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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the Sea,

See the

한국해양연구원은 첨단 해양시스템 항만 공학기술 개발,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보전대응,

Future

우리에게 바다는
당신을 위해 준비하는 미래가 됩니다

미래 해양자원 및 에너지 탐사 개발 연구을 통해 바다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며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만듭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넓은 놀이터가 됩니다

포근히 감싸주며, 친구와 놀이의 즐 거 움 을 함 께 해 준 바 다 . . .

바다는 푸른 우정이 되어 가슴에 흐릅니다.

Joy

첨단 해양시스템 항만 공학기술 개발
지능형 항만물류 시스템 개발, 수중유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술 개발 등...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미래형 선박 및 첨단 해양 구조물 기술과 해양안전 및 해양방위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추억을 만들어 줍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호흡하며 가족의 소 중 함 을 알 게 해 준 바 다 . . .

바다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어 가슴에 쌓입니다.

Memory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보전대응 연구
해양예보시스템 구축, 이산화탄소 해양처리기술, 해양오염 영향조사 및 생태계 복원연구 등...
한국해양연구원은 다양한 기술로 전 지구의 해양을 관측하여, 기후변화가 지역해 등 국지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공존의 아 름 다 움 을 함 께 알 게 해 준 바 다 . . .

바다는 드넓은 사랑이 되어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Love

미래 해양자원 및 에너지 탐사 개발 연구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해양 유래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개발, 해양 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등...
한국해양연구원은 미래에 이용가능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사람들, 미래를 향해 먼저 움직이는 전문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인사말

생각의 축을 옮기면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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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가 차지하게 될 미래의 크기는 무한대가 됩니다

인사말

바다는 지구 생명의 출발점이자 인류의 생존과 미래 번영을 좌우할 각축장입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과학을
통한 국익창출이라는 일관된 목표로 바다에서 더 큰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힘찬 도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KORDI 구성원 개개인이 내딛었던 하루하루의 발걸음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해양의 잠재력을 응용
가능한 현실로 이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 구성원의 노력에 힘입어 풍성한 성과를 거두며 2009년
을 마무리했습니다.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 에 논문이 게재되는 성과가 있었고 녹색 해양
에너지원의 키워드가 될 1,000kW급 시험조류발전소를 지난 5월 진도 울돌목에 성공적으로 준공하였습니다.

6월에는 태평양 공해상에 확보한 독점광구에서 망간단괴를 끌어올릴 심해저자원 채광로봇 ’미내로(MineRo)’
의 시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고, 해조류를 이용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에탄올 추출 기술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10월에는 가거초 해양과학기지를 준공하는데 성공하여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와 함께 보다 정교한 해양예보
및 실시간 해양관측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우수과학자 선발을 위한 스타과학자 임용제도 신설, 영년직 연구원 선정 등 우수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한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으며, 우수한 교육체계 수립을 인정받아 ’2009년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해양시료도서관, 저소음 대형 캐비테이션터널, 빙해시험수조 등 다양한 선진 연구
인프라 구축으로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축을 옮기면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바다로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가 차지하게 될 미래의 크기는 무한대가
됩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바다를 이해하고 경영함으로써 지구온난화, 연안재해의 예측과 대비, 자원 빈곤, 미래 에너지
고갈 등 국가가 맞닥뜨리게 된 현안 문제에 긍정적 해답을 제시하고 산적해 있는 현실적 고민들을 풀어가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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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연구원 원장

연혁·기능
미션·비전·경영목표

2008. 06. 20 동해연구소 설치 (경북 울진군 죽변면)

2004. 04. 16 부설 극지연구소 설치

2002. 04. 29 북극 스피츠베르겐 섬 니알슨에 다산기지 설치

2001. 01. 01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2000. 05. 30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설치

연 혁

1999. 05. 01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설치
(대덕 연구단지)

1997. 03. 28 남해연구소 설치
(경남 거제시 장목면)

1995. 05. 12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치

동해연구소

(중국 청도)

1992. 03. 20 온누리호(1,422톤) 취항

1992. 03. 07

이어도호(546톤) 취항

해양시스템 안전연구소

1990. 06. 01 재단법인 한국해양연구소 설립

남해연구소

1988. 02. 17 남극 킹조지 섬에 세종기지 건설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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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호

1973. 10. 30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설립

남극세종기지

연혁·기능
미션·비전·경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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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구성현황/재정현황

한국해양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세계 일류 수준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해답을 제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의 도약’ 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점전략 목표로 시급한 국가현안 및 미래문제에 대한 과학적 해답제시와 기초·원천
유망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통한 MT성장잠재력 확충을 설정하여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연구 분야를「해양환경보전 및 오염방제기술개발」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
,「해양미래 자원·에너지
개발」
등 6대 분야로 나누고 16개 전략과제를
,「해양 생물·신소재 개발」
,「첨단항만 및 해상구조물기술 개발」
,「해양안전 및 첨단 해양운송체 개발」
선정하여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인원구성현황

(단위: 명)

재정현황
수입

(단위: 백만원)

정부출연금

39,433

자체수입

85,947

정부수탁
민간수탁
기타

70,500
10,500
4,947

합

계

지출

125,380
(단위: 백만원)

인건비

30,466

직접비

7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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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운영비

www.kordi.re.kr

주요사업
정부수탁
민간수탁

시설비
차입금상환
기타

기타

합

17,517
51,878
7,439

10,652
7,428

계

5,284
1,132
1,012

125,380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합계

259

110

73

442

2009년도 연구실행 실적

2009년도 연구수행 실적

구분

재원

연구비 (백만원)

기본·일반사업

한국해양연구원

31,997

국가연구개발사업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56,820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12,068

기타

1,438

소계

72,147

정부

15,589

민간

16,915

소계

32,504
136,648

Annual Report 2009

합 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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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1,668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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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조직도

건물 및 부지 현황

변동추이
건물

부지

건물 및 부지 현황

남해연구소 (장목)

건물 : 29,092㎡ / 부지 : 92,939㎡

건물 : 7,810㎡ / 부지 : 59,875㎡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대덕)

동해연구소 (울진)

건물 : 39,176㎡ / 부지 : 153,736㎡

건물 : 6,946㎡ / 부지 : 9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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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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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리더십 및 주요업적

기관장 리더십 및 주요업적

Nature 표지
보유기술 설명회

연구원 NSC사업을 통해 지원해 온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 분야에서

지식자원의 마케팅 강화를 통한 역대 최고 기술이전

세계적 권위 학술지인 ‘Nature’에 제1저자로 논문 게재

실적 달성

~

El Nino in a changing climate/예상욱, 국종성 선임연구원 외
- 지구온난화가 중위도지역 기후에 미치는 영향파악의 핵심단서 제공

저소음 대형캐비테이션터널

주요 경영목표 우수성과

주요 경영목표 우수성과

- 발굴된 기술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실시 및 실용화
사업증대로 2008년 대비 179% 성장
-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보유기술설명회 개최
(국외 2회, 국내 5회)

첨단 연구시설 확보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 저소음 대형캐비테이션터널 및 빙해수조 준공
- 연구선 기능고도화 추진
- 해양시료도서관 건립 추진
- 5천 톤급 대형해양과학연구선 건조 추진
교육 우수인증기관 인증패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기반 구축 노력 결과, ‘교육 우수인증기관

(Best-HRD)’으로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2009년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에서 인재지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OSJ의 Springer와의 공동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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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판 시행

- 해양(연) 발간 국제학술지인 OSJ의 SpringerLink를 통한 정보제공으로
국제적 인지도 향상과 해양과학기술 학술커뮤니케이션 주도

Annual Report 2009

Ocean Science Journal (OSJ)과 Springer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국제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세계적인 해양과학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해가고 있는 한국해양연구원은 앞으로도
더욱 전문화되고 정예화된 연구인력과 시스템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함은 물론 국민생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연구활동
022 해양환경·방제 연구

026 기후·연안재해 연구

032 심해·해저자원 연구

036 해양생물자원 연구

042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048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052 해양바이오 연구
054 해양운송 연구

060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066 해양시스템 연구

072 남해특성 연구
074 동해특성 연구
076 해양정책 연구

연구지원활동

부록

022
023
024
025

해양 오염사고 대응 기술 개발을 통한 깨끗한 바다 만들기 - 정경태
새만금 해양환경 보전대책을 위한 조사 연구 - 김창식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Ⅵ) - 정창수
갯벌 기능성 회복을 위한 퇴적·물리·생태학적 핵심 환경요소 연구 - 이희준

026
027
028
029
030
031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전동철
종합 해양과학기지 구축 - 심재설
연안 국지해일 정밀예보 지원체제 현업화 기술 - 박광순
기후변화에 따른 남해 (동중국해 북부)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 연구 - 김철호
해상파랑 관측 조사 - 이동영
태풍기인 연직운동 및 해양혼합 특성 연구 - 강석구

032
033
034
035

태평양 권역별 해저환경 특성 및 고기후 복원 연구 - 형기성
태평양 심해저광물자원개발 - 박정기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 문재운
통가 해저열수광상 개발 연구 - 이경용

036
037
038
040
041

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자원화 기술개발 - 강도형
유비쿼터스 해양 유용/유해 생물 관리기술 개발 - 이윤호
열대 태평양기지 운영 및 기본 연구 활동 - 박흥식
동해 생태계 장기 변화 예측 시범 연구 - 유신재
취수구 유입 해양생물 제거기술 실용화를 위한 성능 검증 - 이재학

042
043
044
045
046
047

조력·조류 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 이광수
초대형 컨테이너선용 하이브리드 안벽기술 개발 - 채장원
항만 리모델링 기반 구축 연구 - 박우선
항만 구조물 신뢰성 설계법 개발 - 윤길림
항만 지진응답 계측 시스템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 박우선
친환경 인공섬 조성 핵심기술 개발 - 권오순

048
049
050
051

연안정보 관리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유주형
정지궤도 해양위성 활용 연구 지원 사업 - 유주형
관측소 보정과 파형의 유사성을 이용한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지진 발생위치 결정 정확성 향상 연구 - 김광희
해양위성센터 구축 사업 - 안유환

052 해양으로부터 생체소재뱅크 구축 및 생명소재 개발 - 이희승
053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자원관리 연구 - 이정현
054
055
056
057
058
059

선박 손상 안전성 향상 설계기술 개발 - 김기섭
파랑중 손상선박 운동의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 - 김 진
선박의 자유 항주 시뮬레이션 및 검증용 계측 시스템 개발 - 김 진
빙해선박의 극지항로 안전운항기술 및 극저온 빙성능 시험평가 기법 개발 - 이춘주
포드 형 전기추진 시스템의 추진성능 해석 - 반석호
고부가가치 선박 산·학·연 공동 연구 기반 구축 - 김기섭

060
061
062
063
064
065

CO2 해양지중저장 기술 개발 사업 (Ⅴ) - 강성길
해상교통 안전성 평가 시뮬레이션 연구 - 공인영
무인선 제어 시스템 알고리즘 최적화 기술 개발 - 여동진
교통약자를 위한 선박 이용 편의시설 개발 연구 - 김홍태
관내 유체력 특성 모형시험 - 김연규
국가위성항법 보정 시스템 구축 개발 (Ⅱ) - 서상현

066
067
068
069
070
071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Ⅱ) - 이판묵
U-기반 해운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 연구 - 임용곤
심해저 광물자원 집광 시스템 및 채광 운용기술 개발 - 홍 섭
수중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 임용곤
선박의 동적안정성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 성홍근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이용 개발 - 문덕수

072 남해안 빈산소 해역의 관리를 위한 생태계 반응 연구 - 염승식
073 자바송사리의 독성유전체를 활용한 환경 위해성 평가 기술 개발 - 염승식
07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 - 박찬홍
075 동해 중부 연안환경 변동성 연구 - 최복경
076 한·중·일 해양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 양희철
077 경북해양에너지연구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연구 - 권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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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오염사고 대응 기술 개발을 통한
깨끗한 바다 만들기
연구책임자

정경태 책임연구원 (해양환경·방제연구부)
E-mail : ktjung@kord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이 사업은 기초기술연구회와 해양연구원의 매칭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는 국가 현안문제 해결형 과제이며, 고주파 레이다를 도입하여
실시간 연안역 표층류의 원격관측을 계획하고 있다. 2009년은 1차년도 활동으로 현장 주파수 환경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해역에

12Mhz 레이다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출유 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성개구레이다(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정보의 활용에 대한 기반 연구가 수행
되었다.

금년에는 3km 해상도의 황·동중국해 순환모델 구축에 (그림 1) 주력하였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연구원 1명을 파견하여 3차원
유출유 거동 예측모델 개발에 참여 중이다. 또한, 중형 폐쇄생태계를(그림 2) 이용한 부유생태계에 대한 유분산제의 영향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신속 유류오염 진단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잔존유 제거를 위한 친환경 바이오솔벤트(bio-solvent) 관련 기반연구가 실시되었다.

다음 2년간은 고주파 레이다 정보 자료동화기법(nudging 및 4D-VAR)을 도입한 3차원 순환모델과 합성개구레이다 위성정보 자료
동화기법을 도입한 3차원 유출유 거동 예측 모델로 구성되는 예측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활용분야
- 장기 3차원 순환 모델링 결과는 해양관련 연구자들에게 참고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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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 관련 기반 기술은 2010년 발사될 아리랑 5호 위성에 활용

그림 1. 황해·동중국해를 포함하는 모델 영역 및 황해에서의 모델 결과.

그림 2. 중형 폐쇄생태계 실험설비.

연구책임자

김창식 책임연구원 (새만금해양환경연구단)
E-mail : surfkim@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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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양환경 보전대책을
위한 조사 연구

연구 내용 및 성과
새만금 33km 방조제 건설과 내부 토지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친수활동이 가능하도록 영향 저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009년도에는 수질의 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인(TP), 총질소(TN)
의 경우 방조제 건설 후 호소 내부에서는 해역수질 III등급, 외해에서는 II등급의
수질을 보였다. 수질 악화의 원인으로 내부매립, 준설, 집중강우(비점오염) 등이며,
수질개선은 물 빼기와 해수유입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 외측에 가력해상관측탑을 준공(2009.8.28)하여 데카미터파

(HF, High Frequency)레이더를 설치 가력갑문 유출수의 거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되었다.

가력해상관측탑이 준공됨에 따라 예측 기술을 활용한 해양환경관리, 해양관광 등을
위한 대국민 정보지원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새만금 종합실천
계획의 수립(2009.12)에 따라 향후 10년간 해양환경 모니터링과 실시간 수질예측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활용분야
- 국토해양부의 새만금해양환경 관리 정책수립 및 이행
- 환경부의 유역 - 호소 - 해양수질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해양부분의 조사 예측 역할
- 농림수산식품부의 내부 토지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 조사 예측 자료의 제공
으로 갑문 운영관리에 활용

그림 1

- 전라북도와 지역 주민의 해양환경 자원의 가치 창출
그림 2

그림 1. 새만금해양환경 모니터링 정점 위치도.

그림 3. 가력해상관측탑‘09.8.28.
준공).
(

023

그림 2. 호소 수질 악화(A, B)와 개선(C) 원인 (E).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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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Ⅵ)
연구책임자

정창수 책임연구원 (특정해역보전관리연구센터)
E-mail : cschung@kord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이 사업은 런던의정서 체제를 국내 제도권에 수용하고 폐기물 배출해역의
오염방지 및 관리방안 마련 등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적인 연구 내용은 1) 폐기물 배출해역의 정밀모니터링을 통한 건강상태
평가, 2) 런던의정서 준수를 위한 기술 지원 및 공동협력, 3) 해양배출 관련
국내외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통한 폐기물 최적관리 공감대 조성, 4) 폐기물
해양배출 최적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관리정책 기술 지원이다.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은 2009년에 우리나라가 런던의정서
당사국에 가입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이 사업을 통해 현재 해양투기 되고 있는 모든 산업폐기물의 육상처리로
전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투기해역 관리로 투기해역 환경보전 기술 확립 등
국제적 수준의 폐기물 해양투기 제도가 완성되어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저감되고, 안전한 수산자원 공급과 국민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활용분야
- 폐기물 배출해역 환경감시 기술 제공

그림 1. 런던의 정서의 폐기물 해양배출 평가 절차.

- 런던의정서 준수를 통한 국가신뢰도 확보 자료 제공
-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국가 환경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
- 수산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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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을 위한 대국민 건전 여론 선도

그림 2. 2009년 런던협약·런던의 정서 합동당사국회의.

연구책임자

이희준 책임연구원 (새만금해양환경연구단)
E-mail : heele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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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기능성 회복을 위한
퇴적·물리·생태학적 핵심 환경요소 연구

연구 내용 및 성과
인위적인 개발에 의해 훼손된 갯벌의 기능성 또는 건강성을 회복하는 계획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과학적인 기본 틀을 제공하고자,
갯벌의 자연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핵심 환경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 연구목적이다. 이에 따라 총 11개의 핵심환경요소들을
선정하였으며 각 환경요소에 대한 조사 방법을 정리하였다. 금년도에는 태안의 근소만을 선정하여 퇴적학, 물리학, 원격탐사, 지화학,
생태학 등에 대한 핵심환경요소들을 조사하였으며, 이들을 토대로 다학제적인 갯벌 생태와 기능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1. 갯벌 핵심 환경요소 간의 다학제적 연계성 모식도.

그림 2. 근소만 갯벌생태계 서식지 분포도.

금년도에는 갯벌의 현상 조사에 국한되었지만 추후에는 역학적인 환경요소들을 활용하여 갯벌의 생태와 지화학적인 환경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능력을 격상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갯벌의 학술적 조사에 새로운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활용분야

외(
해

근소만
수층분해량(
3,536톤

- 갯벌의 친환경적 개발 및 이용과 기능성 회복 계획에 과학적인 기본틀 제공

퇴적물(
분해량(
1,963톤
3,214톤

- 연안의 적조 발생기작, 해양투기에 의한 생태계 오염, 양식장 정화 등에 활용

2,676톤
1,26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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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염(
유입량
31톤

바지락
생산량

그림 3. 근소만에서 유기탄소의 연간생산량과 분해량.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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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연안재해 연구
연구활동 _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구책임자

전동철 책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E-mail : dcjeon@kord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미래 기후 변화에 따른 북서태평양의 해양변동성이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과 예측을 위하여 해역 간 상관성과 해양변화 경년
변동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북서태평양 열대해역의 계류 정점에서 약 630일 간의 해류, 해황, 부유퇴적물 등에 관한 장기 관측 자료를 획득하였고, 북서태평양에
대한 정기 탐사와 남해권역 탐사, 그리고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 기후예측 모델 분석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와 연관되어 중위도의
대기 변동성과 원거리 해역의 변동성을 유발하는 ‘중태평양 엘니뇨현상’을 규명하였다.

쿠로시오 수역과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해양생태계의 연 변동성 연구를 수행 중이다.
수온상승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군집 구조 변동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으로 작용하는 동중국해와 공급원인 아열대
해역의 산호초 시료로부터 최근 수십 년간 기후 복원을 위한 지표종을 찾아내었다.

그림 1. 세부 연구분야 구성도.

그림 2. 대양탐사 정점 및 계류 모식도.

북서태평양의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위하여 실시간 표층 모니터링 부이를 구축하여 열대 해역의 해양환경 인자를 측정하고, 북적도해류와
동중국해 해류 시스템의 변동 상관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동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북서태평양의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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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지표종의 경년변동과 장기 추이를 분석할 예정이다.

활용분야
- 전 지구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주변해역 환경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 자료로 활용 가능
- 한반도 주변 해역, 쿠로시오 해역의 해양환경·생태계 자료를 획득해 한반도 주변 해역의 장기 환경보전 정책 수립 등에 활용

연구활동 _

종합 해양과학기지 구축

심재설 책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E-mail : jsshim@kordi.re.kr

기후·연안재해 연구

연구책임자

연구 내용 및 성과
가거초는 수중암초로서 가거도로부터 47km 떨어져 있으며, 주변 수심은 약 75m
이고, 정봉 수심은 해수면하 7.8m이다. 가거초 수심 15m 지점에 설치된 가거초
해양과학기지는 4명이 15일 동안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시설과 관측실, 통신 및 관측
시설, 진입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이 과학기지에서 관측된 자료는 우리나라 무궁화위성(KOREASAT)을 통해 한국해
양연구원으로 전송되어 사용자에게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되고 있으며, 아울러
특별연구를 위한 집중관측시험도 수행된다.

가거초 해양과학기지의 운영은 2011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활용분야

그림 1.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 종합 해양·기상관측소 역할 수행
- 인공위성에 의한 해양원격탐사 자료 검·교정
- 지구환경 변화 연구에 핵심자료 제공
- 태풍 구조 및 특성 연구
- 어·해황 예보 및 지역 해양연구에 기초자료 제공
- 황사 등 대기 오염물질 이동 및 분포 파악
- 악기상에서의 해양구조물 안정성 연구
- 안전 항해를 위한 등대
그림 2. 가거초 3D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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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거초 위치.

기후·연안재해 연구
연구활동 _

연안 국지해일 정밀예보 지원체제
현업화 기술
연구책임자

박광순 책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E-mail : kspark@kord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폭풍해일을 정밀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여러 해양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모델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개별
모델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국지에서의 해일을 정밀 예측·지원하는 체제의 현업화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년(2007-2009) 간의 연구에서 연안해일 관측실험 및 자료분석, 정밀 해상풍 예측 시스템 (그림1)과 폭풍해일 모델 (그림2)의
자동화 연결 및 적용체제를 수립하여 현업화 기술을 개발하였다. 생산된 예측정보는 웹-지리정보 서비스(Web-GIS) 기반을 통한 정보
전달 시스템(그림 3)을 통해 효율적인 제공을 하고 있다.

현재 폭풍해일 예측 시스템은 우리나라 전 해안에서는 약 2km의 수평해상도로, 연안

10개 지역에서는 약 300m 수평해상도로 수립되어, 하루에 두 번 72시간 폭풍해일을
80% 정도의 정확도로 예측하고 있다.
개발된 폭풍해일 현업화 시스템은 국토해양부의 연구개발 과제인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 의 지원으로 폭풍해일고 예측의 정확도 개선 및 조석 - 해일 - 파랑 복합기작
연구 그리고 침수범람도 제작에 활용될 계획이다.

활용분야

그림 1. 기상수치모델(WRF)로 산출된 해상풍 예.

- 기상용역업체에서 국지 연안의 특정 지역에 정밀 예보 현업
- 연안 정밀 연안환경 정보 업체에서의 국지 해양예보에 현업 활용
- 해수 범람에 의한 연안 침수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방재 대책
- 한반도 주변 해역 해양 방재 시스템의 개발
- 해면 예보 연구, 국지 해일 예측 연구
- 신속한 연안재해 예방활동 지원과 국가재난 관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 연안 해양기상 정보 업체 육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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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폭풍해일 예측 시스템으로 산출된
해일고와 상세 10개 지역(네모상자).

그림 3. 실시간 Web-GIS 해일예측 시스템.

김철호 책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E-mail : chkim@kordi.re.kr

기후·연안재해 연구

연구책임자

연구활동 _

기후변화에 따른 남해 (동중국해 북부)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 연구

연구 내용 및 성과
우리나라 남해와 제주 주변 해역을 포함하는 동중국해 북부 해역은 우리나라의 주요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해역으로써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장기적인 수온 상승이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에 의한 동중국해 북부의 해양환경과 생태계 영향을 파악하고 장래
변화를 예측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동중국해 북부의 각 계절별 해수특성 분포와 영양염, 부유물질, 대기-해양 이산화탄소 교환 등을
조사하였고 하위 영양준위 생태계의 구조와 물질 순환과의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계절간의 변동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생태계
예측을 위하여 물리·생태 접합모델 개발을 진행하였고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 기후변화 예측 실험에 기초하여 동중국해 지역의
예측 결과를 분석하였고 2030년대의 해양특성 변화를 상세 예측하였다.
남해 연안과 제주 남부를 포함하여 동중국해 북부해역은 과거 수십년간 수온 상승이 진행되어왔으며 향후에도 수온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는 달리 황해 내부나 서남해안과 같은 곳은 장기적인 수온 하강도 전망된다. 미래의 해양환경 변화는 생태계
변화를 야기하고 그에 따라 수산자원과 수산업의 재편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수십년의 해양환경과 생태계 변화를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는 예측 시스템을 수립하고자 한다.

활용분야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생태계, 생물자원 변화를 평가·전망하기 위한 자료
- 한반도 주변 해역의 이산화탄소 교환량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예측모델링 연구분야에 활용
- 해양순환-해양생태 접합모델을 국내에서 개발되는 지구시스템모델의 성분모델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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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클로로필-a 표층 분포의 연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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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90년대 대비 2030년대의 동중국해 북부 표층 수온과 표층 해류의 변화. ECHAM5의 SRES A1B 시나리오 예측실험에 기초한 상세순환
모델 결과.

기후·연안재해 연구
연구활동 _

해상파랑 관측 조사

연구책임자

이동영 책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E-mail : dylee@kord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항만 개발 및 연안 방재에 활용을 위한 장기간의 파후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 파랑 정보를 축적하기 위하여 연안파랑 관측 및 산출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전국 연안에 설치된 10개의 수압식 파고 조위계로부터 연속적으로 풍파와 장파를 측정하고 태풍 등 이상 상태에 대해서는
각종 파고계를 설치해 집중적으로 현장 파랑 관측자료를 얻었다. 만리포 해안에서 집중적인 현장 실험을 실시하여 천해파랑 변환 기술을
검정·개선하고 쇄파대의 여러 현상들을 연구했다. 파랑 관측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X-Band 레이다와 비디오 영상 자료의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했다. 심해 및 천해 설계파 산출 방법을 개선하고 아을러 2005-2008년 사이의 광역 파랑 모델에 의해 연속적 파랑
시뮬레이션으로 1979년부터의 연속 장기 파랑 산출을 확장했다.

활용분야
- 항만 및 연안구조물 설계조건 산정
- 항만/연안 공사 작업일수 산출
- 항만 매몰, 연안침식, 항만정온, 부진동 대책 기반 자료
- 항해, 어로, 군작전 및 해상 산업활동 지원
- 장기 및 단기 연안 재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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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안항만 파랑방재 기술 개발.

그림 1. 연속파랑 관측소.

그림 3. 만리포 현장 실험.

연구활동 _

태풍기인 연직운동 및 해양혼합
특성 연구
강석구 책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E-mail : skkang@kordi.re.kr

기후·연안재해 연구

연구책임자

연구 내용 및 성과
태풍 통과 시 대륙붕에서 연직운동 등 해양반응 특성 이해를 위한 관측과 수치 모델 연구를 실시하였다. 동중국해 대륙붕상 초음파해류계

(ADCP) 계류관측을 실시하여 단주기 특성과 관련된 현상 관측을 목적으로 하였다.

태풍 통과 시 단기반응 수치모델기반 연구로서 향후 동중국해 대륙붕에서 태풍 시 관측되는 단주기 연직 순환의 이해·해석을 위해
큰에디시뮬레이션(LES)모형을 수립하고 단순 조건에서 순환 재현하였다. 장기기후변화 조건에서 북서태평양 태풍 빈도수는 중태평양
표층온도와 양의 상관성을 갖고 있으며, 최근 들어 상관성이 증대되고 있다. 21세기 기후변화 조건 실험 모델결과 분석을 통해 중태평양
에서 새로운 엘니뇨 ‘모도끼’가 강화됨을 밝혔다. 아울러 북서태평양 태풍 발생해역에서는 해양이 태풍 발생 또는 강화에 좋은 조건

(혼합 층이 깊어지고 열용량이 증가)으로 변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 서귀포항 부근에서 ADCP 테스트 광경.

그림 2. LES 모델 산출 결과 (20m층 연직유속).

그림 3. 북서태평양 태풍발생 빈도수와 NINO4
해표면온도(SST) 지수와의 11년 윈도우
상관성.

향후 태풍 통과 시 연직운동·혼합기작을 보다 면밀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따라 중태평양
수온이 증가되고 북서태평양 태풍빈도 변화와 태풍과 관련된 해양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영향을 규명하게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 탁월한 논문 작성을 위한 기본 분석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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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태풍결합 예측기술 개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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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심해·해저자원 연구
연구활동 _

태평양 권역별 해저환경 특성 및 고기후
복원 연구
연구책임자

형기성 책임연구원 (심해·해저자원연구부)
E-mail : kshyeong@kord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이 사업은 이동 항해 구간 및 인접 관심 해역의 탐사를 통해 연구선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들 해역의 광역 탐사자료의 획득·해석
함으로써 기후변화, 지구조, 광물자원 분야의 글로벌 연구 과제를 기획·개발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금년에는 망간단괴 개발 사업과
남서태평양 광물자원 개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이동 항해구간의 광역수심과 중·자력 탐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동 항해 인근
해역에 위치한 클래리언 균열대와 엘리스 분지의 탐사를 통하여 하와이-엠페러 벤드 및 서태평양 온통자바 해양대지 및 마니히키 대양
대지의 지구조 발달사를 해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서태평양 웜풀 해역에 위치한 마젤란 융기대에서는 기후변화를 해석
하기 위한 퇴적물 시료 또한 확보하였다.

그림 1. 지구조 및 고기후 연구해역 위치.

그림 2. C-C 해역에서 획득한 다중빔 음파 수심자료.

이동 항해구간의 탐사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원의 승선이 불가피하다. 향후 연구
선 자체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이동 항해 전 구간에 걸쳐 광역탐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연구원 개개인 또는 사업별로 보유한 광역
탐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 또한 수행할 예정이다.

활용분야
- 광물자원 탐사
- 해양지각 진화사 연구

www.kordi.re.kr

032

- 지구 기후변화 이해

그림 3. 엘리스 분지에서 획득한 정밀수심 자료와
지자기 이상 분포도.

연구활동 _

태평양 심해저광물자원개발

박정기 책임연구원 (심해·해저자원연구부)
E-mail : ckpark@kordi.re.kr

심해·해저자원 연구

연구책임자

연구 내용 및 성과
2000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추진계획과 국제해저기구 광업규칙에 의거하여 2002년에 확정한 태평양 공해상 우리나라 망간단괴 개발
광구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 톤 상업생산 기반구축을 목표로 탐사, 환경, 채광, 제련 등 상용화 핵심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금속광물자원의 공급원 확보와 해양신산업(심해저광업) 창출을 위한 국가전략적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상용화기술 개발이 완료될 경우,
니켈, 구리, 코발트, 망간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금속광물의 자급률을 15% 이상 제고함과 동시에 새로운 해양산업기반 창출 등 미래
국가성장동력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상용화기술개발을 통해 태평양 공해상에 경제적 해양영토의 확장과 자원수급의
국가적 현안문제를 심해저개발로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상용단계의 기술개발 (정밀자원평가, 환경보전연구, 파일롯 채광시스템 개발, 제련상용공정 설계)을 통해 연간 300만 톤 상업생산
규모를 충족하는 상용단계의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활용분야
- 500기압하의 혹한환경의 소재, 정밀제어계측, 기계, 로봇산업 등에 기술 파급
- 해양플랜트 건설, 유지, 관측시설 설치 개발 등

그림 1

그림 1. 심해저 자원 개발도.
그림 2. 시험용 채광장비.

그림 2

그림 3

그림 3. 국가별 망간단괴 광구 보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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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해저자원 연구
연구활동 _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연구책임자

문재운 책임연구원 (심해·해저자원연구부)
E-mail : jwmoon@kord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이 사업은 지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남서태평양 해역 및 인도양을 대상으로 전략 금속자원 확보를 위해 개발지역 선정 및 독점적
탐사권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에 수행된 실해역 탐사에서는 기존 탐사를 통해 열수분출이 확인된 북동라우분지의 4개 열수
분출지역에 대한 광체확인을 위한 정밀조사와 함께 통가 열도의 활동성 해저화산을 대상으로 새로운 열수분출 지역을 찾기 위한 광역
조사로 나뉘어 수행되었으며, 2008년도 탐사에서 처음 도입된 CTD 견인 탐사에 이어 2009년에는 국산 심해저카메라 탐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열수분출구를 정밀 추적하는 탐사기법을 확립하였다.

향후 독점탐사권을 확보하고 있는 남서태평양 해역을 대상으로 해저열수광상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인도양 해역
광구등록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인도양 해령지역의 열수 플룸 및 열수광체 정밀 추적 탐사를 수행 할 계획이다.

활용분야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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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 혹은 공해지역의 해저자원 개발 기술을 확보

그림 1. 통가 EEZ 내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 광구.

그림 2. 인도양 탐사 예정지역.

연구활동 _

통가 해저열수광상 개발 연구

이경용 책임연구원 (심해·해저자원연구부)
E-mail : kylee@kordi.re.kr

심해·해저자원 연구

연구책임자

연구 내용 및 성과
국토해양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해온 심해저광물자원 개발·탐사 사업의 성과로 지난 2008년 3월 남서태평양 통가의 배타적경
제수역에서 해저열수광상의 독점탐사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어 2009년 1월에는 보다 효율적인 해저열수광상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단'을 설치하였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양연구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K네트웍스, LS

-Nikko동제련 등 4개 기업 참여로 3년 동안 정부 120억 원, 참여기업 120억 원 총 240억 원을 투자하여 광상의 매장량과 경제성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2년 이후 본격적인 상업개발을 위한 준비 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탐사에
서는 비활동성 열수광체의 확인을 위한 탄성파 및 지자기 탐사를 수행하였다.

현재 외국의 민간기업에 의한 해저열수광상의 본격적인 상업적 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독점탐사권을 확보하고 있는 통가 해역에서
해저열수광상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민·관·연 합동 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활용분야
- 금속자원의 공급선 다양화 및 안정적 확보
- 다양한 배후 사업에 응용되는 기술 축적

그림 2. 해저산 09번 자기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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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해저산 25번 탄성파 탐사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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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가 탐사 지역.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구활동 _

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자원화
기술개발
연구책임자

강도형 선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E-mail : dohkang@kord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연구사업 목적은 기존 식량 및 산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개념을 초월한 해양 기원 조류로부터 저비용·고효율 청정수송
에너지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있다.

이에 따른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해양 조류 탐색 및 생육조건 개량, 유전자분석을 통한 미세조류의 규명, 바이오에탄올 생산 수율 향상용
분해효소 생산과 적용, 미세조류의 대량/연속배양이 가능한 공정 최적화 및 Scale-up,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공정개발 및 최적화 등이
있다.

연구사업의 주요 결과로는 세계 최고수준의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전처리 및 발효기술 개발과 국내 최초 미세조류 바이오디젤 생산기술을
검증한 것이다.

향후 바이오매스인 해양기원 미세조류 다량 확보 및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의 원천기술 선점, 이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디젤 생산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선두 기술 보유를 통한 바이오에너지 선두 국가로 발돋움 할 것이다.

활용분야
- 바이오연료 시장 진입 시 원천기술 확보
- 사업화 기술이전을 위한 핵심기술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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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조류 에탄올 생산.

그림 1. 미세조류 바이오디젤 생산 검증.

그림 3. 미세조류 대량생산 체계화.

이윤호 책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E-mail : ylee@kordi.re.kr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구책임자

연구활동 _

유비쿼터스 해양 유용/유해 생물 관리
기술 개발

연구 내용 및 성과
여수해역 해양생물의 준 실시간 종판별을 위해 주요 생물 130여 종의 DNA 바코드를 분석하고 DNA칩을 제작하였으며 휴대용 DNA
칩 분석 장비를 구성하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유해생물 출현량의 실시간 분석을 위해 해파리와 적조생물의 음향산란특성을 파악하고
음향탐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전자보드를 개발하였다. 또한, 해양생물 출현정보 자료를 모아 지리정보 DB를 구축하고 환경정보와 연계된

GIS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DNA칩과 DNA칩 분석 장비 모듈 및 음향탐지시스템 모듈 개발을 통해 여수해역에 어떤 생물이 언제, 얼마나 출현하는지 여부를 해양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기술이 확립되었다.

향후 DNA칩의 해양현장 적용성을 개선하고 휴대용 DNA칩 분석 장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파리와 적조생물의 실시간 탐지
시스템을 해양현장에 설치하여 운영하며, 출현 정보의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다.

활용분야
- 해양생물 현장 조사 및 종 판별
- 적조 및 해파리 발생 자동 예보
- 해양생물 정보 인터넷 서비스

그림 1. 해파리 음향 특성과 음향탐지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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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NA칩 및 휴대용 DNA칩 분석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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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비쿼터스 해양생물 관리/정보서비스 체계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구활동 _

열대 태평양기지 운영 및 기본 연구 활동

연구책임자

박흥식 책임연구원 (해양생물지원연구부)
E-mail : hspark@kordi.re.kr

열대 태평양기지 운영
2000년 5월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마이크로네시아 축주에 한·남태평양연구센터를 개설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해양기술 보급을 통해
열대해역에서 국가간 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열대해역 특히 산호초 지역에서 서식하는 생물을 통해 잠재적 자원을 찾아 실용화하고,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원천 소재를 지원하며,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 연구를 통한 선진국가 책임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센터는 다양한 인적교류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기술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데, 청소년 과학교육프로그램인 '열대해양체험프로그램'
에서는 2009년에 청소년 6명과 언론인 5명을 선발하여, 열대 해양 환경 및 과학 활동을 체험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활동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해양분야의 대표적 과학체험교육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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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전경.

그림 2. 연구센터 주변 맹그로브 숲 탐험.

그림 3. 해양과학 실습 (흑진주 핵 삽입).

그림 4. 연구센터 주변 다양한 형태의 산호가
살아가는 산호초 군락.

연구활동 _

해양생물자원 연구

그림 5. 소나를 활용한 대형 침몰선 촬영.

그림 6. 바이오에너지 생산 후보 미세조류 배양.

연구 내용 및 성과
주요 연구 활동은 산호초 지역에서 장기간 생태계 감시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열대해역 연안 생태계뿐 아니라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를 체계화 하였다. 3개 지역에 정지관측 정점을 선정하고 물리적 자료 확보와 수질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시간 조석 변동과 정기적
으로 일차 생산력, 박테리아생산력을 측정하였다. 또한 생태계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산호초, 맹그로브지역, 잘피지역 등 다양한
서식처를 대상으로 생물 채집을 수행하였다.

열대해역에서는 잠재적이고 다양한 생명공학소재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다. 산업발전을 위한 소재뿐만 아니라 해양생명공학연구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올해에도 해양 무척추동물로부터 12개의 천연물을 발견하였고, 약 50종의 박테리아를 분리하였다. 또한,
기능성 생물자원인 흑진주양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서식처에서 건강식품이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는 미세조류를
분리하여 대량 생산하였다.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는 해양과학 연구활동을 증진시키고, 남태평양 도서국가와 상호 해양과학 및 제반 기술 연구를 공유할
계획이다.

활용분야
- 해양과 지구환경 변동을 위한 정보 제공
- 다양한 연구기능 유치를 통한 열대해역 복합 과학기지로 발전
- 해양생명공학 소재 공급을 통한 연구 및 산업화 기능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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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해양생물로부터 천연물질 추출.

그림 8. 산호초 지역 환경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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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서식처별 박테리아 생산력 비교 (2009년 1월).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구활동 _

동해 생태계 장기 변화 예측 시범 연구

연구책임자

유신재 책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E-mail : sjyoo@kord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이 연구에서는 해양생태계의 장기적 변화를 예측하는 정량적 예측기술을 개발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농도의 장기적 증가에
의한 해수 산성화가 플랑크톤의 생리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기후 변화에 의한 동해 하위 영양 단계의 생태계 변화에
대한 예측 능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지난 30년간의 장기자료 분석 결과, 연안용승은 약해지는 경향을, 울릉분지의 성층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해양
산성화에 대한 마이크로코즘 실험의 결과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면 식물플랑크톤의 생체량은 증가하였으나 박테리아나 원생동물의
생체량은 감소하였다. 중형 동물플랑크톤은 산란율이나 분립생산력의 차이가 없었다. 2009년 7월에 관측된 해양-대기 간 이산화탄소
교환양은 -6.06±5.07 mmol m-2 d-1로 해양으로 이산화탄소가 유입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2005년, 2007년과는 다른 결과이다.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AR4의 기후모형 중 3개 모형의 시나리오 A1B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 기후와의 차이(20년 평균)를
살펴본 결과 쿠로시오 확장해역에서 혼합층 깊이가 공통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층 깊이와 성층 강도의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하위영양준위 모형(7개 격실)을 개발하였다.

활용분야
- 동해환경 장기 변화 예측에 대한 시범적 연구사례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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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지화학 및 생태계 통합 연구(IMBER) 프로젝트의 국가사업으로 참여

그림 1. 동해안 용승의 장기적 경향. 용승이 과거 30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음의 값이 클수록 용승효과가 큼).

그림 2. 주요 플랑크톤 생물 집단의 이산화탄소 증가에 대한 반응.
현재 이산화탄소 분압 (410 ppm)과 미래의 분압 (720 mm) 하에서
배양했을 때의 생체량 변화.

연구활동 _

취수구 유입 해양생물 제거기술
실용화를 위한 성능 검증
이재학 전문연구위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E-mail : jahlee@kordi.re.kr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구책임자

연구 내용 및 성과
이 연구는 발전소 취수로에 대량 유입되는 해양생물(크릴새우, 해파리)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 실용화 이전 단계로써 부유식 고속스크린
표준모델을 설계·제작하고, 울진원자력발전소 취수로에 설치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고속스크린은 크게 공기부양장치, 인양장치,
배출장치 부분으로 구성된다. 취수로에 유입되는 해양생물 제거 성능검증 결과, 크릴새우와 살파의 제거율은 각각 94.6%와 91.7%
였으며, 노무라입깃해파리와 보름달물해파리의 제거율은 각각 88.4%, 99.3%이었다. 따라서 고속스크린 장치를 통하여 여러 종류의
해양생물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종류별로 기포발생량, 인양장치의 선속도 및 인양각도 조절로서 95%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유식 고속스크린은 취수설비 취수구와 취수로 등 임의의 위치에 설치 가능하며, 조위변동에 무관하게 인양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조차가 큰 서해안의 발전소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 지역의 발전소는 물론 천연가스기지에 대량 유입되는 생물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활용분야
- 발전소 유입생물 제거
- 천연가스 기지 유입생물 제거

041

그림 2. 고속스크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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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속스크린 표준모델 현장 설치 전경.

연구활동 _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조력·조류 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이광수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kslee@kord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청정 해양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조력·조류 에너지 실용화를 위해, 당해 연도에는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는 인천만을
대상으로 1,320MW 급의 조력발전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둘째는 기 설치된 1MW급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주 구조물위에
기전설비를 탑재하고 조류발전 시스템 발전효율과 구조물 안전감시 시스템 실증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작게는 우리나라 조력·
조류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며, 크게는 청정 해양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조력·조류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발전 자회사의 상용 조력발전소와 조류발전소 건설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기 위해 인천만 조력발전의 환경영향 저감방안 개발을 위한 연구와 장죽수도 및 맹골수도에서의
조류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활용분야
- 상용조력발전소 건설의 기본자료로 활용
- 상용조류발전소 건설의 기본자료로 활용

그림 2. 울돌목 조류발전 조감도.

그림 3. 1MW급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그림 4.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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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천만 조력발전 조감도.

연구책임자

채장원 책임연구원 (연구총괄본부)
E-mail : jwchae@kordi.re.kr

연구활동 _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초대형 컨테이너선용 하이브리드
안벽기술 개발

연구 내용 및 성과
하이브리드 안벽은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양현하역과 동시환적을 통하여 하역 서비스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첨단 항만
인프라로서, 당해년도 연구사업에서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인근 해역에 실규모의 1/6 크기인 50mx30mx5m의 콘크리트 부유체
하이브리드 안벽 실증모형을 제작하여 현장 실증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로부터 하이브리드 안벽에 대한 운용 시 작업효율과 태풍 시
구조안정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현장 실증실험 이후 장치장으로 활용 중인 콘크리트 부유체에 접합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콘크리트 부유체의
장기 사용에 따른 접합부 건전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안벽의 단계별 상품설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핵심 상품에 대한
구조 안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운항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단면 형상을 최적화하고 항내에서의 운항 성능을 평가하였다. 기존 수치시뮬
레이션과 수리모형실험에 이어 현장실증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작업성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이러한 연구성과를 실제
터미널 운영사 등 사용자에게 홍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하여 2009년 11월 16일 하이브리드 안벽 기술개발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다.

향후 환적 피더 부두 개발을 통하여 하이브리드 안벽의 실용화 및 상용화 기반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이동 가능한 콘크리트
부유식 안벽 기술을 상용화하고자 한다.

활용분야
- 부유식 대형 공연장
- 부유식 환적 전용 부두
- 부유식 컨테이너 적치장
- 부유식 컨테이너 터미널
- 이동식 컨테이너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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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하이브리드 안벽 기술개발 연구성과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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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개 현장실증실험.

연구활동 _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항만 리모델링 기반 구축 연구

연구책임자

박우선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wspark@kord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구조물 건전도 및 재활용 평가 신기술·신공법을 개발하기 위해 탄성파 기반 구조물 물성 및 구조결함 계측 시스템 현장 적용 실험, 노후
항만 구조물 리모델링 시 재사용성 평가 시스템 구축, 항만 구조물 열화평가 시스템 확립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항만 구조물
기능 제고 핵심공법인 고무막체파라핏에 대한 성능해석기법 개선 및 실해역 실험 세부설계를 실시 중이다. 항만에 대한 친수·친환경
핵심공법인 다기수로 해수교환 방파제, 항만 녹생 공법 등에 대해서도 현장실험과 기술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되는
항만리모델링 기술들에 대한 경제성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된 기술들을 실험항만에의 시험 적용을 통한 보완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신규 항만 건설보다는 항만리모델링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연구의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발
된 항만리모델링 기술이 특화된다면 해외 진출 발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한다. 전국에 산재된 노후·유휴화 된 항만에
대한 개조 혹은 재개발사업 시에 이 연구의 경제성평가 모델링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활용분야
- 건전성 평가 기술은 항만구조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기반 시설물에도 활용 가능
- 고무막체파라핏은 항내 취약지약에서 영구적 설치 및 공사장에서의 일시적 방파제로 활용 가능
- 친수·친환경 핵심공법은 항만수질 개선을 통해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그림 2. 현장 비파괴 실험.

그림 3. 개발된 막체파라핏.

그림 4. 다기수로 해수교환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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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발된 탄성파 기반장비.

연구책임자

윤길림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glyoon@kordi.re.kr

연구활동 _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항만 구조물 신뢰성 설계법 개발

연구 내용 및 성과
최근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태풍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연재해의
불확실성 요소를 항만 구조물 설계 시 반영하는 신뢰성 설계법은 국제적으로 국가 경제적 측면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핵심기술
로서 인식되는 단계가 되었다. 국제표준화기구의 ISO2394 조항이 구조물 신뢰성 설계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게 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유럽연합(EU) 및 북미경제권(NAFTA) 등의 경제 블럭을 중심으로 심지어 중국 및 일본에서도 이미 항만 구조물의 설계에 있어 신뢰성
이론을 도입하여 왔다. 3차년도 성과가 도출된 금년의 연구에서는 항만 구조물 중 국내에 활용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중력식 안벽과
경사식 방파제에 이어 잔교식 안벽 및 케이슨식 방파제에 대한 신뢰성 설계이론을 개발하고 실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서(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연구성과를 실무 기술자들에게 소개하고 활용성을 검증받기 위해 매년 실시해온 ‘항만 구조물 신뢰성 설계법 기술교육
워크숍’을 3회째 개최하여 많은 관심을 끈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2010년 전반기까지 국내 실정에 맞는 항만 시설물별 목표파괴확률을 설정하여 구조물 설계 시 신뢰도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에 이어
최종적으로 2011년까지 표준서 개발을 완료하여 국내 건설업계 등에 홍보하여 새로운 개념의 설계기술을 실무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표준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학·연·산 각계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므로 가능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활용분야
-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 항만시설의 손실률 저감
- 설계기술 고급화로 국내 항만건설시 엔지니어링 기술 수입 대체
- 국제기준에 적합한 항만 설계기준 보유로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역량 증대

그림 1. 부산항 태풍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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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항만구조물 신뢰성 설계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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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3회 기술교육 워크숍 개최.

연구활동 _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항만 지진응답 계측 시스템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박우선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wspark@kord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국내 주요 항만에 대하여 지진응답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지진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과 연계하여
항만 구조물의 지진 피해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세부 연구 내용은 국내 항만 지진응답
계측시스템 설계·제작·설치와 유지관리를 비롯하여, 항만 지진관측 운영과 통합대응 시스템 개발, 지리정보 시스템(GIS) 기반 종합적
지진피해예측 시스템 구축, 국가 지진통합네트워크 시스템과 연계방안 구축, 관련 내진 설계기술의 향상 기법 개발 등이다.

1차년도인 금년에는 항만에 대한 지진응답계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이며, 국내외 지진 모니터링 관련 자료 조사를 비롯
하여 현장 방문 조사, 상세설계, 피해예측 시스템 구축과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진피해 예측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을 비롯하여 GIS 기반 종합지진피해예측 시스템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항만 구조물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정보
표준화를 수행하였으며, 항만에 대한 지진관측 운영 및 통합대응 시스템 구성을 설계하였다.

특히, 20개 항만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실시한 상세설계를 바탕으로 연차별로 구축할 항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차년도에는 1개 항만, 3차년도 이후에는 대표적인 대상항만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활용분야
- 한국학술정보(주)(KISS)와 연계를 통한 지진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인근 부지에 대한 지진 연구
- 국내 항만환경에 적합한 내진설계기준 개발 및 기법 향상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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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지진 관측 자료 확보를 통한 신속 지진 경보 체계 고도화

그림 1. 항만 지진응답 계측시스템 구축 개념도.

그림 2. 국내 지진 발생 동향.

연구책임자

권오순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oskwon@kordi.re.kr

연구활동 _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친환경 인공섬 조성 핵심기술 개발

연구 내용 및 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인공섬 조성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1단계 사업으로 입지분석을 위한 해양
지반 조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상 폐기물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한 핵심기술로 반응성 배수공법을 제안하고 1차적으로 반응성 재료의
선정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호안 설계공법에 대한 자료집을 작성하였다. 인공섬 관련 기술은 대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이를 위한 과제 기획사업도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반응성 배수공법은 연약지반개량공법인 배수공법과 폐기물의 오염제거 기술을 통합한 새로운 공법이며, 인공섬 조성
뿐만 아니라 육상의 폐기물 처분장이나 준설토 투기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해수 조건에서도 제강슬래그의 오염제거
효과를 검증하여 해양분야에의 적용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활용분야
- 국내 해양지반 조사 자료 데이터베이스
- 반응성 재료 및 반응성 배수공법 개발
- 호안설계공법 자료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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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반응성 연직 배수공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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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기능 i-port의 개념도.

연구활동 _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연안정보 관리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유주형 선임연구원 (해양위성센터)
E-mail : jhryu@kord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이 연구에서는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갯벌 지형, 조류로, 퇴적상 분포를 공간 자료로 구축하고, 생물상과 관련이 있는 노출시간 정보를
추출하였다. 또한 현장 조사에 의해 얻어진 갯벌 생물 종, 개체수와 갯벌의 퇴적환경 공간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갯벌 생태의 공간적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해상도 위성자료에 의한 갯벌 표층 분류와 저서생물 추정 분포도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갯벌의
생태환경도를 제작한다.

고해상도 위성자료를 이용한 신뢰도 있는 표층 퇴적상 및 생물상 분포도 제작을 통해, 갯벌에서의 시공간적 분석 및 갯벌의 가치 평가에
있어 정량화가 가능하다.

활용분야
- 갯벌 환경 연구 수행 시 현장 조사지역 선정에 활용하여 현장 조사 최소화
- 갯벌 표층 분류도는 생태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평가 가능한 연안관리 기본도로 사용 가능
- 개발된 기술을 이용한 갯벌(갯골) 지도 제작과 연안지역 설치로 여름철 갯벌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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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형 저서동물 분포 현장 조사 중.

그림 2. 조석분석을 통한 갯벌의 고도별 연속 노출시간 분석.

그림 3. 황도갯벌 단위 서식지 및 우점종 분포.

연구책임자

유주형 선임연구원 (해양위성센터)
E-mail : jhryu@kordi.re.kr

연구활동 _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정지궤도 해양위성 활용 연구 지원 사업

연구 내용 및 성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 중인 정지궤도 해양관측 위성인 통신해양기상위성의 정지궤도 해양위성(GOCI)이 2010년 발사될
예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GOCI 위성자료 활용 극대화를 위해 국내 이용자 연구지원, 관련 연구 인력 양성 및 위성자료 검·보정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그림 1. 녹조 패치 이동에 대한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와 모디스(MODIS)
위성영상을 이용한 식생지수(NDVI)분석결과 비교.

그림 2. 현장관측 자료와 적조 클로로필 감지 알고리즘(RCA)을
이용한 클로로필 영상의 비교.

향후 GOCI 자료를 이용한 응용 연구로써 적조 탐지, 수자원 관리, GOCI 위성자료와 모델과의 연계 연구 등이 진행 중이며, GOCI
센서의 검정 및 보정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협력 및 교류를 통한 GOCI 자료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
- GOCI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기반 기술이 확립
- 제 2호 정지궤도 복합위성의 해양탑재체 개발 활용
- 해양위성 자료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통한 해양위성 자료 활용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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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_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관측소 보정과 파형의 유사성을 이용한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지진 발생위치
결정 정확성 향상 연구
연구책임자

김광희 선임연구원 (해양위성·관측기술연구부)
E-mail : kwanghee@kord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2008년 규모 7.9 쓰촨성 대지진, 규모 6.9 일본 혼슈지진 등의 대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2007년
강원도 오대산 지역에서도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여 지진과 지진위험성에 관한 관심이 국가적·사회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정확한
지진발생 현황 파악은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의 분포, 지하구조 특성, 지구내부 응력장 분포와 지역적 판구조 특성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그 규모가 가장 컸던 강원도 오대산 지진을 정밀 분석하였다. 국내 관련 기관
에서는 오대산 지진 발생 전·후로 6개의 전진-본진-여진이 발생하였음을 발표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75개의 지진 의심신호를 확인
하였고 그중 25개 지진의 발생위치와 단층면해를 정밀 재결정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대산 지진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단층에서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주향이동 단층활동을 하면서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주변해역에 가해지고 있는 응력장의 방향과
일치한다.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그 관측환경이 적절치 않아 지진의 정확한 발생현황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의 정확한 지진발생현황 파악을 위하여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국제공동 연구를 통하여 해저
지진 근접 정밀감시, 대규모 지진을 유발시킬 수 있는 해저 단층의 규명, 한반도 주변의 지구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활용분야
- 해저 지진재해 평가
- 연안시설 안정성 평가
- 동아시아 지구조 연구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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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 지진관측망과 한국 지진관측망을 이용한 황해 지진 발생 연구.

그림 2. 2007년 규모 4.8 오대산 군지진의 지진 발생위치 초기 결정 (a-c) 및 정밀 재결정 (d-f).
(latitude=위도, longitude=경도, South-North=남-북, West-Eas=서-동 , distance=거리, Depth=깊이)

연구책임자

안유환 책임연구원 (해양위성센터)
E-mail : yhahn@kordi.re.kr

연구활동 _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위성센터 구축 사업

연구 내용 및 성과
정지궤도 해양위성(GOCI)은 2010년 발사 예정인 통신해양기상위성의 해양관측탑재체이다. 해양위성센터(KOSC)는 GOCI의 주관
운영기관으로 GOCI 자료의 수신, 처리·배포를 담당한다. 또한, 이 자료를 사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 활용을
극대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9년에는 사용자가 GOCI 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통합위성자료 서비스 시스템 구축, X-band 수신 시스템 구축, 자료저장 시스템
확충, 수산분야 GOCI 위성자료 수신을 위한 기술 및 소프트웨어 지원, 보안시설 구축, 궤도상시험(IOT) 준비와 시험운용 등 통신해양
기상위성의 발사에 맞추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해양위성센터는 정지궤도 해양위성의 운영을 위한 핵심기반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양한 해양위성 전문연구·서비스 센터로서 한반도 주변 실시간 해양환경과 생태 감시, 장단기 연안과
중규모 해양환경 변동 감시 등 다양한 해양관련 연구와 서비스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활용분야
-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 및 연구
- 해양생태 모니터링 및 어장정보 획득
- 해양위성자료 이용자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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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해양위성센터에 설치된 9m GOCI 안테나(좌) 및 X-band (MODIS) 수신안테나(우).

그림 2. GOCI 자료의 생성.

Annual Report 2009

- 자료전처리 시스템에서 L1B 생성
- 자료후처리 시스템(GDPS)에서 L2 및 배포이미지, 해역별 자료 생성.

연구활동 _ 해양바이오 연구

해양으로부터 생체소재뱅크 구축 및
생명소재 개발
연구책임자

이희승 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E-mail : hslee@kord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해양생물이 생산하는 대사물질과 이들에 관한 지식은 해양생명공학과 해양바이오 산업 발전의 요체이다. 해양생물자원의 학술적·산업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 연구를 통해 다양한 해양환경으로부터 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채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였고, 추출물의
생리활성을 검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생물로부터 2차 대사물질을 분리하였고 이들의 화학구조를 결정하였으며, 화학적 방법으로 생리
활성 천연물의 유도체를 합성하여 구조-활성 관계를 밝혔다.

그림 1. 해양생물의 체계적 채집.

그림 2. 분리된 생리활성 화합물.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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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를 통해 해양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였고, 해양생명공학의 성공 가능성을 보였다. 확보된 해양생물과 화합물은 의약 및
해양바이오 산업의 발전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활용분야
- 해양생명공학

연구책임자

이정현 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E-mail : jlee@kordi.re.kr

연구활동 _ 해양바이오 연구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자원
관리 연구

연구 내용 및 성과
해양·극한생물자원뱅크·정보뱅크를 구축(http://www.megrc.re.kr/mebic/)하여
국내외 해양생물학자들에게 연구개발 원천 생명소재로서 해양미생물을 분양하고 있다.

금년에는 새롭게 3종의 시아노박테리아 유전체를 해독하는 한편, 초고온성 고세균

Thermococcus onnurineus NA1 등 유전체 해독이 완료된 미생물의 유용 유전자를
발굴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초고온성 고세균 NA1의 경우 유전자 발현체 분석과
유전자 파손 실험을 통하여 일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 어떤 유전자
들이 관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미생물 세포내에서 미량 금속인 니켈이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림 1. 해양·극한생물자원뱅크 메인화면과 분류체계
검색 화면.

전사 조절 단백질 Nur의 3차 구조를 해독함으로써 니켈이온 농도조절 과정을 규명하였다.

향후 2010년부터 3단계 4개년을 계획하고 있으며, 3단계에는 활용가치가 높은 주요 해양생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전체 해독 및
단백체, 대사체 등의 기능유전체 해석 연구 등 유전체 후속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특이한 해양생명 조절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
주력할 예정이다.

활용분야
- 해양생물체의 진화·환경 적응 과정 등의 이해
- 해양생물 유래 신규 생명소재의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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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포 내 니켈이온 농도를 조절하는 Nur단백질의
3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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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산화탄소가 존재할 때 수소화
효소군의 발현 분석.

연구활동 _ 해양운송 연구

선박 손상 안전성 향상 설계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김기섭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kksprop@moer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이 연구에서는 선박의 손상 안전성을 실제 파도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인 SDS(SafeDesignS)를 개발하였다.

SDS 시스템은 NAPA 시스템에서 정의한 선형, 구획, 적하상태 정보를 추가 작업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손상 위치를 정의하면
관련된 손상 구획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별하여 손상구획이 결정된다. 손상 거동해석 프로그램과 손상 파랑하중 해석을 위한 수치격
자계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주어진 파도조건에 따라 선체의 손상 안전성(복원성)을 해석할 수 있다. 계산된 손상상태의 파랑하중
데이터를 입력하여 구조부재의 손상을 고려한 최종강도를 평가할 수 있다.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해양사고로부터 인명과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정의 강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향후 선박은 물론 해양구조물의 성능기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설계도구
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활용분야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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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상선은 물론이고 크루즈 선과 해양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및 안전설계

그림 1. 손상선박 모델링 과정.

그림 2. 손상부 구획 정의.

연구책임자

김 진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jkim@moeri.re.kr

연구활동 _ 해양운송 연구

파랑중 손상선박 운동의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

연구 내용 및 성과
파랑 중 선박의 운동성능 CFD(RANS) 기반 수치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연구를 위하여 선박의 운동성능 해석과 부가물에 대한 격자
생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첩격자 기술을 적용하였고, 비정상 운동에 적합한 모듈로 확장하여 규칙파랑 중 선박의 유체역학적 운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검증을 위하여 횡방향 파랑중 선박의 Roll과 Heave 운동을 실험적 방법으로 계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수행하였다.

손상 선박의 CFD(RANS) 기반 운동 수치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은 손상 구획부의 내부 유동 해석과, 파랑중 선박의 운동해석 문제를
연성하여 전산유체역학(CFD) 기반으로 해석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의 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손상선박의 유동해석에 대한 자료 확보 및 국내기술로 CFD 기반의 손상선박의 운동 시뮬레이션 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선박의 저항·추진·조종·운동 성능 해석 등 통합 유체성능 해석, 평가 시스템으로 개발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활용분야
- 실험이나 경험에 의존하던 선박의 유체 성능 해석에 컴퓨터 등을 활용한 수치 시뮬레이션 기술 도입 가능
- 선박의 운동성능 해석과 설계기술 향상에 적극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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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파랑중 선박의 운동 성능 해석.

그림 3. 파랑중 손상선박의 운동 성능
해석과 내부유동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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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첩격자계.

연구활동 _ 해양운송 연구

선박의 자유 항주 시뮬레이션 및 검증용
계측 시스템 개발
연구책임자

김 진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jkim@moer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선박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항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선형설계 시점부터 선박이 가지는 고유한 조종성능(maneuvering

performance)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가 최종 선형에 반영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제는 선박의 자유항주
(free running) 상황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설계된 선박이 가지는 조종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기반의 수치해석 시스템과 이를 검증할 입체음향 이중입자영상 속도계(SPIV, Stereo Particle
Image Velocemetry) 유동계측 시스템 및 예인전차(CPMC, Computerized Planar Motion Carriage) 모형시험 기법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 전산유체역학 시스템은 현재 선박 조종성능 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단순화된 수학모델(mathematical model)기법과
비용과 시간의 소모가 큰 모형시험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선박(잠수함) 저항/추진성능에 대한 해석기법으로 전산유체역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 과제에서
개발하는 수치해석 시스템은 조선공학 선진국에서도 확보하고자 하는 신기술로서 선박운항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종성능 평가에 유용
하게 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신뢰도가 공인된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설계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활용분야
- 선박 및 잠수함 선형설계 분야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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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운항 경제성 및 안정성평가 분야

그림 1. CFD를 이용한 정적 PMM 모형시험 시뮬레이션. 그림 2. SPIV 시스템.

그림 3. CPMC 구속 모형시험.

- 빙해수조 시험시설 확보 및 활용 방안
연구책임자

이춘주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reslcj@moeri.re.kr

연구활동 _ 해양운송 연구

빙해선박의 극지항로 안전운항기술 및
극저온 빙성능 시험평가 기법 개발

연구 내용 및 성과
2009년 5월 지식경제부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해양연구원 빙해수조가 준공되었다. 현재 연구원 빙해수조에서는 균일 모형빙을
생성하여 빙수조 시험 및 해석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형선-실선에 대한 상관계수를 도출하고 있다. 아울러, 빙수치 해석 기법
을 바탕으로 쇄빙선박의 저항성능 해석을 통해 선형과 추진기에 대한 빙저항 특성연구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빙해운항용 쇄빙
선박의 기자재에 대한 방한성능평가를 위해 빙해역 운항 조건 및 선급규정을 분석하고 유사실적선을 바탕으로 연구원 빙해수조의 콜드룸
시설을 이용해 선박기자재에 대한 극저온 상태에서의 내빙설계 및 시험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선박기자재에 대한 극저온 설계
시공 기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향후 연구원 빙해수조에서는 쇄빙선박의 빙성능 시험기법, 최적화 기술, 선박기자재에 대한 극지용 저온설계와 방한 평가기술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빙해선박의 극지항로 안전운항기술과 극저온 성능시험평가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활용분야
- 빙해선박의 빙성능 시험기법 및 최적화
- 빙해선박의 조선기자재 방한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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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극저온 콜드룸에서 풍우밀 문의 방한성능 평가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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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쇄빙연구선 ‘아라온 호’ 에 대한 평탄빙에서의 빙저항 시험.

연구활동 _ 해양운송 연구

포드 형 전기추진 시스템의 추진성능 해석

연구책임자

반석호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shvan@moer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포드(Pod) 추진 시스템의 단독성능 시험과 포드를 설치한 호화 유람선의 저항 및 자항시험을 수행하였다. 자항시험에서는 포드의 각도

(기울기, 편주)에 따른 추진 효율을 확인하였다. 대상 선형에 대해서는 기울기 각도 3o, 편주 2o인 경우에 가장 좋은 효율을 보였으며 각 0o인
경우에 비해 약 5%이상의 효율 증가를 보이고 있다. 추진기 회전 방향에 대해서는 대상 선형의 경우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포드 추진 시스템을 추진기로 간주한 방법(A)과 선형의 부가물로 간주한 방법(B)과의 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1. 실험 조합

I : 내부, O : 외부
편주

기울기

0°
3°
6°

0°

2°

4°

I, O
I
I

I, O

I

표 2. 각 방법에 따른 효율 및 마력 비교 (24knots)

EHP(MW)

w

t

23.1

0.078

0.095

0.982

24.5

0.132

0.155

0.974

H

O

D

DHP(MW)

방법

1.023

0.622

0.625

37.0

A

1.000

0.676

0.658

37.3

B

R

활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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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화 유람선, 예선, 쇄빙선, 시추선 등의 선박 추진성능 해석에 응용

그림 1. 자항 실험을 위한 포드 설치.

그림 2. 편주에 따른 마력 비교 (기울기=3o ).

연구책임자

김기섭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kksprop@moeri.re.kr

연구활동 _ 해양운송 연구

고부가가치 선박 산·학·연 공동
연구 기반 구축

연구 내용 및 성과
세계적으로 선박이 대형화 고속화됨에 따라 프로펠러 날개에 캐비테이션 발생이 심화되어 추진효율 감소, 기진력 증가, 날개 표면침식 및
수중방사소음 발생이 증가하여 많은 문제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선박, 미래형 첨단선박 및 잠수함 등 특수선박 개발에 활용
될 수 있는 대형 시험시설인 저소음 대형 캐비테이션터널(LCT)의 형상 및 운용시스템을 설계, 제작 및 설치하고 시운전을 수행하여 성능을
확인하고 연구기반을 구축하였다.

LCT 기본 제원
- 본체 크기 : 전장 60m x 전고 22.5m x 전폭 6.5m
- 관측부 크기 : 폭 2.8m x 높이 1.8m x 길이 12.5m
- 관측부 최고유속 : 16.8m/sec
- 터널 내부 압력조절 범위 : 0.02 ~ 3.0기압(Abs.)

그동안 국내에 대형 캐비테이션터널 미확보로 국외 연구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국내 축적된 기술로 설계한 선박자료의 국외 유출이
불가피하였다. 금번에 LCT 확보를 통하여 국내 조선소 상선 및 함정 사업에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활용분야
- 중형·대형·초대형의 컨테이너선, LNG선, 유조선, 산적화물선 등 캐비테이션 성능검증 및 관련 애로 원천기술 개발
- 전투함, 경비함, 잠수함 및 어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그림 3. 관측부에 설치된 모형선 모습.

그림 4. 선체에 설치된 프로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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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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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저소음 대형 캐비테이션터널 본체.

연구활동 _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CO2 해양지중저장 기술 개발 사업 (Ⅴ)

연구책임자

강성길 선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E-mail : kangsg@moer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포스트 교토체제하에서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주목받는 이산화탄소(CO2) 저장기술의 국내 실용화를 위해 우리 연구원은 지난

2005년부터 포집된 CO2를 파이프라인이나 선박 등을 통해 수송하여 이를 해양의 퇴적층(유·가스전, 심부 대염수층 등)에 대규모로
수백-수천년 이상 장기간 저장 및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 을릉분지를 중심으로 한 저장후보지 탐색, 2) 액화
및 초임계 상태로 압축된 포집된 CO2를 선박이나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하거나 주입하기 위한 플랜트 및 설비기술, 3) 주입된 CO2의
거동 및 누출가능성 해석, 그리고 4) 주입 과정 또는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CO2 노출 가능성에 따른 해양환경에의 잠재적 영향평가
기술 등을 집중 개발 중에 있다.

2010년까지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이후 2015년까지 1만 톤급 파일롯 저장을 통한 개발된 기술을 실증하여 민간에 보급할 예정
이다. 개발성과에 의해 2016년부터 발전소 또는 제철소의 CO2 포집기술과 연계하여 민간 주도로 울릉분지 등을 대상으로 보급형으로
연간 300만 톤급 CO2 저장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활용분야
- 포스트 교토체제하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활용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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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이후 연간 300만 톤 CO2 수송 및 저장 구현

그림. 1. CO2 해양 지중저장 국내 실용화 시나리오(안).

그림 2. 유출된 CO2의 환경위해성 평가 모형. (IMO 런던협약 96의정서 관련
지침 근거)

연구책임자

공인영 책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E-mail : iygong@moeri.re.kr

연구활동 _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상교통 안전성 평가 시뮬레이션 연구

연구 내용 및 성과
한국해양연구원이 자체 기술로 설계·제작하여 운용 중인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획 중인 각종
항만·항로 건설 사업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성 평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광양 포스코 원료부두, 삼척화력 부두, 울산항 임시 우회항로, 보령 연육교,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경인 아라뱃길 관련 해상
교통 안전성 평가 등의 다양한 사업이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경인 아라뱃길 건설에 따른 해상교통 안전성 평가는, 한강과 인천을 연결하는 총 18km의 수로와, 이 수로를 서해 및 한강과 각각 연결
하는 갑문 시설, 그리고 인천 및 김포 터미널 부두의 설계안을 대상으로, 선박 운항자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그 결과, 각종 수역시설의 개선 방안과 선박통항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계획 중인 항만·항로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과 항만 배치계획 등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대안 수립과 대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함
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항만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활용분야
- 각종 항만 및 항로에 대한 해상교통 안전성 평가
- 안전운항 및 운항자동화 기술 개발
- 조함 및 항해 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 개발
- 선박안전운항 지원 시스템 개발
- 수상선 및 수중함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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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경인운하 인천 갑문 지역 3차원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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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상교통 안전성 평가용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

연구활동 _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무인선 제어 시스템 알고리즘 최적화
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여동진 선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E-mail : lonepier@moer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이 연구는 민군겸용기술사업 ‘원격선박통제제어’ 과제의 시험개발 단계로써, 제작된 선박의 원격제어 시스템에 해상상태 2에서도 정상
동작하는 침로제어기와 경유점유도 제어기를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년도에는 해상시험을 통해 시제선의 운동 특성을 분석하였고, 숙련된 조종자의 조종입력 패턴을 구현하는 침로제어기와 선박의 속도에
따라 유도 명령이 변화되는 경유점유도제어기를 설계·탑재하였다. 해상 성능평가시험 결과 설계·탑재된 제어기가 당초 목표인 해상
상태 2를 넘어선 해상상태 3에서도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무인 선박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무인 선박의 설계·개발에 있어 기반을 제공
하는 매우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무인 선박은 국토방위, 해양탐사, 해양방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연구원에서 보유한 선박 설계·최적화·제어 기술을 접목한다면 무인 선박 시스템을 용도에 따라 설계·생산하는 단계로의 발전이
가능하다.

활용분야
- 국방분야 (무인 표적정, 무인 순찰·첩보·감시선)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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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분야 (무인 탐사선, 무인 방제선, 무인 순찰·감시선)

그림 1. 시험개발단계 시제선(천리안).

그림 2. 원격제어 Base Station 및 원격제어 시행 화면.

연구책임자

김홍태 책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E-mail : kht@moeri.re.kr

연구활동 _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교통약자를 위한 선박 이용 편의시설
개발 연구

연구 내용 및 성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5.1.27 제정)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교통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이동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 개선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부터 국외에서는 교통약자의 선박 이용을 위한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다. 휠체어, 승하선 설비, 적정 이동통로
등에 관련 연구가 수행된 사례가 있으나 주로 중대형 여객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선과 소형 여객선을 이용한 연안 여객수송
중심의 우리 현실에는 잘 맞지 않아 그 결과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의 최종목표는 국내 연안여객선의 시설 및 설비를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 관련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기술지침)과 이동편의시설을 개발하고, 선내시설 개선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연구 개발된 ‘교통약자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매뉴얼’ 을 해운선사 및 조선소에 보급하고, 향후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관련 설비의
개발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활용분야
- 교통약자를 고려한 여객선 편의설비의 개발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조선기자재 산업의 활성화와 발전 기대
- 연안 운송의 고급화에 대한 수요 반영
-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와 해양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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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교통약자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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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선종별 출입구 폭 현황.

연구활동 _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관내 유체력 특성 모형시험

연구책임자

김연규 책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E-mail : ygkim@moer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관 내에 존재하는 수중운동체에 대하여 모형시험에 의한 저항특성 및 자항특성을 추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 내에
존재하는 모형선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계측하였으며, 또한 모형선 주위의 유속을 계측하였다. 모형선은 실선과 같은 크기로 4척이 제작
되었으며, 관에는 모형선 주위의 유속을 계측하기 위하여 피토 관(pitot tube)을 설치하였다. 반전(counter rotating) 프로펠러가
있는 모형선 2척에 대해서는 자항시험과 저항시험을, 프로펠러가 없는 모형선 2척에 대해서는 저항시험이 수행되었다.

관 내에서 모형선의 위치에 따른 자항 및 저항 특성을 파악하기위하여 모형선의 선수가 관과 일치하는 경우(제1위치), 모형선의 선수가
약 30% 관 밖으로 나온 경우(제2위치), 그리고 모형선의 선수가 약 60% 관 밖으로 나온 경우(제3위치)에 대해서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비교를 위하여 관이 없는 상태의 모형선에 대한 시험도 수행되었다. 모든 시험은 관의 후미부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수행되었지만 일부가
닫혀 있는 상태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의 후미부에 후면판을 설치하였다.

활용분야
- 관 내의 수중운동체에 대한 운동 시뮬레이션
- 관과 모형선의 상호 작용 및 후미부 특성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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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유체역학(CFD) 계산 결과의 검증 자료

그림 1. 관 외 시험.

그림 2. 관 내 시험.

그림 3. 피토 관

그림 4. 후면 판

연구책임자

서상현 책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E-mail : shsuh@moeri.re.kr

연구활동 _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국가위성항법 보정 시스템 구축 개발 (II)

연구 내용 및 성과
이 과제는 위성항법 시스템의 현대화와 다원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해양안전 분야에서 요구하는 보다 강화된 위성항법 보정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측위 인프라로서의 위성항법보정 시스템(DGNSS) 고도화 기술 개발을 최종 연구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의 2차년도인 2009년에는 통합보정 시스템 기반기술과 운영기술 고도화 연구를 목적으로 DGNSS 구조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기준국과 감시국시스템(RSIM)의 시작품 개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지구위치파악시스템(GPS) 고장위성 식별 과 GPS

L2C 의사거리 보정정보 생성 알고리즘 개발, 디지털 신호처리 기반 비컨 신호 생성기와 운용 소프트웨어 시작품 개발, DGNSS의 통합
보정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라디오 수신장치 기본설계 그리고 위성신호처리 알고리즘 개발용 하드웨어 플랫폼을 설계하였다.

앞으로 위성항법 시스템의 국제적 환경변화와 국제해사기구(IMO)의 신개념 항법체계(e-navigation) 개발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표준화 동향을 주시하면서 2010년 이후 본격화 될 해양용 DGNSS의 구조개선을 주도할 핵심기술 및 표준을 연구개발 할 계획이다.

활용분야
- 차세대 DGNSS 기준국과 감시국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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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프트웨어 RSIM 구성도.

그림 3. 소프트웨어 RSIM 시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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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프트웨어 RSIM 개념도.

연구활동 _ 해양시스템 연구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II)

연구책임자

이판묵 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pmlee@moer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6,000m급 심해용 무인잠수정 해미래를 이용하여 가스분출이 예상되는 울릉분지 남서쪽 지점을 탐사
하고 있다. 2009년에는 5월 27일부터 6월 7일에 걸쳐 이 지역의 탐사를 수행하였다. 6월 4일 탐사에서는 약 4시간 10분 동안 해저면을
탐사하여 퇴적물시료 2개, 해수시료 2개, 햇님 불가사리 채집에 성공하였으며, 10cm 거리를 둔 레이저 스케일러를 카메라에 장착하여
등가시치, 심해새우, 홍게, 말미잘, 녹조류, 오징어를 촬영과 동시에 그 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명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텔레
스코픽 램프 프레임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추가로 과학자가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고성능의 연속회전-틸트-줌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한편, 자율무인잠수정 이심이(ISiMi) 자율무임잠수정(AUV)의 실해역 모델로 개발된 이심이100 AUV를 이용하여 2009년 7월과 8월에
실해역 실험을 수행하였다. 2010년에는 AUV 이심이100에 측면주사소나(SSS, Side Scan Sonar), CT 센서 등의 임무센서를 장착
하여 해저지형과 해양학 특성 데이터를 맵핑할 계획이다.

활용분야
- 심해 관측, 해저 샘플 채취, 해저 작업을 필요로 하는 심해 탐사에 활용
- 심해 열수·냉수 분출구 환경, 해저자원 탐사, 심해 생태계 및 메탄수화물 연구
- 해저 정밀 맵핑, 심해 물리·생물·지화학 데이터 취득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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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디오와 조명시스템이 개선된 해미래.

그림 2. 동해 울릉분지 탐사 중 촬영된 해저 생물들.

그림 3. 이심이100 AUV의 실해역 실험 장면.

연구책임자

임용곤 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장실)
E-mail : yklim@moeri.re.kr

연구활동 _ 해양시스템 연구

U-기반 해운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 연구

연구 내용 및 성과
국토해양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된 ‘U-기반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 의 2009년 연구 내용으로는
해상용 멀티대역 디지털 통신 단말기 모뎀 상세 설계, 멀티대역 해상통신 애드혹(Ad-hoc) 네트워크 프로토콜 설계, 해양 Active IP-

RFID IP-TAG 및 레이다(스마트 포인트) 설계·구현, IPv6 기반 RFID 프로토콜 설계, 항만보안 감시 시스템 운용 구조 설계와
주야간/열상 원베이스 카메라 테스트베드 제작, 1/10 수준의 3차원 방사선 투시기 원형 시스템 개념 설계, X-선 영상 처리 기반 기술
구축과 해운물류 정보 표준화, U-기반 해운물류 보안체계를 수립하였다.

향후 2011년까지 해양 RF기반 애드혹(Ad-hoc) 모뎀 구현 및 네트워크 실증화, Active IP-RFID 핵심 기술 응용개발 및 상용화, 항만
주야간 피사체 탐지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멀티 X-선 3차원 투시기 제작 및 검증, 기능보완, 통합물류 보안체계 구축 실행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활용 분야
- 국내·외 해운 물류정보를 통합·연계함으로서 동북아 물류 허브 국가로의 역할을 담당
- 국가 해운물류 통합 정보망을 구축함으로서 물류비 절감 (2조 원/년)
- 동북아 물류 정보 중심지로서의 역할 및 기술선도가 가능
- 해운물류 정보 표준화를 통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

<IP-Tag>

<Smart Point>

그림 1. 해양 Active IP-RFID 태그와 리더기.

그림 2. 멀티대역 해상통신 디지털 통신 단말기 모뎀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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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해운물류 체계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사업 전체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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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멀티 X-선 3차원 투시기 장치 설계도.

연구활동 _ 해양시스템 연구

심해저 광물자원 집광 시스템 및
채광 운용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홍 섭 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suphong@moer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상업생산 규모의 집광 시스템 개발에 앞서 근해역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 채광 용량 1/20~1/10 규모의 시험집광기를 개발
하였으며, 시험 집광기는 공모를 통하여 ’미내로(MineRoTM)’로 명명되었다. 개발된 시험집광기는 길이 5m, 폭 4m, 높이 3m 이며,
중량은 공기 중에서 약 9.5톤, 수중에서 4.6톤이다. 시험집광기는 기계 시스템, 유압 시스템, 전기·전자 시스템, 실시간 운용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시험집광기의 성능시험은 2009년 6월 동해 후포항 근해 수심 100m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양광
펌프와 통합하여 근해역 채광장비 성능 실증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6월 30일 시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집광 시스템 각 장비의 성능과
통합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분이지만 연속적 채광 시스템 개념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에는 상용 채광용량의 1/5 규모로 파일럿 집광 시스템이 개발될 예정이다. 2012년에는 수심 1,000m에서 핸들링, 계측제어,
해저면 항법, 주행제어 등 집광 시스템 예비 성능시험(Pre-Pilot Mining Test)을 수행할 예정이며, 2015년에는 수심 2,000m에서
파일럿 채광 시스템 통합 성능시험인 PMT(Pilot Mining Test)를 수행할 계획이다.

활용분야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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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저 광물자원 (망간단괴, 망간각, 열수광상) 개발 분야

그림 1. 근해역 성능시험 개념도.

그림 2. 근해역 성능시험 장면.

연구책임자

임용곤 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장실)
E-mail : yklim@moeri.re.kr

연구활동 _ 해양시스템 연구

수중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연구 내용 및 성과
국토해양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2004년부터 수중에서 다자간 무선 통신이 가능한 수중음향 무선통신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전송
속도는 최대 9,600bps를 가지며 수중 무선통신 단말기, 게이트웨이, 제어센터로 구성된 수중 통신망을 육상 통신 시스템과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수중 네트워크 모뎀 및 장거리 통신 모뎀의 개발을 완료하고 실제 바다에서 운용이 용이하도록 소형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중 통신에 적합한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2011년까지 수중-수상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를 개발하는 한편 수중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실제 구현을 통해 수중수상-육상을 하나의 통신 체계로 통합할 수 있는 국가적인 통신 인프라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활용분야
- 해양레저 및 심해저 자원 개발 연구 등에서 필요한 정보 전송에 활용
- 수중함 간, 수중함-수상함 간 수중 무선 통신에 활용
- 실시간 광역 수중 해양환경 관측망 및 항만 감시 체계 구축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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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네트워크 모뎀용 송수신 증폭기 및 일체형
(소형) 초음파 통신 모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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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중 무선통신 네트워크 개념도.

연구활동 _ 해양시스템 연구

선박의 동적안정성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성홍근 선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hgsung@moer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이 사업은 2004년 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시작하여 2007년부터 지식경제부의 차세대 신기술개발 사업으로 2009년 7월에 종료되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은 충돌로 인해 손상을 받은 경우 손상의 정도에 따라 침수에 의한 경사, 침수 진행에 의한 전복이나 침몰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구조 강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큰 파랑 하중이 걸리는 경우에 주구조물의 손상 진행으로 이어져 선박의 파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파랑 중 손상과 비손상 선박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뮬레
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선박의 안정성 검토와 개선을 위한 안전 설계에 활용하고 선박의 안전을 위한 사고 대응 시스템의 기반기술로 사용
할 수 있다.

활용분야
- IMO의 손상/비손상 안정성 규정 개정에 기술적 대비, 선체구조 설계/해석 요구기준에 적극 대응
- 안전성이 최우선인 여객선과 페리 등 새로운 고부가 선종에 대한 시장개척 효과
- 선박 사고에 대한 해난심판원의 원인분석과 저감 대책에 활용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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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 선박의 구난 작업, 연안 선박 안전항해 지침과 선박의 운항 통제 규정 활용 등 해상 운송 안전 향상에 활용

그림 1. 선박 손상시 침수진행 해석 기법 개발.

그림 2. 선박 손상의 파랑하중 해석 기법개발.

연구책임자

문덕수 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dsmoon@moeri.re.kr

연구활동 _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이용 개발

연구 내용 및 성과
이 연구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이용, 그리고 관리 분야로 나누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개발 분야에는 해양심층수 취수 시설을 보강하여
준공검사를 득하였으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취·배수 해역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취수되는 해양심층수는 100회에
걸쳐 원수 및 처리수를 무상 공급하고, 4회의 기술 지도를 통하여 해양심층수 산업화를 간접 지원하였다. 이용 분야 연구에서는 은연어와
산천어의 해수 사육·월하에 관한 연구, 한해성 어종인 대구와 강도다리의 생리특성 연구, 역삼투(RO)+나노필터(NF)로 이루어진 수질
조정용 복합막을 개발하여 특허출원하였다. 관리 분야 연구에서는 취수해역과 배수해역에 관한 수질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취수해역의 수질 안전성과 배수해역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 청정 해수 자원인 해양심층수 산업의 확산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산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부터는 해수열에너지 관련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연중 저온의 안정성을 가지는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해수 냉난방의 실용화와 온도차 발전 관련 핵심기술을
연구할 계획이다.

활용분야
-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각종 산업분야 활용 (농수산 및 해수담수화)
- 동해심층수에 대한 안전성, 안정성 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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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심층수 활용 한해성 수산물 대구의 월하실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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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차량 급수전을 통한 공공급수와 심층수 산업화 확산 견인.

연구활동 _ 남해특성 연구

남해안 빈산소 해역의 관리를 위한
생태계 반응 연구
연구책임자

염승식 책임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E-mail : syum@kord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가막만을 대상으로 빈산소 해역의 형성에 의한 연안 생산력 감소를 추정하기 위하여, 빈산소 환경에 대한 생물의 반응을 다양한 생태학적
지위에 속하는 생물들을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1차 생산자인 와편모조류 휴면포자 발아율이 7월부터 9월까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1차 소비자인 요각류의 난 부화율은 7-9월 빈산소 수괴가 형성되는 내만에서 20% 정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차
소비자인 저서동물의 경우, 군집의 종다양성 지수가 외만보다 내만에서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중요한 양식 생물인 이매패류 및 어류에
대해서는 세포 내 빈산소 대응지표를 발굴하고, 빈산소 환경 노출 실험을 통해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빈산소 환경에 대한 미소생물 및 저서동물의 반응을 실험실에서의 노출 실험을 통해 구체화하여, 빈산소 수괴 형성의 심각성을 알아
보고자 한다. 또한 생물의 피해를 발생하지 않는 최소 용존산소의 농도도 산정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차후 빈산소 수괴 형성
해역의 관리에 있어서 국가 정책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활용분야
- 빈산소 수괴 형성에 의한 생산력 손실 예측
- 연안 개발 및 관리의 국가 정책 결정
- 녹색 GDP 회복을 위한 연안생산력 제고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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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빈산소 해역 형성 기작.

그림 2. 가막만 저서동물 군집 밀도 변화 (2009년 2월-8월).

연구책임자

염승식 책임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E-mail : syum@kordi.re.kr

연구활동 _ 남해특성 연구

자바송사리의 독성유전체를 활용한
환경 위해성 평가 기술 개발

연구 내용 및 성과
광염적응성 어류인 자바송사리의 생태독성유전체를 이용하여, 연안 환경 위해성 평가를 위한 cDNA 마이크로어레이 ‘HazChem

Fish Array v.01’을 완성하였다. cDNA 마이크로어레이에 탑재된 1,000여 개의 유전자들은 DD-PCR, ‘subtractive cDNA
library’ 구축, 이종간 칩 실험 및 역전사 PCR법에 의한 목적 유전자의 분리를 통해 얻어진 것이다. 완성된 cDNA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하여, 벤죠파이렌(BaP), 폴리염화바이페닐(PCB), 아이프로벤포스(IBP) 및 톡사펜(Toxaphene) 등, 4종류의 환경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자바송사리 간에서의 특이유전자 프로파일링을 수행하였다. 1차 결과, 벤죠파이렌 특이유전자 22종, 폴리염화바이페닐 특이
유전자 6종, 아이프로벤포스 특이유전자 5 종, 그리고 톡사펜 특이유전자 11종 등을 확인하였다.

향후 2차 라이브러리 구축을 통해 더 많은 유해 화학물질 특이 유전자 후보들을 발굴하여 v.01을 업그레이드하고, 마이크로어레이 실험을
통해 얻어진 유해 화학물질 특이유전자들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것과 같은 유해 화학물질 대응 DNA 마이크로
어레이가 환경오염의 조기 경보 시스템에 이용될 것이다.

활용분야
- 환경 오염 감시
- 신규 화학물질의 독성 특성 해석
- 환경 오염 대응 생물 반응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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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azChem Fish Array ver.01을 이용한 유해화학물질
노출 자바(바다)송사리 특이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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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대상 어류인 자바(바다)송사리, Oryzias javanicus.

연구활동 _ 동해특성 연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

연구책임자

박찬홍 책임연구원 (동해연구소장실)
E-mail : chpark@kord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이 연구는 독도의 미래 지속가능 이용과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과학조사 연구를 수행한다. 독도 구조와 해저 지질환경 특성
이해를 시작으로 독도 주변 해수순환 및 해수환경 특성 연구성과를 국내·외 확산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Dokdo’, ‘East Sea’
등의 국제적 공인화를 유도하였다. 독도 주변 해양생태계·생물자원을 파악하여 생태 화보집을 발간함은 물론, 국내 최초 독도 심해 탐사에
의한 심해 중요 정보를 확보하여 독도 정보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독도 연안역의 서식지와 환경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독도의 해저, 육역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독도 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비하고 있으며, 과학적 연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 독도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는 독도 연구의 확대 발전을 통해 독도 화산체 생성기원 연구와 복원시뮬레이션을 개발할 것이다. 독도 시뮬레이션 센터, 해양·해저
관측망, 미래지향적 독도 해저과학기지 등을 구축하여 다양한 시공간적 관측을 통한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독도 연구로 발전시킬
것이다.

활용분야
- 독도 이용과 독도에 대한 국가정책 수립, 대처기능 강화
- 독도-울릉도 주변 해저지명(Dokdo, East Sea) 표기의 국제적 공인화 유도
- 독도 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대비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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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독도 주변 해저 입체지형도.

그림 2. 독도 주변 심해생물 사진.

그림 3. 독도종합정보시스템(www.dokdo.re.kr)
운영.

연구책임자

최복경 책임연구원 (동해특성연구부)
E-mail : bkchoi@kordi.re.kr

연구활동 _ 동해특성 연구

동해 중부 연안환경 변동성 연구

연구 내용 및 성과
동해 중부 연안환경 변동성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 주변 연안 해양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동해에 관한 연구기반을 구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연구 성과로는 동해연구소 주변 연안해역에 대한 계절별, 일별 바람 패턴 및 연안류에 의한 해수 분포
특성과 쇄파잡음의 음향특성 파악이 있다. 또한, 자동관측시스템(TISDOS)을 이용하여 해빈모래의 이동 메커니즘을 정량화하였으며

3차원 정밀 지형관측을 위한 지상 라이다(LiDAR)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동해연구소 주변 해역의 간극생물, 조하대
암반생물, 선형동물 다양성 등의 저서생태계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기후변동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 온배수 활용방안 등의 수산자원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 기상, 해류 준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안재해 예측을 위한 음향 모니터링 시스템, 해안선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생태계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활용분야
- 연안 음향 모니터링으로 연안재해 예측에 이용
- 해안침식 원인 규명 및 방제에 활용
- 각종 연안개발 시 요구되는 해양환경영향 평가
- 발전소 온배수의 활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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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빈의 침식/퇴적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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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쇄파잡음의 주파수 스펙트럼.

연구활동 _ 해양정책 연구

한·중·일 해양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연구책임자

양희철 선임연구원 (해양정책연구실)
E-mail : ceaser@kordi.re.kr

연구 내용 및 성과
국제 해양법 질서의 변화와 논쟁 가능성을 토대로 국제 해양질서의 재편 혹은 법규범 형성을 중심으로 한 국제 해양법 현안문제와 한반도
주변수역 관할권 분쟁관련 사항을 연구테마로 하고 있다. 금년도 연구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6조에 따른 연안국의 대륙붕
한계 신청(submission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을 주제로 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200해리 외측으로 자국의 대륙붕을 연장시키고자 할 경우,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관련 정보를 제출
토록 하고 있는 바, 협약 규정에 근거하여 일본을 포함한 총 44개 국가가 51개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대륙붕 연장 신청서와 달리 우리
나라와 중국 등 총 40개국은 총 44건의 예비 정보를 제출함으로서 대륙붕 연장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는 것으로 마감하였다. 그러나 일부
신청 해역은 대륙붕한계위원회 신청 대상해역에 해당되는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2008년 협약당사국총회에서
통과된 예비정보 제출을 활용함으로써 위원회에서의 심의 부담을 피하면서 대상 해역에서의 적극적인 권리 존재를 과시하고자 하는 조치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차년도(2009-2010년) 사업은 1차년도(2008-2009년) 사업 수행 과정에서 대두된 일본의 태평양 암초 오끼노도리시마(Oki-noTori Shima)에 대한 법적 지위와 향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활용분야
- 주변국 해양정책과 전략을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우리나라 전략수립의 방향성 제시
- 국가정책 제언을 위한 보고서와 대외 연구확산을 위한 해양정책 간행물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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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삼국의 해양관련 분쟁뿐 아니라 관할권 갈등 해소를 위한 작업도 함께 추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정책 이해의 틀을 제공

그림 1. 일본이 신청한 해역(심의 중).

그림 2. 뉴질랜드, 대륙사면의 각 결정 (예).

연구책임자

권석재 선임연구원 (해양정책연구실)
E-mail : sjkwon@kordi.re.kr

연구활동 _ 해양정책 연구

경북해양에너지연구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연구

연구 내용 및 성과
이 사업의 목적은 동해안 해양 클러스터 내 에너지 연구의 허브로서 ‘경북해양에너지연구센터 건립’ 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건립에
대한 기본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동해안의 청정에너지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이용하기 위해 해양에너지 실증 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국내 유일의 동해특성 해양에너지 연구 및 실증 실험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방안을 제시하였다.
센터는 연구기능으로 동해특성에 적합한 파력 및 풍력에너지 기술개발, 지역문제 해결형 해양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 해수온도차와
지역냉난방 시스템 결합 복합이용시스템 개발을 수행하고, 비연구 기능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해역실증실험시설(테스트베드)을 설치·운영한다. 마지막으로 해양클러스터와 포스텍 해양대학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공동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한다.

센터의 설립은 2010년 기본설계 이후 1단계(2010-2014년) 300억, 2단계(2015-2020년) 200억 총 500억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
이며, 동해안 발전 특별법에 따른 동해안권 발전 기본계획에 울진권 핵심 사업으로 반영·추진되어 해양 클러스터의 기능 강화와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활용분야
- 법정 계획인 동해안권 발전기본계획 등 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요 자료로 활용
- 센터의 건립 추진을 위한 기본 구상안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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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북해양에너지연구센터 조감도.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더 멀리.. 더 깊게... 세계와 만나는 큰 길, 한국해양연구원이 해양부국의 꿈을 이루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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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 해양연구선 운영

부록

연구지원 _ 해양자료 관리

해양자료 관리

해양자료 관리 시스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생산 해양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제공하는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사업 진행에 맞춘 유기적 자료관리를 위해 자료관리 절차 및 규정을 수립하고, 수집자료를 유실 없이 관리할 수 있는 해양자료

Archive 및 DB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집한 자료에 대한 질적 수준 관리(Quality Control), GIS 자료분석, 격자자료 생산 등의
자료 통합ㆍ분석 작업을 통해 자료의 활용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관측자료와 분석정보 제공 및 활용을 목적으로 최신 GIS 기술
을 이용한 자료검색 시스템과 GIS 맵핑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자료 관리 및 활용기술 개발
해양자료팀에서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해양자료 관리 및 활용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매년 20여 개의 연구사업에 직접 참여
하여 해양자료 DB, 해양 GIS, 실시간 자료 관리, 통계분석 등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해 해양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GIS 주제도 제작,
공간분석, 실시간 자료 서비스 등을 통해 연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GIS 기술은 연구 계획 단계에서부터 연구 자료의 관리, 주제도 제작, 공간분석에 이르기까지 연구 전 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해양과학
연구의 효율과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발생 시 오염 상황에 대한 GIS 지도제작을
통해 과학적이고 신속한 방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해양생물 정보관리 및 서비스를 위해 한국 해양생물다양성 정보 시스템과
해양생물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해역의 해양생물 종 목록 및 출현정보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양ㆍ극한생물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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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의 개발, 운영을 통해 해양ㆍ극한생물 자원의 관리 및 분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한국 해양생물 지리정보 시스템 화면.

연구지원 _ 학술정보 서비스

학술정보 서비스

해양과학도서관 운영
우리 연구원 학술정보팀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지정한 해양분야 전문정보센터로써
국가 해양과학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문헌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최신 정보자료를 수집·데이터베이스화하여 원내 연구자는 물론 대학 등 연구자에게도 서비스 하고 있다. 또한

FAO/ASFA Korean National Partner로 지정되어 한국해양수산정보 자료입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내 핵심저널 수록논문의 서지정보 색인·분석·입력·제공으로 국내 해양학자의 연구정보를 국제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전자정보자원 서비스
해양과학기술정보자료의 효율적인 축적과 활용을 위한 문헌전산화 업무를 수행하여 Maestro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문헌정보 서비스 디지털라이브러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논문 검색을 위하여 ACS, IOP, JSTOR, Nature, Science, OUP, ScienceDirect, Springer, Wiley

Interscience 등에 수록된 6,495종의 전자저널과 Elsevier, Wiley, NetLibrary의 eBook 1,916권을 제공한다. 또한 Web of
Science를 구독하여 SCI 수록논문의 인용정보 검색 및 분석에 활용한다. 학술 DB 등 다양한 전자정보자원은 링킹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편리한 통합정보검색 환경을 제공한다.

해양과학 전문학술지 발간

그림 1. 전자저널 홈페이지.

그림 2. OSJ, OPR 표지.

한국해양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는 영문학술지
『Ocean Science Journal』은 2009년부터 SpringerLink를 통해 전 세계 연구자
에게 온라인 배포된다. 또한 해양과 극지분야의『Ocean and Polar Research』도 제31권을 계속 발간하였다. 이들 학술지는

Elsevier의 Scopus 등재학술지이며, 2009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우수학술지 계속평가를 통과하여 등재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
으며, 해양분야 우수논문 발표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 출판을 통한 해양과학의 대중화
우리 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발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까지 12종이 발간되었
으며 향후 50종 이상의 대형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언스 메세나 활동을 통하여 해양과학총서 전 9권을 국내 9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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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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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에 무상으로 지원하여 바다와 함께 미래의 꿈을 키워 갈 수 있는 교양도서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연구지원 _ 대외협력

대외협력

산·학·연 협력
한국해양연구원은 전국 주요 대학 및 해양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산·학·연 협력을 활발히 시행해 오고 있다. 대학과의 학점
인정 현장 실습제도 및 협동 연구생 제도 등의 공동 교육 프로그램과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제도를 운영하여 학계와의 협력을 다지고
있다. 또한 산업계와 기술교류 및 기장비 공동 활용을 통해 해양과학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국제협력
미국 해양대기관리청(NOAA), 중국 제1해양연구소(FIO), 일본 해양과학기술센터(JAMSTEC) 등 19개국 75개의 해양관련 연구기관과
협력양해각서를 교환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해양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부간해양학
위원회(IOC)의 National Partner인 한국해양학위원회(KOC) 사무국을 운영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의 국제협력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국제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한국해양연구원은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전 세계의 유해적조 현상, 수산자원 고갈문제, 이상기후 현상, 해양방제 등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연구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국제기술동향분석을 통해 주요
국제협력사업 현황을 파악, 이를 연구원 내 핵심연구사업과 연계하여 국제공동연구의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신규 국제공동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그림 2. 일본 연안기술연구센터(CDIT)와 기술협력 조인식.

그림 3. 중남미국가 대상 해양과학기술 분야 교육훈련.

그림 4. 한중해양과학기술협력 제10차 공동위원회 개최.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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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해양대기청과 업무협력 의향서 서명.

홍보
연구지원 _ 홍 보

한국해양연구원은 올해 기관의 비전과 목표에 연계된 전략적 홍보목표를 설정하고, 홍보효과측정을 위한 체계적 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하였다. 특히 해외연구센터, 연구조사선, 과학기지, 심해잠수정, 임해연구시설 등 해양(연)만의 특화된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견학, 현장체험·교육훈련프로그램를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안산 본원에서는 첨단전시기법을
도입하여 홍보관을 새롭게 꾸몄으며,
대덕분원과 동해분원 역시 연구성과
전시관과 북카페를 설치하여 문화
소외계층인 오지지역주민에게 과학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과학문화후원을 통한 사회복지

그림 1. 홍보혁신체계수립을 위한 홍보컨설팅 수행.

그림 2. 2009년 국외 해양체험프로그램.

실현 개념의 사이언스메세나 활동에
적극 동참 하여 전국 중·고교 952개교
에 해양과학총서를 무료 배포함으로써
대국민 창의교육지원 및 해양과학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한편 영상정보전달을 중시하는 방송
매체 특성을 활용하여 KBS, SBS,

그림 3. KORDIUM 3D 설계도면.

그림 4. 대덕분원 연구성과 전시장.

EBS, YTN 등과 해양(연)만의 역동적 현장 연구을 소개하는 총 19편의 심층다큐멘터리를 공동기획하여 방영하는 등 자연·환경·
과학 다큐분야에서 독자적 입지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 및 정책에 적극 부응 코자, 여수엑스포해외홍보지원,
서천국립생물자원관 및 목포어린이해양체험교육관 등 국립과학관건립지원, 온라인과학탐구대회, 크리스마스과학콘서트 등 과학
창의재단과의 공동사업추진, 독도정보포탈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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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강정극 원장의 EBS CEO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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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김웅서 박사 크리스마스과학콘서트 강연 (KBS).

연구지원 _ 연구선 운영

해양연구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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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조사 지역 : 대양 및 심해저 자원 탐사를 위한

■ 2009년 운항실적 :

운항거리 - 40,278 마일, 운항일수 - 234 일

태평양 해역
■제

원

■ 주요 연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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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gle Beam Hydrographic Echo Sounder (EA 600)
·Multichannel Seismic System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Subbottom Profiler
·Gravitymeter
·Deepsea Camera
·Traction Winch
·Piston Core
·Konmap System
·CTD Seabird 911

2009년 운항내역
조사지역

책임자

01. 01 ~ 01. 10

남서태평양(망간각, 열수광상) 개발 사업

남서태평양

문재운

03. 03 ~ 03. 06

심해 무인잠수정 해미래 활용기반 구축 연구

동 해

최동림

03. 13 ~ 03. 20

2009년 상가수리

여 수

석봉출

03. 31 ~ 04. 03

연구선 온누리호 상가에 따른 신규 도입장비 및
장착장비 시험 운영

동해 남부

박동원

04. 07 ~ 04. 15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VI)

동 해

정창수

05. 17 ~ 05. 20

남해 제 6-2광구 해양조사

남해 동부

신동혁

05. 27 ~ 06. 07

해미래의 2009년 봄 동해 냉수분출구 탐사

동해 서남부

이판묵

06. 22 ~ 07. 03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대한해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북서태평양

전동철

084

운항 목적

07. 04 ~ 08. 17

2009년 심해 광물자원 정밀 탐사

태평양

고영탁

08. 18 ~ 09. 12

2009년 심해 광물자원 환경 탐사

태평양

지상범

www.kordi.re.kr

운항일정

09. 13 ~ 09. 30

2009 태평양 권역별 해저환경특성 및 고환경 복원 연구

태평양

유찬민

10. 01 ~ 10. 30

2009 통가 해저 열수광상 개발 사업

태평양

김현섭

10. 31 ~ 11. 18

통합기후예측을 위한 열대 서태평양 관측

태평양

이재학

11. 29 ~ 12. 31

인도양 중령해령(망간각, 열수광상)광물자원탐사

인도양

손승규

연구지원 _ 연구선 운영

이어도호

■ 주요 연구조사 지역 : 국내 연근해 전 해역

■ 2009년 운항실적 :

■제

■ 주요 연구 장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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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거리 - 18,861 마일, 운항일수 - 227 일

·Single Beam Hydrographic Echo Sounder (EA 502)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Subbottom Profiler
·CTD Seabird 911
·Sparker Array System
· XBT MK-9

장목호

■ 2009년 운항실적 : 운항거리 -

■제

■ 주요 연구 장비

원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Multibeam Echosounder (EM 3002)
·Single Beam Hydrographic Echo Sounder (EA 400)
·Subbottom Profiler
·CTD Seabird 911

Annual Report 2009

· 총 톤 수 : 41 톤
· 전 장 : 24.22 m
· 수선간장 : 21.80 m
· 선 폭 : 5.20 m
· 순항속도 : 17.00 노트
· 항속거리 : 380 마일
· 승선인원 : 15 명 (연구원 11 명, 승무원 4 명)

6,229 마일, 운항일수 - 131 일

085

■ 주요 연구조사 지역 : 국내 연근해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해양기초·응용과학기술의 선도적·창조적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해양부국의 꿈을 실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연구활동

연구지원활동

부록

088 수행 연구과제
091 논문발표 실적
096 지식재산권 현황
102 포상
105 주요인력
106 KORDI 뉴스

부 록 _ 수행 연구과제

수행 연구과제

기본연구사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동해 중부연안환경 변동성 연구

최복경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연안 국지해일 정밀예보 지원체제 현업화 기술

박광순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으로부터 생체소재 뱅크 구축 및 생명소재 개발

이희승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수조 및 대형터널의 새로운 시험기법 개발

반석호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갯벌 기능성 회복을 위한 퇴적·물리·생태학적 핵심 환경요소 연구

이희준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일침수 범람지역 예측기슬 및 재해도(Hazard Map) 작성기술 개발 : 부산, 마산, 여수

심재설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선박의 자유항주 시뮬레이션 및 검증용 계측 시스템 개발

김 진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저지형 자율 맵핑 핵심기술 개발

김시문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구조물의 극한응답 해석기술 개발

신승호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상파랑 관측 및 조사

이동영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유출사고 대응지원 시스템 구축

김선동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예부선의 사고분석 및 예방기술 개발

김연규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생태계 장기변화예측 시범 연구

유신재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안 빈산소 해역의 관리를 위한 생태계 반응 연구

염승식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태평양 권역별 해저환경특성 및 고기후 복원 연구

형기성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해양어류와 무척추동물의 생리/생태변화 진단 및 예측

김동성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친환경 인공섬 조성 핵심기술 개발

권오순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운영

홍상희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효과분석을 위한 선박 안전성능 예측기술 개발

이경중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전자저널 확충 및 도서관 장서관리 효율성 제고 기반구축

한종엽

2009. 01. 01 ~ 2010. 06. 30

한국해양연구원

태풍기인 연직운동 및 해양혼합 특성 연구

강석구

2009. 02.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극한생물 유전체활용 질병표적단백질의 기능 연구

강성균

2009. 02.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황해 저층냉수괴의 거동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웅서

2009. 03.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고도화 연구

권순철

2009. 05. 01 ~ 2010. 04. 30

한국해양연구원

GIS기반 해양자료 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

구본관

2009. 05. 01 ~ 2010. 10. 31

한국해양연구원

여수엑스포 해양과학기술 전시 연출을 위한 기반 연구

김웅서

2009. 06.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열대 산호초 어류 인공동면 유도방법 개발

김완수

2009. 07. 15 ~ 2009. 12. 15

한국해양연구원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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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일반연구사업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전동철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항만 환경위해도 평가기술 개발 연구

신경순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자원화 기술 개발

강도형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유비쿼터스 해양 유용/유해생물 관리기술 개발

이윤호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열대 태평양기지 운영 및 기본 연구활동 지원

박흥식

2009. 01. 01 ~ 2009. 12. 31

한국해양연구원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대한해협)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과제명

발주처

2009. 01. 01 ~ 2009. 12. 31

국토해양부

산샤댐 건설로 인한 남해(동중국해) 해양환경 영향 연구

최동림

2009. 01. 01 ~ 2009. 12. 31

국토해양부

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이광수

2009. 01. 01 ~ 2009. 12. 31

국토해양부

종합 해양과학기지 구축

심재설

2009. 01. 01 ~ 2009. 12. 31

국토해양부

중남미 국가와 해양자원 공동 연구

허 식

2009. 01. 01 ~ 2009. 12. 31

국토해양부

파력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홍기용

2009. 01. 01 ~ 2009. 12. 31

국토해양부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협력

강해석

2009. 01. 01 ~ 2009. 12. 31

국토해양부

해양관측 시스템 개발 및 해양과학기지 활용 연구

심재설

2009. 01. 01 ~ 2009. 12. 31

국토해양부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 및 자원관리 연구

이정현

2009. 01. 01 ~ 2009. 12. 31

국토해양부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이용 개발

문덕수

2009. 01. 01 ~ 2009. 12. 31

국토해양부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기술 연구

전태병

2009. 01. 01 ~ 2009. 12. 31

국토해양부

CO2 해양지중저장 기술

강성길

2009. 01. 01 ~ 2009. 12. 31

국토해양부

조력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이광수

2009. 01. 01 ~ 2010. 03. 31

국토해양부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

김은수

2009. 01. 02 ~ 2009. 12. 20

국토해양부

수중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임용곤

2009. 02. 01 ~ 2010. 01. 31

국토해양부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Ⅵ)

정창수

2009. 02. 20 ~ 2009. 12. 31

국토해양부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 연구

김창식

2009. 02. 24 ~ 2010. 02. 23

국토해양부

해양위성센터 구축

안유환

2009. 03. 01 ~ 2009. 12. 31

국토해양부

정지궤도 해양위성(GOCI) 활용 연구 지원

유주형

2009. 03. 01 ~ 2010. 02. 28

국토해양부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박정기

2009. 03. 01 ~ 2010. 02. 28

국토해양부

국제해양과학기술 협력 기반 구축

김현영

2009. 04. 01 ~ 2010. 03. 31

국토해양부

유류오염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복원 연구

심원준

2009. 04. 01 ~ 2010. 03. 31

국토해양부

통가 해저열수광상의 광구관리 및 자원량 평가

이경용

2009. 04. 01 ~ 2010. 03. 31

국토해양부

해저열수광상의 지구물리탐사 및 자료 해석

김현섭

2009. 04. 01 ~ 2010. 03. 31

국토해양부

부산항 신항 해양수리현상 연구개발 (Ⅳ)

정원무

2009. 04. 28 ~ 2010. 04. 27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 해수·퇴적물 환경특성 조사

임동일

2009. 04. 29 ~ 2010. 04. 24

농림수산식품부

차세대 심해용 무인 잠수정 개발

이판묵

2009. 05. 01 ~ 2010. 04. 30

국토해양부

모바일 하버용 파랑제어 시스템 개발

박우선

2009. 06. 01 ~ 2009. 12. 31

교육과학기술부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문재운

2009. 06. 01 ~ 2010. 05. 31

국토해양부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 정밀 조사

김성렬

2009. 06. 01 ~ 2010. 05. 31

국토해양부

빙해선박의 극지항로 안전운항기술 및 극저온 빙성능 시험평가 기법 개발

이춘주

2009. 06. 01 ~ 2010. 05. 31

지식경제부

빙해선박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빙해수조(Ice tank) 기반 구축 (Ⅳ)

이춘주

2009. 06. 01 ~ 2010. 05. 31

지식경제부

선박성능 고도화 핵심기반 구축 및 기술 개발

반석호

2009. 06. 01 ~ 2010. 05. 31

지식경제부

홍섭

2009. 06. 01 ~ 2010. 05. 31

지식경제부

지능형 디지털 선박의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임용곤

2009. 06. 01 ~ 2010. 05. 31

지식경제부

친환경 추진기 캐비테이션 성능제어기술 개발

김기섭

2009. 06. 01 ~ 2010. 05. 31

지식경제부

나선암초형 월류 파력발전기술 개발 (Ⅲ)

홍기용

2009. 06. 29 ~ 2010. 06. 28

지식경제부

해양 초고온 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개발

강성균

2009. 07. 01 ~ 2010. 06. 30

국토해양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

박찬홍

2009. 07. 14 ~ 2010. 04. 09

국토해양부

외해 심층가두리를 이용한 대구·참치 등 양식 기술 개발

박흥식

2009. 07. 18 ~ 2010. 07. 17

국토해양부

2009년 항만리모델링 기반 구축 연구

박우선

2009. 08. 01 ~ 2010. 07. 31

국토해양부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

박광순

2009. 08. 01 ~ 2010. 07. 31

국토해양부

친환경 갯벌차량 기술 개발(주행장치) (Ⅳ)

홍 섭

2009. 08. 01 ~ 2010. 07. 31

국토해양부

항만구조물 신뢰성 설계법 개발

윤길림

2009. 08. 01 ~ 2010. 07. 31

국토해양부

해일피해 예측 정밀격자 수치모델 구축 및 설계해면 추산

이동영

2009. 08. 01 ~ 2010. 07. 31

국토해양부

한국 남부해역의 해양에너지 자원분포 및 가용발전량 조사 연구

이광수

2009. 08. 01 ~ 2010. 07. 31

지식경제부

해상풍력발전 플랜트 해양특성 분석 및 설계 지원

이광수

2009. 08. 01 ~ 2010. 07. 31

지식경제부

2009년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연구

배세진

2009. 08. 10 ~ 2010. 06. 05

국토해양부

통합기후예측 시스템을 위한 기후예측 시뮬레이터 개발 및 대양 관측

이재학

2009. 09. 30 ~ 2010. 09. 29

교육과학기술부

와유기 진동(Vortex-Induced Vibration) 이용 해양청정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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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089

연구책임자

기후변화에 따른 남해(동중국해 북부)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 연구

부 록 _ 수행 연구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부 록 _ 수행 연구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통합기후예측 시스템을 위한 기후예측 시뮬레이터 개발 및 대양 관측

이재학

2009. 09. 30 ~ 2010. 09. 29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위성항법보정 시스템 구축 개발 (Ⅲ)

박상현

2009. 10. 01 ~ 2010. 09. 29

국토해양부

U-기반 해운물류 체계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 (Ⅱ)

임용곤

2009. 10. 01 ~ 2010. 09. 30

국토해양부

해상 LNG 터미널(FSRU)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홍석원

2009. 10. 01 ~ 2010. 09. 30

지식경제부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이희승

2009. 11. 01 ~ 2010. 10. 31

국토해양부

육상교통 환경에서 위성항법 활용을 위한 항법신호 이상 감시기법 연구

박상현

2009. 11. 05 ~ 2010. 11. 04

국토해양부

연안 침식방지 기술개발 연구 (Ⅴ)

진재율

2009. 11. 13 ~ 2010. 11. 07

국토해양부

수탁연구사업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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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해양분야 위성활용 연구

유홍룡

2009. 01. 01 ~ 2009. 12. 31

기초기술연구회

2009년 해양특성 조사

이용국

2009. 02. 10 ~ 2010. 02. 28

해군중앙경리단

장보고-III(BATCH-I) 기본설계 모형시험(CFD해석/저항·자항/조종/내항) 기술

반석호

2009. 03. 18 ~ 2011. 07. 31

(주)대우조선해양

차기상륙함(LST-II) 기본설계 IR 해석

김윤식

2009. 03. 19 ~ 2010. 11. 30

(주)한진중공업

인천 신항 건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김종관

2009. 04. 20 ~ 2010. 07. 19

한국농어촌공사

2009년 국내 대륙붕 제6-2광구 해저지형 조사

신동혁

2009. 04. 30 ~ 2009. 10. 30

한국석유공사

2009년 개인조함훈련(COVE) 체계 구축

공인영

2009. 05. 07 ~ 2010. 12. 31

해군중앙경리단

진도-제주간 직류연계 건설사업 해양 조사

석봉출

2009. 05. 18 ~ 2010. 05. 31

(주)LS전선

차기 일반형고속정(PKX-B)사업 개념설계기술 지원

이동곤

2009. 06. 15 ~ 2009. 11. 13

방위사업청

기뢰 탐색용 고정밀 수중 초음파 카메라 시스템 연구

임용곤

2009. 06. 24 ~ 2011. 10. 31

방위사업청

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해일 예측기술 개선 연구

강석구

2009. 07. 01 ~ 2010. 06. 30

기초기술연구회

STX 100C FSU 예인 및 내항성능 시험

홍사영

2009. 07. 01 ~ 2010. 06. 30

(주)STX조선해양

조함 및 항해훈련장비 유지보수

공인영

2009. 08. 01 ~ 2010. 07. 31

해군군수사령부

FFX 1호선 가변추진기 관측장 시험

안종우

2009. 09. 08 ~ 2011. 08. 30

(주)두산중공업

울산급 Batch-I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적외선(IR) 신호해석 및 감소대책 수립

김윤식

2009. 10. 01 ~ 2012. 12. 31

(주)현대중공업

울산급 Batch-I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레이다 반사면적(RCS) 해석 및 감소대책 수립

설한신

2009. 10. 01 ~ 2012. 12. 31

(주)현대중공업

석문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김종관

2009. 10. 26 ~ 2011. 03. 03

(주)경일감정평가법인
국방과학연구소

강제동요 수조시험

김연규

2009. 10. 28 ~ 2010. 12. 30

평택ㆍ당진항 항로확장 준설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범위 및 피해정도 조사 (당진지역)

김종관

2009. 11. 17 ~ 2011. 02. 16

한국감정원

수상함구조함(ATS-II) 모형시험(저항·자항, 조종, 내항) 기술

반석호

2009. 11. 20 ~ 2010. 06. 30

(주)대우조선해양

차기상륙함(LST-II) 내항 및 조종성능 모형시험

김진하

2009. 11. 30 ~ 2010. 05. 30

(주)한진중공업

부 록 _ 논문발표 실적

논문발표 실적

(SCI, SCI-E)
강도형, 안인영, 최광식
The annual reproductive pattern of the Antarctic clam, Laternula elliptica from
Marian Cove, King George Island. Polar Biol., 32(4), 517~528.

김건우, 이창훈, 서경덕
Extended Boussinesq equations for rapidly varying topography. Ocean Eng.,
36(11), 842~851.

강돈혁, 조성호, 이창원, 명정구, 나정열
Ex situ target-strength measurements of Japanese anchovy (Engraulis japonicus)
in the coastal Northwest Pacific. ICES J. Mar. Sci., 66(6),1219~1224 .

김경수, 이상천, 김기호, 심원준, 홍상희, 최경희, 윤준헌, 김종국

강사라, D.M.W. Frierson, I.M. Held

The tropical response to extratropical thermal forcing in an idealized GCM: the
importance of radiative feedbacks and convection parameterization. J. Atmos.
Sci., 66(9), 2812~2827.
강시환, 전기천, 박광순, 한성대

Storm surge hindcasting of typhoon Maemi in Masan Bay, Korea. Mar. Geod.,
32(2), 218~232.
국종성, 안순일, 함유근, 강인식
~
~
Changes in El Nino and La Nina teleconnections over North Pacific-America in
the global warming simulations. Theor. Appl. Climatol., Doi: 10.1007/s00704009-0183-0.
국종성, 함유근, 강인식, M. Kimoto, F.F. Jin

New approach for optimal perturbation method in ensemble climate prediction
with empirical singular vector. Clim. Dynam., Doi: 10.1007/s00382-009-0664-y.

Survey on organochlorine pesticides, PCDD/Fs, dioxin-like PCBs and HCB in
sediments from the Han river, Korea. Chemosphere., 75(5), 580~587.
김경태, 김은수, 조성록, 박준건
Distribution and temporal change of heavy metals in the surface sediments of
lake Shihwa and the adjacent Sea, Korea. J. Coastal Res., Sp. Iss., 56(1),
817~821.
김동선, 최상화, 김경희, 심정희, 유신재, 김철호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s in nutrient and chlorophyll-a concentrations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surrounding Cheju Island. Cont. Shelf Res., 29(1112), 1426~1436.
김병남, 윤석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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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림, 조성록, 심원준, 김문구, 김종근,
김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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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돈혁, 이윤호, 나정열, 김은혜, 이형빈,
최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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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호, 김현주, 문덕수

2009. 06. 29

10-2009-0058093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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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 기반한 SIP서버와 세션 전환 방법 및 이와 같은 방법을 구현하는

윤창호, 박종원, 김승근, 최영철, 박진영,

2009. 07. 03

10-2009-0060689

특허

한국

프로그램이 기록되는 기록매체

임용곤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제조용 고압 액화 추출물 및 이의 제조 방법

강도형, 이현용, 한재건, 박흥식, 이희승,

2009. 07. 06

2009-160068

특허

일본

2009. 07. 17

10-2009-0065213

특허

한국

2009. 07. 17

10-2009-0065455

특허

한국
한국

강래선

박흥식, 황승용, 정진욱, 김예림, 윤현규

수중암반 굴착용 가설 구조물

심재설, ㈜대우건설, 김영철

월류제의 마루높이 가변 장치

이달수, 오상호

2009. 07. 20

10-2009-0065673

특허

해수온 변화에 대응하는 분홍바다맨드라미의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염승식, 우선옥, 이택견, 전혜영, 손성희,

2009. 07. 27

10-2009-0068438

특허

한국

해양 생태계 진단 방법

송준임

안벽용 비파괴 검사 장치

한상훈, 박우선, 이진학

2009. 07. 30

10-2009-0070064

특허

한국

이산화탄소 등 기체의 저장 상태 모니터링 및 누출 여부의 검출 방법

이정석, 이규태, 강성길, 박영규, 황진환,

2009. 07. 31

10-2009-0070370

특허

한국

2009. 07. 31

12/533,477

특허

미국

허 철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제조용 고압 액화 추출물 및 이의 제조 방법

강도형, 이현용, 한재건, 박흥식, 이희승,
강래선

Annual Report 2009

이윤호, 김충곤, 배세진, 정다금, 김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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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발명자

돌연변이 DNA 종합효소들 및 그의 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김상진, 권개경, 이현숙,

출원일자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2009. 08. 01

2009-531321

특허

일본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전정호, 조요나,
권석태
헬리컬 터빈용 덕트 시스템

한상훈, 이광수, 박진순

2009. 08. 06

10-2009-0072285

특허

한국

수중 음향 네트워크를 위한 계층적 시간 분할 다중 접속 매체 접속 제어 방법

윤창호, 조아라, 박종원, 김승근, 최영철,

2009. 08. 11

10-2009-0073857

특허

한국

임용곤
플로우팅 도크 방식의 액화 이산화탄소 수송선

허 철, 강성길, 공인영

2009. 08. 11

10-2009-0073858

특허

한국

푸셔베슬과 탱크바지 개념을 결합한 액화 이산화탄소 수송선

허 철, 강성길, 공인영

2009. 08. 11

10-2009-0073859

특허

한국

플로우팅 도크 방식의 액화 이산화탄소 수송선

허 철, 강성길, 공인영

2009. 08. 11 PCT/KR2009/004475

특허

PCT

추진효율 향상을 위한 타설치 이중반전 전동추진기

이진태, 김기섭, 안종우, 문일성

2009. 08. 11

10-2009-0073861

특허

한국

탑재형 실시간 선박생존시간 추정시스템 및 방법

황호진, 공인영, 오재용

2009. 08. 14

10-2009-0075081

특허

한국

신호 감소 기술 기반의 위장 그물

강희진, 이동곤

2009. 08. 24

10-2009-0078040

특허

한국

클러스터 수중 음향 네트워크를 위한 이동 노드 기반의 시간 분할 다중

조아라, 윤창호, 박종원, 임용곤

2009. 08. 24

10-2009-0078311

특허

한국

Thermococcus spp.로부터 분리된 신규한 수소화효소, 이를 암호화하는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김상진, 권개경,

2009. 09. 07

KR2009/005060

특허

PCT

유전자 및 그 유전자를 갖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차선신, 전정호, 조요나, 김윤재, 배승섭,

접속 매체 접속 제어 방법

임재규, 정인순
커튼식 방파제 시공 방법

심재설, 우찬조, 정진용

2009. 09. 14

10-2009-0086355

특허

한국

초음파를 이용한 선박의 선체 통신망 및 그 통신 방법

배진호, 이종현, 팽동국, 임용곤, 박종원

2009. 09. 23

10-2009-0089942

특허

한국

선체에서의 다중채널 초음파 통신을 이용한 통신 시스템

배진호, 이종현, 팽동국, 임용곤, 박종원

2009. 09. 23

10-2009-0089943

특허

한국

해양 디지털 데이터 교환을 위한 다중대역 통신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초단파

김승근, 임용곤, 박종원, 김시문, 윤창호,

2009. 09. 25

10-2009-0091096

특허

한국

대역에서의 애드 혹 통신 방법, 다중 대역 통신 방법 및 통합 네트워크

박진영

2009. 09. 25

10-2009-0091100

특허

한국

2009. 09. 25

10-2009-0091157

특허

한국

2009. 09. 25

10-2009-0091191

특허

한국
한국

다중대역 통신시스템과 방법, 이를 이용한 실시간 해양 물류 위치 추적 방법

윤창호, 조아라, 박종원, 김승근, 박진영,

및 해양 네트워크

임용곤

항만 통합 보안 감시 시스템

박종원, 임용곤, 한정희, 윤창호, 최영철,
김승근, 박진영, 이판묵

온톨로지 기반 물류 정보처리 시스템

진효정, 박종원, 임용곤, 이판묵

이동식 부유안벽용 계류 장치

한상훈, 박우선, 채장원

2009. 10. 05

10-2009-0094333

특허

항만 통합 보안 감시 운영 시스템

박종원, 임용곤, 한정희, 윤창호, 최영철,

2009. 10. 06

10-2009-0094835

특허

한국

김승근, 박진영, 이판묵
하이브리드 안벽 운항장치 및 그 구현 방법

공인영, 윤근항, 박세길

2009. 09. 29

10-2009-0092378

특허

한국

선박 손상 평가 및 통제 시스템 및 그 동작 방법

강희진, 이동곤, 최 진

2009. 10. 07

10-2009-0094877

특허

한국

해양 정보 방송 서비스 시스템

박종원, 임용곤, 조아라, 한정희, 김승근,

2009. 10. 07

10-2009-0094942

특허

한국

2009. 10. 14

10-2009-0097540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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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

윤창호, 박진영, 최영철
경사류 프로펠러 동력계 및 모형 프로펠러를 이용한 캐비테이션 침식

백부근, 김경열, 김기섭, 정원출, 박선규,

시험 방법 및 장치

김태규, 이상욱, 장영훈, 김경래, 남창우

실시간 해양생물 유입 탐지 시스템 및 그 동작 방법

강돈혁, 이윤호, 김민석

2009. 10. 20

10-2009-0099517

특허

한국

오징어류의 종 판별 방법과 이를 위한 오징어 종 판별용

이윤호, 김충곤, 김성, 정다금, 황창남,

2009. 10. 20

10-2009-0099541

특허

한국

폴리뉴클레오티드 프로브, DNA 칩 및 키트

황승용, 정진욱, 정인혁

2009. 10. 21

10-2009-0100449

특허

한국
한국

에이아이에스 기준국 시스템

서기열, 박상현, 조득재, 서상현

DGPS 기준국용 수신기의 신호추적을 위한 루프 대역폭 조정 방법

박상현, 조득재, 서기열

2009. 10. 22

10-2009-0100931

특허

연안정밀 폭풍해일 예측 시스템과 연안정밀 폭풍 해일 예측 방법

박광순, 이종찬, 전기천, 김상익, 권재일

2009. 10. 23

10-2009-0101057

특허

한국

센서의 빔패턴을 고려하여 수신 음향트랜스듀서의 배열 구조를 최적화한

김시문, 변성훈, 김승근, 박종원, 이판묵,

2009. 10. 23

10-2009-0101199

특허

한국

이미징 소나

임용곤

2009. 10. 28

10-2009-0102989

특허

한국

2009. 10. 30

10-2009-0104127

특허

한국

자율압력보상 광케이블 정션 박스

박정기, 지상범, 이근창, 함동진, 이광민,
주영석, 김주일

아이지에스 위성궤도 정보로부터 보간 데이터를 산출하는 장치 및 방법

조득재, 박상현

발명자

출원일자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부유식 고속스크린 장치

이재학, 유옥환, 이승백

2009. 11. 02

10-2009-0104961

특허

한국

차단막형 유류오염 회수 장치

이승현, 오상우, 김선동, 김혜진

2009. 11. 09

10-2009-0107346

특허

한국

반응성 칼럼형 연직배수 공법용 파일 및 이를 이용한 연약지반의 개량 방법

오명학, 권오순, 권오정, 박준범, 이광헌

2009. 11. 12

10-2009-0109018

특허

한국

고도 반전 지도 및 입체지도모형과 그 제작 방법

박종민, 오세웅, 조득재

2009. 11. 23

10-2009-0113108

특허

한국

조립식 헬리컬 터빈 고정 장치

박진순, 이광수, 염기대, 오명학, 한상훈,

2009. 11. 26

10-2009-0115019

특허

한국

2009. 12. 02

10-2009-0118351

특허

한국

강도형, 최광식, 정희도, 박흥식

2009. 12. 03

10-2009-0119138

특허

한국

부유식 이동안벽의 횡방향 변위 제어 장치

한상훈, 박우선, 채장원

2009. 12. 04

10-2009-0119589

특허

한국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진재율, 박진순,이광수, 도종대, 박준석,

2009. 12. 08

10-2009-0120907

특허

한국

2009. 12. 10

10-2009-0122624

특허

한국

2009. 12. 11

12/664,194

특허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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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이진학
신규한 에폭시드 가수분해효소 및 이의 용도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김상진, 권개경,
차선신, 전정호, 김윤재, 조요나, 정인순

흑진주 조개 알 추출물의 항원 단백질 및 이에 특이적인 항체를 이용하여
흑진주 조개의 번식량을 예측하는 방법

이기욱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 계획을 위한 예외 관리 및 처리 시스템과 그 방법

홍창우, 엄호영, 천혜성

살조활성 단백질분해효소, 이를 코딩하는 유전자 및 이를 포함하는

김상진, 강성균, 이정현, 권개경, 강지현,

살조제제

이현숙, 손재학

광섬유의 마이크로벤드 발생장치 및 이를 이용한 케이블의 곡률 측정 방법

오상우, 최혁진

2009. 12. 14

10-2009-0123783

특허

한국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모형실험 장치

성홍근, 최성권, 조석규, 홍장표, 김진하,

2009. 12. 14

10-2009-0123971

특허

한국

2009. 12. 14

PI20095384

특허

말레이시아

홍사영, 홍석원
살조활성 단백질분해효소, 이를 코딩하는 유전자 및 이를 포함하는

김상진, 강성균, 이정현, 권개경, 강지현,

살조제제

이현숙, 손재학

조종자 입력패턴을 활용한 RIB형 소형선박의 침로제어 방법

윤근항, 여동진

2009. 12. 14

10-2009-0123994

특허

한국

김현주, 문덕수, 정동호, 이승원, 김아리,

2009. 12. 15

10-2009-0124870

특허

한국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해삼의 하면(夏眠) 억제 및 축양 기술

김원태, 최미연 , 함윤호
터빈 발전기 및 이를 이용한 파력발전 시스템

홍기용, 신승호, 박봉일

2009. 12. 16

10-2009-0125405

특허

한국

동기발전기의 이상 유무 진단방법

홍기용, 신승호, 전봉환, 박정우, 강대욱,

2009. 12. 16

10-2009-0125407

특허

한국

2009. 12. 17

10-2009-0125952

특허

한국

오창훈, 문지우, 배득우 , 권진수

Thermococcus sp. NA1 으로부터의 유용한 유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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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항주모형시험을 위한 보조추력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시험 방법

손남선, 김선영, 김연규

2009. 12. 17

10-2009-0125958

특허

한국

수중탱크내 액체물질 시료채취 장치 및 방법

최혁진, 오상우, 이승훈, 이승국

2009. 12. 24

10-2009-0130404

특허

한국

가동식 푼툰형 파랑제어 시스템

박우선, 한상훈, 오상호, 김건우, 장인성,

2009. 12. 24

10-2009-0130653

특허

한국

2009. 12. 24

10-2009-0130654

특허

한국

2009. 12. 24

10-2009-0130655

특허

한국

2009. 12. 29

10-2009-0132596

특허

한국

장세철
가동식 플랩형 파랑제어 시스템

박우선, 한상훈, 오상호, 김건우, 장인성,
장세철

가동식 파일형 파랑제어 시스템

박우선, 한상훈, 오상호, 김건우, 장인성,
장세철
김승근, 김시문, 변성훈, 윤창호, 임용곤

갈치류의 종 또는 원산지 판별 방법과 이에 따른 갈치류의 종 또는 원산지

이윤호, 김충곤, 김 성, 정다금, 황창남,
황승용, 정진욱, 정인혁

2009. 12. 30

10-2009-0133653

특허

한국

펄스성형 필터와 변조기가 결합된 디지털 송신기 구현 방법 및 그 장치

김승근 , 김시문, 변성훈, 윤창호, 임용곤,

2009. 12. 31

10-2009-0135845

특허

한국

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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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플러 편이 추정장치 및 도플러 편이 추정 방법

부 록 _ 지식재산권 현황

등록 현황

지식재산권 등록
발명의 명칭

발명자

선박용 밸러스트수의 전해 소독 장치

김은찬, 신경순, 강국진, 이강평, 김영준

등록일자

등록번호

재산권

등록국가

2009. 01. 01

140855

특허

싱가포르

[WO/2007/03257
헤드스페이스를 이용한 시료의 자동채취장치 및 방법

심원준, 조성록, 김관국, 명철수

2009. 01. 21

10-0880871-00-00

특허

한국

위성전파항법 보강 시스템용 기준국 수신기의 원시정보측정 잡음 산출

박상현, 최진규, 조득재, 서기열,

2009. 02. 12

10-0884611-00-00

특허

한국

장치 및 방법

서상현, 이상지

해양심층수로부터 분리된 미네랄을 포함하는 미네랄 워터와 미네랄염의

김현주, 문덕수, 이승원, 박주용, 박원용

2009. 02. 17

10-0885175-00-00

특허

한국

광학선택적 에폭사이드 가수분해 효소 및 이를 이용한 광학순도

김상진, 황영옥, 우정희, 강성균, 권개경,

2009. 02. 25

03046

특허

남아공화국

에폭사이드의 제조 방법

강지현, 조장천

선박 내 승무원 또는 승객의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 및 방법

조성락, 백부근, 이동곤

2009. 02. 26

10-0886847-00-00

특허

한국

해양생물의 인공동면 유도 장치

김완수

2009. 03. 27

4283325

특허

일본

브로모페놀계 화합물, 그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항균조성물

이희승, 신희재, 신종헌, 오기봉, 박흥식

2009. 04. 28

10-0896268-00-00

특허

한국

가스가 내장된 주사기의 자동 주입 장치

심원준, 조성록, 황근춘, 명철수, 김관국

2009. 05. 21

10-0899863-00-00

특허

한국

잠수함의 가상 창 (Virtual Window) 시스템

공인영, 박세길

2009. 06. 02

10-0901725-00-00

특허

한국

해상 시추를 위한 임시거치대

오영민

2009. 06. 03

10-0902143-00-00

특허

한국

안전운항 지원 시스템의 해상 시설정보 생성 및 갱신 방법과 그 시스템

양찬수

2009. 06. 04

10-0902399-00-00

특허

한국

긴급상황 알림 수단을 구비한 선박용 위치추적 장치

양찬수

2009. 06. 04

10-0902400-00-00

특허

한국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운송기술 및 그 장치

김완수

2009. 06. 20

3247

특허

몽골

방선균 분획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암용 약학 조성물

신희재, 이희승, 정성윤

2009. 06. 22

10-0904982-00-00

특허

한국

해삼먹이 제조 방법 및 제조 장치

김현주, 김아리, 함용극, 이승원, 송환석

2009. 06. 22

10-0904983-00-00

특허

한국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운송기술 및 그 장치

김완수

2009. 06. 26

4332206

특허

일본

2개의 기준점에 대한 거리정보와 저정밀도 관성센서를 이용한 무인잠수정

이판묵, 전봉환, 홍석원

2009. 06. 30

10-0906362-00-00

특허

한국

강도형, 이현용, 한재건, 박흥식,

2009. 07. 13

10-0908425-00-00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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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방법

선단의 의사 LBL 수중항법 시스템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제조용 고압 액화 추출물 및 이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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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강래선
자동화된 선미 반류 계측 시스템

안종우, 김기섭, 김경열

2009. 07. 28

10-0910659-00-00

특허

한국

심해저 견인식 영상촬영 플랫폼 장치 및 영상취득 장치

배재류, 우종식, 주영석, 김주일, 박명철,

2009. 08. 13

10-0913162-00-00

특허

한국

2009. 08. 13

10-0913233-00-00

특허

한국

지상범, 이근창, 함동진
남극 톡토기 유래의 베타-1,3-글루카나아제, 이를 코딩하는 유전자 및
이의 용도

이윤호, 송정민, 김충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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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술 이전 현황

발명의 명칭

발명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재산권

등록국가

아세틸렌 알코올계 화합물 또는 레니오카리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이희승, 신희재, 박흥식, 김환묵, 박성규

2009. 08. 27

10-0915390-00-00

특허

한국

최영철, 변성훈, 임용곤, 김시문

2009. 09. 03

10-0916857-00-00

특허

한국

최적상태의 진동수주 방파제가 형성된 해양 부유식 구조물

홍사영, 경조현, 김병완

2009. 09. 29

10-0920396-00-00

특허

한국

확장판 지지봉을 이용한 위그선의 지면효과 증강 및 조절 장치

김무롱, 이창민, 강창구, 여동진

2009. 10. 08

10-0921934-00-00

특허

한국

확장판 구동기어를 이용한 위그선의 지면효과 증강 및 조절 장치

김무롱, 이창민, 강창구, 여동진

2009. 10. 08

10-0921935-00-00

특허

한국

막대형 나사봉을 이용한 위그선의 지면효과 증강 및 조절 장치

김무롱, 이창민, 강창구, 여동진

2009. 10. 08

10-0921936-00-00

특허

한국

컨테이너 탐지 방법, 장치 및 그를 갖는 이송 차량 시스템

김승남

2009. 10. 13

10-0922495-00-00

특허

한국

전봉환, 이판묵, 이종무, 이필엽,

2009. 10. 14

10-0922817-00-00

특허

한국

전태병, 정노택, 김선동

2009. 10. 29

10-0925163-00-00

특허

한국

박용기관 배기가스의 전자인증 시스템

장미숙, 문일성, 이동곤

2009. 10. 30

10-0925499-00-00

특허

한국

수초섬

명정구, 박용주, 오승용, 김민석, 최희정

2009. 11. 10

10-0927241-00-00

특허

한국

방선균 분획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암용 약학 조성물의 제조 방법

신희재, 이희승, 정성윤

2009. 11. 10

10-0927251-00-00

특허

한국

박진순, 이광수, 염기대, 김성은, 오명학,

2009. 11. 24

10-0929494-00-00

특허

한국

2009. 11. 24

10-0929495-00-00

특허

한국

김승근, 임용곤

2009. 12. 15

10-0933567-00-00

특허

한국

FRP선박 해체 및 분쇄를 위한 해상 바지선

정노택, 이은재, 김선동, 전태병

2009. 12. 18

10-0934209-00-00

특허

한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의 실시간 컨테이너 장치장 위치결정 방법

이정호, 이승일, 이 훈, 장진성

2009. 12. 21

10-0934354-00-00

특허

한국

함유하는 암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수중음향통신 신호의 흡음 특성 보상 장치 및 방법

소형 자율무인잠수정 테스트베드

박진영, 오준호
이동식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 장치

및 이에 따른 항암제 조성물
조립식 헬리컬 터빈

이충범, 안형진
조립식 헬리컬 터빈

박진순, 이광수, 염기대, 강석구, 진재율,
이충범, 안형진

2트랜스듀서의 위치와 자세정보를 이용한 수중통신 장치 및 그 통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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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_ 포상

포상

김영성

오위영

윤재열

신경순
심재설

홍석원

이봉원

김덕영

김영일

임운혁

이희준

외부 수상 /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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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명

성 명

직 급

소 속

수상일

공적사항

비 고

훈장(혁신장)

홍석원

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2009. 04. 21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과학의 날

대통령표창

이희준

책임연구원

새만금해양환경연구단

2009. 04. 21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과학의 날

국무총리표창

강원수

책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2009. 05. 29

해양수산진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바다의 날

국무총리표창

이정현

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2009. 05. 29

해양수산진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바다의 날

장관표창

심재설

책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2009. 01. 14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표창

구본주

선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2009. 02. 02 환경보전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

국토해양부(습지의 날)

장관표창

이희승

책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2009. 04.21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교육과학기술부(과학의 날)

장관표창

김영성

선임행정원

기획팀

2009. 04.21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교육과학기술부(과학의 날)

장관표창

김덕영

책임행정원

운영계획팀

2009. 04.21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교육과학기술부(과학의 날)

국토해양업무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

장관표창

이진학

선임연구원

연안개발· 에너지연구부

2009. 05.14

장관표창

김영일

책임연구원

특정해역보전관리연구센터

2009. 05. 29 해양수산진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바다의 날)

장관표창

강해석

책임기술원

행정지원실

2009. 05. 29 해양수산진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바다의 날)

장관표창

신경순

책임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2009. 05. 29 해양수산진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바다의 날)

장관표창

임운혁

선임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2009. 05. 29

해양수산진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바다의 날)

국토해양업무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

장관표창

김선정

기술원

장관표창

강성균

책임연구원

장관표창

김종근

기술원

장관표창

심원준

책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2009. 10.13

해양바이오연구센터

2009. 12. 30 국토해양업무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

해양환경·방제연구부

2009. 12. 31

지식경제부 업무발전에 기여

지식경제부

남해특성연구부

2009. 12. 31

어업환경개선 및 피해어업인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표창

이봉원

책임연구원

연구선운항팀

2009. 12. 31

환경보전에 기여

환경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표창

황상철

책임기술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2009. 10. 30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한국해양연구원 창립기념일

이사장표창

오위영

책임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표창

윤재열

행정원

국가정보원장표창

박준수

선임행정원

해양정책연구실

2009. 12. 30

연구개발성과제고 및 과학기술발전에 기여

기획팀

2009. 12. 30

연구개발성과제고 및 과학기술발전에 기여

기초기술연구회

성과확산팀

2009. 12. 24

산업보안업무발전에 기여

국가정보원

부 록 _ 포상

강성균

이희승

김종근

심원준

강해석

황상철

이진학

구본주

박준수

김선정
강원수

이정현

우수논문상
구분

저자
이현숙, 강성균, 배승섭, 임재규, 조요나,

최우수

소속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김윤재, 전정호, 차선신, 권개경, 김형태,

onnurineus reveals a mixed heterotrophic and

박철주, 이한웅, 김상진, 이정현

carboxydotrophic metabolism

백부근, 김경열, 안종우, 박선호, 허재경,

해양운송연구부

유병석

구분

저자
유신재, H.Batchelder, W.Peterson,

강석구, J.Cherniawsky,

소속

Seasonal, interannual and event scale variation

기후·연안재해연구부

Spatial variability in annual sea level variations around

in North Pacific ecosystems

the Korean peninsula
남해특성연구부

김대중, 한창희

Biomarker responses in caged rockfish (Sebastes schlegeli)
from Masan Bay and Haegeumgang, South Korea

새만금해양환경연구단

Changes in topography and surface sediments by the
Saemangeum dyke in an estuarine complex,

학술지명/권(호)/페이지

Journal of Bacteriology,
190(22), 491~7499

Ocean Engineering,
35(17-18), 1707~1715

학술지명/권(호)/페이지

Progress in Oceanography,
77(2-3), 155~181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35(L03603), 1~7
Marine Pollution Bulletin,
57(6-12), 599~606
Continental Shelf Research,
28(3), 1177~1189

west coast of Korea
해양위성센터

이사로
전봉환, 박진영, 이펼엽, 이판묵, 이종무,

satellite data
해양시스템연구부

김기훈, 임용곤, 오준호
문두환, 황진상, 한순흥, H.Seki, 양정삼

Detecting the intertidal morphologic change using

Development of the AUV‘ISiMI’and a free running
test in an Ocean Engineering Basin

해양안전·방제

Sharing product data of nuclear power plants across

기술연구부

their lifecycles by utilizing a neutral model

Estuarine Coastal and
Shelf Science, 78(4), 623~632
Ocean Engineering
36(1), 2~14
Annals of Nuclear Energy,
35(2), 175~186

Annual Report 2009

유주형, 김창환, 이윤경, 원중선, 전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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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준, 류상옥

논문제목

해양생물자원연구부

M.G.G.Foreman, 소재귀, 이상룡
정지현, 김소정, 이택견, 심원준, 우선옥,

Influence on the rudder gap cavitation by the scaling of its
clearance

W.Sydeman

우수

논문제목

The complete genome sequence of Thermococcus NA1

부 록 _ 포상

우수논문 피인용상
구분

성명

소속

대상기간

피인용 횟수

비고

우수논문 피인용상

이흥재

새만금해양환경연구단

1994 ~ 2008년(15년)

143회

주저자 기준

Ocean and Polar Research 논문상
구분

저자

소속

우수

양은진, 주세종, 김웅서

해양생물자원연구부

논문제목
북서태평양에서 종속영양 원생생물 군집 및 섭식압의 해역별 비교

권(호)/페이지

우수

강돈혁, 이창원, 조성호, 명정구

해양생물자원연구부

수산 음향기법을 이용한 연안 저서 어군의 시·공간 분포 및 안정성 조사

30(3), 289~301
30(1), 79~87

우수부서 포상
우수 연구부서

우수 지원부서

구분

부서명

부서장

구분

부서명

부서장

최우수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이정현

최우수

기획팀

김영성

우수

해양생물자원연구부

명정구

우수

경영정보팀

권순철

우수

인사·교육팀

노원대

우수

연구관리팀

이진용

우수

건설기술지원팀

정찬금

우수

운영지원팀

김병주

우수

기후·연안재해연구부

이재학

우수

해양시스템연구부

이판묵

우수

남해특성연구부

신경순

우수직원 포상
직급

성명

구분

올해의 KORDI인상

구분

소속
기후·연안재해연구부

책임연구원

심재설

근무유공상

이달의 KORDI인상

기후·연안재해연구부

책임연구원

심재설

청렴공직자상
우수업적상

기후·연안재해연구부

기술원

장영석

단위연구사업인력

김승희

책임연구원

이경용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책임연구원

이광수

해양생물자원연구부

전일제기술원

김복훈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여수엑스포지원단

책임연구원

김웅서

해양위성·관측기술연구부

선임연구원

김광희

행정관리부(재무총괄팀)

전략개발실

선임연구원

강길모

해양운송연구부

해양환경·방제연구부

선임연구원

이상훈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책임기술원

김민석

기술원

백원대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단위연구사업인력

양성현

경영기획부(기획팀)

행정원

권주안

행정원

김유정

책임기술원

김경열

연구원

윤근항

심해·해저자원연구부

선임연구원

김종욱

해양시스템연구부

해양생물자원연구부

책임연구원

김종관

운영관리실 (관리자산팀)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선임연구원

박진순

행정지원실 (연구선운항팀)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신희재

동해특성연구부

자료정보실(해양자료팀)

선임기술원

최상화

독도전문연구센터

연구원

정의영

경영기획부(경영정보팀)

선임기술원

유병근

경영기획부(홍보팀)

파견직

박성준

행정원

우선미

선임연구원

강성길

행정관리부(인사·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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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성

심해·해저자원연구부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www.kordi.re.kr

직급
행정원

연구개발실(연구관리팀)
심해·해저자원연구부

연구선운항팀
해양홍보상

소속

모범해양인상
명예근로봉사상

선임연구원

김승근

행정원

조인선

전일제기술원

임근종

연수연구원

민원기

동해연구소

파견직

최태진

행정관리부(총무·시설팀)

용역직

이재경

해양시스템연구부

선임연구원

성홍근

운영관리실(관리자산팀)

용역직

박광철

운영관리실 (연구지원팀)

선임행정원

황우연

행정지원실(운영지원팀)

용역직

안중혁

남해특성연구부

선임연구원

임동일

운영지원실

용역직

김태웅

장기근속 포상
근속년수

인원

직급

성명

근속년수

인원

30년 근속

3

책임연구원

안희도, 김기섭, 홍석원

10년 근속

4

20년 근속

3

책임연구원

진재율, 석봉출, 이종갑

직급
책임연구원
선임기술원
전일제기술원

성명
김영일
조승억
윤민호, 하형석

주요인력
부 록 _ 주요 인력

새얼굴

1)

2)

부서명

3)

4)

5)

6)

7)

8)

9)

성명

직급

최종학교

전공/학위

학위논문제목

해양정책연구실

권문상 1)

책임연구원

경희대

법학/박사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기기검교정·분석센터

강동진 2)

선임연구원

서울대

해양학/박사

기후·연안재해연구부

권민호 3)

선임연구원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박사

동핵특성연구부

김창환 4)

선임연구원

연세대

남해특성연구부

백승호 5)

선임연구원

요코하마국립대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이현숙 6)

선임연구원

서울대

미생물학/박사

해양생물자원연구부

허수진 7)

선임연구원

제주대

해양생물공학/박사

해양운송연구부

박지용 8)

연구원

서울대

조선공학/석사

기후·연안재해연구부

정진용 9)

연구원

부산대

해양과학/석사

QuikSCAT 해상풍으로 관측된 수렴대와 한반도 서부지역 폭우와의 관계분석

해양운송연구부

황승현 10)

연구원

서울대

조선공학/석사

조종 내항 통합 모델을 이용한 파랑중 선박의 조종운동 해석

10)

동해의 탄소 순환에 관한 연구

Decadal changes in East Asian summer monsoon circulation after the mid-1990s

지구시스템과학/박사 지구물리자료를 이용한 울릉분지 북동부 독도 및 주변 해산들에 관한 연구
환경학/박사

Physiological and ecological studies on the reproduction biology of the two dominant
dinoflagellates Ceratium furca and Ceratium fusus in the Sagami Bay
Streptomyces chromofuscus SMF28이 生成하는 Cathepsin B 沮害物質의 特性
Development of functional cosmetic materials using the bioactive compounds from
brown eaweeds
Hydrofoil에 장착된 소나 발생 소음 계측과 잔향음 제거 기법 연구

주요보직자

본원

직위

성명

학위/전공

E-mail

직위

성명

학위/전공

원장

강정극

박사/지질학

jkkang@kordi.re.kr

재무총괄팀장

정성재

학사/통계학

sjjeong@kordi.re.kr

감사

박현수

박사/화학공학

nhspark@kordi.re.kr

자재·계약팀장

홍광유

-

kyhong@kordi.re.kr

감사부장

조경래

석사/경영학

klcho@kordi.re.kr

건설·지방이전사업단장

유동연

석사/건축공학

dyyoo@kordi.re.kr

검사역

김재순

-

kimjs@kordi.re.kr

건설·지방이전사업담당

최형태

석사/정보전산

htchoi@kordi.re.kr

정책본부장 / 해양정책연구실장

권석재

박사/자원경제학

sjkwon@kordi.re.kr

전략개발실장

정회수

박사/해양학

hsjung@kordi.re.kr

대외협력실장

김현영

석사/경영학

hykim@kordi.re.kr

연구총괄본부장

채장원

박사/토목공학

jwchae@kordi.re.kr

성명

학위/전공

해양환경·방제연구부장

정경태

박사/용용수학

ktjung@kordi.re.kr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장

임용곤

박사/전자공학

yklim@moeri.re.kr

기후·연안재해연구부장

이재학

박사/해양물리

jhlee@kordi.re.kr

해양운송연구부장

반석호

박사/조선해양공학

shvan@moeri.re.kr

심해·해저자원연구부장

문재운

박사/지질학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장

공인영

박사/조선해양공학

iygong@moeri.re.kr

해양생물자원연구부장

명정구

박사/자원생물학

해양시스템연구부장

이판묵

박사/기계공학

pmlee@moeri.re.kr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장

박우선

박사/구조공학

운영관리실장

박종남

전문학사/군사학

jnpark@moeri.re.kr

해양위성·관측기술연구부장

이용국

박사/해양학

운영계획팀장

김덕영

석사/정보관리학

dykim@moeri.re.kr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

이정현

박사/미생물학

jlee@kordi.re.kr

연구지원팀장

황우연

학사/영어학

wyhwang@moeri.re.kr

기기검교정·분석센터장

김은수

박사/해양화학

eskim@kordi.re.kr

관리·자산팀장

박수인

석사/경영학

sipark@moeri.re.kr

연구개발실장

김채수

석사/해양학

ckim@kordi.re.kr

건설기술지원팀장

정찬금

학사/물리학

chung@moeri.re.kr

연구관리팀장

이진용

석사/경영학

jinlee@kordi.re.kr

성과확산팀장

박준수

박사/행정학

parkjs@kordi.re.kr
성명

학위/전공

jwmoon@kordi.re.kr
jgmyoung@kordi.re.kr
wspark@kordi.re.kr
yklee@kordi.re.kr

E-mail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직위

E-mail

남해연구소

자료정보실장

구본관

석사/전자계산학

bkkoo@kordi.re.kr

직위

해양자료팀장

김성대

박사/해양학

sdkim@kordi.re.kr

남해연구소장

석봉출

박사/해양지질

bcsuk@kordi.re.kr

학술정보팀장

한종엽

박사/문헌정보학

jyhan@kordi.re.kr

남해특성연구부장

신경순

박사/해양학

ksshin@kordi.re.kr

기획관리본부장

임장근

박사수료/행정학

jglim@kordi.re.kr

행정지원실장

임충규

학사/행정학

cglim@kordi.re.kr

sykim@kordi.re.kr

운영지원팀장

김병주

학사/양식학

bjkim@kordi.re.kr

연구선운항팀장

이민수

석사/해사법

mslee@kordi.re.kr

성명

학위/전공

김세용

석사/법학

김영성

석사/국제법

kimys@kordi.re.kr

예산총괄팀장

김원태

학사/경제학

wtkim@kordi.re.kr

홍보팀장

강현주

학사/불어교육

hjkang@kordi.re.kr

경영정보팀장

권순철

석사/전자공학

sckwon@kordi.re.kr

직위

동해연구소
E-mail

행정관리부장

송동일

-

disong@kordi.re.kr

동해연구소장

박찬홍

박사/지구물리

chpark@kordi.re.kr

인사·교육팀장

노원대

석사/과학기술정책

wdroh@kordi.re.kr

동해특성연구부장

노충환

박사/수산학

chnoh@kordi.re.kr

노사관리담당

이승구

전문학사/영어영문학

sglee@kordi.re.kr

운영지원실장

김태영

석사/국제경제

tykim@kordi.re.kr

총무·시설팀장

이진수

학사/건축공학

jinsoo@kordi.re.kr

운영지원담당

김석기

학사/경영학

kimsk@kordi.re.kr

Annual Report 2009

기획팀장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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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DI 뉴스

1월 / January

2

2009년도 시무식 1)

5

신입직원 임명장 수여식 2)

9

노·사간 임금협상 조인식 3)

14

범 부처 CO2 포집 및 저장기술 연구성과 분석 및 연계기술회의 개최 - 제주 롯데호텔

19~20 동해·독도 종합심포지엄 개최 - 동해분원 4)
1)

29

2)

일본 항만공항기술연구소(PARI) Kanazawa Hiroshi 이사장 일행 내방 5)

3)

4)

5)

2월 / February

1)

5

제1회 Dynamic KORDI 워크숍 개최 - 천안 상록리조트 1)

9~13

신규 임용직 'New KORDIAN 융화 과정' 실시 2)

11

해저열수광상 개발에 관한 협정서 체결식 개최 - 리츠칼튼 3)

13

러시아 연방 광물자원국 고문 카즈민 박사 내방 4)

18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단 일행 내방 - 대덕분원

20

독도영유권 수호와 울릉도 독도 녹생문화 관광 활성화 심포직엄 개최 - 경북 도청강당

23

2009년도 기관평가 현장실사 실시

26

2009년도 한국도서관상 한종엽 학술정보팀장 수상 - 한국도서관협회 5)

27~28 연구원 정보화전략 기획 수립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서산 용현휴양림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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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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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March

5

농어촌공사 박해성 농어촌연구원장 일행 연구원 내방 1)

18

해양연구원 1/4분기 인턴연구원 채용 교육 실시 2)

25

전 지구적 대양연구를 위한 연구거점 구축 워크숍 개최

26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 한국해양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동 심포지엄 개최
- 메리어트 호텔 3)

1)

27~28 2009 We & Together 과정 개최 - 대명리조트 변산 4)
30

한국해양연구원-(주)월드드림피쉬 간 기술이전 조인식 5)

3)

2)

4)

5)

4월 / April

1)

1

중국 당 서기관 일행 연구원 내방

2

기초기술연구회 이재성 선임이사 연구원 내방 1)

3

유희열 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초청 세미나 개최

3~4

국토해양부 대학생기자단 해양과학체험 프로그램 실시 2)

8

공직기강 확립 선포식 및 교육실시, 성희롱 방지 교육 실시 3)

13

제2회 한국해양연구원 발전행정포럼 개최

14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환경연구기관의 활동과 정책방향 기관장 포럼 개최 - 서울롯데호텔

15

기술표준원 유성구 국장 일행 연구원 내방 - 대덕분원

15

세계해사대학 재학생 연구원 내방 - 대덕분원

16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방문단 연구원 내방

27~29 북서태평양지역 열대성저기압과 해양의 상호작용에 관한 국제워크숍 개최
- 제주 서귀포 KAL호텔 4,5 )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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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May
6

박영아 국회의원 내방 - 대덕분원

7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그랜드하얏트 서울 3)

8

한국표준연구원과 기관 간 협력 협정체결 - 표준연구원

12

이석 박사, 별망중학교 학생 대상 과학 강연

14

강정극 원장, 고려대 지구환경공학부 창과 40주년 명사초청 강연 - 고려대 하나스퀘어 1)

14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준공식 개최 2)

18

미국해양대기청(NOAA) 연구국 Dr. Richard Spinrad 부청장 일행 내방 4)

18

피지 Mr. Netani Sukanaivalu 국토자원환경부장관 내방 5)

25

중국해양학회 왕슈광 회장일행 연구원 내방

1)

26~28 신성장동력박람회 2009 전시참가 - 일산킨텍스 6)
27~29 200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

3)
4)

5)

6)

6월 / June

1)

1차 동아프리카공무원 초청 연수단 일행 연구원 내방 3)

4

한국해양학위원회(KOC) 1차 총회 개최 4)

10

교육과학기술부 김중현 제2차관 연구원 내방 1)

10

Ilan Mizrahi 전(前)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 연구원 내방

15

해양연구원 사보 SEE THE SEA 창간호 발간

15

전 지구 기후관측 및 모델링 국제워크숍 개최 - 서울대 호암관 5)

23

변상경 박사, UN산하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부의장 피선

25

제9회 Asian Conference on Marine Simulator and Simulation Research
(ACMSSR) 개최 - 대덕분원

29

고속스크린 시연회 개최 - 울진 원자력발전소

29

독도 육지-해저 통합입체 조형물 제막식 개최 - 동해분원

30

심해저 채광장비 근해역 실증 시연회 및 기자간담회 개최 - 동해분원 2)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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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July
6

제14회 바다의 날 기념 해양수산진흥 유공 포상 이정현, 강원수 박사 국무총리표창 수상

15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양조사기술 연구참가단 연구원 내방

21~25 동북 아시아 해양 침전 환경과 진화 역사에 대한 한·중 워크숍 개최
21

제3회 해양연구원 발전행정포럼 개최

22

국토해양부 최장현 차관 연구원 내방 1)

1)

24~26 2009 시화호 교사연수 워크숍 개최
25~8.1 2009 열대해양체험프로그램 개최 - 남태평양 마이크로 네시아 축주 2)
29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 15차 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 개최 3)

2)

3)

8월 / August
4~9
3

2009 대한민국과학축전 전시 참가 - 일산 킨텍스 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 국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동해분원

11~13 2009 국내해양체험프로그램 제1기 개최 - 본원, 대덕분원, 남해분원

1)

12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주영진 수석전문위원 일행 연구원 내방

17

2009 을지연습 실시

17

베트남 과학기술원 대표단 연구원 내방

18

강정극 원장, 지방행정공무원연수원 특별강연 진행

19

2009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_HRD) 현장심사 실시

19~21 2009 국내해양체험프로그램 제2기 개최 - 남해분원 3)
2)

강정극 원장, 국회 과학기술포럼 주제 발표 진행

24

제3회 인력선 솔라보트 축제 개최 - 대전 갑천 4)

24

독도 연구 활성화 및 국제적 성과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27

울진-울릉-독도 옛길 재조명을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28

새만금 해상관측탑 준공식 개최 2)

31

일본 나가사키 대학과 MOU 체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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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September
Scientific Committee on Ocean Research (SCOR) 한국위원회 ‘09년도 1차 총회 개최

1

- JW메리어트 호텔 1)

1)

2)

2

동해연구소 발전방향 및 특성화 사업 개발을 위한 세미나 개최 - 동해분원

3

서울과학축전 전시참가 - 상암 월드컵경기장 광장

4

신종플루 설명회 개최

8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KIMST) 이장훈원장 연구원 내방

9

아르헨티나 대사 일행 연구원 내방 3)

15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업무협력의향서 서명식 - 워싱턴 D.C. 2)

15

2009 NOAA/MLTM Training Program 실시

23

한국해양연구원-(주)이지인더스 기술이전 조인식 4)

24

강정극 원장, 해양전략연구소 모닝포럼 강연 - 전쟁기념관

24

예상욱 박사팀, ‘네이처’ 지에 학술논문 발표

29

녹색성장 해양포럼 창립기념 강연회 개최

30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 문해남 기획본부장 일행 내방

3)

4)

10월 / October
7

한국해양연구원 - 일본 연안기술연구센터(CDIT) 간 기술협력 조인식 1)

7~20

중남미 국가 대상 해양과학기술 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최 - 본원, 남해분원 2)

9

아르헨티나 Jose Lino Baranao 과학기술부장관 일행 연구원 내방 3)

13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준공식 개최 4)

14

한국해양연구원 연구개발성과의 글로벌 수준평가를 위한 2009년 국제진단 실시
- 기초기술연구회 5)

19

과학기술앰배서더 개최, 강성현 박사 강연

27

2009 인재개발 우수기관으로 ‘한국해양연구원’ 선정,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

1)

www.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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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획득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6)

2)

3)

4)

5)

6)

부 록 _ KORDI 뉴스

11월 / November
1

위성항법 국제학술대회 (2009 International Symposium on GPS/GNSS) 개최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1)

2)

2

'미국 씨그랜트 사업 운영 현황' 정책세미나 개최

2

기획재정부 김래영 사무관 감사패 및 명예 KORDIAN 선정

4

2009 미래유망기술세미나 전시회 참가 - 코엑스

13

국제해저기구 Mr. Nii A. Odunton 사무총장 내방 1)

13

녹색에너지 청색혁명 심포지엄 개최 - 동해분원

13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 Susan K. Avery 소장 내방

16

하이브리드 안벽 연구성과 발표회 - 양재동 엘타워 2)

17

미국 해양대기관리청 Dr. James Turner 미국 상무부 국제담당 차관보 일행 내방 3)

17

한중해양과학기술협력 제10차 공동위원회 개최 -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4)

18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주성호 국장 일행 내방 -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24

해양기후변화연구센터 현판식 개최 5)

3)

4)

5)

12월 / December

1)

1

국토해양인재개발원과 MOU 체결

3

제2회 다이내믹 코르디 개최 - 덕산스파캐슬

8

연탄 나눔 행사 개최 -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일대 2)

21

LIG넥스원과 MOU 체결

22

안희도, 안유환 책임연구원 정년퇴임식 1)

23

수중무선통신시스템 개발 성과발표회 및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 대덕분원 3)

24

과학기술인연금공제회와 과학기술연금 가입 협정 체결 4)

31

2009년도 종무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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