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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항만물류시스템개발, 수중무선통신시스템개발, 심해용무인잠수정개발, 부유식해상구조물기술개발등...

한국해양연구원은해양공간의효율적이용및관리를위한미래형선박및첨단해양구조물기술과해양안전및해양방위

기술을연구개발하고있습니다.

첨단해양시스템항만공학기술개발

바다와꿈이만납니다 스쳐가는바람결에막힌 세 상 이 열 립 니 다. 려오는푸른물결에흐린 눈 이 맑 아 집 니 다. 

바다는자연과인간의꿈이만나는곳입니다. 바다는넓은가슴과사랑으로신념, 열정, 기쁨이되어인간의미래를함께키워주는곳입니다.



{      }Making One Human Story



해양예보시스템구축, 이산화탄소해양처리기술, 해양오염 향조사및생태계복원연구등...

한국해양연구원은다양한기술로전지구의해양을관측하여, 기후변화가지역해등국지적환경에미치는 향을예측·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및기후변화보전대응연구

{                   Sea Story



        }Caring for Environment

바다의마음을헤아립니다 바다에세심한정성을더해깨끗함과생명력을되살립니다.

해양환경, 기후변화, 생태계의복원연구등으로인간과자연의아름다운조화를실현합니다.

바 다 의 깊 은 사 랑 을 이 어 갑 니 다 .



해양·극한생물분자유전체연구, 심해저광물자원개발, 해양유래바이오에너지생산기술개발, 해양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등...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미래에이용가능한연구개발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바다를향해열려있는사람들, 미래를향해먼저움직이는전문연구기관이되겠습니다.

미래해양자원및에너지탐사개발연구

{  }Creating BlissFuture Story



바다의눈으로미래를봅니다 바다에첨단기술을더해편리한바다, 유익한바다를만듭니다. 

깊은바다속으로부터넓은바다위까지해양자원의연구, 효율적인이용과관리로인류의풍요로운미래를실현합니다. 

내 일 의 푸 른 청 사 진 을 펼 쳐 봅 니 다 .



{  Ocean Story



} Story of Human, Sea and Future

함께살고, 함께설계하는, 인간, 바다, 그리고미래의이야기

한국해양연구원은첨단기술과연구개발로인 간 과 바 다 의 아 름 다 운 공 존 을 실 현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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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Annual Report 2010

바다는생명탄생의요람이자, 
인류가살아가는데
필요한막대한자원을보유하고있는
보물창고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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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연구원원장
2011. 2. 21

바다는 생명 탄생의 요람이자,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바다를 인류의 희망을 담은 미래의 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바다가 품고 있는 다양한 비 을 차근

차근풀어나아가야합니다.

2010년 한국해양연구원은 그간의 값진 노력들로부터 소중한 결실을 거둔 한해를 보냈습니다.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양

관측위성 ‘천리안’ 발사에 성공했고, 해양바이오연구센터팀은 심해 미생물의 독특한 수소생산 기작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여

『Nature 誌』에논문을게재하 습니다. 

해양탐사분야핵심기술개발도활발히진행되어세계최고수준의수중무선통신시스템기술을민간에이전했으며, 천해용자율

무인잠수정의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지금껏 국토해양부 R&D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75억 원의 기술계약 실적을

기록하며민간기업에관련기술을이전하 습니다.

올해초 ‘천안함피격사건’ 발생당시에는발빠른움직임으로첨단탐사장비와전문인력을현장에파견하여인양작업을지원

한바있습니다. 이는국가·사회적현안문제해결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하는기관의강한의지가반 되었던좋은사례로

남게되었습니다. 

국제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KORDI Lab을 설치하고, 국 PML, 일본 JAMSTEC 등

세계유수의선진해양연구기관과의 MOU 체결로국제협력을본격추진하게되었습니다. 더불어대형연구선건조사업추진,

해양시료도서관착공등장기적으로연구원발전에근간이될다양한연구인프라를확보하기도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의 사명은 바다를 통해, 그리고 해양과학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다가

경이로운이유는헤아리기힘든방대함속에숱하게잠재된가능성들때문입니다. 이연보를살펴보시는동안바다의가능성을

현실로만들어온한국해양연구원의도전적이고희망찬행보를들여다보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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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비전·경 목표 /  연혁·기능 Annual Report 2010

연 혁

KORDI 미션, 비전및경 목표

1973~2010
온누리호(1,422톤) 취항

1992. 03. 20

남해연구소설치
(경남거제시장목면)

1997. 03. 28

이어도호(546톤) 취항

1992. 03. 07
재단법인한국해양연구소설립

1990. 06. 01
남극킹조지섬에세종과학기지건설

1988. 02. 17
1973. 10. 30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설치

(중국청도)

1995. 05. 12

한국과학기술연구소부설

해양개발연구소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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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DI 기능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설치

(대덕연구단지)

1999. 05. 01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설치

2000. 05. 30
한국해양연구원으로명칭변경

2001. 01. 01
북극스피츠베르겐섬니알슨에다산기지설치

2002. 04. 29
부설극지연구소설치

2004. 04. 16
동해연구소설치

(경북울진군죽변면)

2008.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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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및재정현황 / 재원별연구비현황 Annual Report 2010

Research Scientist

Specialist

Adminstration

?????

(Person)

정부출연금 45,389

자체수입 91,216
정부수탁 76,509
민간수탁 9,760
기타 4,947

합 계 136,605

(단위: 백만원)

인건비 30,951
직접비 85,618
주요사업 20,517
정부수탁 57,795
민간수탁 7,306

경상운 비 11,085
기타 8,951
시설비 5,494
차입금상환 1,689
기타 1,768

합 계 136,605

(단위: 백만원)

인력현황

재정현황

수입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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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원 연구비 (백만원)

기본·일반사업 한국해양연구원 38,206

국가연구개발사업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85,013

교육과학기술부 2,051

환경부 223

지식경제부 13,592

기 타 1,451

소 계 102,330

수탁연구사업 정 부 15,229

민 간 12,327

소 계 27,556

합합 계계 168,092

60%

50.6

0.1

1.2

9.1

7.3

8.1

0.9

재원별연구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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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건물및부지현황 Annual Report 2010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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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변동추이

(m2)

84,3732010

부지 (m2)

402,2882010

건물및부지현황

건물 : 29,157㎡ / 부지 : 92,939㎡

본원 (안산)

건물 : 40,624㎡ /부지 : 153,735㎡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대덕)

건물 : 7,646㎡ /  부지 : 59,724㎡

남해연구소 (장목) 

건물 : 6,946㎡ /  부지 : 95,890㎡

동해연구소 (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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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 특성화전략/ 주요경 목표우수성과 Annual Report 2010

기관운 특성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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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 목표우수성과

차세대미래해양인재육성

차세대해양인재육성을위한장학제도운

(39명, 1억원)

선진연구인프라확충

대형해양과학연구선건조추진 (5천톤급)
해양시료도서관건설착공 (공정률 35%)

2년연속세계최고과학기술학술지인
bNature 誌c에논문게재

세계최초, 심해고초온성고세균의수소생산기작
규명bNature 誌c에게재

’Nature가주목할만한연구성과’ 로선정

역대최고수준의기술이전실적달성

정부의과학기술실용화정책에부응, 
적극적인기술상용화추진(142억원)

- 천해용무인잠수정 ‘이심이100’ AUV 상용화

- 수중무선통신시스템기술이전등

대외평가우수사례선정

사보 ‘SEE the SEA’,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대상창간사보부문우수상수상 (한국사보협회)
해양(연) 도서관, 2010년전국도서관운 평가
결과 ‘우수도서관’ 으로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소통하며화합하고, 지역사회에봉사하는조직
문화구현

KORDIAN 무한충전DAY 및홈커밍 DAY 개최

주요사회적이슈에대한사회공헌활동전개
(아이티지진피해, 천안함, 연평도피해주민지원등)



연구활동
Research Activities

034 심해·해저자원연구

040 해양생물자원연구

046 연안개발·에너지연구

034 태평양심해저광물자원개발 - 지상범

035 남서태평양및인도양해양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 문재운

036 통가해저열수광상개발연구 - 이경용

038 태평양권역별해저환경특성및고기후복원연구 - 유찬민

039 기후변화가남해역해양생태계에미치는 향평가 - 주세종

040 조류를이용한바이오에너지자원화기술개발 - 강도형

041 유비쿼터스해양유용·유해생물관리기술개발 - 이윤호

042 동해생태계장기변화예측시범연구 - 유신재

043 해양초고온고세균이용바이오수소생산기술개발 - 강성균

044 해양·극한생물분자유전체연구 - 이정현

045 해외해양생물자원개발및활용기반구축 - 이희승

046 항만리모델링기반구축연구 - 박우선

047 항만지진응답계측시스템구축및활용기술개발 - 박우선

048 항만구조물신뢰성설계법개발 - 윤길림

049 항만수중공사용무인다목적기계화시공장비개발 - 장인성

050 친환경인공섬조성핵심기술개발 - 오명학

051 신재생에너지교량모델및실용화기술개발 - 이진학

052 조력발전시스템성능향상기술개발 - 정원무

053 조력·조류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 - 이광수

022 해양과학기술정책연구

024 해양환경·방제연구

028 기후·연안재해연구

022 연안통합관리를위한해양공간관리기법연구 - 이문숙

023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기본계획 (Ⅱ) - 박성욱

024 해양오염사고대응기술개발을통한깨끗한바다만들기 - 정경태

025 갯벌기능성회복을위한퇴적·물리·생태학적핵심환경요소연구 - 이희준

026 새만금해양환경보전대책을위한조사연구 - 김창식

027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구축 (Ⅶ)- 정창수

028 태풍기인연직운동및혼합특성연구- 강석구

029 종합해양과학기지구축 - 심재설

030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연구 - 박광순

031 통합기후예측시스템을위한기후예측시뮬레이터개발및대양관측 - 이재학

032 북서태평양이한반도주변해에미치는 향연구 - 전동철

033 기후변화에따른남해(동중국해북부)의해양환경및생태계변동연구 -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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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해양위성·관측기술연구

060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

066 해양운송연구

071 해양시스템연구

076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

082 남해특성연구

084 동해특성연구

076 해양구조물극한응답해석기술개발 - 신승호

077 나선암초형월류파력발전기술개발 - 홍기용

078 해상부유식 LNG 터미널구조물 - 계류시스템설계핵심기술개발 - 성홍근

079 파랑중분할모형시험 (Ⅱ) - 홍사

080 해양심층수의다목적이용개발 - 문덕수

081 해역기초생산력증대를위한부유식인공용승시스템핵심기술개발 - 정동호

082 남해특별관리해역생태계건강지수개발 - 김 옥

083 생체정보를이용한수생태계주요유해화학물질위해성예측도구및 PAHs류

검출랩칩개발 - 염승식

084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연구 - 박찬홍

085 동해중부연안환경변동성연구 - 최복경

054 해양위성센터구축 - 안유환

055 해양위성센터운 및기능고도화연구 - 유홍룡

056 정지궤도해양위성활용연구지원 - 유주형

057 연안정보관리및모니터링기술개발 - 유주형

058 해양분야위성활용연구 - 유홍룡

059 전천후레이더를이용한해양오염및선박·연안시설탐지기술개발 - 양찬수

060 이산화탄소해양지중저장기술개발 (Ⅵ) - 강성길

061 해상교통안전진단시뮬레이션연구 - 공인

062 예부선의사고분석 - 김연규

063 모바일하버자율운항시스템기술개발 - 공인

064 NAP 해양유출사고대응지원시스템구축 - 이문진

065 국가위성항법보정시스템구축개발 (Ⅲ) - 박상현

066 KVLCC2 및 KCS의기하학적상사모형연구 - 반석호

067 예인수조용입체입자 상유속계시스템구축 - 김 진

068 빙성능시험기법및최적화기술 - 이춘주

069 천수 역에서의선박저항특성변화해석시스템개발 - 반석호

070 추진기및방향타성능시험평가기반기술 (Ⅰ) - 안종우

071 차세대심해용무인잠수정개발 (Ⅱ) - 이판묵

072 U-기반해운물류체계구축을위한기반기술연구 - 임용곤

073 심해저광물자원집광시스템및채광운용기술개발 - 홍 섭

074 수중무선통신시스템개발 - 임용곤

075 친환경갯벌차량기술개발 - 홍 섭

Communication with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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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해양공간관리기법(MSP, Marine Spatial Planning)이란 정부의 정책, 제도 등에 의해 지정

된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지역지구 지정 외에 해양에서 인간의 모든 활동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배분의절차를의미한다. 이는 MSP의합리성추구를위한것으로해양환경의보전과

이용의균형을통해궁극적으로는사회경제적목적성까지포용하는것을목표로한다. 따라서

어떠한확고한절차적해법이존재하는것이아니라환경변화및조건에따라유연하고적응력

있는시스템을갖추는것이중요하다. 

최근세계각국에서이러한 MSP의시스템을구축하고실행하려는움직임이강하게대두되고

있다. 이연구에서는미국, 유럽등의 MSP 가이드라인과운 사례분석을통해우리나라에서

MSP를적용시고려해야할 5가지핵심요소로 MSP의권한과근거, 이해관계자참여, 환경의

이해와 분석, 미래상황 시나리오, MSP를 도출하 다. 또한 국내 제도 등 환경 변화 속에서

도출된핵심요소들을중심으로 MSP 적용가능성에대하여진단해보았다. 

활용분야

- MSP 적용가능성진단결과는향후국내제도도입시분석의기초자료로활용가능

- MSP를위한한국연안해역종합적과학적조사및연구에관한대형과제기획을위한

자료로활용가능

- 한반도주변지역해의MSP 적용을유도함으로써동북아시아지역해양공간관리선진화에
기여

연안통합관리를위한
해양공간관리기법연구

연구책임자
이문숙선임연구원 (해양정책연구실) 
E-mail : leems@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특별한(목적으로(사용되는(규제(및(기타(관리조치

그림 1. MSP의성과.
(IOC, Manual and Guides No.53, IOCAM Dassier No.6)

그림 2. 미국의MSP 사례.
(MSP가추진중인 9개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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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제2차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기본계획수립연구는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써 12개 부처의 수요조사를 통해 총 42개 사업을 선정하 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식기반의 강화 및 통합관리체제를 기본 목표로 설정하

으며, 독도와 독도주변해역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독도 연안자원의 합리적 이용, 울릉도

독도시설관리운용, 독도관련지식정보의원활한생산보급을주요추진내용으로선정하 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풍요로운 독도의 미래세대로의 전승’을 비전

으로 설정하고 3대 기본원칙을 설정(세대 간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 주체 간 협력의 원칙,

과학적기반관리의원칙)함으로써독도관리의원칙을명확히하 다. 그리고제2차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도 기반사업 결과 공동 활용 기반 구축, 울릉도 독도의 일체화, 자연

과학과인문사회과학간융합연구촉진, 연구성과의확산강화,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위원회의

기능강화를추진전략으로설정하 다. 사업추진은시행기관이 4개분야의사업을추진하면서

생산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이를 지식정보로 활용하도록 추진체계를 설정함으로써 계획의

실행력을확보하도록하 다. 

활용분야

-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는 국토의 과학적 관리기반에 근거한 효율적

관리

-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 각 부처별 사업의 중복성을 회피하고 정보의 편중화와 왜곡을

방지함으로건전한자료의확보와이를대외적으로보급

- 독도를 울릉도와 일체화하여 관리함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효적 주권행사를

대내외에천명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을
위한기본계획 (Ⅱ)

연구책임자
박성욱책임연구원 (해양정책연구실) 
E-mail : swpark@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연구
해양환경·방제연구

기후·연안재해연구

심해·해저자원연구

해양생물자원연구

연안개발·에너지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

해양운송연구

해양시스템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

남해특성연구

동해특성연구

KORDI 연구활동

●

지속가능하고풍요로운독도의미래세대로의전승

독도의 이용을위한지식기반의강화및

추진내용

추진전략

목목 표

비 전

■ 및자연환경보전
■ 독도 합리적이용
■ 울릉도독도시설관리운용
■ 독도관련지식정보의원활한생산보급

독도사업결과의
통합관리(
기반(구축을
통한(부처별(
사업의(

연계성(강화

울릉도와(
독도를(단일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울릉도와

독도의(일체화
추진

독도연구성과의
활용성(증대를(
위한(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융합연구
촉진

IT기술을(
접목한

연구사업결과
실용화체제
구축으로

연구성과(확산

실무소위원회
제도(도입(및
민간위원의
확대를(통한

독도지속가능한
이용위원회
전문성(강화

1 2 3 4 5

그림 1. 비전및목표.

그림 2. 독도기점주요지점간거리.

그림 3. 독도내시설전경(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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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이 사업은 기초기술연구회와 해양연구원 공동 지원으로 수행되는 국가 현안문제 해결형

과제로 2단계총 6년으로계획되고있다.  

2010년도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13Mhz 고주파 레이더를 이용한 제주해협의 표층류 시험

관측, 합성개구레이더(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자료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기반기술 개발,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한 1-9km 해상도의 수치모델망 구성, 유출유 노출

실험에 따른 부유생태계와 미소생태계에 대한 향 평가, 그리고 혁신적인 긴급 유출유 봉쇄

장치개발을포함한다.  

국제협력 연구 성과로서 우크라이나 수리·기계시스템문제연구소(IMMSP, Institute of

Mathematical and Machinery System Problems) 연구진과 함께 섬들에 의한 유출

유포획현상을 확률론적으로 접근하는 첨단 유출유 거동 예측 코드를 개발하 다. 그리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해양경찰청과 더불어 자력을 이용한 선박 파공 긴급봉쇄장치를 개발

하 다.

활용분야

- 개발된파공봉쇄장치는약 20cm 크기이하의파공을봉쇄하여유출유를조기차단하는데

활용가능

- 우크라이나 IMMSP 연구팀과공동으로개발한코드를허베이스피릿사고에적용하여

유출유의초기및장기거동을성공적으로재현

- 중국 다롄 항 송유관 폭발사고에 따른 유출유의 거동을 합성개구레이더 위성정보 분석과

수치모델예측을통하여해양경찰청에제공

해양오염사고대응기술
개발을통한
깨끗한바다만들기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1. 고주파레이더를이용한제주해협표층류시험관측. 그림 3. 허베이스피릿사고기름유출거동에대한계산및관측결과.

그림 2. 자력을이용한선박파공긴급봉쇄장치시작품.
(좌 - 밸브형, 우 - 접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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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정경태책임연구원 (해양환경·방제연구부)
E-mail : ktjung@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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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인개발에의해훼손된갯벌의기능성또는건강성을회복하는계획에일반적으로적용

될수있는과학적인기본틀을제공하고자, 갯벌의자연적인기능을조절하는핵심환경요소

들을이해하는것이이사업의주연구목적이다. 이에따라총 11개의핵심환경요소들을선정

하 으며 각 환경요소에 대한 조사 방법을 정리 하 다. 금년도에는 자연 갯벌인 태안의

근소만에서획득한퇴적학, 물리학, 원격탐사, 지화학, 생태학의핵심환경요소들에대한조사

결과를 정리하 으며, 훼손된 갯벌로서 강화도 동검리 갯벌과 시화호 내부 갯벌을 선정하여

각분야에서기초적인조사를수행하고근소만의환경과비교하 다. 

향후이러한비교조사가핵심환경요소를통하여지속된다면갯벌의기능성훼손원인과과정

그리고 복원 방안 등에 대해 과학적인 이해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학제적

연구결과를 꾸준히 발표하여 국내 갯벌환경 연구부문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활용분야

- 갯벌의친환경적개발및이용과기능성회복계획에과학적인기본틀제공

- 연안의적조발생기작, 해양투기에의한생태계오염, 양식장정화등에활용

- 하구역-연안역-갯벌간물질이동및순환과정이해에활용

갯벌기능성회복을위한
퇴적·물리·생태학적핵심
환경요소연구

연구책임자
이희준책임연구원 (해양환경·방제연구부)
E-mail : heelee@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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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갯벌핵심환경요소간의다학제적연계성모식도.

그림 1. 수리측고방법 (Hydro-hypsography)을활용한근소만
해수교환특성분석.

그림 2. 근소만의부유퇴적물이동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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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새만금 33km 방조제 건설과 내부 토지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친수활동이 가능하도록 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새만금 해양환경

예측시스템을개발하는것이목적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해역의 수질, 생태계, 지형지질, 수리수문의 시공간적 변화를 조사하고,

측정망 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의 자료를 생산하며, 실시간 예측 및 웹-지리정보 서비스

(Web-GIS) 구현기술을개발하여정보정책의실용적지원등을포함한다.

수질의지표인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인(TP), 총질소(TN)의경우방조제건설후호소

내부에서는해역수질Ⅲ등급, 외해에서는Ⅱ등급이며, 수질악화의원인으로내부매립, 준설,

집중강우(비점오염) 등이며, 수질개선은물빼기와해수유입으로이루어진다. 

2010년도 성과는 새만금 해양환경예측 시스템과 새만금 해양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

구축하 다. 또한, 새만금호소와해양을연계하는해양수질예측모델(ROMS-ICM)을개발

하 다. 2009년도수질예측으로모델을검·보정하 다. 

정부의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의 수립(‘09.12)에 따라 향후 10년 간 해양환경 모니터링과

실시간수질예측기술개발에대한지원이보다강화되어야한다.

활용분야

- 환경부의유역-호소-해양수질통합관리체계구축에해양부분의조사예측역할

- 농림수산식품부의내부토지개발에따른해양환경변화조사예측자료의제공으로갑문

운 관리에활용

- 전라북도와지역주민의해양환경자원의가치창출

새만금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조사연구

연구책임자
김창식책임연구원 (해양환경·방제연구부)
E-mail : surfkim@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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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모델UM,WRF

기상외력

그림 2. 개발한해양수질모델ROMS-ICM으로예측한 2009년
TP의연간변화와 관측치비교도.

그림 1.  새만금해양환경예측시스템구성도.

그림 3. 개발한해양수질모델ROMS-ICM으로예측한새만금호
용존산소의연간변화와측정치비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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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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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모니터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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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이다. 

이 사업은 2012년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제주에서 런던의정서 과학그룹회의와 아태지역

워크숍개최지로결정되는데크게기여하 다. 

향후 이 연구사업을 통해 현재 해양투기 되고 있는 모든 산업폐기물의 육상처리로 전환,

과학적이고합리적인투기해역관리로투기해역환경보전기술확립등국제적수준의폐기물

해양투기 제도가 완성되어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저감되고, 안전한 수산자원 공급

및국민건강보호에크게기여할것이다.

활용분야

- 폐기물배출해역환경감시기술제공

- 런던의정서준수를통한국가신뢰도확보자료제공

- 폐기물해양배출관련국가환경비용절감을위한정책자료제공

- 수산자원효율적관리를위한자료제공

- 환경보전을위한대국민건전여론선도

폐기물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구축 (Ⅶ)

연구책임자
정창수책임연구원 (해양환경·방제연구부)
E-mail : cschung@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바이오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1. 런던의정서의폐기물해양배출평가절차.

그림 2. 폐기물해양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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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태풍과 같은 강한 바람 조건에서 연직유속과 혼합을 지배하는 원인을

규명하기위해연구프로그램을운 하고있다. 태풍이해양위를통과시해양은급격한변화를

겪게 되며, 열에너지 수수와 관련하여 태풍의 바람에너지에 의한 해수의 상하층 혼합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태풍 통과 시 해양에서 강한 혼합을 지배하는 물리적 요인으로는,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흐름의 차이에 의한 혼합(wind shear-driven entrainment)과 수렴하는

태풍의 바람장과 관련된 용승현상(upwelling)으로 설명(Shay, 2001)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태풍‘나리’내습 시 황동중국해에서 수심 90m 층에서 해저면에 계류한 초음파

해류계(ADCP) 관측 결과(연직유속 W)로서, 유속이 10cm/s 이상에 달하는 단주기 운동이

존재하는것을관측한바있으며 , 이현상이태풍에의한강한바람(당시풍속 50m/s 내외)이

존재할 때, 해수표층 냉각을 유발하는 강한 혼합 현상에 새로운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바있다.

2010년에는 중형 태풍인‘콤파스’통과 시, 동중국해에서 3개 계류지점 중(그림1) 상대적

으로 근접한 1개 지점에서 비교적 강한 바람인 25-30m/s 조건에서, 보다 짧은 샘플링 간격

으로강한연직운동을보여주는것을관측하여, 관련혼합메커니즘을규명할수있는자료를

얻는 데 성공하 다. 태풍 ’콤파스’ 통과 시 혼합 특성은, 그림1의 좌하측 관측점에서 1-2℃

내외의 표층수온 강하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SST 자료로부터 관측해역이 강한 혼합을 유발

하는 해역이다. 관측자료 해석으로부터 강한 바람이 존재하는 외부환경 조건에서 바람과

스톡스 드리프트(stokes drift) 관련 파라미터에 따른 연직유속 변화 등 혼합 특성을 밝히는

분석연구가현재진행중이다. 

활용분야

- 태풍예측기술개선

- 태풍혼합파라미터라이제이션

태풍기인연직운동및
혼합특성연구

연구책임자
강석구책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E-mail : skkang@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1. 태풍 ’콤파스’ 근접통과시관측점위치및풍속.
(2010.9.1 11:00)

그림 2. 태풍 ’콤파스’ 통과 전후 표층수온 강하 (3개의 붉은 점은
계류관측점을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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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이하독도기지)에대한기본및실시설계가완료되었으며, 최종설치

위치는독도서도북서쪽으로약 1km 떨어진수심 50m 지점으로결정되었다.

독도 기지는 동해 및 독도에 대한 많은 연구수요를 감안하여 40명이 30일간 임시 거주하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으며, 특히 실험실(Wet-Lab)을 설치하여 해양생물 및

해양화학분야연구를지원할수있다. 또한일본근해에서발생하는지진및쓰나미의관측을

위한 장비를 설치하여 이들 자연재해로 인한 우리나라 동해 연안의 피해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계획하고있다. 

독도기지는기존이어도및가거초해양과학기지의설계및운용경험을바탕으로통신, 관측

및연구시설, 복합발전시설, 담수화및오수처리시설등전반적인시스템의향상을이루었으며,

연구원 및 기지운 요원들의 기지 내에서의 생활 지원을 위해 체력단련실, 수경재배시설

등의시설도설계에반 하 다. 

독도 기지는 독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고려하여 해양과학기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동해및독도에대한현장교육을지원하는시설로서도활용할수있도록종합제어실및홍보관을

기지의최상부에설치하 다.

기지의준공은현재 2013년으로계획하고있으며, 완공이후기지에서관측되는자료는위성

및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을통해한국해양연구원으로 전송되어사용자에게

인터넷으로실시간제공된다. 

활용분야

- 종합해양·기상관측소역할수행

- 인공위성에의한해양원격탐사자료검·교정

- 지구환경변화연구에핵심자료제공

- 지진및지진해일관련모니터링

- 태풍구조및특성연구

- 어·해황예보및지역해양연구에기초자료제공

- 황사등대기오염물질이동및분포파악

- 악기상에서의해양구조물안정성연구

- 안전항해를위한등대

종합해양과학기지구축

연구책임자
심재설책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E-mail : jsshim@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1. 동해종합해양과학기지위치.

그림2. 동해종합해양과학기지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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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의목적은연안재해, 해양오염사고, 안전항해지원등해양에서발생하는다양한문제

해결 및 해양 관련 국가기관, 산업체, 민간이 해양 활동에 필요로 하는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현황과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하는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KOOS, Development of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을개발하고이를실용화하는데있다. 

이를 위해 1,2차년도 (2009.8.1-2011.7.31) 연구에서는 해양관측자료의 준실시간 전달

체계구축지원및정 격자해양기상정보생산과해양예보모델의자료입력운 체제를구축

하 으며, 이를 이용한 정 격자 연안 해상상태(파랑, 조석, 조류, 폭풍해일 등) 예측체제를

구축하 다. 또한광역 3차원해양및연안순환예측시스템을구축중에있으며, 이들기반

예보 요소를 활용한 활용 시스템(유류오염 확산, 수색구조 예측 시스템 및 항만수로 실시간

해양 환경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관측 및 예보정보는 웹-지리정보시스템

(Web-GIS) 기반해양정보시스템구축을통하여시범서비스할예정이다.

현재 개발된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은 시범운 과 현장 관측 및 실험 자료와의 비교·

검증등을통하여해양예보의정확도향상을위한연구가지속적으로수행할예정이다. 

한편수립및시범운 을통하여생산되는일부해양예보정보(해양기상, 폭풍해일, 조류등)는

국토해양부의 해양과학조사 상자료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준실시간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활용분야

- 각종연안재해, 해양오염사고, 해난사고등긴급현안문제발생시대책수립을위한

신속·정확한해양예보정보지원

- 연안재해예방활동지원과국가재난관리정책수립의기초자료제공

- 연안환경정보업체의국지해양예보현업활용

- 기상용역업체의국지연안특정지역의정 예보협업활용

- 3차원해수순환예보연구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

연구책임자
박광순책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E-mail : kspark@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1. 해양예보시스템의개념도.

그림 2.  3차원순환모델(ROMS)로산출된황·동중국해수온.

Annual Report 2010 _ Communication with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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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연안재해연구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출연사업으로 ‘통합 기후예측 시스템을 위한

기후예측시뮬레이터개발및대양관측’ 을수행하고있다. 이사업의최종목표는기후변화

및 장주기 기후 변동을 예측 파악할 수 있는 전 지구 고해상도 기후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통해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 기후변화 6차보고서에한국해양연구원(KORDI)의

이름으로기후변화결과를제출하는것이다. 이과제는총 3단계 10년사업으로 2009년 9월

30일에 시작되었으며, 해양연구원에서 3개 세부과제(GAIA 기후모형, 자료동화, 관측) 및

대학에서 2개세부과제(대기모형, 해양모형)로구성되어있다. 

1차년도에는 KORDI 고유의 기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수행되었다. 먼저,

해양·대기·해빙 모형이 접합된 초기 버전의 KORDI 기후 모형이 개발되었다. 이 모형은

사업 참여 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해양의 연직 혼합 모수화 과정, 대기의 적운 대류 모수화

방안이사용되었다. 초기접합된기후모형을 KORDI에구축된클러스터시스템을이용하여

100년이상장기적분을수행하 다. 장기적분결과를이용하여 KORDI 기후모형의성능을

평가하 다. KORDI 기후모형은 초기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큰 기후 이류 없이 관측과 매우

유사한 해수면 온도 기후 값과 강수 기후 값을 모의하 다(그림 1). 하지만, 해수면 온도의

전체적인 계통적 오차는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값뿐만 아니라, KORDI

기후모형은엘니뇨/라니냐를현실적으로모의하는것으로평가되어향후엘니뇨예측에활용

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 1차년도에는 KORDI 전구 자료 동화 시스템 구축 준비 작업이 수행되었다. 전구 자료

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양자료 품질 개선 알고리즘이 구축되었으며, 앙상블 칼만 필터

기법을 이용한 자료동화 방안이 우선적으로 지역해에 적용되어 성능이 평가되었다. 구축될

자료동화시스템은기후모형과결합되어 KORDI 기후예측시스템으로발전될것이다. 관측

분야에서는 기후모델 결과 개선을 위하여 적도 태평양해역의 수온약층 혼합 과정 모수화를

위한 국제 공동 관측계획과 타오(TAO, Tropical Atmosphere Ocean)의 관측망 확장과

초음파유속계(ADCP,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계류를위하여위치선정과계류

디자인 등 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CLIVAR(CLIVAR, climate variability and

predictability)의 프로그램으로 새로 시작된 국제공동 NPOCE(NPOCE, Northwestern

Pacific Ocean Circulation and Climate Experiment)에참여하기로하 다.

활용분야

- 기후예측시뮬레이터를이용한미래기후변화예측

- KORDI 장기해양기후예측시스템구축및장기예보에활용

통합기후예측시스템을위한
기후예측시뮬레이터개발및
대양관측
가이아(GAIA) 기후모형개발연구

연구책임자
이재학책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E-mail : jhlee@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1. 해수면온도기후값.

a) 관측

b) KORDI 기후모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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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미래기후변화에따른열대북서태평양의해양변동성이우리나라주변해역에미치는 향과

예측을위하여해역간상관성과해양변화의장기변동성연구를수행하고있다.

북서태평양모니터링을위해열대해역의해류, 해황, 부유퇴적물등에관한장기관측모니터링

정점을 3개구축완료하 고, 열대태평양계류관측망(TAO/Triton array)과연계한해양-대기

환경인자 측정을 위해 미크로네시아 축 북방에 1개의 실시간 표층 모니터링 부이 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 결과를 통하여 북서태평양 해류계와 동중국해 해류계의 변동 상관성, 열대

불안정파(TIW)와해양장주기변동상호작용, 지구온난화에따른쿠로시오의변화, 대마난류의

기원 분석, 북서태평양에서 미래의 혼합층 깊이 변화와 일차생산량간의 상관성 등을 규명

하 다. 

쿠로시오수역과우리나라주변해역에대한지속적인해양환경탐사를통하여해양생태계의

변동성연구를수행중이다. 이탐사를통하여북서태평양해양-대기이산화탄소교환량산정,

산호초 시료로부터 최근 기후 복원을 위한 지시자 탐색, 기후변화 인자 변동에 따른 해역별

부유생물생태계와환경변화간의연관성, 쿠로시오수역의위도별주요부유생물군의생리·

생태 차이 비교 분석, 북서태평양 및 남해권 해양환경·생태계 변화 요인에 따른 부유생물

군집의경년변동성등을연구하 다. 

북서태평양에 대한 정기 탐사, 계류 관측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북서태평양 해양순환기후

실험(NPOCE), 열대계류부이패널(TIP), 자료부이협력패널(DBCP)에참여하 으며, NOAA

및 JAMSTEC 등과의 국제 협력을 추진하 고, 북서태평양의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통하여

열대서태평양과우리나라주변해역의변동성의상관관계를규명하고, 북서태평양의대기및

물리, 생지화학 인자의 변동이 우리나라 주변해역 환경 변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예측

할예정이다.

활용분야

- 전 지구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주변해역 환경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

자료로활용.

- 한반도주변해역, 쿠로시오해역의해양환경·생테계자료를획득하여한반도주변해역의

장기환경보전정책수립등에활용.

북서태평양이한반도
주변해에미치는 향연구

연구책임자
전동철책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E-mail : dcjeon@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1. 세부연구분야구성도.

그림 2. 북서태평양주요표층해류분포및대양계류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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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우리나라 남해와 제주 주변해역을 포함하는 동중국해 북부 해역은 우리나라의 주요 어업

활동이이루어지는해역으로서지구온난화의 향으로장기적인수온상승이이루어져왔다.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동중국해 북부해역의 해양환경과 생태계 향을 파악하고

장래변화를예측함을목적으로하 다.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회의 다학제 현장관측을 통해 연구해역의 해수분포와

양염, 부유물질, 대기-해양 이산화탄소 교환량의 계절변동과 경년변동 특성을 파악하 고

그원인을규명하 다. 또한 양염과해수분포의변동특성이하위 양단계생태계의구조와

물질순환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하 다. 기후변화에 의한 미래 해양환경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 A1B 시나리오에기초하여 2030년대의동중국해해양

특성변화(수온, 염분, 해류)를 제시하 고, 지구시스템모델예측을 통해 2100년에 대한

동중국해의해양생지화학적특성변화를제시하 다. 

주요연구성과물로서 2003년-2010년기간동안동중국해북부에서관측된해양물리, 화학,

동식물플랑크톤의 DB 구축, 동중국해해양환경의 A1B 시나리오예측도, 2002년-2009년의

월별엽록소농도와일차생산력분포도, 동중국해상세순환모델(코드)을산출하 다. 

활용분야

- 기후변화에따른해양환경, 생태계, 생물자원변화를평가·전망하기위한자료

- 한반도주변해역의이산화탄소교환량평가를통해기후변화예측모델링연구분야에활용

- 해양순환-해양생태접합모델링기술을국내독자지구시스템모델개발연구에활용

기후변화에따른
남해(동중국해북부)의
해양환경및생태계변동연구

연구책임자
김철호책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E-mail : chkim@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2. 1990년대대비 2030년대동중국해북부해역의 8월 (a)표층수온과 (b)염분및 (c)해류의변화.
(GFDL의 SRES A1B 시나리오예측실험에기초한상세순환모델결과)

그림 1.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각 계절별
표층엽록소 a 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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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태평양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은 2000년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추진계획과국제해저기구

광업규칙에 의거, 2002년에 확정한 태평양 공해상 우리나라 망간단괴 개발광구에서 연간

300만톤상업생산기반구축을목표로탐사, 환경, 채광, 제련등상용화핵심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금속광물자원의 공급원확보와 해양신산업(심해저광업) 창출을

위한국가전략적연구개발사업으로서기술개발이완료될경우, 니켈, 구리, 코발트, 망간등

전량수입에의존하는금속광물의자급률을 15% 이상제고함과동시에새로운해양산업기반

창출등미래국가성장동력다변화에기여할것이다. 또한이사업은심해저자원 상용화기술

개발을통해태평양공해상에경제적해양 토의확장과자원수급의국가적현안문제를해결

하는데의의가있다.

2010년에는 정 탐사를 통해 2만㎢에 달하는 우선채광지역을 선정하 다. 향후 정 자원

평가, 환경보전연구, 파일럿채광시스템개발, 제련공정설계등을통해연간 300만톤상업

생산규모를충족하는상용단계의기술개발을추진할것이다. 

활용분야

- 500기압하 혹한환경의소재, 정 제어계측, 기계, 로봇산업등에기술파급

- 해양플랜트건설, 유지, 관측시설설치개발등

태평양심해저광물자원
개발

연구책임자
지상범책임연구원 (심해·해저자원연구부) 
E-mail : sbchi@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3. 심해저자원개발도.

그림 2. 정 해저지형조사를위한DTSSS 시스템 (DSL-1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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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태평양및인도양
해양광물자원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연구책임자
문재운책임연구원 (심해·해저자원연구부) 
E-mail : jwmoon@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2. 인도양탐사지역.

그림 3. 인도양해령에서의열수플룸분포도.그림 1. 인도양해령에서채취한화산암.

연구내용및성과

이사업은지난 1999년이후현재까지남서태평양해역및인도양을대상으로전략금속자원

확보를 위해 개발지역 선정 및 독점적 탐사권 획득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국내 최초로 인도양 해령지역을 대상으로 열수 플룸 및 열수광체 정 추적

탐사를 수행하여 광구등록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 다. 이 사업을 통해 향후 공해지역인

인도양해역에서열수광상개발을위해우리나라의광구를등록할계획이다.

활용분야

- 배타적경제수역(EEZ) 또는공해지역의해양자원개발기술력확보

- 자원개발관련환경 향평가기술확보

인도양탐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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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국토해양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해온 심해저광물자원 개발·탐사사업의 성과로 지난

2008년 3월 남서태평양 통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저열수광상의 독점탐사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어 2009년 1월에는 보다 효율적인 해저열수광상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단'을설치하 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양연구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K네트웍스, LS Nikko

동제련등 4개기업참여로 3년동안정부 120억원, 참여기업 120억원총 240억원을투자

하여광상의매장량과경제성평가등을수행하고있다. 이를통해 2012년이후본격적인상업

개발을위한준비단계에진입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2010년 탐사에서는 활동성/비활동성 열수광체의 확인을 위한 탐사를 수행하여 3곳의 유망

광체를 발견하고 열수분출공 시료를 확보하 다. 광물 분석결과 금, 은, 아연의 함량이

높으며, 최근 주목받는 희유금속인 인듐(In), 셀레늄(Se)의 자원잠재력도 높아 해저광상

개발이한층활발해질전망이다.

현재외국의민간기업에의한해저열수광상의본격적인상업적개발이가시화됨에따라, 독점

탐사권을 확보하고 있는 통가해역에서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민·관·연 합동

연구사업을추진해나갈것이다.

활용분야

- 금속자원의공급선다양화및안정적확보

- 다양한배후사업에응용되는기술축적

통가해저열수광상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이경용책임연구원 (심해·해저자원연구부) 
E-mail : kylee@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1. 통가탐사권획득지역.

Annual Report 2010 _ Communication with Future



037

K
orea O

cean R
esearch &

 
D

evelopm
ent Institute

그림 3. 해저열수광상암석시료. 

(a) 검은황화광물이침전된황색열수분출구, (b) 흰색의황산염광물이피복된흑색열수분출구, (c) 열수분출구주변에서채취한열수광체, (d) 괴상의황철석, 
(e) 세립대와조립대가구분되는열수광체, (f) 황철석이침전된열수기원각력암, (g) 열수광체표면에형성된미세분출구조, 
(h) 황철석이침전된세립의화산쇄설암

그림 4. 열수분출공해저면사진.

(a,b) 철산화물과실리카로구성된저온성열수분출구, (c,d) 화산추사면에서관찰된열수변질대, (e,f) 황화광물과황산염광물로구성된고온성열수분출구

그림 2. 민간기업참여통가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추진체계도.

(a)

(a) (b) (c)

(d) (e) (f)

(e) (f) (g) (h)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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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이 사업은 대양탐사 이동항해 구간 및 인접한 과학적 관심해역 탐사를 통해 연구선 사용의

효율성을증대하고, 실해역탐사자료를획득·해석함으로써기후변화, 지구조, 광물자원분야

로벌 연구과제를 기획·개발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

사업과연계하여하와이-엠퍼러벤드의지구조발달사를해석하기위한광역수심및중·자력

자료를 획득하 다. 인도양에서는 북동인도양 적도해역의 탄산염 퇴적물을 획득함으로써

고 해양환경 복원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 다. 또한 기존에 획득한 퇴적물 시료를 이용

하여서태평양웜풀의확장및이동에관한종합적인해석을수행하고있다. 

이동항해 구간의 탐사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원의 승선이 불가피하다. 향후 연구선 자체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이동항해 전 구간에 걸쳐 광역탐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

이다. 현재 연구원 개개인 또는 사업별로 보유한 광역 탐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

또한수행할예정이다.

활용분야

- 광물자원탐사

- 해양지각진화사연구

- 지구기후변화이해

태평양권역별해저환경
특성및고기후복원연구

연구책임자
유찬민책임연구원 (심해·해저자원연구부) 
E-mail : cmyoo@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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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동인도양적도해역퇴적물채취해역. 
(4̊ N~2̊ S, 80̊ E) 그림 2. 심해퇴적물내풍성기원입자의기원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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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기후·해양환경 변화(수온상승, 산성화, 해수면상승)가 우리나라 남해 해양

생태계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 이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기후

변화 예측 시나리오(A1B 시나리오)에 따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750ppm(1950년대

이전약 280ppm)으로증가한다면 2100년남해수온은약 2-3.5℃ 상승하며해수의 pH는

약 7.8(현재 8.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

이나 해일의 강도를 증가시키며 해양환경을 변화시켜 해양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에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환경변화가 남해 해양생태계에 미칠 향을

평가·감시하고미래의변동양상을예측하여전지구적환경변화에대한대응및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한다. 

활용분야

- 남해권역장기수온변동추이및기후변화와의상관성분석

- 동중국해중장기(10년) 생태계변동추이분석및기후변화 향진단

- 기후변화환경인자(수온상승, 산성화)에따른생물및먹이사슬반응실험연구

- 남해권역해양환경·생태계변동모니터링을위한관측기반구축

기후변화가남해역
해양생태계에미치는
향평가

연구책임자
주세종선임연구원 (심해·해저자원연구부) 
E-mail : sjju@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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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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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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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국내외(해색위성자료(획득/처리

KORDI(위성(센터

실시간(연속(현장(관측(자료(획득

해양조사원

현장관측(및(위성자료(보정

그림 2. 주요연구테마및내용모식도.
그림 1. 해양관측위성및종합해양관측기지를활용한기후변화 향

실시간모니터링및감시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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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연구사업목적은기존식량및산림자원을이용한바이오에너지생산개념을초월한해양기원

조류로부터저비용·고효율청정수송에너지를세계최초로상용화하기위한기술개발에있다. 

이에따른주요사업내용으로는미세조류대량생산검증, 바이오연료경제성요인검증, 복합

공정적용생산연구등이있다.  

연구사업의 주요 결과로서는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술 국제특허 등록(미국, 일본) 및

중국출원, 4종의 미세조류 기반 바이오디젤 추출 기술 개발 및 특허등록, 국내 최초 10톤급

대량생산체계확립, 배양액리터당 100원이하의배양배지개발, 바이오에탄올당화용신규

효소유전자원 30여개확보, 파일럿플랜트시스템및시설설계등이있다.

활용분야

- 바이오연료시장진입시원천기술확보

- 사업화기술이전을위한핵심기술

조류를이용한
바이오에너지자원화
기술개발
연구책임자
강도형선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E-mail : dohkang@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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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조류에탄올생산미국특허.

그림 2. 미세조류대량생산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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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해조류바이오에탄올당화효소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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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안에 출현하는 해양 유용·유해생물의 종류를 실시간으로 명확히 판별하기 위해

총 445종에 대한 DNA바코드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미세조류와 해파리 및 남해안 주요

생물의 종 판별용 DNA칩을 제작하 다. 또한, 출현하는 생물의 양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음향탐지 시스템을 제작하고 해양현장에서 검증하 다. 원격제어 화면에는

해역정보, 부이정보(위치및시스템정보), 선박의경로, 해도, 음향수신자료등이표시된다.

기존의 해양생물 출현정보는 KOBIS(kobis.kordi.re.kr)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여 현재

10,000여종, 97,000여건의정보를확보하 다. 이 DB가스마트폰무선통신환경에서활용

될수있도록모바일웹사이트와앱을개발하여유비쿼터스정보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앞으로 음향탐지 시스템을 해양현장에 설치하여 운 하면서 해양생물의 출현정보를 실시간

으로제공하는체계를구축할예정이며, 출현생물의실시간종판별도시도할예정이다. 

활용분야

- 해양생물현장모니터링과종판별

- 적조및해파리발생자동예보

- 해양생물출현정보모바일서비스

유비쿼터스해양
유용·유해생물관리
기술개발
연구책임자
이윤호책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E-mail : yle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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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탐지음향센서

3.5 MHz
50 KHz 200 KHz5.0 MHz

해파리탐지음향센서

선박(설치형(음향(시스템

Integration (2010)

ADC/DSP (PC104), Network,
CDMA, DGPS, T/S, Tilt, Data save

계류형(음향(시스템

CDMA/GPS

Acoustic sensors

buoy

Temps/salinity
sensors

MHz pulse-reciver #1
or CW signal generator-receiver #1

MHz pulse-reciver #2
or CW signal generator-receiver #2
Power controller

Lithium battery (120 cell, 475 Ah)

그림 1.  종판별DNA칩검증.

그림 2 음향탐지시스템(선박고정형과부이계류형). 그림 3. KOBIS 웹사이트와모바일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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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에서는해양생태계의장기적변화를예측하는정량적예측기술을개발하고평가한다.

이산화탄소농도의장기적증가에의한해수산성화가플랑크톤의생리생태에미치는 향을

정량적으로평가하고, 기후변화에의한동해하위 양단계의생태계변화에대한예측능력

강화에주력하 다.

유엔 정부 간기후변화위원회(IPCC) AR4모델에 의한 동해 혼합층 수심의 미래변화(21C)는

일부 동해 북부해역을 제외한 동해 대부분에서 혼합층이 얕아질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특히,

북부해역 심층대류역에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겨울 혼합층 수심의 감소로

혼합층수심의계절변화진폭이줄어들것임. 

동해 연안과 울릉분지의 관측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가 지속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각연안역과울릉분지의해양산성화예측을수행함.

활용분야

- 동해환경장기변화예측에대한시범적연구사례를제시

- 해양생지화학및생태계통합연구(IMBER) 프로젝트의국가사업으로참여

동해생태계장기변화
예측시범연구

연구책임자
유신재책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E-mail : sjyoo@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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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개발·에너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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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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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DI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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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해혼합층깊이미래변화(21C-20C)의공간분포(좌)와계절변화(우). 그림 2. A1B 시나리오에 따른 2050년과 2100년 탄산칼슘 포화도
변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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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고, 또한 최근

유가의 변동과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으로 에너지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수소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2009-2012년,

3개년, 1단계사업기간동안 해양고온성고세균 Thermococcus onnurimeus NA1을이용

하여균주개량, 배양기술개발, 100리터실증생산및경제성평가를통해개미산, 전분, 일산화

탄소등재생자원으로부터고효율의바이오수소대량생산기술개발을목표로한다. 

1차년도가완료된 2010년결과, 5리터고온혐기성배양기구축및운용, 수소생산조건개선,

수소 생산기작 분석을 통해 일산화탄소 40% 전환되는 성과를 달성하 다. 2차년도에는

일산화탄소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CSTR, FBR, SBR 배양기를 구축할 예정

이고, 20리터고온혐기배양기를이용실증생산할계획이다.  

활용분야

- 일산화탄소의효율적인재활용수소생산기술제공

- 전분및개비산등재생자원을활용한수소생산기술개발제공

해양초고온고세균이용
바이오수소생산기술개발

연구책임자
강성균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E-mail : sgkang@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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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2.  바이오수소생산을위한모식도. 그림 1.초고온성고세균을이용한바이오수소생성발효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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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단에서는 지난 7년간 다양한 해양·극한생물 자원의 확보와

분양, 해양생물의 유전체·환경유전체 해독 및 정보관리를 통하여 해양생명공학기술 개발

기반조성을위해노력해왔다.

이들 해양·극한 생물자원(http://www.megrc.re.kr/mebic/)과 유전체 정보 (http://

mbrc.kordi.re.kr/gbank)는웹페이지를통해공개되고있으며,  2010년에는 205종의해양

미생물을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분양하 다. 유전체 해독 및 다양한 오믹스 분석을 통해 심해

열수구에서분리된초고온성고세균 Thermococcus onnurineus NA1이개미산을기반으로

수소와 생체에너지를 생산하는 유전자 시스템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 고 그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실험적으로 규명하 다. 이 내용은 세계 최고 전문 학술지인 Nature에 발표

되었는데지금까지알려진에너지대사메커니즘중가장원시적인것으로서생물진화, 차세대

에너지자원 개발 등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5건의 국제

특허를출원하여이를산업화하기위한기초를마련하 다.

유전체 해독기술의 발달과 함께 대용량의 유전체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연구단계에서는 체계적으로 고등 해양생물의 유전체 해독 및 후속 연구를 통해

해양생물의환경적응및생명활동조절메커니즘규명에집중적인연구를진행할것이다.

활용분야

- NA1 균주의바이오수소생산효율향상및대량발효시스템구축을위한유전적생리적인

정보를제공

- 원천생물소재및유전체정보공급체계구축을통한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활성화기반

구축

- 해양바이오소재(바이오연료, 생촉매) 등의개발

해양·극한생물분자유전체
연구

연구책임자
이정현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E-mail : jle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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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DI 연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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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양극한생물 정보뱅크.

그림 3. 유전체및대사체연구를통한수소발생관련유전자군규명.그림 1. 연구결과를통해제안한NA1의수소발생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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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은새로운구조를가지거나높은생리활성을나타내는대사산물들을풍부하게함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양생물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높은 생물·화학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해역들을

탐사하여 해양생물들을 채집하고, 채집물들의 생명공학적 유용성을 검사하여 유의미한

정보화시스템을구축하는연구를진행중이다. 

다양한 종류의 해양생물들이 채집·확보되고 있으며, 이들의 추출물로부터 유래한 대사산물

들에대한화학구조분석및추출물·화합물에대한생리활성평가가진행되고있다. 이결과

들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공개될 것이며, 이는 화학, 생물, 환경학 및 생명공학을 포괄한

다양한 역에서보다심도깊은연구의근간을조성할수있으리라기대된다. 

활용분야

- 해양생물자원의개발

- 해양생물로부터생리활성물질개발

해외해양생물자원개발및
활용기반구축

연구책임자
이희승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E-mail : hslee@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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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해저자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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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1. 해양생물자원및해양생물의추출물확보. 그림 2. 해양생물로부터분리한천연물및합성유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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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구조물 건전도 및 재활용 평가 신기술·신공법을 개발하기 위해 탄성파 기반 구조물 물성 및

구조결함 계측장비 개발, 진동기반 구조물 손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노후 항만구조물

리모델링 시 소파블록 재사용성 평가 시스템 개발, 항만구조물 열화 평가 시스템 확립 등에

대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또한, 항만구조물기능제고핵심공법인고무막체파라핏에대한

실해역실험을실시중이다. 항만에대한친수친환경핵심공법인다기수로해수교환방파제에

대해서도 현장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실용화 지침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항만 리모델링에

대한경제성평가를위한모형을개발하고있다. 

신규 항만 건설보다는 항만 리모델링 수요가 향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연구의

활용도가지속적으로제고될것으로예측된다. 개발된항만리모델링기술이특화된다면해외

진출 발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한다. 전국에 산재된 노후화 혹은 유휴화된

항만에대한개조혹은재개발사업시에이연구의경제성평가모델링이큰역할을할것으로

기대한다.

활용분야

- 건전성평가기술은항만구조물뿐만아니라다른사회기반시설물에활용

- 고무 막체파라핏은 기후변화에 의한 천단고 상승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한 구조물

이며,  항내취약지역에서 구적설치및공사장에서의일시적방파제로활용가능

- 친수·친환경핵심공법은항만수질개선을통한쾌적한생활공간조성

항만리모델링기반
구축연구

연구책임자
박우선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wspark@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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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발된탄성파기반장비.

그림 2. 소파블록재사용성평가시스템현장실험.

그림 3. 개발된막체파라핏.

그림 4. 다기수로해수교환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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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요항만에대하여지진응답계측시스템을구축하고, 실시간지진측정자료를바탕으로

국가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과 연계하여 항만 구조물의 지진 피해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는것을목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사업의세부연구내용은국내항만지진응답계측

시스템 설계·제작·설치와 유지관리를 비롯하여, 항만 지진관측 운 과 통합대응 시스템

개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종합적지진피해예측시스템구축, 국가지진통합네트워크

시스템과연계방안구축, 관련내진설계기술의향상기법개발등이다. 

2차년도인금년에수행한내용은크게, 1) 인천항을포함한시스템구축항만에대한지진응답

계측시스템세부설계, 2) 시험항만(인천항)을대상으로지진응답계측시스템의구축 (갑문및

제1국제여객터미널), 3) 시험항만에대한정기점검및성능평가, 4) 시스템운용및유지관리

지침작성, 5) 지리정보시스템기반종합지진피해예측시스템정보관리모듈개발, 6) 시험

설치항만시설의지진관측운 및대응시스템개발구축등으로구분할수있다. 이사업을

통해보다완성도높은항만지진관측및대응시스템의구현, 항만시설물의지진신속대응을

통한신속복구및지진피해최소화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활용분야

- KISS와연계를통한지진D/B 공유및인근부지에대한지진연구

- 국내항만환경에적합한내진설계기준개발및기법향상

- 국내지진관측자료확보를통한신속지진경보체계고도화

항만지진응답계측시스템
구축및활용기술개발

연구책임자
박우선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swpark@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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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2. 인천항지진응답계측시스템구성도.그림 1. 인천항에대한지진응답계측시스템구축모습.

(a) 지진센서설치 (b) 기록계및전송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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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2006년 8월부터 시작된 연구사업으로 4차년도까지 현행 설계법에 익숙한 항만 및 토목

분야의실무자들이신뢰성해석에대한이해를쉽게하기위해대표적항만구조물에해당하는

방파제와안벽에대한최적의목표파괴확률을결정하여신뢰성설계표준서(안)을작성하 다.

또한, 신뢰성 설계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를 토대로 항만구

조물의 신뢰성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2010년 4월에 개최한 ‘제4회 항만구조물

신뢰성설계법교육’ 워크숍에서시연하여학·연·산각계의관심을유도하 다.

■ 워크숍주요내용

- 주 제 : 항만구조물신뢰성설계법개발성과발표

- 대 상 : 국내의주요항만설계및시공사기술자및대학원생 170명

- 내 용 : 방파제의신뢰성설계기법제안및설계사례제시

안벽의신뢰성설계기법제안및설계사례제시

- 발표자 : 핵심주요연구진과국내전문가 6인

향후지금까지의연구를기초로 2011년에항만구조물신뢰성표준서와항만구조물의신뢰성

해석프로그램의개발을완료하여국내건설업계에서적용할수있도록홍보할계획이다.

활용분야

- 2011년추진예정인b항만및어항신뢰성설계기준서c제정에반 할예정

- 국내항만설계및시공업체의해외진출시국제설계기준에활용

- 다른토목분야인교량, 철도및지반공학신뢰성설계기준개발에적극활용예정

항만구조물신뢰성
설계법개발

연구책임자
윤길림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glyoon@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1. 제4회항만구조물신뢰성설계법교육워크숍(2010. 4. 21). 그림 2. 개발중인항만구조물신뢰성해석전용프로그램(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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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항만수중공사에있어지금까지는잠수부에의한재래식공법으로수행되는수중사석고르기

작업을경제적·효율적·안전적으로수행할수있는기계화장비의개발이필요한데, 이사업은

수중에서무인으로활용할수있는기계화장비와모니터링및운 시스템을개발하고실용화

하는것이목적이다. 이장비를활용할경우잠수부지원을통해수중작업효율화증대를꾀할

수있으며중대형장비의개발을통해실제현장에직접투입이가능하고, 향후개발단계별로

현장검증실험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차년도인금년에수행한내용은크게, 1) 수중고르기장비의작업공정분석및특허 분석·

기술동향 분석을 포함한 기존 자료 조사 2) 수중고르기 장비 및 장치에 대한 사양 분석, 장비

업그레이드방안제시등을포함한수중다목적기계화장비사양결정, 3) 수중고르기장비및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개념설계, 4) 수중에서 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운 시스템 설계, 5) 개념 설계를 바탕으로 착저형 이동 시스템 등 육상 시험용 장비 개발,

6) 개발장비를활용하여육상사석면을대상으로현장검증실험수행등으로요약할수있다.

활용분야

- 항만수중공사의효율적·경제적시공에활용

- 다양한종류의수중건설로봇개발의기반마련

- 국내항만시장뿐만아니라해외시장수출가능

- 다양한대수심해양구조물시공에 직·간접적으로활용가능

항만수중공사용
무인다목적기계화
시공장비개발

연구책임자
장인성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isjang@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1. 장비활용개념도.

그림 2. 장비개발개념도.

그림 3. 개발장비에대한시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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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2009년부터 친환경 인공섬 조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 착수

하여 수행 중이다. 2009년에는 국내 해양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상지

반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으며, 호안 설계공법의 자료집을 작성하 다. 또한, 매립

지반에 적용할 수 있는 반응성 연직배수공법을 제안한 바 있다. 반응성 배수공법은 연약지반

개량공법인연직배수공법과지반오염을저감할수있는정화공법을결합한방법이다. 

반응성배수공법은샌드드레인의중앙부에반응성을갖는컬럼이포함된형태이며, 이컬럼은

오염물질에대한제거능을갖는제강슬래그나제올라이트와갖은재료로충진된다. 이연구의

2차년도인 2010년에는 반응성 연직배수공법 기술의 성능평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 다.

제강슬래그의 중금속 제거능을 주상실험을 비롯한 실내실험을 통해 평가하 으며, 실험결과

제강슬래그로충진된반응컬럼을통해중금속이효과적으로제거되는것을검증하 다. 또한,

반응성 배수 파일의 최적설계를 위하여 다양한 설계요소를 고려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

하 다. 배수성능 평가를 위해 컬럼의 길이에 따른 간극수압 소산, 배수유량, 통과시간 등을

분석하여배수성능을검증하 다. 향후에는반응성과배수성능의향상을위한연구를수행할

계획이다.

활용분야

- 한국연안의지반조사자료데이터베이스구축을위한기본자료로활용

- 해상 폐기물처분장이나 준설토 투기장에서 지반안정화 및 오염저감을 위한 반응성 연직

배수공법의적용

친환경인공섬조성
핵심기술개발

연구책임자
오명학선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omyhak@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1. 친환경인공섬개발개념. 그림 2. 반응성연직배수공법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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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교량모델및
실용화기술개발

연구책임자
이진학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yijh@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1. 충돌방지공을이용한조류터빈.

그림 2. 교각사이에설치되는조류터빈.

그림 3. 물표면모델링시스템(SMS) 및첨단대기순환모델

(ADCIRC)을이용한협수로조류해석. 그림 4. Flow3D를이용한인천대교교각주위의흐름분석.

연구내용및성과

장대교량의 주변에는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 자원이 존재하며, 또한

교량 주위를 흐르는 조류와 바람에 의한 파도와 같은 해양에너지가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이러한청정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장대교량의운 및유지관리에필요한에너지를

공급할수있는이른바에너지자립형교량(energy self-sufficient bridge)이신재생에너지

교량모델이며, 이연구에서는조류중심의신재생에너지교량모델과이의실용화에필요한

기술을개발하고있다. 

저탄소녹색성장의전세계적인개발추세에부합하는기술을개발함으로써교량분야에서의

에너지 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저유속

조건에서도 충분한 효율이 나올 수 있는 조류터빈의 개발과 수리모형실험에 의한 성능 평가,

수치시뮬레이션에 의한 에너지 부존량 평가 등의 세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개발된기술에대한현장실증실험을수행하여검증하고자한다.

한편 핵심기술 외에 지지구조물의 설계 및 해석기술,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의 엔지니어링

기술도함께개발하고있다.

활용분야

- 장대교량주변의신재생에너지자원을활용한신재생에너지교량모델및실용화기술개발

- 경관조명등상시전력이필요한시설에대한전력공급및유지관리·모니터링시스템에

필요한전력공급

- 육상전원공급이불가능한재해시독립전력공급을통한유지관리·모니터링시스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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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조력에너지이용극대화를위한조력발전시스템성능향상기술및진동·소음중심의친환경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금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주로 수행되었던 단조지식 조력발전 방식과 차별화되는 복조지식 조력발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 다. 즉, 조지를 고조지와 저조지로 구분하여 외해 수위에 따른 4단계 운 모드에

따른복조지식조력발전알고리즘을개발하고발전량을산출하 다.

한편, 수문케이슨의 에이프런(Apron) 형상에 따른 흐름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에이프런의

주요형상설계변수를도출하고, FLOW3D 모형을이용하여에이프런전·후폭변화에따른

통수성능 변화 양상을 검토하 다. 에이프런 형상이 수문 통수성능에 미치는 향을 실험적

으로규명하기위하여해양환경모의실험장내에 3차원개수로를제작및설치하 으며, 유동

가시화실험시스템을구축하 다.

또한, 발전소운 중발생하는수중소음에의한환경피해에대처하기위하여발전소진동·

소음 향을정량적으로평가하는방법에관한자료조사를수행하 다.

활용분야

- 복조지식, 복류식발전기술확보를통해조력발전통합설계기술확보

- Apron 형상최적설계기술을개발함을써조력발전효율성및경제성제고

- 소음·진동의 향을공학적으로평가하여친환경적조력에너지개발기초자료로활용

조력발전시스템성능향상
기술개발

연구책임자
정원무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wmjeong@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1. 2조지단류식조력발전방식개념도.

그림 2. 복조지식조력발전방식에의한발전량산출.

그림 3. 수치모형실험에의한수문케이슨주변 3차원유속장.

그림 4. 수문케이슨주변유동장의평면적공간분포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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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인천만 조력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인천만 해양특성 조사 자료, 수치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2009년에 친환경적인 1,320MW 규모의 인천만 조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하 으며, 인천만조력발전계획에대한정 환경 향검토를위하여해양환경모니터링시스템

6기를설치및운용중이며, 조력발전에따른해양환경변화예측연구를수행중이다.

조류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을목적으로 2009년에우리나라에서조류속이가장빠른울돌목에

1MW급 시험조류발전소 설치를 완료한 이후, 20회에 걸쳐 현장실증실험을 수행하 다.

유속, 토크, 발전출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하여 조류발전 시스템의 효율을 평가하고, 조류발전

시스템의 성능제고 방안을 도출하여 최적 조류발전 시스템을 선정하 다. 또한 시험조류

발전소를이용하여조류발전구조물안전진단시스템기술개발도병행하고있다.

조력·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로 상용 조력발전소 및 조류발전소 건설 추진의 본격화가

예상된다. 향후 인천만 조력발전의 환경 향 저감을 위한 연구와 울돌목 및 장죽수도에서의

조류발전기본계획을수립할예정이다.

활용분야

- 상용조력발전소건설의기본자료로활용

·1,320MW급의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연간 2,413GWh의 전력생산으로 약 394만 배럴의 유류

대체효과및 101만톤의이산화탄소저감효과기대

- 시험조류발전소운 결과및각후보지별타당성결과를토대로상용조류발전소건설의
기초자료로활용

조력·조류에너지실용화
기술개발

연구책임자
이광수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kslee@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1. 인천만조력발전조감도.

그림2. 인천만해양환경모니터링시스템.

그림3. 1MW급울돌목시험조류발전소. 그림 4. 울돌목조류발전조감도. 그림 5. 500kW급동기발전기적용형조류발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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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수신·처리·배포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2008년준공식을개최하 다. 2010년에는천리안해양위성(GOCI)의성공적인

발사를위한기반시설및시스템안정화를실시하 다.

기구축된수신·처리·배포시스템의안정화를위한시험을실시하고, 위성자료처리결과를

타 위성자료와 비교·분석하 다. 또한 천리안 해양위성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위성자료 배포

서비스를위해통합위성자료서비스시스템, X-band 위성자료수신시스템을구축하고기하

급수적으로늘어나는자료의안정적인저장과보다질좋은자료를서비스하기위해자료저장

시스템을확충하 다.

해양위성센터는 기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규 운 기간 동안 천리안 해양위성 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질 좋은 해양위성자료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활용분야

- 천리안해양위성의정규운 을위한기반시설

- 해양재해·재난등에대응하기위한실시간위성모니터링시스템

- 천리안해양위성자료의대내외서비스및기술지원

해양위성센터구축

연구책임자
안유환전문연구위원 (해양위성센터) 
E-mail : yhahn@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2. 천리안위성발사 (GOCI/COMS Launch)
(2010.6.27).   

그림 1. 천리안해양위성(GOCI)로획득된한반도와그주변해역 상 (2010.10.15) .

Annual Report 2010 _ Communication with Future



055

K
orea O

cean R
esearch &

 
D

evelopm
ent Institute

해양위성센터운 및기능
고도화연구

연구책임자
유홍룡책임연구원 (해양위성센터) 
E-mail : hryoo@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1. 하루 8번한반도를촬 하는천리안해양위성.

그림 2. 천리안해양위성자료처리시스템 (GDPS).

연구내용및성과

2010년 6월 27일,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양위성인 천리안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고

궤도상 시험운 중에 있다. 2010년에는 정규운 에 앞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위성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 계획을 수립하 고, 궤도상 시험운 을 통한 시스템 테스트 및

개선을수행하 다.

이와 더불어 질 좋은 자료를 서비스하기 위해 위성자료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 고,

천리안 해양위성자료 복사보정 계수 및 표준자료를 안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관련

소프트웨어를개선하 다. 천리안해양위성활용의극대화및해양위성센터의기능고도화를

위해 해양위성자료처리 속도 및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해양환경 분석

서비스와같은 이용자중심의서비스를개발하 다. 

앞으로 해양위성센터는 안정적인 정규운 과 해양위성자료의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를 할 것

이며해양위성센터운 에따른시스템문제점을분석하고개선할것이다. 또한대기보정기술

개선, 해양환경부가가치자료서비스연구, 원활한해양위성센터운 및 GOCI-Ⅱ의운 을

위한백업관제시스템구축등의활동을펼칠예정이다.

활용분야

- 기후변화를야기하는해양지역및변화특성을조사·진단하는데사용가능

- 준실시간해양시스템환경모니터링을통해해양재난의피해저감

- 어장정보분석, 예측, 제공을통해어업의이익증대

- 산불탐지, 식생지수분석을통한효율적국토관리

- 조력발전, 해양바이오디젤생산을위한최적지선정등의친환경녹색성장사업에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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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이사업은천리안해양위성(GOCI)의활용극대화를위한국내외연구환경구축및인력양성을

목적으로 2007년 시작되었으며, 국내 이용자 연구지원, 관련 연구인력 양성 및 위성자료

검·보정 기술 개발, 국제 협력 추진 등의 내용을 진행 중에 있다. 2010년에는 GOCI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관측을 시작하면서 위성자료의 검·보정을 위한 자료 획득 및 장비

구축과GOCI 위성자료홍보에초점을맞추어진행되었다. 

14개국내외정지궤도해양위성활용연구과제를지원하 으며, SPIE 아시아태평양원격탐사

학회 개최를 통해 GOCI 현황 및 알고리즘 개발 등의 기타 연구내용을 국제적으로 홍보

하 다. 또한 국내 사용자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 으며 GOCI 위성자료가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활용될수있도록 TF 팀을구성하 다. NASA, 벨기에왕립자연과학연구소등국제

관련기관과의 협력회의를 진행하 으며 여러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적인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GOCI 위성자료의 검·보정을 위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연안 및 외양

에서 총 10회의 현장관측을 실시하 으며 TriOS above spectrometer system, 해양관측

Buoy 등의검·보정장비를구축하 다. 

향후 GOCI 위성자료에 대한 검·보정 업무와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예정이며, 국제적홍보및자료활용증대를위해국제 GOCI Principal Investigator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사용자들의 활용도 증진을 위해 천리안 해양위성 자료

처리시스템인GDPS에대한교육을실시할계획이다. 

활용분야

- GOCI 및기타해색위성자료의검·보정연구를통한자료의신뢰성확보

- 정지궤도해양위성활용과제지원을통한연구성과는 GOCI 위성자료활용분야도출및

기반기술로이용가능

-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 그룹 형성 및 여러 분야에서의 GOCI 자료 활용을 통해 추가적인

이용자그룹의지원을이끌어낼수있음

정지궤도해양위성활용
연구지원

연구책임자
유주형책임연구원 (해양위성센터) 
E-mail : jhryu@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연구

해양환경·방제연구

기후·연안재해연구

심해·해저자원연구

해양생물자원연구

연안개발·에너지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

해양운송연구

해양시스템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

남해특성연구

동해특성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2. 2010.11.10 12시 16분획득된천리안해양위성(GOCI )
상.          

-a: 대기보정전 Level1b RGB-
642 합성 상, 

-b: 대기보정된 L2 relfectance
RGB-642 합성 상/배경-
L1b 6번밴드이미지, 

-c: 부유물질 분포 상/배경-
L1b 6번밴드이미지

그림 1.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사용자 그룹 워크숍
개최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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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이연구에서는고해상도광학위성자료를이용하여갯벌지형, 조류로, 퇴적상분포, 위성자료의

광학반사도 등 갯벌 표층 대형저서동물의 서식과 관련된 요인들을 공간자료로 구축하고,

이들과현장조사결과얻어진저서동물분포간의공간적상관관계를정량적으로계산하 다.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저서생물 분포와의 관련성 정도를 가중치로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갯벌표층의대형저서동물서식지분포도를작성하 다. 

고해상도 위성자료를 이용한 신뢰도 있는 갯벌 저서환경 분포도 제작을 통해, 생태주제도를

작성하고갯벌의가치평가에있어정량화가가능하다

활용분야

- 갯벌 대형저서동물 서식지 분포도는 생태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평가 가능한 도구로 활용

가능

- 갯벌의생태분포와저서환경간의공간적상관관계평가기술은갯벌의기능성유지관리를

위한기초기술로활용가능

연안정보관리및모니터링
기술개발

연구책임자
유주형책임연구원 (해양위성센터) 
E-mail : jhryu@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3. 갯벌대형저서동물분포와관련된요인의공간자료구축.
(a) 표층퇴적상분포도 (b) 노출시간 (c) 조류로 도도 (d) 위성자료의광학반사도.

그림1. 황도갯벌에우점하는연체동물. 
(a) 비틀이고둥 (b) 고리회오리고둥 (c) 운모조개
(d) 종밋 (e) 바지락

그림2. 대형저서동물서식지분포도예시. 
(a) 비틀이고둥 (b) 바지락

(a) (b)

(c)

(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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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인공위성자료의 해양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연안분야, 해색분야 및 해양안전·보안분야의

활용기초기술개발을하고사용자를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연안분야는고해상도위성자료를이용하여강화도남단갯벌의조류로 도분포와갯벌표층

퇴적상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 으며여자만갯벌의습지생태모니터링을위해식생지수맵을

작성하 다.

해양안전·보안분야는전천후레이더(SAR)를이용한선박안식체계구축과아울러기후변화와

북극항로개발과관련하여북극해빙의감소경향과그분포특성을파악하 다.

해색분야의 KOMPSAT-2위성 활용을 위해 CAL/VAL연구가 동시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활용분야

- 고해상도 위성자료로부터 추출된 갯벌 퇴적환경과 생태군락 분포 및 변화상은 갯벌의

가치를평가하고유지하기위한기초기술로활용

- 전천후레이더(SAR)를이용하여북극의해빙모니터링기술확보를통한기후변화의이해

및항로개척등대응지원

- KOMPSAT-2와GOCI자료의 Inter-satellite calibration을통한시너지효과창출에활용

해양분야위성활용연구

연구책임자
유홍룡책임연구원 (해양위성센터) 
E-mail : hryoo@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2. 다목적실용위성 2호로부터 추출된 강화도 남단 갯벌
조류로 도도.

그림 3. 전천후 레이더에 의해 얻어진 북극 해빙의 연령대별
분포도.그림 1. KOMPSAT-2 MSC 상에나타난교정대상(calibration target)들 (검은점 2개및흰점).

Annual Report 2010 _ Communication with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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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천후레이더(SAR, 합성개구레이더)는 기상의 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구름, 비, 눈이

있어도 해양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야간에도 해양관측이 가능하다. 또한 최대 해상도

1m, 최대관측폭 400km로해양감시에있어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해양오염감시기술개발

해상 기름 유출사고 시, 효율적인 방제전략 수립을 위해 전천후레이더기반 자동 기름정보

추출및방제지원모듈을개발중이며, 유출유의예측향상을위한인공위성원격탐사데이터와

수치모델의연동연구를수행중이다.

■선박탐지기술개발

해상보안의관점에서우리나라주변해역에대한선박을탐지하고인식하는연구로, 기존의

통신및레이더에의한선박모니터링체계와통합을위한시스템설계도마무리하 다.

■연안양식시설탐지기술

인공위성기반연안양식시설관리시스템프로토타입개발을완료하 다. 어업자원의수급

관리, 국가차원의 양식시설 운 관리 등 우리나라 양식시설의 실질적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활용분야

- 해양보안및경비시스템활용 : 해양경찰청을비롯한관계기관에서시스템도입검토중

- 인공위성에의한일상적인해양감시를통해해양오염방지및해양 토관리에활용가능

- 수산자원의종합적관리시스템개발

전천후레이더를
이용한해양오염및선박·
연안시설탐지기술개발
연구책임자
양찬수선임연구원 (해양위성센터) 
E-mail : yangcs@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1. 인공위성에의한기름탐지: 중국Dalian(大連)항원유수송관
폭발(7/16).

그림 2. 인공위성에의한기름추출과이를기반으로한모델결과
(헤베이스피릿호기름유출시)

SAR

VMS(PTMS)

울산/온사리항

그림 3. 인공위성선박탐지와기존시스템의통합예. 그림 4. 연안양식시설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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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포스트교토체제하의대규모온실가스감축기술로서주목받는이산화탄소(CO2) 저장기술의

국내실용화를위해서우리연구원은지난 2005년부터포집된 CO2를파이프라인이나선박

등을통해수송하여이를해양의퇴적층(유·가스전, 심부대염수층등)에대규모로수백-수천년

이상 장기간 저장 및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 국가 CO2 폐기물

해양지중저장 잠재량 지도 작성, 2) 대규모 CO2 수송체계 구축, 3) CO2 폐기물 해양지중

저장 전공정 유출 방지기술 확보, 그리고 4) 해양지중저장 CO2 모니터링 및 환경관리 등을

집중개발중에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2015년 이후 100만 톤급 해양에서의

데모급 저장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실증하고 민간에 보급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연간 300만톤및 2030년연간 6,400만톤 CO2를감축하고자하며, 2030년경 CCS 플랜트

및탄소거래등을통해 8조규모의부가가치와 4만개이상의일자리를창출할전망이다.

활용분야

- 포스트교토체제하의대규모온실가스감축기술로서활용

- 2017년-2020년연간 100만톤CO2 수송및저장통합실증구현

- 2020년이후연간 300만톤이상CO2 수송및저장상용화

이산화탄소해양지중저장
기술개발 (Ⅵ) 

연구책임자
강성길선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E-mail : kangsg@moer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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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O2 해양지중저장국내실용화시나리오(안).

그림 2. CO2 해양지중저장공정설계및플랜트 기술연구사례.

그림 3. 유출된CO2의환경내거동및생물 향평가기반연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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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연구원이 자체 기술로 설계·제작하여 운용 중인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계획중인각종항만·항로및부두건설사업에대한해상교통안전성

평가사업을지속적으로수행하 다. 

금년도에는부산신항유류중계기지, 당진화력발전소제3부두건설, 삼척그린파워발전소부두

건설관련해상교통안전성평가등의다양한사업이선박운항시뮬레이터시스템을이용하여

수행하 다.

이러한 해상교통 안전성 평가는, 부두 및 항로 설계안을 바탕으로 대상선박이 안전하게 입출

항및접이안할수있는지, 선박운항자관점에서점검하고또한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하여

수행하 다. 그결과, 계획중인항만·항로시설에대하여안전성과부두배치계획등을검토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대안 수립과 대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서 보다 안전하게

항만을건설할수있도록하 다.

한편, 한국해양연구원은해상교통안전법및국토해양부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따라,

2010년 2월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기관으로등록되어, 앞으로이러한분야의연구수요가

더욱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활용분야

- 각종항만및항로에대한해상교통안전진단

- 안전운항및운항자동화기술개발

- 조함및항해훈련시뮬레이터시스템개발

- 선박안전운항지원시스템개발

- 수상선및수중함의모델링및시뮬레이션

해상교통안전진단
시뮬레이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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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1. 해상교통안전성평가용선박운항시뮬레이터시스템.

그림 2. 부산신항유류중계기지 3차원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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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Tug)이 부선(Barge)을 예인하는 상황에서의 사고는 다른 해양사고에 비하여 감소하는

경향이나타나지않으며, 2010년상반기에는증가하는현상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예부선의

사고를분석하고예방하기위한기술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수행하고있다.

연구의 2차년도인 2010년에는 고령 예부선 운항자를 위한 사고예방 콘텐츠 개발, 예부선

조종운동시뮬레이션에서사용되는예선과예부선의수학모델검증을위한예선및예부선의

실선시운전이수행되었고, 부선의조종유체력계수를구하기위한구속모형시험이예인수조

에서수행되었다. 그리고조종운동시뮬레이션을가시화할수있는예부선시뮬레이션시스템의

프레임워크가설계되었다.

내년에 예부선에 대한 자유항주 모형시험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이용한 예부선 조종운동

시뮬레이션이완료될경우예부선의사고분석에활용할예정이다.

활용분야

- 예부선통합시뮬레이션검증용자료

- 예부선사고예방

- 예부선운항자교육용시뮬레이션시스템개발

- 예부선사고에대한과학적분석

예부선의사고분석

연구책임자
김연규책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E-mail : ygkim@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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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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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DI 연구활동

●

Annual Report 2010 _ Communication with Future

그림 1. 사고예방콘텐츠.

그림 2. 예선및예부선의실선시운전.

그림 3. 시뮬레이션시스템화면.

시뮬레이션전방가시화(3ch)

시뮬레이션후방가시화(1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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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식경제부 기술혁신 사업인 모바일 하버 기반 단기수송 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의

‘모바일 하버 자율운항 시스템 기술 개발’ 과제로서, 모바일 하버의 저항추진성능, 조종성능

및 파랑중 내항 특성을 파악하고 운항 시스템을 설계하며, 이접안 및 운항을 위한 자율운항

지원시스템을개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저항, 자항시험을통한저항추진성능을검증하고, 자유항주모형시험을통해조종성능을검증

하 고, 파랑중 실험을 통하여 모바일 하버의 운동성능을 파악하 다. 또한, 250TEU

컨테이너 수송이 가능한 모바일 하버 운항 시스템의 개념설계를 수행하 고, 군집운항 및

충돌회피가가능한자율운항지원시스템을설계하 다.

이 연구를 통해 모바일 하버의 운항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모바일 하버운항

시뮬레이터구축및자율운항지원시스템의성능검증을위한기반기술을확보하 다. 

이 연구를 통해 확보한 자율운항 지원 기술은 선박의 운항지원 및 자동화 시스템 개발 등에

활용이가능하다. 이연구결과를바탕으로, 향후우리연구원에서보유한선박운항시뮬레이터

기술과 접목한다면, 다양한 선박의 안전운항 시스템을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이가능할것이다.

활용분야

- 모바일하버의안전운항시스템설계에활용

- 선박안전운항지원기술로활용

- 선박이접안및입출항지원기술로활용

모바일하버자율운항
시스템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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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모바일하버의저항시험및내항시험.

그림 2. 모바일하버의자유항주모델및조종시험. 그림 3. 설계된운항시스템및자율운항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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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허베이 스피릿 호 유출사고 이후 해양오염사고 피해 저감을 위한 국가 아젠다로서 해양유출

사고 대응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해양유출사고 대응 지원 시스템은 유출유 확산경로

예측결과를 기본 정보로 하며, 해역의 환경민감정보, 방제자원 현황 정보 등을 연계하여

효율적방제전략수립을지원한다. 

이 연구에서는 1단계인 2009년부터 2011년의 3년 동안 정확한 유출유 확산경로 예측을

위하여 3차원 유출유 확산예측모델 개발, 사고 선박 주변 확산 과정의 상세 확산모델 개발,

유처리제효과모델개발등을수행하며, 유출유확산과정의현장모니터링기술개발및연계

방안을연구한다. 또한 2단계인 2012년부터 2014년의 3년동안환경민감자원및방제자원

현황을연계한유출유방제전략수립지원시스템을개발한다.

활용분야

- 해양유류오염사고방제전략수립지원시스템으로활용

- 유류오염사고피해평가및피해저감지원정보시스템으로활용

- 종합적인해양오염피해평가및대응지원정보시스템으로활용

NAP 해양유출사고
대응지원시스템구축

연구책임자
이문진책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E-mail : Moonjin.Lee@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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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양유출사고대응지원시스템기술개요. 그림 2. 사용자편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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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국가 위성항법 보정 시스템 구축 개발’ 연구

과제(2007.12-2010.12)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는 위성항법 시스템의 현대화와

다원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해양안전 분야에서 요구하는 보다 강화된 위성항법

보정성능을제공하기위한국가측위인프라로서의위성항법보정시스템고도화기술개발을

연구목표로하고있다.

이연구의최종년도인 2010년도에는통합보정시스템기반기술및운 기술고도화연구를

목적으로 위성항법 보정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기반

기준국·감시국 시스템(RSIM) 시작품의 시범 운 과 GLONASS 의사거리 보정정보 생성

알고리즘 개발, 소프트웨어 라디오 수신장치를 이용한 위성신호처리 알고리즘 개발이 이뤄

졌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 기준국·감시국 시스템 시작품은 현재 운 중인 내륙 위성항법

사무소에 설치되어 기존 시스템인 하드웨어 기반 기준국·감시국 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범운 이 되었으며,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시험을 통하여 성능 측면에서 기존 시스템보다

비교우위에있음을확인하 다. 

활용분야

- 위성항법시스템의국제적환경변화와국제해사기구(IMO)의신개념항법체계

(e-navigation) 개발을포함한국제표준화에효과적으로대응

- 본격화될해양용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구조개선에최적방안으로적용

국가위성항법보정시스템
구축개발 (Ⅲ)

연구책임자
박상현선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E-mail : shpark@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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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소프트웨어기반기준국·감시국시스템시작품.

그림 2. 소프트웨어기반기준국·감시국시스템시작품시범운 . 그림 3. DGNSS 소프트웨어기반기준국·삼시국시스템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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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모형선-실선상관관계및외삽법의신뢰도는실선의속도성능을정확하게추정할수있게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외삽법의 정도를 높이고 개선하기 위하여

KVLCC2와 KCS 선형에 대한 기하학적 상사모형 시험을 수행하 다. 모형선의 크기에 따라

축척에 의한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KVLCC2는 5개의 모형(λ= 160, 100, 58, 39.44,

29), KCS는 4개의모형(λ= 63.2, 42, 31.6, 21)을제작하 다. 각선형에대하여저항시험과

파형계측이완료되었으며반류계측시험및자항시험을예정하고있다. 동시에모든축척비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예인시험수조 결과와 비교하 다. 전산유체역학(CFD) 해석은

WAVIS 2.2를사용하여수행하 다. 또한 ITTC 1957 모형선-실선상관곡선및 ATTC 마찰

저항곡선적용에따라저항값의변화, 형상계수(form factor)의축척효과등을파악하 으며,

이는추후에모형선-실선상관관계및외삽법을개선하는데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공개된 최근 선형의 다양한 축척별 모형시험 및 CFD 해석을 통하여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선형의 설계 및 성능예측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KLNG선형에대한기하학적상사모형연구도예정되어있다. 

활용분야

- 선형설계, 모형시험, 실선속도성능예측

- 전산유체역학의검증용실험자료

KVLCC2 및KCS의
기하학적상사모형연구

연구책임자
반석호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shvan@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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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VLCC2의GEOSIM 모델. 그림 4. 형상계수 (KCS의 geosim).

그림 3. 형상계수 (KVLCC2 geosim).

그림 2. KCS의GEOSIM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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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예인수조용 입체입자 상유속계(SPIV, Stereoscopic Particle Image

Velocimetry) 시스템이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예인수조에 설치되었다.

입체입자 상유속계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하여 KVLCC2 표준모형선의 선미 유동장을

계측하고 기존의 피토관(Pitot Tube)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 다. 계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유동기반 교정(flow-based calibration) 방법을 적용하 다. 두 결과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피토관의 결과에 비해 입체입자 상유속계의 결과가 와구조 파악이 용이하

으며, 피토관으로계측이불가능한자유수면근방의유동도계측이가능하 다.  

입체입자 상유속계는유동장을교란하지않는비접촉식이고한번에유동단면의 3차원속도

분포를 계측할 수 있어 유동구조 파악에 매우 유용한 장비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해외 몇몇

기관에서선체반류, 프로펠러유동, 몰수체주변유동등의계측에입체입자 상유속계가적용

되고 있고 그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실험유체역학(EFD)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예인수조용입체입자 상유속계시스템의활용이매우기대된다.     

활용분야

- 선체반류, 프로펠러유동, 몰수체주변유동등의정량적, 정성적유동장계측

- 전산유체역학(CFD)의검증용실험자료

예인수조용입체입자
상유속계시스템구축

연구책임자
김 진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jkim@moer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1. 예인수조에설치된입체입자 상유속계. 그림 2. 입체입자 상유속계와피토관의KVLCC2모형선선미부유동계측결과비교 [X/Lpp=-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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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국내 유일의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빙해수조(ice tank)

활용을 위한 쇄빙선박 및 내빙선박의 빙성능(ice performance) 시험법 및 빙해선박에 대한

최적선형설계기술을개발하고있다. 빙수조시험법개발을위해, 4각형태의수조에서균일

모형빙 생성 기술, 모형빙의 물리적 특성 계측법, 빙마찰력을 고려한 모형선 제작 및 도장법,

빙모형시험법및해석법을개발하여실선의빙성능을추정하기위한모형선-실선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빙해선박에 대한 빙성능을 해석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인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프로그램(LS-DYNA)을 이용하여 빙모델링 및 빙수치해석 기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빙해선박의 빙소요마력 추정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빙소요마력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캐나다 빙해수조(NRC/IOT)와 공동으로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빙수조 비교 검증시험을 수행하 다. 그리고 실해역 실선 빙하중 계측을 위한

스발바르(Svalbard) 섬 부근의 해빙 특성 계측 및 북극 첫 항해(Chuckchi) 시 아라온 호의

빙성능을계측하 다. 

활용분야

- 빙해선박의최적선형및추진기설계

- 빙해선박의빙모형시험및평가

- 빙모델링및빙수치해석기법

- 빙해선박의실해역실선성능계측및극지시운전계측지원시스템구축

빙성능시험기법및
최적화기술

연구책임자
이춘주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reslcj@moer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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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라온호빙모형시험.

그림 2. 아라온호빙수치해석.

그림 3. 아라온호실선성능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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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천수 역을 운항할 때 선박의 저항과 항주자세는 선체의 형상과 천수 깊이에 따라

아주 민감하게 변한다. 고속선의 경우 이러한 천수 효과가 저항성능에 미치는 향이 감소

하도록선체를설계하는것이매우중요한관심사이다. 

이 연구에서는 천수효과를 해석하고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시스템은선박의조종운동모형시험에서요구되는시험 역에대한요구도고려하여

설계및설치되었다(길이×폭 : 54×10m). 또한실험적해석시스템과상호보완적으로활용

할 수 있도록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하여 천수효과를 해석할 수 있는 수치해석법을 개발하여

천수에서운항하는선박의저항및자세변화를정확하고효과적으로구할수있도록하 다.

개발된이시스템은천수 역에서운항하는선박들에대한선형설계시요구되는에너지감소

및 조종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유체역학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것으로판단한다.

활용분야

- 선박및잠수함선형설계분야

- 천수해양구조물유체역학적성능평가

- 선박운항경제성및안정성평가분야

천수 역에서의선박저항
특성변화해석시스템개발

연구책임자
반석호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shvan@moer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3. 선형시험수조에설치된천수바닥 (길이×폭 : 54×10m). 그림 4. 천수바닥상하이동장치.

그림 1. DTMB5415선형의천수중저항특성곡선(WAVIS 2.1).

그림 2. DTMB5415선의천수중항주파 (WAVI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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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의고속화및대형화로인한추진기와방향타의부하증가로캐비테이션발생이복합적인

애로기술로 나타나고 있다. 대형 캐비테이션터널에서는 모형선을 시험관측부에 설치하여

반류와 추진기 및 방향타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을 실선과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 선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도 높은 성능시험 평가기법이 개발되어야 하는 바,

이 사업 1차년도에서는 최적의 반류재현과 캐비테이션 실험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연구를수행하 다. 

■ 기존계측결과를보유한표준선선정, 모형선제작및설치

■ 흘수판및유속변화에따른반류분포계측및최적반류재현조건도출

■ 캐비테이션재현및관찰기술, 변동압력계측및평가기술, 기존계측결과와비교

대형 캐비테이션터널을 기반으로 상선용 친환경 추진기 및 방향타 캐비테이션 제어에 대한

독자적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1위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향후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신개념추진기및방향타개발에많은활용이기대된다.

활용분야

- 가스운반선(LNG/LPG), 컨테이너선, 유조선, 산적화물선, 크루즈선등

상선용추진기캐비테이션성능평가및성능제어기술개발

추진기및방향타성능시험
평가기반기술 (I)

연구책임자
안종우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ajwprop@moer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1. 변동압력계측결과.

그림 2. 모형선설치모습(LCT 시험부).

그림 3. 캐비테이션시험장면.

그림 4. LDV를이용한모형선반류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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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6,000m급 심해용 무인잠수정 ‘해미래’를

이용하여 가스분출이 예상되는 울릉분지 남서쪽 지점의 해양자원 탐사뿐만 아니라 2010년

4월 14일부터 5월 7일까지 해군의 요청으로 천안함 침몰해역에 투입되어 파편 수거 작업을

수행하 다. 총 5차례의 해저 수색 작업과 파편 및 자갈 등을 채취하 다.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해의 강조류·악시계를 극복하기 위해 로봇팔 손목에 카메라를 추가 장착

하고, 라이트를 이동 배치하는 한편, 추가로 장착된 멀티빔 소나와 전방감시 소나를 해저면

수색 작업에 적극 활용하여, 대외적으로도 무인잠수정 해미래의 우수한 성과를 알리게

되었다.

또한, 국토해양부 지원으로 자율무인잠수정(AUV) 이심이의 실해역 모델로 개발한 이심이

100 AUV의 실해역 실험을 통해 수중에서의 각종 탐사 및 조사, 해양자원 개발에는 물론

타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핵심기술들을 검증하여, (주)한화에 기술을 이전하 다. 그리고

이심이100 AUV에 측면주사소나(side scan sonar)와 수질 데이터 계측용 센서들을 장착

하여, 해저지형 및 지질조사와 같은 과학적인 목적뿐 아니라, 해저 기뢰 탐지와 해저 목표물

수색 등과 같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용존산소량, 탁도, 전도도, 온도 등 해양과학 데이터 및

해저지형 상을취득하고있다.

활용분야

- 심해관측, 해저샘플채취, 해저작업을필요로하는심해탐사에활용

- 해저정 매핑, 심해물리·생물·지화학데이터취득

- 수중자율운항무인전투체계와기뢰탐색·제거를통한해양방위산업분야에기여

차세대심해용무인잠수정
개발 (Ⅱ)

연구책임자
이판묵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pmlee@moer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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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율무인잠수정실해역실험 (2010.8.30-9.3).그림 1. 자율무인잠수정기술이전협정식(20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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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국토해양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된 ‘U-기반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연구’ 의 2010년연구내용으로는해상용멀티대역디지털통신단말기모뎀시제품

제작, 멀티대역해상통신애드혹(ad-hoc) 네트워크프로토콜설계, 해양 Active IP-RFID IP-

TAG 및 Reader(스마트 포인트) 설계·구현, IPv6 기반 RFID 프로토콜 구현, 항만 주야간

감시 카메라 구현, 상 탐지·추적 알고리듬 구현, 1/10 수준의 3차원 방사선 투시기 원형

시스템 제작, X-선 상 처리 기반 상처리 및 복원 기술 구현, U-기반 해운 물류 보안체계

수립을 수행하 다. 

향후 2011년까지 해양 RF기반 Ad-hoc 모뎀 구현 및 네트워크 실증화, Active IP-RFID

핵심 기술 응용개발 및 상용화, 항만주야간 피사체 탐지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멀티 X-선

3차원 투시기 제작 및 성능검증, 통합물류 보안체계 구축 실행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활용분야

- 해상멀티대역선박용디지털통신모뎀을개발하여해상에서단절없는새로운통신수단

제공(고가위성통신대체를통한물류비절감)

- 해운물류Active IP-RFID 기술개발로항만및선박의유비쿼터스환경의해운물류정보

수집체계로활용

- 3차원컨테이너고속검색장치개발을통한전량수입되고있는검색장치의국산화를통한

수입대체

- 동북아해운물류체계구축을위한기반기술선점과국가적물류보안체계수립

U-기반해운물류체계
구축을위한기반기술연구

연구책임자
임용곤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장실) 
E-mail : yklim@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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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해양Active IP-RFID 태그와리더기.

그림 3. U-기반 해운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사업
전체목표.

그림 4. VHF 해상통신모뎀시제품제작사진.

그림 1. 항만주야간감시카메라시스템제작. 그림 2. 멀티 X-선 3차원투시기장치(1/10 크기).

VHF 모뎀통신신호처리보드

VHF 모뎀송신증폭기보드 VHF모뎀제어보드

<IP-Tag> <Smar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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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상업생산 규모의 집광 시스템 개발에 앞서 근해역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상업 채광 용량의

1/20-1/10규모의 시험 집광기를 개발하 으며, 공모를 통하여 ‘미내로(MineRo)’로 명명

되었다. 개발된시험집광기는길이 5m, 폭 4m, 높이 3m이며, 중량은공기중에서약 10톤

이고, 수중에서 5톤이다. 시험 집광기는 기계 시스템, 유압 시스템, 전기·전자 시스템, 운용

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 

2009년동해후포항근해수심 100m에서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개발한양광펌프와통합

하여근해역채광장비성능실증시험이후, 파일럿집광로봇시스템설계및해저면통합항법

제어를 위해 2010년 8월에 동해 후포항 근해 수심 120m에서‘미내로 해저주행 통합제어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에서는 미내로의 조향성능, 슬립 제어, 항법 알고리듬 검증,

경로추종시험등을수행하었다. 이를통해해저연약지반에대한미내로의주행성능및해저

항법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능시험에서 얻은 결과는 향후 파일럿 집광 시스템 설계에

활용될예정이다.

2011년에는 상용 채광용량의 1/5규모인 파일럿 집광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며, 2012년

에는 수심 1,000m에서 핸들링, 계측, 해저면 항법 및 제어 등을 통한 집광 시스템 성능시험

(pre-pilot mining test) 수행을 거쳐서 2015년에는 수심 2,000m에서 파일럿 채광 시스템

통합성능시험인파일럿채광시험(pilot mining test)을수행할예정이다. 

활용분야

- 심해저광물자원(망간각및열수광상) 개발분야

심해저광물자원
집광시스템및
채광운용기술개발
연구책임자
홍 섭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suphong@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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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미내로해저주행통합제어성능시험개념.그림 2. 미내로해저주행제어경로예.

그림 1. 미내로해저주행제어시험진수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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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국토해양부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2004년부터수중에서다자간무선통신이가능한수중음향

무선통신망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전송속도는 최대 9,600bps를 가지며 수중 무선통신

단말기, 수중-수상연계용게이트웨이, 육상원격제어센터로구성된수중통신망구축을위한

핵심기술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 현재, 수중음향통신모뎀의소형화플랫폼(직경 140mm,

길이 330mm) 성능개선제작, 분산형수중음향네트워크프로토콜구현및실해역성능검증,

수중-수상 연계용 게이트웨이 제작, 실해역 채널 시뮬레이터 구현을 완료하 으며, 수중음향

통신망의실해역환경에적합한성능개선연구를수행하고있다.

2010년 5월에수중음향통신시스템의핵심기술을 LIG넥스원(주)과경원훼라이트공업(주)에

기술이전을하 으며, 향후 2011년까지기능고도화및안정화연구, 실해역성능검증을통해

수중-수상-육상을하나의통신체계로통합할수있는국가적통신인프라기술을확보할예정

이다.

활용분야

- 해양자원개발, 해양탐사, 해양수중작업등에필요한실질적수중무선통신(정보전송)
수단으로활용

- 잠수함간, 잠수함과수상함간수중무선통신수단으로활용

- 실시간광역해양환경관측망, 자율무인잠수정간통신네트워크및항만감시체계구축에

활용

- 수중-해상-육상-위성통신망과의연계를통한국가 로벌통신체계실현

수중무선통신시스템개발

연구책임자
임용곤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장실)  
E-mail : yklim@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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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해역채널시뮬레이터제작. 그림 2. 수중 무선통신 시스템 핵심기술 기술이전 협정식
(2010.3.2).

그림 3. 수중통신용D급증폭기제작.

그림 4. 일체형수중통신소형화모뎀플랫폼.

그림 5. 수중-수상연계용
게이트웨이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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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리아스식 해안선 구조에 따라서 전 국토면적의 2.5%에

달하는 갯벌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습지의 하나인 갯벌은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생태환경

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 갯벌환경의 보존과 효율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연약갯벌에서의각각의작업목적에부합되는효과적인이동수단이필요하다.

이 사업에서는 갯벌차량에 대한 수요 조사 및 관련기술 분석, 갯벌특성 기초 조사를 통하여

연약갯벌용주행장치의개념을도출하 으며, 토조모형시험과주행성능시험차량의제작및

안악갯벌에서의 현장 성능시험을 통해 주행성능을 확인하 다. 개발된 주행장치의 활용성

검증을위해갯벌차량시작품(명칭 ‘갯돌이’)을개발하 으며, 곰소만과가로림만에서의현장

시험을통하여만족스러운성능및실용화에필요한보완점을확인하 다.

활용분야

- 개발된시작품차량의문제점보완(방수차체개발)을통하여갯벌연구자용차량의실용화

추진

- 개발된 갯벌 주행장치 기술은 갯벌환경 정화장비 및 갯벌 구난장비 등 공공목적의 갯벌

관련장비개발에활용

친환경갯벌차량기술개발

연구책임자
홍 섭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suphong@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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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갯돌이실증시험장면. 그림 1. 갯돌이실증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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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이 과제는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에 필수요소인 ‘실해역 극한 파랑과 그에 따른

선박·해양구조물의극한응답에관한해석기술’ 을확보하는것으로서 1) 실해역극한파랑의

규명, 2) 수치해석을통한해양구조물의극한응답해석기술, 3) 수리모형시험을통한선박및

해양구조물의극한응답해석기술, 4) VIV, 계류계, 부유체등을통합한극한응답해석기술의

확보를세부목표로하고있다. 이연구를통해실해역에서의극한이상파랑의예측, 시뮬레이션

및해석기술의정립,  비선형파랑하중및응답거동수치해석기법, 파랑중선박, 해양구조물의

운동, 파랑하중추정및제어기술을확보하 다. 

활용분야

- 선박및해양구조물의구조설계및안전성평가기술로활용

- 동북아해역에서의선박운항관련안전규정및 IMO 대응설계기준의제시

- 해양구조물의설계를위한응용기술로서관련산업계로의기술이전

해양구조물극한응답해석
기술개발

연구책임자
신승호책임연구원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E-mail : shinsh@moer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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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북아해역의극한파랑위해도산정.

그림 2. 반잠수식해양구조물의운동및계류해석모델링.

그림 3. 해양구조물의극한파랑응답수치해석및 3차원수리모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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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은단위모듈의확장이용이하여 20-50m에해당하는중수심의개방해역에서대규모

단지화가 가능한 250kW급 월류형 파력발전 시스템의 설계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며, 개발

기술의실해역실증을위한표준모델실증플랜트의설계를포함한다. 제안된파력발전시스템은

파향 대응성이 우수한 암초형 상부구조물과 경제성이 높은 단순형 지반지지구조물, 그리고

유량에따른운전수차의대수조절이가능하여높은가동률을특징으로한다. 

■ 주요기술성과

- 1차(월류구조물) 에너지변환효율 40% 달성 (3차원수리모형시험) 

- 2차(수차터빈) 에너지변환효율 84% 달성 (1/5 모형시험)

- 수심 20-50m 범위에서안정적인모노파일, 트라이포트, 재킷형지반구조물의상세설계

- 파랑조건에 따른 수차 대수 조절 및 연동 운전제어와 변동출력에 대한 전력계통 제어가

가능한통합제어시스템구성과성능평가 (1/7 모형시험)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연구기간 동안 수행

되었으며, 참여기업으로혜인이엔씨, 케이티서브마린, 대양전기가참여하 다. 그리고유량에

따른운전수차의대수조절이가능하여높은가동률을갖는제어시스템을특징으로한다

활용분야

- 국내연안의중수심(20 -50m) 해역의대규모파력발전단지개발에활용

- 개발기술의상용화로관련산업활성화와수출산업화가능

·파력에너지의월류변환용암초형파력에너지변환장치성능평가및최적설계

·월류에너지변환저낙차수차성능평가및최적설계

·암초형월류파력발전장치지반구조물구조안전성평가및최적설계

·파력발전의변동성을고려한운전제어및전력계통평활화최적설계

·250kW급나선암초형월류파력발전표준모델실증플랜트설계

나선암초형월류파력발전
기술개발

연구책임자
홍기용책임연구원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E-mail : kyhong@moer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1. 암초형월류파력발전시스템의성능평가모형시험.

그림 2. 저낙차수차성능수치해석및설계.

그림 3. 지반구조물안정성수치해석및설계. 그림 4. 월파유동수치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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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해상 부유식 LNG 터미널(FSRU) 구조물-계류 시스템 설계 핵심기술 개발’은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2008년부터시작하여현재 3차년도연구가진행중이다. 해상부유식 LNG 터미널은

해상에서 LNG 운반선(LNGC)으로부터 LNG를하역받아저장하고재기화하는기능을가진

해상 LNG 터미널이다. 최근 LNG 수요증가에따라해상부유식 LNG 터미널의수요가늘고

있지만, 비용·환경·위험성 문제로 육상에 LNG 터미널을 새로 건조하는 것이 어려워져,

해상 부유식 LNG 터미널이 주목받고 있다. 해상 부유식 LNG 터미널 구조물-계류 시스템

기술은개념설계절차, 계류시스템성능평가등, 설계단계에서가스저장선의작업성, 안전성,

경제성을 결정짓는 구조물 - 계류 시스템 - 적하역 시스템 통합 성능평가를 위한 수치해석과

모형시험성능평가시스템 핵심기술이다.  

■ 주요기술성과

- FSRU 개념설계절차개발

- FSRU 선체구조물설계및거동해석

- FSRU-LNGC 다물체거동해석기법개발

- 계류시스템설계및해석기법개발

- 선수각제어시스템(DPS) 설계및기술개발

- 내부유동(슬로싱) 해석기법개발

활용분야

- LNG FSRU 시장선점에대한조선해양업계비교우위선점

- LNG FSRU 원천핵심기술확보를통한조선해양업계경쟁력제고

- 해양구조물핵심기술확보를통한고부가가치화및기술자립화

해상부유식 LNG 터미널
구조물 - 계류시스템설계
핵심기술개발
연구책임자
성홍근책임연구원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E-mail : hgsung@moer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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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SRU 개념도. (출처:Broadwater energy)

그림 2. FSRU 2BODY 모형시험.

그림 3.FSRU 계류시스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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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000TEU 급광폭컨테이너선이출현하면서선박이급격히대형화됨에따라파랑 중

에서의 선박의 동요 및 구조 안전성에 대한 엄 한 해석과 모형 시험평가를 통한 성능보증

문제가 중요한 기술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컨테이너선의 파랑 중 동요 및 파랑

하중에 해석 및 검증에 대한 연구가 6개 국제선급(ABS, BV, DNV, GL, LR, KR) 및 국내

조선소(DSME, HHI, HHIC, SHI)의공동산업프로젝트(JIP, Joint Industry Project)로이미

2006년부터 2008년까지한국해양연구원에서수행한바있다(WILS-JIP I). 

이 연구는 파랑 중 분할 모형시험(WILS-JIP)-I의 후속 연구로서 선체의 분할모형과 백본

(backbone)을 이용하여 선박의 굽힘(bending)과 뒤틀림(torsion) 강성을 상사시키는

모형을만들어파랑중 springing과 whipping 거동의동특성을검증하는모형시험데이터를

구축하 다. 이 연구에서는 개방형 단면의 보를 채용하여 굽힘과 뒤틀림의 동적 상사성을

세계 최초로 동시에 구현하 으며, 이 연구의 결과는 2011년 국제해양극지공학회(ISOP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컨퍼런스에서 WILS-JIP

참여사들과 함께 스페셜 세션으로 구성되어 발표함으로써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공학수조의

시험기술능력을국제적으로드높일것으로기대된다. 

활용분야

- 컨테이너선파랑하중해석검증실험데이터제공

- Springing & whipping 파랑하중해석검증데이터제공

- 컨테이너선구조해석입력자료제공

파랑중분할모형시험 (Ⅱ)

연구책임자
홍사 책임연구원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E-mail : sayhong@moer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1. 컨테이너선비틀림스프링진동응답신호.

그림 2. 컨테이너선비틀림휩핑응답신호.

그림 3. 10,000TEU 컨테이너선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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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해양심층수의 산업현장 기술 개발, 심층수산업 육성 및 보급, 및 산업 정책 개발

분야로나누어서연구가진행되었다.  산업현장기술개발분야에는보유한심층수활용공공

기술(농수산)을 사용자 위주의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 으며, 심층수 산업 현장의 기술적

문제해결을위한기술지도및기술수요를파악하여연구개발과제를기획하 고, 배수해역에

관한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 다. 심층수 산업 육성 및 보급 분야에서는

100회에걸쳐원수및처리수(농축수, 탈염수)를무상공급하고, 6개기관에대한기술지도를

통하여해양심층수산업화를간접지원하 고, 국토해양기술대전등각종박람회와기술이전

설명회 등에 참가하여 보유기술을 보급하고 연구성과를 확산하 다. 심층수 산업 정책 개발

분야에서는 국내외 심층수 산업현황을 조사하 고, 해양심층수 부담금 경감 등 심층수 산업

활성화를위한정책개발에대한연구를수행하 다. 

향후청정해수자원인해양심층수산업의활성화을위하여심층수산업계에서필요한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부터는 심층수 수질조정 담수화 기술 개발을 수행할

계획이다. 해양심층수의 수질조정 담수화 기술과 미네랄 분리 추출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형

복합수질조정시스템개발을위한관련핵심기술을연구할계획이다.

활용분야

- 해양심층수를이용한각종산업분야활용(농수산및해수담수화)

- 해양심층수활성화를위한수질조정기술개발

해양심층수의다목적이용
개발

연구책임자
문덕수책임연구원 (해양심층수연구센터) 
E-mail : dsmoon@moer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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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Report 2010 _ Communication with Future

그림 1. 해양심층수담수화, 취수시스템, 수산농업분야별기술현황설명자료. 그림 2. 해양심층수식품, 에너지이용분야별기술현황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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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많은 해역은 수온약층에 의해 성층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심층의 양염

이 표층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공적으로 심층수를

표층 인근으로 용승시켜 장시간 체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하고, 확산되는 심층수가

해역기초생산력증대에보다효율적으로작용하기위한관련핵심요소기술을개발하는것을

목표로한다.  

금년은 2차 년도로, 연구 범위를 축소시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 는데, 그 대상은

주로 대량의 심층수를 표층까지 용승시킬 수 있는 대구경 라이저에 관한 부분으로 하 다.

직경 3m 이상의 대구경 라이저를 개발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관종을 분석한 결과, 비중이

약 1.8인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FRP) 파이프가적합하다는결론을얻었다. 

라이저의거동특성분석을위하여라이저의강제가진에관한수리모형실험도수행하 는데,

라이저는 상부 가진에 의하여 소용돌이 유도 진동(VIV, Vortex-Induced Vibration)현상이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인공용

승류의확산예측을위한수치시뮬레이션에관한연구도수행하 다. 동해역을대상으로동해의

수심, 해류, 취송류등의해양환경을 DB화시키고, 특정된수온의심층수와표층수가혼합되어

특정 위치와 수심에서 확산되는 경우 어떻게 확산되어 체류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확산해석초기수치모델을구축하 다.  

활용분야

- 핵심기술과시스템개발및실증을통하여해역기초생산력증대에기여

- 외해해양심층수자원을국가적해수자원으로활용하는계기가될수있음

해역기초생산력증대를
위한부유식인공용승
시스템핵심기술개발
연구책임자
정동호선임연구원 (해양심층수연구센터) 
E-mail : dhjung@moer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1. 부유식인공용승시스템개발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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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해양오염의 다원화에 대응하는 해양생태계 변화를 진단·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생태계

건강정보의 실용적 공급을 위한 해양생태계 관련 정보의 조직화·단순화·일반화에 기반한

해양생태계건강지수(MEHI, Marine Ecosystem Health Index)의 산출 방안 제시를

이 연구의 최종 연구목표로 두고 있다. 당해년도의 핵심 연구내용은 해양생태계 압력과 반응

요소를 토대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의 모니터링 체계를 설정하여 해양생태계 건강성

평가의기반기술을확보함에있다.    

남해특별관리해역중오염압력이큰해역인진해만과광양만의생태계기반요소모니터링및

기존 자료 검토를 통한 해양생태계 건강 위해 요소를 선별하고자 해역의 물리적 기반환경인

해류와 지형의 특성을 파악하 고, 부 양화 유발 요소를 중심으로 수질환경과 유기독성

물질과 중금속을 중심으로 퇴적물환경을 탐색하 다. 또한, 물리·화학적 오염 환경 특성에

따른 부유생물과 저서생물의 군집 구조와 개체군 변동의 관계를 파악하며 화학적 오염원

압력과 생물학적 반응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생태계 건강성 평가 지표를 설정하 다. 심층

평가를위한대상생물을선정하고생체잔류및생체질병을조사하여해양생물건강성평가의

정 화방법또한모색하 다. 

활용분야

- 해양환경관련정책과해양산업의미래결정효율성확보

- 연안해역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국내 연안해역의 오염을 효율적으로 감시,

관리, 복원할수있는방안마련

- 연안해역의 시공간적 건강 진단을 통하여 안전한 연안환경의 유지 및 오염 환경 개선을

위한효과적대처법제시

- 양식산업의안정화및어민경제의활성화나아가국민웰빙의공간화로연안해역의생산적

역할증대

남해특별관리해역
생태계건강지수개발

연구책임자
김 옥책임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E-mail : yokim@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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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건강지표

수질지표

퇴적물지표

저서생물
지표

생체잔류
지표

생물질병
지표

부유생물
지표

그림 1. 해양생태계불건강증세표출의개념도. 그림 2. 해양생태계건강성평가를위한지표의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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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포동물모델인 히드라(hydra)의 후성유전학적 연구를 위해 히드라 게놈 브라우저(hydra

genome browser)의 구조를 파악하 으며, DNA methylation이 일어나는 부위를 예측

하 다. 벤죠파이렌(Benzo[a]pyrene) 노출실험을통해 LC50을결정하 다. 내분비계장애

물질에 대한 수생태계 위해성 예측도구의 개발을 위해 바다송사리 모델을 대상으로 qPCR

array kit의개발계획하 다. 바다송사리를대상으로비스페놀에이(bisphenol A) 노출실험을

수행하 고, HazChem fish 배열 v. 02를 이용한 마이크로어래이 실험을 통해 BPA 노출에

대해발현량이변화되는유전자 180여종을확인하 고지속적으로확인중에있다.

히드라 모델의 벤죠파이렌(BaP) 노출실험 기준농도를 결정할 것이며, 히드라 DNA

methylation array(HymMet Array)의 시제품 개발이 완료될 것이다. 바다송사리에서

확인된 BPA 차등발현유전자들은 qPCR Array Kit 개발의요소로활용될것이다. 

활용분야

- 환경오염감시

- 내분비계장애물질의독성특성해석

- 환경오염대응생물반응해석

생체정보를이용한
수생태계주요유해화학물질
위해성예측도구및
PAHs류검출랩칩개발
연구책임자
염승식책임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E-mail : syum@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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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대상 생물인 히드라(a) 및 어류인 자바(바다)송사리(b),
Oryzias javanicus.

그림 2. HazChem Fish Array ver.02를 이용한 비스페놀
에이(bisphenol A) 노출자바 (바다)송사리특이유전자
발현프로파일링. SW, 해수조건: FW, 담수조건.

그림 3. 유전자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히드라 게놈(hydra genome) 내의 DNA methylation 가능
부분추출.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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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및성과

독도전문연구센터는 2006년부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 사업을 통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해양과학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즉, 독도의 육지모습은 물론, 바다 속에 잠겨있는 독도의 모습을 상세히 파악하 고, 독도

주변의 해양생태계 및 환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향후 독도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 다. 금년 5차년도 사업에서는 지속적인 광역 해양환경 모니터링과 함께

멀티빔음향측심기를이용하여독도연안에대한정 해저지형자료를획득하 고독도연안

역의 장기 생태모니터링을 통하여 독도 연안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및 생태특성을 파악하고

수중생태지도를작성하 다. 

특히 1단계 5개년 연구가 마무리되는 이번 5차년도 사업에서는 1단계 연구성과의 활용과

확산을위한성과물을제작하고있다. 즉, 지난 5년간의연구결과와성과를정리한독도총서

및성과집을발간하고독도해양환경 3차원입체 상시뮬레이션을제작하여전문가는물론

일반국민들이독도의가치를더깊게이해할수있도록할것이다.

향후 2단계 사업에서는 독도의 토귀속성 강화를 위한 ‘울릉도 - 독도 연계 연구’ 및 ‘독도

침식 모니터링 연구’ 를 수행하고, ‘해양종합관측 시스템 및 실시간 정보서비스 시스템’ 을

구축하여독도에대한유용한정보를꾸준히제공해나갈예정이다.

활용분야

- 독도이용과독도에대한국가정책수립, 대처기능강화

- 독도-울릉도주변해저지명(Dokdo, East Sea) 표기의국제적공인화유도

- 독도공간의지속가능한이용대비

독도의지속가능한
이용연구

연구책임자
박찬홍책임연구원 (동해연구소장실) 
E-mail : chpark@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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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독도연안정 해저지형도.

그림 2. 독도연안역서식지지도화.

그림 3. 독도 3D 입체 상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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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중부 연안환경 변동성 연구는 동해연구소 주변 연안 해양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동해에관한연구기반을구축하는것이이연구의목적이다.

연구성과로는동해중부해역에대한계절별바람패턴및연안류에의한해수분포특성과해양

잡음의음향특성파악이있다. 또한, 자동관측시스템(TISDOS)을이용하여해빈모래의이동

메커니즘을 정량화하 으며 지상 라이다(LiDAR)를 이용하여 동해연구소 앞 해안선이

2008년 이후 약 15m 후퇴하 음을 밝혔다. 그리고, 동해연구소 주변 해역의 간극생물,

조하대암반생물, 선형동물다양성등의저서생태계특성을연구하 으며, 울진원자력발전소

배수구 주변에 서식하는 어류군집 특성과 온배수 활용 방안 등의 수산자원 관련 연구를 수행

하 다.

향후과제로는기상및해류준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및연안재해예측을위한음향모니터링

시스템과 해안선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다. 또한 생태계

환경을모니터링할수있는방법을개발할계획이다.

활용분야

- 연안해양모니터링으로연안재해예측에이용

- 해안침식원인규명및방제에활용

- 각종연안개발시요구되는해양환경 향평가

- 발전소온배수의활용사업천명

동해중부연안환경변동성
연구

연구책임자
최복경책임연구원 (동해특성연구부) 
E-mail : bkchoi@kordi.re.kr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해양환경·방제 연구

기후·연안재해 연구

심해·해저자원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양위성·관측기술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양운송 연구

해양시스템 연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남해특성 연구

동해특성 연구

KORDI 연구활동

●

그림 1. 라이다를이용한동해연구소앞해빈지형변화모니터링.

그림 2. 동해연구소앞하천의모래층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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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해양자료관리시스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되는 해양과학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공동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해양

자료팀에서는 연구원 해양자료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 하고 있다. 연구원 내 자료관리규정에 따라 연구

책임자는 연구사업 종료 후에 해양과학조사자료를 제출하며, 해양자료팀에서는 자료 관리절차에 따라

자료를처리하고 DB에입력하여관리하고있다. 수집자료를유실없이관리하기위해해양자료 Archive

및 DB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수집한 자료에 대한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GIS 자료 분석, 격자

자료 생산 등의 자료 통합·분석 작업을 통해 자료의 활용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0년도에는

관측자료와 분석정보 활용 극대화를 위해 최신 GIS 기술을 이용한 GIS 기반 자료검색, 분석 및 맵핑

시스템을구축하 다.

●●해양자료관리및활용기술개발

해양자료팀에서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해양자료 관리 및 활용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매년

20여개의연구사업에직접참여하여해양자료 DB, 해양 GIS, 실시간자료관리, 통계분석등최신정보

기술을 적용해 해양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GIS 주제도 제작, 공간분석, 실시간 자료 서비스 등을

통해연구업무를지원하고있다. 

GIS 기술은연구계획단계에서부터연구자료의관리, 주제도제작, 공간분석에이르기까지연구전과정

에서활용가능하며, 해양과학연구의효율과질적향상에기여하고있다. 해양생물정보관리및서비스를

위해한국해양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과해양생물지리정보시스템구축하여우리나라해역의해양생물종

목록및출현정보관리기술을개발하고있으며, 해양·극한생물자원뱅크의개발, 운 을통해해양·극한

생물 자원의 관리 및 분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에는 모바일환경에서 해양생물 출현정보와

종정보를검색, 참조할수있는모바일웹사이트와아이폰용앱을개발하여, 유비쿼터스환경에서의해양

정보유통기술을확보하 다. 

해양자료관리

그림 1. KOBIS의아이폰용앱.
그림 2. 해양과학연구주요GIS 주제도모음.

해양자료 관리
학술정보 서비스

대외협력

홍보

해양연구선 운

KORDI 연구지원활동

●

그림1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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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도서관운

우리 연구원 학술정보팀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지정한 해양분야 전문정보

센터로써 국가 해양과학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문헌정보를지원하기위하여, 국내외최신정보자료를수집·데이터베이스화

하여원내연구자는물론대학등의연구자에게도서비스하고있다. 

또한 FAO/ASFA Korean National Partner로 지정되어 한국해양수산정보

자료입력센터를 운 하고 있다. 이는 국내핵심저널 수록논문의 서지정보 색인·

분석·입력·제공으로 국내 해양학자의 연구정보를 국제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2010년도전국도서관평가에서해양과학도서관이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 전자정보자원서비스

해양과학기술정보자료의 효율적인 축적과 활용을 위한 문헌전산화 업무를 수행하여 Maestro 정보관리

시스템을구축하 으며, 이를문헌정보서비스디지털라이브러리를통해제공하고있다.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논문검색을위하여 ACS, IOP, JSTOR, Nature, Science, OUP, ScienceDirect, Springer, Wiley

Interscience, PNAS, 디비피아 등에 수록된 8,500종의 전자저널과 Elsevier, Wiley, NetLibrary의

eBook 1,944권을제공한다. 또한 Web of Science를구독하여 SCI 수록논문의인용정보검색및분석에

활용한다. 학술 DB 등 다양한 전자정보자원은 링킹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편리한 통합정보검색

환경을제공한다.

●●●해양과학전문학술지발간

한국해양학회와공동으로발간하고있는 문학술지『Ocean Science Journal』은 SpringerLink를통해

전 세계 연구자에게 온라인 배포된다. 또한 해양과 극지분야의『Ocean and Polar Research』도

제32권을 계속 발간하 다. 이들 학술지는 Elsevier의 Scopus 등재 학술지이며,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우수학술지 계속평가를 통과하여 등재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해양분야 우수논문 발표의 장으로

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과학기술출판을통한해양과학의대중화

우리 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발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까지 13종이 발간되었으며 향후 50종 이상의 대형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언스

메세나 활동을 통하여 해양과학총서 전 9권을 국내 803개 중고교에 무상으로 지원하여 바다와 함께

미래의꿈을키워갈수있는교양도서로활용하도록하 다.

학술정보서비스해양자료 관리

학술정보 서비스
대외협력

홍보

해양연구선 운

KORDI 연구지원활동

●

그림 1. 2010 우수도서관인증패.

그림 2. 전자저널홈페이지.
그림 3. OSJ, OPR  표지.
그림 4. 미래를꿈꾸는해양문고.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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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

그림 1. 제5차 Global Ocean Conference 에서 강정극
원장 주제발표. (2010. 5/파리 유네스코 본부/80
개국, 약 850명참석)

해양자료 관리

학술정보 서비스

대외협력
홍보

해양연구선 운

KORDI 연구지원활동

●

한국해양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과학연구기관으로서 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왔으며 현재 미국, 일본, 국 등 21개국 80여 개 기관과 해양과학기술 교류협약을

체결하 고, 이를통해국제공동연구수행, 국제공동학술회의개최, 해외우수과학자네트워크구축등의

국제협력을활발히전개하고있다. 또한국내에서는산·학·연협력의구심체역할수행을통해대한민국의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해양과학인재를 위한 장학제도를 통하여 해양

과학분야우수인력육성에도기여하고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국내 해양과학기술 분야를 세계 해양과학기술 분야와 효율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많은국내·외협력프로그램을운 하고있다.

● 해양과학분야 로벌파트너십확대를통한위상강화
유네스코 산하 정부간해양학위원회(UNESCO/IOC) 제4그룹(아태지역) 부의장,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PICES) 과학평의회의장등국제기구전문가활동을통하여주요협력기관과의리더십을강화하고명실

상부한해양과학분야 로벌리더로서의지위를확대하고있다.

●● 지역별협력프로그램
한국해양연구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협력 수행을 위하여 각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별 국제협력

프로그램을운 하고있다. 

한·북미

해양 및 기후 분야의 전 세계적 리딩기관인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KORDI Lab을 설치하여

NOAA 및 산하 연구기관, 대학 및 유관 연구소들과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KORDI-NOAA

Lab을 통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북미 내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가정책 및 로벌

아젠다에 부합하는 공동연구사업의 발굴 및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전문인력을 교류하고

있다.

한·유럽

국플리머스해양연구소(PML), 국국립해양학센터(NOC), 프랑스해양개발연구소(IFREMER) 등

유럽지역 내 주요 선진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로벌 R&D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동협력의제발굴및공동연구수행을통해해양과학분야의연구능력향상을강화하고있다.

한·아시아/태평양

우리나라와해양을공유하고있는일본, 중국, 러시아등동북아국가와의협력은물론동남아시아, 서남

아시아, 남태평양지역의국가와도공동연구수행, 연구협력거점운 등을통해활발히협력하고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좀 더 나은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나아가 전 지구적인 해양문제 해결에 이바지

하고자노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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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DI-Europe Lab

KORDI-NOAA Lab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운 중 추진중

한·중남미

한국해양연구원은중남미지역과의협력강화및역량확대를위하여중남미과학자를대상으로한교육

훈련을매년시행하고있다. 향후중남미센터를설립하여더욱활발한연구협력을수행할예정이다.

●●● 국제기구와의협력및사무국운

한국해양연구원은유네스코산하정부간해양학위원회(UNESCO/IOC),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국제해양연구위원회(SCOR), 전지구해양과학협의체(POGO)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협력을 통한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해양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해양학

위원회(KOC),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국내위원회(KoPICES), 국제해양연구위원회 국내위원회

(KoSCOR) 등사무국운 을통해국제기구활동을공고히하고학제간협력방안모색을통해국내협력

체계를강화하고있다. 

●●●● KORDI 국제화공동연구협력준비금제도운

한국해양연구원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해양과학기술 및 기후변화 분야의 국제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가 주도하는 로벌 스탠다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국제우수학회 발표, 국제학술행사

유치 지원 등의 많은 국제협력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적재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원

하기위하여 ‘KORDI 국제화공동연구협력준비금제도’를운 하고있다. 

●●●●● 산·학·연협력

한국해양연구원은 국내·외 주요 대학 및 해양관련기관과의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기술이전 등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우수 대학과의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과학

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석·박사학위과정을통하여젊은과학자를육성하고있다.

그림 2. 국제협력거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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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한국해양연구원은 대중과의소통방식을다양화함으로써 친근한기관이미지를구축하는데주력

하 다. 홍보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온라인 홍보채널을 확대하고, 화, 가요 등 대중에게

친숙한방법으로해양과학의대중화를추구하 다. 

온라인홍보활동을위해서는 ‘한국해양연구원블로그기자단’ 을선발해기관블로그 ‘海바라기’의콘텐츠를

보다풍성하게만들었으며, 기관트위터를개설하여다양한지식과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며대중과의

깊은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 다. 다큐멘터리 화 ‘OCEANS’의 공동프로모션을 진행하여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으며, ‘바다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대중가요 ‘바다’를 제작, 국민애창곡으로

만들기위한노력을진행하고있다.  

기관이 가진 지적자산을 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여하는 ‘KOREKA 운동’ 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미래 해양과학 분야 인재육성에도 기여하 다. 해양과학체험전시관 코르디움(KORDIUM)의 개관 및

본원과 분원에서 실시한 해양체험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체험 학습’ 의 장을 보다 확대했으며, 기관과학

기술앰배서더 활동(12회)과 찾아가는 해양과학교실, 전문가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최 등을 통해 ‘지식

나눔’ 운동을확산하 다. 

언론홍보활동도지속적으로추진하 다. 각매체와유기적인관계를유지하며, 기획기사연재, 기고, 취재

협조, 관련 자료 생산 등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해양(연)의 연구성과를 대중에게 빠르고 흥미롭게 전달

했다. 

특히, 계간지로 발행하는 사보 <SEE the SEA>가 ‘2010년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대상’ 창간사보 부문

우수상을수상함으로써해양과학분야교양지로자리매김한일은 2010년의가장의미있는성과라할수

있다.  

홍보 해양자료 관리

학술정보 서비스

대외협력

홍보
해양연구선 운

KORDI 연구지원활동

●

그림 1. 한국해양연구원트위터. 

(http://twitter.com/kordipr)

그림 2. 2010년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창간사보부문우수상을수상. 

그림 3. 한국해양연구원블로그. 

(http://blog.kordi.re.kr)  

그림 4. 해양과학체험전시관 ’KORDIUM’ 개관식.        

그림1

그림2

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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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심해미생물대사작용규명̀ Nature誌a지’ 논문게재
기자브리핑.

그림 6. 2010년열대해양체험프로그램개최.

그림 7. 대한민국과학축전. 그림 8. 찾아가는해양과학교실.

보도실적

구분 실적

교육훈련및대중강연 ‘동해/독도의환경과가치’ 외 91건
전시회 ‘2010 대한민국과학축전’ 외 16회
세미나및워크숍 ‘천리안위성해양임무사용자워크숍’ 외 441건
견학프로그램 ‘동작교육청과학중심학교견학’ 외 390건

홍보행사

구분 실적

언론보도 ‘심해미생물대사작용세계최초규명네이처지게재’ 외 2,134건

TV 다큐멘터리 KBS 과학카페 ‘통신해양기상위상천리안발사’ 외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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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구선운 해양자료 관리

학술정보 서비스

대외협력

홍보

해양연구선 운

KORDI 연구지원활동

●

온누리호

주요연구조사지역 대양및심해저자원탐사를위한태평양해역

2010년운항실적 운항거리 - 47,945 마일, 운항일수 - 287 일

2010년온누리호운항실적

운항일정 운항목적 조사지역 책임자

01. 01 ~ 02. 09
남서태평양및인도양해양광물자원

인도양 문재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사업

02. 18 ~ 02. 25 배타적경제수역해양광물자원정 조사 동해 정갑식

03. 04 ~ 03. 15 2010년상가수리 부산 구본관

03. 16 ~ 03. 18 연구장비테스트 동해 구본관

04. 09 ~ 04. 26 배타적경제수역해양광물자원정 조사 동해 유해수

04. 27 ~ 04. 27 연구장비테스트 남해 구본관

04. 30 ~ 05. 06 배타적경제수역해양광물자원정 조사 동해 유해수

05. 14 ~ 06. 12
북서태평양이한반도주변해(대한해협)에

태평양 전동철
미치는 향연구

06. 21 ~ 09. 12 ‘10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태평양 박정기

09. 27 ~10. 18 배타적경제수역해양광물자원정 조사 서해 유해수

10. 31 ~ 12. 31
남서태평양및인도양해양광물자원

인도양 문재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사업

온누리호제원

총톤수 : 1,422 톤
전장 : 63.80 m
수선간장 : 55.50 m
선폭 : 12.00 m 
순항속도 : 15.00 노트

항속거리 : 10,000 마일

승선인원 : 41 명

(연구원 26 명, 승무원 15 명)

주요연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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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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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호

주요연구조사지역 국내연근해전해역

2010년운항실적 운항거리 - 20,965 마일, 운항일수 - 205 일

장목호

주요연구조사지역 국내연해

2010년운항실적 운항거리 - 8,618 마일, 운항일수 - 170 일

이어도호제원
총톤수 : 546 톤
전장 : 48.95 m
수선간장 : 45.00 m
선폭 : 8.60 m
순항속도 : 12.00 노트
항속거리 : 5,000 마일
승선인원 : 32 명
(연구원 19 명, 승무원 13 명)

주요연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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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목호제원
총톤수 : 41 톤
전장 : 24.22 m
수선간장 : 21.80 m
선폭 : 5.20 m
순항속도 : 17.00 노트
항속거리 : 380 마일
승선인원 : 15 명
(연구원 11 명, 승무원 4 명)

주요연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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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책임자(성명) 연구기간 발주처

지구환경변화가한국해에미치는 향연구 이재학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생태계장기변화예측시범연구 유신재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황해저층냉수괴의거동과생태계에미치는 향연구 김웅서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중부연안환경변동성연구 최복경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북서태평양이한반도주변해(대한해협)에미치는 향연구 전동철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지구환경변화에따른연안재해대응기술개발 박광순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해일침수범람지역예측기술및재해도(Hazard Map)작성기술개발 심재설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갯벌기능성회복을위한퇴적/물리/생태학적핵심환경요소연구 이희준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별관리해역의관리를위한해양생태계건강지수개발 김 옥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항만환경위해도평가기술개발연구 신경순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자원탐사개발연구 명정구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조류를이용한바이오에너지자원화기술개발 강도형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유비쿼터스해양유용/유해생물관리기술개발 이윤호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연안및해양공간이용기술개발 박우선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조력발전시스템성능향상기술개발 정원무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위성센터운 및기능고도화연구 유홍룡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관측조사표준화확립연구 김은수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열대태평양기지운 및기본연구활동지원 박흥식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오염사고대응기술개발을통한깨끗한바다만들기 정경태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지구온난화환경에서강화되는태풍해일예측기술개선연구 강석구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기후변화와자연기후변동성의상관성분석연구 국종성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태풍기인연직운동및해양혼합특성연구 강석구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극한생물유전체활용질병표적단백질의기능연구 강성균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선박의자유항주시뮬레이션및검증용계측시스템개발 김 진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수조및대형터널의새로운시험기법개발 반석호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효과분석을위한선박안전성능예측기술개발 이경중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예부선의사고분석및예방기술개발 김연규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고정 임무수행을위한인공지능기반의수중로봇기술개발 최현택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구조물의극한응답해석기술개발 신승호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해저지형자율맵핑핵심기술개발 김시문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선박통합감시제어체계(IMCS)용 LBT 구축핵심기술개발 박종원 2010.01.01 ~ 2010.12.31 한국해양연구원

기본연구사업

2010

2009

2008 336건
107,563백만(원

296건
136,648백만(원

259건
168,092백만(원

KORDI 부록

● 수행연구과제
논문발표실적

지식재산권현황

포상및주요인력

KORD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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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책임자(성명) 연구기간 발주처

기후변화에따른남해(동중국해북부)의해양환경및생태계변동연구 김철호 2010.01.01 ~ 2010.12.31 국토해양부

중남미국가와해양자원공동연구 김현 2010.01.01 ~ 2010.12.31 국토해양부

파력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 홍기용 2010.01.01 ~ 2010.12.31 국토해양부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구축 정창수 2010.01.01 ~ 2010.12.31 국토해양부

해양극한생물분자유전체연구 이정현 2010.01.01 ~ 2010.12.31 국토해양부

해양심층수의다목적이용개발 문덕수 2010.01.01 ~ 2010.12.31 국토해양부

해양위성센터구축 안유환 2010.01.01 ~ 2010.12.31 국토해양부

해양폐기물자원순환기술연구 전태병 2010.01.01 ~ 2010.12.31 국토해양부

조류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 이광수 2010.01.01 ~ 2011.03.31 국토해양부

종합해양과학기지구축및활용연구 심재설 2010.01.01 ~ 2011.03.31 국토해양부

CO2 해양지중저장기술개발 강성길 2010.01.01 ~ 2011.05.31 국토해양부

시화호해양환경개선사업 김경태 2010.01.11 ~ 2010.12.20 해양수산부

수중무선통신시스템개발 임용곤 2010.02.01 ~ 2011.01.31 국토해양부

새만금해양환경보전대책을위한조사연구 김창식 2010.02.24 ~ 2011.02.23 국토해양부

고해상탄성파탐사를이용한동해연안의신기지진활동분석 김한준 2010.03.01 ~ 2011.02.28 교육과학기술부

심해저광물자원집광시스템및채광운용기술개발 홍 섭 2010.03.01 ~ 2011.02.28 국토해양부

정지궤도해양위성활용연구 (GOCI) 유주형 2010.03.01 ~ 2011.02.28 국토해양부

태평양심해저광물자원개발 지상범 2010.03.01 ~ 2011.02.28 국토해양부

지구시스템모듈원천기술개발을위한해빙및해양생지화학과정개발 김철호 2010.03.16 ~ 2011.02.28 교육과학기술부

시뮬레이션기반의선박및해양플랜트생산기술개발 공인 2010.04.01 ~ 2011.03.31 지식경제부

위험도기반안전설계핵심기술개발 이종갑 2010.04.01 ~ 2011.03.31 지식경제부

국제해양과학협력기반구축 김현 2010.04.01 ~ 2011.03.31 국토해양부

생태계기반유류오염모니터링및환경복원지원 박흥식 2010.04.01 ~ 2011.03.31 국토해양부

유류오염환경 향평가및환경복원연구 심원준 2010.04.01 ~ 2011.03.31 국토해양부

조력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 이광수 2010.04.01 ~ 2011.03.31 국토해양부

통가해저열수광상개발 이경용 2010.04.01 ~ 2011.06.30 국토해양부

대형해양과학연구선건조로드맵및활용계획연구 석봉출 2010.04.27 ~ 2011.02.26 국토해양부

차세대심해용무인잠수정개발 이판묵 2010.05.01 ~ 2011.07.31 국토해양부

해수퇴적물환경특성조사 정회수 2010.05.28 ~ 2011.02.26 국토해양부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연구 박찬홍 2010.05.31 ~ 2011.02.24 국토해양부

생체정보를이용한수생태계주요유해화학물질위해성예측도구및 PAH류검출랩칩개발 염승식 2010.06.01 ~ 2011.05.31 교육과학기술부

남서태평양및인도양해양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문재운 2010.06.01 ~ 2011.05.31 국토해양부

배타적경제수역해양광물자원정 조사 김성렬 2010.06.01 ~ 2011.05.31 국토해양부

빙해선박의극지항로안전운항기술및극저온빙성능시험평가기법개발 이춘주 2010.06.01 ~ 2011.05.31 지식경제부

선박성능고도화핵심기반구축및기술개발 반석호 2010.06.01 ~ 2011.05.31 지식경제부

와유기진동(Vortex-Induced Vibration) 이용해양청정신재생에너지원천기술개발 홍 섭 2010.06.01 ~ 2011.05.31 지식경제부

지능형디지털선박의통합관리시스템개발 임용곤 2010.06.01 ~ 2011.05.31 지식경제부

친환경추진기캐비테이션성능제어기술개발 김기섭 2010.06.01 ~ 2011.05.31 지식경제부

해양 토관리통합DB체계구축 김성대 2010.06.01 ~ 2011.05.31 국토해양부

하구역종합관리시스템개발연구(생태계모니터링) 장 만 2010.06.08 ~ 2010.12.31 국토해양부

국가어항방파제설계파검토및안정성평가 이동 2010.06.11 ~ 2011.01.07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심층수의에너지이용기술개발 김현주 2010.07.01 ~ 2011.01.31 국토해양부

Spirulina 대량생산체제구축및유용성분추출법개발 강도형 2010.07.01 ~ 2011.06.30 국토해양부

해양초고온고세균이용바이오수소생산기술개발 강성균 2010.07.01 ~ 2011.06.30 국토해양부

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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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책임자(성명) 연구기간 발주처

다관절복합이동해저로봇개발 전봉환 2010.07.19 ~ 2011.07.18 국토해양부

남극제2기지예정지전면해역에대한지형, 물리해양기초조사 소재귀 2010.08.01 ~ 2011.05.31 국토해양부

예멘해양지질조사교육및협력구축 권문상 2010.08.01 ~ 2011.07.31 교육과학기술부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연구 박광순 2010.08.01 ~ 2011.07.31 국토해양부

2010년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해양환경보전국제협력 장도수 2010.08.19 ~ 2011.08.13 국토해양부

해양경계획선시스템개발 권석재 2010.09.01 ~ 2011.08.31 국토해양부

대수심버켓기초시공시스템개발 오명학 2010.09.03 ~ 2011.06.09 국토해양부

해외해양생물자원개발및활용기반구축 이희승 2010.10.01 ~ 2011.07.31 국토해양부

고해상도기후예측시뮬레이터개발 국종성 2010.10.01 ~ 2011.09.30 교육과학기술부

전지구자료동화시스템개발및기후변화메커니즘연구 김 호 2010.10.01 ~ 2011.09.30 교육과학기술부

통합기후예측을위한열대서태평양관측 이재학 2010.10.01 ~ 2011.09.30 교육과학기술부

해상 LNG터미널 (FSRU) 엔지니어링기술개발 홍석원 2010.10.01 ~ 2011.09.30 지식경제부

U-기반해운물류체계구축을위한기반기술연구 임용곤 2010.10.01 ~ 2011.09.30 국토해양부

해저생산플랜트설계안전성평가및심해설치기술개발 홍사 2010.12.01 ~ 2012.03.31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명 책임자(성명) 연구기간 발주처

해양오염사고대응기술개발을통한깨끗한바다만들기 정경태 2010.01.01 ~ 2010.12.31 기초기술연구회

SHI-KORDI 협력사업을위한해양공학수조공동활용연구 (5) 홍사 2010.01.01 ~ 2010.12.31 (주)삼성중공업대덕연구소

장보고-Ⅱ조종훈련장비잠수함모의소프트웨어개발 공인 2010.01.01 ~ 2012.03.31 도담시스템즈

광해양생물유입방지차단기본계획수립 박용주 2010.02.19 ~ 2010.05.25 (주)한국수력원자력 광원자력본부

울진원전주변일반환경조사및평가 노충환 2010.03.08 ~ 2013.02.08 (주)한국수력원자력울진원자력본부

한진 205K Bulk Carrier 선형연구 이 연 2010.03.19 ~ 2010.12.31 (주)한진중공업

독도참치양식개발타당성조사 오승용 2010.03.22 ~ 2010.11.21 경북도청

가스하이드레이트시추지역퇴적층미생물다양성의분자생물학적연구 이정현 2010.04.01 ~ 2010.11.3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양환경조사용수중 라이더연구 이용국 2010.04.12 ~ 2011.04.11 해군중앙경리단

MES 선박평형수관리장치 Fine Ballast MF의최종승인을위한육상시험 신경순 2010.04.19 ~ 2011.12.18 (주)미츠이조선엔지니어링

해안방제시스템구축방안연구 이문진 2010.04.23 ~ 2010.12.19 해양경찰청

유출유특성D/B 구축및유처리제의과학적사용방안연구 심원준 2010.04.29 ~ 2010.12.25 해양경찰청

통 바다목장사후관리 명정구 2010.06.17 ~ 2011.06.20 통 시청

당진화력 9, 10호기건설사업해상안전진단 공인 2010.06.21 ~ 2010.09.19 (주)한국동서발전

다목적훈련지원정개념설계기술지원 이동곤 2010.07.07 ~ 2010.12.06 방위사업청

KOMAC 157K SUEZMAX 선형연구 이 연 2010.08.13 ~ 2011.03.31 (주)한국해사기술

오리엔탈호프호석탄유출사고 향평가 이문진 2010.09.01 ~ 2011.08.31 (주)NYK선박블럭(한국)

인도네시아자카르타만연안통합관리체계구축연구 권석재 2010.10.20 ~ 2012.01.19 한국국제협력단

해양환경음향특성조사 강돈혁 2010.10.29 ~ 2015.09.20 방위사업청

DSEC 59K Bulk Carrier 선형연구 안해성 2010.11.01 ~ 2011.04.30 (주)디섹

이스튼브라이트호유출사고 향평가 이문진 2010.11.29 ~ 2011.11.28 NHL개발

MOERI 모형시험상관관계정립(DSME New LNGRV)에관한연구 안해성 2010.12.01 ~ 2011.05.30 (주)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 82K BC 조종모형시험 손남선 2010.12.01 ~ 2011.05.31 (주)성동조선해양

가동물체형고효율파력발전시스템동유체역학적특성해석 홍사 2010.12.01 ~ 2011.11.30 한국전력연구원

애월항 2단계개발사업에따른해상교통안전진단 공인 2010.12.27 ~ 2011.07.31 (주)세광종합기술단

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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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 SCI-E

205편 305편

2010

2008

47편 272편 461편142편
SCI-E 기타

69편 31편

31편 173편 307편103편

SCI

SCI-E 기타SCI

SCI-E 기타SCI

2009

KORDI 부록

●
수행연구과제

논문발표실적
지식재산권현황

포상및주요인력

KORDI 뉴스

강남선, 정해진, J. Moestrup, 신웅기, 남승원, 박재연, F. Miguel. D.E. Salas, 김기우, 
노노재재훈훈,

Description of a new planktonic mixotrophic dinoflagellate Paragymnodinium

shiwhaense n. gen., n. sp. from the coastal waters off western Korea:

morphology, pigments, and ribosomal DNA gene sequence. J. Eukaryotic

Microbiol., 57(2), 121-144

강강소소라라, 임임동동일일, 김김소소

Benthic foraminiferal assemblage of Seogwipo Formation in Jeju Island, South

Sea of Korea: Implication for late Pliocene to early Pleistocene cold episode in

the northwestern Pacific margin. Quat. Int., 225(1), 138-146

강인식, 국국종종성성, 임미정, 최다희

Impact of transient eddies on extratropical seasonal-mean predictability in

DEMETER models. Clim. Dynam., 35(1), doi:10.1007/s00382-010-0873-4

강강정정훈훈, 현현봉봉길길, 신신경경순순

Phytoplankton viability in ballast water from international commercial ships

berthed at ports in Korea. Mar. Pollut. Bull., 60(2), 230-237

강강희희진진, 이이동동곤곤, 신종계, 이이경경중중, 최최진진

Interactive escape route control for passenger ships using emergency lighting.

Mar. Technol. Society J., 44(5), 1-7

국국종종성성, 최정, 안순일, F.F. Jin

Warm pool and cold tongue El Nin~o events as simulated by the GFDL 2.1

coupled GCM. J. Climate, 23(5), 1226-1239

국국종종성성, 안민섭, 성미경, 예상욱, 민민홍홍식식, 김김 호호

Statistical relationship  between two types of El Nin~o events and climate

varia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Asia-Pacific J. Atmos. Sci.,  46(4), 467-474

국국종종성성, 최다희, F.F. Jin, 권원태, H.L. Ren

Role of synoptic eddy feedback on polar climate responses to the anthropogenic

forcing. Geophys. Res. Lett., 37, doi:10.1029/2010GL043673

국국종종성성,함유근, F.F. Jin, 강인식

Scale interaction between tropical instability waves and low-frequency oceanic

flows. Geophys. Res. Lett., 37(2), doi:10.1029/2009GL041020

국국종종성성, F.F. Jin, H.L. Ren

Role of synoptic eddies on low-frequency precipitation variation. J. Geophys.

Res., 115, doi:10.1029/2009JD013675

국국종종성성, K.P. Sooraj, F.F. Jin, 함유근, 김대현

A possible mechanism for El Nin~o-like warming in response to the future

greenhouse warming. Int. J. Climatol., 1(1), doi:10.1002/joc.2163

국국종종성성, K.P. Sooraj, T. Li, F.F. Jin

Precursors of El Nin~o/La Nin~a onset and their interrelationship. J. Geophys. Res.,

115, doi:10.1029/2009JD012861

권권개개경경, 오현명, 강일남, 강강성성균균, 이이정정현현, 김김상상진진, 조장천

Complete genome sequence of “Candidatus Puniceispirillum marinum”

IMCC1322, a Representative of the  SAR116 clade in the Alphaproteobacteria,

J. Bacteriol., 92(12), 3240-3241

김김광광희희, 박용철

The 20 January 2007 ML 4.8 Odaesan earthquake and its implications for

regional tectonics in Korea. Bull. Seismol. Soc. Amer.,100(3), 1395-1405

김김광광희희, K.C.  Chen, J.H. Wang, J.M. Chiu

Seismogenic structures of the 1999 Mw 7.6 Chi-Chi, Taiwan, earthquake and its

aftershocks. Tectonophysics, 489 (1-4), 119-127

김길남, 허허수수진진, 강강성성종종, 안긴내, 전유진

Fucoxanthin induces apoptosis in human leukemia HL-60 cells through a ROS-

mediated Bcl-xL pathway. Toxicol. In Vitro, 24(6), 1648-1654

김길남, 허허수수진진, 윤원중, 강성명, 안긴내, 이태후, 전유진

Fucoxanthin inhibits the inflammatory response by suppressing the activation of

NF-KB and MAPKs in lipopolysaccharide-induced RAW 264.7 macrophages. 

Eur. J. Pharmacol., 649 (1-3), 369-375

김동균, 박박소소윤윤, 정 재, 박종범, 이석찬, 이이택택견견

Biochemical characterization of soluble Acid and alkaline invertases from sho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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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통을이용한해양화물하역방법 이진태, 문일성 2010.01.25 10-2010-0006643 특허 한국

화물통을이용한해양화물하역시스템 이진태, 문일성 2010.01.25 10-2010-0006642 특허 한국

트롤어구 김성, 오지나, 심재설, 이윤호 2010.02.03 10-2010-0009805 특허 한국

해양생물에대한이산화탄소의 향실시간평가장치 김성, 오지나, 김동선 2010.02.03 10-2010-0009808 특허 한국

유빙의비율을산출하기위한변위보상장치및이를이용한변위보상방법 양찬수, 이춘주, 정정수 2010.02.05 10-2010-0011026 특허 한국

조수간만의차에따라변화하는전자해도갱신시스템 양찬수 2010.02.08 10-2010-0011430 특허 한국

교각의충돌방지구조물을이용한조류발전장치및그시공방법 이진학, 이광수, 박진순, 오상호, 김건우 2010.02.12 10-2010-0013263 특허 한국

다환방향족탄화수소노출에대응하는분홍바다맨드라미의유전자및 염승식, 우선옥, 이택견, 전혜 ,

이를이용한연안환경오염진단방법 이종락, 송준임 2010.02.25 10-2010-0017165 특허 한국

양심층수와발전소배출수혹은표층수를이용한다단사이클형 정동호, 김현주, 문덕수, 허철 2010.03.09 10-2010-0020987 특허 한국

해양온도차발전시스템

웨이브렛변환에기초한최대출력추종제어방법및이에적용되는장치 이광수, 박진순, 박정우, 강대욱, 2010.03.18 10-2010-0024355 특허 한국

오창훈, 문지우, 배득우, 권진수

대한한국연안규조류의종판별방법과이에따른규조류의종판별용 이택견, 박소윤, 황진익, 이윤호 2010.03.19 10-2010-0024939 특허 한국

폴리뉴클레오티드프로브,DNA칩및키트

대한한국연안해파리류의종판별방법과이에따른해파리류의종 이택견, 박소윤, 황진익, 이우진, 이윤호 2010.03.19 10-2010-0024940 특허 한국

판별용폴리뉴클레오티드프로브, DNA칩및키트

저온활성및고온안정성을가지는셀룰라아제유전자 이윤호, 송정민, 강미혜 2010.03.22 10-2010-0025433 특허 한국

대한민국남해어류의종판별방법과이에따른어류의종판별용

폴리뉴클레오티드프로브, DNA칩및키트 이윤호, 김성, 정다금, 오지나 2010.03.22 10-2010-0025431 특허 한국

애드혹통신을위한수중노드및이를위한패킷과통신방법 윤창호, 조아라, 박종원, 김승근, 2010.03.22 10-2010-0025349 특허 한국

최 철, 임용곤

휴대용등표구조물안전진단장비및방법 이진학, 오 민 2010.03.29 10-2010-0027784 특허 한국

준설토투기장에사용되는반응성컬럼배수공법용파일및 오명학, 권오순, 권오정 2010.03.29 10-2010-0028129 특허 한국

이를이용한준설토투기장의반응성컬럼배수공법

해상이동체애드혹네트워크를위한노드및통신방법 윤창호, 조아라, 박종원, 김승근, 2010.03.30 10-2010-0028662 특허 한국

최 철, 임용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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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AD 모형빙및그생성방법 이춘주, 조성락 2010.03.31 10-2010-0028971 특허 한국

상부방향타와하부방향타로완전분리되어개별구동하는 김기섭, 안종우, 문일성, 박 하 2010.03.31 10-2010-0028960 특허 한국

선박의분리형방향타러더벌브를구비하는선박의분리형방향타 김기섭, 백부근, 김건도, 박 하 2010.03.31 10-2010-0028961 특허 한국

도제어시스템및이를이용한모형빙의 도제어방법 조성락, 이춘주, 정성엽 2010.03.31 10-2010-0028972 특허 한국

스팬방향비틀림을갖는선박의분리형방향타 김기섭, 안종우, 백부근, 김건도 2010.03.31 10-2010-0028962 특허 한국

몸체의일부만이용하며스팬방향비틀림을갖는선박용방향타 김기섭, 문일성, 백부근, 박 하 2010.03.31 10-2010-0028965 특허 한국

몸체의일부만이용하는선박용방향타 김기섭, 문일성, 김건도, 박 하 2010.03.31 10-2010-0028963 특허 한국

몸체의일부만이용하며러더벌브를구비하는선박용방향타 김기섭, 안종우, 문일성, 백부근 2010.03.31 10-2010-0028964 특허 한국

얼음내신선공기주입장치및방법 안대성, 이춘주 2010.04.01 10-2010-0030110 특허 한국

저항측정용대용량 3분력계 안종우, 박 하, 김기섭, 최두환 2010.04.01 10-2010-0029904 특허 한국

부유체동적변위계측장치및이에포함되는 상기반유닛 이진학, 정원무, 박우선, 채장원 2010.04.08 10-2010-0032206 특허 한국

흑진주조개알추출물의항원단백질및이에특이적인항체를이용하여 강도형, 최광식, 정희도, 박흥식 2010.04.09 KR2010/002196 특허 PCT
흑진주조개의번식량을예측하는방법

로드장착구조를구비한해저지반조사장치 장인성, 권오순, 윤희정, 권오정, 이배 2010.04.13 10-2010-0033829 특허 한국

레벨을조절할수있는해저지반조사장치 장인성, 권오순, 윤희정, 권오정, 이배 2010.04.13 10-2010-0033830 특허 한국

흑진주조개알추출물의항원단백질및이에특이적인항체를이용하여 강도형, 최광식, 정희도, 박흥식 2010.04.13 10-2010-0092129 특허 일본

흑진주조개의번식량을예측하는방법

흑진주조개알추출물의항원단백질및이에특이적인항체를이용하여 강도형, 최광식, 정희도, 박흥식 2010.04.13 12/759,589 특허 미국

흑진주조개의번식량을예측하는방법

해양심층수를이용한냉난방시스템 김현주, 이호생, 정동호, 문덕수 2010.04.15 10-2010-0034548 특허 한국

재열과정을포함한해양온도차발전시스템 김현주, 이호생, 정동호, 문덕수 2010.04.15 10-2010-0034546 특허 한국

자망형해양오염샘플링장치 이승현, 이문진, 김선동, 김혜진, 오상우 2010.04.15 10-2010-0034592 특허 한국

수조시험용모형선박의흘수계측기법 이 연,  안해성, 김충만, 황승현, 반석호 2010.04.15 10-2010-0034604 특허 한국

예인수조모형선저의수중촬 장치 김충만, 이 연, 안해성, 반석호, 황승현 2010.04.15 10-2010-0034593 특허 한국

예인수조수심조절장치 반석호, 안해성, 이 연, 김충만, 황승현 2010.04.15 10-2010-0034594 특허 한국

용골을가진단동형세일링요트의구속모형시험장치 안해성, 유재훈, 이 연, 반석호 2010.04.15 10-2010-0034595 특허 한국

예인수조의수면청소장치 김충만, 안해성, 이 연, 이창용, 반석호 2010.04.15 10-2010-0034596 특허 한국

예인수조의수면청소방법 김충만, 안해성, 이 연, 반석호, 이창용 2010.04.15 10-2010-0034597 특허 한국

예인수조의파형감쇄용측면장치 반석호, 안해성, 이 연, 김충만, 황승현, 2010.04.15 10-2010-0034598 특허 한국

이창용

수조용예인전차의감응식강제제동장치 반석호, 안해성, 이 연, 김충만, 황승현, 2010.04.15 10-2010-0034599 특허 한국

박 하, 이창용

수조용예인전차의감응신호를이용한강제제동기법 반석호, 안해성, 이 연, 김충만, 황승현, 2010.04.15 10-2010-0034600 특허 한국

박 하

수조모형시험종합관리시스템 이 연, 안해성, 유재훈, 김충만 2010.04.15 10-2010-0034601 특허 한국

2차원속도성분의선별적계측을위한 3공피토튜브 이 연, 김충만, 안해성, 반석호, 황승현 2010.04.15 10-2010-0034602 특허 한국

수조시험용모형선박의흘수계측장치 이 연, 안해성, 김충만, 권기진, 황승현 2010.04.15 10-2010-0034603 특허 한국

해양심층수를이용한해양온도차발전및발전소냉각활용시스템 정동호, 김현주, 문덕수, 이호생 2010.04.15 10-2010-0034477 특허 한국

가두리형해양유출유차단장치및방법 이승현, 이문진, 김선동, 김혜진, 오상우 2010.04.15 10-2010-0034591 특허 한국

다자유도와유기진동청정에너지추출장치 최종수, 홍섭, 김형우, 여태경 2010.04.23 10-2010-0038050 특허 한국

불순물정제장치 김창준, 홍기훈, 홍성진, 정창수, 김 일 2010.05.03 10-2010-0041597 특허 한국

Thermococcus spp.로부터분리된신규한수소화효소, 이를암호화하는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김상진, 권개경, 2010.05.13 2010119233 특허 러시아

유전자및그유전자를갖는미생물을이용하여수소를생산하는방법" 차선신, 전정호,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조요나, 노태옥, 정인순

써모코커스유래돌연변이DNA 중합효소및그의유전자 이정현, 강성균, 김상진, 권개경, 이현숙, 2010.05.14 PCT/ 특허 PCT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전정호, 조요나, KR2010/003074
황 옥, 차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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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중합효소 P7 및이의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김상진, 권개경, 이현숙, 2010.05.14 10-2010-0045689 특허 한국

차선신, 김윤재, 황 옥, 김민식, 전정호

DNA 중합효소 P7 및이의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김상진, 권개경, 이현숙, 2010.05.14 10-2010-0045691 특허 한국

차선신, 김윤재, 황 옥, 김민식, 전정호

DNA 중합효소 F7 및이의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김상진, 권개경, 이현숙, 2010.05.14 10-2010-0045692 특허 한국

차선신, 김윤재, 황 옥, 김민식, 전정호

조립식헬리컬터빈 박진순, 이광수, 염기대, 김성은, 오명학, 2010.05.21 2706537 특허 캐나다

이충범, 

안형진조립식헬리컬터빈 박진순,이광수, 염기대, 강석구, 진재율, 2010.05.21 2706538 특허 캐나다

이충범, 안형진

조립식헬리컬터빈 박진순, 이광수, 염기대, 김성은, 오명학, 2010.05.21 12/744,316 특허 미국

이충범, 안형진

조립식헬리컬터빈 박진순, 이광수, 염기대, 강석구, 진재율, 2010.05.21 12/744,315 특허 미국

이충범, 안형진

Thermococcus spp.로부터분리된신규한수소화효소, 이를암호화하는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김상진, 권개경, 2010.06.03 12/746,090 특허 미국

유전자및그유전자를갖는미생물을이용하여수소를생산하는방법 차선신, 전정호,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조요나, 노태옥), 정인순

Thermococcus spp.로부터분리된신규한수소화효소,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김상진, 권개경, 2010.06.07 09 811 732.8 특허 EP
이를암호화하는유전자 차선신, 전정호, 조요나,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정인순

Thermococcus spp.로부터분리된신규한수소화효소, 이를암호화하는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김상진, 권개경, 2010.06.14 미접수 특허 일본

유전자및그유전자를갖는미생물을이용하여수소를생산하는방법 차선신, 전정호,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조요나, 노태옥, 정인순

페놀계화합물, 그제조방법및이를포함하는항균조성물 이희승, 이연주, 신희재, 전흥배, 신종헌, 2010.06.16 10-2010-0057227 특허 한국

오기봉

시료채취기에구비된슬라이드방식의코어리테이너 최동림, 조성록, 심원준, 김문구, 김종근, 2010.06.17 PCT/ 특허 PCT
김관국 KR2010/003912

모형빙두께계측용상하접촉식초음파장치 이춘주, 이재환 2010.06.17 10-2010-0057635 특허 한국

모형빙두께의상하접촉계측방법 이춘주, 이재환 2010.06.17 10-2010-0057636 특허 한국

조립식헬리컬터빈 박진순, 이광수, 염기대, 김성은, 오명학, 2010.06.29 200880123454 특허 중국

이충범, 안형진

조립식헬리컬터빈 박진순, 이광수, 염기대, 강석구, 진재율, 2010.06.29 200880123440 특허 중국

이충범, 안형진

가물막이댐을이용한소규모조력발전시스템및그시공방법 이진학, 이광수, 박진순, 오상호, 김건우, 2010.06.30 10-2010-0062620 특허 한국

권오정

조선해양시뮬레이션을위한파랑중선박및부표운동의실시간모사방법 여동진, 문두환 2010.07.01 10-2010-0063535 특허 한국

위성전파항법보강시스템의기준국장치및이에적용되는의사거리 박상현, 서기열 2010.07.07 10-2010-0065607 특허 한국

보정정보에대한거리오차추정값산출방법

중력식케이슨의결합방법 박우선, 한상훈, 이진학 2010.07.08 10-2010-0065907 특허 한국

테트라포드 박우선, 한상훈, 이진학, 오 민 2010.07.08 10-2010-0065993 특허 한국

콘크리트비파괴검사를위한탄성파측정장치 이진학, 한상훈, 박우선, 박수열, 강형구, 2010.07.09 10-2010-0066284 특허 한국

최준성

유/무인잠수정용흡입형저서생물시료채집기 김문구, 임동일, 최동림, 이태희, 심원준, 2010.07.16 10-2010-0069012 특허 한국

이판묵

월류제를이용한해수유입장치 이달수, 오상호 2010.07.20 10-2010-0070163 특허 한국

이진부호를사용하는물리계층네트워크코딩방법 최 철, 임용곤, 양현종 2010.07.20 10-2010-0070169 특허 한국

부유식육상상차시스템 홍석원, 최학선 2010.07.22 10-2010-0070829 특허 한국

소형선박부양장치 홍석원, 최학선 2010.07.22 10-2010-0070832 특허 한국

부유식물체용앵커회수장치및그회수방법 심재설, 김선정, 권재일, 김진아, 정진용, 2010.07.23 10-2010-0071406 특허 한국

민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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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지역육도-해도접합지형도작성 심재설, 김진아, 김선정, 임학수 2010.07.26 10-2010-0071876 특허 한국

마찰증대케이슨과그제작방법 박우선, 한상훈, 이진학, 장인성 2010.08.03 10-2010-0074963 특허 한국

항만구조물케이슨결합방법 박우선, 이진학, 한상훈 2010.08.03 10-2010-0074965 특허 한국

부유식해양전시관 김민석, 명정구, 강돈혁, 오승용, 박용주, 2010.08.09 10-2010-0076186 특허 한국

김정협, 김종관

얼음두께측정장치및이를이용한얼음두께측정방법 양찬수 2010.08.18 10-2010-0079968 특허 한국

자료동화를위한인공위성원격탐사자료들생성방법 양찬수, 박광순 2010.08.18 10-2010-0079969 특허 한국

HH편파안테나및VV편파안테나를갖는해상관측레이더 양찬수, 정정수 2010.08.18 10-2010-0079970 특허 한국

선체주변설치형해양생물부착방지 이동건, 박규원, 박용석, 김대원, 김은찬, 2010.08.20 10-2010-0080749 특허 한국

최학선, 최진우

해양생물부착방지장치 이동건, 박규원, 박용석, 김대원, 김은찬, 2010.08.20 10-2010-0080766 특허 한국

최학선, 최진우

다자간회의를위한세션연결제어장치및방법 윤창호, 박종원, 김승근, 최 철, 임용곤, 2010.08.24 10-2010-0082165 특허 한국

조아라

수중음향네트워크의매체접속방법및이를위한마스터노드 윤창호, 조아라박종원임용곤 2010.08.24 10-2010-0082166 특허 한국

파괴를방지하기위하여단부를보강한인공어초겸용테트라포드 오 민, 이호용, 이 호 2010.08.26 10-2010-0083181 특허 한국

해양생물제어장치 박용주, 명정구, 오승용 2010.09.10 10-2010-0089102 특허 한국

식물플랑크톤유래도모익산검출용바이오센서및도모익산검출방법 이택견, 장만 2010.09.14 10-2010-0089736 특허 한국

AIS 기반레이더타깃정보제공시스템및그방법 서기열, 박상현 2010.09.28 10-2010-0093620 특허 한국

하이브리드DGNSS 기준국시스템및제어방법 서기열, 박상현, 조득재, 서상현 2010.09.28 10-2010-0093621 특허 한국

항법신호이상발생위성제거를통한의사거리보정방법 조득재, 유윤자, 박상현 2010.09.28 10-2010-0093702 특허 한국

해양거품제거장치, 이를갖는해양거품제거시스템및해양거품제거방법 오승용, 박용주, 명정구 2010.10.07 10-2010-0097614 특허 한국

해양구조물의유체정하중계측장치 최성권, 성홍근, 김 식, 박인보, 김진하 2010.10.07 10-2010-0097867 특허 한국

몰수체내항성능시험장치 성홍근, 최성권, 남보우, 김진하, 홍장표, 2010.10.15 10-2010-0100650 특허 한국

신승호

소나및소나구동방법 변성훈, 김시문, 박종원, 김승근, 최 철, 2010.10.15 10-2010-0100846 특허 한국

임용곤

수평세팅기능을구비한해저지반조사장치 장인성, 권오순 2010.10.15 10-2010-0100955 특허 한국

부유식 LNG 터미널의시운전시스템 성홍근, 홍장표, 홍석원, 홍사 2010.10.19 10-2010-0102027 특허 한국

트라포드결속시스템 오 민 2010.10.19 10-2010-0101693 특허 한국

사장식초장대해중터널및그시공방법 한상훈, 박우선 2010.10.22 10-2010-0103664 특허 한국

부유식조류발전장치및그시공방법 한상훈, 박진순, 이광수 2010.10.25 10-2010-0103997 특허 한국

유속증가구조를갖는수문케이슨 박우선, 정원무, 오상호 2010.10.25 10-2010-0104136 특허 한국

현수식해중터널 박우선, 한상훈 2010.10.25 10-2010-0104138 특허 한국

몰수체의경계층제어용나노입자생성방법 김충만, 황승현, 이창용, 김경열, 안해성, 2010.10.26 10-2010-0104567 특허 한국

이 연, 반석호

몰수체의경계층제어용나노입자생성장치 김충만, 황승현, 이창용, 반석호, 김경열, 2010.10.26 10-2010-0104569 특허 한국

안해성, 이 연

3절링크벡터추진기및그제작방법 이종무, 최현택, 김기훈 2010.10.26 10-2010-0104570 특허 한국

이차원의엇갈림구조로배열된수신음향트랜스듀서를갖는이미징소나 김시문, 변성훈, 임용곤, 김승근 2010.10.26 10-2010-0104848 특허 한국

직교특성의송신신호를사용하여갱신율을증가시킨이미징소나 김시문, 변성훈, 임용곤, 김승근 2010.10.26 10-2010-0104849 특허 한국

선박파공부위응급봉쇄장치 신성규, 권기생, 정경태, 안 춘 2010.10.28 10-2010-0106151 특허 한국

다단재열랭킨사이클을이용한해양지열발전시스템 김현주, 이호생, 문덕수, 정동호 2010.11.03 10-2010-0108656 특허 한국

위성전파항법시스템위성시계오차최적보간기법 박상현, 조득재 2010.11.12 10-2010-0112820 특허 한국

GPS를이용한파고측정장치및방법 조득재, 서기열 2010.11.12 10-2010-0112821 특허 한국

선박통항안전보조장치및방법 조득재, 박상현 2010.11.12 10-2010-0112822 특허 한국

해양표층수와해양심층수를이용한히트펌프냉,난방장치및작동방법" 김현주, 문덕수, 정동호, 이호생 2010.11.19 10-2010-0115653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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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갯벌용운행장치 홍 섭, 여태경, 최종수, 김형우 2010.11.25 10-2010-0117820 특허 한국

식물플랑크톤유래고니아톡신검출용항체제조및검출기법 장 만, 이재학, 이택견 2010.11.29 10-2010-0119317 특허 한국

황천시최적운항을위한선박의하이브리드추진장치 이진태, 문일성 2010.11.30 10-2010-0120540 특허 한국

황천시최적운항을위한선박의하이브리드추진방법 이진태, 문일성 2010.11.30 10-2010-0120541 특허 한국

초음파를이용한빙해수조얼음두께계측시스템및그계측방법 김현수, 이춘주 2010.12.01 10-2010-0121423 특허 한국

해양부착미소생물배양장치 정승원, 김 옥, 심원준 2010.12.03 10-2010-0122863 특허 한국

식물플랑크톤배양장치 정승원, 김 옥, 조성록, 김시욱 2010.12.06 10-2010-0123227 특허 한국

해양심층수를이용한해삼의하면억제및축양기술 김현주, 문덕수, 정동호, 이승원, 김아리, 2010.12.07 PCT/KR2010/ 특허 PCT

김무중, 최미연, 함윤호 008699

선박파공부위응급봉쇄장치 신성규, 권기생, 정경태, 안 춘 2010.12.08 PCT/KR2010/008763 특허 PCT

해조류를이용한바이오에탄올제조용고압액화추출물및이의제조방법 강도형, 이현용, 한재건, 박흥식, 이희승, 2010.12.09 1-2010-03304 특허 베트남

강래선

다단재열랭킨사이클을이용한해양지열발전시스템 김현주, 정동호, 문덕수, 이호생 2010.12.10 PCT/KR2010/008833 특허 PCT

파랑제어용플랩어셈블리및플랩형파랑제어시스템 박우선, 한상훈, 오상호, 김건우, 장인성, 2010.12.16 10-2010-0129147 특허 한국

장세철

파랑제어용폰툰어셈블리및폰툰형파랑제어시스템 박우선, 한상훈, 오상호, 김건우, 장인성, 2010.12.16 10-2010-0129148 특허 한국

장세철

파랑제어용파일어셈블리및파일형파랑제어시스템 박우선, 한상훈, 오상호, 김건우, 장인성, 2010.12.16 10-2010-0129149 특허 한국

장세철

위성항법장치와무선통신단말기가장착된트랜스폰더를이용한 변성훈, 김시문, 임용곤, 이판묵, 박종원, 2010.12.22 10-2010-0132887 특허 한국

위치추적및통신시스템과그방법 김승근

입자 상속도법을이용한팩아이스컨디션에서의분포도계산장치 조성락, 이춘주, 반석호, 백부근 2010.12.23 10-2010-0133156 특허 한국

입자 상속도법을이용한팩아이스컨디션에서의분포도계산방법 조성락, 이춘주, 백부근 2010.12.23 10-2010-0133157 특허 한국

AIS 기반DGNSS 무결성감시시스템 서기열, 박상현 2010.12.24 10-2010-0134128 특허 한국

의사거리측정잡음감시기반위성전파항법시스템위성시계고장검출및 박상현, 조득재 2010.12.24 10-2010-0134321 특허 한국

고장위성식별기법

수신기시계오차감시기반위성전파항법시스템위성시계고장검출및 박상현, 서기열 2010.12.24 10-2010-0134322 특허 한국

고장위성식별기법

해양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서기열, 조득재, 서상현 2010.12.24 10-2010-0134320 특허 한국

변동행동공간탐색법을이용한선박충돌회피지원시스템 손남선, 김선 , 공인 2010.12.28 10-2010-0136847 특허 한국

극지운항용선박의화재진압장치의결빙방지장치 정성엽, 이춘주, 조성락 2010.12.30 10-2010-0138605 특허 한국

이산화탄소해양지중저장을위한바이패스형파이프라인수송공정 조맹익, 허철, 강성길 2010.12.30 10-2010-0138628 특허 한국

안전해석모의실험장치

이산화탄소해양지중저장을위한바이패스형파이프라인수송공정 조맹익, 허철, 강성길 2010.12.30 10-2010-0138629 특허 한국

안전해석모의실험방법

부등편모조류또는착편모조류에속하는미세조류의지방산으로부터 강도형, 허수진, 오철홍, 주세종, 2010.12.31 PCT/KR2010/ 특허 PCT

트리 리세라이드또는지방산메틸에스테르를추출하는방법및 아부아판, 이대원, 정미누 009618

이를이용한바이오디젤제조방법

분말시료투하장치 조성록 2010.12.31 10-2010-0013937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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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등록현황

1건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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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55건48건
국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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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39건
국내 국외

34건2009

특허명 참여연구원 등록일 등록번호 분류 출원국

해양심층수를이용한고품질벼생산방법 강원희, 윤병성, 김현주, 이승원 2010.01.06 10-0936661 특허 한국

부유식해양구조물의계류형고정구조 홍사 , 경조현, 김진하 2010.01.08 10-0937141 특허 한국

복합형심해무인잠수정시스템 이판묵, 이종무, 전봉환, 최현택, 이계홍, 2010.01.15 10-0938479 특허 한국

김기훈,  백 혁, 임용곤, 김덕진, 조성권, 

홍석원

수중탱크내액체물질원격회수장치및액체물질회수방법 최혁진, 이경중, 이문진, 변성훈, 강창구 2010.01.27 ZL200580006002.0 특허 중국

부양구조물의계류장치 심재설, 김선정, 민인기, 이동 , 박광순, 2010.02.03 10-0941621 특허 한국

권재일

수중탐사/개발체의수동/자동복합제어시스템 최현택, 이판묵 2010.02.04 10-0941998 특허 한국

프리앰블이득을갖는신호프레임생성방법및장치 최 철, 임용곤 2010.02.10 10-0943098 특허 한국

부양구조물의보조계류장치 심재설, 김선정, 민인기, 이동 , 박광순, 2010.02.18 10-0944243 특허 한국

권재일

해조류를이용한바이오에탄올제조용고압액화추출물및이의제조방법 강도형, 이현용, 한재건, 박흥식, 이희승, 2010.02.19 4459294 특허 일본

강래선

차동형수중압력측정장치 이동 , 박광순, 김상익, 박경수 2010.03.02 10-0946255 특허 한국

흑진주조개알추출물의항원단백질및이에특이적인항체를이용하여 강도형, 최광식, 정희도, 박흥식 2010.03.08 10-0947742 특허 한국

흑진주조개의번식량을예측하는방법

쉐이커를구비한헤드스페이서 심원준, 조성록, 황근춘, 김문구, 김관국 2010.04.02 10-0952068 특허 한국

해양심층수를이용한미네랄성분이강화된발아현미의제조방법 이종호, 강원희, 윤병성, 김호승, 김현주, 2010.04.02 10-0952107 특허 한국

이승원

위그선용날개 신명수, 김윤식 2010.04.05 10-0952473 특허 한국

컨테이너터미널의선석계획및자원계획시스템 홍창우, 조희정 2010.04.09 10-0953376 특허 한국

다목적해상형부유식심층수취수플랜트 김현주, 정동호, 정현, 오태원 2010.04.19 10-0954810 특허 한국

가스자원용부유식해상플랜트시스템 박종천, 이병혁, 이희수, 문진권, 황성철, 2010.05.03 10-0957170 특허 한국

석 준

인공동면유도기술및운송기술및그장치 김완수 2010.05.04 7707969 특허 미국

선박용다목적임무형모듈장치 강희진, 이동곤 2010.05.04 10-0957538 특허 한국

계층형컨테이너터미널관리시스템및그방법 홍창우, 엄호 , 최운호 2010.05.28 10-0961631 특허 한국

위성전파항법수신시스템의원시정보측정잡음산출장치및방법 박상현, 조득재, 서상현, 최진규, 서기열 2010.06.08 10-0964003 특허 한국

해양탐사용견인센서의유실방지시스템 유해수, 김진수, 민동주, 양준모 2010.06.11 10-0964814 특허 한국

걸림방지구조를갖는해양탐사용견인센서 유해수, 김동춘, 김광희, 김수정 2010.06.23 10-0964815 특허 한국

퇴적물로부터용출되는물질의배양장치 조성록, 김은수, 김경태, 강성현, 김종근, 2010.06.24 10-0967348 특허 한국

박준건

해양생물표본촬 장치및방법 김 성, 오지나, 김웅서 2010.07.02 10-0969248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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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등록

특허명 참여연구원 등록일 등록번호 분류 출원국

컨테이너터미널의운 계획을위한예외관리및처리시스템과그방법 홍창우, 엄호 , 천혜성 2010.07.07 10-0970168 특허 한국

해조류를이용한바이오에탄올제조용고압액화추출물및이의제조방법 강도형, 이현용, 한재건, 박흥식, 이희승, 2010.07.27 7763724 특허 미국

강래선

부유체운동실험용예인및계류장치 홍사 , 경조현, 김진하 2010.08.03 10-0974849 특허 한국

해양표지물설치를위한수중돌출암측량방법및이를이용한지반조사와 안재천 2010.08.12 10-0976766 특허 한국

기초부시공방법

버킷기초를활용한해양말뚝보강장치 권오순, 장인성, 권 호, 박신 , 기민주, 2010.08.18 10-0977979 특허 한국

오희진

다기능컨테이너자가하역장치및그의스큐보정시스템 김승남 2010.08.20 10-0978297 특허 한국

범용신호처리프로세서를이용한재구성가능한길쌈부호화방법과 김승근, 임용곤, 김시문, 박종원, 최 철, 2010.08.30 10-0980090 특허 한국

비터비복호화방법및그장치 변성훈

수중음향통신시스템및통신방법 박종원, 임용곤, 고학림 2010.08.30 10-0980091 특허 한국

위성전파항법보강시스템 조득재, 박상현, 서상현 2010.08.30 10-0980093 특허 한국

수중세장체VIV하중계수계측을위한가진장치 최종수, 홍섭, 김형우, 여태경, 신승호 2010.09.01 10-0980698 특허 한국

부등편모조류또는착편모조류에속하는미세조류의지방산으로부터 강도형, 허수진, 오철홍, 주세종, 2010.09.13 10-0983023 특허 한국

트리 리세라이드또는지방산메틸에스테르를추출하는방법및이를 아부아판, 이대원, 정민주

이용한바이오디젤제조방법

원격제어수중로봇팔의작업공간구동및자동제어마스터시스템 전봉환, 심형원, 이판묵, 백 혁 2010.10.01 10-0986215 특허 한국

이종통신방식간의선박위치정보제공시스템 박상현, 서상현, 서기열 2010.10.11 10-0988359 특허 한국

트롤어구 김성, 오지나, 김웅서, 심재설, 이윤호 2010.10.27 10-0991372 특허 한국

네트워크기반의예선사용지원시스템및방법 김연규, 김선 2010.11.01 10-0992577 특허 한국

인공동면유도기술및운송기술및그장치 김완수 2010.11.03 280566 특허 멕시코

해양생물의인공동면유도방법및유도장치 김완수 2010.11.03 2007100095865 특허 중국

네트워크기반의예선사용지원시스템및방법 김연규, 김선 2010.11.01 10-0992577 특허 한국

인공동면유도기술및운송기술및그장치 김완수 2010.11.03 280566 특허 멕시코

해양생물의인공동면유도방법및유도장치 김완수 2010.11.03 2007100095865 특허 중국

해양생물표본촬 장치및방법 김 성, 오지나, 김웅서 2010.11.16 7,835,632 B2 특허 미국

컨테이너이송차량시스템의 4륜구동장치 김승남 2010.11.18 10-0996408 특허 한국

오염차단막위치및형상모니터링시스템과이를이용한방법 이문진, 김혜진 2010.11.24 10-0997428 특허 한국

회전식전단강도시험기기용관절장치 지상범, 이현복, 함동진, 고 탁, 황근춘, 2010.11.26 10-0998047 특허 한국

어 상

레이더횡단면특성을이용한비상조난위치표시장치 강희진, 이동곤, 박철수 2010.12.02 10-0999442 특허 한국

초고속선박을위한오토파일럿시스템 신명수, 박홍준 2010.12.06 10-1000445 특허 한국

수중음향통신용수신기의전단신호처리방법및장치 김승근, 임용곤, 김시문, 박종원, 최 철, 2010.12.07 10-1000972 특허 한국

변성훈

중공형체인등부표 한상훈, 박우선, 이광수, 박진순 2010.12.08 10-1001470 특허 한국

파괴를방지하기위하여단부를보강한인공어초겸용테트라포드 오 민, 이호용, 이 호 2010.12.10 10-1002006 특허 한국

예인선의과도장력에의한전복경보시스템 윤현규, 김선 , 여동진, 김연규 2010.12.16 10-1003499 특허 한국

수중음향통신용수신기의혼합증대현채널등화방법및장치 김승근, 임용곤, 김시문, 박종원, 최 철, 2010.12.28 10-1005843 특허 한국

변성훈, 윤창호, 박진

합성개구레이더를이용한이동체속도츨정방법 양찬수, 김윤섭 2010.12.19 10-1006080 특허 한국

위치인식및센서네트워크기반능동형비상관제시스템 강희진, 이동곤, 이진태 2010.12.30 10-1006461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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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 책임자 계약일자 실시자

214 운동특성연산모델기술 공인 2010.01.01 ㈜도담시스템즈

PCBs가제거된절연유재생산방법및그에따른 PCBs가제거된절연유 이희승 2010.01.12 ㈜에코지에스텍

해양수조모형시험기법 홍사 2010.02.11 삼성중공업㈜

선형평가용수치해석시스템(WAVIS) 유지보수기술 김 진 2010.03.23 ㈜현대미포조선

선형평가용수치해석시스템(WAVIS) 유지보수기술 김 진 2010.04.01 ㈜한진중공업

ISO 표준속력시운전해석프로그램(ST10-M) 김은찬 2010.04.21 ㈜성동조선해양

수중무선통신시스템개발 임용곤 2010-05-25 ㈜LIG넥스원

㈜경원훼라이트공업

선형평가용수치해석시스템버전2.1 (WAVIS Ver. 2.1) 김 진 2010.05.31 ㈜현대중공업

노력도해역Data Base 1식및쌍동형연안여객선Data Base 1식 공인 2010.06.01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생물자원개발시스템개발 (관련특허2건/수초섬, 부잔교및이를이용한파도상쇄방법) 박용주 2010.06.10 ㈜오션파트너

저항추진성능추정프로그램(PN12) 김은찬 2010.06.30 (주)에이치엠티

선형평가용수치해석시스템(Wavis ver 1.3) 반석호 2010.07.22 경상대학교

잠수함수상항해조함시뮬레이터시스템구축용 SW 및DB 기술 공인 2010.08.02 ㈜동강엠텍

연안지역육도-해도접합지형도제작방법 심재설 2010.09.09 혜인이엔씨

프로펠러설계및성능해석용프로그램 문일성 2010.09.30 ㈜대한조선

천해용자율무인잠수정(AUV) 기술 이판묵 2010.12.15 (주)한화

보유기술이전현황

2010

2009

2008 681백만(원

1,903백만(원

2,05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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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Report 2010 _ Communication with Future

KORDI 부록

●

수행연구과제

논문발표실적

지식재산권현황

포상및주요인력
KORDI 뉴스

1

5

9

13

17 18 19 20

21 22 23 24

14 15 16

10 11 12

6 7 8

2 3 4

1. 산업포장홍 섭

2. 과학기술포장송동일

3. 대통령표창김승근

4. 국무총리표창강성균

5. 국무총리표창정경태

6. 장관표창유주형

7. 장관표창한종엽

8. 장관표창엄주열

13. 장관표창김시문

14. 장관표창박준수

15. 장관표창김광희

16. 장관표창김연규

9. 장관표창김 창

10. 장관표창안종우

11. 장관표창장세철

12. 장관표창김병주

17. 장관표창이춘주

18. 장관표창이판묵

19. 장관표창국종성

20. 장관표창강성길

21. 장관표창황근춘

22. 장관표창이혜경

23. 이사장표창구본관

24. 총장표창이윤호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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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명 성 명 직 급 소 속 수상일 공적사항 비 고

산업포장 홍 섭 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05.31 해양수산진흥을통한국가산업발전에기여 행정안전부

과학기술포장 송동일 책임행정원 행정관리부 12.31 과학기술진흥을통한국가발전에기여 행정안전부

대통령표창 - - 한국해양연구원 12.31 과학기술진흥을통한국가발전에기여 행정안전부

대통령표창 김승근 선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05.31 해양수산진흥을통한국가산업발전에기여 행정안전부

국무총리표창 강성균 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05.31 해양수산진흥을통한국가산업발전에기여 행정안전부

국무총리표창 정경태 책임연구원 해양환경방제연구부 12.31 과학기술진흥을통한국가발전에기여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유주형 선임연구원 해양위성센터 02.02 국토해양업무발전에기여 국토해양부(습지의날)
장관표창 - - 한국해양연구원 02.03 국가녹색기술대상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표창 - - 한국해양연구원 09.29 우수도서관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한종엽 책임기술원 학술정보팀 04.21 국가과학기술발전에이바지한공로 교육과학기술부(과학의날)
장관표창 엄주열 기술원 해양운송연구부 04.21 국가과학기술발전에이바지한공로 교육과학기술부(과학의날)
장관표창 김 창 선임행정원 사업관리팀 05.25 조선해양산업발전에기여 지식경제부

장관표창 안종우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05.25 조선해양산업발전에기여 지식경제부

장관표창 장세철 기술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05.31 해양수산진흥을통한국가산업발전에기여 국토해양부(바다의날)
장관표창 김병주 선임행정원 운 지원팀 05.31 해양수산진흥을통한국가산업발전에기여 국토해양부(바다의날)
장관표창 김시문 선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05.31 해양수산진흥을통한국가산업발전에기여 국토해양부(바다의날)
장관표창 박준수 선임행정원 연구관리팀 06.30 국토해양연구개발진흥에기여 국토해양부

장관표창 김광희 선임연구원 해양위성관측기술연구부 03.23 기상업무발전에기여 환경부

장관표창 김연규 책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09.15 조선산업발전에기여 지식경제부(조선의날)
장관표창 이춘주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05.25 조선해양산업발전에기여 지식경제부

장관표창 이판묵 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12.06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표창 국종성 선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12.31 기관운 성과제고에기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표창 강성길 선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12.31 기관운 성과제고에기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표창 황근춘 책임기술원 기기검교정·분석센터 12.31 기관운 성과제고에기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표창 이혜경 연구사업인력 해양환경·방제연구부 12.31 국토해양업무발전에기여 국토해양부

이사장표창 구본관 책임기술원 행정지원실 10.30 국가과학기술발전에기여 기초기술연구회

총장표창 이윤호 책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12.27 UST 학사발전및출연연캠퍼스간상호협력에기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외부수상 /  포상

우수논문상

구 분 저 자 소 속 논문제목 학술지명/권(호)/페이지

안 준, 안보은, 한아름, 김해미, 해양바이오연구센터 Structural basis for the specialization of Nur, a nickel-specific Nucleic Acids Research,
천경미, 심정희, 조 복, 리정해, 차선신 Fur homologue, in metal sensing and DNA recognition 37(10), 3442-3451 

박철수, 설한신, 김광수, 성우제 해양운송연구부 A study on propeller noise source localization in a cavitation Ocean Engineering, 
tunnel 36(9-10), 754-762

이흥재, 조철호, 이 석 해양환경·방제연구부 Tongue-shaped frontal tructure and warm water intrusion Journal of Geophysical
in the southern Yellow Sea in winter Research, 114(1)

국종성, Fei-Fei Jin 기후·연안재해연구부 Left-hand rule for synoptic eddy feedback on low-frequency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flow 36(LO5709), 1-5

최동한, 노재훈 해양바이오연구센터 Phylogenetic diversity of Synechococcus strains isolated from FEMS Microbiology
the East China Sea and the East Sea Ecology, 69(3), 439-448

이진학, 문성호 연안개발·에너지 Backcalculating pavement structural properties using International Journal for Numerical
연구부 a Nelder-Mead simplex search and Analytical Methods in 

Geomechanics, 33(11), 1389-1406

김병남, 윤석왕 동해특성연구부 Nonlinear parameter estimation in water-saturated sandy Ultrasonics, 49(5),438-445
sediment with difference frequency acoustic wave

박일룡, 김광수, 김 진, 반석호 해양운송연구부 A volume-of-fluid method for incompressible International Journal for
free surface flows Numerical Ethods in Fluids, 

60(12), 1331-1362

남보우, 김용환, 김대웅, 김용수 해양구조물·플랜트 Experimental and numerical studies on ship motion Journal of Ship Research, 
연구부 responses coupled with sloshing in waves 53(2), 68-82

최우수

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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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논문피인용상

Ocean and Polar Research 논문상

우수부서포상

우수직원포상

구 분 성 명 소 속 대상기간 피인용횟수 비 고

우수논문피인용상 심원준 남해특성연구부 1995-2009년 (15년) 133회 주저자기준

구 분 저 자 소 속 논문제목 권(호)/페이지

우수 양희철 해양정책연구실 강의퇴적물과황해경계획정적용가능성에관한연구 3(1), 31-50 
우수 신창웅 기후연안재해연구부 Chracteristics of a warm eddy observed in the Ulleung Basinin July 2005 31(4), 283-296

구 분 부서명 부서장

최우수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이정현

우 수 해양생물자원연구부 명정구

우 수 기후·연안재해연구부 이재학

우 수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공인

우 수 해양시스템연구부 이판묵

우 수 남해특성연구부 이택견

우수연구부서
구 분 부서명 부서장

최우수 기획팀 김 성

우 수 재무총괄팀 김원태

우 수 인사·교육팀 노원대

우 수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장도수

우 수 사업관리팀 황우연

우 수 연구선운항팀 이민수

우수지원부서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올해의KORDI인상 전략개발실 책임연구원 김동성

이달의KORDI인상 해양생물자원연구부 책임연구원 김완수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희승

남해특성연구부 책임연구원 김 옥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책임연구원 홍사

해양홍보상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책임연구원 박흥식

청렴공직자상 총무·시설팀 행정원 김보연

우수업적상 해양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양희철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선임행정원 박 봄

연구관리팀 선임행정원 김남훈

기후·연안재해연구부 책임연구원 전동철

심해·해저자원연구부 선임연구원 주세종

해양위성·관측기술연구부 선임연구원 정섬규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책임연구원 이진학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차선신

홍보팀 선임행정원 김나

재무총괄팀 행정원 홍광유

해양운송연구부 선임연구원 강희진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선임연구원 박상현

해양시스템연구부 선임연구원 최 철

사업관리팀 기술원 오용준

총무·회계팀 행정원 변성수

남해특성연구부 책임연구원 염승식

동해특성연구부 연수연구원 김병남

근무유공상 전략개발실 연구사업인력 차정미

성과확산팀 행정원 박현수

해양환경·방제연구부 단위연구사업인력 서경덕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유공상 해양위성·관측기술연구부 연구원 조성익

학술정보팀 행정원 전윤희

첨단연구인프라사업단 계약직기술원 김 준

기획팀 행정원 김연실

자재·계약팀 행정원 윤선희

해양운송연구부 기술원 임동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연구원 박세길

해양시스템연구부 연구사업인력 백 혁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기술원 최성권

시설·자재팀 기술원 조 철

남해특성연구부 기술원 한기명

연구선운항팀 기술원 강선규

연구선운항팀 기술원 배상욱

운 지원팀 행정원 정연우

동해특성연구부 단위연구사업인력 김현욱

동해특성연구부 전문연구사업인력 장요순

모범해양인상 동해특성연구부 연구사업인력 박신재

명예근로봉사상 총무·시설팀 용역직 홍 훈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파견직 장주희

시설·자재팀 용역직 박성자

운 지원팀 용역직 김성내

동해특성연구부 파견직 박서윤

특별포상 총무·시설팀 용역직(시설유지분야) -

(단체명예근로봉사상)

우수인턴 동해특성연구부 인턴연구원 최문정

남해특성연구부 인턴연구원 주혜미

운 관리팀 인턴행정원 황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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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굴

1) 2) 3) 4) 5) 6) 7) 8) 9) 10)

부서명 성 명 직 급 최종학교 전공/학위 학위논문제목
해양운송연구부 김유철 1) 선임연구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박사 표면유선에정렬된날개단면을이용한프로펠러형상설계

운 지원팀 김종근 2) 행정원 인제대 국어국문/학사 -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김희진 3) 행정원 고려대 심리학/석사 관여도와광고반복이시각적소멸에미치는 향

전략개발실 류종성 4) 선임연구원 서울대 해양학/박사 새만금갯벌저서동물군집의대상분포및이를결정하는환경요인

해양위성센터 박 제 5) 책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박사 레이저펄스의시간적모양이CO2 라이다의신호해석에미치는 향

기후·연안재해연구부 박재훈 6) 선임연구원 일본, 히로시마대 선박해양공학과/박사 Study on the analyses of the coastal acoustic tomography data
해양시스템연구부 심형원 7) 선임연구원 충남대 메카트로닉스공학/박사 잠수정운동보상기반수중로봇팔의작업지향형작업공간구동기법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양 훈 8) 연구원 충남대 선박해양공학/석사 인간공학적 bridge conning display 설계에관한연구

해양생물자원연구부 유옥환 9) 선임연구원 전남대 지구환경과/박사 Population ecology and production of the benthic amphipods (Crustacea) 
in a temperate sandy shore, southern Korea

기후·연안재해연구부 유제선 10) 선임연구원 미국, 건설및환경공학/박사 Nonlinear bathymetry inversion based on wave property estimation from nearshore 
조지아공과대 video imagery

부서명 성 명 직 급 최종학교 전공/학위 학위논문제목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이종석 11) 선임연구원 미국, 퍼듀대 화학과/박사 Second generation synthesis of  Cephalostatin 1 analogs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이호생 12) 선임연구원 부경대 냉동공조/박사 탄화수소계냉매를이용한냉동시스템의성능특성에관한연구

연구선운항팀 임은주 13) 기술원(행) 목포해양대 해양경찰학/학사 -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장도수 14) 책임연구원 미국, 델라웨어대 해양정책학/박사 Access to marine genetic resources under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정정열 15) 선임연구원 중앙대 기계공학/박사 마이크로히터및마이크로유로에서의열및유체흐름에관한연구

남해특성연구부 정지현 16) 선임연구원 동의대 생물학/박사 내분비계장애물질 2,2’,4,4’,5,5’-hexachlorobiphenyl과 4-nonylphenol이조피볼락, 

Sebastes schlegeli의난황단백전구체생성에미치는 향

첨단연구인프라사업단 조 만 17) 책임행정원 고려대 도시및지방행정/석사 예산낭비신고제도운 에관한연구 - 예산낭비신고사례를중심으로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최동한 18) 선임연구원 서울대 해양학/박사 Bacterial ecology in selected coastal waters and its application to assessing 
marine ecosystem disturbance 

사업기획팀 최호준 19) 행정원 미국, 볼링그린주립대 경 학/석사 -
해양위성센터 한희정 20) 기술원 아주대 정보통신공학/석사 해양원격탐사멀티미디어자료배포를위한메타데이터전송방법연구

연구관리팀 현명섭 21) 행정원 연세대 행정학/학사 -

주요인력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직위 성 명 학위/전공 E-mail
원장 강정극 박사/지질학 jkkang@kordi.re.kr 
감사 박현수 박사/화학공학 nhspark@kordi.re.kr 
감사부장 조경래 석사/경 학 klcho@kordi.re.kr 
검사역 김재순 - kimjs@kordi.re.kr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장 장도수 박사/해양정책학 dsjang@kordi.re.kr 
정책본부장 권문상 박사/법학 mskwon@kordi.re.kr 
해양정책연구실장 오위 박사/에너지정책 wyoh@kordi.re.kr 
전략개발실장 김동성 박사/생물과학 dskim@kordi.re.kr 
연구총괄본부장 채장원 박사/토목공학 jwchae@kordi.re.kr 
해양환경·방제연구부장 정경태 박사/용용수학 ktjung@kordi.re.kr 
기후·연안재해연구부장 이재학 박사/해양물리 jhlee@kordi.re.kr 
심해·해저자원연구부장 문재운 박사/지질학 jwmoon@kordi.re.kr
해양생물자원연구부장 명정구 박사/자원생물학 jgmyoung@kordi.re.kr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장 박우선 박사/구조공학 wspark@kordi.re.kr
해양위성·관측기술연구부장 이용국 박사/해양학 yklee@kordi.re.kr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 이정현 박사/미생물학 jlee@kordi.re.kr
기기검교정·분석센터장 김은수 박사/해양화학 eskim@kordi.re.kr
연구개발실장 김채수 석사/해양학 ckim@kordi.re.kr
자료정보실장 김성대 박사/해양학 sdkim@kordi.re.kr
기획관리본부장 임장근 박사수료/행정학 jglim@kordi.re.kr 
경 기획부장 김세용 석사/법학 sykim@kordi.re.kr
행정관리부장 송동일 - disong@kordi.re.kr
종합연구선건조사업단장(부장) 석봉출 박사/해양지질학 bcsuk@kordi.re.kr 

주요보직자
본원

직위 성 명 학위/전공 E-mail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장 임용곤 박사/전자공학 yklim@moeri.re.kr 
해양운송연구부장 반석호 박사/조선해양공학 shvan@moeri.re.kr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장 공인 박사/조선해양공학 iygong@moeri.re.kr 
해양시스템연구부장 이판묵 박사/기계공학 pmlee@moeri.re.kr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장 홍기용 박사/해양공학 kyhong@moeri.re.kr
사업지원실장 구광모 학사/행정학 kmkoo@moeri.re.kr
운 관리실장 박수인 석사/경 학 sipark@moeri.re.kr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남해연구소

동해연구소

직위 성 명 학위/전공 E-mail
남해연구소장 김성렬 박사/지구물리학 srkim@kordi.re.kr 
남해특성연구부장 이택견 박사/생물학 tklee@kordi.re.kr 
행정지원실장 구본관 석사/전자계산학 bkkoo@kordi.re.kr

직위 성 명 학위/전공 E-mail
동해연구소장 박찬홍 박사/지구물리 chpark@kordi.re.kr 

동해특성연구부장 노충환 박사/수산학 chnoh@kordi.re.kr

운 지원실장 김태 석사/국제경제 tykim@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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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DI 뉴스
Annual Report 2010 _ Communication with Future

KORDI 부록

●

수행연구과제

논문발표실적

지식재산권현황

포상및주요인력

KORDI 뉴스

1월
/ 

Ja
nu

ar
y

01월 05일
시무식

01월 13일
한국해양연구원-숭실대학교상호협력협약식

01월 22일

2009년기관운 성과보고회개최

01월 20일
한국해양학위원회(KOC) 제1차총회개최

01월 28일

(주)한국수력원자력울진원자력

이용태본부장연구원내방 / 동해분원

01월 28일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KIMST)
이장훈원장내방/ 동해분원

01월 06일
지식경제위원회조정식국회의원연구원

내방 01월 17-19일
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 타이라

(Taira) 부원장일행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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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01일
신임부서장임명식

02월 11일
인사혁신컨설팅최종보고회개최

02월 10일
한국해양연구원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 해군방위사업청

‘함정기술교류협력‘에관한협약체결/ 대덕분원

02월 17일
중장기홍보전략수립컨설팅최종보고회개최

02월 03일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김병일사무총장

연구원내방

02월 02일
해양환경모의실험수조 시연회실시

02월 05일

Green Ocean 시대, 코펜하겐이후의해양전략

세미나개최 / 서울프라자호텔

02월 23일

2010 기관평가현장실사실시/ 대덕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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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02일
한국해양연구원-LIG넥스원(주)
‘수중무선통신시스템상용화’를위한

기술이전협정식

03월 17일
무지개지역아동센터어린이연구원견학

03월 26일
한국해양연구원 - 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

(JAMSTEC) 업무협약체결

03월 16-17일
제1차황해및동중국해해양예보시스템

한중공동워크숍개최/ 제주풍림리조트

03월 30일
한국해양연구원-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한국해양수산개발원3자간

업무협약체결

03월 31일
한국해양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업무협약체결

03월 24일
해양과학체험전시관 ‘KORDIUM’ 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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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12일
농촌진흥청퇴직간부연구원내방

04월 12일
이용국 책임연구원, 천안함 민군합동

조사(위) 고문으로위촉

04월 21일
베트남과학기술원부소장

일행연구원내방

04월 29일
이홍금박사, 극지연구소장

임명

04월 29일
기초기술연구회민동필이사장 연구원내방

04월 30일
한국해양연구원 - 한국과학창의재단

상호협력을위한협약체결

04월 29-30일
한·미해양관측및데이터패널회의

04월 14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 아국회의원연구원내방

04월 22일
중국해양대학교

총장일행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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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03일
김성렬박사남해연구소장임명

05월 07일
학문후속세대양성을위한

KORDI Open Lab 행사개최

05월 06일

2010 세계해양포럼

(GOC) 참석/ 파리프랑스
05월 10일
과학기술계출연(연) 
민간위원회일행연구원내방

05월 12-14일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05월 18일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설립

15주년기념식/ 중국청도한중센터

05월 29일

‘바다의날’ 기념행사개최

05월 03일
한국해양연구원해양시스템

안전연구소 - 선박안전기술공단과의

업무협약체결 / 대덕분원

05월 15일
국토해양랜드마크해양체험프로그램
바다목장체험/ 통 바다목장

05월 27일
한국해양연구원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업무협력협약식

KORD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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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16일
제38회아시아수산학회이사회개최

06월 16일
제1회해변아카데미개최

/ 서울교육문화회관

06월 18일
학교로가는동해바다

과학교실 / 동해분원

06월 18일
동해연구소개소2주년기념식

/ 동해분원

06월 27일
세계최초정지궤도해양관측

위성(천리안) 발사성공

/ 기아나꾸루우주센터

06월 19일
국토해양랜드마크해양체험

프로그램장목호승선체험

/ 남해분원

06월 30일-07월 02일

2010 국토해양기술대전참가

/ 코엑스

06월 01일
한국해양연구원 - 국립과천과학관

상호협력협정체결

06월 17일
한국해양연구원 - 플리머스해양연구소 -
KIST 유럽연구소3자간업무협약체결

06월 17일
동북아시아어류DNA 바코드워크숍개최
/ 베스트웨스턴호텔

06월 29일
한국해양학위원회(KOC) 2차총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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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08일
국토해양부권도엽제1차관

연구원내방 07월 15-16일

‘Self-Motivation 워크숍’ 개최

/ 수원라비돌리조트

07월 05일
한국해양연구원과함께하는 ‘OCEANS’
시사회개최 / 피카디리극장

07월 09일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제15차이사회개최/ 동해분원

07월 2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윤철호원장연구소내방

/ 동해분원

07월 23일
해양시료도서관기공식 / 남해분원

07월 26일
‘OCEANS’ 국토해양부시사회
/ 정부과천청사

07월 26-28일
울진지역청소년해양과학체험

프로그램개최/ 동해분원

07월 08일
외국인과학자를위한가이드북

출판기념회

KORD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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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월 04-07일
제1차한국해양연구원 - JAMSTEC 양자간협력회의

08월 02-09일
대한민국과학축전참가

/ 일산킨텍스

08월 09일
한국해양연구원동해연구소-
대한정치학회공동학술

세미나/ 동해분원

08월 20일

2010 기관운 성과보고회개최

08월 14-22일

2010 열대해양체험프로그램개최

/ 한·남태평양연구센터

08월 16일

2010 을지연습실시

08월 30일
한국해양연구원 -미크로네시아

축州상호협력협약체결

/ 한·남태평양연구센터

08월 11일
한국해양연구원 - (주)한화 ‘천해용자율무인잠수정

상용화’ 를위한기술이전협정식/ 인터콘티넨털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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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01-03일
디지털국토엑스포참가

/ 일산킨텍스

09월 15일
한국해양연구원-러시아태평양

생유기화학연구소와상호연구

협력협약체결

09월 16-18일
외국인과학자를위한

‘KORDI 오리엔테이션데이’ 개최

/ 남해분원

09월 28일
녹색성장해양포럼창립1주년기념

토론회/ 소공동롯데호텔

09월 28일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중기발전전략연구발표회

/ 청도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09월 14일
제2회해변아카데미개최

/ 서울교육문화회관

09월 10일
유네스코정부간해양학위원회

의장 Sr. Javier Valladares 
연구원내방

09월 10일
김철민안산시장연구원내방

09월 15일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심해미생물

대사작용 규명「Nature 誌」논문게재’
기자브리핑/ 국토해양부

09월 29일
해양도서관제47회전국도서관대회

문화관광부장관상수상

/ 대구전시컨벤션

09월 27일
한국해양연구원 - 중국해양대학교

연구교육에관한협약체결

/ 청도중국해양대학교



129

K
orea O

cean R
esearch &

 
D

evelopm
ent Institute10

월
/ 

O
ct

ob
er

10월 26일

‘KORDIAN무한충전DAY‘ 행사개최

10월 26일

‘KORDI-NOAA Lab‘ 현판식

10월 20-22일

KORDI - IOC 세계해양환경평가

동아시아지역역량강화워크숍개최

/ 잠실롯데호텔

10월 06일
한국해양연구원남해연구소 - 
국립수산과학원남동해수산연구소 -
국립경상대학교해양과학대학

‘동남권해양수산분야학·연·기관

교류협정식’ 개최

/ 경상대학교

10월 06일
대덕분원직원식당개관

/ 대덕분원

10월 14~16일
강정극원장, Techno-Ocean 2010 
기조연설 / 일본고베

10월 28일
제37회 연구원 창립기념식 및 홈커밍데이

행사개최

10월 11일
경기도의회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단일행연구원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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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미국델러웨어대학빌리아나교수

연구원내방

11월 17일
사랑의연탄나누기행사개최

/ 안산시상록구건건동일대

11월 30일

2010 천리안해양관측위성

사용자그룹워크숍개최

11월 18일
한국해양연구원블로그 제1기기자단발족식

11월 14일
여수선언문초안마련을위한회의

/ 부산파라다이스호텔

11월 14일

2012여수세계박람회국제심포지엄및 2010세계해양포럼참석

/ 부산파라다이스호텔

KORD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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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08일
연구원사보 ‘SEE the SEA’, 2010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수상 / 프레스센터

12월 22~23일

2010 공공기관채용정보박람회

참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12월 15일
제3회Dynamic KORDI 워크숍개최/ 수원라비돌리조트

12월 01일
통가국토자원부 Sione. Halatuituia 차관일행연구원내방

12월 14일
한국해양학위원회(KOC) 3차총회개최

12월 20일
정부간해양학위원회/서태평양지역위원회

(IOC/WESTPAC) 국제과학위원회일행연구원내방

12월 23일
염기대책임연구원외8인, 정년퇴임식



한국해양연구원2010년도연보

발행인 : 강정극

기획·편집 : 성과확산팀

디자인·제작 : 모모새비즈니스

발행일 : 2011. 2. 21                           

ISSN 1225-5831

ISBN 978-89-444-1009-3



본원 (Head Quarter)
426-744 경기도안산시상록구해안로454(사동)
(Ansan P.O. Box 29, Seoul 425-600, Korea)
TEL : 82-31-400-6000   FAX : 82-31-408-5820

www.kordi.re.kr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MOERI)
305-343 대전광역시유성구신성로104(장동171) 
(P.O. Box 101, Yuseong, Daejeon 305-600, Korea)
TEL : 82-42-868-7701   FAX : 82-42-868-7711

www.moeri.re.kr

남해연구소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656-830 경남거제시장목면해양연구소길35번지

(35, Haeyang Yeonguso-gil, Jangmok-myeon, Geoje-si, Gyeongnam 
656-830,  Korea)
TEL : 82-55-639-8400   FAX : 82-55-635-3913

www.kordissri.re.kr

동해연구소 (East Sea Research Institute)
767-813 경북울진군죽변면후정리695-1
(695-1, Hujung-ri, Jukbyeon-myeon, Uljin-gun, Gyeongbuk 767-813, Korea)
TEL : 82-54-780-5200   FAX : 82-54-780-5249

http://esri.kordi.re.kr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Korea-China Joint Ocean Research Center)
6 Xianxialing Road, High-tech Park, Qingdao 266061, Shandong China
TEL : 82-532-8896-8265  FAX : 82-532-8896-4779

www.ckjorc.org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Korea-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P.O. Box Weno, Chuuk State, FSM 96942
TEL : 691-330-5729   FAX : 691-330-5730

www.ksor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