개발

북서태평양이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미치는 향연구

북서태평양이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미치는 향연구

07 - 해양특성조사

07 - 해양특성조사

북서태평양이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미치는 향연구

남해

남해

남해

울산 및 부산

동해

동해

남해

남해

남해

남해

남해

신경순

신경순

신경순

강정훈

이재학

석봉출

신경순

신경순

정갑식

박찬홍

신경순

운항일정 운항목적 조사지역 책임자

■ 총 운항거리 - 7,351마일 ■ 총 운항 일수 - 149일

1.10 ~ 1.10

1.18 ~ 1.18

2. 5 ~ 2. 5

2. 6 ~ 2. 9

2.23 ~ 2.27

3. 2 ~ 3. 4

3.13 ~ 3.13

4. 6 ~ 4. 6

4. 9 ~ 4.15

4.21 ~ 5. 6

5. 8 ~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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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신경순

이용국

최동림

신경순

신경순

이용국

박찬홍

신경순

이용국

이용국

신경순

강현주

강정훈

최진우

정갑식

안유환

신경순

신경순

최동림

장 만

신동혁

신경순

심원준

김경태

신경순

이용국

신경순

강정훈

신경순

이용국

신경순

항만환경위해도평가기술개발(항만생물, 환경 모니터링)

북서태평양이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미치는 향연구

07 - 해양특성조사

거제시연초면한내리공유수면 2차매립에따른문화재지표조사

북서태평양이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미치는 향연구

북서태평양이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미치는 향연구

07 - 해양특성조사

07 - 해양특성조사

북서태평양이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미치는 향연구

07 - 해양특성조사

06 - 전남 다도해협바다목장(2단계 3차년도)연구-어장자원

북서태평양이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미치는 향연구

열대해양체험프로그램시범사업

항만환경위해도평가기술개발(항만생물, 환경 모니터링)

항만환경위해도평가기술개발(항만생물, 환경 모니터링)

07-해양특성조사

해양분야위성활용연구

북서태평양이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미치는 향연구

북서태평양이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미치는 향연구

거제시연초면한내리공유수면 2차매립에따른문화재지표조사

상가수리

남해거제남부연안골재자원조사

북서태평양이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미치는 향연구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

신항건설및비상항로준설공사에따른어업피해조사

북서태평양이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미치는 향연구

해양오염퇴적물처리방안및기술개발연구(1)

북서태평양이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미치는 향연구

항만환경위해도평가기술개발(항만생물, 환경모니터링)

북서태평양이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미치는 향연구

사천시소규모바다목장조성을위한인공어초시설및기초조사

북서태평양이한반도(대한해협) 주변해에미치는 향연구

울산 및 부산

남해

동해

남해

남해

남해

동해

동해

남해

남해

남해

남해

남해

울산 및 부산

남해

남해

남해

남해

남해

남해

부산

남해

남해

남해

남해

남해

동해

남해

울산 및 부산

남해

남해

남해

운항일정 운항목적 조사지역 책임자

5.11 ~ 5.14

5.15 ~ 5.15

5.20 ~ 6. 1

6. 5 ~ 6. 5

6. 7 ~ 6. 7

6.12 ~ 6.12

6.18 ~ 6.30

7. 1 ~ 7. 9

7.12 ~ 7.12

7.17 ~ 7.23

7.24 ~ 7.25

7.26 ~ 7.26

7.27 ~ 7.27

7.31 ~ 8. 1

8. 7 ~ 8. 7

8. 8 ~ 8.11

8.15 ~8.1 5

8.16 ~ 8.16

8.27 ~ 8.27

8.30 ~ 8.30

9.10 ~ 9.21

10. 1 ~10. 3

10. 4 ~10. 4

10.16 ~10.16

10.17 ~10.18

10.24 ~10.24

10.25 ~11. 3

11. 8 ~11. 8

11.19 ~11.23

12. 6 ~12. 6

12.17 ~12.19

12.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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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28,937㎡
●부지 : 92,939㎡

●건물 : 7,689㎡
●부지 : 59,875㎡

●건물 : 32,218㎡
●부지 : 153,736㎡

건물 및 부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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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해양 토 탐사 및 관측기술 개발 이재학 한국해양연구원

국제 공동해양 조사 연구(ARGO) 석문식 한국해양연구원

해상파랑 관측 및 조사 이동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의 탄소순환연구-울릉분지 유신재 한국해양연구원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해수순환과 중장기 변동 반응 및 예측 연구 이재학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토내 해저기인 자연재해 및 환경자료 구축 석봉출 한국해양연구원

연안 국지 해일 정 예보 지원체제 현업화 기술 박광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태계 보전·환경관리 기술 개발 이광수 한국해양연구원

하구역 관리 및 기능회복 기술 개발 정경태 한국해양연구원

갯벌 경계면에서의 물질 플럭스 및 갯벌의 생태적 기능 평가 권개경 한국해양연구원

자바 송사리(Java medaka)를 이용한 생물독성 평가 기술 개발 심원준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의 자원화 핵심기술 개발 김웅서 한국해양연구원

남태평양 열대해양 생물소재 실용화 기술개발 연구 박흥식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으로부터 생체소재뱅크 구축 및 생명소재 개발 이희승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유래 항암소재 및 유용효소 개발 이정현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운송체의 스마트 운용기술 및 지능형 성능평가 기술개발 이동곤 한국해양연구원

U-기반 탐사선단의 스마트 운용 핵심기술 개발 이동곤 한국해양연구원

수중 3차원 퓨전 상 생성·탐지 및 전송기술 개발 임용곤 한국해양연구원

지능형 함정스텔스 성능평가 기술 개발 안종우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재난 대응기술 및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홍기용 한국해양연구원

기상 재난파에 의한 해양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홍기용 한국해양연구원

네트워크 기반 항만관제 및 항법체계기술 개발 김선 한국해양연구원

해난사고 예방 및 구난체계 구축 최혁진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운송체의 스마트 운용기술 및 지능형 성능 평가기술 개발 이동곤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재난 대응기술 및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홍기용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정책 및 지원 사업 노원대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운송체ㆍ장비 핵심기술개발 지원 전략과제 이동곤 한국해양연구원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10.29 ~ '07.12.31

|  부 록 | 수행 연구과제

육지와 연안해역 상호작용-아산만해역의 육상기원 물질 유입
및 순환특성 연구

양동범 '07. 1. 1 ~ '07.12.31 한국해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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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대한해협)에 미치는 향 연구 김웅서 한국해양연구원

항만 환경위해도 평가기술 개발 연구 장만 한국해양연구원

선박정보 및 운항 DB 구축 김은찬 한국해양연구원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고성군 지역특화산업 육성 김현주 산업자원부

해양극한생물분자유전체 연구 김상진 해양수산부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 연구 심재설 해양수산부

해양관측 시스템 개발 박광순 해양수산부

조력·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이광수 해양수산부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 조사 유해수 해양수산부

해양방선균으로부터 항암물질 개발 신희재 해양수산부

기후변화와 산샤댐 건설에 따른 동중국해(남해) 해양환경 향 연구 최동림 해양수산부

남서태평양 해양생물자원 개발 연구 이희승 해양수산부

파력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5) 홍기용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실용화 기술 개발 (4) 정노택 해양수산부

CO2 해양처리기술 개발 (3) 강성길 해양수산부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술 개발 홍사 해양수산부

연안해역 건강도 지수 개발 연구 염승식 과학기술부

'07 해양콘관입 시험기 개발 권오순 해양수산부

수중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임용곤 해양수산부

2007년도 새만금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조사 연구 이흥재 해양수산부

해양 모니터링 기술 개발 양찬수 과학기술부

해양심층수 다목적 이용 개발 김현주 해양수산부

심해저 광물자원 집광 시스템 및 채광운용 기술 개발 (2) 홍섭 해양수산부

친환경 갯벌차량 기술 개발 홍섭 해양수산부

원생생물을 이용한 연안해역 수질평가기법 개발 김 옥 과학기술부

발전소 해수방수로 조류발전 시스템 개발 이광수 산업자원부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1 ~ '07.  2.28

'07. 1. 1 ~ '07.12.31

'07. 1. 1 ~ '08.  1.31

'07. 2.24 ~ '08.  2.23

'07. 3. 1 ~ '08.  1.31

'07. 3. 1 ~ '08.  2.28

'07. 3. 1 ~ '08.  2.28

'07. 3. 1 ~ '08.  2.28

'07. 3. 1 ~ '08.  2.29

'07. 3. 1 ~ '08.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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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취배수로 거품제거장치 실험 연구 오 민 산업자원부

해양위성센터 구축 안유환 해양수산부

통신해양기상위성 해양자료처리 시스템 개발 안유환 해양수산부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김기현 해양수산부

정지궤도 해양위성 활용 연구 지원 안유환 해양수산부

해상 LNG 터미널(FSRU)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홍사 산업자원부

가스하이드레이트 시추 예정지역 고해상 반사계수 분석 김한준 산업자원부

유기지화학 추적자를 이용한 메탄 방출 기록 복원 연구 현상민 산업자원부

열대해양체험프로그램 김태 과학기술부

드레이크해협-국제 극지의 해 이재학 과학기술부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해양과학기술 및 환경기술 기반구축 허식 과학기술부

황해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 연구 이희일 해양수산부

국제 해양과학협력 기반 구축 허식 해양수산부

황해 환경오염 특성평가 및 감시 체계 개발 심원준 환경부

자바송사리의 독성유전체를 활용한 수계 환경 위해성 평가 염승식 과학기술부

연근해 주요어장 해양폐기물 분포 및 실태 조사 (5) 강원수 해양수산부

태광호 침몰사건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 시뮬레이션 연구 김선 해양수산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고려한 선박개발 연구 김홍태 해양수산부

위해도 평가(Risk Assessment) 적용 방법론 연구 이종갑 해양수산부

해수에 의한 사일런스 내부폐기 냉각기술 개발 설한신 산업자원부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2) 이판묵 해양수산부

빙해선박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빙해수조 기반 구축 이춘주 산업자원부

황사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향 연구 이희일 해양수산부

남서태평양 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이경용 해양수산부

관할권 중첩 해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 방향성 검토 박성욱 산업자원부

2007대수심 방파제 및 연약지반 관련기술 연구 개발 박우선 해양수산부

연안침식방지 기술개발 연구 (3) 진재율 해양수산부

|  부 록 | 수행 연구과제

'07. 3. 1 ~ '08. 2.29

'07. 3. 1 ~ '08. 2.29

'07. 3. 1 ~ '08. 2.29

'07. 3. 1 ~ '08. 2.29

'07. 3. 1 ~ '08. 2.29

'07. 4. 1 ~ '07. 5.31

'07. 4. 1 ~ '07.10.31

'07. 4. 1 ~ '07.10.31

'07. 4. 1 ~ '07.11.30

'07. 4. 1 ~ '08. 3.31

'07. 4. 1 ~ '08. 3.31

'07. 4. 1 ~ '08. 3.31

'07. 4. 1 ~ '08. 3.31

'07. 4. 1 ~ '08. 3.31

'07. 4. 1 ~ '08. 3.31

'07. 4.23 ~ '08. 2.22

'07. 5. 1 ~ '07. 6.30

'07. 5. 1 ~ '07.12.31

'07. 5. 1 ~ '07.12.31

'07. 5. 1 ~ '08. 4.30

'07. 5. 1 ~ '08. 4.30

'07. 6. 1 ~ '07. 9.30

'07. 6. 1 ~ '08. 5.31

'07. 6. 1 ~ '08. 5.31

'07. 6. 1 ~ '08. 5.31

'07. 6. 1 ~ '08.10.31

'07. 6.11 ~ '08. 5. 6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생물학적 인자 관찰

신경순 '07. 4. 1 ~ '08. 3.31 과학기술부

치매와 파킨슨씨병 발병 원인 단백질인 IDE, DJ-1, PINK1,
Parkin의 3 차구조분석을 통한 작용기작 규명

차선신 '07. 4. 1 ~ '08. 3.31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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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선박관리 시스템 구축 (8)-시연회 최혁진 해양수산부

해양오염퇴적물 처리방안 및 기술개발 연구 (1) 김석현 해양수산부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사업 기획 연구 강정극 해양수산부

심해 유인잠수정 개발을 위한 기획 조사 연구 이판묵 해양수산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 박찬홍 해양수산부

Smart Ship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기획 연구 반석호 해양수산부

해양 예보기술 개발사업 기획 연구 이재학 해양수산부

국가관할해역 해양관리체계 구축 기획 연구 유찬민 해양수산부

신개념 해양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기획 연구 이종갑 해양수산부

나선암초형 월류파력발전 기술 개발 홍기용 산업자원부

2012년 여수 EXPO 유치를 위한 콘텐츠 개발 연구 권석재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 중장기계획 수립 및 경제성 분석 박세헌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한해성 어류의 양식 명정구 해양수산부

심층수 배출해역의 생태계 변화 및 동식물 플랑크톤의 이용방안 연구 노재훈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 배양생물의 미량원소 및 해조류 Bio-filtering 수질 분석 김경태 해양수산부

해양 극한 미생물로부터 신기능 단백질의 발굴 및 산업적 응용기술 개발 이현숙 교육부

2007년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산연 컨소시엄 최학선 중소기업청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미세생물 먹이망의 변동 연구 양은진 교육부

해상수송로 주변 통합해상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기획 연구 변상경 해양수산부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기획 연구 허식 해양수산부

외해 심층가두리를 이용한 대구, 참치 등 양식 기술 개발 박흥식 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식별기술 개발 김충곤 해양수산부

해양·항만구조물의 건전도 평가기법 개발 박우선 건설교통부

IMO의 신개념선박건조기준(GBS) 대응 기술표준 개발 김홍태 산업자원부

시뮬레이션 기반 선박 안전성 평가 및 성능 고도화 핵심기술 개발 김기섭 산업자원부

선박 손상 안전성 향상 설계기술 개발 김기섭 산업자원부

선박의 동적 안정성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성홍근 산업자원부

'07. 6.15 ~ '07. 6.26

'07. 6.15 ~ '08. 4.10

'07. 6.21 ~ '07.10.30

'07. 6.21 ~ '07.10.30

'07. 6.21 ~ '08. 6.20

'07. 6.26 ~ '07.10.31

'07. 6.27 ~ '07.11.30

'07. 6.27 ~ '07.11.30

'07. 6.27 ~ '07.11.30

'07. 6.29 ~ '08. 6.28

'07. 7. 1 ~ '07.12.31

'07. 7. 1 ~ '08. 2.28

'07. 7. 1 ~ '08. 2.28

'07. 7. 1 ~ '08. 2.28

'07. 7. 1 ~ '08. 2.28

'07. 7. 1 ~ '08. 6.30

'07. 7. 1 ~ '08. 6.30

'07. 7. 1 ~ '08. 6.30

'07. 7. 2 ~ '07.10.31

'07. 7. 2 ~ '07.11.30

'07. 7.18 ~ '08. 7.17

'07. 7.18 ~ '08. 7.17

'07. 7.20 ~ '08. 5.19

'07. 8. 1 ~ '08. 7.31

'07. 8. 1 ~ '08. 7.31

'07. 8. 1 ~ '08. 7.31

'07. 8. 1 ~ '08. 7.31

한국·일본 해역에 분포하는 산호의 군집구조 및 골격의 성분을
이용한 기후변동 해석

형기성 '07. 7. 1 ~ '08. 6.30 과학기술부

독성유기화합물로 오염된 망그로브 생태계의 미생물 다양성 분석
시스템 개발 및 활용 김상진 '07. 8. 1 ~ '08. 7.31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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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중 손상선박 운동의 Physics Based Simulation 기법 개발 김진 산업자원부

2007 항만구조물 신뢰성 설계법 개발 윤길림 해양수산부

해일피해 예측 정 격자 수치모델 구축 및 설계해면 추산 이동 해양수산부

2007 항만리모델링 기반 구축 연구 박우선 해양수산부

하이브리드 안벽에서 초컨선 접이안 시뮬레이션 및 흐름 해석 (5) 홍사 해양수산부

한중 해양과학 공동협력 연구 이동 해양수산부

고부가가치 선박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 구축 김기섭 산업자원부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임운혁 해양수산부

해양방위 지원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술 연구 기획 정갑식 해양수산부

해양레저산업 기초, 기반기술 구축을 위한 기획 연구 유재훈 해양수산부

인공위성기반 연안 양식시설 관리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양찬수 해양수산부

어류의 무수운반을 위한 Packaging System 개발 김완수 해양수산부

연안재해 대응기술개발 기획 연구 정경태 해양수산부

20인승급 소형 위그선 개발 (2) 신명수 산업자원부

사이버 독도해양청 홈페이지 통합, 개편 박찬홍 해양수산부

해양법 현안문제 연구회 운 박성욱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배출규제 대응기술 개발 연구 김은찬 해양수산부

지질체연구를 통한 새로운 중금속 독성 바이오마커 개발 이택견 교육부

첨단 항로표지 수중구조물 기술 개발 오 민 해양수산부

2007년 해양오염 향 조사 및 해양생태계 복원 연구 심원준 해양수산부

무인선 제어 시스템 알고리즘 최적화 기술 개발 윤현규 과학기술부

해양장비 기술개발 사업 전봉환 해양수산부

|  부 록 | 수행 연구과제

'07. 8. 1 ~ '08. 7.31

'07. 8. 1 ~ '08. 7.31

'07. 8. 1 ~ '08. 7.31

'07. 8. 1 ~ '08. 7.31

'07. 8.12 ~ '08. 8.11

'07. 9. 1 ~ '08. 3.31

'07. 9. 1 ~ '08. 8.31

'07. 9. 1 ~ '08. 8.31

'07. 9. 5 ~ '07.12.31

'07. 9.16 ~ '07.11.30

'07. 9.20 ~ '08. 9.19

'07.10. 5 ~ '08.10. 4

'07.10.24 ~ '08. 1.22

'07.11. 1 ~ '08.10.31

'07.11.15 ~ '08. 3.31

'07.11.20 ~ '08. 5.30

'07.12. 1 ~ '08. 9.30

'07.12. 1 ~ '08.11.30

'07.12. 1 ~ '08.11.30

'07.12.20 ~ '08.12.15

'07.12.26 ~ '08.12.26

'07.12.31 ~ '08. 3.31

순환골재를 재활용한 친환경 지반개량공법 개발 중
개발공법의 실용화 방안 연구

윤길림 '07. 8.17 ~ '08. 6.16 건설교통부

유기오염물질로 오염된 해양퇴적물 TIE(Toxicity
Identification Evaluation)의 구축

정지현 '07. 9. 1 ~ '08. 8.31 교육부

자바송사리의 산화스트레스 관련 유전자 발현분석을
통한 해양 환경위해성 평가용 바이오마커 개발

우선옥 '07. 9. 1 ~ '08. 8.3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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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D 37K ICE-1A P/C (bulb type) 추진기 연구 김건도 (주)현대미포조선

DAEHAN DWT 170K Bulk Carrier 선형 연구 유재훈 대한조선(주)

해양경찰청 조함 시뮬레이션 시스템 프로토타입 구축 중 콘솔 구성 공인 콤스텍(주)

해양분야 위성활용 연구 유홍룡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극지분야 위성활용 기반구축 연구 안유환 공공기술연구회

SPP 50K Product Carrier 선의 선형 연구 이 연 SPP조선(주)

GS칼텍스 신설부두 건설공사 중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공인 (주)한동이엔씨

국도 4호선 군장대교 건설에 따른 선박통항 안전성 평가 시뮬레이션 공인 (주)하이콘엔지니어링

대산항 S-Oil 부두 설계를 위한 선박통항 안전성 평가 시뮬레이션 공인 (주)세일종합기술공사

강화군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오위 강화군청

울산 1급 기본설계 적외선(IR) 신호해석 기술 김윤식 현대중공업(주)

울산 1급 기본설계 레이다반사면적(RCS) 신호해석 기술 박철수 현대중공업(주)

한진 114K Aframax 선형의 조종성능 추정 김연규 한진중공업(주)

극동 17K Chemical Tanker 선형 연구 안해성 (주)극동선박설계

한진 11.5K Multi-Purpose Carrier 선형 연구 유재훈 (주)한진중공업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함정 입·출항 및 이·접안 안전성 검토 공인 (주)건일엔지니어링

방폐물 운반 항만시설에 대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연구 김연규 (주)도화종합기술공사

SHI-KORDI 협력사업을 위한 해양공학수조 공동활용 연구 홍사 삼성중공업(주)

KOMAC 136m Class Heavy Cargo Carrier 선의 선형 연구 이 연 (주)한국해사기술

FFX-I 전장환경에서 탐지체계 모델링 기법 연구 윤현규 국방과학연구소(진해)

해양생태계 해수 퇴적물 환경 및 난자치어 조사 임동일 해양수산부

MASTEK DWT 75K Bulk Carrier 선형 연구 유재훈 마스텍중공업(주)

극지 관측망용 무선통신에 관한 연구 임용곤 부설 극지연구소

전북 조선산업 육성방안 연구 이진태 전라북도청

'07. 1. 1 ~ '07. 4.30

'07. 1. 1 ~ '07. 6.30

'07. 1. 1 ~ '07. 7.31

'07. 1. 1 ~ '07.12.31

'07. 1. 1 ~ '07.12.31

'07. 1. 2 ~ '07. 4.30

'07. 1.11 ~ '07. 7.31

'07. 1.15 ~ '07. 5.31

'07. 1.15 ~ '07. 9.30

'07. 1.17 ~ '09. 1.16

'07. 1.19 ~ '08. 7.31

'07. 1.19 ~ '08. 7.31

'07. 2. 1 ~ '07. 6.30

'07. 2. 1 ~ '07. 7.31

'07. 2. 1 ~ '07. 7.31

'07. 2. 1 ~ '07.12.27

'07. 2. 1 ~ '07.12.31

'07. 2. 1 ~ '08. 1.31

'07. 2.12 ~ '07. 1.31

'07. 2.16 ~ '09.12.20

'07. 2.26 ~ '08. 2.29

'07. 3. 1 ~ '07. 8.31

'07. 3. 1 ~ '07.12.31

'07. 3. 2 ~ '07.10.  1

동북아 국가간 물류표준화를 위한 협력방안 연구 중 동북아
국가간 물류 정보 및 기술 표준화를 위한 협력방안

이진태 '07. 1. 2 ~ '08. 6.3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loating Dock Mooring System 설계-선박운항 시뮬레이션 공인 '07. 1.10 ~ '07. 4.30 (주)세일종합기술공사

경기만내 해사부존량 추정 및 해사채취에 따른 환경 향 연구 이용국 '07. 2. 1 ~ '07. 4.30
사단법인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아스팔트 포장의 합성구조 평가기법 개발을 통한
내구성 진단 (2)

이진학 '07. 3. 1 ~ '07.12.25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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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58K Bulk Carrier 선형 안해성 STX조선(주)

STX 12.8K DWT Product Oil/Chemical Tanker 선형 이 연 STX조선(주)

이어도 연구 학술세미나 개최를 위한 기획사업 허식 해양수산부

해군 전투실험에 적용 가능한 HM&E 분야의 M&S 체계 개념 설계 김선 해군본부

유비쿼터스 개념의 함정 통신운 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진태 해군본부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사업 연구 김은수 해양수산부

남해 거제남부연안 골재자원 조사 신동혁 한국수자원공사

제6-1광구 고래 VIII 구조 해저 조사 신동혁 한국석유공사

경북 해양심층수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김현주 경북도청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4) 김 일 해양수산부

주문진항 해수교화시설 준공후 모니터링 조사 (4) 이달수 해양수산부

2007-해양특성 조사 김봉채 해군중앙경리단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연구 배세진 해양수산부

C&81K Bulk Carrier 선형 연구 이춘주 C&중공업

STX 6,700 Units PCTC 선형 연구 유재훈 STX조선(주)

마스텍 163K Crude Oil Tanker 선형 연구 안해성 마스텍중공업(주)

삼호 17K Chemical Tanker 선형 연구 이 연 삼호조선(주)

대선 12K Chemical Tanker 선형 연구 안해성 대선조선(주)

실선시험을 위한 실시간 해수유동 예측 시스템 개발 이문진 대우조선해양(주)

NOWPAP 방제지역 활동센터 운 강창구 해양경찰청

차세대 전자해도 개발 연구 박종민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온배수 관리방안 연구 이순길 해양수산부

HNS 국가지역방제계획 수립 연구 이문진 해양경찰청

DSME 4,400TEU Container Carrier 선형 연구 유재훈 대우조선해양(주)

차기 정보수집함 선형 및 운동특성 연구 이춘주 해군본부

Safe Coast: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박광순 공공기술연구회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성능평가를 위한 생물시험-UV 시스템 신경순 (주)파나시아

|  부 록 | 수행 연구과제

'07. 3. 2 ~ '07.10.31

'07. 3. 2 ~ '07.11.30

'07. 3. 7 ~ '07. 4. 5

'07. 3.13 ~ '07.11.30

'07. 3.13 ~ '07.11.30

'07. 3.13 ~ '08. 1.16

'07. 3.14 ~ '07.11.30

'07. 3.19 ~ '07. 8.18

'07. 3.20 ~ '08. 3.19

'07. 3.22 ~ '08. 1.21

'07. 3.26 ~ '07.11.20

'07. 3.28 ~ '08. 2.29

'07. 3.30 ~ '07.12.29

'07. 4. 1 ~ '07.10.31

'07. 4. 1 ~ '08. 3.31

'07. 4. 2 ~ '07. 9.29

07. 4. 2 ~ '07.10.31

'07. 4. 2 ~ '07.12.31

'07. 4.10 ~ '07.10.10

'07. 4.17 ~ '08. 1.12

'07. 4.20 ~ '07.12.15

'07. 4.23 ~ '08. 1.22

'07. 4.26 ~ '07.12.22

'07. 5. 1 ~ '07. 7.31

'07. 5. 1 ~ '07. 9.30

'07. 5. 1 ~ '07.12.31

'07. 5. 1 ~ '08. 1.31

신항건설 비상항로준설(암초제거) 공사에 따른
어업손실 조사

김종관 '07. 3. 4 ~ '08. 7. 3
(주)경일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군장대교 건설공사 설계, 시공 일괄입찰 기본설계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공인 '07. 4.30 ~ '07. 8.31 용마엔지니어링



111Annual Report 2007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쇄빙연구선 모형시험-Open Water 저항/자항 시험 반석호 (주)한진중공업

타의 간극 캐비테이션 관찰 및 압력 측정 시험 백부근 (주)한진중공업

성동 113K PC, 115K COT 선형 연구 이 연 성동조선해양(주)

해양오염방제 지원 시스템 구축 이문진 해양경찰청

해군 NCW 수행개념 구현 및 형상화 연구 이창민 해군본부

강릉지역 심층수 수질특성 조사·분석 문덕수 (주)에코션

함정기술향상을 위한 국내 산학연 연대 및 전문화 방안 연구 이종갑 방위사업청

훈련함 사업 개념설계 기술지원 이동곤 방위사업청

차기 수상함 구조함사업 개념설계 기술지원 이동곤 방위사업청

연안역의 해사채취에 따른 환경 향 연구-저서생태계 분야 이재학 해양수산부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공사 기계구입 전태병 부안군청

DGNSS 기반 항해장비 성능검증 시스템 기술 개발 (2) 박상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성동 6,500TEU Container Vessel 선형 연구 안해성 성동조선해양(주)

SLS 4,5000DWT Chemical Tanker 선형 연구 이 연 에스엘에스조선(주)

동해순환모델을 위한 자료동화 적용 연구 김 호 서울대학교

SK #1,2,3 Buoy 이설사업 설계-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공인 (주)대우엔지니어링

2007 한강하구 장기연속 유속 및 부유사농도 측정 연구 오 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통 생산기지 제2부두 항만설계 및 감리기술-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공인 (주)대우엔지니어링

KMS 8,000MT Block Carrier의 저항특성 연구 안해성 한국선박기술(주)

IMO 신개념 선박건조기준(GBS) 대응 기술개발 기획 연구 이종갑 한국조선협회

SPP 35K Bulk Carrier선의 선형 연구 유재훈 SPP조선(주)

KOMAC 33.3K Bulk Carrier 선형 연구 유재훈 (주)한국해사기술

경사축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특성 시험 안종우 (주)디에스케이

STX 173.6K LNG Carrier 선형 연구 이춘주 STX조선(주)

STX 181K Bulk Carrier 선형 연구 유재훈 STX조선(주)

'07. 5. 1 ~ '08. 2.28

'07. 5. 1 ~ '08. 2.29

'07. 5. 2 ~ '07.12.31

'07. 5. 8 ~ '08. 1. 4

'07. 5.17 ~ '07.11.30

'07. 5.26 ~ '08. 1.20

'07. 5.28 ~ '07.10.12

'07. 5.28 ~ '07.10.26

'07. 5.28 ~ '07.10.26

'07. 5.29 ~ '08. 2.28

'07. 5.31 ~ '07. 9.28

'07. 6. 1 ~ '07. 8.31

'07. 6. 1 ~ '07.11.30

'07. 6. 1 ~ '08. 2.29

'07. 6. 1 ~ '08.12.31

'07. 6. 5 ~ '07. 9.30

'07. 6.11 ~ '08. 1.10

'07. 6.15 ~ '07.12.30

'07. 7. 1 ~ '07. 9.30

'07. 7. 1 ~ '07. 9.30

'07. 7. 1 ~ '07.12.31

'07. 7. 1 ~ '07.12.31

'07. 7. 1 ~ '08. 6.30

'07. 7. 1 ~ '08. 6.30

'07. 7. 1 ~ '08. 6.30

전투실험 및 실작전 지원을 위한 해양환경 자료의 실시간
3차원 그래픽 전시방안 연구

석문식 '07. 5.17 ~ '08. 1.31 해군본부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공유수면 2차매립에 따른
해저문화재 지표 조사

최동림 '07. 5.22 ~ '08. 1.21 임천공업(주)

원전 취배수가 주변 해양 생물자원에 미치는 향연구 중
난·자치어 및 어류상 파악

유재명 '07. 7. 1 ~ '09. 6.29 (주)해양생태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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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Tanker선의 선형 연구 이 연 (주)한진중공업

횡방향지지 증대를 위한 상부단면 확대형 해상말뚝 실용화 연구 권오순 한라건설(주)

신형 소파블록의 성능 및 안정성 실험 오 민 태성건설(주)

JINSE DWT 32,000Ton Bulk Carrier 선형 연구 이 연 진세조선(주)

부산항 신항 해양수리현상 연구 개발 (2) 채장원 해양수산부

대한 DWT 180K Bulk Carrier 선형 연구 유재훈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인공위성 원격탐사자료 검보정 연구 유주형 해양수산부

이어도 과학기지에서의 황사물질 연구 이희일 해양수산부

고려조선 180K Bulk Carrier 선형 연구 유재훈 (주)세계이엔씨

STX 60,470DWT Tanker 선형 연구 안해성 STX조선(주)

STX 73,800DWT Tanker 선형 연구 안해성 STX조선(주)

해저지진계 설치용 해양 조사 및 설계도 작성 신동혁 기상청

한진 3,600TEU 컨테이너 선형 연구 안해성 (주)한진중공업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파랑 관측 정원무 (주)대우건설

황해생태계 지원사업 김웅서 WWF(세계야생기금)

STX 13,000TEU Container Carrier 선형 연구 이 연 STX조선(주)

2007 제주 바다목장 중간육성 시험 및 방류효과 조사 명정구 해양수산부

2007 서해(태안) 바다목장 중간육성 시험 및 방류효과 조사 이순길 해양수산부

2007 전남 바다목장 중간육성 시험 및 방류효과 조사 명정구 해양수산부

2007 동해(울진) 바다목장 중간육성 시험 및 방류효과 조사 박철원 해양수산부

Komac 33.5K Bulk Carrier 선형 연구 유재훈 (주)한국해사기술

|  부 록 | 수행 연구과제

인천신항 진입도로 및 호안 축조공사(1공구) 턴키 설계
수치모형 실험

정원무 '07. 7.18 ~ '07.11.30 (주)한국항만기술단

평택-당진항 항로확장준설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범위
및 피해정도 조사

김종관 '07. 7.26 ~ '08.10.25 (주)한국감정원

인천신항 진입도로 및 호안축조공사(1공구) Y/K 입찰설계
중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주)도화종합기술공사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실시계획 제4.5차고시) 공사에 따른
어업손실 조사

(주)제일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제안서
작성용역 중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서컨부두 간섭 검토

(주)세광종합기술단공인 '07. 9. 1 ~ '07.12.31

'07. 7. 2 ~ '08. 4.30

'07. 7. 9 ~ '08. 7. 8

'07. 7.16 ~ '08. 7.15

'07. 7.23 ~ '08. 2.29

'07. 7.24 ~ '08. 7.23

'07. 8. 1 ~ '07.10.31

'07. 8. 1 ~ '07.12.20

'07. 8. 1 ~ '07.12.20

'07. 8. 1 ~ '08. 1.31

'07. 8. 1 ~ '08. 1.31

'07. 8. 1 ~ '08. 1.31

'07. 8. 1 ~ '08. 3.31

'07. 8. 1 ~ '08. 3.31

'07. 8. 1 ~ '08. 7.31

'07. 8. 1 ~ '08. 8.31

'07. 8.22 ~ '08. 7.31

'07. 8.31 ~ '07.12.28

'07. 8.31 ~ '07.12.28

'07. 8.31 ~ '07.12.28

'07. 8.31 ~ '07.12.28

'07. 9. 1 ~ '08. 2.28

공인 '07. 8.16 ~ '07.12.31

김종관 '07. 8.20 ~ '09.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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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삼호 20K Tanker 선형 연구 안해성 삼호하이테크(주)

해저 전력케이블 현장시공시 매설심도 확인 조사 이용국 (주)해천

두미 34KDWT Bulk Carrier 선형 연구 이 연 두미중공업(주)

화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법 이동곤 삼성중공업(주)

한진 175K Bulk Carrier 선형 연구 유재훈 (주)한진중공업

SPP 73.5K Product Carrier 선형 연구 이 연 SPP조선(주)

강화 조력발전 타당성 조사 이광수 한국중부발전(주)

조함 및 항해 훈련체계 정비 공인 해군군수사령부

강원심층수 취수정점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및 분석 정동호 (주)강원심층수

동삼동 배수로 수질관리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설계 조홍연 해양수산부

수중운동체 VPMM 모형 시험 김선 국방과학연구소

STX 14,500DWT 자항선 선형 연구 이 연 (주)한국선급엔지니어링

STX 81,000DWT Bulk Carrier 선형 연구 안해성 STX조선(주)

SPP 113K Crude/Product Oil Tanker 선형 연구 이 연 SPP조선(주)

STX 320,000DWT VLCC 선형 연구 이춘주 STX조선(주)

울산1급 내항/조종성능 모형 시험 김진하 현대중공업(주)

DSME 실선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관찰 및 변동압력 계측 연구 박 하 대우조선해양(주)

UNDP 한국과 중남미 국가간의 해양과학기술협력 시범사업 허식 UNDP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홍삼음료 개발 김현주 (주)한국인삼공사

국동항 다기능어항 건설공사 수치모형 실험 정원무 (주)동양건설산업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 대안설계 중 수치모형 실험 정원무 (주)건일엔지니어링

STX 98,000DWT Bulk Carrier 선형 연구 안해성 STX조선(주)

한진 3,400TEU Container 선형 연구 안해성 (주)한진중공업

SPP 59K Bulk Carrier 선형 연구 이 연 SPP조선(주)

현대미포 56K B/C 선형 연구 이춘주 (주)현대미포조선

'07. 9. 1 ~ '08. 2.28

'07. 9. 1 ~ '08. 2.29

'07. 9. 1 ~ '08. 4.30

'07. 9. 1 ~ '08. 6.30

'07. 9. 1 ~ '08.10.31

'07. 9. 3 ~ '08. 5.31

'07. 9. 3 ~ '09. 3. 2

'07. 9. 4 ~ '08. 9. 3

'07. 9.10 ~ '08. 3. 9

'07. 9.14 ~ '08. 2. 1

'07. 9.27 ~ '08. 6.30

'07.10. 1 ~ '08. 1.31

'07.10. 1 ~ '08. 3.31

'07.10. 1 ~ '08. 5.30

'07.10. 1 ~ '08. 6.30

'07.10. 1 ~ '08. 7.31

'07.10. 1 ~ '08.12.31

'07.10. 1 ~ '09.12.31

'07.10.15 ~ '08. 8.14

'07.10.16 ~ '07.12.31

'07.10.16 ~ '08. 1.31

'07.11. 1 ~ '08. 4.30

'07.11. 1 ~ '08. 4.30

'07.11.01 ~ '08. 6.30

'07.11. 1 ~ '08. 7.31

Electron Tomography의 해상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기법 개발

주형태 '07. 9. 1 ~ '08. 6.30
한국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전 취배수 주변 해양 생물자원에 미치는 향연구 중
취·배수구 환경

주형태 '07.10. 1 ~ '09. 6.29 (주)해양생태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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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규 '07.10. 1 ~ '08. 9.30 (주)지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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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대우조선해양 H3601 Drillship 성능 시험 성홍근 대우조선해양(주)

저항추진 및 조종성 시험 윤현규 국방과학연구소

KRE 독도관리선 선형 연구 이 연 (주)한국선급엔지니어링

취수구 유입 해양생물 제거기술 실용화를 위한 성능 검증 이재학 한국수력원자력(주)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제작/설치-홍성군 전태병 홍성군청

신울진 1,2호기 부지해역 폭풍해일고 산정 이동 한국전력기술(주)

GEOSM 180K Bulk Carrier 선형 연구 유재훈 (주)지오에스엠

극동 32K Bulk Carrier 선형 연구 이 연 (주)극동선박설계

극동 34K Bulk Carrier 선형 연구 유재훈 (주)극동선박설계

2007년 외해(수중) 가두리 개발 시험 연구 명정구 통 시청

지구온난화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해일 예측기술 개선 연구 강석구 공공기술연구회

참다랑어 양식어장개발 대상해역 해양환경 조사 명정구 통 시청

자항식기만기 '수조시험용 모형 제작' 이창용 LIG넥스원(주)

낙동강유역 해양유입쓰레기 조사 및 관리 방안 강원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어업용 폐스티로폼 이동식 감용기 개발 설치 전태병 진도군청

|  부 록 | 수행 연구과제

'07.11. 1 ~ '08. 8.31

'07.11. 6 ~ '08.10.31

'07.11.12 ~ '08. 2.28

'07.11.12 ~ '09.11.11

'07.11.21 ~ '08. 3.20

'07.11.23 ~ '08. 5.31

'07.12. 1 ~ '08. 5.31

'07.12. 1 ~ '08. 7.31

'07.12. 1 ~ '08. 7.31

'07.12. 1 ~ '08.11.30

'07.12. 1 ~ '08.11.30

'07.12.18 ~ '08.12.23

'07.12.20 ~ '08. 5.20

'07.12.28 ~ '08.12.27

'07.12.31 ~ '08. 4.28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PCB 독성저감 방법의 응용기술 개발 지원 이희승 한국해양연구원

DNA중합효소 성능 평가 및 개선 이정현 한국해양연구원

인공어초의 가이드북 작성 (2) 안희도 한국해양연구원

어류의 무수운반을 위한 Packing 방법 개발 김완수 한국해양연구원

관측탑을 이용한 황해대기 연구 이희일 한국해양연구원

U-기반 해양물류 스마트 시스템 타당성 조사 지원 임용곤 한국해양연구원

실선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관찰 및 변동압력 계측 시스템 개발 박 하 한국해양연구원

중국의 조선 해양관련 연구기관 현황 및 연구개발 동향 분석 연구 박수인 한국해양연구원

스마트65 동력원의 해양분야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평가 홍섭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심층수의 해양이용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실해역 타당성 조사 김현주 한국해양연구원

'07. 1. 1 ~ '07.11.30

'07. 6. 1 ~ '07.12.31

'07. 8. 1 ~ '07.12.31

'07.12. 1 ~ '08.11.30

'07. 1. 1 ~ '07.12.31

'07. 1. 1 ~ '08. 5.25

'07. 8. 1 ~ '08.12.31

'07.10. 1 ~ '08. 6.30

'07.12. 1 ~ '08. 5.31

'07.12. 1 ~ '08. 6.30

목포대학교 레저보트산업 RIS사업단 9m급 캐터마란
선체 3차원 목형 제작

이창용 '07.11.15 ~ '07.12.16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115Annual Report 2007

(SCI, SCI-e)

강도형, 현창용, Yanin Limpanont, 최광식. 2007. Annual gametogenesis of the Chinese anapella clam
Coecella chinensis (Deshayes 1855) at an upper intertidal sandy beach on the east coast of Jeju Korea.
J. Shellfish Res., 26(2), 433~442. 

강봉정, 정지현, 이재민, 임수정, 김명희, 김 주, M. Saigusa, 한창희. 2007. Structural and expression analyses of
two vitellogenin genes in the carp, Cyprinus carpio. Comp. Biochem. Physiol., 148(4), 445~453.

강성균, Alexandra Brown, Jay H. Chung. 2007. Oxygen tension regulates the stability of insulin receptor
substrates (IRS)-1 through caspase mediated cleavage. J. Biol. Chem., 282(9), 6090~6097.

강정훈, 김웅서, 정해진, 신경순, 장만. 2007. Why did the copepod Calanus sinicus increase during the 1990s
in the Yellow Sea? Mar. Environ. Res., 63(1), 82~90.

강창근, 최은정, 백상규, 박현제, 이근섭, 안순모. 2007. Contributions of primary organic matter sources to
macroinvertebrate production in an intertidal salt marsh (Scirpus tirqueter) ecosystem. Mar. Ecol. Prog.
Ser., 334, 131~143. 

강형구, 강용주, 박 철. 2007. Production of Acartia omorii (Copepoda: Calanoida) in Ilkwang Bay,
southeastern coast of Korea. J. Mar. Sys., 67(3/4), 236~244. 

구본주, 권개경, 현정호. 2007. Effect of environmental conditions on variation in the sediment-water interface
created by complex macrofaunal burrows on a tidal flat. J. Sea Res., 58(4), 302~312. 

권개경, 양승조, 이희순, 조장천, 김상진. 2007. Sufflavibacter maritimus gen. nov., sp. nov., novel
Flavobacteriaceae bacteria isolated from marine environments. J. Microbiol. Biotechnol., 17(8), 1379~1384. 

권개경, 우정희, 양성현, 강지현, 강성균, 김상진, Takako Sato, Chiaki Kato. 2007. Altererythrobacter
epoxidivorans gen. nov., sp. nov., an epoxide hydrolase active mesophilic marine bacterium isolated
from cold-seep sediment and reclassification of Erythrobacter luteolus Yoon et al. 2005 as
Altererythrobacter luteolus comb. nov.. Int. Syst. Evolutionary Microbiol., 57(10), 2207~2211. 

김건도, 이창섭, J.E. Kerwin. 2007. A B-spline based higher order panel method for analysis of steady flow
around marine propellers. Ocean Eng., 34(14), 2045~2060. 

김기훈, 최항순. 2007. Analysis on the controlled nonlinear motion of a test bed AUV-SNUUV I. Ocean Eng.,
34(8/9), 1138~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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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구, Mahlon Kennicutt II, Yaorong Qian. 2007. Source characterization using compound composition
and stable carbon isotope ratio of PAHs in sediments from lakes, harbor and shipping waterway. Sci.
Total Environ., 389(2/3), 367~377. 

김민선, 이동호, 심원준, 오재룡, 박종만. 2007. Simultaneous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ic
determination of total and individual phthalic esters utilizing alkaline hydrolysis and silyl derivatization
technique. Bull. Kor. Chem. Soc., 28(3), 432~438.

김민호, 이경엽, 김현주, 정동호. 2007. Surface modification of carbon/epoxy prepreg using oxygen plasma
and its effect on the delamination resistance behavior of carbon/epoxy composites. Materials Sci. Eng. A,
448(1/2), 269~274.

김병완, 홍사 , 경조현, 조석규. 2007. Evaluation of bending moments and shear forces at unit connections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s using hydroelastic and rigid body analyses. Ocean Eng., 34(11/12),
1668~1679. 

김부근, 김동선, 신형철, 김동엽. 2007. Particle fluxes and δ15N variation of sinking particles in the central
Bransfield Strait (Antarctica). Geosci. J., 11(3), 201~209.

김부근, 박장준, 현상민, 이광훈. 2007. Late Pleistocene dark laminated mud layers from the Korea Plateau,
western East Sea/Japan Sea, and their paleoceanographic implications. Palaeogeogr., Palaeoclimatol.,
Palaeoecol., 247(1), 74~87.

김부근, 심정희, 윤호일, 강 철, 장양희. 2007. Lithogenic and biogenic particle deposition in an Antarctic
coastal environment (Marian Cove, King George Island): Seasonal patterns from a sediment trap study.
Estuar., Coast. Shelf Sci., 73(1/2), 111~122. 

김연규, 김선 , 김형태, 이석원, 유병석. 2007. Prediction of maneuverability of a large container ship with
twin-propellers and twin-rudders. J. Mar. Sci. Technol., 12(3), 130~138.

김 옥, 장만, 가순규, 한명수. 2007. Grazing on algae and growth of the freshwater Heterotrich ciliate Stentor
roeselii. J. Freshwater Ecol., 22(2), 361~363. 

김 옥, 채진호, 홍재상, 장풍국. 2007. Comparing the distribution of ciliate plankton in inner and outer areas
of a harbor divided by an artificial breakwater. Mar. Environ. Res., 64(1), 38~53.

김용성, 오명학, 박준범. 2007. Laboratory study on the dielectric properties of contaminated soil using CPT
deployed probe. Geosci. J., 11(2), 121~130. 

김윤곤, 최동한, 현상민, 조병철. 2007. Oceanobacillus profundus sp. nov., isolated from a deepsea sediment
core. Int. J. Syst. Evol. Microbiol., 57(1), 40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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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재, 이현숙, 배승섭, 전정호, 임재규, 조요나, 남기훈, 강성균, 김상진, 권석태, 이정현. 2007. Cloning, pu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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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1. J. Microbiol. Biotechnol., 17(7), 1090~1097. 

김정태, 박재형, 윤한삼, 이진학. 2007. Vibration-based damage detection in beams using genetic algorithm.
Smart Struct. Syst., 3(3), 263~280.  

김준태, 강성균, 우정희, 이정현, 정병철, 김상진. 2007. Screening and its potential application of lipolytic activity
from a marine environment: Characterization of a novel esterase from Yarrowia lipolytica CL180. Appl.
Microbiol. Biotechnol., 74(4), 820~828.

김창식, 임학수. 2007. Safety criteria for water depth, offshore distance and dredging volume in marine
sand mining operation in Kyunggi Bay, Korea. J. Coast. Res., 50, 507~510. 

김한준, 이광훈, 주형태, 조현무, 유해수, 박건태, 김지수. 2007. Evolution of the eastern margi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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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관배기가스의전자인증시스템 장미숙, 문일성, 이동곤 '07. 2. 6 2007-12025 특허 대한민국

승객맞춤형선실제어시스템-시마트캐빈
장미숙, 유재훈, 이동곤,
최진

'07. 2. 6 2007-12026 특허 대한민국

안벽크레인의양적하작업계획산출방법 김갑환 '07. 2.13 2007-14835 특허 대한민국

4개의 1/4 환형원판배열음향트랜스듀
서와수중카메라를이용한무인잠수정의
수중도킹유도장치

이판묵, 전봉환, 임용곤,
김기훈

'07. 2.15 2007-15717 특허 대한민국

인공동면유도기술및운송기술및그장치 김완수 '07. 3. 6 KR2007/001092 특허 PCT

티알에스와에이아이에스연동선박위치정보
제공시스템

조득재, 서기열, 오세웅,
박상현, 박종민, 서상현

'07. 3.14 2007-25193 특허 대한민국

2개기준점에대한거리정보와관선센서를
이용한무인잠수정선단의수중항법시스템 이판묵, 전봉환, 홍석원 '07. 3.20 2007-27156 특허 대한민국

중량물투하분리용후크장치 황상철, 이재학 '07. 3.22 2007-28066 특허 대한민국

공극수추출기
조성록, 김은수, 김경태,
김종근, 강성현

'07. 3.22 2007-28038 특허 대한민국

군사용선박의스텔스시스템 설한신 '07. 3.23 2007-28507 특허 대한민국

수중장비의진수및인양장치와방법
유승철, 이판묵, 이종무,
전봉환, 조성권, 김덕진

'07. 3.23 2007-28743 특허 대한민국

유선형원통형셀내압선체의연결구조
이종무, 이판묵, 전봉환,
김기훈

07. 3.23 2007-28744 특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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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시험용수중 RF 통신을위한회로
김기훈, 이필엽, 전봉환,
이판묵

'07. 3.27 2007-29571 특허 대한민국

증류장치
조성록, 김은수, 김경태,
김종근, 강성현

'07. 3.28 2007-30451 특허 대한민국

무선통신기술을이용한유체유동속도계 백부근, 이상준, 이동곤 '07. 3.29 2007-30745 특허 대한민국

선내스마트크루시스템(A SmartCrew
System Onboard)

이진태, 박진형, 조성락,
이동곤

'07. 4. 6 2007-34343 특허 대한민국

계류이탈장치 황상철, 조철호, 이흥재 '07. 4. 9 2007-34822 특허 대한민국

인공동면유도기술및운송기술및그장치 김완수 '07. 4.10 200710095865 특허 중 국

여과장치용스탠드
조성록, 김은수, 김경태,
강성현, 김종근, 이기복,
이지왕

'07. 4.16 2007-36830 특허 중 국

계류기능을가진라이저파이프를이용한해
양심층수취수장치

정동호, 김현주, 정현,
오태원

'07. 4.20 2007-38689 특허 중 국

로드셀을이용한실린더제어장치및그방법 김교철 '07. 4.24 2007-39975 특허 대한민국

유압실린더동조제어장치및그방법 김교철 '07. 4.24 2007-39983 특허 대한민국

수은측정장치및그방법
조성록, 김은수, 김경태,
강성현, 김종근

'07. 5.23 2007-50331 특허 대한민국

인공위성합성개구레이더를이용한위치
식별시스템 양찬수, 오이석 '07. 5.25 2007-50714 특허 대한민국

인공위성합성개구레이더를이용한위치및
이동방향식별시스템 양찬수 '07. 5.28 2007-51571 특허 대한민국

부력을이용한해양구조물의기초구조
권오순, 장인성, 윤희석,
심재범, 이명섭, 이선재

'07. 5.31 2007-53307 특허 대한민국

위성전파항법보강시스템용기준국수긴기의
의사거리측정잡음계산기법

박상현, 최진규, 조득재,
서기열, 서상현, 이상지

'07. 5. 8 2007-44705 특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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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력을이용한해양구조물의말뚝기초
시스템

권오순, 장인성, 윤희석,
심재범, 이명섭, 이선재

'07. 5.31 2007-53318 특허 대한민국

박용기관배기가스의전자인증시스템 장미숙, 문일성, 이동곤 '07. 6. 5 KR2007/ 002736 특허 PCT

살조활성단백질분해효소, 이를 코딩하는
유전자및이를포함하는살조제제

김상진, 강성균, 이정현,
권개경, 강지현, 이현숙,
손재학

'07. 6.11 2007-56918 특허 대한민국

컨테이너이송차량의위치측정장치및방법 김승남 '07. 7. 9 2007-68627 특허 대한민국

다기능컨테이너자가하역장치 김승남 '07. 7.11 2007-69848 특허 대한민국

가스가내장된주사기의자동주입장치
심원준, 조성록, 황근춘,
명철수, 김관국

'07. 7.24 2007-74028 특허 대한민국

안전운항지원시스템의해상시설정보생성및
갱신방법과그시스템 양찬수 '07. 7.26 2007-75201 특허 대한민국

전기모터를이용한컨테이너이송차량의 4륜
구동및조향장치 김승남 '07. 7.30 2007-76382 특허 대한민국

소형자율무인잠수정테스트베드
전봉환, 이판묵, 이종무,
이필엽, 박진 , 오준호

'07. 8. 8 2007-79420 특허 대한민국

이동식버퍼플랫폼을가진컨테이너크레인
양창호, 최상희, 원승환,
신용정, 정한욱

'07. 8.10 2007-80459 특허 대한민국

컨테이너터미널에서의실시간컨테이너
장치장위치결정방법

이정호, 이승일, 이훈,
장진성

'07. 8.10 2007-80574 특허 대한민국

신축구조를갖는시그널케이블 권오순, 장인성, 이배 '07. 6.25 2007-62345 특허 대한민국

승객맞춤형선실제어시스템-스마트캐빈
장미숙, 유재훈, 이동곤,
최진

'07. 6. 5 KR2007/ 02735 특허 PCT

수중 상촬상장치및 상표시방법
임용곤, 박종원, 김승근,
최 철

'07. 6.29 2007-65695 특허 대한민국

부력을이용한해양구조물의기초구조
권오순, 장인성, 윤희석,
심재범, 이명섭, 이선재

'07. 5.31 2007-53312 특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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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표구조물기초부의세굴여부판정방법 오 민, 이진학 '07. 8.17 2007-82897 특허 대한민국

잠수함/잠수체의가상창(Virtual Window) 시스템 공인 , 박세길 '07. 8.21 2007-83808 특허 대한민국

선박내승무원또는승객의위치를추적하는
시스템및방법 조성락, 백부근, 이동곤 '07. 8.21 2007-83809 특허 대한민국

발명의명칭 발명자 출원일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유공식등표구조물조립체 오 민, 오상호, 이달수 '07. 8.27 2007-86187 특허 대한민국

긴급상황알림수단을구비한위치추적장치 양찬수 '07. 8.28 2007-86414 특허 대한민국

헤드스페이스를이용한시료의자동채취장치
및방법

심원준, 조성록, 김관국,
명철수

'07. 8.28 2007-86497 특허 대한민국

해양관측용부이
김민석, 명정구, 강돈혁,
오승용

'07. 9. 5 2007-89765 특허 대한민국

디아이티피아제첨가에의한피씨알증폭
반응개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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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9.19 60/973,757 특허 미국

인공동면유도기술및운송기술및그장치 김완수 '07. 9.28 11/863,829 특허 미국

자동화된선미반류계측시스템 안종우, 김기섭, 김경열 '07.10. 2 2007-99137 특허 대한민국

써모코커스유래돌연변이 DNA 중합효소들
및그의유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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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0. 2 KR2007/004827 특허 PCT

돌연변이 DNA 종합효소들및그의유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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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0. 2 KR2007/004832 특허 PCT

해양생물의인공동면유도방법 김완수 '07.10. 9 미통보 특허 일본

인공동면유도기술및운송기술및그장치 김완수 '07.10. 3 PI20071708 특허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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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판구동기어를이용한위그선의
지면효과증강및조절장치

여동진, 김무롱, 이창민,
강창구

'07.11. 5 2007-112373 특허 대한민국

막대형나사봉을이용한위그선의지면효
과증강및조절장치

여동진, 김무롱, 이창민,
강창구

'07.11. 5 2007-112374 특허 대한민국

해양생물의인공동면유도장치 김완수 '07.11. 5 2007-287806 특허 일본

조립식헬리컬터빈
박진순, 이광수, 염기대,
강석구, 진재율, 이충범,
안형진

'07.11.23 2007-120334 특허 대한민국

조립식헬리컬터빈
박진순, 이광수, 염기대,
김성은, 오명학, 이충범,
안형진

'07.11.23 2007-120336 특허 대한민국

트랜스듀서의위치와자세정보를이용한
수중통신장치 김승근, 임용곤 '07.11.26 2007-120916 특허 대한민국

헬리컬터빈발전시스템
박진순, 염기대, 이광수,
강석구, 진재율, 박우선

'07.11.27 KR2007/006036 특허 PCT

해양시설물의선박충돌경보시스템 오 민, 이진학, 오상호 '07.11.16 2007-117411 특허 대한민국

다목적해상형부유식심층수취수플랜트
김현주, 정동호, 정현,
오태원

'07.11.22 2007-119653 특허 대한민국

남극톡토기유래의베타-1, 3- 루카나아제,
이를코딩하는유전자및이의용도 이윤호, 송정민, 김충곤 '07.11. 5 2007-112241 특허 대한민국

확장판지지봉을이용한위그선의지면효과
증강및조절장치

여동진, 김무롱, 이창민,
강창구

'07.11. 5 2007-112372 특허 대한민국

호화유람선의물자관리및조달시스템 백부근, 조성락, 박범진 '07.10.30 2007-109509 특허 대한민국

심해해저에서분리된리파제및에스터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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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0.16 2007-104219 특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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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컬터빈발전시스템
이광수, 염기대, 박진순,
강석구, 진재율, 박우선

'07.11.27 KR2007/006037 특허 PCT

심해저견인식 상촬 플랫폼장치및 상
취득장치

배재류, 우종식, 주 석,
김주일, 박명철, 지상범,
이근창, 함동진

'07.11.28 2007-121881 특허 대한민국

차동형수중압력측정장치
이동 , 박광순, 김상익,
박경수

'07.11.29 2007-122746 특허 대한민국

부양구조물의계류장치
심재설, 김선정, 민인기,
이동 , 박광순, 권재일

'07.11.30 2007-123214 특허 대한민국

부양구조물의보조계류장치
심재설, 김선정, 민인기,
이동 , 박광순, 권재일

'07.11.30 2007-123215 특허 대한민국

신규한 dITPase 및 이를암호화하는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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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1.30 KR2007/006150 특허 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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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유래전해수를함유하는물티슈의
제조방법 문덕수, 김현주, 정동호 '07.12. 5 2007-125479 특허 대한민국

해양심층수유래미네랄조정수를함유하는물
티슈의제조방법 문덕수, 김현주, 정동호 '07.12. 5 2007-125485 특허 대한민국

분할된안테나구조를갖는해양무선통신
장치및방법

임용곤, 박종원, 고학림,
이판묵

'07.12. 5 2007-125795 특허 대한민국

해삼먹이제조방법및제조장치
김현주, 김아리, 함용극,
이승원, 송환석

'07.12. 6 2007-125907 특허 대한민국

Thermococcus sp. NA1으로부터의유용한
유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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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2. 8 2007-127255 특허 대한민국

해양심층수를이용한미네랄성분이강화된
발아현미의제조방법

이종호, 강원희, 윤병성,
김호승, 김현주, 이승원

'07.12.10 2007-127718 특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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ＦＲＰ선박해체및분쇄를위한해상바지선
정노택, 이은재, 김선동,
전태병

'07.12.24 2007-136715 특허 대한민국

재난경보시스템
박진형, 강창구, 강국진,
이문진, 김홍태, 문두환,
장윤희

'07.12.24 KR2007/ 006786 특허 PCT

수중-수상연계통신플랫폼
전봉환, 김기훈, 이판묵,
임용곤

'07.12.26 2007-137234 특허 대한민국

위그선용날개 위그선용날개 '07.12.28 2007-139904 특허 대한민국

걸림방지구조를갖는해양탐사용견인센서
유해수, 김동춘, 김광희,
김수정 '07.12.28 2007-140051 특허 대한민국

해양탐사용견인센서의유실방지시스템
유해수, 김진수, 민동주,
양준모

'07.12.28 2007-140052 특허 대한민국

진자의왕복운동을이용한중력발전장치 유해수, 주대일 '07.12.28 2007-140054 특허 대한민국

유무인겸용잠수정시스템및그운용
방법

임용곤, 전봉환, 이판묵,
김기훈, 백혁

'07.12.26 2007-137235 특허 대한민국

이동식어업용폐스티로폼감용장치 전태병, 정노택, 김선동 '07.12.27 2007-138526 특허 대한민국

부유식해양구조물의계류형고정구조 홍사 , 경조현, 김진하 '07.12.24 2007-136714 특허 대한민국

최적상태의진동수주방파제가형성된해양
부유식구조물 홍사 , 경조현, 김병완 '07.12.24 2007-136713 특허 대한민국

네트워크기반의예선사용지원시스템및방법 김연규, 김선 '07.12.18 2007-133020 특허 대한민국

컨테이너터미널의다중분산본선작업계획
시스템 박정천 '07.12.21 2007-134900 특허 대한민국

수중음향통신신호의흡음특성보상장치
및방법

최 철, 김시문, 변성훈,
임용곤

'07.12.17 2007-132718 특허 대한민국

해양심층수를이용한고품질벼생산방법
강원희, 윤병성, 김현주,
이승원

'07.12.12 2007-128594 특허 대한민국

단백질분해효소및이를코딩하는유전자
김상진, 강성균, 이정현,
권개경, 강지현

'07.12.14 2007-131091 특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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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자어먹이로이용가능한남방소모충및
이것의배양방법

이순길, 이균우, 최희정,
김종만

'07. 3. 2 692378 특허 대한민국

해안부착폐기물수거장치및방법
성홍근, 전태병, 정노택,
김선동, 강창구, 공의준

'07. 3. 6 694020 특허 대한민국

삼각뿔인공어초
명정구, 박용주, 김종만,
박철원, 최희정, 김민석

'07. 3.13 696868 특허 대한민국

컨테이너의 2차원표면 상획득시스템및
그방법 전대원, 오제 '07. 3.23 701521 특허 대한민국

20인승급위그선 신명수, 김윤식, 강국진 '07. 3.27 702446 특허 대한민국

20인승급위그선의활주형선체구조 신명수, 김윤식, 강국진 '07. 3.27 702447 특허 대한민국

수중가두리장치
오승용, 백상규, 노충환,
김종만, 명정구, 박용주

'07. 3.13 696872 특허 대한민국

힌지링크연결일체형방파제 홍사 , 김병완, 경조현 '07. 3.22 701020 특허 대한민국

심해수취수용파이프어셈블리및그의설치
방법

오승용, 백상규, 오션테크(주),
노충환, 박용주, 명정구

'07. 3. 2 692362 특허 대한민국

자성체를이용한파력발전장치
홍석원, 경조현, 조석규,
홍사

'07. 1.31 679450 특허 대한민국

해양퇴적물및수질오염진단키트및이를
이용한오염진단방법 심원준, 정지현, 오재룡 '07. 2. 5 681410 특허 대한민국

염분조절이가능한해양수요법보조장치 김현주, 정동호, 문덕수 '07. 1.25 676653 특허 대한민국

수중자동채수컨베이어시스템
염기대, 진재율, 박진순,
명철수

'07. 1. 3 666533 특허 대한민국

자동채수기
진재율, 황근춘, 염기대,
박진순

'07. 1.16 672966 특허 대한민국

산업재산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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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해상경비선의원격통제장치및통제방법
손남선, 이창민, 이한진,
공도식

'07. 4.24 713168 특허 대한민국

해양퇴적물및수질오염진단용콜린계
효소추출물및그추출방법 정지현, 심원준, 오재룡 '07. 4.26 714059 특허 대한민국

오플록사신에스테르에대한광학선택적
에스터라아제, 이를 암호화하는뉴클레오타
이드및이를이용하여레보플록사신을제
조하는방법

김상진, 최형태, 김준태,
박상이, 강성균, 우정희,
권개경

'07. 4.26 714374 특허 대한민국

회전익날개끝간극유동손실방지용
임펄스터빈

김기섭, 홍석원, 이 연,
현범수

'07. 5.16 720909 특허 대한민국

관절형로드및로드유도장치 권오순, 장인성, 이배 '07. 5.18 721853 특허 대한민국

수륙양용수상오토바이 안해성, 반석호, 유재훈 '07. 5. 3 716754 특허 대한민국

버킷파일의기초시공구조물및그시공방법
박우선, 권오순, 장인성,
한상훈이진학, 정원무

'07. 5.11 719300 특허 대한민국

수중통신을위한 2차ＰＬＬ의잡음등가대역
폭조절방법및그장치 김승근, 임용곤 '07. 4.23 712431 특허 대한민국

파일앵커와윈치를이용한파일관입장치및
방법

박우선, 권오순, 장인성,
한상훈, 이진학, 정원무

'07. 4.20 712191 특허 대한민국

연골어류의연골로부터얻은저분자콘드로
이틴황산및이의제조방법

조진호, 도정룡, 김 명,
박용곤, 김동수, 조승목,
이택견

'07. 4. 4 706294 특허 대한민국

수압을이용한파일관입장치및방법
박우선, 권오순, 장인성,
한상훈, 이진학, 정원무

'07. 4.20 712190 특허 대한민국

심해수를이용한수하식양식장치
오승용, 백상규, 박용주,
김종만, 명정구, 김장욱

'07. 4. 4 706170 특허 대한민국

무인표적예인선의원격통제시스템및
통제방법

손남선, 이창민, 이한진,
공도식

'07. 3.27 702448 특허 대한민국

해양심층수를첨가한배지에서배양한미생물
을이용한식품의제조방법

김현주, 정동호, 문덕수,
이명희, 이기동, 조덕조,
양효정

'07. 4. 2 704924 특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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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밸러스트수처리를위한해수에서의아염
소산염과염소를이용한이산화염소제조장치
및방법

김은찬, 신경순, 강국진,
양승휘, 김인오

'07. 7. 6 738987 특허 대한민국

차체외부냉각장치 박준수, 박수인 '07. 7. 6 738986 특허 대한민국

이동식부유안벽
박우선, 채장원, 장인성,
한상훈

'07. 7. 9 739430 특허 대한민국

PCBs가 제거된절연유재생산방법및그
에따른 PCBs가 제거된절연유

이희승, 홍기훈, 신희재,
이지혜, 박흥식

'07. 7.12 740919 특허 대한민국

방파제의항내수배출장치
박우선, 안희도, 정원무,
이달수

'07. 7.19 742645 특허 대한민국

미세조류생산장치
오승용, 노충환, 박용주,
김종만, 명정구, 이태희

'07. 7. 9 739481 특허 대한민국

해양생물의인공동면유도방법 김완수 '07. 7.11 740457 특허 대한민국

지붕형인공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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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7. 4 737748 특허 대한민국

항-베타에스트라디올항혈청을포함하는베
타에스트라디올검출용바이오센서및베타
에스트라디올검출방법

이택견, 염승식, 우선옥,
김동균, 황현식, 이석찬,
최인순

'07. 7. 3 737230 특허 대한민국

항-비스페놀항혈청을포함하는비스페놀
검출용바이오센서및비스페놀검출방법

이택견, 염승식, 우선옥,
김동균, 황현식, 이석찬,
최인순

'07. 7. 3 737246 특허 대한민국

항-에스트리올항혈청을포함하는에스트리
올검출용바이오센서및에스트리올검출
방법

이택견, 염승식, 우선옥,
김동균, 황현식, 이석찬,
최인순

'07. 7. 3 737186 특허 대한민국

수중탐사및개발을위한전원, 전기 및
통신시스템

최현택, 이판묵, 전봉환,
임용곤

'07. 5.29 725031 특허 대한민국

시료채취용멀티코어러 이태희, 최동림 '07. 6. 5 727590 특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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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부이를이용한유출유탐지장치및시스템 이문진, 이한진, 강창구 '07. 9. 3 756926 특허 대한민국

해양생물에대한이산화탄소가스의
향평가장치및방법

김완수, 김종욱, 안종득,
강성길

'07. 9. 3 757052 특허 대한민국

고호열성리가아제효소및이의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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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9. 4 757277 특허 대한민국

고호열성신균주 KCTC 10859BP 및
이로부터생산되는고호열성아 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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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9. 4 757280 특허 대한민국

고호열성아미노펩티다아제 P 및
이의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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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9. 4 757278 특허 대한민국

고호열성메티오닐아미노펩티다아제및
이의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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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9. 4 757279 특허 대한민국

인홀형탄성파시험용계측장치
권오순, 장인성, 목 진,
장현삼

'07. 9. 3 756892 특허 대한민국

컨테이너 3차원표면 상획득시스템및
그방법 전대원, 오제 '07. 8.30 756009 특허 대한민국

뿌리돌림방지를위한해수또는염처리
육묘판개발

김현주, 정동호, 문덕수,
강원희

'07. 8.13 750599 특허 대한민국

컨테이너번호인식시스템및그방법 송복득, 김은숙 '07. 8.30 756008 특허 대한민국

삼면체(Trihedron) 형태의반사체를이용한
구명정및소형선박용수납형레이더반사체

박철수, 김건도, 안종우,
유재훈

'07. 8.10 750365 특허 대한민국

유비쿼터스기술을이용한선박의스페어파트
관리시스템 백부근, 이동곤, 유재훈 '07. 8. 8 749392 특허 대한민국

이동식부유안벽
박우선, 채장원, 장인성,
한상훈, 김종철

'07. 8.10 750223 특허 대한민국

선박밸러스트수처리를위한해수에서의
무기산염산과황산및차아염소산염을
이용한이산화염소제조장치및방법

김은찬, 신경순, 강국진,
양승휘, 김인오

'07. 7.20 743116 특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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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인공해조장
명정구, 강래선, 김종만,
박용주, 박철원, 오승용

'07. 9.18 761320 특허 대한민국

발명의명칭 발명자 등록일 등록번호 재산권 등록국가

현장제작형고강도유연관의제작및설치방법 김현주, 정동호 '07.10. 4 765884 특허 대한민국

회전형순환식소형고압실험장치 정노택, 강성길, 유재웅 '07.10. 4 765885 특허 대한민국

음향탐지신호은닉방법및그장치
임용곤, 변성훈, 최 철,
김승근, 박종원, 이판묵

'07.10.10 767821 특허 대한민국

해양생물의인공동면유도장치 김완수 '07.10.12 768475 특허 대한민국

석션파일관입장치
박우선, 권오순, 장인성,
한상훈, 이진학, 정원무

'07.10.15 768823 특허 대한민국

항암물질을생산하는방선균스트렙토마이세
스속균주, 이의 분리방법을이용한항암제
조성물

신희재, 정성윤, 김태식,
이희승

'07.10.12 768476 특허 대한민국

현장설치용퇴적물산소요구량측정장치 조홍연, 조범준, 정경태 '07.10. 1 764566 특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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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9.21 762820 특허 대한민국

벤더를이용한크로스홀형탄성파시험방법
권오순, 장인성, 목 진,
정재우, 장현삼

'07. 9.28 763955 특허 대한민국

저온활성및내산성베타-1, 4-D-만난아제,
이를코딩하는유전자및이의용도 이윤호, 김충곤, 송정민 '07. 9.20 762410 특허 대한민국

조립식부양구조체

명정구, 오승용, 백상규,
노충환, 현대하이피이,
오션테크, 김종만, 박용주,
최희정, 김민석

'07. 9.20 762307 특허 대한민국

조류발전설비보호시설
박진순, 염기대, 이광수,
박우선, 진재율, 황현진

'07. 9.20 762375 특허 대한민국

종이모형위그선제작판 여동진, 김무롱, 강창구 '07.10.18 437005 실용신안 대한민국

고호열성카르복시펩티다아제효소및
이의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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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0.22 770664 특허 대한민국

인홀형탄성파콘의관입시험방법
권오순, 장인성, 목 진,
한만진

'07.10.17 769683 특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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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명칭 발명자 등록일 등록번호 재산권 등록국가

위상천이변조방식의수중음향통신장치및
그방법

임용곤, 김승근, 최 철,
박종원, 김시문, 이판묵

'07.11. 2 775128 특허 대한민국

써모코커스유래돌연변이 DNA 중합효
소들및그의유전자들

'07.11.12 777230 특허 대한민국

수중 상촬상장치및 상표시방법
임용곤, 박종원, 김승근,
최 철

'07.11.26 781332 특허 대한민국

합성개구레이더정보와해상교통관제서비스
정보를이용한선박관리방법및그시스템 양찬수 '07.12 6 785335 특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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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호열성 DNA 중합효소및이의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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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1.12 777227 특허 대한민국

고호열성디유티피아제및이의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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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1.12 777228 특허 대한민국

발전소취배수로의냉각수거품저감용
다층수로관(선출원)

강금석, 김지 , 오 민,
김창일

'07.11.17 779022 특허 대한민국

헬리컬터빈발전시스템
이광수, 염기대, 박진순,
강석구, 진재율, 박우선

'07.11. 1 774309 특허 대한민국

헬리컬터빈발전시스템
박진순, 염기대, 이광수,
강석구, 진재율, 박우선

'07.11. 1 774308 특허 대한민국

선박에탑재되는활어운반장치의원격자동
감시시스템 이동곤, 백부근, 유재훈 '07.10.22 770759 특허 대한민국

헬리컬터빈계측장치
박진순, 염기대, 이광수,
박우선, 한상훈, 오명학

'07.10.23 771118 특허 대한민국

고호열성프로일올리고펩티다아제및이의제
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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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0.22 770665 특허 대한민국

양식장모니터링방법및그시스템 양찬수 '07.12. 6 785350 특허 대한민국

해양심층수를이용한기능성성분이증진된
인삼의제조방법및그에의해제조된인삼 강원희, 김현주 '07.12.12 787094 특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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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직위 학위(전 공) 최종학교

혁신평가단장 강정극 박사(해양광물자원학) 프랑스, 오를레앙대

정책연구실장 권석재 박사(환경자원경제학) 미국, 로드 아일랜드대

해양환경연구본부장 이재학 박사(해양물리학) 미국, 예일대

동해기지총괄사업본부장 박찬홍 박사(지구물리학) 일본, 치바대

해양운송안전연구본부장 반석호 박사(조선공학) 서울대

감사부장 조경래 석사(경제학) 경남대

행정부장 김재순 - 유신고

정책연구실

·학 교 :대만, 국립대만대
·전 공 :해양법
·논 문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region and China's position on the settelement of

maritime disputes in the northeast

선임연구원

·학 교 : 국, 옥스포드대
·전 공 :환경정책학
·논 문 :Mobilising rice for land reclamation: Production of land and the accumulation of

capital in South Korea

연구원

해양자원연구본부

·학 교 :포항공대
·전 공 :생명과학
·논 문 :Human nonpancreatic secreted phospholipase A2, D5-3-ketosteroid isomerase,

jumang tumor necrosis factor-a, 그리고 Human TRAIL의구조분석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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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서울대
·전 공 :지반공학
·논 문 :흙의전기적특성평가를통한지반오염감지시스템개발

선임연구원

연안개발연구본부

·학 교 :서울대
·전 공 :물리해양학
·논 문 :동해의북한한류에관한수치실험연구

선임연구원

남해특성연구본부

·학 교 :서울대
·전 공 :해양학
·논 문 :황해, 동해 및북동적도태평양에서중형동물플랑크톤의생태적연구

선임연구원

해양시스템기술연구본부

·학 교 :충남대
·전 공 :제어공학
·논 문 :다중비트처리기법기반의소프트웨어 GPS 수신기설계

선임연구원

·학 교 :포항공대
·전 공 :기계공학
·논 문 :수평사각마이크로채널내에서의유동비등열전달에대한연구

선임연구원

해양운송안전연구본부

·학 교 :서울대
·전 공 :조선해양공학
·논 문 :수중운동체의조종성미계수추정을위한민감도해석및최적입력설계에관한연구

선임연구원

·학 교 :아주대
·전 공 :조선해양공학
·논 문 :E-business 관점의전자정부비즈니스모델연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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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명 성명 직급 소속 공적사항 비 고

국무총리표창 배세진 책임연구원 해양환경특성연구사업단 바다의날

과학기술부 부총리표창 이윤호 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신소재연구사업단 과학의날

과학기술부 부총리표창 임충규 책임행정원 총무팀 과학의날

과학기술부 부총리표창 최혁진 책임기술원 해양오염방제연구사업단 -

과학기술부 부총리표창 임한규 행정원 관리시설팀 -

해양수산부 장관표창 정갑식 책임연구원 해양환경특성연구사업단 습지의날

해양수산부 장관표창 정노택 선임연구원 해양오염방제연구사업단 습지의날

해양수산부 장관표창 양준혁 행정원 사업관리팀 바다의날

환경부 장관표창 이문진 책임연구원 해양오염방제연구사업단 -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표창 박정기 책임연구원 심해연구사업단 창립기념일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표창 김세용 책임행정원 기획예산팀 -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표창 김덕 선임행정원 회계자산팀 -

해양수산진흥국가산업
발전에기여한공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공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공로

해양안전방제연구시험동
준공에기여한공로

해양안전방제연구시험동
준공에기여한공로

환경보전을통한국가사회
발전에기여한공로

환경보전을통한국가사회
발전에기여한공로

해양수산진흥국가산업
발전에기여한공로

환경보전을통한국가사회
발전에기여한공로

연구원과국가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공로

해양안전방제연구시험동
준공에기여한공로

해양안전방제연구시험동
준공에기여한공로

최우수논문상 안유환, 산무감 해양환경연구본부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103,
419-437.

Detecting the red tide algal blooms from
satellite ocean color observations in optically
complex Northeast-Asia Coastal waters
(동북아 해역에서 해색 위성에 의한 적조 감지)

최우수논문상 유재훈, 김형태 해양운송안전연구본부 Ocean Engineering,
33(10), 1322-1342. 

Computational and experimental study on
performance of sails of a yacht
(요트의 세일성능에 관한 수치계산 및 모형시험)

구 분 저 자 소속 논문제목 학술지명



140

|  부 록 | KORDI 얼굴들

우수논문상

이현숙, 김윤재,
배승섭, 전정호,
정병철, 강성균,
이정현

해양자원연구본부

Applied &
Environmental
Microbiology, 72(3),
1886-1890.

Cloning, expression, and characterization of
an aminopeptidase P from the
hyperthermophilic archaeon Thermococcus
sp. strain NA1
(초고온성 아케아 써모코커스 NA1의 아미노펩티
다제피의 클로닝, 발현과 특성)

우수논문상
김종욱, 형기성,
정회수, 문재운,
김기현, 이인성

해양자원연구본부
Paleoceanography, 21,
PA4218.

Southward shift of the Intertropical
Convergence Zone in the western Pacific
during the late Tertiary: Evidence from
ferromanganese crusts on seamounts west
of the Marshall Islands
(서태평양 마샬군도 인근에 분포하는 망간각에
기록된 후기 신생대 적도수렴대의 위치)

우수논문상 민홍식, 김철호 해양기후변화연구사업단
Ocean and Polar
Research, 28(4),
415-423.

한국연안표층수의경년변동과장기변화

우수논문상 양희철, 박성욱,
박세헌 정책연구실

Ocean and Polar
Research, 28(2),
175-186.

동중국해중·일유전개발분쟁을통해본
양국의해양경계획정에대한입장연구

우수논문상 박 규 해양환경연구본부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111,
C09005.

Dependence of an eastern boundary current
on the horizontal resolution in thermally
driven circulations
(해상도에 따른 동안경계류의 구조 변화)

우수논문상 이희준, 추용식,
조형래 해양환경연구본부

Journal of Sedimentary
Research, 76(2), 
284-291. 

Dune migration on macrotidal flats under
symmetrical tidal flows: Garolim Bay, Korea
(가로림만 내에서 조간대 모래사주의 이동기작 연구)

우수논문상
임동일, 정회수,
최진용, 양수업,
안건상

남해특성연구본부
Continental Shelf
Science, 26, 15-24.

Geochemical composition of river and shelf
sediments in the Yellow Sea: Grain-size
normalization and sediment provenance
(황해 대륙붕 및 주변 강 퇴적물의 지화학적
성분 특성: 입자보정과 퇴적물 기원지)

우수논문상
반석호, 김우전,
윤현세, 이 연,
박일룡

해양운송안전연구본부
Experiments in Fluids,
40(4), 533-545.

Flow measurement around a model ship with
propeller and rudder
(추진기와 타를 포함한 모형선 주위의 유동장 계측)

우수논문상 이동곤 해양운송안전연구본부
Knowledge-Based
Systems, 19(13), 
187-191.

Knowledge-based system for safety control 
of damaged ship
(손상선박의 안전성 제어를 위한 지식기반 시스템)

구 분 저 자 소속 논문제목 학술지명

구 분 저 자 소속 논문제목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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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논문상

김지희, 안인 , 
홍순규, 
Mikhail Andreev,
임광미, 오미진, 
고 진, 허재순

극지생물해양연구부
The Journal of
Microbiology, 44(5),
480-491.

Lichen flora around the Korean Antarctic
Scientific Station, King George Island,
Antarctic
(남극세종과학기지 주변 지의류상)

구 분 저 자 소속 논문제목 학술지명

박종희 용역직 총무팀 이원규 전일제기술원(행) 연구선운항팀 송우용 선임행정원 사업관리팀

성명 직급 소속 성명 직급 소속 성명 직급 소속

발전상

성취상

기여상

모범상

해양위성연구단

해양탐사장비연구사업단

항만·연안공간연구사업단

해양바이오신소재연구사업단

연구관리팀

연구선운항팀

재무팀

혁신평가단

해상교통안전연구사업단

해양운송신기술연구사업단

항만·연안공간연구사업단

총무팀

연구선운항팀

기획예산팀

정책연구실

독도전문연구사업단

황해환경관리연구사업단

심해연구사업단

해양오염방제연구사업단

회계자산팀

학술정보팀

해양환경위해성연구사업단

심해연구사업단

구 분 성 명 직 급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선임행정원

기술원(행)

행정원

행정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선임연구원

기술원(행)

전일제기술원(행)

전일제행정원

단위연구사업인력

단위연구사업인력

단위연구사업인력

연수생

연구원

행정원

행정원

전일제기술원

단위연구사업인력

안유환

임용곤

윤길림

권개경

노원대

황규산

정재걸

이진용

윤현규

이 연

한상훈

허성진

최환

윤재열

이문숙

김현욱

임은표

이현복

김선동

변성수

함춘옥

한기명

최윤진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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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사업단장부 서 명

최우수 해양운송신기술연구사업단 유재훈

해양바이오신소재연구사업단 김상진

항만·연안공간연구사업단 박우선

대양·열대해역연구사업단 김웅서(겸직)

우 수 해양환경위해성연구사업단 심원준

해양기후변화연구사업단 이재학(겸직)

해상교통안전연구사업단 김선

해양오염방제연구사업단 강원수

근속년수 인 원 성 명직 급

책임연구원

책임기술원

기술원

책임연구원

책임기술원

기술원

행정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선임기술원

선임행정원

기술원

행정원

전일제기술원

30년 근속

20년 근속

10년 근속

16명

11명

31명

16명

11명

31명

이흥재, 양동범, 석문식, 한상준, 변상경, 유홍룡, 김종만,

이순길, 채장원, 이달수, 최학선, 김용대

송기섭, 유동연, 박수인

김용권

김경태, 오 민, 반석호

심민보

최희정, 송한준, 조성권, 김덕진

이승구, 김재국, 정재걸

김철호, 최복경, 김완수, 이희일, 안유환, 이정현, 허 식,

신경순, 이한진

박종원, 최종수, 박 하

최상화, 김 준, 김기복

정성재, 김 성, 송우용, 정찬금

허성진, 배상욱, 황명숙, 윤 석

김나 , 남예현, 김 주, 우선미, 김현진, 김지희, 편옥이

윤유복

구 분 부 서 명 (부서장)

최우수 기획예산팀(김세용)

우수 성과확산·홍보팀(강현주), 혁신인사팀(김 성), 학술정보팀(한종엽), 회계자산팀(김덕 )



143Annual Report 2007

원장 염기대 박사(연안공학) kdyum@kordi.re.kr

감사 박래군 학사(경제학) rkpark@kordi.re.kr

선임연구본부장 김기현 박사(해양미고생물학) kkim@kordi.re.kr

감사부장 조경래 석사(경제학) klcho@kordi.re.kr 

검사역 송동일 - disong@kordi.re.kr 

감사담당 정성재 학사(통계학) sjjeong@kordi.re.kr 

혁신평가단장 강정극 박사(해양광물자원학) jkkang@kordi.re.kr 

혁신평가담당 심민보 석사(정보처리학) mbsim@kordi.re.kr

정책연구실장 권석재 박사(환경자원경제학) sjkwon@kordi.re.kr 

전략연구개발팀장 유찬민 박사(지질학) cmyoo@kordi.re.kr

대외협력실장 허 식 박사(지구물리학) sikhuh@kordi.re.kr

해양환경연구본부장 이재학 박사(해양물리학) jhlee@kordi.re.kr 

해양자원연구본부장 김웅서 박사(해양생물학) wskim@kordi.re.kr

연안개발연구본부장 이광수 박사(연안공학) kslee@kordi.re.kr

동해기지총괄사업본부장 박찬홍 박사(지구물리학) chpark@kordi.re.kr 

해양자료정보실장 구본관 석사(전자계산학) bkkoo@kordi.re.kr 

데이터운 팀장 최현우 석사(해양학) hwchoi@kordi.re.kr 

학술정보팀장 한종엽 박사(문헌정보학) jyhan@kordi.re.kr

기획부장 김태 석사(무역학) tykim@kordi.re.kr

기획예산팀장 김세용 석사(법학) sykim@kordi.re.kr

연구관리팀장 노원대 석사(과학기술정책) wdroh@kordi.re.kr 

성과확산·홍보팀장 강현주 학사(불어교육) hjkang@kordi.re.kr

지방이전추진팀장 최형태 석사(정보전산학) htchoi@kordi.re.kr 

직 위 성 명 학 위(전공)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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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연구소장 장 만 박사(해양생물학) mchang@kordi.re.kr

남해특성연구본부장 최동림 박사(해양학) dlchoi@kordi.re.kr

행정지원실장 강해석 석사(대수학) hskang@kordi.re.kr

운 총괄팀장 김병주 학사(양식학) bjkim@kordi.re.kr 

연구선운항팀장 이찬우 학사(환경공학) culee@kordi.re.kr

직 위 성 명 학 위(전공) E-mail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장 홍석원 박사(응용역학) swhong@moeri.re.kr

해양시스템기술연구본부장 서상현 박사(조선공학) shsuh@moeri.re.kr

해양운송안전연구본부장 반석호 박사(조선공학) shvan@moeri.re.kr 

행정지원실장 박종남 - jnpark@moeri.re.kr

운 계획팀장 박수인 석사(경 학) sipark@moeri.re.kr

사업관리팀장 정찬금 학사(물리학) chung@moeri.re.kr

관리시설팀장 이길준 석사(경 학) lkj554@moeri.re.kr 

회계자산팀장 김덕 석사(정보관리학) dykim@moeri.re.kr

건설지원단장 구광모 학사(행정학) kmkoo@moeri.re.kr

직 위 성 명 학 위(전공) E-mail

경 정보팀장 권순철 석사(전자공학) sckwon@kordi.re.kr

행정부장 김재순 - kimjs@kordi.re.kr 

혁신인사팀장 김 성 석사(국제법) kimjs@kordi.re.kr

총무팀장 임충규 학사(행정학) cglim@kordi.re.kr

재무팀장 김원태 학사(경제학) wtkim@kordi.re.kr 

자재팀장 김채수 석사(해양학) ckim@kordi.re.kr

건설사업단장 유동연 석사(건축공학) dyyoo@kordi.re.kr

직 위 성 명 학 위(전공)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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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박사 법학 swpark@kordi.re.kr

양찬수 박사 토목공학 yangcs@kordi.re.kr

유주형 원격탐사학 jhryu@kordi.re.kr

유홍룡 원격탐사에의한
연안지형학

hryoo@kordi.re.kr

박세헌 박사 자원공학 shpark@kordi.re.kr

양희철 박사 해양법 ceaser@kordi.re.kr

이미진 석사

석사

생물학 cmlee@kordi.re.kr

오위 경제학 wyoh@kordi.re.kr

최 래 석사 환경정책학 yrchoi@kordi.re.kr

성명 학위 전공 e-mail 성 명 학위 전공 e-mail

강성현 박사 해양화학 shkahng@kordi.re.kr

강형구 박사 해양생물학 kanghk@kordi.re.kr

권수재 - 퇴적학 kwonsj@kordi.re.kr

김경련 박사 환경·생명공학 kyoungrean@kordi.re.kr

김경태 박사 환경공학 ktkim@kordi.re.kr

김동선 박사 생지화학 dkim@kordi.re.kr

김봉채 박사 해양음향학 bckim@kordi.re.kr

김석현 박사 화학해양학 shkim@kordi.re.kr

성명 학위 전공 e-mail 성 명 학위 전공 e-mail

김성렬 박사 지구물리학 srkim@kordi.re.kr

김 일 박사 화학해양학 yikim@kordi.re.kr

김완수 박사 생물해양학 waskim@kordi.re.kr

김은수 박사 화학해양학 eskim@kordi.re.kr

김종관 박사 섭식생태학 kimck@kordi.re.kr

김철수 박사 해양물리학 cskim@kordi.re.kr

김철호 박사 해양물리학 chkim@kordi.re.kr

김한준 박사 지구물리학 hanjkim@kordi.re.kr

석문식 박사 해양물리학 msuk@kordi.re.kr

석봉출 박사 해양지질학 bcsuk@kordi.re.kr

신동혁 박사 해양지질학 dhshin@kordi.re.kr

유신재

유재명

이 석

이상훈

이용국

신창웅

양동범

예상욱

우한준

박사

박사

박사

박사

석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생태학

해양생물학

토목환경공학

해양지질학

해양학

해양학

해양화학

대기과학

해양지질학

sjyoo@kordi.re.kr

jmyoo@kordi.re.kr

lees@kordi.re.kr

sanglee@kordi.re.kr

yklee@kordi.re.kr

cwshin@kordi.re.kr

dbyang@kordi.re.kr

swyeh@kordi.re.kr

hjwoo@kordi.re.kr

민홍식 박사 해양물리학 hsmin@kordi.re.kr

박 규 박사 해양학 ypark@kordi.re.kr

배세진 박사 생물해양학 sjpae@kordi.re.kr

변상경 박사 해양물리학 skbyun@kordi.re.kr

안유환 해양광학및
해색원격탐사

yhahn@kordi.re.kr

박사

박사

박사

이희일

이희준

장찬주

정갑식

박사

박사

박사

박사

해양지질학

해양지질학

대기과학

심해퇴적학

hilee@kordi.re.kr

heelee@kordi.re.kr

cjjang@kordi.re.kr

ksjeong@kordi.re.kr

이하웅

이흥재

-

박사

해양관측·조사

해양물리학

hwlee@kordi.re.kr

hjle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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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훈

정창수

정회수

조성록

조철호

석사

박사

박사

석사

박사

해양학

해양화학

해양지화학

화학공학

해양물리학

bhjung@kordi.re.kr

cschung@kordi.re.kr

hsjung@kordi.re.kr

srcho@kordi.re.kr

chcho@kordi.re.kr

주형태

최복경

홍기훈

황상철

박사

박사

박사

-

지구물리학

물리학

해양화학

해양관측·조사

htjou@kordi.re.kr

bkchoi@kordi.re.kr

ghhong@kordi.re.kr

schwang@kordi.re.kr

박정기 박사 지구물리학 ckpark@kordi.re.kr

박철원 박사 수산생물학 cwpark@kordi.re.kr

손승규 박사 화학해양학 skson@kordi.re.kr

신희재 박사 천연물화학 shinhj@kordi.re.kr

이경용 박사 지질학 kylee@kordi.re.kr

이근창 학사 해양학 gclee@kordi.re.kr

이순길 박사 해양생물학 skyi@kordi.re.kr

이윤호 박사 해양생물학 ylee@kordi.re.kr

이정현 박사 분자미생물학 jlee@kordi.re.kr

이재학 박사 해양생물학 jahlee@kordi.re.kr

이희승 박사 유기화학 hslee@kordi.re.kr

지상범 박사 해양지질학 sbchi@kordi.re.kr

전동철 박사 해양공학 dcjeon@kordi.re.kr

차선신 박사 생명과학 chajung@kordi.re.kr

형기성 박사 지질학 kshyeong@kordi.re.kr

성명 학위 전공 e-mail 성 명 학위 전공 e-mail

성 명 학위 전공 e-mail 성 명 학위 전공 e-mail

강돈혁 박사 수중음향학 dhkang@kordi.re.kr

강래선 박사 해산식물학 rskang@kordi.re.kr

강성균 박사 미생물학 sgkang@kordi.re.kr

구본주 석사 해양학 bjkoo@kordi.re.kr

고 탁 박사 지구물리학 ytko@kordi.re.kr

권개경 석사 환경미생물학 kkkwon@kordi.re.kr

김경홍 석사 해양학 khkim@kordi.re.kr

김민석 학사 증식학 mskim@kordi.re.kr

김상진 박사 미생물학 s-jkim@kordi.re.kr

김종만 박사 수산학 jmkim@kordi.re.kr

김충곤 박사 환경생물학 kimcg@kordi.re.kr

김현섭 박사 자원공학 hyskim@kordi.re.kr

노재훈 박사 생물수산해양학 jhnoh@kordi.re.kr

노충환 박사 수산생물학 chnoh@kordi.re.kr

명정구 박사 자원생물학 jgmyoung@kordi.re.kr

문재운 박사 지질학 jwmoon@kordi.re.kr

박용주 학사 농학 yjpark@kordi.re.kr

김광희 박사 지구물리학 kwanghee@kordi.re.kr

김동성 박사 생물과학 dskim@kordi.re.kr

김 성 박사 해양생물학 skim@kordi.re.kr

민동주 박사 지구물리학 djmin@kordi.re.kr

박흥식 박사 저서생태학 hspark@kordi.re.kr

유해수 박사 지구물리학 hsyoo@kordi.re.kr

강도형

김종욱

박사

박사

해양생물학 dohkang@kordi.re.kr

jukim@kordi.re.kr자원지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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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구 박사 해양물리학 skkang@kordi.re.kr

강현우 박사 해양물리학 hwkang@kordi.re.kr

권오순 박사 지반공학 oskwon@kordi.re.kr

김상익 학사 환경공학 sikim@kordi.re.kr

김 호 박사 물리해양학 yhkim@kordi.re.kr

김창식 박사 연안역학 surfkim@kordi.re.kr

민인기 석사 토목공학 ikmin@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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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도 석사 토목공학 hdahn@kordi.re.kr

오 민 박사 연안공학 ymoh@kordi.re.kr

윤길림 박사 토목공학 glyoon@kordi.re.kr

오명학 박사 지반공학 omyhak@kordi.re.kr

이달수 박사 연안공학 dslee@kordi.re.kr

이동 박사 연안공학 dylee@kordi.re.kr

이종찬 박사 토목공학 jclee@kordi.re.kr

이진학 박사 토목공학 yijh@kordi.re.kr

임학수 석사 건설교통공학 hslim@kordi.re.kr

hych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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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재율 박사 해양학 jyjin@kordi.re.kr

채장원 박사 해안·항만공학 jwchae@kordi.re.kr

한상훈 박사 토목공학 shhan@kordi.re.kr

김 옥 박사 수산학 yokim@kordi.re.kr

신경순 박사 해양학 ksshin@kordi.re.kr

심원준 박사 해양화학 wjshim@kordi.re.kr

염승식 박사 동물학 syum@kordi.re.kr

이택견 박사 생물학 tklee@kordi.re.kr

임동일 박사 해양지질학 oceanlim@kordi.re.kr

임운혁 박사 해양화학 uhyim@kordi.re.kr

장민철 석사 해양환경 mcjang@kordi.re.kr

최진우 박사 해양생물학 jwchoi@kordi.re.kr

현상민 박사 지질학 smhyun@kordi.re.kr

성명 학위 전공 e-mail

해양환경평가 kangsg@moeri.re.kr

조선공학 wskang@moeri.re.kr

강성길

강원수

박사

석사

조선해양공학 johyun@moeri.re.kr

조선해양공학 shaton@moeri.re.kr

경조현

김기훈

박사

박사

성명 학위 전공 e-mail

성 명 학위 전공 e-mail 성 명 학위 전공 e-mail

성 명 학위 전공 e-mail 성 명 학위 전공 e-mail

강정훈 박사 해양학 jhkang@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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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학 kimbw@moeri.re.kr

해양학 sdkim@moeri.re.kr

김병완

김선동

박사

석사

정동호 박사 해양공학 dhjung@moeri.re.kr

조득재 박사 제어공학 djcho@moeri.re.kr

조석규 석사 기계공학 skcho@moeri.re.kr

최 철 석사 전자공학 ycchoi@moeri.re.kr

최종수 석사 기계공학 jschoe@moeri.re.kr

최학선 석사 조선공학 hschoi@moeri.re.kr

최혁진 박사 조선해양공학 hjchoi@moeri.re.kr

최현택 박사 전자공학

홍기용 박사 해양공학 kyhong@moeri.re.kr

홍사 박사 조선해양공학 sayhong@moeri.re.kr

htchoi@moeri.re.kr

허 철 박사 기계공학 chuh@moeri.re.kr

홍 섭 박사 해양공학 suphong@moeri.re.kr

조선해양공학 hgsung@moeri.re.kr

해양시스템공학 shinsh@moeri.re.kr

성홍근

신승호

박사

박사

여태경 기계공학 yeutk@moeri.re.kr

유정석 박사 조선해양공학 jsyu@moeri.re.kr

이문진 박사 해양학 mjlee@moeri.re.kr

이종무 석사 수중음향학 jmlee@moeri.re.kr

이판묵 박사 제어공학 pmlee@moeri.re.kr

임용곤 박사 전자공학 yklim@moeri.re.kr

전봉환 박사 제어공학 bhjeon@moeri.re.kr

전태병 석사 선박해양공학 tbchun@moeri.re.kr

정노택 박사 해양환경공학 rtjung@moeri.re.kr

박사

오상우 전기공학 swoh@moeri.re.kr석사

오정환 물리해양학 jhoh@moeri.re.kr석사

정보통신공학 sgkim@moeri.re.kr

기계공학 smkim@moeri.re.kr

기계공학 youngshikkim@moeri.re.kr

김승근

김시문

김 식

박사

박사

학사

선박해양공학 eckim@moeri.re.kr김은찬 박사

해양공학 jhakim@moeri.re.kr

해양공학 hjkim@moeri.re.kr

기계공학 guddn@moeri.re.kr

해양학 dsmoon@moeri.re.kr

전자공학 shpark@moeri.re.kr

컴퓨터과학 pjm@moeri.re.kr

전자공학 poetwon@moeri.re.kr

김진하

김현주

김형우

문덕수

박상현

박종민

박종원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석사

박사

조선해양공학 byunsh@moeri.re.kr변성훈 석사

강국진 박사 조선공학 reskkj@moeri.re.kr

강창구 박사 선박해양공학 cgkang@moeri.re.kr

강희진 석사 조선해양공학 ray5117@moeri.re.kr

공도식 박사 인간공학 dosig@moeri.re.kr

김건도 박사 선박해양공학 gdkim@moeri.re.kr

김경열 석사 조선해양공학 kkyprop@moeri.re.kr

김기섭 박사 기계공학 kksprop@moeri.re.kr

성명 학위 전공 e-mail 성 명 학위 전공 e-mail

남보우 석사 조선해양공학 bwnam@moeri.re.kr 

공인 박사 조선해양공학 iygong@moeri.re.kr

성명 학위 전공 e-mail 성 명 학위 전공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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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박사 선박해양공학 kskim@moeri.re.kr

김선 박사 선박해양공학 sykim@moeri.re.kr

김연규 석사 유체역학 ygkim@moeri.re.kr

김용대 박사 선박해양공학 ydkim@moeri.re.kr

김윤식 박사 항공우주공학 yoonsik@moeri.re.kr

김 진 박사 기계공학 jkim@moeri.re.kr

유재훈 박사 조선해양공학 jhyoo@moeri.re.kr

윤근항 석사 조선해양공학 gnangi@moeri.re.kr

윤현규 박사 조선해양공학 hkyoon@moeri.re.kr

이경중 박사 조선공학 gjlee@moeri.re.kr

이동곤 박사 조선공학 dklee@moeri.re.kr

이순섭 석사 조선해양공학 sslee@moeri.re.kr

이 연 석사 기계공학 yylee@moeri.re.kr

이종갑 박사 조선해양공학 jklee@moeri.re.kr

이진태 박사 해양공학 ljtprop@moeri.re.kr

이창민 박사 조선해양공학 cmlee@moeri.re.kr

조성락 석사 기계공학 scho@moeri.re.kr

안해성 박사 조선해양공학 hsahn@moeri.re.kr

여동진 박사 조선해양공학 lonepier@moeri.re.kr

성명 학위 전공 e-mail 성 명 학위 전공 e-mail

김혜진 석사

김홍태 박사

문일성 박사

박범진 석사

박 하 석사

박세길 석사

박일룡 박사

박철수 박사

지질학

생산시스템공학

조선해양공학

CAD

조선해양공학

컴퓨터그래픽스

조선해양공학

선박해양공학

김 준 학사 제어계측학 kimyj@kordi.re.kr

박건태 학사 전자공학 gtpark@kordi.re.kr

박동원 석사 전자공학 dwpark@kordi.re.kr

황근춘 학사 전자공학 kchwang@kordi.re.kr

박수 석사 해양학 sypark@kordi.re.kr

김성대 박사 해양물리학 sdkim@kordi.re.kr

최상화 석사 해양학 choish@kordi.re.kr

성명 학위 전공 e-mail 성 명 학위 전공 e-mail

설한신 박사 기계항공공학 hsseol@moeri.re.kr

백부근 박사 기계공학 bgpaik@moeri.re.kr

손남선 석사 조선해양공학 namsun76@moeri.re.kr

신명수 박사 조선공학 msshin@moeri.re.kr

안종우 박사 기계공학 ajwprop@moeri.re.kr

이춘주 박사 조선공학 reslcj@moeri.re.kr

이한진 박사 조선해양공학 hjlee@moeri.re.kr

정한구 박사 복합재료구조물
신뢰성해석

hkjeong@moeri.re.kr

황태현 박사 기계공학 thfang@moeri.re.kr

황호진 박사 기계공학 hjhwang@moeri.re.kr

hjkim@moeri.re.kr

kht@moeri.re.kr

문두환 박사 기계공학 dhmun@moeri.re.kr

misprop@moeri.re.kr

baracude@moeri.re.kr

박병재 석사 선박해양공학 bright-moon@moeri.re.kr

yghapark@moeri.re.kr

skpark@moeri.re.kr

irpark@moeri.re.kr

박진형 석사 전산학 jhpark@moeri.re.kr

cspark@moeri.re.kr



2 2007년도시무식개최

22 Dr. Tony Haymet 미국 스크립스해양연구소(SIO) 

소장 내방

22 국제유전자신분증제도컨소시엄(CBOL)과 협력각서체결

23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한국해양연구원지부제16대 출범식

26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전문위원워크숍’개최

26 목포대지역혁신센터와 MOU 체결 / 대덕분원

30 김성진해양수산부장관내방

6 인도네시아연안통합관리정책연수단내방

9 ‘제1회 정지궤도해색센서(GOCI) 활용증대를위한

사용자그룹워크숍’개최

23~3.3 ‘우리땅독도! 특별전’개최(대구시민회관)

23 과학기술부전입, 수습사무관 R&D 현장적응학습을

위한내방

27~28 ‘대덕특구출입기자단-정부출연(연) 홍보협의회합동

워크숍’개최 / 장목분원

2 한국과학문화재단과‘기관과학기술앰배서더협약’체결

9 ‘2007 이어도연구학술세미나’개최(제주대학교)

9 ‘해양쓰레기및오염퇴적물혁신워크숍’개최 / 대덕분원

13~16 ‘지구해양관측시스템조정위원회(GSSC) 제10차 회의’

개최(서울올림픽파크텔)

26 중국국가해양국제2해양연구소대표단내방

28 남해연구소개소 10주년기념행사개최 / 장목분원

9 한국해양연구원-(주)바이오니아기술이전조인식개최

17 경상북도와상호협력협약서체결

25~26 대덕분원간부혁신토론회개최(충무마리나리조트)

27 기상청과업무협력증진을위한협정서체결

27 일본연안역학회 Toshitsugu Sakoh 회장 내방

27 과학의날기념‘찾아가는해양과학교실’개최 / 

장목분원

2 부설극지연구소장이·취임식개최

4 ‘2007 열대해양체험프로그램사업설명회’개최

7 ‘10년 후를생각하는한국해양연구원발전방향

공개토론회’개최

18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 13차 정기총회및운 위원회’

개최

22 ‘2007 국제 생물다양성의날기념심포지엄’개최

29 신입직원오리엔테이션실시

31~6.1 바다의날기념‘우수연구성과전시회’참가

(서울 COEX)

11 미국, 로드 아일랜드대 Thomas A. Grigalunas 교수내방

13 ‘제9차 한·중해양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개최

(부산파라다이스호텔)

20 장목중학교-남해연구소친선체육대회개최 / 장목분원

21 프랑스해양건축가 Jacque Rougerie 내방

26 통 바다목장준공식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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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다사랑주간행사‘바다사랑 짓기대회’개최

(광주과학기술원)

10 과학기술출연기관감사협의회정기총회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초청간담회개최

13 한국해양연구원-드림피쉬앤테크(주) 기술이전조인식개최

19 경 혁신협의회운 경과보고회개최

19 해양위성센터준공식개최

25~27 ‘2007 열대해양체험프로그램기획워크숍’개최 / 

장목분원

8 20인승급위그선시험선해나래-X1 공개 시험행사개최

(고성당항포)

10~11 2007년 인력선축제참가(갑천조정경기장)

10~15 ‘2007년 대한민국과학축전’참가(일산 KINTEX)

16 강무현해양수산부장관내방

20~22 2007년 을지훈련실시

22 최 락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초청혁신특강실시

7 ‘황해생태지역보전을위한한·중·일공동프로젝트

런칭세미나’개최

11 김성수과학기술부생명해양심의관내방

18 Prof. Nguyen Khoa Son 베트남과학기술학술원(VAST) 

부원장일행내방

18 ‘침몰선박잔존유회수시스템기술시연회’개최

19~20 ‘KORDI, 혁신을넘어도약으로’를주제로혁신토론회개최

(화성라비돌리조트)

28~29 ‘2007 부산 NOWPAP ICC 캠페인및해양쓰레기워크숍’

개최(부산그랜드호텔)

2~6 ‘제1회 JCOMM 폭풍해일심포지엄’개최(서울 COEX)

4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Javier Valladarew 의장내방

15 한국해양연구원 - 중국국가해양국(FIO) 간 MOU 체결

26 한국해양연구원 - 페루해양수산청(IMARPE) 간 MOU 체결

25~28 ＇2007 미래성장동력연구성과전시회’참가(서울 COEX)

29 한국해양연구원창립 34주년기념식개최

11 KBS 특별생방송‘심해대탐사’방

12 인도네시아연안통합관리정책연수단내방

13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

15 ‘2007 열대해역연구국제워크숍(SPIRITS)’개최

15 해양안전방제연구동준공식개최 / 대덕분원

15~18 제5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BISFE) 참가(부산 BEXCO)

16 Mr. Zhou Maoping 중국 국가해양국부국장일행내방

29~30 간부대상혁신토론회개최(화성라비돌리조트) 

13 ‘Hebei Spirit 호’원유유출사고방제지원행사참여

(학암포해수욕장)

18 한상준박사, 송기섭책임기술원정년퇴임식개최

27 ‘2007년도혁신추진성과보고회및혁신경진대회’개최

31 2007년도종무식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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