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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비롯하여 약 114개소의 실시간 

해양관측소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독도 인근 

해역에 독도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는 등 국가해양 

관측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양 

예보 시스템의 구축을 확대하고 국가해양관측망에서  

관측되는 실시간 파고, 조석, 해일, 수온, 염분, 해양기상 

자료와 인공위성 등의 원격탐사를 통해 만들어진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해양산업활동을지원할 뿐 아니라, 

연안재해를 줄이고 방지하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연안재해대응기술개발

Humanity
인류의 안전한 미래를 위하여

한국해양연구원은 바다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처하여, 안전한 바다를 펼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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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선박연구시설을 갖추고 선박에너지저감기술 

및 추진성능의 향상기술을 개발하여 선박 기능을 업그

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개념 및 친환경 선박  

핵심기술개발,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종합 안전성 평가와 

안전 설계 기술, 유체 안전성 향상기술, 선형 및 추진 장치 

설계와  성능  해석 ,  유체 ·성능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WAVIS), 극한지 공학 기술 및 쇄방선 성능 해석 등 안전

하고 친환경적이며 우수한 차세대 성능의 해양 운송체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하고 있으며, '선박안전운항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해상운송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해양운송 및 안전기술개발

Ocean
아름답고 편리한 미래의 바다로

한국해양연구원은 바다를 지키고 살리며,  첨단해양 운송과 안전기술로 바다의 실크로드를 
열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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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와 유사하고 시설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으며, 

대량생산과 탄소배출 절감과 세계 식량난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미세조류 연료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 

되고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미세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디젤 등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여 미래의 에너지 

해결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의 흐름과 파도를 이용한 조력, 조류, 파력 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양에너지 및 자원이용기술

Pioneer
거침없이 나가는 꿈의 개척자

한국해양연구원은 바다에너지와 자원개발로 미래를 밝히며 희망과 발전의 신천지를 개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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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항만건설, 매립, 도로건설, 국가산업단지조성 등  

9개 분야, 19개의 사업이 해양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환경영양 

평가를 통해 개발에 따른 해양의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 

하여, 해양환경·해양생태계의 지속성과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환경의 복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해양생태계의 진단, 평가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생태계 건강지수'를 도출함으로써 다원화

되어 가는 해양오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 보전기술개발

Explorer

밝고 희망차게, 상쾌하고 

아름답게, 즐겁고 안전하게...

내일의 바다를 향한 KORDI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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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한국해양연구원이 해양부국의 꿈을 이루어갑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2011년 한 해 새로운 해양과학 지식의 

발견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바다의 생물, 지질구조, 날씨와 

기후, 자원, 에너지, 재해 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도전적인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연구 분야에서는 피지 EEZ에 심해광물자원 독점탐사 광구를 

확보하였고,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기술을 개발한데 이어 

원료의 대량 배양실험이 가능한 파일럿플랜트를 준공하여 

바이오디젤 산유국의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연구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해양플랜트 기술을 멕시코 

국영석유연구소(IMP)에 이전하는 기술계약을 체결했으며,  

역시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수중 무선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기업에 이전했습니다. 해양바이오분야에서는 

'2011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2건의 연구 실적이 

선정되었고, 특히 강성균 박사 연구팀의 '해양 초고온성  

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개발'은 생명해양분야 

최우수성과에 선정되는 등 값진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2011년은 세계무대에서도 활약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세계 

20개국의 해양연구기관장이 참여하는 '제12차 전 지구  

해양과학협의체(POGO)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제34차 런던협약과 제5차 런던의정서 합동과학그룹 의장에 

홍기훈 박사가,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의장에는 변상경 

박사가 선출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KORDI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해양과학도서

관이 '2011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한 해의 성과들을 연보로 정리하며 한국해양연구원의  

활동을 다시 한 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임무는 바다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해양과학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스스로 증명해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당위를 입증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12년에는 세계 해양의 축제가 될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해양과학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해양과학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스스로 증명해 나아가겠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 원장  

2012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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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다시 한 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임무는 바다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해양과학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스스로 증명해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당위를 입증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12년에는 세계 해양의 축제가 될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해양과학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해양과학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스스로 증명해 나아가겠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 원장  

2012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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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연구원은 1973년 설립 이래 굳건히 쌓아온 KORDI의 

전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양과학의 연구수월성(Superior)을 

유지하고 융복합연구(Multi-disciplinary)를 수행하며 국가사회적 

문제에 책임(Accountable)있는 자세로 적극대응(Responsive)하고 시의적절(Timely)한 해양과학

기술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전
●

꿈과 열정이

가득한

KORDI

해양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

“SMART KORDI”

비전

수월성과

전문성을 갖춘 
집단지성의 

허브

글로벌

해양연구의 
구심점

Multi-disciplinary  

Accountable

Responsive 

Timely

Superior

미션 
●

해양과학기술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관할 해역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해양안전·운송
기술 개발

해양자원의
이용 기술 개발

해양환경보전
기술 개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관할 해역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해양자원의 개발·이용 및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  

능력을 축적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기능
●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해양자원의 관리이용·개발에 관한 연구

연안·항만공학 및 해양안전·운송시스템 
관련 기술 개발 

해양개발·보전을 위한 제도 연구와 
해양과학기술정책 관련 연구

극지환경·자원 조사 연구 및 
과학기지 운영

국내외 연구기관·산업체·대학·전문

단체와의 공동연구 및 기술제휴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KOR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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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경영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과 및 서비스 창조

상승(相乘)의 문화

나눔과 소통, 개방적 협력의 
열린 조직문화로 성과의 공유 추구 

선도연구 글로벌 아젠다의 선행적 해결 및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고도화·최적화

선도연구, 창의경영, 상승(相乘)의 문화로 국가와 사회에 유용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

경영목표
●

연혁 (1973~2011)
●

추진전략

1973~1989

1990~1999

2000~2011

1973. 10. 30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설립

1990. 06. 01 재단법인 한국해양연구소 설립 

2000. 05. 30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설치

1992. 03. 20 온누리호(1,422톤) 취항

2002. 04. 29 북극 스피츠베르겐 섬 니알슨에 다산기지 설치

1997. 03. 28 남해분원 설치(경남 거제시 장목면)

2008. 06. 20 동해분원 설치(경북 울진군 죽변면)

1988. 02. 17 남극 킹조지 섬에 세종과학기지 건설

1992. 03. 07 이어도호(546톤) 취항

2001. 01. 01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1995. 05. 12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치 (중국 청도)

2004. 04. 16 부설 극지연구소 설치

1999. 05. 01 대덕분원 설치 (대덕연구단지)

해양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 예측

해양방위 및 
해양재해 대응

해양에너지 및
자원 이용

해양운송체 및
시스템 개발

중점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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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현황

● 재정 현황

16.3%

21.6%

3.5%

267명

2명

459명

99명

75명

16명

임원

58.2%

0.4%

정부출연금 52,667

자체수입 131,328   
정부수탁 112,038   
민간수탁 9,861   
기타연구 3,726     

기타 5,703

총        계 183,995

28.6%

18.5%
5.8%5.6%

70.1%71.4%

2% 2% 3.7% 13.4% 51.0%3.1% 5.4% 60.9%

정부출연금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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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운영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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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구

기타
연구

기타
민간
수탁

민간
수탁

정부수탁 정부수탁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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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인건비

직접비

경상
운영비

기타

자체수입

기타
연구

기타
연구

기타
민간
수탁

민간
수탁

정부수탁 정부수탁 주요사업

수입 지출

인건비 34,091

직접비 129,002     
주요사업 24,677     
정부수탁 93,799     
민간수탁 6,900     
기타연구 3,626

경상운영비 10,715

기타 10,187     
시설비 6,457         
차입금상환 1,206 

기타 2,524

총계 183,995

금액

208,600 백만 원

주요사업

32건

99건

130건

12.3%

37.9%

49.8%

국가 R&D 사업

수탁연구사업

49,600

110,900

48,100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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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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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20

40

60

80

100

120

140

20

40

60

80

100

120

140

주요사업(자체사업) 국가R&D 사업 수탁연구사업

구분
주요사업

(자체사업포함)
국토해양부

R&D
기타부처 R&D

(교과구, 기상청, 지경부)
정부수탁

(해군, 방사청, 지자체)
민간수탁

(소액과제 포함)
합계

과제수(건) 32 61 38 44 86 261

금액(백만 원) 49,600 95,600 15,300 28,800 19,300 208,600

● 연구사업비

● 재원별 연구비 현황

(단위 : 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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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선임연구본부장

대덕분원

남해분원 

동해분원 

해양자료정보사업단

해양운송연구부

남해특성연구부

동해특성연구부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운영관리부

해양시스템연구부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운영관리부

운영관리실

연구전략본부 

창의경영본부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연구전략실

기획부

연구관리실

행정부

성과관리실

해양과학도서관

감사부

부설 극지연구소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해외연구센터

해양환경·보전연구부

기후·연안재해연구부

심해·해저자원연구부

해양생물자원연구부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해양기술정책연구부

해양바이오연구센터

해양방위연구센터

해양위성센터

기기검교정·분석센터

조직도 건물 및 부지

85,937

85,937

건물 : 30,142m2 / 부지 : 92,939m2

본원 (안산)

대덕분원 (대덕)

건물 : 40,708m2 / 부지 : 153,735m2

남해분원 (장목)

건물 : 8,141m2 / 부지 : 59,724m2

동해분원 (울진)

건물 : 6,946m2 / 부지 : 95,890m2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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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 목표 중점 추진과제 기관운영 주요성과

MARINE 
프로그램

Creative Management (창의경영)

Outstanding Achievement (우수성과 창출)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무)

Sustainable Infrastructure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Open & global Network (개방형 네트워크)

Personnel & Education (인재개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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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

‘MARINE’ 전략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 토대 확립

● 창의적이고 유연한 경영체제 확립

●  미래지향적 선도연구 및 전략적 
기술마케팅

● 국가적·사회적 기여 확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 임무·목적·성과지향적 조직운영
● 창의력·실천력 기반의 지속적 경영혁신 추진

● 창조형·선도형 유망기술의 전략적 개발
● 연구생산성 제고 및 수요지향적 성과확산

● 해양과학기술 핵심 Think-Tank 
● 사회공헌, 동반성장, 지식환원을 통한 나눔경영

● 안정적 자원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 최적의 사용자 편의 업무환경시스템 구현

creative 
Management
(창의경영)

outstanding 
Achievement
(우수성과 창출)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무)

sustainable 
Infrastructure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open & global 
Network
(개방형 네트워크)

personnel & 
Education
(인재개발)

M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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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개방형 글로벌 협력체계 확대

● 우수인력 확보 및 인적자원 개발

● 글로벌 모니터링 및 협력네트워크 강화
● 개방형 협력체계를 통한 해양과학기술 저변 확대

●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확보 및 육성
● 맞춤형 교육시스템 운영

● 한국인 최초 UNESCO 산하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의장에 선출

  전 세계 해양과학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네스코 산하 '정부간해양학 
위원회(IOC)' 의장에 한국인 최초로 변상경 박사 선출

    

●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실증시험장 준공 및 공동연구협력 착수

  바이오연료 생산 및 고기능성 물질 추출 원료공급이 가능한 미세조류 대량 배양 
시험장을 국내 최초로 본격 운영.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활성화 및 상용화 연구 선도 

● 해양과학도서관, 최우수 전문도서관 선정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1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도서관(전국 1위)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 수상

● 피지 EEZ 내 '여의도 면적의 350배' 해저열수광상 독점 탐사광구 확보

   피지 EEZ 내 3000km2 규모의 해저열수광상 독점 탐사광구 확보. 
 20년간 연 30만 톤 개발 시 약 65억 달러의 자원수입 대체효과 기대

●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정규운영 및 자료배포 서비스 본격 실시

  2010년 6월 발사 이래 성공적 시험운영을 거쳐 금년 4월부터 해양과 기상의 관측
임무와 서비스 본격 실시. 국가해양관측망과 연계하여 해양재해·재난 및 한반도 
주변 해역의 다양한 해양환경과 기후변화를 예측·대응하는데 기여

●  설립 이래 최초로 멕시코 국영석유연구소(IMP)에 해양플랜트 기술

     해외이전

  해양구조물 수치해석 및 모형시험 기법, 절차서 등 해양플랜트 기술을 IMP에  
236만 5천 200달러에 이전. 

 3년간의 기술이전 사업추진 이후 협력과제를 선정해 7년간 공동연구 수행 예정

※  IOC : 세계 해양과학과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유네스코 산하 유일의 해양 국제기구(1960년 창설,  
전세계 140개 회원국) 

>>

>>

● 영국 플리머스해양연구소에 연구거점 설치

  해양위성연구, 해양산성화 모니터링 및 정책연구, 해양관측자료 표준화 공동 
개발,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연구 등 유럽지역 연구거점 역할 수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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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국 플리머스해양연구소에 연구거점 설치

  해양위성연구, 해양산성화 모니터링 및 정책연구, 해양관측자료 표준화 공동 
개발,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연구 등 유럽지역 연구거점 역할 수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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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보전 연구해양환경·보전 연구

동북아해 퇴적물기원 및 모니터링 해양오염사고 대응 기술 개발을 통한
깨끗한 바다 만들기 이희일 책임연구원 (해양환경·보전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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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사업은 기초기술연구회와 해양연구원 매칭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는 국가 현안문제 해결

형 과제로서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해양수산연수원과 협력연구를 수행하였다.

2011년도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표면 유출유 추적부이 개발, 선박레이더를 이용한 유출유  

모사체 추적 및 합성개구레이더(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자료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기반기술 개발, 황동중국해를 대상으로 한 72시간 해수순환 예측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 

연안 순환 모델을 기반으로 한 허베이 스피릿 및 시프린스 사고 기름유출에 대한 입자추적실험, 

유출유 및 유화제 노출에 따른 생태적 영향 평가, 그리고 원격조정 장치가 부착된 고유출압용 긴급 

유출유 봉쇄장치 및 저유출압 장대형 봉쇄장치 개발, 그리고 잔존유 제거장치를 포함한다.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며 한·중·일 

퇴적물 기원과 변화를 연구하며 1단계 총 3년 연구사업이다.

동북아해 특히 한반도 주변해역의 퇴적물 기원을 연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중ㆍ천부탄성파 자료와 표층 퇴적물 및 퇴적코아 층을 분석하며,  

퇴적물기원 지시자를 추적하기 위하여 무기·유기지화학적 방법과 광물학적  

방법이 시도되었으며, 이 자료와 함께 국제해양법 연구를 한다. 또한 지구 

환경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고기후환경 연구도 병행한다.

이 사업은 과거 '황해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연구'의 연속된 사업으로서 

한ㆍ중 해양과학 기술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국가과제 사업으로부터 

태생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제1해양연구소(FIO) 퇴적물연구실(key laboraotry) 연구진들과 

황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해양지질과 해양 지구물리 연구를 한·중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 활용분야

 -  합성개구레이더 위성정보 분석과 수치모델 예측을 통하여 중국 보하이만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유출유의 거동 감시 및 예측 

 - 남해 및 태안 해양경찰청 종합방제훈련에서 핵심 내용으로 파공봉쇄 훈련 실시     

 -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에 따른 해양 내 방사능 물질의 거동을 수치모델 예측

을 통하여 유관기관에 제공● 활용분야

- 해양퇴적물 연구에 대한 기술 개발

- 해양환경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점토광물을 포함하는 시료에 대한 광물정량분석법 확립

- 제4기 퇴적환경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

- 퇴적물의 지질생체지표 분석 기술 확립

- 해양자원 기술 축적

- 지구환경변화를 규명하기 위한 고기후, 고환경 복원 기술 축적

그림 1.  1995년 발생한 시프린스 사고 시의 
유출유 거동에 대한 입자추적 실험 
결과 (해양대와 공동) 

그림 1.  한반도 주변해역, 특히 황해, 동중국해, 한국남해의 퇴적물 
분포

그림 2  황해 코아퇴적 층 수직분포 특성
그림 2.  천해에 침몰된 선박 내부의 잔존유 

제거 장치

그림 3.  2007년 발생한 허베이 스피릿 사고 시의 유출유 거동에 대한  
입자추적 실험 결과 (서울대와 공동)

그림 4.  공기압식 원격조정 장치를 장착한 고유출압용 선박파공 긴급봉쇄장치 
성능 시연 (해양수산연수원 및 해양경찰청 R&D 센터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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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07년 발생한 허베이 스피릿 사고 시의 유출유 거동에 대한  
입자추적 실험 결과 (서울대와 공동)

그림 4.  공기압식 원격조정 장치를 장착한 고유출압용 선박파공 긴급봉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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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반도 흑산니질대 탄성파 수직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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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8)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 사업
정창수 책임연구원 (해양환경·보전연구부) 
E-mail : cschung@kordi.re.kr

김경태 책임연구원 (해양환경·보전연구부)
E-mail : ktkim@kordi.re.kr

그림 1.  런던의정서의 폐기물 해양배출 평가 절차

그림 2.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합동당사국 회의 그림 3.  폐기물 해양투기 그림 4.  폐기물 배출해역 모니터링 작업

● 연구내용 및 성과

런던의정서  체제를  국내  제도권에  수용하고  폐기물  배출해역의  오염방지  및  관리 

방안 마련 등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적인 

연구 내용은 1) 폐기물 배출해역의 정밀모니터링을 통한 건강상태 평가, 2)  런던의정서  

준수를 위한 기술 지원 및 공동협력, 3) 해양배출 관련 국내외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통한  

폐기물 최적관리 공감대 조성, 4) 폐기물 해양배출 최적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관리정책 

기술 지원이다. 

이 사업은 런던의정서 과학그룹회의와 아태지역 워크숍(2012. 5. 14 ~ 25) 개최지가 제주도로 

결정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이 연구사업을 통해 현재 해양투기 되고 있는 모든 산업 

폐기물의 처리를 육상처리로 전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투기해역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투기해역 환경보전 기술확립 등 국제적 수준의 폐기물 해양투기 제도를 완성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 저감, 안전한 수산자원 공급 및 국민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사업은 인공호수 시화호의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정책, 핵심기술 등을 확보하고, 

각 프로그램의 시행·지원 등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2011년도 주요 연구내용은 시화호 관리위원회 운영지원, 3단계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안) 마련, 시화호 유역과 주변해역 환경모니터링 

(수질, 퇴적물, 조간대생태계) 유역 및 해역 수질모델링, 시화호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도 기본방침 마련, 비점오염 최적관리기법 평가, 연안 

통합관리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와 홍보활동(홈페이지, 시화호 인터넷 사진전, 뉴스레터 발행 등)이다.

향후 이 사업을 통하여 3단계 시화호 종합관리계획(2012~2016) 및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도(2013~)가 시행될 계획이다.

● 활용분야

 - 폐기물 배출해역 환경감시 기술 제공

 - 런던의정서 준수를 통한 국가신뢰도 확보 자료 제공

 -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국가 환경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

 - 수산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료 제공

 - 환경보전을 위한 대국민 건전 여론 선도

● 활용분야

 - 시화호 오염물질의 거동 및 수질 예측

 - 시화호 - 인천 연안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정책 자료 제공

 -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화호 유역 연안 통합관리제도 시행 

그림 1. 시화호 주상 퇴적물 (정점 9) 내 금속의 수직 분포 그림 2.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시 표층 및 저층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변화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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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보전 연구해양환경·보전 연구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8)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 사업
정창수 책임연구원 (해양환경·보전연구부) 
E-mail : cschung@kordi.re.kr

김경태 책임연구원 (해양환경·보전연구부)
E-mail : ktkim@kordi.re.kr

그림 1.  런던의정서의 폐기물 해양배출 평가 절차

그림 2.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합동당사국 회의 그림 3.  폐기물 해양투기 그림 4.  폐기물 배출해역 모니터링 작업

● 연구내용 및 성과

런던의정서  체제를  국내  제도권에  수용하고  폐기물  배출해역의  오염방지  및  관리 

방안 마련 등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적인 

연구 내용은 1) 폐기물 배출해역의 정밀모니터링을 통한 건강상태 평가, 2)  런던의정서  

준수를 위한 기술 지원 및 공동협력, 3) 해양배출 관련 국내외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통한  

폐기물 최적관리 공감대 조성, 4) 폐기물 해양배출 최적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관리정책 

기술 지원이다. 

이 사업은 런던의정서 과학그룹회의와 아태지역 워크숍(2012. 5. 14 ~ 25) 개최지가 제주도로 

결정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이 연구사업을 통해 현재 해양투기 되고 있는 모든 산업 

폐기물의 처리를 육상처리로 전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투기해역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투기해역 환경보전 기술확립 등 국제적 수준의 폐기물 해양투기 제도를 완성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 저감, 안전한 수산자원 공급 및 국민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사업은 인공호수 시화호의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정책, 핵심기술 등을 확보하고, 

각 프로그램의 시행·지원 등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2011년도 주요 연구내용은 시화호 관리위원회 운영지원, 3단계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안) 마련, 시화호 유역과 주변해역 환경모니터링 

(수질, 퇴적물, 조간대생태계) 유역 및 해역 수질모델링, 시화호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도 기본방침 마련, 비점오염 최적관리기법 평가, 연안 

통합관리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와 홍보활동(홈페이지, 시화호 인터넷 사진전, 뉴스레터 발행 등)이다.

향후 이 사업을 통하여 3단계 시화호 종합관리계획(2012~2016) 및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도(2013~)가 시행될 계획이다.

● 활용분야

 - 폐기물 배출해역 환경감시 기술 제공

 - 런던의정서 준수를 통한 국가신뢰도 확보 자료 제공

 -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국가 환경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

 - 수산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료 제공

 - 환경보전을 위한 대국민 건전 여론 선도

● 활용분야

 - 시화호 오염물질의 거동 및 수질 예측

 - 시화호 - 인천 연안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정책 자료 제공

 -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화호 유역 연안 통합관리제도 시행 

그림 1. 시화호 주상 퇴적물 (정점 9) 내 금속의 수직 분포 그림 2.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시 표층 및 저층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변화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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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연안재해 연구기후·연안재해 연구

태풍기인 연직운동 및 혼합특성 연구 2011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 연구
강석구 책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E-mail : skkang@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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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내용 및 성과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태풍조건과 같은 강한 바람조건에서 연직유속과 혼합을 지배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태풍의 진로 우측해역에서 강한 바람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그 해역에 표층냉각이 나타난다. 해양혼합과 관련하여 태풍의 바람에너지에 

의한 해수의 상하층 혼합을 유발하는 기작의 규명은 궁극적으로 해양과 대기간 열에너지의 수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010년에는 중형태풍인 콤파스 통과시, 동중국해에서 3개 계류지점중 상대적으로 근접한 1개 지점에서 비교적 강한 바람인 25~30m/s 

조건에서, 보다 짧은 샘플링 간격으로 강한 연직운동을 보여주는 결과를 관측, 분석하여, 태풍통과 수시간후부터 약 1.5일 동안 확장된  

혼합층하부에 내부파가 강력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관측하였다. 2011년에는 태풍 로키가 오끼나와 남측해역에서 반시계방향 회전 후에 

태풍으로 강화되었으며 이 시기에 태풍에 의한 계류관측점 인근에서의 풍속은 15~20m/s에 달하여 간접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혼합 층은 

하계초기 혼합 층의 깊이보다 약 50m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로키진로 우측편에 표층수온이 크게 냉각되는 특성은 그림1, 2에 제시된바와 

같다. 상부혼합층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된 혼합기작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 활용분야

 - 혼합층변화 메커니즘 연구

 - 태풍혼합 파라메터라이제이션

그림 1.  2011년 태풍콤파스가 오끼나와 남측 통과 시 
              9월 21일과 14일간 수온차

그림 2.   그림 1의 사각형 해역의 확대그림, 관측점 M0, M1, 
M2의 위치도 제시하였다.

● 연구내용 및 성과

2011년에는 2010년 수행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이하 독도 기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독도 기지의 제작 및 설치, 그리고 

감리 사업자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제작에 착수하였다. 

독도 기지는 동해 및 독도에 대한 많은 연구수요를 감안하여 40명이 30일간 임시 거주하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고, 특히 

Wet-Lab 및 다이버 지원시설의 기능을 강화하여 해양생물 및 해양화학 분야 연구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해의 

일본 근해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쓰나미의 관측을 통해 우리나라 동해 연안의 피해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독도 기지는 기존 이어도 및 가거초 해양과학기지의 설계, 제작 및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관측 및 연구시설, 통신 시스템, 복합발전시설,  

담수화 및 오수처리 시설 등 기지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의 향상을 이루었다. 독도 기지의 해양 및 기상 관측자료는 무궁화 위성 및 

CDMA를 통해 한국해양연구원으로 전송된 이후 연구자, 관계기관, 그리고 일반인 등 사용자들에게 배포된다. 

● 활용분야

 - 종합 해양·기상관측소 역할 수행

 - 인공위성에 의한 해양원격탐사자료 검·교정

 - 지구환경변화 감시 및 연구 핵심자료 제공

 - 지진 및 지진해일 관련 모니터링

 - 태풍 구조 및 특성 연구

 - 어·해황예보 및 지역해양연구에 기초자료 제공

 -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 이동 및 분포 파악

 - 악기상에서의 해양구조물 안정성 연구

 - 안전항해를 위한 등대

그림 1.  해양과학기지 위치와 한반도 주변해양의 주요 현안 그림 2.  독도 기지의 기능 및 연구수행 계획

저기압, 황사

양자강 저
염수

기후변화

생태계 변동

수온 & 해수면 상승

이상고파 &
연안침식

위성자료
검보정 지원

지진 & 쓰나미

동해 연구 활성화

연안재해

태풍, 몬순

기상 및 대기환경 관측
(풍향, 풍속, 기압, 속도, 미세먼지, 오존, 환경방사능...)

해양관측
(수온, 염분, 해류, 파랑, 해수면,....)

▶ 지구환경변화 장기 모니터링

▶ 대기오염물질 이동 및 분포 연구

▶ 원격탐사자료 검보정 지원

▶ 태풍 역학 연구

▶ 대기-해양 상호 작용연구

▶ 해양생물자원 및 생태계 변동 연구

▶ 해양혼합층 변동 연구

▶ 수중음향 분석 및 활용

▶ 지진 및 쓰나미 분석 및 예경보지원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기능 및 
연구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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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연안재해 연구기후·연안재해 연구

태풍기인 연직운동 및 혼합특성 연구 2011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 연구
강석구 책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E-mail : skkang@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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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내용 및 성과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태풍조건과 같은 강한 바람조건에서 연직유속과 혼합을 지배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태풍의 진로 우측해역에서 강한 바람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그 해역에 표층냉각이 나타난다. 해양혼합과 관련하여 태풍의 바람에너지에 

의한 해수의 상하층 혼합을 유발하는 기작의 규명은 궁극적으로 해양과 대기간 열에너지의 수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010년에는 중형태풍인 콤파스 통과시, 동중국해에서 3개 계류지점중 상대적으로 근접한 1개 지점에서 비교적 강한 바람인 25~30m/s 

조건에서, 보다 짧은 샘플링 간격으로 강한 연직운동을 보여주는 결과를 관측, 분석하여, 태풍통과 수시간후부터 약 1.5일 동안 확장된  

혼합층하부에 내부파가 강력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관측하였다. 2011년에는 태풍 로키가 오끼나와 남측해역에서 반시계방향 회전 후에 

태풍으로 강화되었으며 이 시기에 태풍에 의한 계류관측점 인근에서의 풍속은 15~20m/s에 달하여 간접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혼합 층은 

하계초기 혼합 층의 깊이보다 약 50m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로키진로 우측편에 표층수온이 크게 냉각되는 특성은 그림1, 2에 제시된바와 

같다. 상부혼합층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된 혼합기작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 활용분야

 - 혼합층변화 메커니즘 연구

 - 태풍혼합 파라메터라이제이션

그림 1.  2011년 태풍콤파스가 오끼나와 남측 통과 시 
              9월 21일과 14일간 수온차

그림 2.   그림 1의 사각형 해역의 확대그림, 관측점 M0, M1, 
M2의 위치도 제시하였다.

● 연구내용 및 성과

2011년에는 2010년 수행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이하 독도 기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독도 기지의 제작 및 설치, 그리고 

감리 사업자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제작에 착수하였다. 

독도 기지는 동해 및 독도에 대한 많은 연구수요를 감안하여 40명이 30일간 임시 거주하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고, 특히 

Wet-Lab 및 다이버 지원시설의 기능을 강화하여 해양생물 및 해양화학 분야 연구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해의 

일본 근해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쓰나미의 관측을 통해 우리나라 동해 연안의 피해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독도 기지는 기존 이어도 및 가거초 해양과학기지의 설계, 제작 및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관측 및 연구시설, 통신 시스템, 복합발전시설,  

담수화 및 오수처리 시설 등 기지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의 향상을 이루었다. 독도 기지의 해양 및 기상 관측자료는 무궁화 위성 및 

CDMA를 통해 한국해양연구원으로 전송된 이후 연구자, 관계기관, 그리고 일반인 등 사용자들에게 배포된다. 

● 활용분야

 - 종합 해양·기상관측소 역할 수행

 - 인공위성에 의한 해양원격탐사자료 검·교정

 - 지구환경변화 감시 및 연구 핵심자료 제공

 - 지진 및 지진해일 관련 모니터링

 - 태풍 구조 및 특성 연구

 - 어·해황예보 및 지역해양연구에 기초자료 제공

 -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 이동 및 분포 파악

 - 악기상에서의 해양구조물 안정성 연구

 - 안전항해를 위한 등대

그림 1.  해양과학기지 위치와 한반도 주변해양의 주요 현안 그림 2.  독도 기지의 기능 및 연구수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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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 염분, 해류, 파랑, 해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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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혼합층 변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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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연안재해 연구기후·연안재해 연구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 통합 기후예측 시스템을 위한 기후예측 시뮬레이션 개발 및
대양관측 - 가이아 (GAIA) 사업박광순 책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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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내용 및 성과

기후·연안재해연구부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연구사업으로  ‘운용해양 (해양예보 )

시스템  ( K O O S ,  K o r e a  O p e r a t i o n a l 

Oceanographic System) 연구 '를  지난 

2009년 8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

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기인 자연재해 및 해양 오염 

사고,안전항해지원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관련  국가기관 ,  산업체  그리고  

민간이  해양활동에  필요로  하는  해양 

환경  현황과  예측정보를  생산·제공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현업기관에서 운영

할 수 있도록 실용화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연구사업에서 구축된 시스템은  

해양관측자료의 준실시간 전달체계, 정밀 

격자  해양기상  정보생산체계 ,  해양예보  

모델의 자료 입력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한 정밀격자 연안 해상상태(파랑, 조석, 조류, 폭풍해일 등) 예측체계, 광역3차원 해양 및 연안순환  

예측체계가 있다. 또한, 이들 기반 예보요소를 활용하여 유류오염 확산 예측체계, 수색구조 예측체계, 항만수로 실시간 해양환경예보시스템의 

기틀을 갖추었다. 이러한 해양 관측 및 예측 정보는 웹-지리정보시스템(Web-GIS) 기반 해양정보 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해양에서의 긴급 

사항 발생 시 의사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은 지속적인 시범운영을 통하여 해양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3차년도에는 전 지구 해양모델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해양예보 시스템의 일부 해양정보(해양기상, 폭풍해일, 조류 등)는 국토해양부의  

해양과학조사 영상자료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준실시간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활용 시스템의 수색구조와 유류오염 예측결과는 긴급 

사항 발생 시 해당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 활용분야

 - 각종 연안재해, 해양오염사고, 해난사고 등 긴급현안 문제 발생 시 대책수립을 위한   신속·정확한 해양정보 지원

 - 연안재해 예방 활동 지원과 국가 재난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연안환경 정보업체의 국지해양 예보 현업 활용

 - 기상용역업체의 국지연안 특정지역의 정밀예보 협업 활용

 - 3차원 해수순환 예보 연구

Wind
Pressure

Search And Rescue

Sediment transport

Oil spill Web-GIS Based
Information system

B.C. &
I.C. NESTING

High-resolution coastal circulation system

Application system

Storm sutge

Atmospheric
forecasting system

Waves

3-D  regional
circulation system

● 연구내용 및 성과

기후연안재해연구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출연사업 

으로 '통합 기후예측 시스템을 위한 기후예측 시뮬레이터 

개발 및 대양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최종  

목표는 기후 변화 및 장주기 기후 변동을 예측 파악할 수 

있는 전 지구 고해상도 기후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2011년에는 KORDI 고유의 기후모형으로 해양-대기-해빙 

모형이 접합되어 개발되었다. 이 모형에는 사업 참여 

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해양의 연직 혼합 모수화 과정, 

대기의 적운 대류 모수화 방안이 사용되었다. 다양한 

물리과정 모수화에 대한 민감도 실험이 수행되어, 최종

적으로 KORDI 모형 (ver1.0)이 선택되었다.  KORDI에 

구축된 클러스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장기적분을 수행

하여  KORDI 기후모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KORDI 기후모형의 장기 기후 모의 결과와 다른 선진 

기관의 기후모형 결과가 비교되었다. KORDI 기후모형

은 큰 기후 이류없이 관측과 매우 유사한  해수면 온도 기후값과 강수 기후값을 모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값뿐만 아니라, KORDI 

기후모형은 엔소(ENSO, El Nin~o-Southern Oscillation)를 현실적으로 모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존의 모형이 엘니뇨를 너무 크게 모의

하는 문제점을 보인데 반해, KORDI의 모형은 엘니뇨의 크기를 현실적으로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두타

입 엘니뇨를 다른 기후모형에 비해 현실적으로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니뇨뿐만 아니라, 열대의 대표적인 기후현상인 MJO(Madden-

Julian Oscilation)도 현실적으로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RDI 접합모형은 추후 점차 개선되어, KORDI 기후변화 연구 및 기후 예측에 

활용될 것이다. 

● 활용분야

 - 미래 기후 변화 시나리오 산출

 - KORDI 기후예측 시스템 구축  

그림 1. 운용해양(해양예보)시스템 구성도

a) 관찰

b) 기준 모델

그림 1. 엘니뇨 크기 모의 검증, 해수면 온도 표준 편차

c) KORDI 모델 (ve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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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으로  ‘운용해양 (해양예보 )

시스템  ( K O O S ,  K o r e a  O p e r a t i o n a l 

Oceanographic System) 연구 '를  지난 

2009년 8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

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기인 자연재해 및 해양 오염 

사고,안전항해지원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관련  국가기관 ,  산업체  그리고  

민간이  해양활동에  필요로  하는  해양 

환경  현황과  예측정보를  생산·제공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현업기관에서 운영

할 수 있도록 실용화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연구사업에서 구축된 시스템은  

해양관측자료의 준실시간 전달체계, 정밀 

격자  해양기상  정보생산체계 ,  해양예보  

모델의 자료 입력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한 정밀격자 연안 해상상태(파랑, 조석, 조류, 폭풍해일 등) 예측체계, 광역3차원 해양 및 연안순환  

예측체계가 있다. 또한, 이들 기반 예보요소를 활용하여 유류오염 확산 예측체계, 수색구조 예측체계, 항만수로 실시간 해양환경예보시스템의 

기틀을 갖추었다. 이러한 해양 관측 및 예측 정보는 웹-지리정보시스템(Web-GIS) 기반 해양정보 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해양에서의 긴급 

사항 발생 시 의사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은 지속적인 시범운영을 통하여 해양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3차년도에는 전 지구 해양모델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해양예보 시스템의 일부 해양정보(해양기상, 폭풍해일, 조류 등)는 국토해양부의  

해양과학조사 영상자료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준실시간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활용 시스템의 수색구조와 유류오염 예측결과는 긴급 

사항 발생 시 해당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 활용분야

 - 각종 연안재해, 해양오염사고, 해난사고 등 긴급현안 문제 발생 시 대책수립을 위한   신속·정확한 해양정보 지원

 - 연안재해 예방 활동 지원과 국가 재난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연안환경 정보업체의 국지해양 예보 현업 활용

 - 기상용역업체의 국지연안 특정지역의 정밀예보 협업 활용

 - 3차원 해수순환 예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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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및 성과

기후연안재해연구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출연사업 

으로 '통합 기후예측 시스템을 위한 기후예측 시뮬레이터 

개발 및 대양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최종  

목표는 기후 변화 및 장주기 기후 변동을 예측 파악할 수 

있는 전 지구 고해상도 기후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2011년에는 KORDI 고유의 기후모형으로 해양-대기-해빙 

모형이 접합되어 개발되었다. 이 모형에는 사업 참여 

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해양의 연직 혼합 모수화 과정, 

대기의 적운 대류 모수화 방안이 사용되었다. 다양한 

물리과정 모수화에 대한 민감도 실험이 수행되어, 최종

적으로 KORDI 모형 (ver1.0)이 선택되었다.  KORDI에 

구축된 클러스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장기적분을 수행

하여  KORDI 기후모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KORDI 기후모형의 장기 기후 모의 결과와 다른 선진 

기관의 기후모형 결과가 비교되었다. KORDI 기후모형

은 큰 기후 이류없이 관측과 매우 유사한  해수면 온도 기후값과 강수 기후값을 모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값뿐만 아니라, KORDI 

기후모형은 엔소(ENSO, El Nin~o-Southern Oscillation)를 현실적으로 모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존의 모형이 엘니뇨를 너무 크게 모의

하는 문제점을 보인데 반해, KORDI의 모형은 엘니뇨의 크기를 현실적으로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두타

입 엘니뇨를 다른 기후모형에 비해 현실적으로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니뇨뿐만 아니라, 열대의 대표적인 기후현상인 MJO(Madden-

Julian Oscilation)도 현실적으로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RDI 접합모형은 추후 점차 개선되어, KORDI 기후변화 연구 및 기후 예측에 

활용될 것이다. 

● 활용분야

 - 미래 기후 변화 시나리오 산출

 - KORDI 기후예측 시스템 구축  

그림 1. 운용해양(해양예보)시스템 구성도

a) 관찰

b) 기준 모델

그림 1. 엘니뇨 크기 모의 검증, 해수면 온도 표준 편차

c) KORDI 모델 (ve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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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및 성과

미래 기후 변화에 따른 열대북서태평양의 해양변동성이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과 예측을 위하여 해역간 상관성과 해양변화의 장기 변동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북서태평양에서 열대해역의 해류, 해황, 부유퇴적물 등에 관한 장기 관측을 위

하여 3개의 고정점에서 장기계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장기계류 관측

결과로부터 북적도잠류(NEUC)와 아열대반류(STCC)를 관측하였으며, 북서태

평양 태풍활동이 클로로필에 미치는 영향, 계절내진동과 동아시아 기후의 관련성, 

적도서태평양과 동아시아해역 순환 계절변동 모의·분석 연구, 동중국해내의  

쿠로시오 해황변동 특성 파악 등을 규명하였다. 

   

쿠로시오 수역과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해양환경 탐사를 통하여 

해양생태계의 변동성 연구를 수행중이다. 이 탐사를 통하여 북서태평양 해양-

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산정, 북서태평양의 미세플랑크톤 생태계의 위도별 군집 

구조,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환경 구배에 따른 생체량 및 연변동성 파악, 자치어의 

북방한계선, 쿠로시오의 난류지표종과 환경변화 간의 상관성, 엘니뇨의 형태에 

따른 일차생산력의 변동 등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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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순환기후실험(NPOCE), 열대계류부이패널(TIP), 자료부이협력패널(DBCP)에 

참여하였으며, 미국의 노아(NOAA) 및 일본의 잠스텍(JAMSTEC) 등과 국제 

협력을 추진하였고, 북서태평양의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통하여 열대서태평양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변동성의 상관 관계를 규명하고, 북서태평양의 대기 및 

물리, 생지화학 인자의 변동이 우리나라 주변해역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할 예정이다.

● 활용분야

 -  전 지구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주변해역 환경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 자료로 활용

 -  한반도 주변해역, 쿠로시오 해역의 해양환경·생테계 자료를 획득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의 장기 환경보전 정책 수립 등에 활용

● 연구내용 및 성과

기후·연안재해연구부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연안재해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보다 과학적,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기술의 개발 및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안재해를 일으키는 다양한 해양요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측 시스템의 수립과 운용을 통해 고정밀 과학자료를 확보하고, 

해양수치모델의 적용을 통한 실질적인 연안재해 저감 기술 개발과 대응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세부 과제로는 1) 연안파랑 관측, 분석 및 장기 산출, 2) 해일 침수범람지역  

예측기술 및 재해도 작성기술 개발, 3) 연안침식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 개발 연구가 

있다.

파랑관측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10개의 파랑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안 파랑관측시스템의 운영과 관측기술의 개선을 통해 설계파 및 파랑 통계산출에  

필요한 파랑 자료를 확보, 축적하고 향후 장기파랑 산출 의해 파랑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재해도 과제에서는 폭풍해일로 인한 침수범람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침수

범람 재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를 제안하였다. 연안침식 과제에서는 쇄파대 해저지형 

관측 시스템 등 연안침식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본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연안관측 모니터링을 동해 해변에 시험관측을 실시하였다.

● 활용분야

 - 파랑산출기법의 개선 및 파랑예측 정확도 개선

 - 해안구조물의 설계 및 항만 운영에 필요한 기초정보 생산 제공

 - 연안 침수범람 재해도 작성 및 침수범람 실시간 예측정보 제공을 통한 재해 저감 

 -  해수욕장 등 해빈환경에서 인공적 연안 양빈 사업에 대한 정량적 예측지원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해빈유실 피해의 최소화

 -  연안에서 자연적 해빈 복원을 유도하고 친환경 해안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측 

기술 제공

그림 2.  대양탐사 관측 정점도 및 해역별 동물플랑크톤 
             생체량

그림 1.  북서태평양과 주변해 사이의 상호작용 연구

그림 1.  주문진항 연안에서 파랑 및 방파제 도파/
             월파 관특을 위해 설치한 장비들의 위치

그림 2.  태풍해일 침수범람 예측 시스템

그림 3.  쇄파대 해저지형 관측 시스템(K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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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철 책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E-mail : dcjeon@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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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및 성과

미래 기후 변화에 따른 열대북서태평양의 해양변동성이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과 예측을 위하여 해역간 상관성과 해양변화의 장기 변동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북서태평양에서 열대해역의 해류, 해황, 부유퇴적물 등에 관한 장기 관측을 위

하여 3개의 고정점에서 장기계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장기계류 관측

결과로부터 북적도잠류(NEUC)와 아열대반류(STCC)를 관측하였으며, 북서태

평양 태풍활동이 클로로필에 미치는 영향, 계절내진동과 동아시아 기후의 관련성, 

적도서태평양과 동아시아해역 순환 계절변동 모의·분석 연구, 동중국해내의  

쿠로시오 해황변동 특성 파악 등을 규명하였다. 

   

쿠로시오 수역과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해양환경 탐사를 통하여 

해양생태계의 변동성 연구를 수행중이다. 이 탐사를 통하여 북서태평양 해양-

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산정, 북서태평양의 미세플랑크톤 생태계의 위도별 군집 

구조,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환경 구배에 따른 생체량 및 연변동성 파악, 자치어의 

북방한계선, 쿠로시오의 난류지표종과 환경변화 간의 상관성, 엘니뇨의 형태에 

따른 일차생산력의 변동 등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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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순환기후실험(NPOCE), 열대계류부이패널(TIP), 자료부이협력패널(DBCP)에 

참여하였으며, 미국의 노아(NOAA) 및 일본의 잠스텍(JAMSTEC) 등과 국제 

협력을 추진하였고, 북서태평양의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통하여 열대서태평양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변동성의 상관 관계를 규명하고, 북서태평양의 대기 및 

물리, 생지화학 인자의 변동이 우리나라 주변해역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할 예정이다.

● 활용분야

 -  전 지구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주변해역 환경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 자료로 활용

 -  한반도 주변해역, 쿠로시오 해역의 해양환경·생테계 자료를 획득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의 장기 환경보전 정책 수립 등에 활용

● 연구내용 및 성과

기후·연안재해연구부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연안재해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보다 과학적,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기술의 개발 및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안재해를 일으키는 다양한 해양요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측 시스템의 수립과 운용을 통해 고정밀 과학자료를 확보하고, 

해양수치모델의 적용을 통한 실질적인 연안재해 저감 기술 개발과 대응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세부 과제로는 1) 연안파랑 관측, 분석 및 장기 산출, 2) 해일 침수범람지역  

예측기술 및 재해도 작성기술 개발, 3) 연안침식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 개발 연구가 

있다.

파랑관측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10개의 파랑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안 파랑관측시스템의 운영과 관측기술의 개선을 통해 설계파 및 파랑 통계산출에  

필요한 파랑 자료를 확보, 축적하고 향후 장기파랑 산출 의해 파랑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재해도 과제에서는 폭풍해일로 인한 침수범람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침수

범람 재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를 제안하였다. 연안침식 과제에서는 쇄파대 해저지형 

관측 시스템 등 연안침식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본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연안관측 모니터링을 동해 해변에 시험관측을 실시하였다.

● 활용분야

 - 파랑산출기법의 개선 및 파랑예측 정확도 개선

 - 해안구조물의 설계 및 항만 운영에 필요한 기초정보 생산 제공

 - 연안 침수범람 재해도 작성 및 침수범람 실시간 예측정보 제공을 통한 재해 저감 

 -  해수욕장 등 해빈환경에서 인공적 연안 양빈 사업에 대한 정량적 예측지원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해빈유실 피해의 최소화

 -  연안에서 자연적 해빈 복원을 유도하고 친환경 해안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측 

기술 제공

그림 2.  대양탐사 관측 정점도 및 해역별 동물플랑크톤 
             생체량

그림 1.  북서태평양과 주변해 사이의 상호작용 연구

그림 1.  주문진항 연안에서 파랑 및 방파제 도파/
             월파 관특을 위해 설치한 장비들의 위치

그림 2.  태풍해일 침수범람 예측 시스템

그림 3.  쇄파대 해저지형 관측 시스템(K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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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해저자원 연구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지상범 책임연구원 (심해·해저자원연구부)
E-mail : sbchi@kordi.re.kr

그림 1.  대표구역 정밀 해저지형

그림 2. 심해저 자원개발도

그림 3. 환경보전구역에서 관측한 구성입자별
             물질플럭스 변동

● 연구내용 및 성과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2000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추진계획과 국제해저 

기구 광업규칙에 의거, 2002년에 확정한 태평양 공해상 우리나라 망간단괴 개발광구에

서 연간 300만 톤 상업생산 기반구축을 목표로 탐사, 환경, 채광, 제련 등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금속광물자원의 공급원확보와 해양신산업(심해저광

업) 창출을 위한 국가전략적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기술개발이 완료될 경우, 니켈, 구리, 코발

트, 망간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금속광물의 자급률을 15% 이상 제고함과 동시에 새로운  

해양산업기반 창출 등 미래 국가성장동력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심해저 

자원 상용화기술개발을 통해 태평양 공해상에 경제적 해양영토의 확장과 자원수급의 국가

적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의가 있다.

2011년에는 채광루트맵 작성을 위해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Deep-tow side scan sonar 

탐사를 수행하였으며, 2014년 예정된 환경충격실험을 대비하여 충격지역과 보존지역에  

대한 정밀 환경탐사를 수행하였다. 향후 정밀자원평가, 환경보전 연구, 파일롯 채광 시스템 

개발, 제련공정 설계 등을 통해 연간 300만 톤 상업생산 규모를 충족하는 상용단계의 기술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 활용분야

 - 500기압하의 혹한 환경의 소재, 정밀제어 계측, 기계, 로봇산업 등에 기술 파급

 - 해양플랜트 건설, 유지, 관측시설 설치 개발 등

심해·해저자원 연구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문재운 책임연구원 (심해·해저자원연구부) 

E-mail : jwmoon@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사업은 지난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남서태평양 해역 및 인도양을 대상으로 전략 금속자원 

확보를 위해 개발지역 선정 및 독점적 탐사권 획득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인도양 해령지역을 대상으로 열수 플룸 및 열수광체 정밀 추적 탐사를 수행(2009년 ~ 2011년)

하여 광구등록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2012년 초에 공해지역인 인도양  

해역에서 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의 광구를 등록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 11월 남서

태평양 피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탐사권을 확보하였다.

● 활용분야

 -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공해지역의 해양자원개발 기술력 확보

 - 자원개발 관련 환경영향평가 기술 확보

그림 3. 중앙인도양해령에서 채취된 다양한 
              변질정도를 보이는 맨틀기원암

그림1. 인도양(A) 및 서태평양 피지 EEZ(B) 탐사지역

그림 2. 인도양해령에서의 열수플룸 분포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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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해저자원 연구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지상범 책임연구원 (심해·해저자원연구부)
E-mail : sbchi@kordi.re.kr

그림 1.  대표구역 정밀 해저지형

그림 2. 심해저 자원개발도

그림 3. 환경보전구역에서 관측한 구성입자별
             물질플럭스 변동

● 연구내용 및 성과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2000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추진계획과 국제해저 

기구 광업규칙에 의거, 2002년에 확정한 태평양 공해상 우리나라 망간단괴 개발광구에

서 연간 300만 톤 상업생산 기반구축을 목표로 탐사, 환경, 채광, 제련 등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금속광물자원의 공급원확보와 해양신산업(심해저광

업) 창출을 위한 국가전략적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기술개발이 완료될 경우, 니켈, 구리, 코발

트, 망간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금속광물의 자급률을 15% 이상 제고함과 동시에 새로운  

해양산업기반 창출 등 미래 국가성장동력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심해저 

자원 상용화기술개발을 통해 태평양 공해상에 경제적 해양영토의 확장과 자원수급의 국가

적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의가 있다.

2011년에는 채광루트맵 작성을 위해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Deep-tow side scan sonar 

탐사를 수행하였으며, 2014년 예정된 환경충격실험을 대비하여 충격지역과 보존지역에  

대한 정밀 환경탐사를 수행하였다. 향후 정밀자원평가, 환경보전 연구, 파일롯 채광 시스템 

개발, 제련공정 설계 등을 통해 연간 300만 톤 상업생산 규모를 충족하는 상용단계의 기술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 활용분야

 - 500기압하의 혹한 환경의 소재, 정밀제어 계측, 기계, 로봇산업 등에 기술 파급

 - 해양플랜트 건설, 유지, 관측시설 설치 개발 등

심해·해저자원 연구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문재운 책임연구원 (심해·해저자원연구부) 

E-mail : jwmoon@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사업은 지난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남서태평양 해역 및 인도양을 대상으로 전략 금속자원 

확보를 위해 개발지역 선정 및 독점적 탐사권 획득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인도양 해령지역을 대상으로 열수 플룸 및 열수광체 정밀 추적 탐사를 수행(2009년 ~ 2011년)

하여 광구등록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2012년 초에 공해지역인 인도양  

해역에서 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의 광구를 등록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 11월 남서

태평양 피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탐사권을 확보하였다.

● 활용분야

 -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공해지역의 해양자원개발 기술력 확보

 - 자원개발 관련 환경영향평가 기술 확보

그림 3. 중앙인도양해령에서 채취된 다양한 
              변질정도를 보이는 맨틀기원암

그림1. 인도양(A) 및 서태평양 피지 EEZ(B) 탐사지역

그림 2. 인도양해령에서의 열수플룸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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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해저자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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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내용 및 성과

국토해양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온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탐사 사업 중  

하나로 2008년 3월 남서태평양에 위치한 통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저열수광상의 

독점탐사권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9년 1월에 '해저열수광상개발

사업단’을 설치 하였다.  

통가 해저열수광상 탐사·개발사업은 광상의 매장량 및 경제성 평가를 목표로 수행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양연구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삼성 

중공업, SK네트워크, LS Nikko 동제련, 포스코 등 5개 기업 참여로 4년 동안 정부 132억 

원, 참여기업 178억 원 등 총 310억을 투자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2014년 이후 본격 

적인 상업 개발을 위한 준비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 탐사에서는 무인잠수정을 이용 열수광체 확인 및 근접조사를 수행하였으며  

8개의 활동성/비활동성 광체를 발견하고 양질의 광체 시료를 확보하였다. 광체는  

동, 아연, 금, 은 품위가 높으며, 인듐(In), 셀레늄(Se)의 희유금속의 품위도 높아 광체의 

개발 경제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활용분야

 - 주요 금속의 안정적 공급 및 공급원 다변화

 - 다양한 배후사업에 응용되는 기술 축적 

그림 1. 통가 탐사권 획득지역

그림 2.  통가탐사권 지역에서 발견된 해저열수분출구. 
a) TA26해저산에 위치하는 열수분출구 주로 아
연과 금이 우세하게 산출됨. b) TA26해저산에서 
발견된 저온성 열수분출구. c) TA25해저산에서 
확인된 아연과 금이 풍부한 열수분출구. d) TA25
해저산의 구리가 풍부한 열수분출구   

a) b)

c) d)

심해·해저자원 연구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 정밀조사
유해수 책임연구원 (심해·해저자원연구부) 
E-mail : hsyoo@kordi.re.kr

그림 1.  정밀탐사 모식도 

● 연구내용 및 성과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 협약과 1996년 8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이 선포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광물자원 분포 및 해저지질구조 등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육상에너지 자원의 고갈에 대비하여 탄화수소,  

메탄가스 수화물, 인산염 광물, 경광물 및 중광물 등 채취 가능한 해양광물자원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저

광물자원의 부존량 평가 및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단계('97~'08) 사업에서 해양광물자원(석유·가스, 메탄수화물, 유용광물 

등) 확보를 위한 개략탐사를 수행하여 한반도 EEZ 해역의 해양광물자원분포 현황을 파악하였고, 탐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자원정보시스템

(MRIS)을 구축하였다. 2단계('09~'16) 사업에서는 EEZ 해역의 자원부존 확인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해 우선 확보해역, 공동개발 추진해역 등을 

선정하기 위한 과학기반의 정밀탐사를 수행 중이다.  

 

2011년 연구지역은 서해 한중접경해역으로 해저자원분포 확인을 위하여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 3.5 kHz 천부지층탐사, 중력탐사, 자력탐사, 

해양자기지전류(MT) 탐사, 멀티빔 조사 등의 지구물리 조사와 시추코아 퇴적물 분석을 통한 해양지질 조사를 수행하였다. 앞으로 'EEZ 해양

광물자원 정밀조사' 연구사업은 국가적으로 해양영토의 종합 관리 측면에서 중요성이 인정되어 연구 내용 및 규모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 활용분야

 - EEZ 경계획정 협상 시 과학자료 제공 및 EEZ 자원개발정책 관리체계 활용 

 - 희소자원 확대 및 국제자원 무기화 대처와 CO2 지중저장사업 등 녹색산업에 활용

▶ 탄성사 탐사

      석유, 가스, 메탄수화물

▶ 천부지중탐사

      메탄수화물, 천부가스

▶ 중자력탐사

      화성암, 퇴적층 분포

▶ 해양 자기지전류 탐사 
      심부 지각구조, 석유, 가스

▶ 심부 시추

      석유, 가스, 메탄수화물

▶ 천부 퇴적물 조사

      천부가스, 골재, 중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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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해저자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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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내용 및 성과

국토해양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온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탐사 사업 중  

하나로 2008년 3월 남서태평양에 위치한 통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저열수광상의 

독점탐사권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9년 1월에 '해저열수광상개발

사업단’을 설치 하였다.  

통가 해저열수광상 탐사·개발사업은 광상의 매장량 및 경제성 평가를 목표로 수행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양연구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삼성 

중공업, SK네트워크, LS Nikko 동제련, 포스코 등 5개 기업 참여로 4년 동안 정부 132억 

원, 참여기업 178억 원 등 총 310억을 투자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2014년 이후 본격 

적인 상업 개발을 위한 준비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 탐사에서는 무인잠수정을 이용 열수광체 확인 및 근접조사를 수행하였으며  

8개의 활동성/비활동성 광체를 발견하고 양질의 광체 시료를 확보하였다. 광체는  

동, 아연, 금, 은 품위가 높으며, 인듐(In), 셀레늄(Se)의 희유금속의 품위도 높아 광체의 

개발 경제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활용분야

 - 주요 금속의 안정적 공급 및 공급원 다변화

 - 다양한 배후사업에 응용되는 기술 축적 

그림 1. 통가 탐사권 획득지역

그림 2.  통가탐사권 지역에서 발견된 해저열수분출구. 
a) TA26해저산에 위치하는 열수분출구 주로 아
연과 금이 우세하게 산출됨. b) TA26해저산에서 
발견된 저온성 열수분출구. c) TA25해저산에서 
확인된 아연과 금이 풍부한 열수분출구. d) TA25
해저산의 구리가 풍부한 열수분출구   

a) b)

c) d)

심해·해저자원 연구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 정밀조사
유해수 책임연구원 (심해·해저자원연구부) 
E-mail : hsyoo@kordi.re.kr

그림 1.  정밀탐사 모식도 

● 연구내용 및 성과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 협약과 1996년 8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이 선포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광물자원 분포 및 해저지질구조 등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육상에너지 자원의 고갈에 대비하여 탄화수소,  

메탄가스 수화물, 인산염 광물, 경광물 및 중광물 등 채취 가능한 해양광물자원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저

광물자원의 부존량 평가 및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단계('97~'08) 사업에서 해양광물자원(석유·가스, 메탄수화물, 유용광물 

등) 확보를 위한 개략탐사를 수행하여 한반도 EEZ 해역의 해양광물자원분포 현황을 파악하였고, 탐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자원정보시스템

(MRIS)을 구축하였다. 2단계('09~'16) 사업에서는 EEZ 해역의 자원부존 확인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해 우선 확보해역, 공동개발 추진해역 등을 

선정하기 위한 과학기반의 정밀탐사를 수행 중이다.  

 

2011년 연구지역은 서해 한중접경해역으로 해저자원분포 확인을 위하여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 3.5 kHz 천부지층탐사, 중력탐사, 자력탐사, 

해양자기지전류(MT) 탐사, 멀티빔 조사 등의 지구물리 조사와 시추코아 퇴적물 분석을 통한 해양지질 조사를 수행하였다. 앞으로 'EEZ 해양

광물자원 정밀조사' 연구사업은 국가적으로 해양영토의 종합 관리 측면에서 중요성이 인정되어 연구 내용 및 규모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 활용분야

 - EEZ 경계획정 협상 시 과학자료 제공 및 EEZ 자원개발정책 관리체계 활용 

 - 희소자원 확대 및 국제자원 무기화 대처와 CO2 지중저장사업 등 녹색산업에 활용

▶ 탄성사 탐사

      석유, 가스, 메탄수화물

▶ 천부지중탐사

      메탄수화물, 천부가스

▶ 중자력탐사

      화성암, 퇴적층 분포

▶ 해양 자기지전류 탐사 
      심부 지각구조, 석유, 가스

▶ 심부 시추

      석유, 가스, 메탄수화물

▶ 천부 퇴적물 조사

      천부가스, 골재, 중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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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연구

하구역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
장   만 책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E-mail : mchang@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2011년 마무리 되어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낙동강 하구역의 저서생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홍수기 방류에 의한 하구 환경 변화를 

평가하고 예측하여 종합적인 하구역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자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은 낙동강 하구역 조간대, 조하대에 서식하는 저서동물을 정량 분석하여, 우점종의 변화와 군집구조를 파악하고 생태계의  

변동을 예측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하구역 환경변화 파악과 4대강 사업 등과 관련된 환경교란과의 연계성을 해석하였다.  조간대  

지역은 일부지역의 퇴적상이 사질에서 니질로 변하여 서식하던 우점종이 니질에 출현하는 종으로 바뀌었다. 조하대는 2010년 우점하였던 

다모류 두 종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우점종이 변하였고 군집구조에 변동이 있었다.

2011년 낙동강 하구역 저서생태계는 담수의 방류에 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계 담수 유입에 따른 저염분수와 부유물 퇴적 

등이 원인이 되어 생태계에 변동이 있었다.

● 활용분야

     - 하구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영토공간 재배치 사업 자료로 활용

     - 하구역 관리 프로그램 개발 자료로 활용

     - 선진국형 하구역 생태계기반 관리를 위한 연구방법을 정립

     - 다양한 시나리오 별 대책방안 제시

그림 1. 낙동강 하구둑 그림 2. 사주 조간대 하계의 모습 그림 3. 하구역에 발달한 사주의 모습

해양생물자원 연구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해양 어류와 무척추동물의 
생리·생태 변화 진단 및 예측 김동성 책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E-mail : dskim@kordi.re.kr

그림 2. 후포해역 표층해수와 저층해수의 
             이산화탄소 분압(pCO2)

그림 3.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해양 주요 
              무척추동물 및 어류의 생리·생태 실험

그림 1. 해양산성화 실험장비 개발

그림 4.  해양산성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예측을 위한 연구체계

● 연구내용 및 성과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해양의 용존 이산

화탄소 증가와 pH의 감소(해양 산성화)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반응을 효과적으로 평가·예측하기 위한 기술의 필요성이 최근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주변의 핵심해역에서 이산화탄소 증가(해양산성화)에 따른 해양 어류 및 

주요 무척추동물의 생리·생태 반응을 진단하여 해양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 제시를 목표로 한다. 

해양산성화 핵심해역 선정을 위해 국내 연안의 환경자료와 지리정보시스템(GIS)기법을  

사용하여 해양환경 변화양상을 GIS 점수지도로 파악하고, 핵심해역으로 선정된 후포지역에서  

해수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분압 (pCO2) 및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점하고 있는  

분야별 해양생물(저서 요각류, 굴, 넙치, 다시마 등)을 선정하여 CO2 농도에 따른 사망률,  

성장률, 산소 소비율 등의 생리실험을 실시하였다. 해양산성화에 따른 해양생물의 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실험실이나 메조코즘 내 해수 속에 일정 농도의 CO2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pH 농도 유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CO2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와 실시간으로 해수  

속에 녹아있는 CO2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해양산성화 메카니즘에서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 및 예측 모델 수립을 통한 향후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활용분야

     - 한반도 주변 해역의 기후변화 대응책 수립에 활용

     - 소형 해양생물의 독성평가에 활용

     - 해양생물의 CO2 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정밀 모니터링 장비 구축

     - 해양산성화 연구방법 확립 및 해양산성화에 의한 해양환경영향평가기술 방법으로 활용

평가
·생물개체, 군집반응

·생태계 현장조사 - 중장기 
자료분석

산성화 영향

국가 해양산성화 
예보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 실시간(관측기지) 관측

· 산성화 지표종 탐색
· 지표종 모니터링

예측
· 생태모델

· 물리-생태계 모델

연구기반구축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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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연구

하구역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
장   만 책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E-mail : mchang@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2011년 마무리 되어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낙동강 하구역의 저서생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홍수기 방류에 의한 하구 환경 변화를 

평가하고 예측하여 종합적인 하구역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자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은 낙동강 하구역 조간대, 조하대에 서식하는 저서동물을 정량 분석하여, 우점종의 변화와 군집구조를 파악하고 생태계의  

변동을 예측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하구역 환경변화 파악과 4대강 사업 등과 관련된 환경교란과의 연계성을 해석하였다.  조간대  

지역은 일부지역의 퇴적상이 사질에서 니질로 변하여 서식하던 우점종이 니질에 출현하는 종으로 바뀌었다. 조하대는 2010년 우점하였던 

다모류 두 종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우점종이 변하였고 군집구조에 변동이 있었다.

2011년 낙동강 하구역 저서생태계는 담수의 방류에 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계 담수 유입에 따른 저염분수와 부유물 퇴적 

등이 원인이 되어 생태계에 변동이 있었다.

● 활용분야

     - 하구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영토공간 재배치 사업 자료로 활용

     - 하구역 관리 프로그램 개발 자료로 활용

     - 선진국형 하구역 생태계기반 관리를 위한 연구방법을 정립

     - 다양한 시나리오 별 대책방안 제시

그림 1. 낙동강 하구둑 그림 2. 사주 조간대 하계의 모습 그림 3. 하구역에 발달한 사주의 모습

해양생물자원 연구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해양 어류와 무척추동물의 
생리·생태 변화 진단 및 예측 김동성 책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E-mail : dskim@kordi.re.kr

그림 2. 후포해역 표층해수와 저층해수의 
             이산화탄소 분압(pCO2)

그림 3.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해양 주요 
              무척추동물 및 어류의 생리·생태 실험

그림 1. 해양산성화 실험장비 개발

그림 4.  해양산성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예측을 위한 연구체계

● 연구내용 및 성과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해양의 용존 이산

화탄소 증가와 pH의 감소(해양 산성화)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반응을 효과적으로 평가·예측하기 위한 기술의 필요성이 최근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주변의 핵심해역에서 이산화탄소 증가(해양산성화)에 따른 해양 어류 및 

주요 무척추동물의 생리·생태 반응을 진단하여 해양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 제시를 목표로 한다. 

해양산성화 핵심해역 선정을 위해 국내 연안의 환경자료와 지리정보시스템(GIS)기법을  

사용하여 해양환경 변화양상을 GIS 점수지도로 파악하고, 핵심해역으로 선정된 후포지역에서  

해수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분압 (pCO2) 및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점하고 있는  

분야별 해양생물(저서 요각류, 굴, 넙치, 다시마 등)을 선정하여 CO2 농도에 따른 사망률,  

성장률, 산소 소비율 등의 생리실험을 실시하였다. 해양산성화에 따른 해양생물의 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실험실이나 메조코즘 내 해수 속에 일정 농도의 CO2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pH 농도 유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CO2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와 실시간으로 해수  

속에 녹아있는 CO2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해양산성화 메카니즘에서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 및 예측 모델 수립을 통한 향후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활용분야

     - 한반도 주변 해역의 기후변화 대응책 수립에 활용

     - 소형 해양생물의 독성평가에 활용

     - 해양생물의 CO2 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정밀 모니터링 장비 구축

     - 해양산성화 연구방법 확립 및 해양산성화에 의한 해양환경영향평가기술 방법으로 활용

평가
·생물개체, 군집반응

·생태계 현장조사 - 중장기 
자료분석

산성화 영향

국가 해양산성화 
예보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 실시간(관측기지) 관측

· 산성화 지표종 탐색
· 지표종 모니터링

예측
· 생태모델

· 물리-생태계 모델

연구기반구축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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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연구

유비쿼터스 해양 유용·유해생물 관리기술 개발
김   성 선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E-mail : skim@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한국해에 출현하는 해양 유용·유해생물의 종류를 실시간으로 명확히 판별하기 위해  

총 431종에 대한 DNA바코드를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연근해의 미세조류, 해파리,  

어란 등의 주요 생물종을 현장에서 판별할 수 있는 127종의 프로브를 설계하였다. 현장

종판별 프로브의 현장적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민감도를 연구하였다. 또한, 출현하는 

생물의 양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격제어가 가능한 음향탐지 시스템을 제작하고 해양  

현장에서 검증하였다. 원격제어 화면에는 해역 정보, 부이 정보(위치 및 시스템 정보),  

선박의 경로, 해도, 음향 수신자료 등이 표시된다. 한국해의 해양생물 출현정보를 2,200여 

종, 69,000여 건의 정보를 수집하여 KOBIS (kobis.kordi.re.kr)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였다. 

이 DB가 스마트폰 무선통신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사이트와 앱을 개발하여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음향탐지 시스템을 해양현장에 설치 

하여 운영하면서 해양생물의 출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출현생물의 실시간 종판별도 시도할 예정이다. 

● 활용분야

 - 해양생물 현장 모니터링과 종 판별

 - 적조 및 해파리 발생 자동 예보

 - 해양생물 출현정보 모바일 서비스

전원

방수용기

그림 1. 음향탐지 시스템

그림 2.  종특이적 분자 프로브를 이용한 혼성시료에서 
목표종의 탐색 : 미세조류(위)와 어란(아래)의 
종판별

그림 3. KOBIS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서비스

해양생물자원 연구

통영 MRC(해양생물자원연구·보존센터) 운영 및 연안 
해양생물자원 종 보존과 활용 연구

그림 1. 통영해양생물자원연구·보존센터 연구 현장

그림 2. 출현한 중형 동물플랑크톤

그림 3.  Scalarispongia sp.로부터 분리된 
              인돌 화합물 

그림 4.  동갈돗돔의 먹이 공급 횟수에 따른 체중 
변동(위)과 먹이 섭취 패턴(아래)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사업은 한국해양연구원 연구개발적립금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통영해양

생물자원연구·보존센터(MRC, Marine living resources conservation & Research Center)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연안의 장기적이며 연속적인 자료 수집과 다양한 해양생명자원의 안정

적이고 연속적인 확보를 통한 종 보존 기능과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동 파악 및 연안 생물

자원의 활용 연구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내용은 1) 동물플랑크톤 모니터링, 2) 난자치어의 종조성 분석, 3) 해조류 종조성, 분자  

마커 분석 및 배양 시스템 기반 연구, 4) 남해 연안 해양생물로부터의 독성 물질 추출 및 구조 

파악, 5) 해산어류의 에너지 이용 효율, 6) 생물의 음향 특성 파악, 7) 자연산과 양식산 어류의 

유전자 특성, 8) 통영 MRC 인근해역의 출현 종 목록 및 DNA 바코드 표기 등의 연구 분야와 

9) 통영 MRC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 해면 Scalarispongia sp.에서 추출된 인돌화합물의 세포 독성을 확인

 ● 20종의 DNA 바코드를 확보

 ● 중형 동물플랑크톤 모니터링

 ● 동갈돗돔 에너지 이용효율 평가

● 활용분야

 -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연안 생태계 변화 파악

 - 연안 건강성 진단

 -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 및 보전·관리 연구에 활용

오승용 선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E-mail : syoh@kordi.re.kr

5-Hydroxyindole alkaloids
R = Various function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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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연구

유비쿼터스 해양 유용·유해생물 관리기술 개발
김   성 선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E-mail : skim@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한국해에 출현하는 해양 유용·유해생물의 종류를 실시간으로 명확히 판별하기 위해  

총 431종에 대한 DNA바코드를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연근해의 미세조류, 해파리,  

어란 등의 주요 생물종을 현장에서 판별할 수 있는 127종의 프로브를 설계하였다. 현장

종판별 프로브의 현장적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민감도를 연구하였다. 또한, 출현하는 

생물의 양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격제어가 가능한 음향탐지 시스템을 제작하고 해양  

현장에서 검증하였다. 원격제어 화면에는 해역 정보, 부이 정보(위치 및 시스템 정보),  

선박의 경로, 해도, 음향 수신자료 등이 표시된다. 한국해의 해양생물 출현정보를 2,200여 

종, 69,000여 건의 정보를 수집하여 KOBIS (kobis.kordi.re.kr)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였다. 

이 DB가 스마트폰 무선통신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사이트와 앱을 개발하여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음향탐지 시스템을 해양현장에 설치 

하여 운영하면서 해양생물의 출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출현생물의 실시간 종판별도 시도할 예정이다. 

● 활용분야

 - 해양생물 현장 모니터링과 종 판별

 - 적조 및 해파리 발생 자동 예보

 - 해양생물 출현정보 모바일 서비스

전원

방수용기

그림 1. 음향탐지 시스템

그림 2.  종특이적 분자 프로브를 이용한 혼성시료에서 
목표종의 탐색 : 미세조류(위)와 어란(아래)의 
종판별

그림 3. KOBIS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서비스

해양생물자원 연구

통영 MRC(해양생물자원연구·보존센터) 운영 및 연안 
해양생물자원 종 보존과 활용 연구

그림 1. 통영해양생물자원연구·보존센터 연구 현장

그림 2. 출현한 중형 동물플랑크톤

그림 3.  Scalarispongia sp.로부터 분리된 
              인돌 화합물 

그림 4.  동갈돗돔의 먹이 공급 횟수에 따른 체중 
변동(위)과 먹이 섭취 패턴(아래)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사업은 한국해양연구원 연구개발적립금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통영해양

생물자원연구·보존센터(MRC, Marine living resources conservation & Research Center)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연안의 장기적이며 연속적인 자료 수집과 다양한 해양생명자원의 안정

적이고 연속적인 확보를 통한 종 보존 기능과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동 파악 및 연안 생물

자원의 활용 연구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내용은 1) 동물플랑크톤 모니터링, 2) 난자치어의 종조성 분석, 3) 해조류 종조성, 분자  

마커 분석 및 배양 시스템 기반 연구, 4) 남해 연안 해양생물로부터의 독성 물질 추출 및 구조 

파악, 5) 해산어류의 에너지 이용 효율, 6) 생물의 음향 특성 파악, 7) 자연산과 양식산 어류의 

유전자 특성, 8) 통영 MRC 인근해역의 출현 종 목록 및 DNA 바코드 표기 등의 연구 분야와 

9) 통영 MRC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 해면 Scalarispongia sp.에서 추출된 인돌화합물의 세포 독성을 확인

 ● 20종의 DNA 바코드를 확보

 ● 중형 동물플랑크톤 모니터링

 ● 동갈돗돔 에너지 이용효율 평가

● 활용분야

 -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연안 생태계 변화 파악

 - 연안 건강성 진단

 -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 및 보전·관리 연구에 활용

오승용 선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E-mail : syoh@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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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연구

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자원화 기술 개발
강도형 선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E-mail : dohkang@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연구사업의 목적은 기존 식량 및 산림자원과 겹치지 않고, 성장효율이 뛰어난 바이오매스인 해양 기원의 조류로부터 저비용·고효율  

청정수송에너지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석유기반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하고자 한다. 

 ● 유체역학적 설계를 통한 20톤급 2기의 미세조류 대량 배양시설 구축

 ● 대기업(롯데건설, 애경유화 및 호남석유화학)과의 공동연구협력 MOU 체결

 ● 대량배양 시설로부터 미세조류 배양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성장률, 일반성분 및 생리활성성분 변화 분석

 ● 전처리 해수를 이용한 저가의 맞춤형 미세조류 배양배지 개발

 ● 지방 변환 및 당화 효소 관련 유전자원 다량 획득 (지방변환관련 효소 18개, 당화관련 효소 189개)

 ● 해조류 고압균질 전처리 공정 도입을 통한 당화물 수율 증대

 ● 해조류 가수분해물로부터 에탄올 생산성 증진

 2011년 논문 및 특허 성과

 ● 국제논문 9편, 국내논문 3편 게재

 ● 2건의 특허 등록, 12건의 국내외 특허 출원

향후 에너지 전환률이 높은 해양 기원의 조류 다량 확보 및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의 원천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디젤  

생산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선두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에너지 선두 국가로 발돋움 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 활용분야

 - 바이오연료 시장 진입 시 원천기술 확보 

 - 사업화 기술이전을 위한 핵심기술  

그림 2.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실증실험장

그림 1. 미세조류 바이오 연료 생산 개념 모식도

그림 3. 한국해양연구원과 기업간의 MOU 체결

그림 4. 미세조류 파일럿플랜트 내부 모습 

그림 6. 미세조류로부터 생리활성 물질 생산 및 분리

그림 5. 당화효소 생산 해양미생물 주사현미경(SEM) 사진

그림 7. 배양 중인 미세조류 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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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자원화 기술 개발
강도형 선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E-mail : dohkang@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연구사업의 목적은 기존 식량 및 산림자원과 겹치지 않고, 성장효율이 뛰어난 바이오매스인 해양 기원의 조류로부터 저비용·고효율  

청정수송에너지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석유기반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하고자 한다. 

 ● 유체역학적 설계를 통한 20톤급 2기의 미세조류 대량 배양시설 구축

 ● 대기업(롯데건설, 애경유화 및 호남석유화학)과의 공동연구협력 MOU 체결

 ● 대량배양 시설로부터 미세조류 배양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성장률, 일반성분 및 생리활성성분 변화 분석

 ● 전처리 해수를 이용한 저가의 맞춤형 미세조류 배양배지 개발

 ● 지방 변환 및 당화 효소 관련 유전자원 다량 획득 (지방변환관련 효소 18개, 당화관련 효소 189개)

 ● 해조류 고압균질 전처리 공정 도입을 통한 당화물 수율 증대

 ● 해조류 가수분해물로부터 에탄올 생산성 증진

 2011년 논문 및 특허 성과

 ● 국제논문 9편, 국내논문 3편 게재

 ● 2건의 특허 등록, 12건의 국내외 특허 출원

향후 에너지 전환률이 높은 해양 기원의 조류 다량 확보 및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의 원천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디젤  

생산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선두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에너지 선두 국가로 발돋움 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 활용분야

 - 바이오연료 시장 진입 시 원천기술 확보 

 - 사업화 기술이전을 위한 핵심기술  

그림 2.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실증실험장

그림 1. 미세조류 바이오 연료 생산 개념 모식도

그림 3. 한국해양연구원과 기업간의 MOU 체결

그림 4. 미세조류 파일럿플랜트 내부 모습 

그림 6. 미세조류로부터 생리활성 물질 생산 및 분리

그림 5. 당화효소 생산 해양미생물 주사현미경(SEM) 사진

그림 7. 배양 중인 미세조류 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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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개발·에너지 연구

친환경 인공섬 조성 핵심기술 개발
오명학 선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omyhak@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2009년부터 친환경 인공섬 조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인공섬과 해상 처분장 조성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한국 연안에 대한  

해양 지반조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매립지반의 안정화를 위한 반응성  

연직배수공법을 개발하였다.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해양환경조건에 대한 정보를 확보 

하여야 하는데, 구조물의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자는 지반정보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지반정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양구조물 시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된 지

반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 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 과제에서는 이러한 해양지반정보를 

관리하는 DB 프레임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반응성 배수공법은 연약지반개량공법인 연직배수공법과 지반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정화공법을 결합한 방법이다. 반응성 배수공법은 샌드드레인의 중앙부에 반응성을 갖는 

컬럼이 포함된 형태이며, 이 컬럼은 제강슬래그나 제올라이트와 같이 오염물질에 대한  

제거능을 갖는 투수성의 재료로 충진되며, 이 컬럼을 통과하면서 오염물질이 제거된다.  

반응성 배수 파일의 최적설계를 위하여 다양한 설계요소를 고려한 유한요소해석과 실내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반응성 배수공법의 현장적용을 위한 설계지침을 

제시하였다.

● 활용분야

 -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플랜트, 해상폐기물매립장, 인공섬 등 입지선정에 해양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  해상폐기물처분장이나 준설토 투기장에서 지반안정화 및 오염저감을 위한 반응성 연직

배수공법의 적용

 

그림 1. 해양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성

그림 2.  친환경 인공섬 개발 개념도

그림 4. 인공섬 호안 단면도

그림 3. 반응성 연직배수공법 개요도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중터널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그림 1. 해중터널 적용 개념도

그림 3. 해중터널 파랑거동 해석

그림 2. 대륙 연결 해중터널 개념도

그림 4. 해중터널 충격거동 해석

그림 5. 해중터널용 석션기초 거동해석

● 연구내용 및 성과

최근에 대륙간 연결사업 추진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과 한-일 연결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해중터널에 대한 기술 개발은 한-중-일 3국을 잇는 도로와 철도 개발 시에 

한국의 이니셔티브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해중터널은 초장대 연결사업에서 

기존 해저굴착터널과 달리 환경부하를 극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친환경 녹색공학기술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중터널에 작용하는 외력 중에서 흐름, 파랑, 수압, 지진, 지진해일, 외부 충돌

(선박, 잠수함) 등에 대한 평가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해중터널 거동 평가 기술 개발을 위해,  

정적하중(흐름, 수압 등)에 의한 거동 해석 기술, 동적하중(파랑, 지진 및 지진해일)에 의한 

해석 평가 기술, 충격하중(선박, 잠수함 충돌)에 의한 거동 해석 기술, 석션 파일 기초에 대한  

거동 해석 기술을 연구하고자 한다. 

1차년도에서는 파랑하중, 조류하중, 지진하중, 해일하중, 풍하중, 빙하중, 사고하중 등에 대한 

산정 및 적용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하중의 적용에 의한 터널튜브의  

해석과 설계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거동해석에서는 경계요소법과 CADMAS-SURF를  

이용하여 흐름에 의한 해중터널의 변위, 반사율, 투과율 등을 검토하였다. 충격하중 거동해석

에서는 LS-DYNA를 이용하여 충돌각도, 충돌속도, 충돌체 무게 및 형상 등에 의한 터널튜브  

손상도를 평가하였다.

● 활용분야

 -  한-일 심해저 교통인프라, 한-중 연결사업, 제주도 연육사업 등 해양횡단을 통한 물류네트워크 

구축사업 적용

 - 대륙간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초장대 해양 연결사업 에 적용 

 - 국내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기반시설 건설에 적용 

박우선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wspark@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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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공섬 조성 핵심기술 개발
오명학 선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omyhak@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2009년부터 친환경 인공섬 조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인공섬과 해상 처분장 조성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한국 연안에 대한  

해양 지반조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매립지반의 안정화를 위한 반응성  

연직배수공법을 개발하였다.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해양환경조건에 대한 정보를 확보 

하여야 하는데, 구조물의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자는 지반정보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지반정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양구조물 시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된 지

반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 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 과제에서는 이러한 해양지반정보를 

관리하는 DB 프레임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반응성 배수공법은 연약지반개량공법인 연직배수공법과 지반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정화공법을 결합한 방법이다. 반응성 배수공법은 샌드드레인의 중앙부에 반응성을 갖는 

컬럼이 포함된 형태이며, 이 컬럼은 제강슬래그나 제올라이트와 같이 오염물질에 대한  

제거능을 갖는 투수성의 재료로 충진되며, 이 컬럼을 통과하면서 오염물질이 제거된다.  

반응성 배수 파일의 최적설계를 위하여 다양한 설계요소를 고려한 유한요소해석과 실내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반응성 배수공법의 현장적용을 위한 설계지침을 

제시하였다.

● 활용분야

 -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플랜트, 해상폐기물매립장, 인공섬 등 입지선정에 해양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  해상폐기물처분장이나 준설토 투기장에서 지반안정화 및 오염저감을 위한 반응성 연직

배수공법의 적용

 

그림 1. 해양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성

그림 2.  친환경 인공섬 개발 개념도

그림 4. 인공섬 호안 단면도

그림 3. 반응성 연직배수공법 개요도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해중터널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그림 1. 해중터널 적용 개념도

그림 3. 해중터널 파랑거동 해석

그림 2. 대륙 연결 해중터널 개념도

그림 4. 해중터널 충격거동 해석

그림 5. 해중터널용 석션기초 거동해석

● 연구내용 및 성과

최근에 대륙간 연결사업 추진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과 한-일 연결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해중터널에 대한 기술 개발은 한-중-일 3국을 잇는 도로와 철도 개발 시에 

한국의 이니셔티브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해중터널은 초장대 연결사업에서 

기존 해저굴착터널과 달리 환경부하를 극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친환경 녹색공학기술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중터널에 작용하는 외력 중에서 흐름, 파랑, 수압, 지진, 지진해일, 외부 충돌

(선박, 잠수함) 등에 대한 평가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해중터널 거동 평가 기술 개발을 위해,  

정적하중(흐름, 수압 등)에 의한 거동 해석 기술, 동적하중(파랑, 지진 및 지진해일)에 의한 

해석 평가 기술, 충격하중(선박, 잠수함 충돌)에 의한 거동 해석 기술, 석션 파일 기초에 대한  

거동 해석 기술을 연구하고자 한다. 

1차년도에서는 파랑하중, 조류하중, 지진하중, 해일하중, 풍하중, 빙하중, 사고하중 등에 대한 

산정 및 적용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하중의 적용에 의한 터널튜브의  

해석과 설계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거동해석에서는 경계요소법과 CADMAS-SURF를  

이용하여 흐름에 의한 해중터널의 변위, 반사율, 투과율 등을 검토하였다. 충격하중 거동해석

에서는 LS-DYNA를 이용하여 충돌각도, 충돌속도, 충돌체 무게 및 형상 등에 의한 터널튜브  

손상도를 평가하였다.

● 활용분야

 -  한-일 심해저 교통인프라, 한-중 연결사업, 제주도 연육사업 등 해양횡단을 통한 물류네트워크 

구축사업 적용

 - 대륙간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초장대 해양 연결사업 에 적용 

 - 국내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기반시설 건설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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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발전 시스템 성능향상 기술 개발
이광수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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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kslee@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조력에너지 이용 극대화를 위한 조력발전 시스템 성능향상 기술 및 진동·소음 중심의 

친환경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올해 2차년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주로 수행되었던 단류식 조력발전 방식과 차별화되는 복류식 조력발전에 대한 

알고리즘 및 발전량 산출 수치모형을 개발하였다. 

한편, 수문케이슨의 통수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양환경모의실험장 내 평면개수로 

에서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현장 규모 수문의 1/70 축척 모형 10개를 제작 및 설치

하고, 수문 구조물 전·후면에는 에이프런(Apron) 구간을 설치하였다. 실험유량 및 조위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이 실험에서의 수문 유량계수는 1.3~1.4로  

평가되었다. 또한, FLOW3D 모형을 이용하여 수리모형실험 조건에 해당하는 수치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수치 및 수리모형실험 결과는 대체로 잘 일치하였다. 또한 수문케이슨 

내 흐름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동가시화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문케이슨  

내 세부적인 유동 특성을 규명하였다.

발전소 운영 중 발생하는 수중소음을 평가하기 위하여 울돌목 조류발전소 인근에서 현장 

계측을 실시하였으며, 발전소 가동 중 소음이 주변 조류에 의한 소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

로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활용분야

 - 조력발전 시스템 최적화 및 최적 발전량 산출기술 확보

 - 에이프런(Apron) 설계 관련 기술개발로 조력발전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

그림 1. 평면 수리모형실험에 의한 수문케이슨 통수성능 평가

그림 2.  복류식 조력발전 방식에 의한 발전량 산출

그림 3. 울돌목 조류발전소 인근에서 계측된 수중소음

그림 4.  FLOW3D 모형에 의한 수문케이슨 주변 유속 
분포 모델링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항만리모델링 기반 구축 연구

그림 1. 개발된 탄성파 기반장비

그림 2. 소파블록 재사용성 평가 시스템 적용
              현장실험

그림 3. 개발된 막체 파라핏

그림 4. 다기수로 해수교환 방파제

● 연구내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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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

델링 시 소파블록 재사용성 평가 시스템 개발, 항만구조물 열화평가 시스템 확립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항만구조물 기능 제고 신공법 개발을 위해, 고무막체 파라핏에  

대한 수치해석, 실내실험, 현장실험, 실용화 매뉴얼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연직막체  

방파제, 안벽증심, 장주기파 저감 시설 등에 연구도 추가로 수행하였다. 항만에 대한 친수친

환경 신공법 개발을 위해, 다기수로 해수교환 방파제에 대한 수치해석, 실내실험, 현장실험,  

실용화 매뉴얼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친수성 항만경관시설 기술, 항만 녹생

공간창출 기술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실용화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또한, 항만리모델링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실용화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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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예측된다. 개발된 항만리모델링 기술이 특화된다면  

해외 진출 발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에 산재된 노후화 혹은 유휴화

된 항만에 대한 개조 혹은 재개발사업 시에 본 연구의 경제성평가 모델링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활용분야

 - 건전성 평가 기술은 항만구조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기반 시설물에 활용

 -  고무막체 파라핏은 기후변화에 의한 천단고 상승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한 구조물,  

항내 취약지약에서 영구적 설치 및 공사장에서의 일시적 방파제로 활용가능

 - 친수친환경 핵심공법은 항만수질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박우선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wspark@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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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발전 시스템 성능향상 기술 개발
이광수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ksle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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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내용 및 성과

조력에너지 이용 극대화를 위한 조력발전 시스템 성능향상 기술 및 진동·소음 중심의 

친환경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올해 2차년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주로 수행되었던 단류식 조력발전 방식과 차별화되는 복류식 조력발전에 대한 

알고리즘 및 발전량 산출 수치모형을 개발하였다. 

한편, 수문케이슨의 통수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양환경모의실험장 내 평면개수로 

에서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현장 규모 수문의 1/70 축척 모형 10개를 제작 및 설치

하고, 수문 구조물 전·후면에는 에이프런(Apron) 구간을 설치하였다. 실험유량 및 조위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이 실험에서의 수문 유량계수는 1.3~1.4로  

평가되었다. 또한, FLOW3D 모형을 이용하여 수리모형실험 조건에 해당하는 수치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수치 및 수리모형실험 결과는 대체로 잘 일치하였다. 또한 수문케이슨 

내 흐름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동가시화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문케이슨  

내 세부적인 유동 특성을 규명하였다.

발전소 운영 중 발생하는 수중소음을 평가하기 위하여 울돌목 조류발전소 인근에서 현장 

계측을 실시하였으며, 발전소 가동 중 소음이 주변 조류에 의한 소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

로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활용분야

 - 조력발전 시스템 최적화 및 최적 발전량 산출기술 확보

 - 에이프런(Apron) 설계 관련 기술개발로 조력발전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

그림 1. 평면 수리모형실험에 의한 수문케이슨 통수성능 평가

그림 2.  복류식 조력발전 방식에 의한 발전량 산출

그림 3. 울돌목 조류발전소 인근에서 계측된 수중소음

그림 4.  FLOW3D 모형에 의한 수문케이슨 주변 유속 
분포 모델링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항만리모델링 기반 구축 연구

그림 1. 개발된 탄성파 기반장비

그림 2. 소파블록 재사용성 평가 시스템 적용
              현장실험

그림 3. 개발된 막체 파라핏

그림 4. 다기수로 해수교환 방파제

● 연구내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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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

델링 시 소파블록 재사용성 평가 시스템 개발, 항만구조물 열화평가 시스템 확립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항만구조물 기능 제고 신공법 개발을 위해, 고무막체 파라핏에  

대한 수치해석, 실내실험, 현장실험, 실용화 매뉴얼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연직막체  

방파제, 안벽증심, 장주기파 저감 시설 등에 연구도 추가로 수행하였다. 항만에 대한 친수친

환경 신공법 개발을 위해, 다기수로 해수교환 방파제에 대한 수치해석, 실내실험, 현장실험,  

실용화 매뉴얼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친수성 항만경관시설 기술, 항만 녹생

공간창출 기술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실용화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또한, 항만리모델링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실용화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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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예측된다. 개발된 항만리모델링 기술이 특화된다면  

해외 진출 발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에 산재된 노후화 혹은 유휴화

된 항만에 대한 개조 혹은 재개발사업 시에 본 연구의 경제성평가 모델링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활용분야

 - 건전성 평가 기술은 항만구조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기반 시설물에 활용

 -  고무막체 파라핏은 기후변화에 의한 천단고 상승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한 구조물,  

항내 취약지약에서 영구적 설치 및 공사장에서의 일시적 방파제로 활용가능

 - 친수친환경 핵심공법은 항만수질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박우선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wspark@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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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지진응답 계측 시스템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박우선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wspark@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주요항만에 지진응답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지진 

계측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KISS, Korea Integrated Seismic 

System)과 연계되는, 항만 구조물의 지진 피해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다. 세부 연구내용은 국내 주요 항만에서의 지진응답계측 시스템 설계·제작·설치와  

유지 관리를 비롯하여, 항만 지진관측 운영과 통합대응 시스템 개발, 지리정보 시스템 

기반 종합적 지진피해 예측 시스템 구축, 국가 지진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과의 연계방

안 구축, 관련 내진 설계기술의 향상 기법 개발 등이다.

3차년도인 금년에 수행한 내용은 크게, 1) 부산항을 포함한 4개의 시스템 구축 항만에 

대한 지진응답 계측 시스템 세부 설계, 2) 부산항을 비롯한 4개 시험항만을 대상으로  

지진 응답 계측 시스템의 구축 (자유장 및 구조물), 3) 주요 항만에 대한 마이크로 전자

기계 시스템 (MEM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활용 시스템 구축, 4) 지리정보 

시스템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 지진계측 관리 및 피해예측 시스템 

구축, 5) 지진계측 경보대응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항만 지진 관측 및 대응 시스템의 구현, 항만 시설물의 지진 

신속 대응을 통한 신속 복구 및 지진 피해 최소화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활용분야

 - KISS와 연계를 통한 지진 D/B 공유 및 인근 부지에 대한 지진 특성 연구

 - 국내 항만 환경에 적합한 내진 설계기준 개발 및 기법 향상

 - 국내 지진 관측 자료 확보를 통한 신속 지진 경보 체계 고도화

그림 1. 지표면 최대 지진 가속도 표시 예(인천항) 그림 2. 수중 진수 모습 그림 3. 수중 현장에 대한 시연회 개최

그림 2. 지진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항만

그림 3. 지진감시 시스템 작동예

그림 4. 지진 취약도 평가 안벽 유한 요소 모델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항만 수중공사용 무인 다목적 기계화 시공장비 개발

그림 1. 제작된 수중 고르기 장비 (02급, 버켓부피 : 0.2m3)

● 연구내용 및 성과

항만 수중공사에 있어 지금까지는 잠수부에 의한 재래식공법으로 수행되는 수중 사석 고르기 작업을 경제적·효율적·안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계화 장비의 개발이 필요한데, 이 사업은 수중에서 무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화 장비와 모니터링 및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용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장비를 활용할 경우, 잠수부 지원을 통해 수중작업 효율화 증대를 꾀할 수 있으며 중대형 장비의 개발을 통해 

실제 현장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가능하고, 향후 개발 단계별로 현장검증실험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차년도인 금년에 수행한 내용은 크게, 1)개발장비의 활용방안 분석 2)수중 착저형 이동시스템 보완 설계 및 제작, 전기·유압장치 방수  

시스템 제작 3) 사석면 높이 측정 시스템 개발, 수중장비 위치 확인 시스템 분석, 국내 연안의 탁도 분석 4) 운영시스템 메인 제어기 설계 및 

제작 5) 수중 구동용 장비 제작, 수중 구동용 제어기 보완 6) 개발장비를 활용하여 수중 조건에 대한 현장검증 실험 수행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활용분야

 - 수중항만 공사의 효율적·경제적 시공에 활용

 - 다양한 종류의 수중건설로봇 개발의 기반 마련

 - 국내항만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수출 가능

 - 다양한 대수심 해양구조물 시공에 직·간접적으로 활용 가능

장인성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isjang@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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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지진응답 계측 시스템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박우선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wspark@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주요항만에 지진응답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지진 

계측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KISS, Korea Integrated Seismic 

System)과 연계되는, 항만 구조물의 지진 피해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다. 세부 연구내용은 국내 주요 항만에서의 지진응답계측 시스템 설계·제작·설치와  

유지 관리를 비롯하여, 항만 지진관측 운영과 통합대응 시스템 개발, 지리정보 시스템 

기반 종합적 지진피해 예측 시스템 구축, 국가 지진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과의 연계방

안 구축, 관련 내진 설계기술의 향상 기법 개발 등이다.

3차년도인 금년에 수행한 내용은 크게, 1) 부산항을 포함한 4개의 시스템 구축 항만에 

대한 지진응답 계측 시스템 세부 설계, 2) 부산항을 비롯한 4개 시험항만을 대상으로  

지진 응답 계측 시스템의 구축 (자유장 및 구조물), 3) 주요 항만에 대한 마이크로 전자

기계 시스템 (MEM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활용 시스템 구축, 4) 지리정보 

시스템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 지진계측 관리 및 피해예측 시스템 

구축, 5) 지진계측 경보대응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항만 지진 관측 및 대응 시스템의 구현, 항만 시설물의 지진 

신속 대응을 통한 신속 복구 및 지진 피해 최소화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활용분야

 - KISS와 연계를 통한 지진 D/B 공유 및 인근 부지에 대한 지진 특성 연구

 - 국내 항만 환경에 적합한 내진 설계기준 개발 및 기법 향상

 - 국내 지진 관측 자료 확보를 통한 신속 지진 경보 체계 고도화

그림 1. 지표면 최대 지진 가속도 표시 예(인천항) 그림 2. 수중 진수 모습 그림 3. 수중 현장에 대한 시연회 개최

그림 2. 지진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항만

그림 3. 지진감시 시스템 작동예

그림 4. 지진 취약도 평가 안벽 유한 요소 모델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항만 수중공사용 무인 다목적 기계화 시공장비 개발

그림 1. 제작된 수중 고르기 장비 (02급, 버켓부피 : 0.2m3)

● 연구내용 및 성과

항만 수중공사에 있어 지금까지는 잠수부에 의한 재래식공법으로 수행되는 수중 사석 고르기 작업을 경제적·효율적·안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계화 장비의 개발이 필요한데, 이 사업은 수중에서 무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화 장비와 모니터링 및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용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장비를 활용할 경우, 잠수부 지원을 통해 수중작업 효율화 증대를 꾀할 수 있으며 중대형 장비의 개발을 통해 

실제 현장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가능하고, 향후 개발 단계별로 현장검증실험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차년도인 금년에 수행한 내용은 크게, 1)개발장비의 활용방안 분석 2)수중 착저형 이동시스템 보완 설계 및 제작, 전기·유압장치 방수  

시스템 제작 3) 사석면 높이 측정 시스템 개발, 수중장비 위치 확인 시스템 분석, 국내 연안의 탁도 분석 4) 운영시스템 메인 제어기 설계 및 

제작 5) 수중 구동용 장비 제작, 수중 구동용 제어기 보완 6) 개발장비를 활용하여 수중 조건에 대한 현장검증 실험 수행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활용분야

 - 수중항만 공사의 효율적·경제적 시공에 활용

 - 다양한 종류의 수중건설로봇 개발의 기반 마련

 - 국내항만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수출 가능

 - 다양한 대수심 해양구조물 시공에 직·간접적으로 활용 가능

장인성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isjang@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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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심 버켓기초 시공 시스템 개발
오명학 선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omyhak@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해상풍력발전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유용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각되고 있다. 해상

풍력발전에 있어 향후 터빈용량이 증가하고 적용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해상풍력

발전용 기초 건설비용도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가까운 장래에는 대수심  

조건의 풍부한 풍력자원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해상풍력발전 기초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버켓기초는 대수심 조건에서도 경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초  

시스템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수심 60m 정도의 조건까지 적용가능한 해상풍력발

전용 버켓기초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하여 버켓기초의 설계ㆍ시공ㆍ품질 

관리 기술에 관한 연구를 2010년에 착수하여 수행 중이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버켓기초의 지지력 평가를 위하여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수치해석 기법을 정립하였다. 버켓기초와 수중타워부의 구조해석을 위하여 범용 유한

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아바쿠스(ABAQUS)를 이용한 매개변수화 모델링을 수행하여  

버켓기초의 구조해석을 위한 수치모델링 기반을 확립하였다. 또한, 원심모형시험을  

이용한 지지력 평가 기술을 분석하여 원심 모형시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버켓 

기초의 시공성 향상을 위하여 단단한 지반에서의 버켓기초 관입력 증대시킬 수 있는  

버켓기초 관입장치 및 시공기술을 개발 중이다. 

● 활용분야

 - 버켓기초의 시공성 및 경제성 제고

 - 해상풍력발전용 기초 시스템으로서 버켓기초 적용

 - 버켓기초의 설계 및 시공 지침 수립에 활용

그림 2. 해상풍력발전용 버켓기초

그림 1.  돌산대교 주변 유속 관측 결과 및 수치해석
              결과 비교

a) 3익 수직축 터빈에 대한 해석 결과

a) 헬리컬 터빈 실험 장면

b) 대형 수조에서의 성능 실험 장면

b) 충돌방지공 내에 설치된 조류터빈 분석

그림 1. 3차원 수치해석을 이용한 버켓기초의 지지력 평가  그림 3.  버켓파일의 구조 해석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신재생 에너지 교량 모델 및 실용화 기술 개발

● 연구내용 및 성과

우리 연구원과 전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교량 모델 및  

실용화 기술개발' 연구과제는 국토해양부 초장대교량사업단 과제로 지난 2009년 착수

하여 현재 1단계 4차년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장대교량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에너지를 교량 주변의 조류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공급할 수 있는 이른바 에너지 자립형 교량(Energy Self-Su�cient Bridge) 모델과 관련

된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4차년도 연구사업을 통하여 1)교량 주변 조류 에너지자원 분석을 위한 관측 및 수치 

시뮬레이션 수행, 2) 다양한 형태의 수직축 터빈에 대한 성능 분석 및 3) 경제성 분석 및 

현장실증실험 계획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선, 장대교량 주변에 존재하는 조류 

에너지 자원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수 돌산대교, 인천대교, 영종대교에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ler) 및 AWAC(Acoustic Wave and Current Pro�ler) 등 조류 관측 

장비를 활용하여,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유입 유속 및 교각, 충돌방지공 주위 유

속을 관측하고, 그 결과를 지역해양모델링 시스템 (ROMS, Regional Ocean Modelling 

System)을 이용한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수치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보정, 향후에는 

수치시뮬레이션만으로 에너지 부존량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에너지 자립형 

교량을 위한 조류 터빈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상용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코드인 STAR-CCM+을 이용한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와  

함께 사보니우스 터빈, 다리우스 터빈, 헬리컬 터빈 등 다양한 형태의 수직축 조류 터빈  

모형을 제작하여, 우리 연구원와 전남대학교 해양환경시뮬레이션센터의 대형수조에서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조류 중심의 에너지 교량 모델의 실용화를 

위하여 에너지 교량 모델의 유지관리, 탄소저감 효과 등을 포함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

하고, 현장실증실험을 위한 시스템 등을 설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발 추세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교량 분야에서의 녹색 

에너지 융합 모델을 제시하고, 나아가 친환경적인 에너지 교량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활용분야

 -  장대교량 주변의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교량 모델 및 실용화  

기술 개발

 -  경간조명 등 상시 전력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전력 공급 및 유지관리·모니터링  

시스템에 필요한 전력 공급

 -  육상전원 공급이 불가능한 재해 시 독립전력공급을 통한 유지관리·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이진학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yijh@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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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TAR-CCM+을 이용한 조류터빈 성능평가

그림 3. 조류터빈 성능평가를 위한 수리모형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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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학 선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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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및 성과

해상풍력발전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유용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각되고 있다. 해상

풍력발전에 있어 향후 터빈용량이 증가하고 적용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해상풍력

발전용 기초 건설비용도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가까운 장래에는 대수심  

조건의 풍부한 풍력자원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해상풍력발전 기초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버켓기초는 대수심 조건에서도 경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초  

시스템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수심 60m 정도의 조건까지 적용가능한 해상풍력발

전용 버켓기초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하여 버켓기초의 설계ㆍ시공ㆍ품질 

관리 기술에 관한 연구를 2010년에 착수하여 수행 중이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버켓기초의 지지력 평가를 위하여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수치해석 기법을 정립하였다. 버켓기초와 수중타워부의 구조해석을 위하여 범용 유한

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아바쿠스(ABAQUS)를 이용한 매개변수화 모델링을 수행하여  

버켓기초의 구조해석을 위한 수치모델링 기반을 확립하였다. 또한, 원심모형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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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켓기초 관입장치 및 시공기술을 개발 중이다. 

● 활용분야

 - 버켓기초의 시공성 및 경제성 제고

 - 해상풍력발전용 기초 시스템으로서 버켓기초 적용

 - 버켓기초의 설계 및 시공 지침 수립에 활용

그림 2. 해상풍력발전용 버켓기초

그림 1.  돌산대교 주변 유속 관측 결과 및 수치해석
              결과 비교

a) 3익 수직축 터빈에 대한 해석 결과

a) 헬리컬 터빈 실험 장면

b) 대형 수조에서의 성능 실험 장면

b) 충돌방지공 내에 설치된 조류터빈 분석

그림 1. 3차원 수치해석을 이용한 버켓기초의 지지력 평가  그림 3.  버켓파일의 구조 해석 

연안개발·에너지 연구

신재생 에너지 교량 모델 및 실용화 기술 개발

● 연구내용 및 성과

우리 연구원과 전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교량 모델 및  

실용화 기술개발' 연구과제는 국토해양부 초장대교량사업단 과제로 지난 2009년 착수

하여 현재 1단계 4차년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장대교량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에너지를 교량 주변의 조류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공급할 수 있는 이른바 에너지 자립형 교량(Energy Self-Su�cient Bridge) 모델과 관련

된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4차년도 연구사업을 통하여 1)교량 주변 조류 에너지자원 분석을 위한 관측 및 수치 

시뮬레이션 수행, 2) 다양한 형태의 수직축 터빈에 대한 성능 분석 및 3) 경제성 분석 및 

현장실증실험 계획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선, 장대교량 주변에 존재하는 조류 

에너지 자원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수 돌산대교, 인천대교, 영종대교에 ADCP(Acou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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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관측하고, 그 결과를 지역해양모델링 시스템 (ROMS, Regional Ocean Mod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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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보니우스 터빈, 다리우스 터빈, 헬리컬 터빈 등 다양한 형태의 수직축 조류 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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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발 추세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교량 분야에서의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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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분야

 -  장대교량 주변의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교량 모델 및 실용화  

기술 개발

 -  경간조명 등 상시 전력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전력 공급 및 유지관리·모니터링  

시스템에 필요한 전력 공급

 -  육상전원 공급이 불가능한 재해 시 독립전력공급을 통한 유지관리·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이진학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yijh@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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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TAR-CCM+을 이용한 조류터빈 성능평가

그림 3. 조류터빈 성능평가를 위한 수리모형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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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계획선 시스템 개발 
권석재 선임연구원 (해양기술정책연구부)
E-mail : sjkwon@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사업은 국가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경계획선 프로그램을 개발,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지형 및 지리적 현황을 반영함으로써 최적, 최대의 해역을 확보하

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해양경계획정 관련 기관의 정책적 수요와 기능적 수요를 

도출하고, 국제판례와 국가간 경계획정협정 상의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시스

템의 기능적 확대를 꾀하였다. 프로그램은 주변해역 저조선 및 해도 관련 최신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그 정밀도를 향상시켰고, 경계획선 관련 유사 DB와의  

연계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이 사업 결과물에 대한 이론적 검증을 위하여 국외 측지 소프트웨어와 지구 

타원체 상에서의 거리계산 알고리듬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고, 면적 및 교점  

계산 등에 관한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 활용분야

 -   우리나라 해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해양경계획선 손익분석으로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대비

 -   해양경계획선 프로그램의 휴대 가능성(portable)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간  

해양경계획정 협상에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조회와 분석 가능   

 -   해양정책 및 학술연구(논문) 활용을 위한 지도집을 작성, 배포함으로써  

대국민 해양의식 제고

그림 1. 경계획선 시스템 메인 화면

그림 2. 좌표 입력 확인

그림 3. 특정 지점에서 최단거리 계산

해양기술정책 연구

해양과학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매뉴얼

● 연구내용 및 성과

우리나라는 주변국과 해양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바, 각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의  

범위가 중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선이 주변해역에서의 해사 안전과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수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변국의 민감한 대응이 지속, 외교적 갈등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조사선의 해양과학 조사 수행 시 발생 가능한 각각의 갈등 상황을 단계별로 분석, 대응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조사선박의 

안전과 우리나라 관할해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연구진은 주변국과의 경계미획정 수역 및 타국 해역에서 행해지는 우리나라 해양과학 조사 수행 행태를 분석, 해역별 접근 절차를 제공 

하고, 수행 과정에서 유관기관의 밀접한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행 매뉴얼 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활용분야

 -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근거한 해양과학 조사 수행의 교육적 지침서로 활용

 -  해양경계미획정 수역 해양과학조사의 단계적 접근과 발생 가능한 외교적 갈등 

대응 

 -  해양과학 조사에 대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연구자(연구조사선)  

안전 확보 

 구분 연구결과의 활용

對외국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주변국 관공선에 대한 대응요령

對정부             주변해역 환경변화에 따른 합리적 연구공간(범위) 확보

연구원             정치적 및 외교적 갈등에 대한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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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해양과학조사 갈등 발생 가능 해역

그림 2. 유엔해양법협약과 해역별 해양과학 조사 규정

영해 군도수역 군도향로대 국제항행용수역 EEZ CS 공해/심해저

 해양과학 조사

수로측량

◦ ◦ ◦ ◦ ◦ ◦ ◦

◦ ◦ ◦ ◦ × × ×



SMART KORDI
연구활동

52

연구활동
Annual Report 2011

53

해양기술정책 연구

해양경계획선 시스템 개발 
권석재 선임연구원 (해양기술정책연구부)
E-mail : sjkwon@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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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주변국과의 경계미획정 수역 및 타국 해역에서 행해지는 우리나라 해양과학 조사 수행 행태를 분석, 해역별 접근 절차를 제공 

하고, 수행 과정에서 유관기관의 밀접한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행 매뉴얼 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활용분야

 -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근거한 해양과학 조사 수행의 교육적 지침서로 활용

 -  해양경계미획정 수역 해양과학조사의 단계적 접근과 발생 가능한 외교적 갈등 

대응 

 -  해양과학 조사에 대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연구자(연구조사선)  

안전 확보 

 구분 연구결과의 활용

對외국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주변국 관공선에 대한 대응요령

對정부             주변해역 환경변화에 따른 합리적 연구공간(범위) 확보

연구원             정치적 및 외교적 갈등에 대한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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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해양과학조사 갈등 발생 가능 해역

그림 2. 유엔해양법협약과 해역별 해양과학 조사 규정

영해 군도수역 군도향로대 국제항행용수역 EEZ CS 공해/심해저

 해양과학 조사

수로측량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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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술정책 연구

미래 해양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관할해역 공간계획 수립 기획 연구 이문숙 선임연구원 (해양기술정책연구부)

E-mail : leems@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해양에서 인간의 활동은 점점 복잡해지고 그로 인한 갈등과 분쟁은 심화되고 

있다.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은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공간에 

기반하여 조정하기 위한 관리의 핵심수단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관할 

해역의 해양공간계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획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관할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을 위한 해양정보 생산·관리 방향,  

국가 해양정보관리시스템 구축·활용 방향을 제시하며, 관할해역 해양공간 

계획 관련 국가기본정책 및 지침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관할해역 공간 

계획의 시범 적용지역 선정 및 추진방향을 기획한다.

● 활용분야

 - 국가 관할해역 해양공간계획 수립체계 구축 지원

 - 국가 관할해역 시범 해양공간계획 수립 지원

 - 국가 관할해역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해양정보 통합관리 기반 제공

 - 이용 행위로 인한 갈등과 분쟁의 조정 및 관리를 위한 과학 기반 체제 지원 

그림 1.  벨기에 해양공간이용 시나리오 사례   

그림 2. 유럽의 MSP 추진 현황   

해양기술정책 연구

독도총람 제작 연구

● 연구내용 및 성과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영유권 침탈 문제가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확고한 우리 영토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 사업은 독도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담아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학교 등 독도에  

관심있는 모두에게 종합적인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 결과를  

통해서는 독도 연구에 미흡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도출, 향후 독도 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이 추구하는 '독도총람'은 독도의 현황을 비롯하여 역사, 자연환경, 국제법적 쟁점, 

국내 대응 및 활동 등 5편으로 구성된다. 제1편 독도의 현황은 독도의 일반사항과 지적·

관리현황, 독도 표기문제, 일본 교과서의 독도 표기 현황 등을 다루고 있다. 독도의 역사를 

다룬 제2편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와의 

관계를 각 시대별로 사료 및 지도를 통해 정리하였다. 

제3편에서는 독도의 지형과 지질 해양·육상생태, 토양환경과 기후ㆍ해수, 자원 등  

독도의 자연현황을 개괄하였으며, 제4편에서는 국제법상의 독도의 지위, 한일어업 

협정,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국제판례 소개 및 시마네현 고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 독도 관련 국제 자료와 독도문제가 국제재판에서 다루어질 경우를 상정 

하여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5편에서는 독도와 관련  

정부, 연구소, 유관기관, 지자체 등의 대응 및 활동 현황을 정리한 후 정부정책을 근간으로 

독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성과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 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독도총람은 정책결정자뿐 아니라 독도를 연구하는 모두에게  

사실적이고 객관적 현황과 자료를 제공, 우리 영토인 독도 이해를 제고하고하는 데  

조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활용분야

 -  독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 영유권의 공고화 및 주변국

(일본)과의 마찰 대비

 -  독도총람을 배포함으로써 정부 및 대국민 대상 종합적인 독도정보를 제공하여 독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박성욱 책임연구원 (해양기술정책연구부)
E-mail : swpark@kordi.re.kr

그림 1. 조선여지전도(일본 세키구치 비쇼 제작, 1775)

그림 2. 독도의 생태

그림 3. 울릉도ㆍ독도 주변 해산 3차원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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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술정책 연구

미래 해양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관할해역 공간계획 수립 기획 연구 이문숙 선임연구원 (해양기술정책연구부)

E-mail : leems@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해양에서 인간의 활동은 점점 복잡해지고 그로 인한 갈등과 분쟁은 심화되고 

있다.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은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공간에 

기반하여 조정하기 위한 관리의 핵심수단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관할 

해역의 해양공간계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획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관할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을 위한 해양정보 생산·관리 방향,  

국가 해양정보관리시스템 구축·활용 방향을 제시하며, 관할해역 해양공간 

계획 관련 국가기본정책 및 지침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관할해역 공간 

계획의 시범 적용지역 선정 및 추진방향을 기획한다.

● 활용분야

 - 국가 관할해역 해양공간계획 수립체계 구축 지원

 - 국가 관할해역 시범 해양공간계획 수립 지원

 - 국가 관할해역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해양정보 통합관리 기반 제공

 - 이용 행위로 인한 갈등과 분쟁의 조정 및 관리를 위한 과학 기반 체제 지원 

그림 1.  벨기에 해양공간이용 시나리오 사례   

그림 2. 유럽의 MSP 추진 현황   

해양기술정책 연구

독도총람 제작 연구

● 연구내용 및 성과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영유권 침탈 문제가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확고한 우리 영토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 사업은 독도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담아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학교 등 독도에  

관심있는 모두에게 종합적인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 결과를  

통해서는 독도 연구에 미흡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도출, 향후 독도 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이 추구하는 '독도총람'은 독도의 현황을 비롯하여 역사, 자연환경, 국제법적 쟁점, 

국내 대응 및 활동 등 5편으로 구성된다. 제1편 독도의 현황은 독도의 일반사항과 지적·

관리현황, 독도 표기문제, 일본 교과서의 독도 표기 현황 등을 다루고 있다. 독도의 역사를 

다룬 제2편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와의 

관계를 각 시대별로 사료 및 지도를 통해 정리하였다. 

제3편에서는 독도의 지형과 지질 해양·육상생태, 토양환경과 기후ㆍ해수, 자원 등  

독도의 자연현황을 개괄하였으며, 제4편에서는 국제법상의 독도의 지위, 한일어업 

협정,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국제판례 소개 및 시마네현 고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 독도 관련 국제 자료와 독도문제가 국제재판에서 다루어질 경우를 상정 

하여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5편에서는 독도와 관련  

정부, 연구소, 유관기관, 지자체 등의 대응 및 활동 현황을 정리한 후 정부정책을 근간으로 

독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성과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 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독도총람은 정책결정자뿐 아니라 독도를 연구하는 모두에게  

사실적이고 객관적 현황과 자료를 제공, 우리 영토인 독도 이해를 제고하고하는 데  

조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활용분야

 -  독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 영유권의 공고화 및 주변국

(일본)과의 마찰 대비

 -  독도총람을 배포함으로써 정부 및 대국민 대상 종합적인 독도정보를 제공하여 독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박성욱 책임연구원 (해양기술정책연구부)
E-mail : swpark@kordi.re.kr

그림 1. 조선여지전도(일본 세키구치 비쇼 제작, 1775)

그림 2. 독도의 생태

그림 3. 울릉도ㆍ독도 주변 해산 3차원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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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 연구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 
이정현 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E-mail : jlee@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단에서는 다양한 해양·극한생물 자원의 확보, 해양

생물의 유전체·환경유전체 해독 및 오믹스분석, 정보관리를 통하여 해양생명공학 

분야 기초·원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극한생물자원뱅크(http://www.megrc.re.kr/mebic/)는 2011년도 신규 자원으로 

해양미생물 269종 344주 및 해양복족류 28종 시료를 추가하여 총 1,062종 5,697주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276주의 미생물을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분양하

였다. 2011년 나고야협약이 발효되어 각국이 본격적인 생물자원 확보 경쟁에 각축을 

벌이고 있는 환경에서, 2013년까지 해양·극한생물자원뱅크에 확보된 생물자원은  

한국의 해양생물자원 기술 개발의 기초 원천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단은 공모를 통해 우뭇가사리, 까막전복, 윤충류 등 9종의 해양·극한생물을 

선별하여 유전체 및 발현유전체 해독을 수행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유전체 정보는  

유전체정보뱅크(http://mbrc.kordi.re.kr/gbank)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해양생명공학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포유류인 밍크고래(Balaenoptera acutorostrata )의 

유전체 해독 연구를 세계 최초로 시작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진화 연구, 노화 및  

심혈관, 뇌질환 연구, 생태 보전 측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해양·극한생물 자원뱅크

그림 2. 유전체 정보뱅크

그림 3. 고래 게놈 프로젝트의 대상종, 밍크고래
             (Balaenoptera acutorostrata)

해양바이오 연구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 연구내용 및 성과

해양 생물 중 특히 많은 생리 활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열대 해양생물에 관한 연구는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열대 지역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국제 협약상의 제약이  

인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 과제를 통해 생물학적 유용성이 큰 열대 해양생물들을 중심으로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하는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미크로네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 실험실을 설립하거나, 현지 연구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물시료를 채집

하거나 공급받고 공동연구를 진행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고 있다.

확보된 생물자원의 유용성 평가를 위해 생물의 화합물 조성을 탐색하여 신물질 및 유용물질을 찾아내는 연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 결과들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공개될 것이며, 이는 화학, 생물, 환경학 및 생명공학을 포괄한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의  

근간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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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열대 해양생물로부터 분리된 대표적인 화합물

● 활용분야

 - 해양생명공학 연구 저변 확대

 - 해양생명 시스템 이해

 - 해양생명공학 소재 개발 및 산업화 

그림 2. 채집된 열대 해양생물 그림 3. 열대 해양생물 채집 모습

Irciniastatin A

Me

MeMe
Me

Me

MeO

MeO

OMe OMe

OMe OMe

OSO3Na

NH2

NH2H2N

R1

R1=
OH

OH

OH

OH
Br

Br

Br

Br

Br

Br

OH

OH
N
H

N
H

HO
HO

HO

O

O O

O

O

O O

O O

O

O
NH NH

O

O

O

O
N

O

O

O

Suvanine dericatives

Bromotyrosine derivatives

● 활용분야

 - 해양생물자원의 개발

 - 해양생물로부터 생리활성물질 개발  



SMART KORDI
연구활동

56

연구활동
Annual Report 2011

57

해양바이오 연구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 
이정현 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E-mail : jlee@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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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뇌질환 연구, 생태 보전 측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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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전체 정보뱅크

그림 3. 고래 게놈 프로젝트의 대상종, 밍크고래
             (Balaenoptera acutorostr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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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들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공개될 것이며, 이는 화학, 생물, 환경학 및 생명공학을 포괄한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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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분야

 - 해양생명공학 연구 저변 확대

 - 해양생명 시스템 이해

 - 해양생명공학 소재 개발 및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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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방위 연구

해양환경 음향 특성조사
연안해역 해양·음향 환경 연구 강돈혁 책임연구원 (해양방위연구센터)

E-mail : dhkang@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연구는 연안 해양환경 변동과 이에 따른 음향 탐지환경 특성 파악을 주목적으로 한다. 해수 매질의 시변동성과 해저 하부의 구조 이해를 

포함하는 해양환경 특성 파악은 해양의 음파전달 및 수중물체 탐지 측면에서 핵심 변수이다. 이러한 해양환경 및 음향특성 파악을 위해  

주요 연안에 대한 현장 조사, 분석, 자료해석, 음향탐지 환경 예측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는 서해 주요해역에 대해서 해양환경 및 음향특성 파악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로부터 생성되는 정밀 해양 환경 자료 DB, 음향 특성 

및 음향모델 구축은 해양 환경의 이해 및 다양한 해양방위에 활용될 것이다.

● 활용분야

 - 정밀 해양환경 자료 DB 및 음향 특성 정보를 이용한 해양방위 기술 지원

 - 해양 및 음향탐지 환경 분석 수행

그림 3. 해수 중 음향탐지환경에 대한 수치 모델링그림 2. 수중 음파전달 측정(자기수중청음기)

그림 1. 우리나라 서해 주요해역 3차원 수온구조

해양방위 연구

해양방위를 위한 해상·수중·해저 환경 모니터링 및 
음향 특성 연구

그림 2. 수중 글라이더 시범 운용

그림 3. 대잠수함전 모식도

그림1. 해양환경 통합 DB 시스템 구성 및 기본 설계

그림 4. 연안 정밀 해저 지형도  

● 연구내용 및 성과

분단국인 한반도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해양방위는 중요하다. 해양방위를 위하여 해양환경 

조사를 2011년 서해 NLL 인접 접경해역에 대한 작전지원 종합 해양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해양환경 조사용 수중글라이더를 운영하여 장시간, 장거리 해양조사를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1년에는 해양 물리·수중음향 환경 및 해저지형·저질 등을 연구하여 수온·유동 분포, 

수중소음·음향특성 파악, 해저지형·저질분포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해상·수중·해저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음향탐지 환경 시스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군의 해양안보 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활용분야

 - 정밀 해양환경 자료 DB 및 음향 특성 정보를 이용한 해양방위 기술 지원

 - 해군작전 및 현안문제 해결 정보 지원

WMO 외부기관

해양연구원

유관기관
해양환경정보

해양환경
원시 수집 DB

검수 및 복사
해정단 DB

자료변환 및 DB 갱신

웹 서버

분석 DB

VPN
가상사설망

CUDA기반
GIS 엔진분석

분석자료 변환 및 등록

DB 서버
(QC DB)

해정단 DB

분석시스템

이용국 책임연구원 (해양방위연구센터)
E-mail : yklee@kordi.re.kr



SMART KORDI
연구활동

58

연구활동
Annual Report 2011

59

해양방위 연구

해양환경 음향 특성조사
연안해역 해양·음향 환경 연구 강돈혁 책임연구원 (해양방위연구센터)

E-mail : dhkang@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연구는 연안 해양환경 변동과 이에 따른 음향 탐지환경 특성 파악을 주목적으로 한다. 해수 매질의 시변동성과 해저 하부의 구조 이해를 

포함하는 해양환경 특성 파악은 해양의 음파전달 및 수중물체 탐지 측면에서 핵심 변수이다. 이러한 해양환경 및 음향특성 파악을 위해  

주요 연안에 대한 현장 조사, 분석, 자료해석, 음향탐지 환경 예측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는 서해 주요해역에 대해서 해양환경 및 음향특성 파악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로부터 생성되는 정밀 해양 환경 자료 DB, 음향 특성 

및 음향모델 구축은 해양 환경의 이해 및 다양한 해양방위에 활용될 것이다.

● 활용분야

 - 정밀 해양환경 자료 DB 및 음향 특성 정보를 이용한 해양방위 기술 지원

 - 해양 및 음향탐지 환경 분석 수행

그림 3. 해수 중 음향탐지환경에 대한 수치 모델링그림 2. 수중 음파전달 측정(자기수중청음기)

그림 1. 우리나라 서해 주요해역 3차원 수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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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중 글라이더 시범 운용

그림 3. 대잠수함전 모식도

그림1. 해양환경 통합 DB 시스템 구성 및 기본 설계

그림 4. 연안 정밀 해저 지형도  

● 연구내용 및 성과

분단국인 한반도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해양방위는 중요하다. 해양방위를 위하여 해양환경 

조사를 2011년 서해 NLL 인접 접경해역에 대한 작전지원 종합 해양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해양환경 조사용 수중글라이더를 운영하여 장시간, 장거리 해양조사를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1년에는 해양 물리·수중음향 환경 및 해저지형·저질 등을 연구하여 수온·유동 분포, 

수중소음·음향특성 파악, 해저지형·저질분포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해상·수중·해저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음향탐지 환경 시스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군의 해양안보 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활용분야

 - 정밀 해양환경 자료 DB 및 음향 특성 정보를 이용한 해양방위 기술 지원

 - 해군작전 및 현안문제 해결 정보 지원

WMO 외부기관

해양연구원

유관기관
해양환경정보

해양환경
원시 수집 DB

검수 및 복사
해정단 DB

자료변환 및 DB 갱신

웹 서버

분석 DB

VPN
가상사설망

CUDA기반
GIS 엔진분석

분석자료 변환 및 등록

DB 서버
(QC DB)

해정단 DB

분석시스템

이용국 책임연구원 (해양방위연구센터)
E-mail : ykle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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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위성 연구

정지궤도 해양위성(GOCI) 활용연구 지원
유주형 책임연구원 (해양위성센터)
E-mail : jhryu@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연구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활용연구 지원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2011년도에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운영기반확보, 해양위성자료 DB 구축 및 위성 

자료 정규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14개 대학 및 연구소에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활용 연구 지원, 위성자료 검·보정을 위한 현장관측, 검·보정협의체 운영 등을 수행

하였다. 그리고 위성자료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GOCI 사용자 워크숍 및 천리안 해양 

관측위성 해양자료처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각종 학회 및 

행사에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을 홍보하였다. 

또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효율적 운영과 자료 서비스를 위해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운영 및 자료배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731호)'이 시행되었으며, 해양위성센터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공식적인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활용분야

  -  지구환경 기후변화 : 해양 탄소순환 감시(해양의 일차생산력 변화 모니터링, 기후 

변화 연구 및 탄소배출권 확보), 엘니뇨, 라니냐 감시 등

  -  연안 및 해양영토관리(장·단기 해양환경 모니터링) : 적조 및 녹조 감시, 수질변동  

감시, 어장정보, 탁도 감시, 동중국해 해양이변 감시, 투기해역환경 감시, 갯벌생태  

감시, 해황예측시스템 활용, 연안 해양 생물자원 감시 등

  -  대기·기상·육상·방재 :  태풍 감시, 황사·해무·에어로졸 감시, 산불 및 화산 감지, 

지표면 정보 제공, 홍수·폭설 감시

  -  기타(군·경·정보기관) :  항행 정보 지원, 상륙작전 및 안전 항로 정보 획득,  

대잠수함 작전 활용, 북한 환경 감시 등

Level-O

원시자료

(원격반사도, 클로로필, 
부유물질, 용존유기물,

적조정보, 어장정보
수중가시거리, 
해류벡터 등)

복사보정 / 기하보정

대기보정 검·보정

알고리즘 검·보정 

산출물

수출 광량
(Lw, LwN)

Level-1

Level-2

그림 1.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클로로필 관측자료

그림 1.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해양 
자료처리 시스템표준 산출물 

a) 클로로필, b) 부유물질, 
c) 용존유기물, d) 흡광지수, 
e) 식생지수,
 f ) 하향확산감쇠계수

그림 2.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 검·보정 활동

그림 3.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처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

그림 2.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  
슬롯 간 광학편차 보정  
알고리즘 예시  
a) 보정 전 b) 보정 후

해양위성 연구

해양위성센터 기능고도화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연구에서는 해양위성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처리시스템 및 해양위성센터 주요 시스템의 기능  

개선, 신규 해양환경 분석기술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처리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자료를 처리하는 S/W로서, 정지궤도 위성 및 국내 해양환경에 

특화된 해양환경분석 알고리즘 적용하여 일반인에게 배포하였다. 그리고 기존 해양관측위성과는 다르게 프레임 캡쳐 방식으로 영상을 획득하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슬롯간 광학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슬롯간 광학편차 보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해양위성자료의 활성화 및 신규 활용분야 개척을 위해 해양생물, 모델연계, 연안환경, 기후변화 등 다양한 연구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수행

하였다.   

● 활용분야

  -  해양위성센터의 임무확대를 통한 다양한 신규 해양위성의 활용분야 개척 및 해양재난·재해에 대한 위성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해양위성센터 주요 시스템의 기능개선을 통해, 천리안 해양위성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뢰도 높은 위성자료를 획득할 수 있음

유주형 책임연구원 (해양위성센터) 
E-mail : jhryu@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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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위성 연구

정지궤도 해양위성(GOCI) 활용연구 지원
유주형 책임연구원 (해양위성센터)
E-mail : jhryu@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연구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활용연구 지원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2011년도에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운영기반확보, 해양위성자료 DB 구축 및 위성 

자료 정규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14개 대학 및 연구소에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활용 연구 지원, 위성자료 검·보정을 위한 현장관측, 검·보정협의체 운영 등을 수행

하였다. 그리고 위성자료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GOCI 사용자 워크숍 및 천리안 해양 

관측위성 해양자료처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각종 학회 및 

행사에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을 홍보하였다. 

또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효율적 운영과 자료 서비스를 위해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운영 및 자료배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731호)'이 시행되었으며, 해양위성센터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공식적인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활용분야

  -  지구환경 기후변화 : 해양 탄소순환 감시(해양의 일차생산력 변화 모니터링, 기후 

변화 연구 및 탄소배출권 확보), 엘니뇨, 라니냐 감시 등

  -  연안 및 해양영토관리(장·단기 해양환경 모니터링) : 적조 및 녹조 감시, 수질변동  

감시, 어장정보, 탁도 감시, 동중국해 해양이변 감시, 투기해역환경 감시, 갯벌생태  

감시, 해황예측시스템 활용, 연안 해양 생물자원 감시 등

  -  대기·기상·육상·방재 :  태풍 감시, 황사·해무·에어로졸 감시, 산불 및 화산 감지, 

지표면 정보 제공, 홍수·폭설 감시

  -  기타(군·경·정보기관) :  항행 정보 지원, 상륙작전 및 안전 항로 정보 획득,  

대잠수함 작전 활용, 북한 환경 감시 등

Level-O

원시자료

(원격반사도, 클로로필, 
부유물질, 용존유기물,

적조정보, 어장정보
수중가시거리, 
해류벡터 등)

복사보정 / 기하보정

대기보정 검·보정

알고리즘 검·보정 

산출물

수출 광량
(Lw, LwN)

Level-1

Level-2

그림 1.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클로로필 관측자료

그림 1.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해양 
자료처리 시스템표준 산출물 

a) 클로로필, b) 부유물질, 
c) 용존유기물, d) 흡광지수, 
e) 식생지수,
 f ) 하향확산감쇠계수

그림 2.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 검·보정 활동

그림 3.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처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

그림 2.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  
슬롯 간 광학편차 보정  
알고리즘 예시  
a) 보정 전 b) 보정 후

해양위성 연구

해양위성센터 기능고도화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연구에서는 해양위성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처리시스템 및 해양위성센터 주요 시스템의 기능  

개선, 신규 해양환경 분석기술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처리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자료를 처리하는 S/W로서, 정지궤도 위성 및 국내 해양환경에 

특화된 해양환경분석 알고리즘 적용하여 일반인에게 배포하였다. 그리고 기존 해양관측위성과는 다르게 프레임 캡쳐 방식으로 영상을 획득하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슬롯간 광학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슬롯간 광학편차 보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해양위성자료의 활성화 및 신규 활용분야 개척을 위해 해양생물, 모델연계, 연안환경, 기후변화 등 다양한 연구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수행

하였다.   

● 활용분야

  -  해양위성센터의 임무확대를 통한 다양한 신규 해양위성의 활용분야 개척 및 해양재난·재해에 대한 위성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해양위성센터 주요 시스템의 기능개선을 통해, 천리안 해양위성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뢰도 높은 위성자료를 획득할 수 있음

유주형 책임연구원 (해양위성센터) 
E-mail : jhryu@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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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위성 연구

해양분야 위성활용 연구
유주형 책임연구원 (해양위성센터)
E-mail : jhryu@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연구는 국내 고해상도 광학위성자료인 다목적실용위성 2호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연안분야 활용 연구이다. 황도 갯벌에서는 조류로 밀도 분포도와 위성 영상의 반사도를 

공간정보로 구축하여 두 개 변수의 상대적 가중치를 중첩하여 퇴적상 분포도를 작성

하였다. 또한 인공신경망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잠재적인 서식지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근소만 갯벌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 2호를 이용하여 갯벌 표층 저서생물 분포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식생지수(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갯벌 표층 반사도를 측정하여 영상자료와 비교 

하였다. 

높은 공간해상도로 표출되는 갯벌 주제도는 국내 연안환경의 변화를 단기 또는 장기적

으로 모니터링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다.

● 활용분야

  -  고해상도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서식지 분포도를 작성함으로써 갯벌 생태 환경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음

  -  갯벌 표층 저서생물 분포 및 변화 모니터링 기술은 갯벌의 경제적, 생태환경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림 2.  황도  갯벌  조류로  밀도도  a),  위성영상  
반사도  b), a)와  b)의  상대적  가중치를  
이용하여 작성한 퇴적상 분포도  c) 

그림 3.  갯벌 표층 저서생물 분포도
               다목적활용위성 2호를 이용한 갯벌 표층  

식생지수 지도 a), 현장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갯벌 표층 반사도 b) 

그림 1.  뉴럴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작성된 잠재적인 서식지 분포도
              길게 a), 비틀이고둥 b) 

a) b)

b)

a)

그림 1. SAR와 유출유 이동경로 추적모듈의 결과 비교

그림 3. 보하이만 유출유의 시간적 변화   

그림 2.  방제지원시스템 프로토타입 구현 :
             허베이 스피릿 호 기름유출사고  

해양위성 연구

인공위성 원격탐사를 이용한 
해상 기름탐지 및 방제지원 시스템 개발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연구는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전천후레이더인 SAR(합성개구레이더)를 이용하여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탐지하고, 유출유 정보를 가시화하여 방제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2007년 12월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릿 호 기름유출사고 당시 촬영된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기름탐지모듈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탐지된 결과와 기름유출사고  

관련정보를 실시간 혹은 오프라인모드로 가시화하기 위해 전자해도기반 가시화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2011년 6월 보하이만 유전지대에서 발생한 유출유의 모니터링에 적용하였고 정부기관 

대응관련 기술지원에 활용되었다.

SAR를 이용한 실시간 유출유 감시 및 방제 대응 분야는 이미 유럽에서 현업화 단계에  

있다. 관련 인공위성이 증가하고, 관련기술도 발전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 활용분야

 - 향후 발사 예정인 아리랑 5호를 활용한 유출유 탐지 활용 가능

  - 오염방제 매뉴얼 및 기능에 추가되어 대응 능력 향상 기여

 -  위성정보를 중심으로 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방제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효율적인 

방제계획 수립 지원

양찬수 책임연구원 (해양위성센터) 
E-mail : yangcs@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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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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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측조사 표준화 확립 사업
김은수 책임연구원 (기기 검교정·분석센터)
E-mail : eskim@kordi.re.kr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해양 관측자료의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해양 시료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기준 물질(reference material)을  

개발·보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양 시료 분석에 대한 실험실간 상호 비교 실험(inter-laboratory comparison experiment)을 실시해  

왔다. 2011년에는 염분 측정을 위한 기준 물질을 개발하여 균질성과 안정성 시험을 실시했으며, 해수 중 영양염 분석에 대한 실험실간  

상호 비교 실험을 실시하였다. 기기검교정·분석센터에서는 국제적인 상호 비교실험에 참여하여 우리 연구원의 해양 시료 분석 능력 향상

에 노력하고 있다.

품질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기기검교정·분석센터 주관으로 해양관측 기기 사용자 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원내에서 수행 

되는 각종 해양관측 기법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서를 작성, 검토, 승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본 협의회에

서는 해양관측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관측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해양 

관측 품질 향상 및 체계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연구원 내에 확고한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 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침 등을 새로이 제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 활용분야

 - 해양 관측 기기 교정을 통한 해양 관측 자료의 신뢰성 증진

 - 다양한 기준 물질의 보급에 따른 해양 시료 분석 능력 확대

 - 표준 운영 절차서 제정 및 보급으로 인한 해양 관측 기술의 시스템화

 - 새로운 해양 관측 기법 개발

그림 5.  개발 중인 기준 시료 제조용 연속 멸균 장치

그림 7.  영양염 상호 비교실험에 사용된 기준 물질

그림 6. 기준물질 제조 과정 중 병입후 포장 과정

그림 8.   해양관측 기기 사용자 협의회 회의 그림 3.   CTD 압력 센서 교정 그림 4.  수온 교정용 물의 삼중점 셀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생산되는 해양 관측 자료의 품질을 보증하고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0년부터 원내의 연구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해양 관측 및 조사활동에 대한 품질관리(Quality Assurance/Quality Control) 체계를 구축

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 관측 기기 교정, 해양 관측 품질 관리, 해양 관측 기법 개발, 품질 관리 제도 개선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해양관측 기기 교정을 위하여 안산 본원 제2연구동 1층에 해양  

관측 기기 교정 시설을 구축하였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 CTD

에 대한 교정을 개시하였다. 우리 연구원에서는이 사업을 통해 

구축된 교정 시설을 활용하여 국제표준기구 (ISO/IEC17025)에 

따른 국가 교정기관으로 인정 받을 예정이다. 해양관측결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원 내에서 사용되는 CTD를  

대상으로 동해상 수심 1,500m 지점에서 현장 비교 시험을 실시

하였다. 

그림 1.   CTD 현장 비교 실험을 위해 장비를 장착하는 모습 그림 2.   현장 상호 비교 실험을 위해 CTD 12대를 장착하여 
동시에 관측하는 모습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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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각종 해양관측 기법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서를 작성, 검토, 승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본 협의회에

서는 해양관측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관측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해양 

관측 품질 향상 및 체계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연구원 내에 확고한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 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침 등을 새로이 제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 활용분야

 - 해양 관측 기기 교정을 통한 해양 관측 자료의 신뢰성 증진

 - 다양한 기준 물질의 보급에 따른 해양 시료 분석 능력 확대

 - 표준 운영 절차서 제정 및 보급으로 인한 해양 관측 기술의 시스템화

 - 새로운 해양 관측 기법 개발

그림 5.  개발 중인 기준 시료 제조용 연속 멸균 장치

그림 7.  영양염 상호 비교실험에 사용된 기준 물질

그림 6. 기준물질 제조 과정 중 병입후 포장 과정

그림 8.   해양관측 기기 사용자 협의회 회의 그림 3.   CTD 압력 센서 교정 그림 4.  수온 교정용 물의 삼중점 셀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생산되는 해양 관측 자료의 품질을 보증하고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0년부터 원내의 연구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해양 관측 및 조사활동에 대한 품질관리(Quality Assurance/Quality Control) 체계를 구축

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 관측 기기 교정, 해양 관측 품질 관리, 해양 관측 기법 개발, 품질 관리 제도 개선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해양관측 기기 교정을 위하여 안산 본원 제2연구동 1층에 해양  

관측 기기 교정 시설을 구축하였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 CTD

에 대한 교정을 개시하였다. 우리 연구원에서는이 사업을 통해 

구축된 교정 시설을 활용하여 국제표준기구 (ISO/IEC17025)에 

따른 국가 교정기관으로 인정 받을 예정이다. 해양관측결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원 내에서 사용되는 CTD를  

대상으로 동해상 수심 1,500m 지점에서 현장 비교 시험을 실시

하였다. 

그림 1.   CTD 현장 비교 실험을 위해 장비를 장착하는 모습 그림 2.   현장 상호 비교 실험을 위해 CTD 12대를 장착하여 
동시에 관측하는 모습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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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운송 연구

에너지 절감형 선박과 연료절감장치  개발을 위한 
수치해석 기술 김광수 선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ksookim@moer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조치 (EEDI, MEPC 62차 회의) 시행과,  

지속적인 국제 유가상승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 조선해양산업은 연료소모량 및 배

기가스 감소를 위한 새로운 하이테크 기술 및 성능평가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선박의 저항추진성능과 같은 유체성능 기반의 에너지 저감기술의 경우, 개발과 함께  

검증을 위한 성능평가 기술이 매우 중요하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험적 방법을 

통한 성능 해석 이전에 전산유체역학(CFD) 기술을 활용한 평가방법이 매우 성숙한  

단계에 와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대상선박(KCS, KVLCC, KLNG 선형)의 선속 감소 및 선체 트림별(trim) 

마력저감효과를 CFD 해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복잡한 부가물의 유체성능 수치

해석을 위하여 중첩격자계를 도입하고, 대표적인 선미 부착형 연료절감 장치(pre-swirl 

stator, duct-stator 복합형, LV-Fin)를 선정하여 CFD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추진 

효율 향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CFD 시뮬레이션 해석기술을 바탕으로 모형시험과 더불어 에너지 절감장치를 포함

한 선박의 설계 및 유체성능의 종합적인 해석평가가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국내 조선소의 연료절감형 선박설계 기술력 증대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활용분야

 - 에너지 절감형 선박과 연료저감장치의 설계 

 - 에너지 절감형 선박의 유체역학적 성능평가

 - CFD 시뮬레이션을 통한 상선의 성능개선작업

그림 1.  에너지절감장치의 
모델링 

 a: 중첩격자계
 b: stator
 c: duct-stator
 d: LV-�n 그림 3. 추진효율의 비교 (stator)

그림 2. 선속감소와 선체 트림별 마력감소 비교
              (KCS선형) 

해양운송 연구

추진기 및 방향타 성능 시험평가 기반 기술(II)

● 연구내용 및 성과

선박의 고속화 및 대형화로 추진기와 방향타의 부하가 증가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현상은 복합적인 애로기술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 캐비테이션터널(LCT)에서 선종별로 높은 성능 

평가 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선박은 선종에 따라 선체 외부 형상이 다양하므로  

캐비테이션 발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반류의 특성이 다르다. 따라서 선종별로  

3차원반류 재현을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모형시험 정도 향상을 위하여  

실선에서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성능 계측 결과와 대형터널에서 모형시험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시험조건(흘수, 회전수, 유속, 공기함유량 등)이 도출되어야 한다.  

실선 실험이 수행된 선박을 대상으로 실험기법을 개발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 실선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실험을 수행한 Sydney Expresss 컨테이너선을 선정

 ●  흘수판 및 유속변화에 따른 반류분포 계측 및 최적 반류 재현조건 도출   

 ●  선미파고 변화에 대하여 모형프로펠러의 캐비테이션 관찰 및 변동압력 계측치와 

실선시험 결과와 비교

Sydney Expresss 컨테이너선의 캐비테이션 모형시험 결과와 실선 시험결과와 좋은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선체반류 특성이 다른 여러 가지 선종에 대해서도 실선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관찰과 변동압력 계측을 수행하여 대형터널에서 모형시험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 활용분야

 -   가스운반선 (LNG/LPG), 컨테이너 선, 유조선, 산적 화물선, 크루즈선 등 상선용 

        추진기 캐비테이션 성능평가 및 성능제어 기술 개발

안종우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ajwprop@moeri.re.kr

그림 2. 모형선 반류(Vs=7.26㎧)  

그림 3. 캐비테이션 관찰 결과 비교  

그림 1. LCT에 설치된 표준선 그림 4. 실선-LCT 변동압력 계측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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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운송 연구

에너지 절감형 선박과 연료절감장치  개발을 위한 
수치해석 기술 김광수 선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ksookim@moer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조치 (EEDI, MEPC 62차 회의) 시행과,  

지속적인 국제 유가상승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 조선해양산업은 연료소모량 및 배

기가스 감소를 위한 새로운 하이테크 기술 및 성능평가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선박의 저항추진성능과 같은 유체성능 기반의 에너지 저감기술의 경우, 개발과 함께  

검증을 위한 성능평가 기술이 매우 중요하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험적 방법을 

통한 성능 해석 이전에 전산유체역학(CFD) 기술을 활용한 평가방법이 매우 성숙한  

단계에 와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대상선박(KCS, KVLCC, KLNG 선형)의 선속 감소 및 선체 트림별(trim) 

마력저감효과를 CFD 해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복잡한 부가물의 유체성능 수치

해석을 위하여 중첩격자계를 도입하고, 대표적인 선미 부착형 연료절감 장치(pre-swirl 

stator, duct-stator 복합형, LV-Fin)를 선정하여 CFD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추진 

효율 향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CFD 시뮬레이션 해석기술을 바탕으로 모형시험과 더불어 에너지 절감장치를 포함

한 선박의 설계 및 유체성능의 종합적인 해석평가가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국내 조선소의 연료절감형 선박설계 기술력 증대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활용분야

 - 에너지 절감형 선박과 연료저감장치의 설계 

 - 에너지 절감형 선박의 유체역학적 성능평가

 - CFD 시뮬레이션을 통한 상선의 성능개선작업

그림 1.  에너지절감장치의 
모델링 

 a: 중첩격자계
 b: stator
 c: duct-stator
 d: LV-�n 그림 3. 추진효율의 비교 (stator)

그림 2. 선속감소와 선체 트림별 마력감소 비교
              (KCS선형) 

해양운송 연구

추진기 및 방향타 성능 시험평가 기반 기술(II)

● 연구내용 및 성과

선박의 고속화 및 대형화로 추진기와 방향타의 부하가 증가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현상은 복합적인 애로기술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 캐비테이션터널(LCT)에서 선종별로 높은 성능 

평가 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선박은 선종에 따라 선체 외부 형상이 다양하므로  

캐비테이션 발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반류의 특성이 다르다. 따라서 선종별로  

3차원반류 재현을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모형시험 정도 향상을 위하여  

실선에서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성능 계측 결과와 대형터널에서 모형시험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시험조건(흘수, 회전수, 유속, 공기함유량 등)이 도출되어야 한다.  

실선 실험이 수행된 선박을 대상으로 실험기법을 개발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 실선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실험을 수행한 Sydney Expresss 컨테이너선을 선정

 ●  흘수판 및 유속변화에 따른 반류분포 계측 및 최적 반류 재현조건 도출   

 ●  선미파고 변화에 대하여 모형프로펠러의 캐비테이션 관찰 및 변동압력 계측치와 

실선시험 결과와 비교

Sydney Expresss 컨테이너선의 캐비테이션 모형시험 결과와 실선 시험결과와 좋은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선체반류 특성이 다른 여러 가지 선종에 대해서도 실선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관찰과 변동압력 계측을 수행하여 대형터널에서 모형시험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 활용분야

 -   가스운반선 (LNG/LPG), 컨테이너 선, 유조선, 산적 화물선, 크루즈선 등 상선용 

        추진기 캐비테이션 성능평가 및 성능제어 기술 개발

안종우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ajwprop@moeri.re.kr

그림 2. 모형선 반류(Vs=7.26㎧)  

그림 3. 캐비테이션 관찰 결과 비교  

그림 1. LCT에 설치된 표준선 그림 4. 실선-LCT 변동압력 계측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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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운송 연구

선박 안전성 평가용 침수해석 프로그램 개발
이경중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gjlee@moer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선박의 충돌과 좌초사고 시 침수가 심한 경우, 과도한 횡경사를 격게 되고 심하면 전복과 

침몰이 발생하게 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선박에 탑승한 여객 및 

승무원의 인명은 침수시간에 좌우된다. 

이 연구에서는 선박내의 복잡한 구획에서의 침수, 점진침수를 시간영역에서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침수모델링을 개발하고 이를 프로그램화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구획

은 3차원 임의의 형상을 다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횡경사각에 제한이 없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또한 침수시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구획내의 공기의 압축성 효과를 모델링에 고려 

하여 실제적인 침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하였다. 침수류의 동역학으로는 유체역학  

방정식을 깊이 방향으로 적분한 침수류 방정식을 제안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구획내의  

유체유동에 대한 동역학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실제시간 대비 계산시간이 상당히 짧아, 설계되는 선박의 가능한 모든 

사고상황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 확률론적인 안전성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프로

그램은 앞으로 위험도 기반 선박의 안전설계 및 선박의 안전성 평가에 활용될 것이다.

● 활용분야

 - 선박사고시 침수시간 예측

 - 설계되는 선박의 안전성 평가

 - 잔존부력 확보 등 안전성 강화 선박의 설계 

그림 1. 3차원 점진침수 계산 예 

그림 2. 깊이적분 방정식에 의한 천수파 계산 예

그림 3. 침수류의 해석방법에 따른 선박 운동 영향 그림 2. 아라온호 빙수조 시험

그림 1. 아라온 호 모형선과 빙수조 시험 결과 

해양운송 연구

빙수조 표준시험법 개발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연구는 국내 유일의 한국해양연구원 빙해 수조(Cice tank)를 활용한 쇄빙선박 및  

내빙선박의 빙성능 (ice performance) 시험방법 및 빙해선박에 대한 최적선형 설계 

기술을 개발한다.

일반적으로 선형시험수조에서 수행하는 자항시험처럼 모형선을 일정한 속도로  

예인하면서 프로펠러 회전수 변화에 따라 예인력과 추력 및 토오크를 계측하는 새로운  

빙수조시험 방법이다.

위와 같은 빙수조 표준시험으로부터 예인력이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고 그 위치에서 

추력과 토오크 및 프로펠러 회전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계산된 추력과 토오크 및 

회전수를 이용하여 scale method 방법으로 쇄빙성능을 추정할 수 있고, 목표 빙강도와 

목표 빙두께를 보정하여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 개발된 빙수조 표준시험방법을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에 적용 

하여 국외 빙해수조 HUT와 캐나다국립연구위원회(NRC,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해양기술연구소 (IOT, Institute for Ocean Technology) 시험 결과와 비교한  

결과 유사한 빙수조 시험 결과를 얻었다.

● 활용분야

  - 쇄빙선 빙수조 시험

  - 쇄빙성능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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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안전성 평가용 침수해석 프로그램 개발
이경중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gjlee@moer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선박의 충돌과 좌초사고 시 침수가 심한 경우, 과도한 횡경사를 격게 되고 심하면 전복과 

침몰이 발생하게 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선박에 탑승한 여객 및 

승무원의 인명은 침수시간에 좌우된다. 

이 연구에서는 선박내의 복잡한 구획에서의 침수, 점진침수를 시간영역에서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침수모델링을 개발하고 이를 프로그램화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구획

은 3차원 임의의 형상을 다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횡경사각에 제한이 없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또한 침수시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구획내의 공기의 압축성 효과를 모델링에 고려 

하여 실제적인 침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하였다. 침수류의 동역학으로는 유체역학  

방정식을 깊이 방향으로 적분한 침수류 방정식을 제안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구획내의  

유체유동에 대한 동역학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실제시간 대비 계산시간이 상당히 짧아, 설계되는 선박의 가능한 모든 

사고상황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 확률론적인 안전성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프로

그램은 앞으로 위험도 기반 선박의 안전설계 및 선박의 안전성 평가에 활용될 것이다.

● 활용분야

 - 선박사고시 침수시간 예측

 - 설계되는 선박의 안전성 평가

 - 잔존부력 확보 등 안전성 강화 선박의 설계 

그림 1. 3차원 점진침수 계산 예 

그림 2. 깊이적분 방정식에 의한 천수파 계산 예

그림 3. 침수류의 해석방법에 따른 선박 운동 영향 그림 2. 아라온호 빙수조 시험

그림 1. 아라온 호 모형선과 빙수조 시험 결과 

해양운송 연구

빙수조 표준시험법 개발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연구는 국내 유일의 한국해양연구원 빙해 수조(Cice tank)를 활용한 쇄빙선박 및  

내빙선박의 빙성능 (ice performance) 시험방법 및 빙해선박에 대한 최적선형 설계 

기술을 개발한다.

일반적으로 선형시험수조에서 수행하는 자항시험처럼 모형선을 일정한 속도로  

예인하면서 프로펠러 회전수 변화에 따라 예인력과 추력 및 토오크를 계측하는 새로운  

빙수조시험 방법이다.

위와 같은 빙수조 표준시험으로부터 예인력이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고 그 위치에서 

추력과 토오크 및 프로펠러 회전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계산된 추력과 토오크 및 

회전수를 이용하여 scale method 방법으로 쇄빙성능을 추정할 수 있고, 목표 빙강도와 

목표 빙두께를 보정하여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 개발된 빙수조 표준시험방법을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에 적용 

하여 국외 빙해수조 HUT와 캐나다국립연구위원회(NRC,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해양기술연구소 (IOT, Institute for Ocean Technology) 시험 결과와 비교한  

결과 유사한 빙수조 시험 결과를 얻었다.

● 활용분야

  - 쇄빙선 빙수조 시험

  - 쇄빙성능 추정

이춘주 책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E-mail : reslcj@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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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CO2  해양지중저장기술개발사업
강성길 책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E-mail : kangsg@moer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경 기후변화를 2.5 ℃ 이내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의 약 19%(단일기술 최대)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발전소, 제철소 등에서 배출되는 

CO2를 대량으로 감축할 수 있는 CCS 기술은 포스트 교토체제하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CCS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송 및 저장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1) 해양퇴적층(유·가스전, 심부 염대수층 등)을 대상으로 10억 톤 이상의 대규모 저장소 확보를 위한 CO2 저장지 탐사, 

선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최첨단 파이프라인·선박 등 대규모 CO2 수송체계 구축, 3) CO2 해양지중저장 전공정 유출 방지기술, 그리고 

4) CO2 거동 모델링, 모니터링 및 해양환경관리 등을 집중 연구 개발하고 있다.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한국해양연구원 등은 2015년 이후 실해역에서 연간 100만 톤급 규모의 대규모 실증 저장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실증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30년경에는 CO2 3,200만 톤 감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약 10%를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CO2 수송 및 저장 플랜트, CO2 수송선 등 CCS 신산업 창출로 8조 규모의 부가가치와 4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 활용분야

 - 포스트 교토체제하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기술로써 활용

 - 2017년~2020년 연간 100만 톤 CO2 수송 및 저장 통합 실증 구현

 - 2020년 이후 연간 300만 톤 이상 CO2 수송 및 저장 상용화

 - CO2 수송 및 저장 플랜트, CO2 수송선 등 CCS 신산업 창출

그림 2. CO2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수송 및 저장 시나리오

그림 1.  CO2 수송 안전성 평가 실험설비

그림 3.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 및 해양지중저장 실용화 방안(안) 그림 1.  국제수로기구의 범용수로데이터모델(S-100) 적용 개념

그림 2. SNS를 위한 기술 개발 방안

그림 3. 전자해도 자동업데이트 체계 및 기술개발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전자해도 표준 및 기술 연구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수로기구(IHO)의 수로정보표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로정보 표준화 체계 구축, 차세대 전자해도 핵심기술 선행 연구를 통해  

첨단 전자해도 서비스 기반 확립, S-57 디지털측량원도 제작기준 마련으로 해도제작 

일원화 시스템을 조기 정착되도록 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  차세대전자해도  표준화체계  기반환경  구축 ,  SNS(Sea 

Navigation System)을 위한 기술 개발 기획, 전자해도 자동업데이트 기술 기초 

개발, S-57 기반 디지털측량원도 제작 기준마련 및 시범제작이며, 이를 위해 국제

수로기구의 표준변경 내역 분석 및 국제회의 참석, 전자해도 표준화 전문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차세대전자해도 구축 전환계획 수립, 국제해사기구 신개념 항법 

체계(e-navigation) 전략 대응을 위한 수로국 관점의 기술 개발 계획 수립, 전자해도 

자동업데이트 체계 및 기술 개발, S-57 표준 기반 디지털 측량원도 기준 개발 및 시범

제작을 수행 하였다. 

향후 국제수로기구와 e-Navigation 관련 국제기구의 표준 개발 및 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하여 첨단 해양정보 표준 기술과 응용 시스템 구축 기술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활용분야

 - 해양정보 분야 S/W 개발 핵심 엔진 개발

 - e-Navigation 전략 추진을 위한 항행정보지원 시스템 개발

 - 범용 수로데이터 모델(S-100) 표준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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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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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CO2  해양지중저장기술개발사업
강성길 책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E-mail : kangsg@moer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경 기후변화를 2.5 ℃ 이내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의 약 19%(단일기술 최대)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발전소, 제철소 등에서 배출되는 

CO2를 대량으로 감축할 수 있는 CCS 기술은 포스트 교토체제하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CCS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송 및 저장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1) 해양퇴적층(유·가스전, 심부 염대수층 등)을 대상으로 10억 톤 이상의 대규모 저장소 확보를 위한 CO2 저장지 탐사, 

선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최첨단 파이프라인·선박 등 대규모 CO2 수송체계 구축, 3) CO2 해양지중저장 전공정 유출 방지기술, 그리고 

4) CO2 거동 모델링, 모니터링 및 해양환경관리 등을 집중 연구 개발하고 있다.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한국해양연구원 등은 2015년 이후 실해역에서 연간 100만 톤급 규모의 대규모 실증 저장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실증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30년경에는 CO2 3,200만 톤 감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약 10%를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CO2 수송 및 저장 플랜트, CO2 수송선 등 CCS 신산업 창출로 8조 규모의 부가가치와 4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 활용분야

 - 포스트 교토체제하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기술로써 활용

 - 2017년~2020년 연간 100만 톤 CO2 수송 및 저장 통합 실증 구현

 - 2020년 이후 연간 300만 톤 이상 CO2 수송 및 저장 상용화

 - CO2 수송 및 저장 플랜트, CO2 수송선 등 CCS 신산업 창출

그림 2. CO2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수송 및 저장 시나리오

그림 1.  CO2 수송 안전성 평가 실험설비

그림 3.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 및 해양지중저장 실용화 방안(안) 그림 1.  국제수로기구의 범용수로데이터모델(S-100) 적용 개념

그림 2. SNS를 위한 기술 개발 방안

그림 3. 전자해도 자동업데이트 체계 및 기술개발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전자해도 표준 및 기술 연구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수로기구(IHO)의 수로정보표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로정보 표준화 체계 구축, 차세대 전자해도 핵심기술 선행 연구를 통해  

첨단 전자해도 서비스 기반 확립, S-57 디지털측량원도 제작기준 마련으로 해도제작 

일원화 시스템을 조기 정착되도록 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  차세대전자해도  표준화체계  기반환경  구축 ,  SNS(Sea 

Navigation System)을 위한 기술 개발 기획, 전자해도 자동업데이트 기술 기초 

개발, S-57 기반 디지털측량원도 제작 기준마련 및 시범제작이며, 이를 위해 국제

수로기구의 표준변경 내역 분석 및 국제회의 참석, 전자해도 표준화 전문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차세대전자해도 구축 전환계획 수립, 국제해사기구 신개념 항법 

체계(e-navigation) 전략 대응을 위한 수로국 관점의 기술 개발 계획 수립, 전자해도 

자동업데이트 체계 및 기술 개발, S-57 표준 기반 디지털 측량원도 기준 개발 및 시범

제작을 수행 하였다. 

향후 국제수로기구와 e-Navigation 관련 국제기구의 표준 개발 및 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하여 첨단 해양정보 표준 기술과 응용 시스템 구축 기술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활용분야

 - 해양정보 분야 S/W 개발 핵심 엔진 개발

 - e-Navigation 전략 추진을 위한 항행정보지원 시스템 개발

 - 범용 수로데이터 모델(S-100) 표준화 체계 구축

서상현 책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E-mail : shsuh@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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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전항해 및 재난해파 조기검출을 위한 
위성기반 정밀 수직측위 기술 연구 박상현 선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 

E-mail : shpark@moer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기초기술연구회의 지원으로 '선박안전항해 및 재난해파 조기검출을 위한 위성기반 정밀 수직측위 기술 연구' 과제

(2010. 01~2015. 12)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선박이 항만 또는 내륙수로 항해 시 교량 또는 시설물 통과에 따른 안전통항 높이를 결정 

하며, 장주기 특성을 갖는 쓰나미(tsunami)와 같은 지진해파 또는 유사 재난해파를 조기에 검출할 수 있는 위성기반 정밀수직측위 기술  

개발을 연구목표로 한다.

1단계(1~3차년도)에는 선박 항해 시, 시설물 안전통과 높이 결정을 위한 데시미터 정확도의 수직측위 기술을 개발하고, 2단계(4~6차년도)

에는 원거리 재난해파 검출을 위한 센티미터 정확도의 수직측위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연구의 2차년도인 2011년도에는 GPS 신호의 오차요소를 정밀하게 추정함으로써 데시미터 수준의 수직측위 성능을 내는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수직변위 제어 플랫폼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향후 이 연구결과는 선박의 통항안전을 위한 실시간 정밀 수직측위용 항해 지원장비에 탑재할 예정이며, 센티미터 정확도 수준의 수직측위 

알고리즘 개발 시에는 기반기술로 활용하여 장주기 특성을 갖는 쓰나미 검출에 이용할 계획이다.

● 활용분야

 - 최적 통항높이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류 수송의 효율성 증대

 - 정밀측위정보가 요구되는 육상, 항공과 같은 다양한 정밀측위 분야에서의 활용 기대 

그림 1. 선박 안전항해를 위한 1단계 연구개발 기술의 활용개념 그림 2. 재난해파 조기 검출을 위한 2단계 연구개발 기술의 활용개념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군 작전해역 부유체 표류경로 분석 프로그램 개발

● 연구내용 및 성과

해군 작전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전마선의 유입경로 추정 및 해양사고 발생시 해군 함정과 승무원의 신속한 수색구조를 위한 표류

경로 예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유체 표류경로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부유체 표류경로 분석 프로그램은 불명 부유체 유입경로의  

역추적 결과와 함정 및 승무원의 표류경로 예측 결과를 기본 정보로 하며, 주변 해역 수심, 바람, 해수유동 등을 연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입경로 분석과 수색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이 연구는 2010년부터 2012년의 3년 동안 추진되며,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해역 전체를 대상으로 부유체 표류경로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2010년에는 서해해역을 대상으로 2011년에는 동해해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년도인 

2012년에는 남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해, 서해, 남해를 모두 포함하도록 프로그램을 통합한다.

● 활용분야

 - 북한 전마선 발견 시 발생원 및 유입경로 분석 프로그램으로 활용

 - 해군 해양사고 발생 시 함정 및 승무원 표류경로 예측 프로그램으로 활용 

 - 해군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지원 정보 시스템으로 활용

이문진 책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 
E-mail : moonjin.Lee@moeri.re.kr

그림 1. 부유물 표류경로 예측 시스템 개요 그림 2. 해군 해양사고 부유물 표류경로 예측 지원 사례

부유물
표류경로 

예측 시스템

해역특성

실시간 수심정보

실시간 수온정보

실시간 바람정보

실시간 해수유동 정보

부유물 이동경로 부유물 역추적

조난 선박 위치추적

시간별 이동경로

표류해역 범위 및 발견 

가능성 분포

부유물 유입경로

경우별 최초 표류위치

최초 표류위치 통계적 

가능성 분포

해군 작전해역 경계 및 수색구조 지원

▶안전통항 높이

▶안전통항 높이

재난해파 파고·파향 ▶
계측용 부이

▶센티미터 정확도
      수직측위 결과  →  파고·파향 계측

피해예상지역 주민대비 ▶
및 선박의 안전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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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선박 안전항해 및 재난해파 조기검출을 위한 
위성기반 정밀 수직측위 기술 연구 박상현 선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 

E-mail : shpark@moer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기초기술연구회의 지원으로 '선박안전항해 및 재난해파 조기검출을 위한 위성기반 정밀 수직측위 기술 연구' 과제

(2010. 01~2015. 12)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선박이 항만 또는 내륙수로 항해 시 교량 또는 시설물 통과에 따른 안전통항 높이를 결정 

하며, 장주기 특성을 갖는 쓰나미(tsunami)와 같은 지진해파 또는 유사 재난해파를 조기에 검출할 수 있는 위성기반 정밀수직측위 기술  

개발을 연구목표로 한다.

1단계(1~3차년도)에는 선박 항해 시, 시설물 안전통과 높이 결정을 위한 데시미터 정확도의 수직측위 기술을 개발하고, 2단계(4~6차년도)

에는 원거리 재난해파 검출을 위한 센티미터 정확도의 수직측위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연구의 2차년도인 2011년도에는 GPS 신호의 오차요소를 정밀하게 추정함으로써 데시미터 수준의 수직측위 성능을 내는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수직변위 제어 플랫폼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향후 이 연구결과는 선박의 통항안전을 위한 실시간 정밀 수직측위용 항해 지원장비에 탑재할 예정이며, 센티미터 정확도 수준의 수직측위 

알고리즘 개발 시에는 기반기술로 활용하여 장주기 특성을 갖는 쓰나미 검출에 이용할 계획이다.

● 활용분야

 - 최적 통항높이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류 수송의 효율성 증대

 - 정밀측위정보가 요구되는 육상, 항공과 같은 다양한 정밀측위 분야에서의 활용 기대 

그림 1. 선박 안전항해를 위한 1단계 연구개발 기술의 활용개념 그림 2. 재난해파 조기 검출을 위한 2단계 연구개발 기술의 활용개념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해군 작전해역 부유체 표류경로 분석 프로그램 개발

● 연구내용 및 성과

해군 작전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전마선의 유입경로 추정 및 해양사고 발생시 해군 함정과 승무원의 신속한 수색구조를 위한 표류

경로 예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유체 표류경로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부유체 표류경로 분석 프로그램은 불명 부유체 유입경로의  

역추적 결과와 함정 및 승무원의 표류경로 예측 결과를 기본 정보로 하며, 주변 해역 수심, 바람, 해수유동 등을 연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입경로 분석과 수색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이 연구는 2010년부터 2012년의 3년 동안 추진되며,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해역 전체를 대상으로 부유체 표류경로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2010년에는 서해해역을 대상으로 2011년에는 동해해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년도인 

2012년에는 남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해, 서해, 남해를 모두 포함하도록 프로그램을 통합한다.

● 활용분야

 - 북한 전마선 발견 시 발생원 및 유입경로 분석 프로그램으로 활용

 - 해군 해양사고 발생 시 함정 및 승무원 표류경로 예측 프로그램으로 활용 

 - 해군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지원 정보 시스템으로 활용

이문진 책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 
E-mail : moonjin.Lee@moeri.re.kr

그림 1. 부유물 표류경로 예측 시스템 개요 그림 2. 해군 해양사고 부유물 표류경로 예측 지원 사례

부유물
표류경로 

예측 시스템

해역특성

실시간 수심정보

실시간 수온정보

실시간 바람정보

실시간 해수유동 정보

부유물 이동경로 부유물 역추적

조난 선박 위치추적

시간별 이동경로

표류해역 범위 및 발견 

가능성 분포

부유물 유입경로

경우별 최초 표류위치

최초 표류위치 통계적 

가능성 분포

해군 작전해역 경계 및 수색구조 지원

▶안전통항 높이

▶안전통항 높이

재난해파 파고·파향 ▶
계측용 부이

▶센티미터 정확도
      수직측위 결과  →  파고·파향 계측

피해예상지역 주민대비 ▶
및 선박의 안전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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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기술
공인영 책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 
E-mail : iygong@moer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은 고부가 신제품 개발, 최적화  

설계 ,  고효율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  중국  등의  후발  

경쟁국보다 기술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야 세계 1위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 중의 하나로서  

고효율 생산기술의 개발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체에서는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 건조공법을 

개발 적용하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조선해양산업에 IT 시뮬레이션 

기술을  접목·융합하는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한국해양연구원에서 2010년

부터 2015년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생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로 표현

되며, 확장성을 고려하여 모듈의 재활용성을 높이도록  

설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기술은 조선해양 전용의 통합 시뮬레이션 표준 프레임워크 및 이를 활용한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며, 이를 

통해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생산 공정 및 공법을 검증하고 생산 관리를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조선해양 공정 상호검증 시뮬레이션, 블록의  

크레인 리프팅 및 탑재 시뮬레이션, GIS정보 기반 설비 시뮬레이션, 블록 및 물류 관제 시뮬레이션이 그 응용 대상이다. 이러한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설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을 적극

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연구 1차년도(2010년~2011년)에는 이를 위한 체계로서 소프트웨어 공학 개념 및 최적화  

설계를 위한 설계 개념의 도입하여 체계화된 프레임워크 및 시스템 구성 및 개발을 위한 요구 및 기능 분석을 수행하였다.

● 활용분야

 - 조선해양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각 조선소별 특화된 시스템으로 현업에 적용

 - 생산계획 검증, 안전한 설비 운용, 한정된 공간·설비의 활용 향상

 - 최적화된 블록 및 물류 지원 등 각 조선소 별 활용 방안 공유

 - 신규 공법 개발, FPSO, FSRU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의 생산·건조 검증

 - 주문형 수주산업에 특화된 시뮬레이션 도구 개발 경험 확보로 건설, 토목, 원전 사업에 확대 활용 가능

 - 해외 상용 벤더와의 경쟁 우위 확보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

그림 1.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및 응용 시스템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예부선의 사고분석 및 예방기술 개발

● 연구내용 및 성과

예선(Tug)이 부선(Barge)을 예인하는 상황에서의 사고는 다른 해양사고에 

비하여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으며, 2010년 상반기에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부선의 사고를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술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하였다.

연구의 1차년도인 2009년에는 예부선 사고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여 예부선 

사고 조사에 적용하였으며, 예부선 구성 요소별 동역학 모델링기법을 개발 

하기 위하여 예선, 예인줄, 부선에 대한 수학 모델링 기법을 개발하였고, 해양 

공학수조에서 예선에 대한 구속모형시험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예부선의  

운항 시뮬레이션을 가시화할 수 있는 예부선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요구사항 

및 개발 방안을 도출하였다. 2차년도인2010년에는 고령예부선 운항자를  

위한 사고예방 콘텐츠 개발, 예부선 운항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는 예선과  

예부선의 수학모델 검증을 위한 예선 및 예부선의 실선시운전이 수행되었고, 

부선의 조종유체력 계수를 구하기 위한 구속모형시험이 예인수조에서 수행

되었다. 그리고 예부선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프레임워크가 설계되었다. 3차

년도인 2011년에는 사고예방 콘텐츠를 검토한 후 배포하였고, 예부선 종사

자의 작업안전을 분석하였으며, 예부선 운항자 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예부선 운항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검증을 위한예부선 자유항주 모형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예인줄 모델링을 개선하여 예부선 운항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운항 시뮬레이션시범체계는 운항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예부선 운항에 대한 가시화를 하였다.

● 활용분야

 - 예부선 운항자 교육용 콘텐츠 

 - 예선 및 예부선 통합 시뮬레이션 검증용 자료

 - 예부선 운항자 교육용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 예부선 사고에 대한 과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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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안전작업 요령서와 훈련 시나리오

그림 2. 예선 및 예부선의 자유항주 모형 시험 그림 3. 시뮬레이션 시스템 시범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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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기술
공인영 책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 
E-mail : iygong@moer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은 고부가 신제품 개발, 최적화  

설계 ,  고효율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  중국  등의  후발  

경쟁국보다 기술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야 세계 1위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 중의 하나로서  

고효율 생산기술의 개발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체에서는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 건조공법을 

개발 적용하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조선해양산업에 IT 시뮬레이션 

기술을  접목·융합하는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한국해양연구원에서 2010년

부터 2015년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생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로 표현

되며, 확장성을 고려하여 모듈의 재활용성을 높이도록  

설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기술은 조선해양 전용의 통합 시뮬레이션 표준 프레임워크 및 이를 활용한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며, 이를 

통해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생산 공정 및 공법을 검증하고 생산 관리를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조선해양 공정 상호검증 시뮬레이션, 블록의  

크레인 리프팅 및 탑재 시뮬레이션, GIS정보 기반 설비 시뮬레이션, 블록 및 물류 관제 시뮬레이션이 그 응용 대상이다. 이러한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설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을 적극

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연구 1차년도(2010년~2011년)에는 이를 위한 체계로서 소프트웨어 공학 개념 및 최적화  

설계를 위한 설계 개념의 도입하여 체계화된 프레임워크 및 시스템 구성 및 개발을 위한 요구 및 기능 분석을 수행하였다.

● 활용분야

 - 조선해양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각 조선소별 특화된 시스템으로 현업에 적용

 - 생산계획 검증, 안전한 설비 운용, 한정된 공간·설비의 활용 향상

 - 최적화된 블록 및 물류 지원 등 각 조선소 별 활용 방안 공유

 - 신규 공법 개발, FPSO, FSRU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의 생산·건조 검증

 - 주문형 수주산업에 특화된 시뮬레이션 도구 개발 경험 확보로 건설, 토목, 원전 사업에 확대 활용 가능

 - 해외 상용 벤더와의 경쟁 우위 확보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

그림 1.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및 응용 시스템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

예부선의 사고분석 및 예방기술 개발

● 연구내용 및 성과

예선(Tug)이 부선(Barge)을 예인하는 상황에서의 사고는 다른 해양사고에 

비하여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으며, 2010년 상반기에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부선의 사고를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술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하였다.

연구의 1차년도인 2009년에는 예부선 사고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여 예부선 

사고 조사에 적용하였으며, 예부선 구성 요소별 동역학 모델링기법을 개발 

하기 위하여 예선, 예인줄, 부선에 대한 수학 모델링 기법을 개발하였고, 해양 

공학수조에서 예선에 대한 구속모형시험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예부선의  

운항 시뮬레이션을 가시화할 수 있는 예부선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요구사항 

및 개발 방안을 도출하였다. 2차년도인2010년에는 고령예부선 운항자를  

위한 사고예방 콘텐츠 개발, 예부선 운항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는 예선과  

예부선의 수학모델 검증을 위한 예선 및 예부선의 실선시운전이 수행되었고, 

부선의 조종유체력 계수를 구하기 위한 구속모형시험이 예인수조에서 수행

되었다. 그리고 예부선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프레임워크가 설계되었다. 3차

년도인 2011년에는 사고예방 콘텐츠를 검토한 후 배포하였고, 예부선 종사

자의 작업안전을 분석하였으며, 예부선 운항자 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예부선 운항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검증을 위한예부선 자유항주 모형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예인줄 모델링을 개선하여 예부선 운항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운항 시뮬레이션시범체계는 운항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예부선 운항에 대한 가시화를 하였다.

● 활용분야

 - 예부선 운항자 교육용 콘텐츠 

 - 예선 및 예부선 통합 시뮬레이션 검증용 자료

 - 예부선 운항자 교육용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 예부선 사고에 대한 과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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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안전작업 요령서와 훈련 시나리오

그림 2. 예선 및 예부선의 자유항주 모형 시험 그림 3. 시뮬레이션 시스템 시범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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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스템 연구

해저지형 자율 매핑 핵심기술 개발
김시문 선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smkim@moer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연구에서는 해저면을 정밀탐사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목표로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다수의 자율무인잠수정을 이용한 자율적인 매핑과 불규칙한 해저면 주행장치  

모델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중 초음파 영상 획득을 위한 다채널 배열 신호처리 기술

 ● 고해상도 영상 취득을 위한 자율무인잠수정의 센서 융합 및 영상 합성 기술 

 ● 해저 매핑을 위한 선단의 경로 계획 및 제어 알고리듬

 ● 자율무인잠수정용 추력편향 추진 시스템 설계 기술

 ● 불규칙 해저면 주행장치 설계 기술

이 연구를 통해 수중표적의 초음파 영상 생성 기술과 수중 영상 합성 기술을 확보하였

으며 자율무인잠수정을 이용하여 해저면의 초음파영상을 획득하였다. 또한 심해용  

추진기와 불규칙 해저면 주행장치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 활용분야

 - 해양탐사 등의 수중작업에 필요한 멀티빔 소나 개발

 - 광대역 해저면의 고정밀 영상 정보 획득

 - 다수의 자율무인잠수정을 활용한 해저면 탐사

 - 수중 탐색 장비의 추력편향 추진 시스템 개발

 - 해저열수광상 및 망간각 탐사용 주행장치 개발

그림 3.  수중 영상 모자이킹 결과 예

그림 4.  자율무인잠수정을 이용한 해저면 초음파
영상 획득 결과 예

그림 5.  추진모터 하우징과 추진기 사진

그림 6.  해저면 주행로봇 해석 모델그림 1. 다수의 무인잠수정을 이용한 해저 매핑 개념도 그림 2. 수중표적의 초음파영상 예

해양시스템 연구

인공지능 기반의 수중로봇 개발

● 연구내용 및 성과

최근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중로봇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미래 

자원의 보고인 바다가 극한의 환경임을 감안할 때 수중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수중로봇의 미래는 지금 보다 훨씬 

더 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다 속 환경은 강한 압력, 약한 시계, 조류와 같은  

외란, 염분 등으로 열악하며, 기술적으로도 매우 느린 통신, 제한된 에너지 등으로  

인하여 로봇 역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지금 세계적인 대표 연구 그룹들은  

현재의 원격 조정에 의존하거나 제한적인 자율에 의존하는 기술 수준을 너머서는 

수중로봇의 무인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지능형 수중로봇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 (수중 

로봇의 영상 및 음향 처리에 의한 물체 인식 및 추적, 수중 로봇의 정밀 제어 및 경로 

생성, 지도 기반 항법과 동시위치추정 및 지도작성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수중 로봇 미들웨어, 수중 가상현실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수중로봇 'yShark'은 연구한 알고리즘의 실험적 검증을 위한 시험용 로봇으로 개발

되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센서와 충분한 연산 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개방형 구조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함으로써 많은 협동 연구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의 초기에는 수조에서 수중로봇의 알고리즘들을 실험하고 있으며 단계적인  

연구 진행에 따라서 실해역 환경에서의 시험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미래에 요구되는 수중로봇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활용분야

 - 수중 물체 자동 인식 및 추종 기술은 수중 조사 및 수색 임무에 응용

 - 수중 음향 자동 인식 및 방향 추정 기술은 감시 및 구조 임무에 응용

 - 지도 기반 항법 및 SLAM은 수중 자동 항법 및 수중 무기 체계에 응용

최현택 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htchoi@moeri.re.kr

그림 1. 지능 수중 로봇 'yShark'의 디자인

그림 2. 기능 실험을 위해 진수중인 'yShark'

그림 3 . 수중 물체 인식 및 추적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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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스템 연구

해저지형 자율 매핑 핵심기술 개발
김시문 선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smkim@moer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연구에서는 해저면을 정밀탐사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목표로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다수의 자율무인잠수정을 이용한 자율적인 매핑과 불규칙한 해저면 주행장치  

모델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중 초음파 영상 획득을 위한 다채널 배열 신호처리 기술

 ● 고해상도 영상 취득을 위한 자율무인잠수정의 센서 융합 및 영상 합성 기술 

 ● 해저 매핑을 위한 선단의 경로 계획 및 제어 알고리듬

 ● 자율무인잠수정용 추력편향 추진 시스템 설계 기술

 ● 불규칙 해저면 주행장치 설계 기술

이 연구를 통해 수중표적의 초음파 영상 생성 기술과 수중 영상 합성 기술을 확보하였

으며 자율무인잠수정을 이용하여 해저면의 초음파영상을 획득하였다. 또한 심해용  

추진기와 불규칙 해저면 주행장치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 활용분야

 - 해양탐사 등의 수중작업에 필요한 멀티빔 소나 개발

 - 광대역 해저면의 고정밀 영상 정보 획득

 - 다수의 자율무인잠수정을 활용한 해저면 탐사

 - 수중 탐색 장비의 추력편향 추진 시스템 개발

 - 해저열수광상 및 망간각 탐사용 주행장치 개발

그림 3.  수중 영상 모자이킹 결과 예

그림 4.  자율무인잠수정을 이용한 해저면 초음파
영상 획득 결과 예

그림 5.  추진모터 하우징과 추진기 사진

그림 6.  해저면 주행로봇 해석 모델그림 1. 다수의 무인잠수정을 이용한 해저 매핑 개념도 그림 2. 수중표적의 초음파영상 예

해양시스템 연구

인공지능 기반의 수중로봇 개발

● 연구내용 및 성과

최근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중로봇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미래 

자원의 보고인 바다가 극한의 환경임을 감안할 때 수중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수중로봇의 미래는 지금 보다 훨씬 

더 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다 속 환경은 강한 압력, 약한 시계, 조류와 같은  

외란, 염분 등으로 열악하며, 기술적으로도 매우 느린 통신, 제한된 에너지 등으로  

인하여 로봇 역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지금 세계적인 대표 연구 그룹들은  

현재의 원격 조정에 의존하거나 제한적인 자율에 의존하는 기술 수준을 너머서는 

수중로봇의 무인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지능형 수중로봇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 (수중 

로봇의 영상 및 음향 처리에 의한 물체 인식 및 추적, 수중 로봇의 정밀 제어 및 경로 

생성, 지도 기반 항법과 동시위치추정 및 지도작성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수중 로봇 미들웨어, 수중 가상현실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수중로봇 'yShark'은 연구한 알고리즘의 실험적 검증을 위한 시험용 로봇으로 개발

되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센서와 충분한 연산 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개방형 구조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함으로써 많은 협동 연구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의 초기에는 수조에서 수중로봇의 알고리즘들을 실험하고 있으며 단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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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분야

 - 수중 물체 자동 인식 및 추종 기술은 수중 조사 및 수색 임무에 응용

 - 수중 음향 자동 인식 및 방향 추정 기술은 감시 및 구조 임무에 응용

 - 지도 기반 항법 및 SLAM은 수중 자동 항법 및 수중 무기 체계에 응용

최현택 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htchoi@moeri.re.kr

그림 1. 지능 수중 로봇 'yShark'의 디자인

그림 2. 기능 실험을 위해 진수중인 'yShark'

그림 3 . 수중 물체 인식 및 추적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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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임용곤 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yklim@moer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국토해양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2004년부터 수중에서 다자간 무선통신이 가능한 수중음향 무선통신망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전송

속도는 최대 9,600bps를 가지며 수중 무선통신 단말기, 수중-수상 연계용 게이트웨이, 육상 원격제어센터로 구성된 수중 통신망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수중음향 통신모뎀의 소형화 플랫폼(직경 140mm×길이 330mm) 성능개선 제작, 분산형  

수중음향 네트워크 프로토콜 구현 및 실해역 성능검증, 수중-수상 연계용 게이트웨이 제작, 실해역 채널 시뮬레이터 구현을 완료하였으며, 

수중음향 통신망의 실해역 환경에 적합한 성능개선 연구 및 수중-수상-육상을 하나의 통신 체계로 통합하여 실해역에서의 성능시험을 수행

하였다.

2010년 5월에 수중음향통신 시스템의 핵심기술을 LIG넥스원(주)과 경원훼라이트공업(주)에 기술이전한 데 이어, 2011년 8월에 수중음향 

통신 네트워크의 핵심기술을 LIG넥스원(주)에 기술이전을 하였다. 

● 활용분야

 -  해양자원 개발, 해양탐사, 해양 수중작업 등에 필요한  

실질적 수중 무선통신 수단으로 활용

 - 잠수함 간, 잠수함과 수상함 간 수중무선통신 수단으로 활용

 -  실시간 광역 해양환경 관측망, 자율 무인잠수정 간 통신 

네트워크 및 항만감시 체계 구축에 활용

 -  수중·수상·육상 통신망과의 연계를 통한 국가 글로벌 

통신체계 실현

그림 1. 일체형 수중통신 소형화 모뎀 플랫폼

해양시스템 연구

U-기반 해운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 연구

● 연구내용 및 성과

국토해양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된 'U-기반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의 2011년 연구내용으로는 해상 VHF 디지털 통신 

단말기 모뎀(주제어보드, RF송수신보드) 시제품 제작, 해상 VHF 애드혹(ad-hoc) 

네트워크 프로토콜 구현, 해양 Active IP-RFID IP-TAG 및 Reader(스마트 포인트) 

시제품 제작, 항만 주야간 감시 카메라 구현, 영상 탐지·추적 데모 시스템 구현, 

1/10 수준의 3차원 컨테이너 검색기 투시기 최적화, X-선 영상 처리 기반 영상 

처리 및 복원 기술 구현, U기반 해운물류 보안체계를 수립하였다. 

향후 2014년까지 1세대 해상 VHF 디지털 통신모뎀(28.8kbps급) 제품화 및  

2세대 해상 VHF 디지털 통신모뎀(300kbps급) 시제품 개발,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는 에너지 관리형 해운물류 능동형 IP-RFID 시스템 개발, 실제 크기의 3차원 

고속 컨테이너 검색장치 및 방사선 검출기 개발, 해운물류 위험상황 분석 및  

대응 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 활용분야

 -  해상 멀티대역 선박용 디지털 통신모뎀을 개발하여 해상에서 단절없는  

새로운 통신수단 제공(고가 위성통신 대체를 통한 물류비 절감)

 -  해운물류 Active IP-RFID 기술 개발로 항만 및 선박의 유비쿼터스 환경의  

해운물류 정보 수집체계로 활용

 -  3차원 컨테이너 고속 검색장치 개발을 통해 전량 수입되고 있는 검색장치의 

국산화 및 수입대체

 -  동북아 해운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선점과 국가적 물류 보안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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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U-기반 해운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사업 
목표

그림 4.  3D 컨테이너 검색기 투시기 제작(1/10크기)

그림 3.  해양 Active IP-RFID 태그와 리더기

그림 1.  항만 주야간 감시카메라 시스템 제작사진

그림 1.  해상 VHF 디지털 통신모뎀 시제품 제작( VHF  대역 모뎀 보드(좌), 제어보드(우))그림 2. 수중무선통신 네트워크 핵심기술 기술이전 협정식(2011. 7) 그림 3. 수중 - 수상 연계용 게이트웨이 실해역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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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임용곤 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yklim@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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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기반 해운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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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에너지 관리형 해운물류 능동형 IP-RFID 시스템 개발, 실제 크기의 3차원 

고속 컨테이너 검색장치 및 방사선 검출기 개발, 해운물류 위험상황 분석 및  

대응 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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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통신수단 제공(고가 위성통신 대체를 통한 물류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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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기반 해운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사업 
목표

그림 4.  3D 컨테이너 검색기 투시기 제작(1/10크기)

그림 3.  해양 Active IP-RFID 태그와 리더기

그림 1.  항만 주야간 감시카메라 시스템 제작사진

그림 1.  해상 VHF 디지털 통신모뎀 시제품 제작( VHF  대역 모뎀 보드(좌), 제어보드(우))그림 2. 수중무선통신 네트워크 핵심기술 기술이전 협정식(2011. 7) 그림 3. 수중 - 수상 연계용 게이트웨이 실해역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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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스템 연구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개발 
전봉환 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bhjeon@moer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사업의 목적은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수중 작업 로봇이 갖는 취약점의 대안

으로 관절을 가진 여러 개의 다리를 이용하여 해저를 이동하며 작업할 수 있는 

수중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조속은 최대 3~7노트에 

이르며 시계가 탁한 곳이 많아 프로펠러형 수중로봇으로 정밀 조사 작업을 수

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사업이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착수되었고, 1단계에서는 강조류와 악시계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200m급 천해용 해저로봇 기술을 개발한다.

2010년 7월부터 시작된 1차년도에서는 조류환경에서 해저로봇에 작용하는  

유체력 특성 해석, 6족·4족 보행알고리즘 등 다관절 해저로봇의 핵심요소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노트 조류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한 해저로봇을 설계하였다. 또한 핵심알고리즘의 사전 검증을 위해 1/2 축소 

테스트베드와 수중 다관절 다리의 시험품을 제작하였다. 2011년 7월부터 시작

된 2차년도 연구에서는 개발된 테스트베드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강조류와 악시계 극복 기술 연구와 함께 다관절 해저로봇의 프로토

타입의 제작이 진행된다.

이 과제의 3차년도가 끝나는 2013년 7월까지 천해용 다관절 해저로봇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고 실해역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3년 7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에서는 개발된 천해용 해저로봇을 실해역에 투입하여 활용하는 한편, 핵심

기술을 심해용으로 확대 적용하여 심해용 해저로봇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 활용분야

 - 국내 연안 침몰선박의 해저 침몰상태에 대한 정밀 조사와 구난·방제 작업에 활용

 - 해저 센서 설치, 토양샘플 채취, 생태계 조사 등 과학 조사장비로 활용

 - 해류 환경에서의 해저수색, 수중구조물 상태 조사 장비로 활용

해양시스템 연구

심해저 광물자원 집광 시스템 및 채광운용기술 개발 

● 연구내용 및 성과

2010년 8월 동해 후포항 근해 수심 120m에서의 '미내로(Minero) 해저주행 통합제어 성능시험'으로부터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용 

채광용량의 1/5규모인 파일럿 집광로봇 설계를 완료하여 제작에 착수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업채광용량 1/5 규모의 파일럿 집광로봇 설계완료 및 제작 착수

 ● 파일럿 집광로봇 전력공급 시스템 상세설계 

 ● 파일럿 집광로봇 선상제어 시스템 설계

 ● 파일럿 집광로봇 실시간운용 S/W 개발

 ● 파일럿 집광로봇 시스템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기법 연구

 ● 파일럿 채광 시스템 전용 해석기 개발

 ● 모델기반 채광 시스템 통합제어를 위한 해석 기법 연구

 

제작중인 파일럿 집광로봇은 2012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제작된 파일럿 집광로봇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2012년 10월 하순부터 약 50일간  

동해(수심 1,000m)에서 예비집광성능시험(Pre-Pilot Mining Test)이 수행될 예정이며, 예비집광성능시험을 거친 후, 2015년 수심 2,000m에서 

파일럿 채광 시스템의 통합 성능시험인 파일럿채광시험(Pilot Mining Test)이 수행될 예정이다.

● 활용분야

  - 심해저 광물자원(열수광상 및 망간각) 채광장비 개발 분야

 - 해중 작업장비 개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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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천해용 다관절 해저로봇(CR200) 외형도

그림 3. 천해용 다관절 해저로봇(CR200) 장비 배치도

그림 1. 해저로봇의 전산유체역학 해석 그림 4. 천해용 다관절 해저로봇(CR200) 운용 개념도
그림 1.  파일럿 집광로봇 3차원 모델 그림 2.  파일럿 채광성능 시험 개념도그림 1 파일럿집광로봇 3차원모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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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스템 연구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개발 
전봉환 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bhjeon@moer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사업의 목적은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수중 작업 로봇이 갖는 취약점의 대안

으로 관절을 가진 여러 개의 다리를 이용하여 해저를 이동하며 작업할 수 있는 

수중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조속은 최대 3~7노트에 

이르며 시계가 탁한 곳이 많아 프로펠러형 수중로봇으로 정밀 조사 작업을 수

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사업이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착수되었고, 1단계에서는 강조류와 악시계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200m급 천해용 해저로봇 기술을 개발한다.

2010년 7월부터 시작된 1차년도에서는 조류환경에서 해저로봇에 작용하는  

유체력 특성 해석, 6족·4족 보행알고리즘 등 다관절 해저로봇의 핵심요소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노트 조류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한 해저로봇을 설계하였다. 또한 핵심알고리즘의 사전 검증을 위해 1/2 축소 

테스트베드와 수중 다관절 다리의 시험품을 제작하였다. 2011년 7월부터 시작

된 2차년도 연구에서는 개발된 테스트베드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강조류와 악시계 극복 기술 연구와 함께 다관절 해저로봇의 프로토

타입의 제작이 진행된다.

이 과제의 3차년도가 끝나는 2013년 7월까지 천해용 다관절 해저로봇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고 실해역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3년 7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에서는 개발된 천해용 해저로봇을 실해역에 투입하여 활용하는 한편, 핵심

기술을 심해용으로 확대 적용하여 심해용 해저로봇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 활용분야

 - 국내 연안 침몰선박의 해저 침몰상태에 대한 정밀 조사와 구난·방제 작업에 활용

 - 해저 센서 설치, 토양샘플 채취, 생태계 조사 등 과학 조사장비로 활용

 - 해류 환경에서의 해저수색, 수중구조물 상태 조사 장비로 활용

해양시스템 연구

심해저 광물자원 집광 시스템 및 채광운용기술 개발 

● 연구내용 및 성과

2010년 8월 동해 후포항 근해 수심 120m에서의 '미내로(Minero) 해저주행 통합제어 성능시험'으로부터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용 

채광용량의 1/5규모인 파일럿 집광로봇 설계를 완료하여 제작에 착수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업채광용량 1/5 규모의 파일럿 집광로봇 설계완료 및 제작 착수

 ● 파일럿 집광로봇 전력공급 시스템 상세설계 

 ● 파일럿 집광로봇 선상제어 시스템 설계

 ● 파일럿 집광로봇 실시간운용 S/W 개발

 ● 파일럿 집광로봇 시스템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기법 연구

 ● 파일럿 채광 시스템 전용 해석기 개발

 ● 모델기반 채광 시스템 통합제어를 위한 해석 기법 연구

 

제작중인 파일럿 집광로봇은 2012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제작된 파일럿 집광로봇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2012년 10월 하순부터 약 50일간  

동해(수심 1,000m)에서 예비집광성능시험(Pre-Pilot Mining Test)이 수행될 예정이며, 예비집광성능시험을 거친 후, 2015년 수심 2,000m에서 

파일럿 채광 시스템의 통합 성능시험인 파일럿채광시험(Pilot Mining Test)이 수행될 예정이다.

● 활용분야

  - 심해저 광물자원(열수광상 및 망간각) 채광장비 개발 분야

 - 해중 작업장비 개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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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천해용 다관절 해저로봇(CR200) 외형도

그림 3. 천해용 다관절 해저로봇(CR200) 장비 배치도

그림 1. 해저로봇의 전산유체역학 해석 그림 4. 천해용 다관절 해저로봇(CR200) 운용 개념도
그림 1.  파일럿 집광로봇 3차원 모델 그림 2.  파일럿 채광성능 시험 개념도그림 1 파일럿집광로봇 3차원모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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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해양구조물의 이송·설치를 위한 
작업성능 평가기술 개발 성홍근 책임연구원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E-mail : hgsung@moer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주요사업으로 수행 중인 '해양구조물의 이송·설치를 위한 작업성능 평가기술 개발'은 당해년도에 착수하여 3개년 동안 추진될 예정 

이다. 최근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계에서는 일괄(Turn-key) 수주능력 확보 또는 엔지니어링·구매조달·건조·설치(EPCI,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Contractor 업체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관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기울여 온 해양플

랜트의 건조 이후 공정, 즉, 이송, 설치 등에 대한 설계해석과 작업성능의 안정성 평가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지식경제부에서 추진 중인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과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사업에서도 해양플랜트의 설치와 관련

된 몇 가지 요소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당 연구부에서도 이러한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과제를 착수하였다. 이 과제의 주

요 연구내용은 1) Overhang이 있는 블록을 탑재한 블록자항선의 파랑 중 운동특성문제, 2) 직렬배치 조건에서의 물체의 Fishtailin 거동 문제,  

3) 부유체의 과도 대변위 운동 문제 등과 같이 학술적 난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제는 현상의 이해를 위한 모형시험과 해당 현상을 예측

하기 위한 수치해석기법 개발의 두 가지 축의 상호작용에 의해 수행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해양구조물의 Dry Transport 모델링 기법 

 ● 해양구조물의 다중선체 작업성능 평가 기법 개발 (직렬 배치)

 ● 과도 대변위·각운동에 대한 완전 비선형 유동 기법

 ● 과도 대변위·각운동에 대한 완전 비선형 유동 기법과 구조해석 기법과의 결합

 ● 심해 극한환경 모형 시험 기법 개발 (하이브리드 계류모형 시험 기법)

3개년 연구 종료 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조선해양업체의 참여를 전제로 한 실용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활용분야

 -  해양구조물의 이송과 설치작업 핵심기술 보유로 Turn-Key 수주능력 확보

 -  대규모 해양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한 부유식 플랜트의 핵심설계 기술역량 확보

 -  McDermott 등에서 보유한 플로트  오버(�oat-over) 설치 기법 성능평가기법 확보 

 -  개발된 설치 기술의 경우 해저생산처리장비(Subsea equipment)에도 적용 가능 

그림 1. 블록자항선 대변위 운동 해석 그림 1. LNG FSRU 시설계그림 2. 블록자항선 모형의 2차원 수조모형 시험 그림 2. FSRU 천해역 거동 모형 시험그림 3. 터렛계류된 해양구조물 모형 그림 3. FSRU 계류 시스템 해석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해상 LNG 터미널(FSRU)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 연구내용 및 성과

'해상 LNG터미널(FSRU, 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은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1단계 3개년 연구를 완료하고 2단계 2개년 연구를 착수하였다. LNG FSRU로 알려져 있는 부유식 해상 LNG  

터미널은 해상에서 LNG 운반선(LNGC)으로부터 LNG를 하역 받아 저장하고 재기화하는 기능을 가진 바다 위에 떠 있는  LNG 터미널의 한  

개념이다. 최근 LNG 수요 증가에 따라 LNG 터미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용, 환경, 안보와 위험성 문제로 인하여 육상에 LNG 터미널

을 새로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LNG FSRU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발주된 신조 FSRU 4건을 국내 조선3사에서 전량 수주한 것은 이 연구 

과제와 같은 연구개발 노력이 선행되었기에 가능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연구과제는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의 핵심요소기술을 확보

하기 위하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이 총괄과제기관이며 우리 연구원과 한국가스공사, 삼성중공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4개의 

세부과제를 각기 수행 중에 있다. 각 세부과제는 FSRU 구조물-계류 시스템 기술, 가스플랜트 설계기술, 위해도 평가기술, 안전접안 감시제어 

시스템 기술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FSRU 구조물-계류 시스템 기술(연구책임자 : 성홍근 책임연구원)은 개념설계 절차, 계류 시스템 성능평가 등,  

설계 단계에서 FSRU의 작업성, 안전성, 경제성을 결정짓는 구조물-계류 시스템-적하역 시스템 통합성능평가를 위한 수치해석과 모형시험 

성능 평가 시스템 핵심 기술이며, 각 핵심기술을 통합하여 통합성능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 활용분야

 - LNG FSRU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를 통한 국내 조선·해양업계의 근접지원 

 - LNG FSRU 시장 선점에 대한 국내 조선·해양업계 비교 우위 선점

 - LNG FSRU 원천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조선·해양업계 경쟁력 제고 

 - 해양구조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기술 자립화

홍석원 책임연구원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E-mail : swhong@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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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해양구조물의 이송·설치를 위한 
작업성능 평가기술 개발 성홍근 책임연구원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E-mail : hgsung@moer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주요사업으로 수행 중인 '해양구조물의 이송·설치를 위한 작업성능 평가기술 개발'은 당해년도에 착수하여 3개년 동안 추진될 예정 

이다. 최근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계에서는 일괄(Turn-key) 수주능력 확보 또는 엔지니어링·구매조달·건조·설치(EPCI,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Contractor 업체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관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기울여 온 해양플

랜트의 건조 이후 공정, 즉, 이송, 설치 등에 대한 설계해석과 작업성능의 안정성 평가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지식경제부에서 추진 중인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과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사업에서도 해양플랜트의 설치와 관련

된 몇 가지 요소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당 연구부에서도 이러한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과제를 착수하였다. 이 과제의 주

요 연구내용은 1) Overhang이 있는 블록을 탑재한 블록자항선의 파랑 중 운동특성문제, 2) 직렬배치 조건에서의 물체의 Fishtailin 거동 문제,  

3) 부유체의 과도 대변위 운동 문제 등과 같이 학술적 난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제는 현상의 이해를 위한 모형시험과 해당 현상을 예측

하기 위한 수치해석기법 개발의 두 가지 축의 상호작용에 의해 수행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해양구조물의 Dry Transport 모델링 기법 

 ● 해양구조물의 다중선체 작업성능 평가 기법 개발 (직렬 배치)

 ● 과도 대변위·각운동에 대한 완전 비선형 유동 기법

 ● 과도 대변위·각운동에 대한 완전 비선형 유동 기법과 구조해석 기법과의 결합

 ● 심해 극한환경 모형 시험 기법 개발 (하이브리드 계류모형 시험 기법)

3개년 연구 종료 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조선해양업체의 참여를 전제로 한 실용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활용분야

 -  해양구조물의 이송과 설치작업 핵심기술 보유로 Turn-Key 수주능력 확보

 -  대규모 해양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한 부유식 플랜트의 핵심설계 기술역량 확보

 -  McDermott 등에서 보유한 플로트  오버(�oat-over) 설치 기법 성능평가기법 확보 

 -  개발된 설치 기술의 경우 해저생산처리장비(Subsea equipment)에도 적용 가능 

그림 1. 블록자항선 대변위 운동 해석 그림 1. LNG FSRU 시설계그림 2. 블록자항선 모형의 2차원 수조모형 시험 그림 2. FSRU 천해역 거동 모형 시험그림 3. 터렛계류된 해양구조물 모형 그림 3. FSRU 계류 시스템 해석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해상 LNG 터미널(FSRU)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 연구내용 및 성과

'해상 LNG터미널(FSRU, 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은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1단계 3개년 연구를 완료하고 2단계 2개년 연구를 착수하였다. LNG FSRU로 알려져 있는 부유식 해상 LNG  

터미널은 해상에서 LNG 운반선(LNGC)으로부터 LNG를 하역 받아 저장하고 재기화하는 기능을 가진 바다 위에 떠 있는  LNG 터미널의 한  

개념이다. 최근 LNG 수요 증가에 따라 LNG 터미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용, 환경, 안보와 위험성 문제로 인하여 육상에 LNG 터미널

을 새로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LNG FSRU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발주된 신조 FSRU 4건을 국내 조선3사에서 전량 수주한 것은 이 연구 

과제와 같은 연구개발 노력이 선행되었기에 가능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연구과제는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의 핵심요소기술을 확보

하기 위하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이 총괄과제기관이며 우리 연구원과 한국가스공사, 삼성중공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4개의 

세부과제를 각기 수행 중에 있다. 각 세부과제는 FSRU 구조물-계류 시스템 기술, 가스플랜트 설계기술, 위해도 평가기술, 안전접안 감시제어 

시스템 기술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FSRU 구조물-계류 시스템 기술(연구책임자 : 성홍근 책임연구원)은 개념설계 절차, 계류 시스템 성능평가 등,  

설계 단계에서 FSRU의 작업성, 안전성, 경제성을 결정짓는 구조물-계류 시스템-적하역 시스템 통합성능평가를 위한 수치해석과 모형시험 

성능 평가 시스템 핵심 기술이며, 각 핵심기술을 통합하여 통합성능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 활용분야

 - LNG FSRU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를 통한 국내 조선·해양업계의 근접지원 

 - LNG FSRU 시장 선점에 대한 국내 조선·해양업계 비교 우위 선점

 - LNG FSRU 원천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조선·해양업계 경쟁력 제고 

 - 해양구조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기술 자립화

홍석원 책임연구원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E-mail : swhong@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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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해저 및 해상 생산플랜트 설치설계 핵심
기술 개발 홍사영 책임연구원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E-mail : sayhong@moer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 개발 사업으로 수행 중인 '해저 및 해상 생산플랜트 설치설계 핵심기술 개발'은 2010년 12월부터 착수하여 5개년 

동안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계에서는 설치기술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분야였으나 최근 심해 및 극지 

개발로 인해 그 중요성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초심해 생산플랜트는 설계단계부터 설치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므로 국내 조선·

해양업체는 일괄수주 관리 차원의 기술을 넘어 자체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확보를 위한 해저생산플랜트 설치 안전성 해석기술 개발 및 운송 

안전성 해석기술 개발, 운송기술에 대한 경제성 평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과제에서는 해저 

및 해상생산플랜트의 적재, 운송, 작업대기, 설치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흐름을 설계·해석함으로써 작업의 안전과 공정의 효율성 및 경제

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해상 크레인작업 동적해석, 예인안정성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설치해석과 운송해석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며,  

최종적으로는 해저 및 해상생산플랜트 일괄 수주를 위한 설치설계 기반 기술 확보를 목표하고 있다. 이 과제는 해저 생산플랜트 설치 안정성  

평가 기법 개발과 해상 운송 안정성 평가 기법 개발의 두 가지 축으로 나뉘어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해저 생산플랜트 설치/운송 안전성 기초 연구

 ● 해저 생산플랜트 운송방식 경제성 평가

 ● 해저 생산플랜트 설치 및 운송 안정성 평가 기법 개발

 ●  해저 생산플랜트 설치 안정성 모형시험기법 개발

 ● e-기반 해저 생산플랜트 설치 통합 시스템 구현

● 활용분야

 - 해저 생산플랜트 설치 및 운송 안정성 평가 기법 확보

 - 해저 생산플랜트 설치 안정성 검증 모델 확보

 - 해저 생산플랜트 설치 통합 시뮬레이션 모델 확보

 - 해저 및 해상 생산플랜트 일괄 수주를 위한 설치설계 기반 기술 확보

그림 1. 해저 생산플랜트 크레인 설치 해석 (1) 그림 2. 해저 생산플랜트 크레인 설치 해석 (2) 그림 3. 해상 운송 해석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해상심층수의 에너지 이용기술 개발

● 연구내용 및 성과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고효율 해양온도차발전 플랜트(1MW) 및 

해수 냉난방 시스템(2000RT) 설계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

다. 해양심층수 온도차발전은 폐쇄순환식에서 온도차 24℃에 

대해 발전효율을 15% 향상시킨 3.45%까지 올리고, 냉난방이

용은 2000RT 열펌프에서 출구온도 55℃ 이상에서 성능계수

(COP, Coe�cient of Performance)를 15% 향상시킨 3.4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티타늄 열교환기 및 철선피복 

HDPE관을 대체(개선)하여 비용을 15% 절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연구 개발 내용으로 1) 대구경 취수관 

개발 및 해양온도차발전 해상구조물 설계기술 확보, 2) 고효율 

해수냉난방 시스템 및 요소기술 개발 및 3) 해양온도차발전  

시스템 및 핵심기술 확보, (4) 해수열 자원도 작성, 환경영향  

해석 및 개선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이 연구 결과는 Green 올림픽을 실현하고, 강릉녹색시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해수냉난방에 실증 적용하고, 해양온도차발전 요소기술의 

자체개발을 통한 기술 국산화, 해수열변환의 원천기술인 열교환기 및 작동유체의 신기술 개발, 해양온도차 발전용 해양구조물 설계 및 해석 등 

미래원천기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율 향상과 환경개선 및 해양 청정산업의 창출기반을 조성에 의한 연안역  

활성화,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국가적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주 책임연구원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E-mail : hjkim@moeri.re.kr

그림 2. 해수온도차발전 (OTEC) Mock-up 그림 3. 해수이용 냉난방시스템 (SWAC) Mock-up

그림 1.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및 그린올림픽 경기장 
조성 계획 

● 활용분야

 - 해양심층수 및 표층수, 지하해수 등의 임해지역 냉난방 이용

 - 해양심층수와 표층수(또는 발전소 및 공장 온배수 등)를 이용한 온도차 발전

 - Greem 올림픽 경기장의 빙상장 냉각, 냉난방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 국내외 연약역의 청정생산 및 녹색도시 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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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해저 및 해상 생산플랜트 설치설계 핵심
기술 개발 홍사영 책임연구원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E-mail : sayhong@moer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 개발 사업으로 수행 중인 '해저 및 해상 생산플랜트 설치설계 핵심기술 개발'은 2010년 12월부터 착수하여 5개년 

동안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계에서는 설치기술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분야였으나 최근 심해 및 극지 

개발로 인해 그 중요성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초심해 생산플랜트는 설계단계부터 설치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므로 국내 조선·

해양업체는 일괄수주 관리 차원의 기술을 넘어 자체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확보를 위한 해저생산플랜트 설치 안전성 해석기술 개발 및 운송 

안전성 해석기술 개발, 운송기술에 대한 경제성 평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과제에서는 해저 

및 해상생산플랜트의 적재, 운송, 작업대기, 설치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흐름을 설계·해석함으로써 작업의 안전과 공정의 효율성 및 경제

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해상 크레인작업 동적해석, 예인안정성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설치해석과 운송해석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며,  

최종적으로는 해저 및 해상생산플랜트 일괄 수주를 위한 설치설계 기반 기술 확보를 목표하고 있다. 이 과제는 해저 생산플랜트 설치 안정성  

평가 기법 개발과 해상 운송 안정성 평가 기법 개발의 두 가지 축으로 나뉘어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해저 생산플랜트 설치/운송 안전성 기초 연구

 ● 해저 생산플랜트 운송방식 경제성 평가

 ● 해저 생산플랜트 설치 및 운송 안정성 평가 기법 개발

 ●  해저 생산플랜트 설치 안정성 모형시험기법 개발

 ● e-기반 해저 생산플랜트 설치 통합 시스템 구현

● 활용분야

 - 해저 생산플랜트 설치 및 운송 안정성 평가 기법 확보

 - 해저 생산플랜트 설치 안정성 검증 모델 확보

 - 해저 생산플랜트 설치 통합 시뮬레이션 모델 확보

 - 해저 및 해상 생산플랜트 일괄 수주를 위한 설치설계 기반 기술 확보

그림 1. 해저 생산플랜트 크레인 설치 해석 (1) 그림 2. 해저 생산플랜트 크레인 설치 해석 (2) 그림 3. 해상 운송 해석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해상심층수의 에너지 이용기술 개발

● 연구내용 및 성과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고효율 해양온도차발전 플랜트(1MW) 및 

해수 냉난방 시스템(2000RT) 설계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

다. 해양심층수 온도차발전은 폐쇄순환식에서 온도차 24℃에 

대해 발전효율을 15% 향상시킨 3.45%까지 올리고, 냉난방이

용은 2000RT 열펌프에서 출구온도 55℃ 이상에서 성능계수

(COP, Coe�cient of Performance)를 15% 향상시킨 3.4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티타늄 열교환기 및 철선피복 

HDPE관을 대체(개선)하여 비용을 15% 절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연구 개발 내용으로 1) 대구경 취수관 

개발 및 해양온도차발전 해상구조물 설계기술 확보, 2) 고효율 

해수냉난방 시스템 및 요소기술 개발 및 3) 해양온도차발전  

시스템 및 핵심기술 확보, (4) 해수열 자원도 작성, 환경영향  

해석 및 개선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이 연구 결과는 Green 올림픽을 실현하고, 강릉녹색시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해수냉난방에 실증 적용하고, 해양온도차발전 요소기술의 

자체개발을 통한 기술 국산화, 해수열변환의 원천기술인 열교환기 및 작동유체의 신기술 개발, 해양온도차 발전용 해양구조물 설계 및 해석 등 

미래원천기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율 향상과 환경개선 및 해양 청정산업의 창출기반을 조성에 의한 연안역  

활성화,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국가적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주 책임연구원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E-mail : hjkim@moeri.re.kr

그림 2. 해수온도차발전 (OTEC) Mock-up 그림 3. 해수이용 냉난방시스템 (SWAC) Mock-up

그림 1.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및 그린올림픽 경기장 
조성 계획 

● 활용분야

 - 해양심층수 및 표층수, 지하해수 등의 임해지역 냉난방 이용

 - 해양심층수와 표층수(또는 발전소 및 공장 온배수 등)를 이용한 온도차 발전

 - Greem 올림픽 경기장의 빙상장 냉각, 냉난방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 국내외 연약역의 청정생산 및 녹색도시 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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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파력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홍기용 책임연구원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E-mail : kyhong@moer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의 설계기술 개발과 500kW급 케이슨식 표준모델의  

실용화를 목표로 한다. 표준모델 실증플랜트를 제주도 한경면 용수리 전면해상에 

2012년에 건설하여 2013년까지 실해역 실증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파력발전  

시스템은 파력에너지를 공기의 운동에너지로 변환하는 공기챔버, 덕트, 임펄스 

터빈, 유도발전기 및 동기발전기와 각각에 대응하는 전력제어기, 운전성능 모니터

링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임펄스터빈과 발전기는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축계 진동

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며, 한쌍의 임펄스터빈 중 하나는 날개 끝에 링을 설치하여  

박리에 의한 효율 감소를 완화한다. 당해 연도는 기 제작된 발전기와 전력제어기의 

통합시험이 수행되었고, 부선거(浮船渠)를 이용한 공기챔버 케이슨의 제작이 시작 

되었으며, 모니터링 시스템과 계통연계 시스템이 설계되었고 제주 실증플랜트  

최적운용에 필요한 운전조건 대비 발전성능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 파력에너지 자원 조사 및 파력발전 적지환경 조사 관측

          - 우리나라 파랑에너지 밀도 지도 작성 및 데이터 DB화

 ● 소형 150W급 부유식 파력발전기 개발 및 실해역 실증

          - 등부표용 부유식 파력발전기(BBDB) 설계, 제작 및 실해역 운용

 ● 500kW급 착저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표준모델 개발

            -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 설계기술 확보

       - 표준모델 실해역 실증플랜트 설계

 ●  파력발전 실증플랜트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실용화 

      - 제주 시험파력발전소 제작, 설치 및 시운전 (2012)

      - 500kW급 착저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소 실용화 (2013)

● 활용분야

 -  임펄스터빈 방식의 착저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 설계, 제작 및 운용 고유 

기술로 활용

 - 방파제와 연계하여 대규모 신규 청정재생에너지 자원 확보

 - 수출형 500kW급 표준플랜트 개발에 의한 신해양산업 창출 

 - 연안해역의 생활여건 개선 및 고용·소득 증대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 연구내용 및 성과

진자에 의한 파력에너지의 효과적 흡수 및 회전식 유압변속 시스템 채용으로 고효율·고내구성 달성 가능한 심해용 파력발전 시스템 설계 

엔지니어링 및 성능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대수심 파력에너지 자원 개발에 적합한 300kW급 파력발전장치를 실증함으로서 실용화 기술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6년간의 연구 개발 과정 중 현재 2차년도의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유식 파력발전장치의 파랑

운동 및 계류특성 분석과 기본설계, 1차 변환장치 성능연구 및 기본설계, 2차 변환장치(유압변속시스템)의 시험모듈 제작을 완료하고 있다. 

● 활용분야

 -  경제성 높은 파력발전 장치(고효율이면서 출력대비 건설단가 저렴)의 개발로 파력발전의 상용화 조기 달성

 -  대규모 단지화가 용이하며, 높은 가동율, 내구성이 확보된 300kW급 부유식 파력발전 장치로서 해양에너지 관련 주요 수출 품목으로 세계

시장 진출

 -  파력발전용 로터리 베인펌프는 소용적·고내구성·고용량이며, 선박용 주요 기자재로서의 활용이 가능하여 세계시장을 향한 독립된  

수출품목으로 활용가능 

신승호 책임연구원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E-mail : shinsh@moeri.re.kr

그림 1. 제주 시험파력발전소 조감도

그림 2. 파랑에너지 밀도지도

그림 3. 터빈-발전기-덕트 제작품

그림 4. 모니터링 시스템 화면

  

그림 1.  부유식 파력발전 장치 유압변속 시스템
(축소시험모듈)

그림 4.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와 단지화 개념 설계

그림 2. 파랑 중 운동 해석 그림 3. 로터리베인펌프 시험모듈 (1/10 scale)

그림 5. 2차원 수리모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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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파력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홍기용 책임연구원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E-mail : kyhong@moer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의 설계기술 개발과 500kW급 케이슨식 표준모델의  

실용화를 목표로 한다. 표준모델 실증플랜트를 제주도 한경면 용수리 전면해상에 

2012년에 건설하여 2013년까지 실해역 실증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파력발전  

시스템은 파력에너지를 공기의 운동에너지로 변환하는 공기챔버, 덕트, 임펄스 

터빈, 유도발전기 및 동기발전기와 각각에 대응하는 전력제어기, 운전성능 모니터

링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임펄스터빈과 발전기는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축계 진동

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며, 한쌍의 임펄스터빈 중 하나는 날개 끝에 링을 설치하여  

박리에 의한 효율 감소를 완화한다. 당해 연도는 기 제작된 발전기와 전력제어기의 

통합시험이 수행되었고, 부선거(浮船渠)를 이용한 공기챔버 케이슨의 제작이 시작 

되었으며, 모니터링 시스템과 계통연계 시스템이 설계되었고 제주 실증플랜트  

최적운용에 필요한 운전조건 대비 발전성능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 파력에너지 자원 조사 및 파력발전 적지환경 조사 관측

          - 우리나라 파랑에너지 밀도 지도 작성 및 데이터 DB화

 ● 소형 150W급 부유식 파력발전기 개발 및 실해역 실증

          - 등부표용 부유식 파력발전기(BBDB) 설계, 제작 및 실해역 운용

 ● 500kW급 착저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표준모델 개발

            -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 설계기술 확보

       - 표준모델 실해역 실증플랜트 설계

 ●  파력발전 실증플랜트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실용화 

      - 제주 시험파력발전소 제작, 설치 및 시운전 (2012)

      - 500kW급 착저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소 실용화 (2013)

● 활용분야

 -  임펄스터빈 방식의 착저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 설계, 제작 및 운용 고유 

기술로 활용

 - 방파제와 연계하여 대규모 신규 청정재생에너지 자원 확보

 - 수출형 500kW급 표준플랜트 개발에 의한 신해양산업 창출 

 - 연안해역의 생활여건 개선 및 고용·소득 증대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 연구내용 및 성과

진자에 의한 파력에너지의 효과적 흡수 및 회전식 유압변속 시스템 채용으로 고효율·고내구성 달성 가능한 심해용 파력발전 시스템 설계 

엔지니어링 및 성능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대수심 파력에너지 자원 개발에 적합한 300kW급 파력발전장치를 실증함으로서 실용화 기술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6년간의 연구 개발 과정 중 현재 2차년도의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유식 파력발전장치의 파랑

운동 및 계류특성 분석과 기본설계, 1차 변환장치 성능연구 및 기본설계, 2차 변환장치(유압변속시스템)의 시험모듈 제작을 완료하고 있다. 

● 활용분야

 -  경제성 높은 파력발전 장치(고효율이면서 출력대비 건설단가 저렴)의 개발로 파력발전의 상용화 조기 달성

 -  대규모 단지화가 용이하며, 높은 가동율, 내구성이 확보된 300kW급 부유식 파력발전 장치로서 해양에너지 관련 주요 수출 품목으로 세계

시장 진출

 -  파력발전용 로터리 베인펌프는 소용적·고내구성·고용량이며, 선박용 주요 기자재로서의 활용이 가능하여 세계시장을 향한 독립된  

수출품목으로 활용가능 

신승호 책임연구원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E-mail : shinsh@moeri.re.kr

그림 1. 제주 시험파력발전소 조감도

그림 2. 파랑에너지 밀도지도

그림 3. 터빈-발전기-덕트 제작품

그림 4. 모니터링 시스템 화면

  

그림 1.  부유식 파력발전 장치 유압변속 시스템
(축소시험모듈)

그림 4.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와 단지화 개념 설계

그림 2. 파랑 중 운동 해석 그림 3. 로터리베인펌프 시험모듈 (1/10 scale)

그림 5. 2차원 수리모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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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특성 연구

전략 무인도서 해양생태계 기반관리 기술 개발
강정훈 선임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E-mail : jhkang@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연구사업은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효과적인 과학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획득하여, 무인도서의 

생태계 기반 관리기법을 개발하는 데 최종목표를 두고 있다. 당해년도 연구목표는 생태계 기반 관리기법에 필요한 항목을 결정하고, 조사

하여 생태계 기반 무인도서 해양생태계 종합정보도 작성 기반기술을 확보함에 있다. 영해기점무인도서 중 하나인 백도를 중점연구도서로  

선정하여 생태계 기반 필수정보로서, 1) 지질, 지형학적 환경, 2) 도서주변 기초물리환경, 3) 도서주변 기초생태계 특성(먹이생물 관점),  

4) 무인도서 서식 수중생물, 5) 무인도서 중간기착 외래유해생물이 선택되어 조사되었다. 또한 각 조사항목들의 도서 맞춤형 표준 모니터링 

방법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무인도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생태자원 종합도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도서주변 정밀 해안선 추출 및 정밀 해저지형도를 작성하였고, 도서 주변 수온·염분 분포 및 암반서

식생물의 주요먹이환경 특성을 획득하였다. 수중생태지도 작성 및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정점 선택과 정점별 특성파악(어류, 무척추동물, 

해조류 및 산호류)을 하고, 서식지 매핑을 기반으로 장기생태모니터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5종)을 새로

이 발견하여 모니터링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부착성 맹독와편모조류와 부착기질의 특성이 확인되었고, 미기록종인 유해 원생생물 3종이  

발견되었다. 해파리의 부착성 폴립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무인도서 주변에서 부유성 해파리 3종이 확인되었다. 향후 이 자료들을 유기적 

으로 결합한 무인도서 생태자원·환경도 작성을 계획 중에 있다.  

● 활용분야

 - 영해기점 무인도서 모니터링 기법 가이드라인 제시

 - 생태계 기반 무인도서 맞춤형 관리기법 개발

 - 무인도서 평가 지침 탐색을 통한 새로운 영해기점 무인도서 관리방안 모색

그림 1.  2011년도 전략무인도서 해양생태계 기반관리기술 개발과제의 
주요 성과

그림 2.  2011년도 영해기점 무인도서(백도) 생태계 기반 정보획득을 위한 
조사항목 그림 3. 2011년 AMETEC 워크숍 기념사진 그림 4. 2011년 기술교육훈련(실험실 실습 및 자료분석)

남해특성 연구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 (AMETEC) 운영

● 연구내용 및 성과

AMET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양환경 분야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제교육훈련센터이다. 개도국의 환경분야 전문가(학생, 연구원, 공무원, 정책 결정자, 시민단체 등)를 교육 

대상자로 하며, 이론교육·기술교육·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양환경 분야 과학기술을 전파·보급하고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혜국과 연수생 수는 28개국, 304명에  

달한다. 실험실과 현장 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교육과 이론교육을 병행하여, 연수생들이 해당 기술을 효과적으

로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교육훈련 워크숍과 같은 오프라인 활동과 더불어 AMETEC 홈페이지(www.ametec.org),  블러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AMETEC 연수생들은 정보를 공유·교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확대해 가고 있다. 

더불어 AMETEC 활동, 연수생 소감 및 동정, 과학기사 등을 담은 영문소식지 『AMETEC Talk』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http://www.ametec.org/

newsletter/newslett.html 참조).

2010~2012년 교육훈련 주제는 'Passive Air Sampling II: Long range transport of pollutants'로서, 수동형 대기 채집기를 활용하여 대기 중에 

존재하는 '장거리 이동성 오염물질'을 포집하여 환경 내 오염물질의 농도를 밝히는 기술이다. 금년의 교육훈련 워크숍에는 8개국(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10명이 연수

생으로 참여하였다. 연수생들은 교육훈련 워크숍 시행 전 해양연구원

에서 배포한 수동형 샘플러와 운용지침을 바탕으로 각국의 시료를 직

접 채취하여 교육훈련 워크숍에 참석하였으며, 채취된 자국의 시료를 

직접 다루며 기술교육훈련을 받았다. 이를 통해 수동형 대기 채집기  

운용기술과  장거리  이동성  오염물질  분석기술을  습득하였으며 ,  

자국의 오염자료를 생산하고 아시아 국가별 오염자료를 비교 분석하

였다.

● 활용분야

 - 해양오염 보존

 -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APEC 지역 내 아국의 위상 강화

홍상희 선임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E-mail : shhong@kordi.re.kr

그림 1. AMETEC 로고

그림 2.  수혜국 및 연수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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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특성 연구

전략 무인도서 해양생태계 기반관리 기술 개발
강정훈 선임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E-mail : jhkang@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연구사업은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효과적인 과학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획득하여, 무인도서의 

생태계 기반 관리기법을 개발하는 데 최종목표를 두고 있다. 당해년도 연구목표는 생태계 기반 관리기법에 필요한 항목을 결정하고, 조사

하여 생태계 기반 무인도서 해양생태계 종합정보도 작성 기반기술을 확보함에 있다. 영해기점무인도서 중 하나인 백도를 중점연구도서로  

선정하여 생태계 기반 필수정보로서, 1) 지질, 지형학적 환경, 2) 도서주변 기초물리환경, 3) 도서주변 기초생태계 특성(먹이생물 관점),  

4) 무인도서 서식 수중생물, 5) 무인도서 중간기착 외래유해생물이 선택되어 조사되었다. 또한 각 조사항목들의 도서 맞춤형 표준 모니터링 

방법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무인도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생태자원 종합도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도서주변 정밀 해안선 추출 및 정밀 해저지형도를 작성하였고, 도서 주변 수온·염분 분포 및 암반서

식생물의 주요먹이환경 특성을 획득하였다. 수중생태지도 작성 및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정점 선택과 정점별 특성파악(어류, 무척추동물, 

해조류 및 산호류)을 하고, 서식지 매핑을 기반으로 장기생태모니터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5종)을 새로

이 발견하여 모니터링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부착성 맹독와편모조류와 부착기질의 특성이 확인되었고, 미기록종인 유해 원생생물 3종이  

발견되었다. 해파리의 부착성 폴립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무인도서 주변에서 부유성 해파리 3종이 확인되었다. 향후 이 자료들을 유기적 

으로 결합한 무인도서 생태자원·환경도 작성을 계획 중에 있다.  

● 활용분야

 - 영해기점 무인도서 모니터링 기법 가이드라인 제시

 - 생태계 기반 무인도서 맞춤형 관리기법 개발

 - 무인도서 평가 지침 탐색을 통한 새로운 영해기점 무인도서 관리방안 모색

그림 1.  2011년도 전략무인도서 해양생태계 기반관리기술 개발과제의 
주요 성과

그림 2.  2011년도 영해기점 무인도서(백도) 생태계 기반 정보획득을 위한 
조사항목 그림 3. 2011년 AMETEC 워크숍 기념사진 그림 4. 2011년 기술교육훈련(실험실 실습 및 자료분석)

남해특성 연구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 (AMETEC) 운영

● 연구내용 및 성과

AMET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양환경 분야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제교육훈련센터이다. 개도국의 환경분야 전문가(학생, 연구원, 공무원, 정책 결정자, 시민단체 등)를 교육 

대상자로 하며, 이론교육·기술교육·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양환경 분야 과학기술을 전파·보급하고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혜국과 연수생 수는 28개국, 304명에  

달한다. 실험실과 현장 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교육과 이론교육을 병행하여, 연수생들이 해당 기술을 효과적으

로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교육훈련 워크숍과 같은 오프라인 활동과 더불어 AMETEC 홈페이지(www.ametec.org),  블러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AMETEC 연수생들은 정보를 공유·교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확대해 가고 있다. 

더불어 AMETEC 활동, 연수생 소감 및 동정, 과학기사 등을 담은 영문소식지 『AMETEC Talk』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http://www.ametec.org/

newsletter/newslett.html 참조).

2010~2012년 교육훈련 주제는 'Passive Air Sampling II: Long range transport of pollutants'로서, 수동형 대기 채집기를 활용하여 대기 중에 

존재하는 '장거리 이동성 오염물질'을 포집하여 환경 내 오염물질의 농도를 밝히는 기술이다. 금년의 교육훈련 워크숍에는 8개국(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10명이 연수

생으로 참여하였다. 연수생들은 교육훈련 워크숍 시행 전 해양연구원

에서 배포한 수동형 샘플러와 운용지침을 바탕으로 각국의 시료를 직

접 채취하여 교육훈련 워크숍에 참석하였으며, 채취된 자국의 시료를 

직접 다루며 기술교육훈련을 받았다. 이를 통해 수동형 대기 채집기  

운용기술과  장거리  이동성  오염물질  분석기술을  습득하였으며 ,  

자국의 오염자료를 생산하고 아시아 국가별 오염자료를 비교 분석하

였다.

● 활용분야

 - 해양오염 보존

 -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APEC 지역 내 아국의 위상 강화

홍상희 선임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E-mail : shhong@kordi.re.kr

그림 1. AMETEC 로고

그림 2.  수혜국 및 연수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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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 감시체제 구축
박찬홍 책임연구원 (동해분원장) 
E-mail : chpark@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다기능 해양변동 관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이 사업의 연구목적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기능 동해 해양환경변동 상시 

관측 시스템 구축과 기후변화와 동해 해양과정 연동 연구, 동해 해수 및 대기경로 입력 물질 거동 

연구, 동해 생태계 변동 감시 및 유전정보 관리 연구, 동해 해저지진 및 지구조 변동 연구, 동해 해양 

환경정보 모니터링 센터 구축 등을 포함한다. 

주요 성과로는 수직 프로파일(vertical pro�ler), 수중 및 표층 해수특성 관측 부이 및 계류 시스템, 

대기관측 시스템, 해저지진계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기-해양-해저 관측 시스템의 성공적인  

설치, 동해의 기존자료 분석결과와 해양모델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용승현상 강화 및 내부

조석파 에너지 전달과정과 해수순환의 관련성을 파악, 영양염류 분포 및 침강입자 유량(�ux)조사

를 통하여 동해의 표층 일차생산의 특성 파악, 동해 생태계 관련 연구자료 수집하고 분석하여 동해 

전체 출현종 목록을 작성하고 동해생물 가이드북 제작, 동해 관련 해양, 기상, 위성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시각화한 동해 환경정보 모니터링 센터 시범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국제공동연구 성과에 

있어서는 제1회 동해 국제워크숍 개최와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동해 공동해양조사, 대만 중앙과

학원과 동해지진 공동연구가 있다.

기존 연구(조사선 위주, 소규모, 단발성, 단기적 관측)에 비하여 대규모의 시계열 상시 관측 시스템 구축하여, 중장기 동해 변동 모니터링과 

고품질의 정밀한 자료 생산, 해석 체제 및 국가 미래 환경변화 대응 전략에 직접 활용 가능한 연구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활용분야

 -  해양환경 상시 감시 시스템 가동으로 국가 관할해역 환경관리 및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미래 환경변화 대응 전략 수립에 활용

 -  동해 환경정보 모니터링 센터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 변동 모니터링 자료 확보 및 수요자 서비스 기반 마련

 -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국제공동연구 기반 마련으로 향후 동해 전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주도적 연구 추진

그림 4.  과학잠수를 이용한 동해 왕돌초 암반 생태계 
조사장면 a)와 최근 서식밀도가 감소한 생물자
원인 납작소라 b)와 멍게 c)

동해특성 연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

● 연구내용 및 성과

독도전문연구센터는 법률 및 국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

용과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해양과학연구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를 

2006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2011년 사업에서는 지난 1단계 기초조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독도 주변 생태계 진단 및 수중 생태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서식지 매핑, 독도 해양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변동특성 파악을 통한 환경변화 연구, 독도 해수특성 파악을  

통한 생물생산요소 변동 연구, 독도 주변 해수 혼합ㆍ순환 및 해수면 변동성 연구, 독도 

해저 지형ㆍ지질 연구 및 구조 매핑  등의 보다 심층적인 2단계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

하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5년간의 연구 결과 및 성과와 독도관련 종합정보 등을 정리한 

독도 해양과학총서, 연구성과집, 독도총람 등의 발간과 독도 육상ㆍ수중 정밀영상  

촬영, 과학적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독도 가상 체험을 가능하게 한 '독도 4D 종합 시뮬

레이터'의 구축, 독도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통해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이 

독도의 가치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사업에서는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독도 주변 생태계 변화양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서식지 매핑을 통하여 독도 연안역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으로 성과활용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독도관련 정보네트워크의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독도관련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할 계획이다.

● 활용분야

  - 독도 주변 해양생태계 보전 관련 국가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책수립에 활용

  - 독도 주변 해양공간 활용 및 시설물 설치 전후 환경 관리에 활용

  - 과학기반의 독도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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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독도 해양과학조사 모식도

그림 2. 수중과학잠수를 이용한 독도 서식지 매핑

그림 1.  유광대 시계열 상시 관측을 위해 
설치된 Vertical Pro�ler.

그림 3.  울릉분지 침강입자(유기탄소, TN, TP, 생물기
원 규소, 금속원소)의 포집기간별 플럭스

그림 2. 동해 해양환경 정보 모니터링 센터

그림 3. 독도 4D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센터

a) b)

c)



SMART KORDI
연구활동

90

연구활동
Annual Report 2011

91

동해특성 연구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 감시체제 구축
박찬홍 책임연구원 (동해분원장) 
E-mail : chpark@kordi.re.kr

● 연구내용 및 성과

다기능 해양변동 관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이 사업의 연구목적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기능 동해 해양환경변동 상시 

관측 시스템 구축과 기후변화와 동해 해양과정 연동 연구, 동해 해수 및 대기경로 입력 물질 거동 

연구, 동해 생태계 변동 감시 및 유전정보 관리 연구, 동해 해저지진 및 지구조 변동 연구, 동해 해양 

환경정보 모니터링 센터 구축 등을 포함한다. 

주요 성과로는 수직 프로파일(vertical pro�ler), 수중 및 표층 해수특성 관측 부이 및 계류 시스템, 

대기관측 시스템, 해저지진계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기-해양-해저 관측 시스템의 성공적인  

설치, 동해의 기존자료 분석결과와 해양모델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용승현상 강화 및 내부

조석파 에너지 전달과정과 해수순환의 관련성을 파악, 영양염류 분포 및 침강입자 유량(�ux)조사

를 통하여 동해의 표층 일차생산의 특성 파악, 동해 생태계 관련 연구자료 수집하고 분석하여 동해 

전체 출현종 목록을 작성하고 동해생물 가이드북 제작, 동해 관련 해양, 기상, 위성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시각화한 동해 환경정보 모니터링 센터 시범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국제공동연구 성과에 

있어서는 제1회 동해 국제워크숍 개최와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동해 공동해양조사, 대만 중앙과

학원과 동해지진 공동연구가 있다.

기존 연구(조사선 위주, 소규모, 단발성, 단기적 관측)에 비하여 대규모의 시계열 상시 관측 시스템 구축하여, 중장기 동해 변동 모니터링과 

고품질의 정밀한 자료 생산, 해석 체제 및 국가 미래 환경변화 대응 전략에 직접 활용 가능한 연구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활용분야

 -  해양환경 상시 감시 시스템 가동으로 국가 관할해역 환경관리 및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미래 환경변화 대응 전략 수립에 활용

 -  동해 환경정보 모니터링 센터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 변동 모니터링 자료 확보 및 수요자 서비스 기반 마련

 -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국제공동연구 기반 마련으로 향후 동해 전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주도적 연구 추진

그림 4.  과학잠수를 이용한 동해 왕돌초 암반 생태계 
조사장면 a)와 최근 서식밀도가 감소한 생물자
원인 납작소라 b)와 멍게 c)

동해특성 연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

● 연구내용 및 성과

독도전문연구센터는 법률 및 국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

용과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해양과학연구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를 

2006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2011년 사업에서는 지난 1단계 기초조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독도 주변 생태계 진단 및 수중 생태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서식지 매핑, 독도 해양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변동특성 파악을 통한 환경변화 연구, 독도 해수특성 파악을  

통한 생물생산요소 변동 연구, 독도 주변 해수 혼합ㆍ순환 및 해수면 변동성 연구, 독도 

해저 지형ㆍ지질 연구 및 구조 매핑  등의 보다 심층적인 2단계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

하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5년간의 연구 결과 및 성과와 독도관련 종합정보 등을 정리한 

독도 해양과학총서, 연구성과집, 독도총람 등의 발간과 독도 육상ㆍ수중 정밀영상  

촬영, 과학적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독도 가상 체험을 가능하게 한 '독도 4D 종합 시뮬

레이터'의 구축, 독도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통해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이 

독도의 가치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사업에서는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독도 주변 생태계 변화양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서식지 매핑을 통하여 독도 연안역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으로 성과활용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독도관련 정보네트워크의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독도관련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할 계획이다.

● 활용분야

  - 독도 주변 해양생태계 보전 관련 국가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책수립에 활용

  - 독도 주변 해양공간 활용 및 시설물 설치 전후 환경 관리에 활용

  - 과학기반의 독도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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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독도 해양과학조사 모식도

그림 2. 수중과학잠수를 이용한 독도 서식지 매핑

그림 1.  유광대 시계열 상시 관측을 위해 
설치된 Vertical Pro�ler.

그림 3.  울릉분지 침강입자(유기탄소, TN, TP, 생물기
원 규소, 금속원소)의 포집기간별 플럭스

그림 2. 동해 해양환경 정보 모니터링 센터

그림 3. 독도 4D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센터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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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해양과학데이터 관리 해양과학도서관

연구원 해양자료 관리 시스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과학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공동 활용을 위해 해양자료 

정보사업단에서는 연구원 해양자료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원내 해양과학  

조사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종료 후에 해양과학조사 자료를 

제출하며, 해양자료정보사업단에서는 자료 관리 절차에 따라 수집 자료를 처리하고 

DB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Oracle 기반 해양자료 DB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자료검색 및 제공을 담당하는 KORDI 해양자료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수집 자료에  

대한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GIS 자료 분석, 격자자료 생산 등의 자료 통합ㆍ분석 

작업을 통해 자료의 활용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Web-GIS 기술을 이용한  

해양공간자료제공시스템은 공간정보 제공, 자료분석 및 GIS매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도서관  운영

해양과학도서관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지정한 해양분야 전문

정보센터로서 국가 해양과학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 

문헌 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최신 정보자료를 수집·데이터베이스화하여 원내  

연구자는 물론 대학 등의 연구자에게도 서비스 하고 있다.

또한 FAO/ASFA Korean National Partner로 지정되어 한국해양수산정보 자료입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내핵심저널 수록논문의 서지정보 색인·분석·입력·제공으로 국내 

해양학자의 연구정보를 국제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2011년도 

전국도서관평가에서 해양과학도서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전자정보자원 서비스

해양과학기술정보자료의 효율적인 축적과 활용을 위한 문헌전산화 업무를 수행하여 

Maestro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문헌정보 서비스 디지털라이브러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논문 검색을 위하여 ScienceDirect, Springer 등

에 수록된 9,500종의 전자저널과 Wiley, 교보문고 등의 전자책 2,493권을 제공하였다. 또한 

Web of Science를 구독하여 SCI 수록논문의 인용정보 검색 및 분석에 활용한다. 학술 DB 

등 다양한 전자정보자원은 링킹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편리한 통합정보검색 환경을  

제공한다.

해양과학 전문학술지 발간

한국해양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는 영문학술지 『Ocean Science Journal』은 

SpringerLink를 통해 전 세계 연구자에게 온라인 배포된다. 또한 해양과 극지분야의 『Ocean 

and Polar Research』도 계속 발간하고 있다. 이들 학술지는 Elsevier의 Scopus 등재 학술지

이며, 한국연구재단의 우수학술지 계속평가를 통과하여 등재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분야 우수논문 발표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 출판을 통한 해양과학의 대중화

우리 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래를 꿈꾸는 해양

문고』 발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까지 20종이 발간되었으며  

향후 50종 이상의 대형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프런티

어 양성을 위한 '전문도서 교육교재 기부활동'을 통하여 490여 대학 및  

기관에 무상으로 지원하여 바다와 함께 미래의 꿈을 키워 갈수 있는  

전문도서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해양자료 관리 및 활용기술 개발

해양자료정보사업단에서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해양자료 관리 및  

활용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매년 10개 이상의 연구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해양자료 DB, 해양 GIS, 운용해양 자료관리, 통계분석 등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해 해양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GIS 주제도 제작,  

공간분석, 실시간 자료 서비스 등을 통해 연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GIS 기술은 연구의 기획부터 주제도 제작, 공간분석을 통한 연구결과 도

출까지 연구의 전 과정에서 활용 가능하며,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다수의  

연구사업에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해양생물정보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해 한국 해양생물다양성 정보 시스템과 해양생물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해역의 해양생물 종 목록 및 출현정보 관리기술을 개

발하고 있으며, 해양ㆍ극한생물 자원뱅크의 개발, 운영을 통해 해양ㆍ극한 

생물 자원의 관리 및 분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환경에서 해양

생물 출현정보와 종정보를 검색, 참조할 수 있는 아이폰용 모바일 앱을 

2010년에 개발하였으며, 2011년에는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앱을 개발 

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해양정보 유통기술을 확보하였다.

그림 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자료시스템

그림 1.  2011년 최우수도서관 표창장

그림 3.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과학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그림 4.  OSJ, OPR 표지

그림 5.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20종

그림 2. KOBIS의 안드로이드 앱

그림 2.  2011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 
              출판 최우수대상 상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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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물론 대학 등의 연구자에게도 서비스 하고 있다.

또한 FAO/ASFA Korean National Partner로 지정되어 한국해양수산정보 자료입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내핵심저널 수록논문의 서지정보 색인·분석·입력·제공으로 국내 

해양학자의 연구정보를 국제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2011년도 

전국도서관평가에서 해양과학도서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전자정보자원 서비스

해양과학기술정보자료의 효율적인 축적과 활용을 위한 문헌전산화 업무를 수행하여 

Maestro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문헌정보 서비스 디지털라이브러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논문 검색을 위하여 ScienceDirect, Springer 등

에 수록된 9,500종의 전자저널과 Wiley, 교보문고 등의 전자책 2,493권을 제공하였다. 또한 

Web of Science를 구독하여 SCI 수록논문의 인용정보 검색 및 분석에 활용한다. 학술 DB 

등 다양한 전자정보자원은 링킹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편리한 통합정보검색 환경을  

제공한다.

해양과학 전문학술지 발간

한국해양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는 영문학술지 『Ocean Science Journal』은 

SpringerLink를 통해 전 세계 연구자에게 온라인 배포된다. 또한 해양과 극지분야의 『Ocean 

and Polar Research』도 계속 발간하고 있다. 이들 학술지는 Elsevier의 Scopus 등재 학술지

이며, 한국연구재단의 우수학술지 계속평가를 통과하여 등재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분야 우수논문 발표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 출판을 통한 해양과학의 대중화

우리 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래를 꿈꾸는 해양

문고』 발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까지 20종이 발간되었으며  

향후 50종 이상의 대형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프런티

어 양성을 위한 '전문도서 교육교재 기부활동'을 통하여 490여 대학 및  

기관에 무상으로 지원하여 바다와 함께 미래의 꿈을 키워 갈수 있는  

전문도서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해양자료 관리 및 활용기술 개발

해양자료정보사업단에서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해양자료 관리 및  

활용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매년 10개 이상의 연구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해양자료 DB, 해양 GIS, 운용해양 자료관리, 통계분석 등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해 해양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GIS 주제도 제작,  

공간분석, 실시간 자료 서비스 등을 통해 연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GIS 기술은 연구의 기획부터 주제도 제작, 공간분석을 통한 연구결과 도

출까지 연구의 전 과정에서 활용 가능하며,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다수의  

연구사업에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해양생물정보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해 한국 해양생물다양성 정보 시스템과 해양생물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해역의 해양생물 종 목록 및 출현정보 관리기술을 개

발하고 있으며, 해양ㆍ극한생물 자원뱅크의 개발, 운영을 통해 해양ㆍ극한 

생물 자원의 관리 및 분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환경에서 해양

생물 출현정보와 종정보를 검색, 참조할 수 있는 아이폰용 모바일 앱을 

2010년에 개발하였으며, 2011년에는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앱을 개발 

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해양정보 유통기술을 확보하였다.

그림 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자료시스템

그림 1.  2011년 최우수도서관 표창장

그림 3.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과학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그림 4.  OSJ, OPR 표지

그림 5.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20종

그림 2. KOBIS의 안드로이드 앱

그림 2.  2011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 
              출판 최우수대상 상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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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간 협력

●한미 공동연구사업 수행 및 협력 시스템 구축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설치된 KORDI-NOAA Lab의 운영을 통하여 해양과학기술분야의 첨단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국제학술행사 개최 및 해양관련 유수기관과 공동연구협력을 추진 중이다. 특히 NOAA와 JAMSTEC이 운영하고 있는 TAO/TRITON 관측

망에 한국해양연구원이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대양에 대한 조사 연구 지평을 한 단계 격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원이 

선진해양강국과의 파트너로서 국제 해양학계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미해양과학기술 전문가 워크숍 

등을 주최하며 미주 내 해양과학 R&D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지구 온난화, 환경, 자원, 에너지 등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영국 플리머스해양연구소(PML)에 KORDI-PML Lab 설치

  영국 플리머스해양연구소(PML)에 KORDI-PML Lab을 설치하고 과학자를 파견하여 북서태평양의 생태계모델링 과제의 공동연구를 수

행 중이며 이를 통해 해양과학분야의 연구능력 향상을 강화하고 있다. KORDI-PML Lab의 개소 및 공동연구 수행은 한국해양연구원과 

PML간의 실질적 협력 관계 구축이 시작된 것으로 이를 통해 기관 간 장점을 극대화한 연구 성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유럽의 해양과

학연구 역량을 흡수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 연구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신규 공동연구 과제 추진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아시아의 주요한 연구협력거점으로서 중국의 많은 해양관련기관과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 활발한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양국 간의 공통 관심해역인 황해/동중국해에서 추진 중인 한·중 해양핵안전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  

연구와 황해/동중국해 운용해양예보 시스템(YOOS) 구축 기반 연구는 전국 해양예보 발전계획 수립 및 국가 해양환경 시스템 구축은 

물론 더 정확하고 선진화된 환경예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과학연구기관으로서 국내외 해양 유관기

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네트워크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는 미주, 유럽, 아시아 국가의 해양관련 기

관들과 양자 간 협력을 맺고, 더불어 IOC, PICES, WESTPAC, SCOR, POGO 등 국제기

구와의 협력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

람회의 준비과정 지원과 관련행사 개최를 통하여 국내 최고/최대의 해양과학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과학영재 및 국내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및 학점인정 실습생 프로그램, 학연 협동연구생 프로그램 등의 산·학·

연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우수 해양과학인력에 대한 지원은 물론 미래 해양과학  

인재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림 1.  제12차 전 지구해양과학협의체POGO) 총회 (세계 
28개국 해양연구기관장 참석) 개최 시 강정극 원장 
(2011. 1/서울플라자호텔) 

그림 3.  제8차 IOC/WESTPAC 
               국제과학심포지엄 포스터

그림 2.  국제협력거점 운영

KORDI-PML Lab

국제기구협력

한국해양연구원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UNESCO/IOC),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PICES)와 같은 국제해양과학기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부대표단을 보좌하고 자문

을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해양과학외교의 첨병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임무의 초기관적 수

행을 위하여 한국해양학위원회(KOC) 및 산하 3개 소위원회 (Ko-PICES, Ko-SCOR, Ko-IOC)의 

사무국 역할을 통하여 국내 해양학계의 연결고리가 되었으며, 그 결과 최초의 한국인 IOC의

장을 배출하고 제8차 IOC/WESTPAC 국제과학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결실을 

거두었다. 국제해양과학기구에의 참여는 세계 해양거버넌스와 국내 해양과학정책과의  

동기화, 국제 대양연구로부터 첨단 연구과제와 선진조사기법의 취득, 해양자원이 풍부한 

개도국과의 유대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고 유익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사업

한국해양연구원은 글로벌 해양엑스포인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통해 우리 연구원의 과학

기술을 국내외 관련기관 및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협력관계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해양 리더십 향상을 통해 해양연의  

브랜드를 한층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엑스포의 정신적 유산인 여수선언문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여수세계박람회 주제와 정신에 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확대하고 

자 힘쓰고 있다. 이는 세계에 우리 연구원의 위상을 높이고 아울러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KORDI-JAMSTEC 양자 간 협력

  한국해양연구원은 일본 JAMSTEC과의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해양바이오와 기후변화 연구 등 10개 공동연구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교류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OCBPA 전시 지원 등에 대해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JAMSTEC 산하 고치시료연구소와 우리 연구원의 

해양시료도서관 간의 교류협정 체결 추진을 통해 국제 시료교환 네트워크에 우리 연구원이 적극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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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제협력거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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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료도서관 간의 교류협정 체결 추진을 통해 국제 시료교환 네트워크에 우리 연구원이 적극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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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에는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개발 성과와 해양과학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기존 온라인 매체는 물론, 뉴미디어를 활용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온라인 뉴스센터 'KORDI 

TODAY'와 웹진 'KORDIAN'을 개편하여 다양한 정보와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간 온라인 확산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언론홍보에서는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이 주목받았다. 특히, 연구원 내에 미세조류 대량배양을 

위한 실증시설을 준공하고 기업체와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언론의 큰  

관심을 모았다. 해외생물자원 확보 및 해양경제영토 확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았다. 미크로네시아 축주에 위치한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의 

연구활동이나, 통가 및 피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해저열수광상 독점  

탐사 광구를 확보한 내용 등 대양을 무대로 펼치는 해양과학 연구성과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인재육성, 문화예술이 융합된 교육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교육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험학습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발간물 및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교육정보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해양과학체험전시관 ‘KORDIUM'의 운영시간을 토요일까지 

확대하여 방문객들에게 관람편의를 제공하고,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교재를 개발하여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교육기부활동을 전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양체험프로그램 운영, 해양문고 독후감 대회, 기관과학기술앰배서더 활동 등을 통하여 대중에게 보다 더 친근한 연구

기관으로 다가서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나눔과 소통, 함께 하는 KORDI'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도시-어촌교류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연구원 대표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가 ‘2012 웹어워드’에서 우수상을, 연구원 사보 ‘See the Sea' 가 ‘IBA국제비지니스어워드’

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등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도 했다. 

보도실적

구   분 실    적

TV 다큐멘터리 KBS 스페셜 '최초탐사, 남태평양 심해를 가다' 등 15건

언론보도 '국내서도 해조류서 바이오연료 생산한다' 등 2,917건

홍보행사

구   분 실    적

교육훈련 및 대중강연 '2011 AMETEC 교육훈련' 등 37건

전시회 '가문도 바다생물 특별전' 등 13건

세미나 및 워크숍 'EAST SEA 1st International Workshop' 등 210건

견학프로그램 '경기도 과학교육원 녹색환경체험학습' 등 316건

그림 1.  코르디움 워크북과 바이오연료 워크북

그림 4.  강정극 원장 MBN뉴스 인터뷰 그림 5.  바다의 날 기념 연구원 개방행사 그림 6.  독도체험프로그램

그림 7.   제8회 국제비즈니스어워드 시상식
그림 8.  열대해양체험프로그램 
그림 9.  대한민국과학창의 축전
그림 10.   바다 UCC 공모전 입상작 
                    (서울여자대학교 '비타민SEA'팀-김민아, 이청미)

그림 2.  으라차차 지역아동센터 견학 그림 3.  블로그기자단 발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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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및 워크숍 'EAST SEA 1st International Workshop' 등 210건

견학프로그램 '경기도 과학교육원 녹색환경체험학습' 등 316건

그림 1.  코르디움 워크북과 바이오연료 워크북

그림 4.  강정극 원장 MBN뉴스 인터뷰 그림 5.  바다의 날 기념 연구원 개방행사 그림 6.  독도체험프로그램

그림 7.   제8회 국제비즈니스어워드 시상식
그림 8.  열대해양체험프로그램 
그림 9.  대한민국과학창의 축전
그림 10.   바다 UCC 공모전 입상작 
                    (서울여자대학교 '비타민SEA'팀-김민아, 이청미)

그림 2.  으라차차 지역아동센터 견학 그림 3.  블로그기자단 발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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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해양연구선 운영

온누리호 

●주요 연구조사 지역   대양 및 심해저 자원 탐사를 위한 태평양 해역

●2011년 운항실적     운항거리 - 39,623 마일, 운항일수 - 283 일

●2011년 온누리호 운항실적

이어도호

●주요 연구조사 지역   국내 연근해 전 해역

●2011년 운항실적     운항거리 - 26,858 마일, 운항일수 - 264 일

장목호

●주요 연구조사 지역   국내 연해 

●2011년 운항실적     운항거리 - 10,070 마일, 운항일수 - 211 일

●온누리호 제원
     총톤수 : 1,422 톤
     전장 : 63.08 m
     수선간장 : 55.50 m
     선폭 : 12.00 m
     순항속도 : 15.00 노트
     항속거리 : 10,000마일
     승선인원 : 41 명
     (연구원 26명, 승무원 15명)

●주요 연구 장비
        Single Beam Hydrographic Echo 

Sounder (EA 600), Multichannel 
Seismic System, Acoustic Doppler 
Current Pro�ler, Gravitymeter, Deepsea 
Camera, Traction Winch, Piston Core, 
Konmap System, CTD Seabird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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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 장비
        Single Beam Hydrographic Echo 

Sounder (EA 502), Acoustic Doppler 
Current Pro�ler, Subbottom Pro�ler, 
CTD Seabird 911, Sparker Array 
System, XBT M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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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 장비
        Acoustic Doppler Current Pro�ler, 

Multibeam Echosounder (EM 3002), 
Single Beam Hydrographic Echo 
Sounder (EA 400), Subbottom Pro�ler, 
CTD Seabird 911

운항일정 운항목적 조사지역 책임자

01. 01 ~ 02.15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인도양 문재운

02. 22 ~ 03. 08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광물자원 정밀 조사 동해 정갑식

03. 09 ~ 03. 12 해경헬기 수색 및 지원 제주 신동혁

03. 21 ~ 04. 04 상가수리 목포 구본관

04. 05 ~ 04. 08 디지털 지형지원 시스템(DTSS) 장비 테스트 동해 구본관

04. 09 ~ 04. 09 연구장비 테스트 동해 구본관

04. 12 ~ 04. 24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황해 정창수

05. 03 ~ 05. 25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연구 

북서
태평양

전동철

05. 26 ~ 06. 22 통합 기후예측을 위한 열대 서태평양 관측 태평양 이재학

06. 28 ~ 07. 02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 감시 체제 구축 동해 박찬홍

07. 05 ~ 07. 11 동북아해 퇴적물 기원연구 및 모니터링 황해 이희일

07. 22 ~ 08. 04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광물자원 정밀 조사 동해 정갑식

08. 12 ~ 09. 03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광물자원 정밀 조사 제주 유해수

09. 16 ~ 09. 26 서해 해역 환경 조사 황해 이용국

10. 06 ~ 10. 07 진해 해군기지(해적 관련 모의훈련) 진해 문재운

10. 21 ~ 12. 31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인도양 문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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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수행 주요연구과제

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남해안 빈산소해역의 관리를 위한 생태계 반응 연구 염승식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선박 안전항해 및 재난해파 조기검출을 위한 위성기반 정밀 수직측위
기술 연구 박상현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선박 통합감시제어체계(IMCS)용 LBT 구축 핵심기술 개발 (2/2) 박종원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정책 및 지원 박준수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연안 및 해양공간 이용기술 개발 박우선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연안 환경오염 감시 및 정화기술 개발 김영옥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열대 태평양기지 운영 및 기본연구활동 지원 박흥식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지구환경변화가 한국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재학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심재설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극한환경 극복기술 이판묵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극한생물 유전체활용 질병표적단백질의 기능 연구 강성균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관측조사 표준화 확립 김은수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자원 탐사개발 연구 김동성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안전 및 첨단운송체 기반 핵심기술 개발 김     진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위성센터 기능고도화 유주형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역 기초생산력 증대를 위한 부유식 인공용승 시스템 핵심기술 
연구 (3/3) 정동호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저지형 자율 매핑 핵심기술 개발 (3/3) 김시문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효과분석을 위한 선박안전성능 예측기술 개발 (3/3) 이경중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PEC) 운영 홍상희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융복합 기획연구 박준수 2011. 11. 01 ~ 2011. 03. 31 한국해양연구원

Lab 창의과제 박준수 2011. 11. 01 ~ 2012. 08. 31 한국해양연구원

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해저플랜트와 수중작업 기술 기획 이판묵 2011. 01. 01 ~ 2011. 06. 30 국토해양부

산샤댐 건설로 인한 남해(동중국해) 해양환경 영향 연구 최동림 2011. 01. 01 ~ 2011. 12. 31 국토해양부

파력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홍기용 2011. 01. 01 ~ 2011. 12. 31 국토해양부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8) 정창수 2011. 01. 01 ~ 2011. 12. 31 농림수산식품부

하구역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 (생태계 모니터링) 장     만 2011. 01. 01 ~ 2011. 12. 31 국토해양부

한중해양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협력사업 박광순 2011. 01. 01 ~ 2011. 12. 31 국토해양부

해양 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 이정현 2011. 01. 01 ~ 2011. 12. 31 국토해양부

2011년도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사업 김경태 2011. 01. 04 ~ 2011. 12. 20 국토해양부

수중 무선통신시스템 개발 임용곤 2011. 02. 01 ~ 2011. 12. 31 국토해양부

해양심층수의 에너지 이용기술 개발 김현주 2011. 02. 01 ~ 2012. 01. 31 국토해양부

이상기상/기후와 연관된 중위도 중·장기 대기 변동 역학 및 예측성 연구 국종성 2011. 03. 01 ~ 2012. 02. 28 교육과학기술부

관측소 보정과 파형의 유사성을 이용한 한반도 지진의 진원위치 향상 김광희 2011. 03. 01 ~ 2012. 02. 29 교육과학기술부

북태평양 기후변동 수치모델링 연구 장찬주 2011. 03. 01 ~ 2012. 02. 29 국토해양부

장주기 기후변화와 단주기 기후변동 사이의 상호작용 및 한반도 
지역기후 변화 연구 국종성 2011. 03. 01 ~ 2012. 02. 29 교육과학기술부

정지궤도 해양위성 활용연구지원(GOCI) 유주형 2011. 03. 01 ~ 2012. 02. 29 국토해양부

지구시스템모듈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해빙 및 해양 생지화학 과정 개발 김철호 2011. 03. 01 ~ 2012. 02. 29 교육과학기술부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지상범 2011. 03. 01 ~ 2012. 02. 29 국토해양부

신재생에너지 교량모델 개발 및 실용화 기술개발 이진학 2011. 03. 26 ~ 2012. 03. 25 국토해양부

해저 지반조사 장비 및 분석 시스템 개발 장인성 2011. 03. 26 ~ 2012. 03. 25 국토해양부

국제해양과학협력 기반구축 이웅열 2011. 04. 01 ~ 2012. 03. 31 국토해양부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 개발 (2/5) 공인영 2011. 04. 01 ~ 2012. 03. 31 지식경제부

위험도 기반 안전설계 핵심기술 개발 (2/5) 이종갑 2011. 04. 01 ~ 2012. 03. 31 지식경제부

유류오염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복원 연구 (3차) 심원준 2011. 04. 01 ~ 2012. 03. 31 국토해양부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 연구 심재설 2011. 04. 01 ~ 2012. 03. 31 국토해양부

항만 수중공사용 무인 다목적 기계화 시공장비 장인성 2011. 05. 01 ~ 2012. 07. 31 국토해양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 박찬홍 2011. 05. 31 ~ 2011. 12. 26 국토해양부

CO2 해양지중저장 기술개발 강성길 2011. 06. 01 ~ 2012. 03. 31 국토해양부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문재운 2011. 06. 01 ~ 2012. 05. 31 국토해양부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 정밀조사 유해수 2011. 06. 01 ~ 2012. 05. 31 국토해양부

빙해선박의 극지항로 안전운항기술 및 극저온 빙성능 시험평가 기법 
개발 (3/5) 이춘주 2011. 06. 01 ~ 2012. 05. 31 지식경제부

생체정보를 이용한 수생태계 주요 유해화학물질 위해성 예측 도구 및 PAH류 
검출 랩칩 개발 염승식 2011. 06. 01 ~ 2012. 05. 31 환경부

선박성능 고도화 핵심기반구축 및 기술 개발 (3/5) 반석호 2011. 06. 01 ~ 2012. 05. 31 지식경제부

선박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형식 복합 추진 시스템 기술 개발 안해성 2011. 06. 01 ~ 2012. 05. 31 지식경제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선박 저항감소 및 추진성능 향상 핵심기술 개발 김     진 2011. 06. 01 ~ 2012. 05. 31 지식경제부

연근해 어선 추진기의 모형시험 및 성능 평가 문일성 2011. 06. 01 ~ 2012. 05. 31 국토해양부

기본연구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296건

136,648백만 원

259건

168,092백만 원

208,60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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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남해안 빈산소해역의 관리를 위한 생태계 반응 연구 염승식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선박 안전항해 및 재난해파 조기검출을 위한 위성기반 정밀 수직측위
기술 연구 박상현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선박 통합감시제어체계(IMCS)용 LBT 구축 핵심기술 개발 (2/2) 박종원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정책 및 지원 박준수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연안 및 해양공간 이용기술 개발 박우선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연안 환경오염 감시 및 정화기술 개발 김영옥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열대 태평양기지 운영 및 기본연구활동 지원 박흥식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지구환경변화가 한국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재학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심재설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극한환경 극복기술 이판묵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극한생물 유전체활용 질병표적단백질의 기능 연구 강성균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관측조사 표준화 확립 김은수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자원 탐사개발 연구 김동성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안전 및 첨단운송체 기반 핵심기술 개발 김     진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위성센터 기능고도화 유주형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역 기초생산력 증대를 위한 부유식 인공용승 시스템 핵심기술 
연구 (3/3) 정동호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저지형 자율 매핑 핵심기술 개발 (3/3) 김시문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효과분석을 위한 선박안전성능 예측기술 개발 (3/3) 이경중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PEC) 운영 홍상희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융복합 기획연구 박준수 2011. 11. 01 ~ 2011. 03. 31 한국해양연구원

Lab 창의과제 박준수 2011. 11. 01 ~ 2012. 08. 31 한국해양연구원

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해저플랜트와 수중작업 기술 기획 이판묵 2011. 01. 01 ~ 2011. 06. 30 국토해양부

산샤댐 건설로 인한 남해(동중국해) 해양환경 영향 연구 최동림 2011. 01. 01 ~ 2011. 12. 31 국토해양부

파력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홍기용 2011. 01. 01 ~ 2011. 12. 31 국토해양부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8) 정창수 2011. 01. 01 ~ 2011. 12. 31 농림수산식품부

하구역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 (생태계 모니터링) 장     만 2011. 01. 01 ~ 2011. 12. 31 국토해양부

한중해양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협력사업 박광순 2011. 01. 01 ~ 2011. 12. 31 국토해양부

해양 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 이정현 2011. 01. 01 ~ 2011. 12. 31 국토해양부

2011년도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사업 김경태 2011. 01. 04 ~ 2011. 12. 20 국토해양부

수중 무선통신시스템 개발 임용곤 2011. 02. 01 ~ 2011. 12. 31 국토해양부

해양심층수의 에너지 이용기술 개발 김현주 2011. 02. 01 ~ 2012. 01. 31 국토해양부

이상기상/기후와 연관된 중위도 중·장기 대기 변동 역학 및 예측성 연구 국종성 2011. 03. 01 ~ 2012. 02. 28 교육과학기술부

관측소 보정과 파형의 유사성을 이용한 한반도 지진의 진원위치 향상 김광희 2011. 03. 01 ~ 2012. 02. 29 교육과학기술부

북태평양 기후변동 수치모델링 연구 장찬주 2011. 03. 01 ~ 2012. 02. 29 국토해양부

장주기 기후변화와 단주기 기후변동 사이의 상호작용 및 한반도 
지역기후 변화 연구 국종성 2011. 03. 01 ~ 2012. 02. 29 교육과학기술부

정지궤도 해양위성 활용연구지원(GOCI) 유주형 2011. 03. 01 ~ 2012. 02. 29 국토해양부

지구시스템모듈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해빙 및 해양 생지화학 과정 개발 김철호 2011. 03. 01 ~ 2012. 02. 29 교육과학기술부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지상범 2011. 03. 01 ~ 2012. 02. 29 국토해양부

신재생에너지 교량모델 개발 및 실용화 기술개발 이진학 2011. 03. 26 ~ 2012. 03. 25 국토해양부

해저 지반조사 장비 및 분석 시스템 개발 장인성 2011. 03. 26 ~ 2012. 03. 25 국토해양부

국제해양과학협력 기반구축 이웅열 2011. 04. 01 ~ 2012. 03. 31 국토해양부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 개발 (2/5) 공인영 2011. 04. 01 ~ 2012. 03. 31 지식경제부

위험도 기반 안전설계 핵심기술 개발 (2/5) 이종갑 2011. 04. 01 ~ 2012. 03. 31 지식경제부

유류오염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복원 연구 (3차) 심원준 2011. 04. 01 ~ 2012. 03. 31 국토해양부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 연구 심재설 2011. 04. 01 ~ 2012. 03. 31 국토해양부

항만 수중공사용 무인 다목적 기계화 시공장비 장인성 2011. 05. 01 ~ 2012. 07. 31 국토해양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 박찬홍 2011. 05. 31 ~ 2011. 12. 26 국토해양부

CO2 해양지중저장 기술개발 강성길 2011. 06. 01 ~ 2012. 03. 31 국토해양부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문재운 2011. 06. 01 ~ 2012. 05. 31 국토해양부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 정밀조사 유해수 2011. 06. 01 ~ 2012. 05. 31 국토해양부

빙해선박의 극지항로 안전운항기술 및 극저온 빙성능 시험평가 기법 
개발 (3/5) 이춘주 2011. 06. 01 ~ 2012. 05. 31 지식경제부

생체정보를 이용한 수생태계 주요 유해화학물질 위해성 예측 도구 및 PAH류 
검출 랩칩 개발 염승식 2011. 06. 01 ~ 2012. 05. 31 환경부

선박성능 고도화 핵심기반구축 및 기술 개발 (3/5) 반석호 2011. 06. 01 ~ 2012. 05. 31 지식경제부

선박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형식 복합 추진 시스템 기술 개발 안해성 2011. 06. 01 ~ 2012. 05. 31 지식경제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선박 저항감소 및 추진성능 향상 핵심기술 개발 김     진 2011. 06. 01 ~ 2012. 05. 31 지식경제부

연근해 어선 추진기의 모형시험 및 성능 평가 문일성 2011. 06. 01 ~ 2012. 05. 31 국토해양부

기본연구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296건

136,648백만 원

259건

168,092백만 원

208,600백만 원

261건2011

20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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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기존 시추자료 활용 연구 현상민 2011. 11. 15 ~ 2012. 08. 14 국토해양부

해양산분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평가 김석현 2011. 11. 28 ~ 2012. 05. 28 국토해양부

한국관할 해역 지질구조 및 해양지질 조사 이희일 2011. 12. 15 ~ 2012. 02. 14 국토해양부

항로표지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 공인영 2011. 12. 26 ~ 2012. 12. 25 국토해양부

항만시설물 점검용 장비 기술 개발 한상훈 2011. 12. 26 ~ 2012. 12. 25 국토해양부

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와유기진동(VIV) 이용 해양청정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 개발 홍     섭 2011. 06. 01 ~ 2012. 05. 31 지식경제부

지능형 디지털 선박의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3/3) 임용곤 2011. 06. 01 ~ 2012. 05. 31 지식경제부

친환경 추진기 캐비테이션 성능 제어기술 개발(3/5) 김기섭 2011. 06. 01 ~ 2012. 05. 31 지식경제부

해양영토관리 통합DB 체계 구축 김성대 2011. 06. 01 ~ 2012. 05. 31 국토해양부

Electronic Astronavigation 시스템 개발 홍석원 2011. 06. 01 ~ 2012. 05. 31 중소기업청

대수심 버켓기초 시공 시스템 개발 오명학 2011. 06. 10 ~ 2012. 06. 09 국토해양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연구 배세진 2011. 06. 23 ~ 2012. 04. 17 국토해양부

적도 태평양 연구인프라 구축 사업 권문상 2011. 06. 30 ~ 2012. 06. 29 국토해양부

차세대 고부가 가치 선박의 성능해석 기술 개발 (2/2) 손남선 2011. 07. 01 ~ 2012. 06. 30 지식경제부

통가 해저열수광상 개발 사업 이경용 2011. 07. 01 ~ 2012. 06. 30 국토해양부

해양 초고온 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개발 강성균 2011. 07. 01 ~ 2012. 06. 30 국토해양부

해양안전정보 시스템 국제협력방안 연구 전태병 2011. 07. 01 ~ 2012. 06. 30 국토해양부

CO2 변환·농축·해양저장 기술 개발 신경순 2011. 07. 01 ~ 2012. 06. 30 지식경제부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김선영 2011. 07. 14 ~ 2012. 07. 13 국토해양부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개발 (2) 전봉환 2011. 07. 19 ~ 2012. 07. 18 국토해양부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 박광순 2011. 08. 01 ~ 2012. 06. 30 국토해양부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3) 이희승 2011. 08. 01 ~ 2012. 06. 30 국토해양부

기후변화가 남해권역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기능평가 기술 개발 주세종 2011. 08. 01 ~ 2012. 07. 31 국토해양부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신승호 2011. 08. 01 ~ 2012. 07. 31 국토해양부

해양풍력단지 장기 환경 모니터링 기술 연구 이광수 2011. 08. 01 ~ 2012. 07. 31 지식경제부

IMO의 신개념선박건조기준(GBS) 대응 표준기술 개발 (5) 김홍태 2011. 08. 01 ~ 2012. 07. 31 지식경제부

DGNSS 보정서비스 신뢰성 기술개발 서기열 2011. 08. 05 ~ 2012. 08. 04 국토해양부

재해 저감용 신형 항만구조물 개발 기획 연구 오상호 2011. 08. 29 ~ 2012. 02. 28 국토해양부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실시설계 및 건조 석봉출 2011. 09. 01 ~ 2012. 06. 30 국토해양부

선박충돌위험도 식별 시스템 설계 구현 손남선 2011. 09. 01 ~ 2012. 08. 31 국토해양부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 및 관리기술 개발 김홍태 2011. 09. 01 ~ 2012. 08. 31 국토해양부

지능형 해양구난 핵심기술 개발 최혁진 2011. 09. 01 ~ 2012. 08. 31 국토해양부

해양경계획선 시스템 개발 권석재 2011. 09. 01 ~ 2012. 08. 31 국토해양부

해양심층수 산업 지원 기술 개발 문덕수 2011. 09. 15 ~ 2012. 08. 31 국토해양부

통합 기후예측 시스템을 위한 기후예측 시뮬레이터 개발 및 대양 관측 이재학 2011. 09. 30 ~ 2012. 09. 29 교육과학기술부

선박평형수 유해수중생물 모니터링 장치 개발 오정환 2011. 10. 01 ~ 2012. 09. 30 국토해양부

해상 LNG터미널(FSRU)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1/2) 홍석원 2011. 10. 01 ~ 2012. 09. 30 지식경제부

U기반 해운물류 체계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 연구 임용곤 2011. 10. 01 ~ 2012. 09. 30 국토해양부

수중 50m, 100W급 무접점 충전 시스템 개발 최현택 2011. 11. 01 ~ 2012. 10. 31 지식경제부

항만 지진응답 계측시스템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4) 박우선 2011. 11. 01 ~ 2013. 06. 30 국토해양부

육상교통 환경에서 위성항법 활용을 위한 항법신호 이상 감시기법 연구 박상현 2011. 11. 08 ~ 2012. 08. 30 국토해양부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 개발 이광수 2011. 11. 11 ~ 2012. 11. 10 국토해양부

과제명 책임자(성명) 연구기간 발주처

오염물질의 해양 유출사고 대응 지원 기술개발 정경태 2011. 01. 01 ~ 2011. 12. 31 기초기술연구회

해양분야 위성활용 연구 유주형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NOWPAP 방제지역활동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 강성길 2011. 01. 01 ~ 2011. 12. 31 UNEP/NOWPAP/MERRAC

SHI-KORDI 해양공학수조 활용 해양설계엔지니어링 공동연구 (2011) 김진하 2011. 01. 01 ~ 2012. 02. 29 (주)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항로개선 및 부두신설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강래선 2011. 01. 03 ~ 2012. 03. 27 (주)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추진기 설계 및 수조모형 시험 김연규 2011. 02. 01 ~ 2011. 12. 31 (주)엘아지넥스원

성동 8,800TEU Container Carrier 선형 연구 안해성 2011. 02. 01 ~ 2012. 02. 29 (주)성동조선해양

2011년도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수질검사 문덕수 2011. 02. 07 ~ 2011. 12. 31 동해지방해양항만청

AX함 추진기 성능시험 안종우 2011. 02. 14 ~ 2011. 12. 31 (주)두산중공업

매향리사격장 오염갯벌 현황 조사 김창준 2011. 03. 10 ~ 2011. 09. 05 해양환경관리공단

동부그린발전소 건설사업 해상교통 안전진단 공인영 2011. 03. 14 ~ 2012. 03. 31 (주)한국항만기술단

2011 해양특성 조사 이용국 2011. 03. 24 ~ 2012. 03. 31 해군중앙경리단

2011년도 전자해도 표준 및 기술 연구 서상현 2011. 03. 28 ~ 2011. 12. 19 국립해양조사원

0813사업 상세설계 및 함 건조 프로펠러-선체 간 통합 성능 검증 
기술(프로펠러 통합 성능 검증) 안종우 2011. 04. 01 ~ 2013. 05. 31 (주)현대중공업

차기기뢰부설함(MLS-II) 기본설계 IR 해석 및 감소 대책 김윤식 2011. 04. 05 ~ 2012. 08. 20 (주)현대중공업

차기기뢰부설함(MLS-II) 내항/조종 모형시험 김진하 2011. 04. 14 ~ 2012. 08. 20 (주)현대중공업

원거리 감시체계 체계설치 환경 조사 이용국 2011. 05. 01 ~ 2012. 09. 30 (주)엘아이지넥스원

부산남항 및 용호만 오염퇴적물(3년차) 해양환경 모니터링 김경련 2011. 06. 21 ~ 2012. 04. 15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오염퇴적물 분포현황 조사 김경련 2011. 07. 15 ~ 2011. 11. 30 해양환경관리공단

아산만 조력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이광수 2011. 07. 29 ~ 2013. 01. 28 (주)대우건설

인천 팔미도 북측(서)항로 준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영향 범위 및 
피해정도 조사 김종관 2011. 07. 30 ~ 2012. 05. 29 대림산업주식회사

석문국가산업단지 배수갑문 및 부대시설공사 등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김종관 2011. 08. 31 ~ 2012. 10. 30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시화호조력발전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범위 및 피해정도 등 조사 김종관 2011. 10. 22 ~ 2013. 01. 21 (주)나라감정평가법인

STX 155k 셔틀 탱커 DP 모형시험 및 수치해석 성홍근 2011. 11. 01 ~ 2012. 06. 30 (주)STX조선해양

통영바다목장 사후관리 대행 명정구 2011. 11. 16 ~ 2012. 11. 15 통영시청

선보공업 선박평형수관리장치의 국제해사기구 승인을 위한 
생물사멸 시험 : 기본승인 시험 신경순 2011. 11. 23 ~ 2012. 11. 23 (주)선보공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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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기존 시추자료 활용 연구 현상민 2011. 11. 15 ~ 2012. 08. 14 국토해양부

해양산분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평가 김석현 2011. 11. 28 ~ 2012. 05. 28 국토해양부

한국관할 해역 지질구조 및 해양지질 조사 이희일 2011. 12. 15 ~ 2012. 02. 14 국토해양부

항로표지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 공인영 2011. 12. 26 ~ 2012. 12. 25 국토해양부

항만시설물 점검용 장비 기술 개발 한상훈 2011. 12. 26 ~ 2012. 12. 25 국토해양부

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와유기진동(VIV) 이용 해양청정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 개발 홍     섭 2011. 06. 01 ~ 2012. 05. 31 지식경제부

지능형 디지털 선박의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3/3) 임용곤 2011. 06. 01 ~ 2012. 05. 31 지식경제부

친환경 추진기 캐비테이션 성능 제어기술 개발(3/5) 김기섭 2011. 06. 01 ~ 2012. 05. 31 지식경제부

해양영토관리 통합DB 체계 구축 김성대 2011. 06. 01 ~ 2012. 05. 31 국토해양부

Electronic Astronavigation 시스템 개발 홍석원 2011. 06. 01 ~ 2012. 05. 31 중소기업청

대수심 버켓기초 시공 시스템 개발 오명학 2011. 06. 10 ~ 2012. 06. 09 국토해양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연구 배세진 2011. 06. 23 ~ 2012. 04. 17 국토해양부

적도 태평양 연구인프라 구축 사업 권문상 2011. 06. 30 ~ 2012. 06. 29 국토해양부

차세대 고부가 가치 선박의 성능해석 기술 개발 (2/2) 손남선 2011. 07. 01 ~ 2012. 06. 30 지식경제부

통가 해저열수광상 개발 사업 이경용 2011. 07. 01 ~ 2012. 06. 30 국토해양부

해양 초고온 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개발 강성균 2011. 07. 01 ~ 2012. 06. 30 국토해양부

해양안전정보 시스템 국제협력방안 연구 전태병 2011. 07. 01 ~ 2012. 06. 30 국토해양부

CO2 변환·농축·해양저장 기술 개발 신경순 2011. 07. 01 ~ 2012. 06. 30 지식경제부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김선영 2011. 07. 14 ~ 2012. 07. 13 국토해양부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개발 (2) 전봉환 2011. 07. 19 ~ 2012. 07. 18 국토해양부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 박광순 2011. 08. 01 ~ 2012. 06. 30 국토해양부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3) 이희승 2011. 08. 01 ~ 2012. 06. 30 국토해양부

기후변화가 남해권역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기능평가 기술 개발 주세종 2011. 08. 01 ~ 2012. 07. 31 국토해양부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신승호 2011. 08. 01 ~ 2012. 07. 31 국토해양부

해양풍력단지 장기 환경 모니터링 기술 연구 이광수 2011. 08. 01 ~ 2012. 07. 31 지식경제부

IMO의 신개념선박건조기준(GBS) 대응 표준기술 개발 (5) 김홍태 2011. 08. 01 ~ 2012. 07. 31 지식경제부

DGNSS 보정서비스 신뢰성 기술개발 서기열 2011. 08. 05 ~ 2012. 08. 04 국토해양부

재해 저감용 신형 항만구조물 개발 기획 연구 오상호 2011. 08. 29 ~ 2012. 02. 28 국토해양부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실시설계 및 건조 석봉출 2011. 09. 01 ~ 2012. 06. 30 국토해양부

선박충돌위험도 식별 시스템 설계 구현 손남선 2011. 09. 01 ~ 2012. 08. 31 국토해양부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 및 관리기술 개발 김홍태 2011. 09. 01 ~ 2012. 08. 31 국토해양부

지능형 해양구난 핵심기술 개발 최혁진 2011. 09. 01 ~ 2012. 08. 31 국토해양부

해양경계획선 시스템 개발 권석재 2011. 09. 01 ~ 2012. 08. 31 국토해양부

해양심층수 산업 지원 기술 개발 문덕수 2011. 09. 15 ~ 2012. 08. 31 국토해양부

통합 기후예측 시스템을 위한 기후예측 시뮬레이터 개발 및 대양 관측 이재학 2011. 09. 30 ~ 2012. 09. 29 교육과학기술부

선박평형수 유해수중생물 모니터링 장치 개발 오정환 2011. 10. 01 ~ 2012. 09. 30 국토해양부

해상 LNG터미널(FSRU)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1/2) 홍석원 2011. 10. 01 ~ 2012. 09. 30 지식경제부

U기반 해운물류 체계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 연구 임용곤 2011. 10. 01 ~ 2012. 09. 30 국토해양부

수중 50m, 100W급 무접점 충전 시스템 개발 최현택 2011. 11. 01 ~ 2012. 10. 31 지식경제부

항만 지진응답 계측시스템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4) 박우선 2011. 11. 01 ~ 2013. 06. 30 국토해양부

육상교통 환경에서 위성항법 활용을 위한 항법신호 이상 감시기법 연구 박상현 2011. 11. 08 ~ 2012. 08. 30 국토해양부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 개발 이광수 2011. 11. 11 ~ 2012. 11. 10 국토해양부

과제명 책임자(성명) 연구기간 발주처

오염물질의 해양 유출사고 대응 지원 기술개발 정경태 2011. 01. 01 ~ 2011. 12. 31 기초기술연구회

해양분야 위성활용 연구 유주형 2011. 01. 01 ~ 2011. 12. 3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NOWPAP 방제지역활동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 강성길 2011. 01. 01 ~ 2011. 12. 31 UNEP/NOWPAP/MERRAC

SHI-KORDI 해양공학수조 활용 해양설계엔지니어링 공동연구 (2011) 김진하 2011. 01. 01 ~ 2012. 02. 29 (주)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항로개선 및 부두신설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강래선 2011. 01. 03 ~ 2012. 03. 27 (주)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추진기 설계 및 수조모형 시험 김연규 2011. 02. 01 ~ 2011. 12. 31 (주)엘아지넥스원

성동 8,800TEU Container Carrier 선형 연구 안해성 2011. 02. 01 ~ 2012. 02. 29 (주)성동조선해양

2011년도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수질검사 문덕수 2011. 02. 07 ~ 2011. 12. 31 동해지방해양항만청

AX함 추진기 성능시험 안종우 2011. 02. 14 ~ 2011. 12. 31 (주)두산중공업

매향리사격장 오염갯벌 현황 조사 김창준 2011. 03. 10 ~ 2011. 09. 05 해양환경관리공단

동부그린발전소 건설사업 해상교통 안전진단 공인영 2011. 03. 14 ~ 2012. 03. 31 (주)한국항만기술단

2011 해양특성 조사 이용국 2011. 03. 24 ~ 2012. 03. 31 해군중앙경리단

2011년도 전자해도 표준 및 기술 연구 서상현 2011. 03. 28 ~ 2011. 12. 19 국립해양조사원

0813사업 상세설계 및 함 건조 프로펠러-선체 간 통합 성능 검증 
기술(프로펠러 통합 성능 검증) 안종우 2011. 04. 01 ~ 2013. 05. 31 (주)현대중공업

차기기뢰부설함(MLS-II) 기본설계 IR 해석 및 감소 대책 김윤식 2011. 04. 05 ~ 2012. 08. 20 (주)현대중공업

차기기뢰부설함(MLS-II) 내항/조종 모형시험 김진하 2011. 04. 14 ~ 2012. 08. 20 (주)현대중공업

원거리 감시체계 체계설치 환경 조사 이용국 2011. 05. 01 ~ 2012. 09. 30 (주)엘아이지넥스원

부산남항 및 용호만 오염퇴적물(3년차) 해양환경 모니터링 김경련 2011. 06. 21 ~ 2012. 04. 15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오염퇴적물 분포현황 조사 김경련 2011. 07. 15 ~ 2011. 11. 30 해양환경관리공단

아산만 조력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이광수 2011. 07. 29 ~ 2013. 01. 28 (주)대우건설

인천 팔미도 북측(서)항로 준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영향 범위 및 
피해정도 조사 김종관 2011. 07. 30 ~ 2012. 05. 29 대림산업주식회사

석문국가산업단지 배수갑문 및 부대시설공사 등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김종관 2011. 08. 31 ~ 2012. 10. 30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시화호조력발전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범위 및 피해정도 등 조사 김종관 2011. 10. 22 ~ 2013. 01. 21 (주)나라감정평가법인

STX 155k 셔틀 탱커 DP 모형시험 및 수치해석 성홍근 2011. 11. 01 ~ 2012. 06. 30 (주)STX조선해양

통영바다목장 사후관리 대행 명정구 2011. 11. 16 ~ 2012. 11. 15 통영시청

선보공업 선박평형수관리장치의 국제해사기구 승인을 위한 
생물사멸 시험 : 기본승인 시험 신경순 2011. 11. 23 ~ 2012. 11. 23 (주)선보공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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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

강윤호, 정승원, 조승현, 한명수 
Field assessment of the potential of algicidal bacteria against diatom 
blooms. Biocontrol Sci. Technol., 21(8), 969-984 

고석천, 차선희, 허수진, 이승홍, 강성명, 전유진
Protective effect of Ecklonia cava on UVB-induced oxidative stress: in 
vitro and in vivo zebrafish model.  J. Bacteriol., 23(4), 697-708 

고진환, 정준호, 최진복, 조맹효
Quality factor in clamping loss of nanocantilever resonators. Appl. 
Phys. Lett., 98(0), 171909-171909 

국종성, 함유근
Are there two types of La Nina? Geophys. Res. Lett., 38(L16704).,1-6 

국종성, 함유근, 이은정, 강인식
Empirical Singular Vector (ESV) method for ensemble ENSO prediction 
with a coupled GCM. J. Geophys. Res.,116(C08029), 1-9 

권오정, 조완제
Field applicability of self-recovering sustainable liner as landfill final 
cover. Environ. Earth Sci, 62(8), 1567-1576 

김건우, 이명은
On the internal generation of waves: control volume approach. Ocean 
Eng., 38(8-9), 1027-1029 

김건우, 정원무, 이광수, 전기천, 이명은
Offshore and nearshore wave energy assess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Ener., 36(3), 1460-1469 

김경옥, 이한수, 민병일, 최병호
Hindcasting of high swell waves off the Eastern Korean coast on 24 
February 2008 using structured and unstructured wave models. J. 
Coast. Res. (special issue), 64(2), 1073-1077 

김경옥, 최병호, E.Pelinovsky, 육진희, 민병일
An East Sea/Japan Sea tsunami simulator. J. Coast. Res.(special issue), 
64(2), 1058-1062

김경태, 나공태, 김은수, 임운혁, 김종근
Distribution of heavy metals in the surface sediments of the Han River 
and its estuary, Korea. J. Coast. Res. (special issue), 64(1), 903-907 

김경희, 김동선, 노재훈
Tidal variations in concentrations of dissolved and particulate 
materials in a semi-closed bay of the Yellow Sea. J. Coast. Res., 27(3), 
459-469 

김광배, Y.S. Hsiao, 김정우, 이방영, 권이현, 김창환
Bathymetry enhancement by altimetry-derived gravity anomalies in 
the East Sea (Sea of Japan). Mar. Geophys. Res., 31(4), 285-298 

김광희, K.C. Chen, J.M. Chiu, H.Y. Yen
Crustal-scale weak zone along a collisional suture revealed by spatial 
variations in velocity structures and seismicity. Bull. Seismol. Soc. Am., 
102(1),1-10 

김남숙, 심원준, 임운혁, 하성용, 안준건, 신경훈
Three decades of TBT contamination in sediments around a large 
scale shipyard. J. Hazard. Mat., 192(1), 634-642 

김대정, I. Kawazoe, 정지현, 안철민, 김이청, K. Aida
Pur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luteinizing hormone from 
pituitary glands of rockfish, Sebastes schlegeli . Compar. Biochem. 
Physiol., 160(1), 104-109 

김대현, 장연수, 김영호, 김동훈, M. Watanabe, F.F. Jin, 국종성
El Nin~o-Southern Oscillation sensitivity to cumulus entrainment in a 
coupled general circulation model. J. Geophys. Res., 116(D22112), 1-9 

김동균, 이건섭, 장만, 박종범, 정영재, 이석찬, 이택견
Purification and biochemical characterization of insoluble acid 
invertase (INAC-INV) from pea seedlings. J. Agric. Food Chem., 59(19), 
11228-11233 

김병남, 한주영, 최복경, 김봉채, 정섬규, 박요섭, 이용국 
Acoustic characteristics of the snapping shrimp sound observed in 
the coastal sea of Korea. Jap. J. Appl. Phys., 50(1), doi:07HG04-07HG04 

김선희, 김정범, 김소윤, 노경희, 김현욱, 이경렬, 장요순, 권미, 박종승
Functional characterization of a delta 6-desaturase gene from the 
black seabream (Acanthopagrus schlegeli) . Biotechnol. Lett. , 33(6), 
1185-1193 

김원무, 예상욱, 김주홍, 국종성, 권민호
The unique 2009-2010 El Nin~o event: A fast phase transition of warm 
pool El Nin~ o to La Nin~ a. Geophys. Res. Lett., 38(L15809), 1-5

김유철, 서정천, 이경준
VIC method combined with a boundary element method for 
incompressible viscous flow analysis. Int. J. Numer. Meth. Fluids, 
doi:10.1002/fld.2649 

김자명, 이기탁, 신경순, 양은진, E. Anja, M.K. David, 김현철 
Shifts in biogenic carbon flow from particulate to dissolved forms 
under high carbon dioxide and warm ocean conditions. Geophys. Res. 
Lett., 38(L08612), 1-5 

김점지, 전유미, 노재훈, 이미영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 new phycoerythrin from the 
cyanobacterium Synechococcus  sp. ECS-18. J. Appl. Phycol. , doi: 
10.1007/s10811-010-9554-2 

김종욱, 이경용, 김정훈
Metal-bearing molten sulfur collected from a submarine volcano: 
Implications for vapor transport of metals in seafloor hydrothermal 
systems. Geol., 39(4), 351-354 

김창식, 임학수, C.F. Cerco
Three-dimensional water quality modelling for tidal lake and coastal 
waters with ROMS-ICM.  J. Coast. Res. (special issue). 64(1), 1068-1072 

김형직, 김동선, 유찬민, 지상범, 김부근, 신홍렬, 형기성
Influence of ENSO variability on sinking-particle fluxes in the 
northeastern equatorial Pacific Deep-Sea Res. Part 1-Oceanogr. Res. 
Papers, 58(8), 865-874 

나공태, 김경태, 방재현, 이정무, 김은수, 조성록
A preliminary stud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idal 
power plant in Sihwa Lake, Korea: Heavy metal accumulation in 
transplanted Manila clams (Ruditapes philippinarum). J. Coast. Res. 
(special issue), 64(1), 932-936 

나공태, 방재현, 이정무, 김경태, 김은수
The extent and historical trend of metal pollution recorded in core 
sediments from an artificial Lake Sihwa, Korea. Mar. Pollut. Bull., 62(8), 
1814-1821 

노현수, W. Decraemer, M.V. Sorensen, 민원기, 정종우, 김   원
Megadraconema cornutum, a new genus and species from Korea, 
with a discussion of its classification and relationships within 
the family Draconematidae (Nematoda, Desmodorida) based on 
morphological an. Zool. Sci., 28(1), 68-84 

류종성, 김종성, 강성길, 강대석, 이창희, 고철환
The impact of heavy metal pollution gradients in sediments on 
benthic macrofauna at population and community levels. Environ. 
Pollut., 159(10), 2622-2629 

류종성, 김종성, 최진우, 신현출, 안순모, 박진순, 강대선, 이창희, 고철환
Environmentally associated spatial changes of a macrozoobenthic 
community in the Saemangeum tidal flat, Korea. J. Sea Res., 65(4), 390-
400 

류종성, 김해철, 김종성, 김영훈, 박진순, 강대선, 황진환, 
이창희, 고철환
Prediction of macrozoobenthic species distribution in the Korean 
Saemangeum tidal flat based on a logistic regression model of 
environmental parameters.  Ecol. Res., 26(3), 659-668 

민병일, 김경옥, 육진희, 최병호, 정경태
A harmonic-constants dataset derived from the FDM and FEM tidal 
models, and real-time tidal prediction for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J. Coast. Res. (special issue), 64(2), 1130-1134 

민병일, 김경옥, 이한수, 육진희, 최병호 
Disturbances in tidal and sedimentation regimes at Saemangeum 
due to a dike. J. Coast. Res. (special issue), 64(1), 576-580 

박성혜, P. Chu, 이재학
Interannual-to-interdecadal variability of the Yellow Sea cold water 
mass in 1967-2008: Characteristics and seasonal forcings.  J. Mar. Syst., 
87(1), 177-193 

박요한, 박은영, 정효준, 이연주, 주상섭, 박형근
Cinchona-derived ammonium salts-catalyzed aza Dielse-Alder 
reaction of Danishefsky’s diene with imines. Tetrah., 67(6), 1166-1170 

박종연, 국종성, 박지수, 예상욱, 장찬주
Variability of chlorophyll associated with ENSO and its possible 
biological feedback in the Equatorial Pacific. J. Geophys. Res., 
116(C10001), 1-10 

박준용, 최진용, 정의영
Applying an underwater photography technique to nearshore 
benthic mapping: A case study in a rocky shore environment. J. Coast. 
Res. (special issue), 2(64), 1764-1768 

박철수, 성우제, P. Gerstoft, W.S. Hodgkiss
Fluctuating arrivals of short-range acoustic data. J. Acoust. Soc. Am., 
129(1), 98-103
 
박태욱, 장찬주, J.H. Jungclaus, H. Haak, 박원선, 오임상 Effects of the 
changjiang river discharge on sea surface warming in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in summer. Conti. Shelf Res., 31(1), 15-22 

박한산, 심재설, 유제선, 이동영
Breaking wave measurement using terrestrial LIDAR: validation with 
field experiment on the Mallipo Beach. J. Coast. Res. (special issue), 
64(1), 1718-1721
 
배재민, 전주은, 이연주, 이희승, 심정자, 오기봉, 신종헌 
Sesterterpenes from the tropical sponge Coscinoderma sp. J. Nat. 
prod., 74(8), 1805-1811 

백부근, 김경열, 김기섭, 박선호, 허재경, 유병석
Influence of propeller wake sheet on rudder gap flow and gap 
cavitation. Ocean Eng., 37(1), 1418-1427 

백부근, 김기섭, 김경열, 안종우, 김태규, 김경래, 장영훈, 이상욱
Test method of cavitation erosion for marine coatings with low 
hardness. Ocean Eng., 38(13), 1495-1502 

백승호, 신현호, 최현우, 시모데, 황옥명, 신경순, 김영옥 
Ecological behavior of the dinoflagellate Ceratium furca in Jangmok 
harbor of Jinhae Bay, Korea.  J. Planktton Res., 33(12), 1842-1846 

백승호, 정승원, 신경순
Effect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on growth of Thalassiosira 
pseudonana  (Bacillariophyceae) isolated from ballast water. J. 
Freshwater Ecol., 26(4), 547-552 

성미경, 임규호, 안순일, 국종성
A dynamical linkage between the NAO and its downstream 
development. J. Geophys. Res., 116(1),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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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

강윤호, 정승원, 조승현, 한명수 
Field assessment of the potential of algicidal bacteria against diatom 
blooms. Biocontrol Sci. Technol., 21(8), 969-984 

고석천, 차선희, 허수진, 이승홍, 강성명, 전유진
Protective effect of Ecklonia cava on UVB-induced oxidative stress: in 
vitro and in vivo zebrafish model.  J. Bacteriol., 23(4), 697-708 

고진환, 정준호, 최진복, 조맹효
Quality factor in clamping loss of nanocantilever resonators. Appl. 
Phys. Lett., 98(0), 171909-171909 

국종성, 함유근
Are there two types of La Nina? Geophys. Res. Lett., 38(L16704).,1-6 

국종성, 함유근, 이은정, 강인식
Empirical Singular Vector (ESV) method for ensemble ENSO prediction 
with a coupled GCM. J. Geophys. Res.,116(C08029), 1-9 

권오정, 조완제
Field applicability of self-recovering sustainable liner as landfill final 
cover. Environ. Earth Sci, 62(8), 1567-1576 

김건우, 이명은
On the internal generation of waves: control volume approach. Ocean 
Eng., 38(8-9), 1027-1029 

김건우, 정원무, 이광수, 전기천, 이명은
Offshore and nearshore wave energy assess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Ener., 36(3), 1460-1469 

김경옥, 이한수, 민병일, 최병호
Hindcasting of high swell waves off the Eastern Korean coast on 24 
February 2008 using structured and unstructured wave models. J. 
Coast. Res. (special issue), 64(2), 1073-1077 

김경옥, 최병호, E.Pelinovsky, 육진희, 민병일
An East Sea/Japan Sea tsunami simulator. J. Coast. Res.(special issue), 
64(2), 1058-1062

김경태, 나공태, 김은수, 임운혁, 김종근
Distribution of heavy metals in the surface sediments of the Han River 
and its estuary, Korea. J. Coast. Res. (special issue), 64(1), 903-907 

김경희, 김동선, 노재훈
Tidal variations in concentrations of dissolved and particulate 
materials in a semi-closed bay of the Yellow Sea. J. Coast. Res., 27(3), 
459-469 

김광배, Y.S. Hsiao, 김정우, 이방영, 권이현, 김창환
Bathymetry enhancement by altimetry-derived gravity anomalies in 
the East Sea (Sea of Japan). Mar. Geophys. Res., 31(4), 285-298 

김광희, K.C. Chen, J.M. Chiu, H.Y. Yen
Crustal-scale weak zone along a collisional suture revealed by spatial 
variations in velocity structures and seismicity. Bull. Seismol. Soc. Am., 
102(1),1-10 

김남숙, 심원준, 임운혁, 하성용, 안준건, 신경훈
Three decades of TBT contamination in sediments around a large 
scale shipyard. J. Hazard. Mat., 192(1), 634-642 

김대정, I. Kawazoe, 정지현, 안철민, 김이청, K. Aida
Pur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luteinizing hormone from 
pituitary glands of rockfish, Sebastes schlegeli . Compar. Biochem. 
Physiol., 160(1), 104-109 

김대현, 장연수, 김영호, 김동훈, M. Watanabe, F.F. Jin, 국종성
El Nin~o-Southern Oscillation sensitivity to cumulus entrainment in a 
coupled general circulation model. J. Geophys. Res., 116(D22112), 1-9 

김동균, 이건섭, 장만, 박종범, 정영재, 이석찬, 이택견
Purification and biochemical characterization of insoluble acid 
invertase (INAC-INV) from pea seedlings. J. Agric. Food Chem., 59(19), 
11228-11233 

김병남, 한주영, 최복경, 김봉채, 정섬규, 박요섭, 이용국 
Acoustic characteristics of the snapping shrimp sound observed in 
the coastal sea of Korea. Jap. J. Appl. Phys., 50(1), doi:07HG04-07HG04 

김선희, 김정범, 김소윤, 노경희, 김현욱, 이경렬, 장요순, 권미, 박종승
Functional characterization of a delta 6-desaturase gene from the 
black seabream (Acanthopagrus schlegeli) . Biotechnol. Lett. , 33(6), 
1185-1193 

김원무, 예상욱, 김주홍, 국종성, 권민호
The unique 2009-2010 El Nin~o event: A fast phase transition of warm 
pool El Nin~ o to La Nin~ a. Geophys. Res. Lett., 38(L15809), 1-5

김유철, 서정천, 이경준
VIC method combined with a boundary element method for 
incompressible viscous flow analysis. Int. J. Numer. Meth. Fluids, 
doi:10.1002/fld.2649 

김자명, 이기탁, 신경순, 양은진, E. Anja, M.K. David, 김현철 
Shifts in biogenic carbon flow from particulate to dissolved forms 
under high carbon dioxide and warm ocean conditions. Geophys. Res. 
Lett., 38(L08612), 1-5 

김점지, 전유미, 노재훈, 이미영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 new phycoerythrin from the 
cyanobacterium Synechococcus  sp. ECS-18. J. Appl. Phycol. , doi: 
10.1007/s10811-010-9554-2 

김종욱, 이경용, 김정훈
Metal-bearing molten sulfur collected from a submarine volcano: 
Implications for vapor transport of metals in seafloor hydrothermal 
systems. Geol., 39(4), 351-354 

김창식, 임학수, C.F. Cerco
Three-dimensional water quality modelling for tidal lake and coastal 
waters with ROMS-ICM.  J. Coast. Res. (special issue). 64(1), 1068-1072 

김형직, 김동선, 유찬민, 지상범, 김부근, 신홍렬, 형기성
Influence of ENSO variability on sinking-particle fluxes in the 
northeastern equatorial Pacific Deep-Sea Res. Part 1-Oceanogr. Res. 
Papers, 58(8), 865-874 

나공태, 김경태, 방재현, 이정무, 김은수, 조성록
A preliminary stud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idal 
power plant in Sihwa Lake, Korea: Heavy metal accumul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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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iswanto, J. Tang, H. Yamaguchi, 안유환, J. Ishizaka, 유신재, 
김상우, Y. Kiyomoto, K. Yamada, C. Chiang, H. Kawamura 
Empirical ocean-color algorithms to retrieve chlorophyll-a, total 
suspended matter, and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absorption 
coe�cient in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J. Oceanogr., 100(11), 62-
86
     
H. Takata, 김부근, 유찬민, 지상범
Shift biotic response of abyssal benthic foraminifera since MIS 7 in the 
eastern equatorial Paci�c Ocean. Geosci. J., 15(4), 417-422  
    
K.A. Habib, 정다금, 명정구, 김민석, 장요순, 심재설, 이윤호
Population genetic structure and demographic history of the fat 
greenling Hexagrammos otakii. Genes Genom., 33(1), 4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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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추출 장치 및 이를이용한 미네랄 추출 방법 오승용, 명정구, 박용주 2011. 01. 19 10-2011-0005371 특허 한국

'바다의 소리' 체험 전시물 제작 김나영, 최복경, 이창열 2011. 01. 19 10-2011-0005487 특허 한국

꽈배기모자반(Sargassum siliquastrum) 추출물을 포함하는 
골흡수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허수진, 강도형, 김길남, 
윤원종, 오철홍

2011. 01. 26 10-2011-0007912 특허 한국

꽈배기모자반(Sargassum siliquastrum) 추출물을 포함하는 
염증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허수진, 강도형, 윤원종,
김길남, 오철홍

2011. 01. 26 10-2011-0007913 특허 한국

나이트릴레이즈 VMN1을 이용한 카르복실산의 제조 방법 이정현, 김상진, 강성균, 
박상이

2011. 01. 26 10-2011-0007942 특허 한국

나이트릴레이즈 RMN1을 이용한 카르복실산의 제조 방법 이정현, 강성균, 김상진, 
박상이

2011. 01. 26 10-2011-0007943 특허 한국

나이트릴레이즈 RMN2을 이용한 카르복실산의 제조 방법 이정현, 강성균, 김상진, 
박상이

2011. 01. 26 10-2011-0007944 특허 한국

나이트릴레이즈 ORN을 이용한 카르복실산의 제조 방법 이정현, 김상진, 강성균, 
박상이

2011. 01. 26 10-2011-0007945 특허 한국

대한민국 연안 규조류의 종 판별방법과 이에 따른 
규조류의 종판별용 폴리뉴클레오티드 프로브,
DNA칩 및 키트

이택견, 장     만, 박소윤, 
이건섭, 황진익, 이윤호

2011. 01. 28 PCT/KR2011/000592 특허 PCT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변화하는 전자 해도 갱신 시스템 양찬수 2011. 02. 08 2011-025265 특허 일본

파력 및 풍력을 이용한 복합발전 장치 박우선, 한상훈, 이광수 2011. 02. 21 10-2011-0015262 특허 한국

조류력 및 풍력을 이용한 복합발전 장치 박우선, 한상훈, 이광수 2011. 02. 21 10-2011-0015263 특허 한국

모형선의 마찰계수 조절용 도료 조성락, 이춘주, 정성엽 2011. 02. 23 10-2011-0016069 특허 한국

모형선의 마찰계수 조절용 도장 방법 조성락, 이춘주, 정성엽 2011. 02. 23 10-2011-0016070 특허 한국

암에 대한 바이오마커 및 이를 이용한 암 진단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김윤재,
황영옥, 임형순, 진     욱, 
조용균

2011. 02. 25 10-2011-0016983 특허 한국

해상풍력발전 시스템의 항력 저감 장치 박우선, 한상훈 2011. 03. 02 10-2011-0018398 특허 한국

모타터빈을 이용한 조력발전 효율 증대 시스템 박우선, 오상호 2011. 03. 02 10-2011-0018399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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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호, 기장서, K.Y. Kai, 박범수, 신현호, 신경순, 김영옥, 한명수
A dense winter bloom of the dinoflagellate Heterocapsa triquetra 
below the thick surface ice of brackish Lake Sihwa, Korea. Phycolo. 
Res., 59(4), 273-285      

서기열, 박상현, 장원석, 조득재
Software designs for enhanced maritime DGNSS operation. IEEE 
Aerosp. Electro. Syst. Maga., 26(4), 33-36    
  
서성규, 오상우, 한승오
Virtual drop test methodology for a MEMS-based sensor. Electro. Mat. 
Lett., 7(2), 109-113      

안영준, 이정현, 정하일, 손승규, 이재진, 박광승, X. Wu, 정병철, 
강창민, 차선신, 이상희
Crystallization and preliminary x-ray crystallographic analysis of CTX-
M-15, an extended-spectrum β-lactamase conferring worldwide 
emerging antibiotic resistance. Protein Peptide Lett.,18(9), 858-862

엄성환, 허수진, 이대성, 이명숙, 김영만, 정원교, 김영목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Poncirus trifoliata extracts and their 
inhibitory e�ect against hydrogen peroxide induced cell damage. 
J. Kor. Soc. Appl. Biol. Chem., 54(3), 479-487    
  
연지현, 이상은, 최운용, 강도형, 이현용, 정경환
Repeated-batch operation of surface-aerated fermentor for 
bioethanol production from the hydrolysate of seaweed Sargassum 
sagamianum. J. Microbiol. Biotechnol., 21(3), 323-331   
  
오철홍, M.D. Zoysa, 강도형, 이영덕, I. Whang, C. Nikapitiya, 
허수진, 윤건탁, Abu Affan, 이지희
Isolation, puri�cation, and enzymatic characterization of extracellular 
chitosanase from marine bacterium Bacillus subtilis CH2. J. Microbiol. 
Biotechnol., 21(10), 1021-1025 
  
우선옥, 전혜영, 이택견, 김성렬, 이승훈, 염승식
Expression profiling of liver in Java medaka fish exposed to 17β
-estradiol. Mole. Cell. Toxicol., 7(3), 271-281    

유옥환, 서해립
Secondary production of the eusirid amphipod Pontogeneia rostrata 
Gurjanova, 1938 (Peracarida, Crustacea) on a sandy shore in Korea. 
Ocean Sci. J., 46(3), 211-217
    
육진희, 최병호, 김경옥
Changes of tides in Isahaya Bay due to a barrier. KSCE J. Civil Eng.,  
15(3),427-437      

윤성호, 권상오, 박건욱, 김진영, 강성균, 이정현, 정영호, 김수현, 
최종순, 김승일
Proteome analysis of Thermococcus onnurineus NA1 reveals the 
expression of hydrogen gene cluster under carboxydotrophic growth. 
J. Proteomics, 74(10), 1926-1933     
 
이건섭, 박소윤, 황진익, 이윤호, 황승용, 이석찬, 이택견 
Development of DNA chip for jelly�sh veri�cation from South Korea. 
Mar. Biol. Res., 5(4), 375-382     
 
이미정, 이종익, 권성택, 추미경, 정갑식, 조진형, 김성렬
Sr-Nd-Pb isotopic compositions of submarine alkali basalts recovered 
from the South Korea Plateau, East Sea. Geosci. J., 15(2), 149-160  
    
이석, 이흥재, 조철호, 강석구, W.J. Teague, 장경일, 송규민, 오경희 
Vertical Structure of the M2 tidal current in the Yellow Sea. Ocean Sci. J., 
46(2), 73-84      

이재은, 김윤식, 권장혁
Convergence enhancement of local preconditioning on high aspect 
ratio grids. J. Mech. Sci. Technol., 25(3), 741-747   
  
이효진, 홍상희, 김문구, 하성용, 안순모, 심원준
Tracing origins of sewage and dissolved organic matter using sterols 
in Masan Bay and Haengam Bay, Korea. Ocean Sci. J., 46(2),  95-103 
     
전정호, 김준태, 이현숙, 김상진, 강성균, 최상호, 이정현 
Novel lipolytic enzymes identified from metagenomic library of 
deep-sea sediment.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lter. Medic. , 
2011(271419), 1-9      

조형래, 이희준, 박경
Role of winter waves in sand transport at the mouth of Garolim Bay, 
west coast of Korea. Geosci. J., 15(4), 379-386

최기영, 김석현, 홍기훈, 전효택
Distributions of heavy metals in the sediments of South Korean 
harbors. Environ. Geochem. Health, 34(S1), 71-82   

최동한, 노재훈, 함미선, 이미진
Picocyanobacterial abundances and diversity in surface water of the 
northwestern Paci�c Ocean. Ocean Sci. J., 26(4), 265-271  
    
최병호, V. Kaistrenko, 김경옥, 민병일, E. Pelinovsky
Rapid forecasting of tsunami runup heights from 2-D numerical 
simulations. Nat. Hazard. Earth Syst. Sci., 11(3), 707-714   
   
최상화, 김동선, 심정희, 민홍식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urface fCO2 in the southwestern East Sea/
Japan Sea during Summer 2005. Ocean Sci. J., 46(1), 13-21  
    
최운용, 오성호, 서용창, 김가빈, 강도형, 이신영, 정경환, 조정섭, 
안주희, 최근표, 이현용
Effects of methanol on cell growth and lipid production from 
mixotrophic cultivation of Chlorella sp. Biotechnol. Bioproc. Eng., 16(4), 
946-955 
     
홍사영, 남보우
Analysis of 2nd-order wave force on �oating bodies using FEM in time 
domain. Int. J. O�shore Polar Eng., 21(1), 22-28   
  
D.C. Shaha, Y.K. Cho, M.T. Kwak, S.R. Kundu, 정경태
Spatial variation of the longitudinal dispersion coefficient in an 
estuary. Hydrol. Earth Syst. Sci., 15(1), 3679-3688   
   
E. Siswanto, J. Tang, H. Yamaguchi, 안유환, J. Ishizaka, 유신재, 
김상우, Y. Kiyomoto, K. Yamada, C. Chiang, H. Kawamura 
Empirical ocean-color algorithms to retrieve chlorophyll-a, total 
suspended matter, and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absorption 
coe�cient in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J. Oceanogr., 100(11), 62-
86
     
H. Takata, 김부근, 유찬민, 지상범
Shift biotic response of abyssal benthic foraminifera since MIS 7 in the 
eastern equatorial Paci�c Ocean. Geosci. J., 15(4), 417-422  
    
K.A. Habib, 정다금, 명정구, 김민석, 장요순, 심재설, 이윤호
Population genetic structure and demographic history of the fat 
greenling Hexagrammos otakii. Genes Genom., 33(1), 4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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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추출 장치 및 이를이용한 미네랄 추출 방법 오승용, 명정구, 박용주 2011. 01. 19 10-2011-0005371 특허 한국

'바다의 소리' 체험 전시물 제작 김나영, 최복경, 이창열 2011. 01. 19 10-2011-0005487 특허 한국

꽈배기모자반(Sargassum siliquastrum) 추출물을 포함하는 
골흡수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허수진, 강도형, 김길남, 
윤원종, 오철홍

2011. 01. 26 10-2011-0007912 특허 한국

꽈배기모자반(Sargassum siliquastrum) 추출물을 포함하는 
염증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허수진, 강도형, 윤원종,
김길남, 오철홍

2011. 01. 26 10-2011-0007913 특허 한국

나이트릴레이즈 VMN1을 이용한 카르복실산의 제조 방법 이정현, 김상진, 강성균, 
박상이

2011. 01. 26 10-2011-0007942 특허 한국

나이트릴레이즈 RMN1을 이용한 카르복실산의 제조 방법 이정현, 강성균, 김상진, 
박상이

2011. 01. 26 10-2011-0007943 특허 한국

나이트릴레이즈 RMN2을 이용한 카르복실산의 제조 방법 이정현, 강성균, 김상진, 
박상이

2011. 01. 26 10-2011-0007944 특허 한국

나이트릴레이즈 ORN을 이용한 카르복실산의 제조 방법 이정현, 김상진, 강성균, 
박상이

2011. 01. 26 10-2011-0007945 특허 한국

대한민국 연안 규조류의 종 판별방법과 이에 따른 
규조류의 종판별용 폴리뉴클레오티드 프로브,
DNA칩 및 키트

이택견, 장     만, 박소윤, 
이건섭, 황진익, 이윤호

2011. 01. 28 PCT/KR2011/000592 특허 PCT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변화하는 전자 해도 갱신 시스템 양찬수 2011. 02. 08 2011-025265 특허 일본

파력 및 풍력을 이용한 복합발전 장치 박우선, 한상훈, 이광수 2011. 02. 21 10-2011-0015262 특허 한국

조류력 및 풍력을 이용한 복합발전 장치 박우선, 한상훈, 이광수 2011. 02. 21 10-2011-0015263 특허 한국

모형선의 마찰계수 조절용 도료 조성락, 이춘주, 정성엽 2011. 02. 23 10-2011-0016069 특허 한국

모형선의 마찰계수 조절용 도장 방법 조성락, 이춘주, 정성엽 2011. 02. 23 10-2011-0016070 특허 한국

암에 대한 바이오마커 및 이를 이용한 암 진단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김윤재,
황영옥, 임형순, 진     욱, 
조용균

2011. 02. 25 10-2011-0016983 특허 한국

해상풍력발전 시스템의 항력 저감 장치 박우선, 한상훈 2011. 03. 02 10-2011-0018398 특허 한국

모타터빈을 이용한 조력발전 효율 증대 시스템 박우선, 오상호 2011. 03. 02 10-2011-0018399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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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터빈 시스템의 토크 증대 장치 박우선, 이광수, 박진순 2011. 03. 02 10-2011-0018400 특허 한국

부이형 수중 감시체계 김봉채, 한주영, 최복경, 
김병남, 강돈혁

2011. 03. 02 10-2011-0018440 특허 한국

파일의 지지력 증가장치 및 그 시공 방법 심재설, 김선정, 전인식, 
박광순, 김진아

2011. 03. 04 10-2011-0019538 특허 한국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선박운항 시뮬레이터용 망
원경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선박운항 시뮬레이터용 망원경 
화면 구현 방법

윤근항, 박세길, 김연규,
공인영

2011. 03. 07 10-2011-0019961 특허 한국

써모코쿠스 속 균주를 이용한 수소 가스 생산 방법 강성균, 이정현, 이현숙, 
권개경, 임형순,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김민식

2011. 03. 10 10-2011-0021390 특허 한국

수상 이동 기준점을 이용한 수중관성항법 오차보정 시스템 및 
오차보정 방법

이판묵 2011. 03. 10 10-2011-0021461 특허 한국

멸치 인공사육 수조 김태호, 강도형 2011. 03. 14 10-2011-0022265 특허 한국

선박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구조부재형 태양전지 커튼월 강희진, 최진, 이종갑 2011. 03. 15 10-2011-0023031 특허 한국

선박 안전성 향상을 위한 모듈형 레이더반사 면적 및 적외선
신호 생성기

강원수, 이동곤 2011. 03. 15 10-2011-0023032 특허 한국

자동지향성 해양관측 장비 이문진, 김선동, 김혜진, 
김선영

2011. 03. 16 10-2011-0023336 특허 한국

선박 안전성 향상을 위한 모듈형 레이더반사 면적 및 적외선
신호 생성기

강원수, 이동곤 2011. 03. 17 13/050148 특허 미국

선박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구조부재형 태양전지 커튼월 강희진, 최진, 이종갑 2011. 03. 17 13/050179 특허 미국

케이슨 박우선, 오상호 2011. 03. 21 10-2011-0025024 특허 한국

신규한 5종의 포스파타제들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임형순, 
조요나, 임재규, 김윤재, 
김민식

2011. 03. 22 10-2011-0025580 특허 한국

신규한 5종의 포스파타제들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임형순, 
조요나, 김윤재, 김민식, 
임재규

2011. 03. 22 10-2011-0025581 특허 한국

신규한 5종의 포스파타제들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임형순, 
조요나, 김윤재, 김민식, 
임재규

2011. 03. 22 10-2011-0025582 특허 한국

신규한 5종의 포스파타제들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임형순, 
조요나, 김윤재, 김민식, 
임재규

2011. 03. 22 10-2011-0025583 특허 한국

2차원 속도성분의 선별적 계측을 위한 3공 피토 튜브의 
제작 방법

안해성, 이영연, 김충만, 
황승현, 반석호, 이창용

2011. 03. 23 10-2011-0025702 특허 한국

용골을 가진 단동형 세일링요트의 구속 모형시험 방법 안해성, 이영연, 김충만, 
황승현, 반석호, 유재훈

2011. 03. 23 10-2011-0025703 특허 한국

초음파를 이용한 선박의 선체 통신망 및 그 통신 방법 임용곤, 박종원, 배진호, 
팽동국, 이종현

2011. 03. 23 PCT/KR2011/001990 특허 PCT

선박의 위성신호 미약환경에서 GPS 반송파 위상의 
미지정수를 검출하는 방법

조득재, 박상현, 박슬기 2011. 03. 29 10-2011-0027937 특허 한국

해양 및 기상관측을 위한 해양구조물 심재설, 민인기, 정진용 2011. 03. 31 10-2011-0029682 특허 한국

사육수 여과기능이 구비된 멸치 인공 사육수조 김태호, 강도형 2011. 04. 04 10-2011-0030589 특허 한국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일자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의 제어 장치 신승호, 홍기용 2011. 04. 08 10-2011-0032891 특허 한국

찰과부식 대응 요동베인형 펌프 엑츄에이터 신승호, 홍기용, 
와타베 토미지

2011. 04. 11 10-2011-0033138 특허 한국

해수의 파고 및 파향측정을 위한 해양관측 장비 이문진, 김선동, 김혜진, 
김선영

2011. 04. 14 10-2011-0034563 특허 한국

강조류 악시계 수중 환경 탐사용 다관절 해저로봇 전봉환, 심형원, 박진영, 
김방현, 백     혁, 이판묵, 
임용곤

2011. 04. 14 10-2011-0034845 특허 한국

찰과부식 대응 요동베인형 펌프 엑츄에이터 신승호, 홍기용, 
와타베 토미지

2011. 04. 14 PCT/KR2011/002686 특허 PCT

압력 유지 및 오염방지형 푸쉬코어 백     혁, 전봉환, 이판묵 2011. 04. 18 10-2011-0035507 특허 한국

초음파를 이용한 실해역 해빙두께 실시간 계측 방법 이춘주, 정성엽, 최걸기 2011. 04. 20 10-2011-0036586 특허 한국

초음파를 이용한 실해역 해빙 두께의 실시간 계측 장치 및 
시스템

정성엽, 최걸기, 이춘주 2011. 04. 20 10-2011-0036587 특허 한국

유격을 갖는 요철 커플링 이춘주, 조성락, 정성엽 2011. 04. 20 10-2011-0036588 특허 한국

모터에 의한 간섭을 제거할 수 있는 커플링의 제조 방법 이춘주, 조성락, 정성엽 2011. 04. 20 10-2011-0036589 특허 한국

와형 모터 구조를 갖는 포드형 동력계 이춘주, 조성락, 정성엽 2011. 04. 20 10-2011-0036590 특허 한국

모터에 의한 외력을 줄일 수 있는 포드형 동력계의 제작 방법 이춘주, 조성락, 정성엽 2011. 04. 20 10-2011-0036591 특허 한국

웜기어 박스형 분력계 이춘주, 조성락, 정성엽 2011. 04. 20 10-2011-0036592 특허 한국

분력계의 회전을 정확히 제어할 수 있는 웜기어 박스형 
분력계의 제작 방법

이춘주, 조성락, 정성엽 2011. 04. 20 10-2011-0036593 특허 한국

관입용 선단 슈가 설치된 석션파일 권오순, 오명학, 장인성 2011. 04. 25 10-2011-0038356 특허 한국

FrsA 단백질 결정 및 그 용도 정창숙, 차선신, 이정현, 
이경조, 이규호

2011. 04. 25 10-2011-0038464 특허 한국

예인수조용 입자영상유속계를 위한 입자 분사 장치 반석호, 김    진, 안해성,
이영연, 김충만, 황승현, 
이창용

2011. 04. 28 10-2011-0039926 특허 한국

입자영상유속계 이용 시 예인수조 내에 입자를 균일하게 
분사하는 방법

반석호, 김    진, 안해성,
이영연, 김충만, 황승현

2011. 04. 28 10-2011-0039927 특허 한국

입자영상유속계를 통한 유동 측정 시 형광물질 코팅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의 반사광을 감소시키는 장치

반석호, 김    진, 안해성,
이영연, 김충만, 황승현, 
이창용

2011. 04. 28 10-2011-0039928 특허 한국

형광물질 코팅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의 반사광을 감소시켜 
입자영상유속계를 통한 유동 측정의 정도를 높이는 방법

반석호, 김    진, 안해성, 
이영연, 김충만, 황승현

2011. 04. 28 10-2011-0039930 특허 한국

실험 장비의 교체 및 설치가 가능한 모형선 구속 장치 안종우, 박영하, 김건도 2011. 04. 28 10-2011-0039931 특허 한국

모형선의 흘수 변화 방지 수단을 구비한 모형선 구속 장치 안종우, 설한신, 이창용 2011. 04. 28 10-2011-0039932 특허 한국

광폭 모형선의 대형캐비테이션터널 내 실험을 위한 설치 장치 안종우, 박영하, 문일성, 
김경열

2011. 04. 28 10-2011-0039933 특허 한국

대형 캐비테이션터널 내 고속유동에 적합한 흘수판 설치 방법 안종우, 이창용, 김건도 2011. 04. 28 10-2011-0039934 특허 한국

압력전달관이 내장된 고속유동 계측용 3차원 반류계측 장치 안종우, 박영하, 이창용 2011. 04. 28 10-2011-0039935 특허 한국

유체유동 및 부식을 고려한 고속유동 계측용 3차원 
반류계측장치

안종우, 문일성, 김건도, 
김경열

2011. 04. 28 10-2011-0039936 특허 한국

광폭 모형선의 대형 캐비테이션터널 내 효과적인 실험 방법 김기섭, 문일성, 김경열 2011. 04. 28 10-2011-0039937 특허 한국

대형 캐비테이션터널 내 고속유동에 적합한 흘수판 고정 장치 박영하, 김건도, 이창용 2011. 04. 28 10-2011-0039938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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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터빈 시스템의 토크 증대 장치 박우선, 이광수, 박진순 2011. 03. 02 10-2011-0018400 특허 한국

부이형 수중 감시체계 김봉채, 한주영, 최복경, 
김병남, 강돈혁

2011. 03. 02 10-2011-0018440 특허 한국

파일의 지지력 증가장치 및 그 시공 방법 심재설, 김선정, 전인식, 
박광순, 김진아

2011. 03. 04 10-2011-0019538 특허 한국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선박운항 시뮬레이터용 망
원경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선박운항 시뮬레이터용 망원경 
화면 구현 방법

윤근항, 박세길, 김연규,
공인영

2011. 03. 07 10-2011-0019961 특허 한국

써모코쿠스 속 균주를 이용한 수소 가스 생산 방법 강성균, 이정현, 이현숙, 
권개경, 임형순,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김민식

2011. 03. 10 10-2011-0021390 특허 한국

수상 이동 기준점을 이용한 수중관성항법 오차보정 시스템 및 
오차보정 방법

이판묵 2011. 03. 10 10-2011-0021461 특허 한국

멸치 인공사육 수조 김태호, 강도형 2011. 03. 14 10-2011-0022265 특허 한국

선박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구조부재형 태양전지 커튼월 강희진, 최진, 이종갑 2011. 03. 15 10-2011-0023031 특허 한국

선박 안전성 향상을 위한 모듈형 레이더반사 면적 및 적외선
신호 생성기

강원수, 이동곤 2011. 03. 15 10-2011-0023032 특허 한국

자동지향성 해양관측 장비 이문진, 김선동, 김혜진, 
김선영

2011. 03. 16 10-2011-0023336 특허 한국

선박 안전성 향상을 위한 모듈형 레이더반사 면적 및 적외선
신호 생성기

강원수, 이동곤 2011. 03. 17 13/050148 특허 미국

선박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구조부재형 태양전지 커튼월 강희진, 최진, 이종갑 2011. 03. 17 13/050179 특허 미국

케이슨 박우선, 오상호 2011. 03. 21 10-2011-0025024 특허 한국

신규한 5종의 포스파타제들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임형순, 
조요나, 임재규, 김윤재, 
김민식

2011. 03. 22 10-2011-0025580 특허 한국

신규한 5종의 포스파타제들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임형순, 
조요나, 김윤재, 김민식, 
임재규

2011. 03. 22 10-2011-0025581 특허 한국

신규한 5종의 포스파타제들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임형순, 
조요나, 김윤재, 김민식, 
임재규

2011. 03. 22 10-2011-0025582 특허 한국

신규한 5종의 포스파타제들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들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임형순, 
조요나, 김윤재, 김민식, 
임재규

2011. 03. 22 10-2011-0025583 특허 한국

2차원 속도성분의 선별적 계측을 위한 3공 피토 튜브의 
제작 방법

안해성, 이영연, 김충만, 
황승현, 반석호, 이창용

2011. 03. 23 10-2011-0025702 특허 한국

용골을 가진 단동형 세일링요트의 구속 모형시험 방법 안해성, 이영연, 김충만, 
황승현, 반석호, 유재훈

2011. 03. 23 10-2011-0025703 특허 한국

초음파를 이용한 선박의 선체 통신망 및 그 통신 방법 임용곤, 박종원, 배진호, 
팽동국, 이종현

2011. 03. 23 PCT/KR2011/001990 특허 PCT

선박의 위성신호 미약환경에서 GPS 반송파 위상의 
미지정수를 검출하는 방법

조득재, 박상현, 박슬기 2011. 03. 29 10-2011-0027937 특허 한국

해양 및 기상관측을 위한 해양구조물 심재설, 민인기, 정진용 2011. 03. 31 10-2011-0029682 특허 한국

사육수 여과기능이 구비된 멸치 인공 사육수조 김태호, 강도형 2011. 04. 04 10-2011-0030589 특허 한국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일자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의 제어 장치 신승호, 홍기용 2011. 04. 08 10-2011-0032891 특허 한국

찰과부식 대응 요동베인형 펌프 엑츄에이터 신승호, 홍기용, 
와타베 토미지

2011. 04. 11 10-2011-0033138 특허 한국

해수의 파고 및 파향측정을 위한 해양관측 장비 이문진, 김선동, 김혜진, 
김선영

2011. 04. 14 10-2011-0034563 특허 한국

강조류 악시계 수중 환경 탐사용 다관절 해저로봇 전봉환, 심형원, 박진영, 
김방현, 백     혁, 이판묵, 
임용곤

2011. 04. 14 10-2011-0034845 특허 한국

찰과부식 대응 요동베인형 펌프 엑츄에이터 신승호, 홍기용, 
와타베 토미지

2011. 04. 14 PCT/KR2011/002686 특허 PCT

압력 유지 및 오염방지형 푸쉬코어 백     혁, 전봉환, 이판묵 2011. 04. 18 10-2011-0035507 특허 한국

초음파를 이용한 실해역 해빙두께 실시간 계측 방법 이춘주, 정성엽, 최걸기 2011. 04. 20 10-2011-0036586 특허 한국

초음파를 이용한 실해역 해빙 두께의 실시간 계측 장치 및 
시스템

정성엽, 최걸기, 이춘주 2011. 04. 20 10-2011-0036587 특허 한국

유격을 갖는 요철 커플링 이춘주, 조성락, 정성엽 2011. 04. 20 10-2011-0036588 특허 한국

모터에 의한 간섭을 제거할 수 있는 커플링의 제조 방법 이춘주, 조성락, 정성엽 2011. 04. 20 10-2011-0036589 특허 한국

와형 모터 구조를 갖는 포드형 동력계 이춘주, 조성락, 정성엽 2011. 04. 20 10-2011-0036590 특허 한국

모터에 의한 외력을 줄일 수 있는 포드형 동력계의 제작 방법 이춘주, 조성락, 정성엽 2011. 04. 20 10-2011-0036591 특허 한국

웜기어 박스형 분력계 이춘주, 조성락, 정성엽 2011. 04. 20 10-2011-0036592 특허 한국

분력계의 회전을 정확히 제어할 수 있는 웜기어 박스형 
분력계의 제작 방법

이춘주, 조성락, 정성엽 2011. 04. 20 10-2011-0036593 특허 한국

관입용 선단 슈가 설치된 석션파일 권오순, 오명학, 장인성 2011. 04. 25 10-2011-0038356 특허 한국

FrsA 단백질 결정 및 그 용도 정창숙, 차선신, 이정현, 
이경조, 이규호

2011. 04. 25 10-2011-0038464 특허 한국

예인수조용 입자영상유속계를 위한 입자 분사 장치 반석호, 김    진, 안해성,
이영연, 김충만, 황승현, 
이창용

2011. 04. 28 10-2011-0039926 특허 한국

입자영상유속계 이용 시 예인수조 내에 입자를 균일하게 
분사하는 방법

반석호, 김    진, 안해성,
이영연, 김충만, 황승현

2011. 04. 28 10-2011-0039927 특허 한국

입자영상유속계를 통한 유동 측정 시 형광물질 코팅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의 반사광을 감소시키는 장치

반석호, 김    진, 안해성,
이영연, 김충만, 황승현, 
이창용

2011. 04. 28 10-2011-0039928 특허 한국

형광물질 코팅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의 반사광을 감소시켜 
입자영상유속계를 통한 유동 측정의 정도를 높이는 방법

반석호, 김    진, 안해성, 
이영연, 김충만, 황승현

2011. 04. 28 10-2011-0039930 특허 한국

실험 장비의 교체 및 설치가 가능한 모형선 구속 장치 안종우, 박영하, 김건도 2011. 04. 28 10-2011-0039931 특허 한국

모형선의 흘수 변화 방지 수단을 구비한 모형선 구속 장치 안종우, 설한신, 이창용 2011. 04. 28 10-2011-0039932 특허 한국

광폭 모형선의 대형캐비테이션터널 내 실험을 위한 설치 장치 안종우, 박영하, 문일성, 
김경열

2011. 04. 28 10-2011-0039933 특허 한국

대형 캐비테이션터널 내 고속유동에 적합한 흘수판 설치 방법 안종우, 이창용, 김건도 2011. 04. 28 10-2011-0039934 특허 한국

압력전달관이 내장된 고속유동 계측용 3차원 반류계측 장치 안종우, 박영하, 이창용 2011. 04. 28 10-2011-0039935 특허 한국

유체유동 및 부식을 고려한 고속유동 계측용 3차원 
반류계측장치

안종우, 문일성, 김건도, 
김경열

2011. 04. 28 10-2011-0039936 특허 한국

광폭 모형선의 대형 캐비테이션터널 내 효과적인 실험 방법 김기섭, 문일성, 김경열 2011. 04. 28 10-2011-0039937 특허 한국

대형 캐비테이션터널 내 고속유동에 적합한 흘수판 고정 장치 박영하, 김건도, 이창용 2011. 04. 28 10-2011-0039938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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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선 통신을 이용하여 예인전차 내외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반석호, 안해성, 이영연, 
황승현

2011. 04. 28 10-2011-0039939 특허 한국

예인수조에서의 입자영상유속계를 이용한 속도장 측정 
실험 시 입자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

반석호, 김    진, 안해성, 
이영연, 김충만, 황승현

2011. 04. 28 10-2011-0039940 특허 한국

예인수조에서의 입자영상유속계를 이용한 유동 측정 
실험 시 전산 유체 역학 해석을 통하여 측정 영역 내에
효과적으로 입자를 분사하는 방법

반석호, 김     진, 안해성, 
이영연, 김충만, 황승현

2011. 04. 28 10-2011-0039941 특허 한국

차동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패킷 데이터 통신에서 
프리앰블에 부가정보를 전송하는 송신 장치와 방법

김승근, 김시문, 변성훈,
박종원, 임용곤, 윤창호

2011. 04. 28 10-2011-0040368 특허 한국

선박의 콘솔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 임용곤, 박종원, 최영철, 
윤창호, 한정희

2011. 04. 29 10-2011-0040980 특허 한국

수질 개선 장치 김현주, 정동호, 이호생, 
문덕수

2011. 05. 02 10-2011-0041459 특허 한국

미세조류 유용성분을 함유한 소금의 제조 방법 및 제조된 소금 김현주, 문덕수, 정동호, 
이승원, 김아리, 박주용,
김형기, 박원용

2011. 05. 12 10-2011-0044685 특허 한국

FrsA를 발현하는 균주 및 이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 방법 정창숙, 차선신, 이정현, 
이경조, 이규호

2011. 05. 13 10-2011-0044903 특허 한국

스피룰리나의 배양용 배지 조성물 강도형, Abu A�an, 이대원, 
박흥식, 김한준

2011. 05. 18 10-2011-0047027 특허 한국

스피룰리나의 배양용 배지 조성물을 이용한 스피룰리나의 
배양 방법

강도형, Abu A�an, 이대원, 
박흥식, 김한준

2011. 05. 18 10-2011-0047032 특허 한국

연안 해수의 용존 산소량 변화에 대응하는 지중해담치의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해양 생태계 진단 방법

염승식, 우선옥, 이택견,
전혜영

2011. 05. 24 10-2011-0049221 특허 한국

유체 이송 파이프 조립체 및 이를 갖는 해양 설비 김현주, 정동호, 이호생, 
문덕수

2011. 05. 25 10-2011-0049323 특허 한국

천부지층 탄성파 탐사 취득자료 ODEC 파일 변환 방법 유해수, 이동권, 이채구, 
문영삼

2011. 05. 25 10-2011-0049348 특허 한국

원심분리기용 튜브 노경찬, 유해수 2011. 05. 25 10-2011-0049352 특허 한국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제조용 플랜트 강도형, 허수진, 오철홍, 
오동규

2011. 05. 25 10-2011-0049544 특허 한국

바이오 연료 제조용 배양조 및 이를 갖는 미세조류 대량 
배양 장치

강도형, 허수진, 
Abu A�an, 박흥식

2011. 05. 25 10-2011-0049545 특허 한국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제조 방법 강도형, 허수진, 오철홍, 
Abu A�an, 김태호

2011. 05. 27 10-2011-0050438 특허 한국

프로펠러의 날개 끝 곡판이 덕트 내부면 홈에 삽입된 선박용
추진 장치

김기섭, 문일성, 김건도 2011. 05. 27 10-2011-0050678 특허 한국

프로펠러의 날개 끝 곡판이 덕트 내부면 홈에 삽입된 선박용 
추진장치의 제작방법

김기섭, 박영하, 설한신 2011. 05. 27 10-2011-0050679 특허 한국

날개 끝 부근에서 날개 두께가 두꺼운 선박 프로펠러 김기섭, 김건도, 박영하,
백부근

2011. 05. 27 10-2011-0050680 특허 한국

프로펠러 날개 끝에 곡판이 부착된 덕트 프로펠러 추진 장치 김기섭, 문일성, 김건도 2011. 05. 27 10-2011-0050681 특허 한국

날개형 하이브리드 소음 계측 장치 설한신, 박철수, 김기섭 2011. 05. 27 10-2011-0050861 특허 한국

날개형 하이브리드 소음 계측 장치의 설치 방법 설한신, 안종우, 김기섭 2011. 05. 27 10-2011-0050862 특허 한국

날개형 유동장 내부형 소음계측 장치 설한신, 박영하, 문일성 2011. 05. 27 10-2011-0050863 특허 한국

날개형 유동장 내부형 소음 계측 장치의 설치 방법 설한신, 박영하, 안종우 2011. 05. 27 10-2011-0050865 특허 한국

유동장 내에 설치되는 날개형 유동장 외부형 소음 계측 장치 설한신, 김건도, 문일성 2011. 05. 27 10-2011-0050866 특허 한국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일자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유동장 내에 설치되는 날개형 유동장 외부형 소음 계측 장치의 
설치 방법

설한신, 안종우, 김기섭 2011. 05. 27 10-2011-0050867 특허 한국

해저 지질 조사용 표준 관입 시험 장치 장인성, 권오순, 김우태, 
이     배, 황인철

2011. 06. 09 10-2011-0055811 특허 한국

복합이동이 가능한 다관절 해저로봇에 작용하는 유체저항
토크의 근사적 모델링 방법

전봉환, 심형원, 이판묵 2011. 06. 15 10-2011-0057773 특허 한국

아지무스 추진기 김영식, 성홍근, 김진하, 
홍사영, 조석규

2011. 06. 22 10-2011-0060575 특허 한국

해상풍 재현 장치 성홍근, 김영식, 김진하, 
최성권, 홍석원

2011. 06. 22 10-2011-0060576 특허 한국

해상 시설물에 설치되는 상용 레이더를 이용한 3차원 레이더 장치 조득재, 서상현 2011. 06. 24 10-2011-0061719 특허 한국

개미산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Thermoccus spp.로
부터 분리된 신규한 서열번호 7의 수소화효소,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그 유전자를 갖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
는 방법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차선신, 
전정호,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김태완, 김민식, 
정재연, 류지영, 임형순

2011. 06. 24 10-2011-7014736 특허 한국

일산화탄소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Thermoccus 
spp.로부터 분리된 신규한 수소화효소,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그 유전자를 갖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차선신, 
전정호,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임형순, 김태완, 
김민식, 정재연, 류지영

2011. 06. 24 10-2011-7014737 특허 한국

개미산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Thermoccus spp.로
부터 분리된 신규한 서열번호 2의 수소화효소,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그 유전자를 갖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차선신, 
전정호,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김태완, 김민식, 
정재연, 류지영, 임형순

2011. 06. 24 10-2011-7014743 특허 한국

전도성 필름 전극을 이용한 수중압력용기의 누수탐지장치 및 
방법

오상우, 최혁진 2011. 06. 27 10-2011-0061666 특허 한국

CCTV를 이용한 실시간 방파제 도파 측정 기술 유제선, 전기천 2011. 07. 07 10-2011-0067225 특허 한국

써모코커스속 균 연속배양 방법 및 연속배양 장치 이정현, 강성균 2011. 07. 08 10-2011-0046049 특허 한국

휴대급 자율무인잠수정의 진수와 인양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J형 프레임

백    혁, 전봉환, 이판묵, 
김방현, 박진영, 심형원, 
이필엽, 박성우, 최     고, 
이경목, 강한구

2011. 07. 14 10-2011-0070103 특허 한국

복합형 해상풍력발전시설물 심재설, 한정호, 정진용,
우찬조

2011. 07. 18 10-2011-0071069 특허 한국

예부선 운항 시뮬레이션을 위한 후방 가시화 구현 장치 황호진, 김연규 2011. 07. 19 10-2011-0071443 특허 한국

예부선 운항 시뮬레이션을 위한 후방 가시화 구현 방법 황호진, 김연규 2011. 07. 19 10-2011-0071445 특허 한국

모형선의 마찰계수 측정 장치 조성락, 정성엽, 반석호, 
이춘주

2011. 07. 21 10-2011-0072288 특허 한국

모형선의 마찰계수 측정 방법 조성락, 정성엽, 반석호, 
이춘주

2011. 07. 21 10-2011-0072289 특허 한국

투명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 현실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

김선영, 오재용, 박세길 2011. 07. 21 10-2011-0072432 특허 한국

천정 이동형 투명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현실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

김선영, 오재용, 박세길 2011. 07. 21 10-2011-0072440 특허 한국

모니터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 현실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 김선영, 오재용, 박세길 2011. 07. 21 10-2011-0072448 특허 한국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아이스링크 냉각 및 공조 시스템 김현주, 이호생, 정동호, 
문덕수

2011. 07. 29 10-2011-0075985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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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선 통신을 이용하여 예인전차 내외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반석호, 안해성, 이영연, 
황승현

2011. 04. 28 10-2011-0039939 특허 한국

예인수조에서의 입자영상유속계를 이용한 속도장 측정 
실험 시 입자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

반석호, 김    진, 안해성, 
이영연, 김충만, 황승현

2011. 04. 28 10-2011-0039940 특허 한국

예인수조에서의 입자영상유속계를 이용한 유동 측정 
실험 시 전산 유체 역학 해석을 통하여 측정 영역 내에
효과적으로 입자를 분사하는 방법

반석호, 김     진, 안해성, 
이영연, 김충만, 황승현

2011. 04. 28 10-2011-0039941 특허 한국

차동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패킷 데이터 통신에서 
프리앰블에 부가정보를 전송하는 송신 장치와 방법

김승근, 김시문, 변성훈,
박종원, 임용곤, 윤창호

2011. 04. 28 10-2011-0040368 특허 한국

선박의 콘솔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 임용곤, 박종원, 최영철, 
윤창호, 한정희

2011. 04. 29 10-2011-0040980 특허 한국

수질 개선 장치 김현주, 정동호, 이호생, 
문덕수

2011. 05. 02 10-2011-0041459 특허 한국

미세조류 유용성분을 함유한 소금의 제조 방법 및 제조된 소금 김현주, 문덕수, 정동호, 
이승원, 김아리, 박주용,
김형기, 박원용

2011. 05. 12 10-2011-0044685 특허 한국

FrsA를 발현하는 균주 및 이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 방법 정창숙, 차선신, 이정현, 
이경조, 이규호

2011. 05. 13 10-2011-0044903 특허 한국

스피룰리나의 배양용 배지 조성물 강도형, Abu A�an, 이대원, 
박흥식, 김한준

2011. 05. 18 10-2011-0047027 특허 한국

스피룰리나의 배양용 배지 조성물을 이용한 스피룰리나의 
배양 방법

강도형, Abu A�an, 이대원, 
박흥식, 김한준

2011. 05. 18 10-2011-0047032 특허 한국

연안 해수의 용존 산소량 변화에 대응하는 지중해담치의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해양 생태계 진단 방법

염승식, 우선옥, 이택견,
전혜영

2011. 05. 24 10-2011-0049221 특허 한국

유체 이송 파이프 조립체 및 이를 갖는 해양 설비 김현주, 정동호, 이호생, 
문덕수

2011. 05. 25 10-2011-0049323 특허 한국

천부지층 탄성파 탐사 취득자료 ODEC 파일 변환 방법 유해수, 이동권, 이채구, 
문영삼

2011. 05. 25 10-2011-0049348 특허 한국

원심분리기용 튜브 노경찬, 유해수 2011. 05. 25 10-2011-0049352 특허 한국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제조용 플랜트 강도형, 허수진, 오철홍, 
오동규

2011. 05. 25 10-2011-0049544 특허 한국

바이오 연료 제조용 배양조 및 이를 갖는 미세조류 대량 
배양 장치

강도형, 허수진, 
Abu A�an, 박흥식

2011. 05. 25 10-2011-0049545 특허 한국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제조 방법 강도형, 허수진, 오철홍, 
Abu A�an, 김태호

2011. 05. 27 10-2011-0050438 특허 한국

프로펠러의 날개 끝 곡판이 덕트 내부면 홈에 삽입된 선박용
추진 장치

김기섭, 문일성, 김건도 2011. 05. 27 10-2011-0050678 특허 한국

프로펠러의 날개 끝 곡판이 덕트 내부면 홈에 삽입된 선박용 
추진장치의 제작방법

김기섭, 박영하, 설한신 2011. 05. 27 10-2011-0050679 특허 한국

날개 끝 부근에서 날개 두께가 두꺼운 선박 프로펠러 김기섭, 김건도, 박영하,
백부근

2011. 05. 27 10-2011-0050680 특허 한국

프로펠러 날개 끝에 곡판이 부착된 덕트 프로펠러 추진 장치 김기섭, 문일성, 김건도 2011. 05. 27 10-2011-0050681 특허 한국

날개형 하이브리드 소음 계측 장치 설한신, 박철수, 김기섭 2011. 05. 27 10-2011-0050861 특허 한국

날개형 하이브리드 소음 계측 장치의 설치 방법 설한신, 안종우, 김기섭 2011. 05. 27 10-2011-0050862 특허 한국

날개형 유동장 내부형 소음계측 장치 설한신, 박영하, 문일성 2011. 05. 27 10-2011-0050863 특허 한국

날개형 유동장 내부형 소음 계측 장치의 설치 방법 설한신, 박영하, 안종우 2011. 05. 27 10-2011-0050865 특허 한국

유동장 내에 설치되는 날개형 유동장 외부형 소음 계측 장치 설한신, 김건도, 문일성 2011. 05. 27 10-2011-0050866 특허 한국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일자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유동장 내에 설치되는 날개형 유동장 외부형 소음 계측 장치의 
설치 방법

설한신, 안종우, 김기섭 2011. 05. 27 10-2011-0050867 특허 한국

해저 지질 조사용 표준 관입 시험 장치 장인성, 권오순, 김우태, 
이     배, 황인철

2011. 06. 09 10-2011-0055811 특허 한국

복합이동이 가능한 다관절 해저로봇에 작용하는 유체저항
토크의 근사적 모델링 방법

전봉환, 심형원, 이판묵 2011. 06. 15 10-2011-0057773 특허 한국

아지무스 추진기 김영식, 성홍근, 김진하, 
홍사영, 조석규

2011. 06. 22 10-2011-0060575 특허 한국

해상풍 재현 장치 성홍근, 김영식, 김진하, 
최성권, 홍석원

2011. 06. 22 10-2011-0060576 특허 한국

해상 시설물에 설치되는 상용 레이더를 이용한 3차원 레이더 장치 조득재, 서상현 2011. 06. 24 10-2011-0061719 특허 한국

개미산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Thermoccus spp.로
부터 분리된 신규한 서열번호 7의 수소화효소,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그 유전자를 갖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
는 방법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차선신, 
전정호,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김태완, 김민식, 
정재연, 류지영, 임형순

2011. 06. 24 10-2011-7014736 특허 한국

일산화탄소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Thermoccus 
spp.로부터 분리된 신규한 수소화효소,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그 유전자를 갖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차선신, 
전정호,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임형순, 김태완, 
김민식, 정재연, 류지영

2011. 06. 24 10-2011-7014737 특허 한국

개미산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Thermoccus spp.로
부터 분리된 신규한 서열번호 2의 수소화효소,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그 유전자를 갖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차선신, 
전정호,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김태완, 김민식, 
정재연, 류지영, 임형순

2011. 06. 24 10-2011-7014743 특허 한국

전도성 필름 전극을 이용한 수중압력용기의 누수탐지장치 및 
방법

오상우, 최혁진 2011. 06. 27 10-2011-0061666 특허 한국

CCTV를 이용한 실시간 방파제 도파 측정 기술 유제선, 전기천 2011. 07. 07 10-2011-0067225 특허 한국

써모코커스속 균 연속배양 방법 및 연속배양 장치 이정현, 강성균 2011. 07. 08 10-2011-0046049 특허 한국

휴대급 자율무인잠수정의 진수와 인양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J형 프레임

백    혁, 전봉환, 이판묵, 
김방현, 박진영, 심형원, 
이필엽, 박성우, 최     고, 
이경목, 강한구

2011. 07. 14 10-2011-0070103 특허 한국

복합형 해상풍력발전시설물 심재설, 한정호, 정진용,
우찬조

2011. 07. 18 10-2011-0071069 특허 한국

예부선 운항 시뮬레이션을 위한 후방 가시화 구현 장치 황호진, 김연규 2011. 07. 19 10-2011-0071443 특허 한국

예부선 운항 시뮬레이션을 위한 후방 가시화 구현 방법 황호진, 김연규 2011. 07. 19 10-2011-0071445 특허 한국

모형선의 마찰계수 측정 장치 조성락, 정성엽, 반석호, 
이춘주

2011. 07. 21 10-2011-0072288 특허 한국

모형선의 마찰계수 측정 방법 조성락, 정성엽, 반석호, 
이춘주

2011. 07. 21 10-2011-0072289 특허 한국

투명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 현실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

김선영, 오재용, 박세길 2011. 07. 21 10-2011-0072432 특허 한국

천정 이동형 투명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현실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

김선영, 오재용, 박세길 2011. 07. 21 10-2011-0072440 특허 한국

모니터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 현실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 김선영, 오재용, 박세길 2011. 07. 21 10-2011-0072448 특허 한국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아이스링크 냉각 및 공조 시스템 김현주, 이호생, 정동호, 
문덕수

2011. 07. 29 10-2011-0075985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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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모페놀계 화합물, 이것의 제조 방법 및 이것을 포함하는 
조성물

이희승, 박승일, 오기봉, 
Susan E. Matthews,
Elise Bouthenet

2011. 08. 03 10-2011-0076819 특허 한국

복조지식 조력 발전 방법 및 장치 박진순, 이광수, 박준석 2011. 08. 03 10-2011-0077365 특허 한국

5-하이드록시인돌화합물 또는 해면동물 스칼라리스폰지아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성물

이연주, 이희승, 노현수, 
신희재, 이종석

2011. 08. 04 10-2011-0077684 특허 한국

복합식 시료 채취 장치 이근창, 함동진, 지상범,
김경홍

2011. 08. 11 10-2011-0080250 특허 한국

친환경 조력 발전 방법 박진순, 이광수, 박준석 2011. 08. 16 10-2011-0081125 특허 한국

DGNSS 기준국 보정정보의 보안방법 및 보안 장치 조득재, 박상현 2011. 08. 22 10-2011-0083337 특허 한국

암호화된 의도적인 오차 정보를 이용한 DGNSS 기준국 
보정정보의 보안방법 및 보안 장치

조득재, 박상현 2011. 08. 22 10-2011-0083338 특허 한국

파랑 시뮬레이션 장치 조득재, 박상현 2011. 08. 23 10-2011-0083775 특허 한국

자율 무인 잠수정의 해저면 위치 보정 방법 및 
자율 무인 잠수정의 위치 측정 장치

정훈상, 김현기, 이판묵 2011. 08. 30 10-2011-0087307 특허 한국

WEB-GIS 기반 해양예보 정보 제공 시스템 박광순, 전기천, 이종찬, 
권재일, 김상익, 김진아, 
정진용

2011. 09. 01 10-2011-0088674 특허 한국

해양예보정보 제공 장치 박광순, 전기천, 권재일, 
김진아

2011. 09. 01 10-2011-0088676 특허 한국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제조용 플랜트, 바이오연료 제조용 
배양조 및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제조 방법

강도형, 허수진, 오철홍, 
박흥식, 김태호, Abu A�an

2011. 09. 06 PCT/KR2011/006578 특허 PCT

횡강성 보강 해중 터널 한상훈, 박우선 2011. 09. 07 10-2011-0090821 특허 한국

입자영상유속계를 통한 유동 측정 시 형광물질입자를 이용하여 
물체 표면의 반사광을 감소시키는 장치

반석호, 김    진, 안해성, 
이영연, 김충만, 황승현

2011. 09. 16 10-2011-0093463 특허 한국

형광물질입자를 이용하여 물체 표면의 반사광을 감소시켜 입자
영상유속계를 통한 유동 측정의 정도를 높이는 방법

반석호, 김     진, 안해성,
이영연, 김충만, 황승현

2011. 09. 16 10-2011-0093464 특허 한국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예인전차 내외간의 데이터 전송 장치 반석호, 안해성, 이영연, 
황승현

2011. 09. 16 10-2011-0093465 특허 한국

전자해도 수심정보의 밀집도 개선 방법 오세웅, 박종민, 서상현 2011. 09. 16 10-2011-0093573 특허 한국

냉동/공조기 및 발전 플랜트용 R32/R290 혼합 냉매 김현주, 이호생, 정동수 2011. 09. 16 10-2011-0093617 특허 한국

써모코쿠스 속 균주를 이용한 수소 가스 생산 방법 강성균, 이정현, 이현숙, 
권개경, 임형순,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김민식

2011. 09. 16 PCT/KR2011/006897 특허 PCT

발전기 회전수 제어 장치 박우선, 고진환, 장세철 2011. 09. 19 10-2011-0093904 특허 한국

DGNSS 기준국 보정정보의 보안 방법 및 보안 장치 조득재, 박상현 2011. 09. 21 PCT/KR2011/006961 특허 PCT

암호화된 의도적인 오차 정보를 이용한 DGNSS 기준국 
보정정보의 보안 방법 및 보안 장치

조득재, 박상현 2011. 09. 21 PCT/KR2011/006964 특허 PCT

천해의 해저지형 조사 장치 박준용, 정의영 2011. 09. 23 10-2011-0096234 특허 한국

안테나의 방향 및 높이조절 구조를 갖는 해양 레이더용 
승강 거치장치

조철호, 송규민, 정경태, 
이흥재

2011. 09. 23 10-2011-0096243 특허 한국

풍력발전타워 벽단면 구조 한택희, 오명학 2011. 09. 23 10-2011-0096497 특허 한국

AODV 기반 라우팅 방법 최영철, 임용곤, 윤창호, 
박종원, 김시문

2011. 09. 28 10-2011-0098582 특허 한국

콘크리트 충전 FRP 소파 블럭 및 이의 제조 방법 한택희, 오영민 2011. 10. 06 10-2011-0101781 특허 한국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일자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선박 통합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정보 및 AIS선박정보의 
통합 방법

양찬수, 박광순 2011. 10. 07 10-2011-0102176 특허 한국

일차원 역산란 결합계수 산출 방법 최영철, 임용곤 2011. 10. 11 10-2011-0103819 특허 한국

풍력과 파력을 이용한 복합 발전 장치 박우선, 오상호 2011. 10. 18 10-2011-0106188 특허 한국

호안 피복블록 및 그 조립체 박우선, 한상훈, 장세철 2011. 10. 18 10-2011-0106205 특허 한국

천연 해수 및 전처리 해수를 이용한 두날리엘라 배양액 
제조 방법

강도형, Abu A�an, 허수진, 
오철홍, 전선미, 김태호, 
예보람

2011. 10. 18 10-2011-0106659 특허 한국

자연해수로부터 고농도 마그네슘 생산 방법 강도형, Abu A�an, 허수진, 
오철홍, 박흥식

2011. 10. 18 10-2011-0106660 특허 한국

자연해수를 이용한 조류 배양액 제조 방법 강도형, Abu A�an, 오철홍, 
허수진, 이대원, 전선미, 
박흥식

2011. 10. 18 10-2011-0106661 특허 한국

전처리 해수를 이용한 스피룰리나 배양액 제조 방법 강도형, Abu A�an, 허수진, 
오철홍, 이대원, 박흥식, 
전선미

2011. 10. 18 10-2011-0106662 특허 한국

걸개식 노우즈콘으로 결합가능한 해저 퇴적물 채취 장치 김창준, 김영일, 홍기훈 2011. 10. 18 10-2011-0106701 특허 한국

파일의 지지력 증가장치 및 그 시공 방법 심재설, 김선정, 전인식, 
박광순, 김진아

2011. 10. 19 10-2011-0106806 특허 한국

저압용 액체 유출 방지 장치 채홍기, 안영춘, 권강민, 
정경태, 권기생

2011. 10. 19 10-2011-0107193 특허 한국

선박용 천공기를 겸한 잔존유 제거 장치 채홍기, 황정수, 안영춘, 
권강민, 정경태, 권기생

2011. 10. 19 10-2011-0107195 특허 한국

17β-에스트라디올(17β-estradiol, E2) 노출에 대응하는 
바다송사리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환경오염 진단 방법

염승식, 우선옥, 원효경 2011. 10. 20 10-2011-0107570 특허 한국

차동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패킷 데이터 통신에서 
프리앰블에 부가정보를 전송하는 송신 장치와 방법

김승근, 김시문, 변성훈, 
박종원, 임용곤, 윤창호

2011. 10. 21 13/278988 특허 미국

DGNSS수신기 다중접속 및 원시정보 중계시스템과 그 방법 서기열, 장원석, 박상현 2011. 10. 24 10-2011-0108502 특허 한국

선박용 천공기를 겸한 잔존유 제거 장치 채홍기, 황정수, 안영춘, 
권강민, 정경태, 권기생

2011. 10. 25 PCT/KR2011/007988 특허 PCT

우수집수조 내장한 케이슨 박우선 2011. 10. 26 10-2011-0110126 특허 한국

시료채취기에 구비된 슬라이드 방식의 코어 리테이너 최동림, 조성록, 심원준, 
김문구, 김종근, 김관국

2011. 10. 26 13/266250 특허 미국

저압용 액체 유출 방지 장치 채홍기, 안영춘, 권강민, 
정경태, 권기생

2011. 10. 26 PCT/KR2011/008032 특허 PCT

다목적 실해역 해빙두께 자동 측정 장치 정성엽, 조성락 2011. 11. 01 10-2011-0112703 특허 한국

다목적 실해역 해빙두께 자동 측정 방법 정성엽, 조성락 2011. 11. 01 10-2011-0112704 특허 한국

수중 초음파 카메라 오작동 진단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진단 방법 변성훈, 김시문, 임용곤, 
김승근, 박종원, 최영철

2011. 11. 04 10-2011-0114203 특허 한국

빛의 난반사를 감소시키는 해양 생물표본 촬영 장치 김   성, 김웅서, 오지나 2011. 11. 07 10-2011-0115061 특허 한국

배경의 광량 변화를 최소화한 해양 생물표본 촬영 장치 김   성, 오지나, 김웅서 2011. 11. 07 10-2011-0115074 특허 한국

등속조인트를 이용한 추력편향 수중 추진 장치 이종무, 김기훈 2011. 11. 10 10-2011-0117059 특허 한국

양수를 이용한 소수력발전 장치 및 그 방법 박우선 2011. 11. 15 10-2011-0118671 특허 한국

해양 파랑관측 시스템 및 방법 심재설, 김기완, 오병철, 
정진용

2011. 11. 16 10-2011-0119481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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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모페놀계 화합물, 이것의 제조 방법 및 이것을 포함하는 
조성물

이희승, 박승일, 오기봉, 
Susan E. Matthews,
Elise Bouthenet

2011. 08. 03 10-2011-0076819 특허 한국

복조지식 조력 발전 방법 및 장치 박진순, 이광수, 박준석 2011. 08. 03 10-2011-0077365 특허 한국

5-하이드록시인돌화합물 또는 해면동물 스칼라리스폰지아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성물

이연주, 이희승, 노현수, 
신희재, 이종석

2011. 08. 04 10-2011-0077684 특허 한국

복합식 시료 채취 장치 이근창, 함동진, 지상범,
김경홍

2011. 08. 11 10-2011-0080250 특허 한국

친환경 조력 발전 방법 박진순, 이광수, 박준석 2011. 08. 16 10-2011-0081125 특허 한국

DGNSS 기준국 보정정보의 보안방법 및 보안 장치 조득재, 박상현 2011. 08. 22 10-2011-0083337 특허 한국

암호화된 의도적인 오차 정보를 이용한 DGNSS 기준국 
보정정보의 보안방법 및 보안 장치

조득재, 박상현 2011. 08. 22 10-2011-0083338 특허 한국

파랑 시뮬레이션 장치 조득재, 박상현 2011. 08. 23 10-2011-0083775 특허 한국

자율 무인 잠수정의 해저면 위치 보정 방법 및 
자율 무인 잠수정의 위치 측정 장치

정훈상, 김현기, 이판묵 2011. 08. 30 10-2011-0087307 특허 한국

WEB-GIS 기반 해양예보 정보 제공 시스템 박광순, 전기천, 이종찬, 
권재일, 김상익, 김진아, 
정진용

2011. 09. 01 10-2011-0088674 특허 한국

해양예보정보 제공 장치 박광순, 전기천, 권재일, 
김진아

2011. 09. 01 10-2011-0088676 특허 한국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제조용 플랜트, 바이오연료 제조용 
배양조 및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제조 방법

강도형, 허수진, 오철홍, 
박흥식, 김태호, Abu A�an

2011. 09. 06 PCT/KR2011/006578 특허 PCT

횡강성 보강 해중 터널 한상훈, 박우선 2011. 09. 07 10-2011-0090821 특허 한국

입자영상유속계를 통한 유동 측정 시 형광물질입자를 이용하여 
물체 표면의 반사광을 감소시키는 장치

반석호, 김    진, 안해성, 
이영연, 김충만, 황승현

2011. 09. 16 10-2011-0093463 특허 한국

형광물질입자를 이용하여 물체 표면의 반사광을 감소시켜 입자
영상유속계를 통한 유동 측정의 정도를 높이는 방법

반석호, 김     진, 안해성,
이영연, 김충만, 황승현

2011. 09. 16 10-2011-0093464 특허 한국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예인전차 내외간의 데이터 전송 장치 반석호, 안해성, 이영연, 
황승현

2011. 09. 16 10-2011-0093465 특허 한국

전자해도 수심정보의 밀집도 개선 방법 오세웅, 박종민, 서상현 2011. 09. 16 10-2011-0093573 특허 한국

냉동/공조기 및 발전 플랜트용 R32/R290 혼합 냉매 김현주, 이호생, 정동수 2011. 09. 16 10-2011-0093617 특허 한국

써모코쿠스 속 균주를 이용한 수소 가스 생산 방법 강성균, 이정현, 이현숙, 
권개경, 임형순,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김민식

2011. 09. 16 PCT/KR2011/006897 특허 PCT

발전기 회전수 제어 장치 박우선, 고진환, 장세철 2011. 09. 19 10-2011-0093904 특허 한국

DGNSS 기준국 보정정보의 보안 방법 및 보안 장치 조득재, 박상현 2011. 09. 21 PCT/KR2011/006961 특허 PCT

암호화된 의도적인 오차 정보를 이용한 DGNSS 기준국 
보정정보의 보안 방법 및 보안 장치

조득재, 박상현 2011. 09. 21 PCT/KR2011/006964 특허 PCT

천해의 해저지형 조사 장치 박준용, 정의영 2011. 09. 23 10-2011-0096234 특허 한국

안테나의 방향 및 높이조절 구조를 갖는 해양 레이더용 
승강 거치장치

조철호, 송규민, 정경태, 
이흥재

2011. 09. 23 10-2011-0096243 특허 한국

풍력발전타워 벽단면 구조 한택희, 오명학 2011. 09. 23 10-2011-0096497 특허 한국

AODV 기반 라우팅 방법 최영철, 임용곤, 윤창호, 
박종원, 김시문

2011. 09. 28 10-2011-0098582 특허 한국

콘크리트 충전 FRP 소파 블럭 및 이의 제조 방법 한택희, 오영민 2011. 10. 06 10-2011-0101781 특허 한국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일자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선박 통합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정보 및 AIS선박정보의 
통합 방법

양찬수, 박광순 2011. 10. 07 10-2011-0102176 특허 한국

일차원 역산란 결합계수 산출 방법 최영철, 임용곤 2011. 10. 11 10-2011-0103819 특허 한국

풍력과 파력을 이용한 복합 발전 장치 박우선, 오상호 2011. 10. 18 10-2011-0106188 특허 한국

호안 피복블록 및 그 조립체 박우선, 한상훈, 장세철 2011. 10. 18 10-2011-0106205 특허 한국

천연 해수 및 전처리 해수를 이용한 두날리엘라 배양액 
제조 방법

강도형, Abu A�an, 허수진, 
오철홍, 전선미, 김태호, 
예보람

2011. 10. 18 10-2011-0106659 특허 한국

자연해수로부터 고농도 마그네슘 생산 방법 강도형, Abu A�an, 허수진, 
오철홍, 박흥식

2011. 10. 18 10-2011-0106660 특허 한국

자연해수를 이용한 조류 배양액 제조 방법 강도형, Abu A�an, 오철홍, 
허수진, 이대원, 전선미, 
박흥식

2011. 10. 18 10-2011-0106661 특허 한국

전처리 해수를 이용한 스피룰리나 배양액 제조 방법 강도형, Abu A�an, 허수진, 
오철홍, 이대원, 박흥식, 
전선미

2011. 10. 18 10-2011-0106662 특허 한국

걸개식 노우즈콘으로 결합가능한 해저 퇴적물 채취 장치 김창준, 김영일, 홍기훈 2011. 10. 18 10-2011-0106701 특허 한국

파일의 지지력 증가장치 및 그 시공 방법 심재설, 김선정, 전인식, 
박광순, 김진아

2011. 10. 19 10-2011-0106806 특허 한국

저압용 액체 유출 방지 장치 채홍기, 안영춘, 권강민, 
정경태, 권기생

2011. 10. 19 10-2011-0107193 특허 한국

선박용 천공기를 겸한 잔존유 제거 장치 채홍기, 황정수, 안영춘, 
권강민, 정경태, 권기생

2011. 10. 19 10-2011-0107195 특허 한국

17β-에스트라디올(17β-estradiol, E2) 노출에 대응하는 
바다송사리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환경오염 진단 방법

염승식, 우선옥, 원효경 2011. 10. 20 10-2011-0107570 특허 한국

차동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패킷 데이터 통신에서 
프리앰블에 부가정보를 전송하는 송신 장치와 방법

김승근, 김시문, 변성훈, 
박종원, 임용곤, 윤창호

2011. 10. 21 13/278988 특허 미국

DGNSS수신기 다중접속 및 원시정보 중계시스템과 그 방법 서기열, 장원석, 박상현 2011. 10. 24 10-2011-0108502 특허 한국

선박용 천공기를 겸한 잔존유 제거 장치 채홍기, 황정수, 안영춘, 
권강민, 정경태, 권기생

2011. 10. 25 PCT/KR2011/007988 특허 PCT

우수집수조 내장한 케이슨 박우선 2011. 10. 26 10-2011-0110126 특허 한국

시료채취기에 구비된 슬라이드 방식의 코어 리테이너 최동림, 조성록, 심원준, 
김문구, 김종근, 김관국

2011. 10. 26 13/266250 특허 미국

저압용 액체 유출 방지 장치 채홍기, 안영춘, 권강민, 
정경태, 권기생

2011. 10. 26 PCT/KR2011/008032 특허 PCT

다목적 실해역 해빙두께 자동 측정 장치 정성엽, 조성락 2011. 11. 01 10-2011-0112703 특허 한국

다목적 실해역 해빙두께 자동 측정 방법 정성엽, 조성락 2011. 11. 01 10-2011-0112704 특허 한국

수중 초음파 카메라 오작동 진단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진단 방법 변성훈, 김시문, 임용곤, 
김승근, 박종원, 최영철

2011. 11. 04 10-2011-0114203 특허 한국

빛의 난반사를 감소시키는 해양 생물표본 촬영 장치 김   성, 김웅서, 오지나 2011. 11. 07 10-2011-0115061 특허 한국

배경의 광량 변화를 최소화한 해양 생물표본 촬영 장치 김   성, 오지나, 김웅서 2011. 11. 07 10-2011-0115074 특허 한국

등속조인트를 이용한 추력편향 수중 추진 장치 이종무, 김기훈 2011. 11. 10 10-2011-0117059 특허 한국

양수를 이용한 소수력발전 장치 및 그 방법 박우선 2011. 11. 15 10-2011-0118671 특허 한국

해양 파랑관측 시스템 및 방법 심재설, 김기완, 오병철, 
정진용

2011. 11. 16 10-2011-0119481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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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운용주파수를 갖는 정밀수중탐사용 수중초음파카메라 
및 그 작동 방법

김시문, 변성훈, 임용곤 2011. 11. 16 10-2011-0119666 특허 한국

저주파 및 고주파를 선택적으로 운용하는 정밀 수중탐사용  
수중 초음파카메라 및 그 작동 방법

김시문, 변성훈, 김승근, 
최영철, 성소영, 임용곤

2011. 11. 16 10-2011-0119667 특허 한국

우렁쉥이(멍게) 유래의 시알산 전이효소 및 이를 이용한 시알화 
복합당질 합성 방법

권오석, 김성훈, 이윤호, 
오두병

2011. 11. 21 10-2011-0121562 특허 한국

폴리아세틸렌 화합물 또는 해면동물 페트로시아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성물

이연주, 이희승, 노현수, 
신희재, 이종석

2011. 11. 22 10-2011-0122112 특허 한국

자연 해수로부터 고농도 마그네슘 생산 방법 강도형, Abu A�an, 허수진, 
오철홍, 박흥식

2011. 11. 24 PCT/KR2011/009036 특허 PCT

샤페론 단백질을 포함하는 고온 생장가능한 재조합 미생물 및 
샤페론 단백질을 이용한 바이러스의 열안정화 방법

이정현, 강성균, 권개경, 
이현숙, 김윤재, 김상진, 
차선신, 임형순, 김태완, 
정재연

2011. 11. 25 10-2011-0124160 특허 한국

계류용 와이어 로프와 소켓 연결 방법 김동국, 황상철, 김     응, 
전동철

2011. 11. 28 10-2011-0124898 특허 한국

유출유 탐지 센서 및 그 제조 방법 오상우, 이문진, 이승현,
최혁진

2011. 11. 29 10-2011-0126050 특허 한국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 및 이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오상우, 이문진, 최혁진, 
이승현, 이승훈

2011. 11. 29 10-2011-0126065 특허 한국

단순 왕복 피봇 회전형 와유기진동 에너지추출 장치 최종수, 홍섭, 김형우, 
여태경

2011. 11. 29 10-2011-0126151 특허 한국

다중 입출력 통신 시스템의 신호 송수신 방법 최영철, 임용곤, 양현종 2011. 11. 29 10-2011-0126324 특허 한국

교량의 부속시설을 이용한 양방향 조류 발전 장치 이진학, 이광수, 박진순, 
오상호, 임학수

2011. 12. 06 10-2011-0129791 특허 한국

천연 해수 및 전처리 해수를 이용한 두날리엘라 배양액 
제조 방법

강도형, Abu A�an, 허수진, 
오철홍, 전선미, 김태호,
예보람

2011. 12. 06 PCT/KR2011/009366 특허 PCT

자연해수를 이용한 조류 배양액 제조 방법 강도형, Abu A�an, 오철홍, 
허수진, 이대원, 전선미, 
박흥식

2011. 12. 06 PCT/KR2011/009367 특허 PCT

전처리 해수를 이용한 스피룰리나 배양액 제조 방법 강도형, Abu A�an, 허수진, 
오철홍, 이대원, 박흥식, 
전선미

2011. 12. 06 PCT/KR2011/009368 특허 PCT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압축공기 저장 발전 장치 장인성, 권오순, 오명학, 
고진환, 한상훈, 한택희, 
이광수

2011. 12. 08 10-2011-0131165 특허 한국

보행과 유영의 복합 이동 기능을 갖는 다관절 해저 로봇을 이용
한 해저탐사 시스템

전봉환, 심형원, 박진영, 
김방현, 백     혁, 이판묵

2011. 12. 15 10-2011-0135194 특허 한국

수중유영이 가능한 다관절 해저 유영로봇 전봉환, 심형원, 박진영, 
김방현, 백혁, 이판묵

2011. 12. 15 10-2011-0135580 특허 한국

회수 대상물을 회수하는 시스템 및 회수 대상물을 회수하는 방법 강원수, 이문진 2011. 12. 19 10-2011-0137403 특허 한국

ROV 추진 성능 개선 장치 및 ROV 추진 성능 개선 방법 강원수, 이문진 2011. 12. 19 10-2011-0137629 특허 한국

공기 양력 발생용 날개를 포함하는 고속 주행 선박 및 공기 
양력 발생용 날개를 이용한 선박의 고속 주행 방법

김성환, 강원수, 김선영 2011. 12. 19 10-2011-0137748 특허 한국

횡동요 저감 장치를 포함하는 고속 주행 선박 및 고속 주행 선
박의 횡동요 저감 방법

김성환, 강원수, 김선영 2011. 12. 19 10-2011-0137755 특허 한국

평행사변형 4절기구와 와유기 진동에 의한 양력발전 장치 홍    섭, 최종수, 김형우, 
여태경

2011. 12. 20 10-2011-0137890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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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딩기구와 와유기진동에 의한 양력발전 장치 홍    섭, 최종수, 김형우, 
여태경

2011. 12. 20 10-2011-0137891 특허 한국

와유기진동에 의한 변동 양력발생 장치 홍    섭, 최종수, 김형우, 
여태경

2011. 12. 20 10-2011-0137892 특허 한국

다중선박 충돌위험도 식별 지원 시스템 손남선, 김선영 2011. 12. 21 10-2011-0138859 특허 한국

사각단위항로 생성기법을 이용한 가항 수역내 선박 피항 항로 
탐색 지원 시스템

손남선, 공인영, 김선영 2011. 12. 21 10-2011-0138863 특허 한국

선단 자율 군집운항 지원 시스템 손남선, 공인영 2011. 12. 21 10-2011-0138865 특허 한국

항균 활성을 포함한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가지는 신규의 
지방산, 이 지방산을 생성하는 해양 미생물 및 이 지방산의 
제조 방법

신희재, 이희승, 이연주, 
Mondol Md, 김지혜, 
이민아, Tareq, 이종석

2011. 12. 21 10-2011-0139451 특허 한국

P-유기산 혼합 바이오솔벤트 및 이를 이용한 해안 암반 표착 
풍화유 제거방법

서현석, 권개경, 정경태 2011. 12. 21 10-2011-0139494 특허 한국

복수의 터빈을 갖는 해상풍력발전 구조 한택희, 박우선, 백원대 2011. 12. 21 10-2011-0144202 특허 한국

내압실험 시 진동을 이용한 내압용기와 고압챔버 간의 
신호전달 장치 및 방법

오상우, 최혁진 2011. 12. 22 10-2011-0139973 특허 한국

다채널 장기 가속 부식실험 장치 허    철, 조맹익, 강성길, 
김현주

2011. 12. 22 10-2011-0139974 특허 한국

라이저 조립체 및 라이저 조립 장치 정동호, 김현주, 이호생, 
문덕수

2011. 12. 22 10-2011-0140284 특허 한국

미확인 선박을 모니터링하는 선박 모니터링 장치, 
이를 구비한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및 선박 모니터링 방법

양찬수, 정경태 2011. 12. 23 10-2011-0140824 특허 한국

DGNSS 소프트웨어 기준국 아키텍처와 이를 기반한 시스템 서기열, 장원석, 박상현 2011. 12. 23 10-2011-0140855 특허 한국

DGNSS 멀티 제어국 아키텍처 및 그 시스템 서기열, 장원석, 박상현 2011. 12. 23 10-2011-0140856 특허 한국

DGNSS 소프트웨어 무결성 감시국 아키텍처와 이를 기반한 
시스템

서기열, 장원석, 박상현 2011. 12. 23 10-2011-0140857 특허 한국

비례미분적분 제어방식을 적용한 압력 및 유량 자동제어 
가능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파이프라인 수송공정 
안전해석 실험 장치

허    철, 조맹익, 강성길 2011. 12. 26 10-2011-0142706 특허 한국

수직 U-관 및 수평 관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파이프라인 수송공정에 곡관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의실험 장치

허    철, 조맹익, 강성길 2011. 12. 26 10-2011-0142707 특허 한국

비례미분적분 제어방식을 적용한 압력 및 유량 자동제어 
가능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파이프라인 수송공정 
안전해석 실험 방법

허    철, 조맹익, 강성길 2011. 12. 26 10-2011-0142708 특허 한국

수직 U-관 및 수평 관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파이프라인 수송공정에 곡관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의실험 방법

허    철, 조맹익, 강성길 2011. 12. 26 10-2011-0142709 특허 한국

상치 콘크리트 구조물 및 이를 시공하는 방법 박우선, 한상훈, 오상호, 
장세철, 백원대

2011. 12. 30 10-2011-0146610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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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운용주파수를 갖는 정밀수중탐사용 수중초음파카메라 
및 그 작동 방법

김시문, 변성훈, 임용곤 2011. 11. 16 10-2011-0119666 특허 한국

저주파 및 고주파를 선택적으로 운용하는 정밀 수중탐사용  
수중 초음파카메라 및 그 작동 방법

김시문, 변성훈, 김승근, 
최영철, 성소영, 임용곤

2011. 11. 16 10-2011-0119667 특허 한국

우렁쉥이(멍게) 유래의 시알산 전이효소 및 이를 이용한 시알화 
복합당질 합성 방법

권오석, 김성훈, 이윤호, 
오두병

2011. 11. 21 10-2011-0121562 특허 한국

폴리아세틸렌 화합물 또는 해면동물 페트로시아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성물

이연주, 이희승, 노현수, 
신희재, 이종석

2011. 11. 22 10-2011-0122112 특허 한국

자연 해수로부터 고농도 마그네슘 생산 방법 강도형, Abu A�an, 허수진, 
오철홍, 박흥식

2011. 11. 24 PCT/KR2011/009036 특허 PCT

샤페론 단백질을 포함하는 고온 생장가능한 재조합 미생물 및 
샤페론 단백질을 이용한 바이러스의 열안정화 방법

이정현, 강성균, 권개경, 
이현숙, 김윤재, 김상진, 
차선신, 임형순, 김태완, 
정재연

2011. 11. 25 10-2011-0124160 특허 한국

계류용 와이어 로프와 소켓 연결 방법 김동국, 황상철, 김     응, 
전동철

2011. 11. 28 10-2011-0124898 특허 한국

유출유 탐지 센서 및 그 제조 방법 오상우, 이문진, 이승현,
최혁진

2011. 11. 29 10-2011-0126050 특허 한국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 및 이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오상우, 이문진, 최혁진, 
이승현, 이승훈

2011. 11. 29 10-2011-0126065 특허 한국

단순 왕복 피봇 회전형 와유기진동 에너지추출 장치 최종수, 홍섭, 김형우, 
여태경

2011. 11. 29 10-2011-0126151 특허 한국

다중 입출력 통신 시스템의 신호 송수신 방법 최영철, 임용곤, 양현종 2011. 11. 29 10-2011-0126324 특허 한국

교량의 부속시설을 이용한 양방향 조류 발전 장치 이진학, 이광수, 박진순, 
오상호, 임학수

2011. 12. 06 10-2011-0129791 특허 한국

천연 해수 및 전처리 해수를 이용한 두날리엘라 배양액 
제조 방법

강도형, Abu A�an, 허수진, 
오철홍, 전선미, 김태호,
예보람

2011. 12. 06 PCT/KR2011/009366 특허 PCT

자연해수를 이용한 조류 배양액 제조 방법 강도형, Abu A�an, 오철홍, 
허수진, 이대원, 전선미, 
박흥식

2011. 12. 06 PCT/KR2011/009367 특허 PCT

전처리 해수를 이용한 스피룰리나 배양액 제조 방법 강도형, Abu A�an, 허수진, 
오철홍, 이대원, 박흥식, 
전선미

2011. 12. 06 PCT/KR2011/009368 특허 PCT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압축공기 저장 발전 장치 장인성, 권오순, 오명학, 
고진환, 한상훈, 한택희, 
이광수

2011. 12. 08 10-2011-0131165 특허 한국

보행과 유영의 복합 이동 기능을 갖는 다관절 해저 로봇을 이용
한 해저탐사 시스템

전봉환, 심형원, 박진영, 
김방현, 백     혁, 이판묵

2011. 12. 15 10-2011-0135194 특허 한국

수중유영이 가능한 다관절 해저 유영로봇 전봉환, 심형원, 박진영, 
김방현, 백혁, 이판묵

2011. 12. 15 10-2011-0135580 특허 한국

회수 대상물을 회수하는 시스템 및 회수 대상물을 회수하는 방법 강원수, 이문진 2011. 12. 19 10-2011-0137403 특허 한국

ROV 추진 성능 개선 장치 및 ROV 추진 성능 개선 방법 강원수, 이문진 2011. 12. 19 10-2011-0137629 특허 한국

공기 양력 발생용 날개를 포함하는 고속 주행 선박 및 공기 
양력 발생용 날개를 이용한 선박의 고속 주행 방법

김성환, 강원수, 김선영 2011. 12. 19 10-2011-0137748 특허 한국

횡동요 저감 장치를 포함하는 고속 주행 선박 및 고속 주행 선
박의 횡동요 저감 방법

김성환, 강원수, 김선영 2011. 12. 19 10-2011-0137755 특허 한국

평행사변형 4절기구와 와유기 진동에 의한 양력발전 장치 홍    섭, 최종수, 김형우, 
여태경

2011. 12. 20 10-2011-0137890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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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딩기구와 와유기진동에 의한 양력발전 장치 홍    섭, 최종수, 김형우, 
여태경

2011. 12. 20 10-2011-0137891 특허 한국

와유기진동에 의한 변동 양력발생 장치 홍    섭, 최종수, 김형우, 
여태경

2011. 12. 20 10-2011-0137892 특허 한국

다중선박 충돌위험도 식별 지원 시스템 손남선, 김선영 2011. 12. 21 10-2011-0138859 특허 한국

사각단위항로 생성기법을 이용한 가항 수역내 선박 피항 항로 
탐색 지원 시스템

손남선, 공인영, 김선영 2011. 12. 21 10-2011-0138863 특허 한국

선단 자율 군집운항 지원 시스템 손남선, 공인영 2011. 12. 21 10-2011-0138865 특허 한국

항균 활성을 포함한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가지는 신규의 
지방산, 이 지방산을 생성하는 해양 미생물 및 이 지방산의 
제조 방법

신희재, 이희승, 이연주, 
Mondol Md, 김지혜, 
이민아, Tareq, 이종석

2011. 12. 21 10-2011-0139451 특허 한국

P-유기산 혼합 바이오솔벤트 및 이를 이용한 해안 암반 표착 
풍화유 제거방법

서현석, 권개경, 정경태 2011. 12. 21 10-2011-0139494 특허 한국

복수의 터빈을 갖는 해상풍력발전 구조 한택희, 박우선, 백원대 2011. 12. 21 10-2011-0144202 특허 한국

내압실험 시 진동을 이용한 내압용기와 고압챔버 간의 
신호전달 장치 및 방법

오상우, 최혁진 2011. 12. 22 10-2011-0139973 특허 한국

다채널 장기 가속 부식실험 장치 허    철, 조맹익, 강성길, 
김현주

2011. 12. 22 10-2011-0139974 특허 한국

라이저 조립체 및 라이저 조립 장치 정동호, 김현주, 이호생, 
문덕수

2011. 12. 22 10-2011-0140284 특허 한국

미확인 선박을 모니터링하는 선박 모니터링 장치, 
이를 구비한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및 선박 모니터링 방법

양찬수, 정경태 2011. 12. 23 10-2011-0140824 특허 한국

DGNSS 소프트웨어 기준국 아키텍처와 이를 기반한 시스템 서기열, 장원석, 박상현 2011. 12. 23 10-2011-0140855 특허 한국

DGNSS 멀티 제어국 아키텍처 및 그 시스템 서기열, 장원석, 박상현 2011. 12. 23 10-2011-0140856 특허 한국

DGNSS 소프트웨어 무결성 감시국 아키텍처와 이를 기반한 
시스템

서기열, 장원석, 박상현 2011. 12. 23 10-2011-0140857 특허 한국

비례미분적분 제어방식을 적용한 압력 및 유량 자동제어 
가능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파이프라인 수송공정 
안전해석 실험 장치

허    철, 조맹익, 강성길 2011. 12. 26 10-2011-0142706 특허 한국

수직 U-관 및 수평 관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파이프라인 수송공정에 곡관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의실험 장치

허    철, 조맹익, 강성길 2011. 12. 26 10-2011-0142707 특허 한국

비례미분적분 제어방식을 적용한 압력 및 유량 자동제어 
가능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파이프라인 수송공정 
안전해석 실험 방법

허    철, 조맹익, 강성길 2011. 12. 26 10-2011-0142708 특허 한국

수직 U-관 및 수평 관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파이프라인 수송공정에 곡관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의실험 방법

허    철, 조맹익, 강성길 2011. 12. 26 10-2011-0142709 특허 한국

상치 콘크리트 구조물 및 이를 시공하는 방법 박우선, 한상훈, 오상호, 
장세철, 백원대

2011. 12. 30 10-2011-0146610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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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형 가두리 양식 시설물 정동호, 김현주, 문덕수, 
정    현

2011. 01. 03 10-1006982 특허 한국

동상방지재 및 이를 이용한 포장도로 형성 방법 윤길림 2011. 01. 07 10-1008185 특허 한국

혈전용해능을 가진 신규한 섬유소용해 금속단백분해 효소 이상현, 이동근, 장민경, 
김남영, 전정호, 이정현, 
김상진

2011. 01. 11 7867747 특허 미국

플랩형 파력발전장치 박우선, 변현진, 한상훈, 
이진학

2011. 01. 21 10-1011370 특허 한국

컨테이너 이송 차량의 자가 위치 확인 시스템, 방법 및 
그방법을 기록한 기록 매체

김승남 2011. 01. 25 10-1011953 특허 한국

벤조플로란센 노출 여부 확인용 바이오마커 및 이를 이용한확
인 방법

염승식, 우선옥, 이택견, 
박홍석, 류재천

2011. 01. 25 10-1012122 특허 한국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고기능성 파프리카의 생산 방법 강원희, 김호승, 엄석현, 
김현주, 이승원, 이종호

2011. 01. 26 10-1012264 특허 한국

표면파를 이용한 휴대용 비파괴 검사 장치 이진학, 박우선, 박수열, 
김동일

2011. 01. 26 10-1012441 특허 한국

해상용 풍력발전기 설치방법 및 그 장치 심재설, 우찬조, 정진용, 
김선정, 민인기

2011. 02. 01 10-1013789 특허 한국

침몰선의 액체물질 원격회수장치 및 회수 방법 최혁진, 이경중, 이문진, 
변성훈, 강창구

2011. 02. 18 4685088 특허 일본

경사요소평판 및 수직요소평판의 연속적 배열로써 형상화된 
반사판을 이용한 레이더 반사 신호 저감용 복합재료 평면 판넬

박철수, 안종우 2011. 02. 21 10-1018068 특허 한국

경사요소평판의 연속적 배열로써 형상화된 반사판을 이용한
레이더 반사 신호 저감용 복합재료 평면 판넬

박철수, 안종우 2011. 02. 21 10-1018069 특허 한국

피라미드 형상의 연속적 배열로써 형상화된 반사판을 이용한 
레이더 반사 신호 저감용 복합재료 평면 판넬

박철수, 안종우 2011. 02. 21 10-1018070 특허 한국

레이더 반사 신호 저감용 반사판의 형상화 방법 박철수, 안종우 2011. 02. 21 10-1018071 특허 한국

선행긴장앵커를 이용한 파일데크식 등표 구조물 권오순, 오영민 2011. 02. 22 10-1018289 특허 한국

연안지역의 해도와 육도의 접합 정밀 지형도 제작 방법 심재설, 임학수, 김진아, 
김선정

2011. 02. 23 10-1018624 특허 한국

연안지역 육도-해도 접합 지형도 제작 방법 심재설, 김진아, 김선정, 
임학수

2011. 02. 25 10-1019555 특허 한국

음파 유속계의 계류 장치 황상철, 전동철, 신창웅 2011. 02. 25 10-1019657 특허 한국

파랑 관측이 가능한 부이에서의 해수 연직구조 관측 장치 심재설, 김선정, 정진용, 
민인기

2011. 03. 23 10-1025872 특허 한국

하이브리드 안벽 운항장치 및 그 구현 방법 공인영, 윤근항, 박세길 2011. 03. 24 10-1026169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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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액체 슬러리의 이송성능 개선을 위한 링 베인 장치 홍     섭, 최종수, 김형우, 
여태경

2011. 03. 28 10-1026750 특허 한국

선체에서의 다중채널 초음파 통신을 이용한 통신 시스템 배진호, 이종현, 팽동국, 
임용곤, 박종원

2011. 03. 30 10-1027539 특허 한국

초음파를 이용한 선박의 선체 통신망 및 그 통신 방법 배진호, 이종현, 팽동국, 
임용곤, 박종원

2011. 03. 30 10-1027540 특허 한국

갯벌 주행 장치 홍   섭, 여태경, 최종수, 
김형우

2011. 03. 31 10-1027783 특허 한국

센서의 빔패턴을 고려하여 수신 음향트랜스듀서의 배열 
구조를 최적화한 이미징 소나

김시문, 변성훈, 김승근, 
박종원, 이판묵, 임용곤

2011. 04. 01 10-1028071 특허 한국

스프링형 해양장비 투하 이격 장치 지상범, 함동진, 이경용, 
문재운, 박정기, 어영상

2011. 04. 05 10-1028732 특허 한국

꽈배기모자반(Sargassum siliquastrum) 추출물을 포함하는 
골흡수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허수진, 강도형, 김길남, 
윤원종, 오철홍

2011. 04. 14 10-1030573 특허 한국

선박용 밸러스트수의 전해 소독장치 김은찬, 신경순, 강국진, 
이강평, 김영준

2011. 04. 15 4723647 특허 일본

클러스터 수중 음향 네트워크를 위한 이동 노드 기반의 
시간분할 다중접속 매체 접속 제어 방법

조아라, 윤창호, 박종원, 
임용곤

2011. 04. 29 10-1033528 특허 한국

벤조파이렌 노출 여부 확인용 바이오마커 및 이를 이용한 
확인 방법

염승식, 우선옥, 이택견, 
박홍석, 심원준, 류재천

2011. 05. 02 10-1034026 특허 한국

부식 방지된 와이어로프가 주입된 HDPE 파이프 복합관 및 
그 부설 방법

정동호, 김현주, 문덕수 2011. 05. 03 10-1034215 특허 한국

헬리컬 터빈용 덕트 시스템 한상훈, 이광수, 박진순 2011. 05. 06 10-1034928 특허 한국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운송기술 및 그 장치 김완수 2011. 05. 06 HK1111060 특허 홍콩

헬리컬 터빈 발전 시스템 이광수, 염기대, 박진순, 
강석구, 진재율, 박우선

2011. 05. 19 ID P0028345 특허 인도네시아

두 개의 채널을 이용한 에드혹 네트워크 통신 방법 및 장치 최영철, 윤창호, 박종원,
김시문, 변성훈, 임용곤

2011. 05. 30 10-1039112 특허 한국

가시광대 위성자료를 이용한 기름 유출 탐지 방법 양찬수, 문정언 2011. 06. 01 10-1039665 특허 한국

에드혹 네트워크 통신 방법 및 장치 최영철, 박종원, 김시문, 
임용곤

2011. 06. 01 10-1039855 특허 한국

의사거리 측정잡음 감시기반 위성전파항법시스템 위성시계 
고장검출 및 고장위성 식별 방법

박상현, 조득재 2011. 06. 02 10-1040053 특허 한국

수신기 시계오차 감시기반 위성전파항법시스템 위성시계 
고장검출 및 고장위성 식별 방법

박상현, 서기열 2011. 06. 02 10-1040054 특허 한국

해상 구조물의 시공 방법 이광수, 박진순, 진계섭, 
권재형, 김성옥, 우찬조

2011. 06. 07 10-1041282 특허 한국

월류제를 이용한 해수유입 장치 이달수, 오상호, 이진학, 
박우선, 이광수, 오영민, 
고진석

2011. 06. 09 10-1041836 특허 한국

여과 장치 조성록, 김은수, 김경태, 
강성현, 김종근, 이기복

2011. 06. 09 10-1042037 특허 한국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운송기술 및 그 장치 김완수 2011. 06. 10 2420064 특허 러시아

회전익 날개 끝 간극유동 손실 방지용 임펄스 터빈 김기섭, 홍석원, 이영연, 
현범수

2011. 06. 15 2441270 특허 영국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모형실험 장치 성홍근, 최성권, 조석규, 
홍장표, 김진하, 홍사영, 
홍석원

2011. 06. 22 10-1045045 특허 한국

실시간 해양생물 유입 탐지 시스템 및 그 동작 방법 강돈혁, 이윤호, 김민석 2011. 06. 28 10-1046405 특허 한국



SMART KORDI
부  록

124

부  록
Annual Report 2011

125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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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형 가두리 양식 시설물 정동호, 김현주, 문덕수, 
정    현

2011. 01. 03 10-1006982 특허 한국

동상방지재 및 이를 이용한 포장도로 형성 방법 윤길림 2011. 01. 07 10-1008185 특허 한국

혈전용해능을 가진 신규한 섬유소용해 금속단백분해 효소 이상현, 이동근, 장민경, 
김남영, 전정호, 이정현, 
김상진

2011. 01. 11 7867747 특허 미국

플랩형 파력발전장치 박우선, 변현진, 한상훈, 
이진학

2011. 01. 21 10-1011370 특허 한국

컨테이너 이송 차량의 자가 위치 확인 시스템, 방법 및 
그방법을 기록한 기록 매체

김승남 2011. 01. 25 10-1011953 특허 한국

벤조플로란센 노출 여부 확인용 바이오마커 및 이를 이용한확
인 방법

염승식, 우선옥, 이택견, 
박홍석, 류재천

2011. 01. 25 10-1012122 특허 한국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고기능성 파프리카의 생산 방법 강원희, 김호승, 엄석현, 
김현주, 이승원, 이종호

2011. 01. 26 10-1012264 특허 한국

표면파를 이용한 휴대용 비파괴 검사 장치 이진학, 박우선, 박수열, 
김동일

2011. 01. 26 10-1012441 특허 한국

해상용 풍력발전기 설치방법 및 그 장치 심재설, 우찬조, 정진용, 
김선정, 민인기

2011. 02. 01 10-1013789 특허 한국

침몰선의 액체물질 원격회수장치 및 회수 방법 최혁진, 이경중, 이문진, 
변성훈, 강창구

2011. 02. 18 4685088 특허 일본

경사요소평판 및 수직요소평판의 연속적 배열로써 형상화된 
반사판을 이용한 레이더 반사 신호 저감용 복합재료 평면 판넬

박철수, 안종우 2011. 02. 21 10-1018068 특허 한국

경사요소평판의 연속적 배열로써 형상화된 반사판을 이용한
레이더 반사 신호 저감용 복합재료 평면 판넬

박철수, 안종우 2011. 02. 21 10-1018069 특허 한국

피라미드 형상의 연속적 배열로써 형상화된 반사판을 이용한 
레이더 반사 신호 저감용 복합재료 평면 판넬

박철수, 안종우 2011. 02. 21 10-1018070 특허 한국

레이더 반사 신호 저감용 반사판의 형상화 방법 박철수, 안종우 2011. 02. 21 10-1018071 특허 한국

선행긴장앵커를 이용한 파일데크식 등표 구조물 권오순, 오영민 2011. 02. 22 10-1018289 특허 한국

연안지역의 해도와 육도의 접합 정밀 지형도 제작 방법 심재설, 임학수, 김진아, 
김선정

2011. 02. 23 10-1018624 특허 한국

연안지역 육도-해도 접합 지형도 제작 방법 심재설, 김진아, 김선정, 
임학수

2011. 02. 25 10-1019555 특허 한국

음파 유속계의 계류 장치 황상철, 전동철, 신창웅 2011. 02. 25 10-1019657 특허 한국

파랑 관측이 가능한 부이에서의 해수 연직구조 관측 장치 심재설, 김선정, 정진용, 
민인기

2011. 03. 23 10-1025872 특허 한국

하이브리드 안벽 운항장치 및 그 구현 방법 공인영, 윤근항, 박세길 2011. 03. 24 10-1026169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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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발명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권리 등록국가

고체-액체 슬러리의 이송성능 개선을 위한 링 베인 장치 홍     섭, 최종수, 김형우, 
여태경

2011. 03. 28 10-1026750 특허 한국

선체에서의 다중채널 초음파 통신을 이용한 통신 시스템 배진호, 이종현, 팽동국, 
임용곤, 박종원

2011. 03. 30 10-1027539 특허 한국

초음파를 이용한 선박의 선체 통신망 및 그 통신 방법 배진호, 이종현, 팽동국, 
임용곤, 박종원

2011. 03. 30 10-1027540 특허 한국

갯벌 주행 장치 홍   섭, 여태경, 최종수, 
김형우

2011. 03. 31 10-1027783 특허 한국

센서의 빔패턴을 고려하여 수신 음향트랜스듀서의 배열 
구조를 최적화한 이미징 소나

김시문, 변성훈, 김승근, 
박종원, 이판묵, 임용곤

2011. 04. 01 10-1028071 특허 한국

스프링형 해양장비 투하 이격 장치 지상범, 함동진, 이경용, 
문재운, 박정기, 어영상

2011. 04. 05 10-1028732 특허 한국

꽈배기모자반(Sargassum siliquastrum) 추출물을 포함하는 
골흡수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허수진, 강도형, 김길남, 
윤원종, 오철홍

2011. 04. 14 10-1030573 특허 한국

선박용 밸러스트수의 전해 소독장치 김은찬, 신경순, 강국진, 
이강평, 김영준

2011. 04. 15 4723647 특허 일본

클러스터 수중 음향 네트워크를 위한 이동 노드 기반의 
시간분할 다중접속 매체 접속 제어 방법

조아라, 윤창호, 박종원, 
임용곤

2011. 04. 29 10-1033528 특허 한국

벤조파이렌 노출 여부 확인용 바이오마커 및 이를 이용한 
확인 방법

염승식, 우선옥, 이택견, 
박홍석, 심원준, 류재천

2011. 05. 02 10-1034026 특허 한국

부식 방지된 와이어로프가 주입된 HDPE 파이프 복합관 및 
그 부설 방법

정동호, 김현주, 문덕수 2011. 05. 03 10-1034215 특허 한국

헬리컬 터빈용 덕트 시스템 한상훈, 이광수, 박진순 2011. 05. 06 10-1034928 특허 한국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운송기술 및 그 장치 김완수 2011. 05. 06 HK1111060 특허 홍콩

헬리컬 터빈 발전 시스템 이광수, 염기대, 박진순, 
강석구, 진재율, 박우선

2011. 05. 19 ID P0028345 특허 인도네시아

두 개의 채널을 이용한 에드혹 네트워크 통신 방법 및 장치 최영철, 윤창호, 박종원,
김시문, 변성훈, 임용곤

2011. 05. 30 10-1039112 특허 한국

가시광대 위성자료를 이용한 기름 유출 탐지 방법 양찬수, 문정언 2011. 06. 01 10-1039665 특허 한국

에드혹 네트워크 통신 방법 및 장치 최영철, 박종원, 김시문, 
임용곤

2011. 06. 01 10-1039855 특허 한국

의사거리 측정잡음 감시기반 위성전파항법시스템 위성시계 
고장검출 및 고장위성 식별 방법

박상현, 조득재 2011. 06. 02 10-1040053 특허 한국

수신기 시계오차 감시기반 위성전파항법시스템 위성시계 
고장검출 및 고장위성 식별 방법

박상현, 서기열 2011. 06. 02 10-1040054 특허 한국

해상 구조물의 시공 방법 이광수, 박진순, 진계섭, 
권재형, 김성옥, 우찬조

2011. 06. 07 10-1041282 특허 한국

월류제를 이용한 해수유입 장치 이달수, 오상호, 이진학, 
박우선, 이광수, 오영민, 
고진석

2011. 06. 09 10-1041836 특허 한국

여과 장치 조성록, 김은수, 김경태, 
강성현, 김종근, 이기복

2011. 06. 09 10-1042037 특허 한국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운송기술 및 그 장치 김완수 2011. 06. 10 2420064 특허 러시아

회전익 날개 끝 간극유동 손실 방지용 임펄스 터빈 김기섭, 홍석원, 이영연, 
현범수

2011. 06. 15 2441270 특허 영국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모형실험 장치 성홍근, 최성권, 조석규, 
홍장표, 김진하, 홍사영, 
홍석원

2011. 06. 22 10-1045045 특허 한국

실시간 해양생물 유입 탐지 시스템 및 그 동작 방법 강돈혁, 이윤호, 김민석 2011. 06. 28 10-1046405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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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낙하식 저층해수시료 채취 장치 지상범, 손승규, 이근창, 
김경홍, 손주원, 어영상

2011. 06. 29 10-1046577 특허 한국

수중 음향통신 장치 및 방법 박종원, 임용곤, 고학림, 
최영철, 김승근, 이판묵

2011. 06. 29 10-1046779 특허 한국

해양 거품 제거 장치, 이를 갖는 해양 거품 제거모듈 및 해양
거품 제거 방법

오승용, 박용주, 명정구 2011. 07. 01 10-1047297 특허 한국

혈관신생유도 억제 활성을 갖는 피롤리딘 화합물,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

신희재, 이희승, 김태식, 
박정렬, 최인권, 권호정

2011. 07. 27 10-1053504 특허 한국

해마 치어용 사육 수조 최영웅, 박흥식, 강도형, 
김한준, 이대원, 정윤환, 
Abu A�an, 노   섬

2011. 07. 29 10-1054365 특허 한국

장애인 휠체어용 승선설비가 구비된 차도선 김홍태, 이경훈 2011. 08. 01 10-1054879 특허 한국

여객선 승하선 유압식 설비 김홍태, 이종갑 2011. 08. 01 10-1054880 특허 한국

멸치 인공사육 수조 김태호, 강도형 2011. 08. 02 10-1055270 특허 한국

꽈배기모자반(sargassum siliquastrum) 추출물을 포함하는 
염증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허수진, 강도형, 윤원종, 
김길남, 오철홍

2011. 08. 09 10-1057007 특허 한국

준설토 투기장에 사용되는 반응성 컬럼 배수공법용 파일 및 
이를 이용한 준설토 투기장의 반응성 컬럼 배수공법

오명학, 권오순, 권오정 2011. 08. 10 10-1057443 특허 한국

헬리컬 터빈 발전 시스템 이광수, 염기대, 박진순, 
강석구, 진재율, 박우선

2011. 08. 17 ZL 200780043673.3 특허 중국

혈관신생유도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미생물 및 이를 이용한
항암제 조성물

신희재, 이희승, 김태식,
박정렬, 최인권, 권호정, 
권개경

2011. 08. 22 10-1059967 특허 한국

함정 피격성 향상을 위한 위협세력 기만선박 강희진, 이동곤 2011. 08. 23 10-1060153 특허 한국

온톨로지 기반 물류 정보처리 시스템 진효정, 박종원, 임용곤, 
이판묵

2011. 08. 23 10-1060330 특허 한국

피스톤식 자유낙하 주상시료 채취기 지상범, 박동원, 황근춘, 
이근창, 함동진, 어영상

2011. 08. 26 10-1061400 특허 한국

VIV 이용 친환경 청정에너지 추출 장치 홍    섭, 최종수, 김형우, 
여태경

2011. 08. 29 10-1061824 특허 한국

해양생물 제어 장치 박용주, 명정구, 오승용 2011. 08. 29 10-1061838 특허 한국

선박의 위성신호 미약환경에서 GPS 반송파 위상의 미지정수를 
검출하는 방법

조득재, 박상현, 박슬기 2011. 08. 29 10-1061965 특허 한국

에이아이에스 기준국 시스템 박상현, 조득재, 서상현, 
서기열

2011. 08. 29 10-1062015 특허 한국

헬리컬 터빈 실험 장치 한상훈, 이광수, 박우선, 
박진순, 채장원

2011. 08. 29 10-1062084 특허 한국

수력 터빈 실험 장치 한상훈, 이광수, 박우선, 
박진순, 채장원

2011. 08. 29 10-1062086 특허 한국

시료채취기에 구비된 슬라이드 방식의 코어 리테이너 최동림, 조성록, 심원준, 
김문구, 김종근, 김관국

2011. 08. 30 10-1062218 특허 한국

해상 유출유 모니터링 실험을 위한 유출유 대용 실험 장비 이문진, 김선동, 오상우, 
김혜진, 이승현, 이종무, 
최현택

2011. 08. 31 10-1062617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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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 조아라, 박종원, 
김승근, 박진영, 임용곤

2011. 08. 31 10-1062711 특허 한국

네트워크에 기반한 SIP 서버와 세션 전환 방법 및 이와 같은 
방법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되는 기록매체

윤창호, 박종원, 김승근, 
최영철, 박진영, 임용곤

2011. 09. 14 10-1066266 특허 한국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운송기술 및 그 장치 김완수 2011. 09. 15 147802 특허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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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장치용 통수로 이달수, 오상호, 이진학, 
박우선, 이광수, 오영민, 
고진석

2011. 09. 15 10-1066588 특허 한국

차단막형 유류오염 회수 장치 이승현, 오상우, 김선동, 
김혜진

2011. 09. 19 10-1067350 특허 한국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하는 선박의 항로 디지털 작도 장치 박종원, 임용곤, 김승근, 
최영철, 윤창호, 박진영,
한정희, 성소영, 백    혁

2011. 09. 19 10-1067456 특허 한국

항만 통합 보안 감시 운영 시스템 박종원, 임용곤, 한정희, 
윤창호, 김승근, 최영철, 
박진영, 이판묵

2011. 09. 22 10-1068681 특허 한국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운송기술 및 그 장치 김완수 2011. 09. 28 2015630 특허 유럽

이동식 부유안벽용 계류 장치 한상훈, 박우선, 채장원 2011. 09. 28 10-1070550 특허 한국

사육수 여과기능이 구비된 멸치 인공 사육수조 김태호, 강도형 2011. 09. 29 10-1070820 특허 한국

해양생물에 대한 이산화탄소의 영향 실시간 평가 장치 김     성, 오지나, 김동선 2011. 09. 29 10-1070873 특허 한국

항만 통합 보안 감시 시스템 박종원, 임용곤, 한정희, 
윤창호, 최영철, 김승근,
박진영, 이판묵

2011. 09. 30 10-1071379 특허 한국

해양 정보 방송 서비스 시스템 박종원, 임용곤, 조아라, 
한정희, 김승근, 윤창호, 
박진영, 최영철

2011. 09. 30 10-1071380 특허 한국

광학선택적 에폭사이드 가수분해효소 및 이를 이용한 광학 
순도 에폭사이드의 제조 방법

김상진, 황영옥, 우정희, 
강성균, 권개경, 강지현,
조장천

2011. 10. 04 8030048 특허 미국

조종자 입력패턴을 활용한 RIB형 소형선박의 침로제어 방법 윤근항, 여동진 2011. 10. 04 10-1071795 특허 한국

다자간 회의를 위한 세션 연결 제어 장치 및 방법 윤창호, 박종원, 김승근, 
최영철, 임용곤, 조아라

2011. 10. 04 10-1071980 특허 한국

투명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 현실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

김선영, 오재용, 박세길 2011. 10. 05 10-1072393 특허 한국

천정 이동형 투명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현실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

김선영, 오재용, 박세길 2011. 10. 05 10-1072395 특허 한국

모니터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 현실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 김선영, 오재용, 박세길 2011. 10. 05 10-1072397 특허 한국

자유항주모형시험을 위한 보조추력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시험 
방법

손남선, 김선영, 김연규 2011. 10. 05 10-1072440 특허 한국

해상시설물에 설치되는 상용 레이더를 이용한 3차원 레이더 장치 조득재, 서상현 2011. 10. 05 10-1072485 특허 한국

한천 분해능을 갖는 글라시에콜라 속 균주 및 상기 균주를 이용
한 한천올리고당의 제조 방법

이상현, 이동근, 이옥희, 
장효정, 장민경, 유기환

2011. 10. 05 10-1072503 특허 한국

미네랄추출 장치 및 이를이용한 미네랄 추출 방법 오승용, 명정구, 박용주 2011. 10. 14 10-1075401 특허 한국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파이프라인 이송공정 
모의실험 장치

허    철, 강성길 2011. 10. 19 10-1076673 특허 한국

해조류로부터 항동맥경화 및 항당뇨 활성이 있는 추출물 및
분획물의 제조방법과 이에 따른 추출물 및 분획물

이택견, 김소정, 우선옥, 
염승식, 박소윤

2011. 10. 24 10-1077786 특허 한국

부잔교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파도 상쇄 방법 박용주, 명정구, 오승용,
강돈혁

2011. 10. 26 10-1078656 특허 한국

EG/AD 모형빙 및 그 생성방법 이춘주, 조성락 2011. 10. 31 10-1080148 특허 한국

다기능 차단판이 형성된 부력체가 부착된 해양오염물질 차단막 이문진, 김혜진, 이승현 2011. 11. 03 10-1082050 특허 한국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이송공정 모의 실험 장치 허    철, 강성길 2011. 11. 03 10-1082062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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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낙하식 저층해수시료 채취 장치 지상범, 손승규, 이근창, 
김경홍, 손주원, 어영상

2011. 06. 29 10-1046577 특허 한국

수중 음향통신 장치 및 방법 박종원, 임용곤, 고학림, 
최영철, 김승근, 이판묵

2011. 06. 29 10-1046779 특허 한국

해양 거품 제거 장치, 이를 갖는 해양 거품 제거모듈 및 해양
거품 제거 방법

오승용, 박용주, 명정구 2011. 07. 01 10-1047297 특허 한국

혈관신생유도 억제 활성을 갖는 피롤리딘 화합물,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

신희재, 이희승, 김태식, 
박정렬, 최인권, 권호정

2011. 07. 27 10-1053504 특허 한국

해마 치어용 사육 수조 최영웅, 박흥식, 강도형, 
김한준, 이대원, 정윤환, 
Abu A�an, 노   섬

2011. 07. 29 10-1054365 특허 한국

장애인 휠체어용 승선설비가 구비된 차도선 김홍태, 이경훈 2011. 08. 01 10-1054879 특허 한국

여객선 승하선 유압식 설비 김홍태, 이종갑 2011. 08. 01 10-1054880 특허 한국

멸치 인공사육 수조 김태호, 강도형 2011. 08. 02 10-1055270 특허 한국

꽈배기모자반(sargassum siliquastrum) 추출물을 포함하는 
염증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허수진, 강도형, 윤원종, 
김길남, 오철홍

2011. 08. 09 10-1057007 특허 한국

준설토 투기장에 사용되는 반응성 컬럼 배수공법용 파일 및 
이를 이용한 준설토 투기장의 반응성 컬럼 배수공법

오명학, 권오순, 권오정 2011. 08. 10 10-1057443 특허 한국

헬리컬 터빈 발전 시스템 이광수, 염기대, 박진순, 
강석구, 진재율, 박우선

2011. 08. 17 ZL 200780043673.3 특허 중국

혈관신생유도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미생물 및 이를 이용한
항암제 조성물

신희재, 이희승, 김태식,
박정렬, 최인권, 권호정, 
권개경

2011. 08. 22 10-1059967 특허 한국

함정 피격성 향상을 위한 위협세력 기만선박 강희진, 이동곤 2011. 08. 23 10-1060153 특허 한국

온톨로지 기반 물류 정보처리 시스템 진효정, 박종원, 임용곤, 
이판묵

2011. 08. 23 10-1060330 특허 한국

피스톤식 자유낙하 주상시료 채취기 지상범, 박동원, 황근춘, 
이근창, 함동진, 어영상

2011. 08. 26 10-1061400 특허 한국

VIV 이용 친환경 청정에너지 추출 장치 홍    섭, 최종수, 김형우, 
여태경

2011. 08. 29 10-1061824 특허 한국

해양생물 제어 장치 박용주, 명정구, 오승용 2011. 08. 29 10-1061838 특허 한국

선박의 위성신호 미약환경에서 GPS 반송파 위상의 미지정수를 
검출하는 방법

조득재, 박상현, 박슬기 2011. 08. 29 10-1061965 특허 한국

에이아이에스 기준국 시스템 박상현, 조득재, 서상현, 
서기열

2011. 08. 29 10-1062015 특허 한국

헬리컬 터빈 실험 장치 한상훈, 이광수, 박우선, 
박진순, 채장원

2011. 08. 29 10-1062084 특허 한국

수력 터빈 실험 장치 한상훈, 이광수, 박우선, 
박진순, 채장원

2011. 08. 29 10-1062086 특허 한국

시료채취기에 구비된 슬라이드 방식의 코어 리테이너 최동림, 조성록, 심원준, 
김문구, 김종근, 김관국

2011. 08. 30 10-1062218 특허 한국

해상 유출유 모니터링 실험을 위한 유출유 대용 실험 장비 이문진, 김선동, 오상우, 
김혜진, 이승현, 이종무, 
최현택

2011. 08. 31 10-1062617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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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 조아라, 박종원, 
김승근, 박진영, 임용곤

2011. 08. 31 10-1062711 특허 한국

네트워크에 기반한 SIP 서버와 세션 전환 방법 및 이와 같은 
방법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되는 기록매체

윤창호, 박종원, 김승근, 
최영철, 박진영, 임용곤

2011. 09. 14 10-1066266 특허 한국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운송기술 및 그 장치 김완수 2011. 09. 15 147802 특허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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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장치용 통수로 이달수, 오상호, 이진학, 
박우선, 이광수, 오영민, 
고진석

2011. 09. 15 10-1066588 특허 한국

차단막형 유류오염 회수 장치 이승현, 오상우, 김선동, 
김혜진

2011. 09. 19 10-1067350 특허 한국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하는 선박의 항로 디지털 작도 장치 박종원, 임용곤, 김승근, 
최영철, 윤창호, 박진영,
한정희, 성소영, 백    혁

2011. 09. 19 10-1067456 특허 한국

항만 통합 보안 감시 운영 시스템 박종원, 임용곤, 한정희, 
윤창호, 김승근, 최영철, 
박진영, 이판묵

2011. 09. 22 10-1068681 특허 한국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운송기술 및 그 장치 김완수 2011. 09. 28 2015630 특허 유럽

이동식 부유안벽용 계류 장치 한상훈, 박우선, 채장원 2011. 09. 28 10-1070550 특허 한국

사육수 여과기능이 구비된 멸치 인공 사육수조 김태호, 강도형 2011. 09. 29 10-1070820 특허 한국

해양생물에 대한 이산화탄소의 영향 실시간 평가 장치 김     성, 오지나, 김동선 2011. 09. 29 10-1070873 특허 한국

항만 통합 보안 감시 시스템 박종원, 임용곤, 한정희, 
윤창호, 최영철, 김승근,
박진영, 이판묵

2011. 09. 30 10-1071379 특허 한국

해양 정보 방송 서비스 시스템 박종원, 임용곤, 조아라, 
한정희, 김승근, 윤창호, 
박진영, 최영철

2011. 09. 30 10-1071380 특허 한국

광학선택적 에폭사이드 가수분해효소 및 이를 이용한 광학 
순도 에폭사이드의 제조 방법

김상진, 황영옥, 우정희, 
강성균, 권개경, 강지현,
조장천

2011. 10. 04 8030048 특허 미국

조종자 입력패턴을 활용한 RIB형 소형선박의 침로제어 방법 윤근항, 여동진 2011. 10. 04 10-1071795 특허 한국

다자간 회의를 위한 세션 연결 제어 장치 및 방법 윤창호, 박종원, 김승근, 
최영철, 임용곤, 조아라

2011. 10. 04 10-1071980 특허 한국

투명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 현실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

김선영, 오재용, 박세길 2011. 10. 05 10-1072393 특허 한국

천정 이동형 투명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현실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

김선영, 오재용, 박세길 2011. 10. 05 10-1072395 특허 한국

모니터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 현실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 김선영, 오재용, 박세길 2011. 10. 05 10-1072397 특허 한국

자유항주모형시험을 위한 보조추력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시험 
방법

손남선, 김선영, 김연규 2011. 10. 05 10-1072440 특허 한국

해상시설물에 설치되는 상용 레이더를 이용한 3차원 레이더 장치 조득재, 서상현 2011. 10. 05 10-1072485 특허 한국

한천 분해능을 갖는 글라시에콜라 속 균주 및 상기 균주를 이용
한 한천올리고당의 제조 방법

이상현, 이동근, 이옥희, 
장효정, 장민경, 유기환

2011. 10. 05 10-1072503 특허 한국

미네랄추출 장치 및 이를이용한 미네랄 추출 방법 오승용, 명정구, 박용주 2011. 10. 14 10-1075401 특허 한국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파이프라인 이송공정 
모의실험 장치

허    철, 강성길 2011. 10. 19 10-1076673 특허 한국

해조류로부터 항동맥경화 및 항당뇨 활성이 있는 추출물 및
분획물의 제조방법과 이에 따른 추출물 및 분획물

이택견, 김소정, 우선옥, 
염승식, 박소윤

2011. 10. 24 10-1077786 특허 한국

부잔교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파도 상쇄 방법 박용주, 명정구, 오승용,
강돈혁

2011. 10. 26 10-1078656 특허 한국

EG/AD 모형빙 및 그 생성방법 이춘주, 조성락 2011. 10. 31 10-1080148 특허 한국

다기능 차단판이 형성된 부력체가 부착된 해양오염물질 차단막 이문진, 김혜진, 이승현 2011. 11. 03 10-1082050 특허 한국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이송공정 모의 실험 장치 허    철, 강성길 2011. 11. 03 10-1082062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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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성형 필터와 변조기가 결합된 디지털 송신기 구현 방법 및 
그 장치

김승근, 김시문, 변성훈, 
윤창호, 임용곤, 박종원

2011. 11. 04 10-1082464 특허 한국

애드혹 통신을 위한 수중 노드 및 이를 위한 패킷과 통신 방법 윤창호, 조아라, 박종원, 
김승근, 최영철, 임용곤

2011. 11. 04 10-1082465 특허 한국

이진 부호를 사용하는 물리계층 네트워크 코딩 방법 최영철, 임용곤, 양현종 2011. 11. 04 10-1082592 특허 한국

헬리컬 터빈 발전 시스템 박진수, 염기대, 이광수, 
강석구, 진재율, 박우선

2011. 11. 09 ZL 200780043663.X 특허 중국

버섯 추출물을 함유한 소금의 제조 방법 및 상기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소금

김현주, 문덕수, 정동호, 
이승원, 김아리

2011. 11. 10 10-1083970 특허 한국

트롤 어구 김    성, 오지나, 심재설, 
이윤호

2011. 11. 14 10-1085184 특허 한국

유빙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변위 보상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변위 보상 방법

양찬수, 이춘주, 정정수 2011. 11. 21 10-1087171 특허 한국

해양심층수 처리수 가공을 위한 수처리 시스템 김충환, 김수한, 김현주, 
문덕수

2011. 11. 28 10-1089132 특허 한국

선박 손상 평가 및 통제 시스템 및 그 동작 방법 강희진, 이동곤, 최    진 2011. 11. 28 10-1089229 특허 한국

해양 디지털 데이터 교환을 위한 다중대역 통신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초단파 대역에서의 애드 혹 통신 방법, 다중 대역 통신 
방법, 및 통합 네트워크

김승근, 임용곤, 박종원, 
김시문, 윤창호, 박진영

2011. 11. 28 10-1089370 특허 한국

커튼식 방파제 시공 방법 심재설, 우찬조, 정진용 2011. 11. 30 10-1090147 특허 한국

수중 음향 네트워크를 위한 계층적 시간 분할 다중 접속 방법 윤창호, 조아라, 박종원, 
김승근, 최영철, 임용곤

2011. 11. 30 10-1090402 특허 한국

자율압력보상 광케이블 정션박스 박정기, 지상범, 이근창, 
함동진, 이광민, 주영석, 
김주일

2011. 12. 01 10-1090851 특허 한국

광섬유의 마이크로벤드 발생장치 및 이를 이용한 케이블의 
곡률 측정 방법

오상우, 최혁진 2011. 12. 01 10-1090882 특허 한국

탑재형 실시간 선박생존시간 추정 시스템 황호진, 공인영, 오재용 2011. 12. 01 10-1090897 특허 한국

고도 반전 입체지도모형과 그 제작 방법 박종민, 오세웅, 조득재 2011. 12. 01 10-1091365 특허 한국

파일의 지지력 증가장치 및 그 시공 방법 심재설, 김선정, 전인식, 
박광순, 김진아

2011. 12. 02 10-1091585 특허 한국

도플러 편이 추정장치 및 도플러 편이 추정 방법 김승근, 김시문, 변성훈, 
윤창호, 임용곤

2011. 12. 02 10-1091645 특허 한국

소나 및 소나 구동 방법 변성훈, 김시문, 박종원, 
김승근, 최영철, 임용곤

2011. 12. 02 10-1091646 특허 한국

해상 이동체 애드혹 네트워크를 위한 노드 및 통신 방법 윤창호, 조아라, 박종원, 
김승근, 최영철, 임용곤

2011. 12. 02 10-1091647 특허 한국

아이지에스 위성궤도 정보로부터 보간 데이터를 산출하는 
장치 및 방법

조득재, 박상현 2011. 12. 05 10-1092622 특허 한국

선박 통항 안전 보조 장치 및 방법 조득재, 박상현 2011. 12. 06 10-1092913 특허 한국

항법신호 이상 발생 위성 제거를 통한 의사거리 보정 방법 조득재, 유윤자, 박상현 2011. 12. 06 10-1092914 특허 한국

2차원 속도성분의 선별적 계측을 위한 3공 피토 튜브 이영연, 김충만, 안해성, 
반석호, 황승현

2011. 12. 07 10-1093634 특허 한국

중력식 케이슨의 결합 방법 박우선, 한상훈, 이진학 2011. 12. 13 10-1096094 특허 한국

스팬 방향 비틀림을 갖는 선박의 분리형 방향타 김기섭, 안종우, 백부근, 
김건도

2011. 12. 22 10-1100061 특허 한국

복수의 터빈을 갖는 해상풍력발전 구조 한택희, 박우선, 백원대 2011. 12. 29 10-1102812 특허 한국

보유기술 이전 현황

특허명 책임자 계약일자 실시자

소방선 운동특성 재현 데이터베이스 기술 공인영 2011. 01. 07 ㈜시뮬레이션테크

반류계측 및 유장계측 해석용 프로그램 반석호 2011. 02. 18 서울대학교

나선암초형 월류파력발전 기술 홍기용 2011. 03. 17 대양전기

나선암초형 월류파력발전 기술 홍기용 2011. 03. 21 ㈜혜인이엔씨

나선암초형 월류파력발전 기술 홍기용 2011. 03. 21 ㈜케이티서브마린

해양구조물 설계해석 S/W 홍사영 2011. 04. 13 ㈜삼성중공업

선형평가용 추치해석 시스템 버전 2.2(WAVIS Ver. 2.2) 김     진 2011. 04. 13 ㈜SPP조선

수상선 및 몰수체의 수력학모델과 파랑 모델링 기술 공인영 2011. 04. 25 ㈜삼성탈레스

선형평가용 수치해석 시스템 WAVI Ver. 2.2 김     진 2011. 05. 01 ㈜현대미포조선

선형설계 전용 프로그램(Hcad) 이춘주 2011. 05.17 인하공업전문대학

선형평가용 수치해석 시스템(WAVIS Ver. 1.3) 반석호 2011. 05.19 군산대학교공과대학

ISO 15016 표준 속력시운전 해석 프로그램(ST10M) 신명수 2011. 05. 23 ㈜극동선박설계

지능형 항만운영 시스템 개발 채장원 2011. 06. 01 ㈜케이엘넷

소프트웨어(WAVIS) 유지보수 선형평가용 수치해석 시스템 (WAVIS) 업그레이드 및 
사용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PKS0500)

김     진 2011. 06. 01 ㈜현대비에스앤씨

피라미드식 강제어초 명정구 2011. 07. 11 ㈜태화건설

피라미드식 강제어초 명정구 2011. 07. 11 ㈜오션파트너즈

지능형 항만통제 시스템 개발 채장원 2011. 07. 13 ㈜토탈소프트뱅크

심해수 취수용 파이프 어셈블리 및 그의 설치 방법 명정구 2011. 07. 27 ㈜오션파트너즈

환경친화형 친수호안블록 오영민 2011. 07. 27 ㈜한길

유체성능해석용 S/W 유지보수 김      진 2011. 08. 08 ㈜한진중공업

수중무선통신 네트워크 기술 임용곤 2011. 08. 09 LIG넥스원

선형평가용 수치해석 시스템 (WAVIS Ver. 1.3) 김      진 2011. 08. 22 경남대학교

선형평가용 수치해석 시스템(WAVIS ) 김      진 2011. 08. 22 한국과학기술원

부이의 계류/유지보수 최적화를 위한 계류시스템 기술이전 및 그 설계 심재설 2011. 10. 31 ㈜오션테크

자동기록식 수중청음기 설계 및 감도교정 기술 김봉채 2011. 11. 10 ㈜소나테크

파랑 중 해양구조물 성능예측 프로그램(MLINHYDH) 성홍근(남보우) 2011. 11. 22 군산대학교

멕시코 IMP를 위한 유체동력학 성능해석기법과 실험절차서 홍기용 2011. 11. 29 멕시코 IMP연구소

해양오염물질 확산 예측 및 해석기술 이문진 2011. 12. 22 ㈜에네시스

조정성능 추정프로그램 김연규 2011. 12. 22 경상대학교

부양구조물의 효율적인 운용 방법 심재설 2011. 12. 23 ㈜매피스엔지니어링

돌연변이 DNA 중합효소들 및 이의 유전자들 이정현 2011. 12. 23 ㈜제넷바이오

프로펠러 설계 및 성능해석용 프로그램 문일성 2011. 12. 27 LIG넥스원

1,903백만 원

2,057백만 원

4,960백만 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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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발명의 명칭 발명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권리 등록국가

펄스성형 필터와 변조기가 결합된 디지털 송신기 구현 방법 및 
그 장치

김승근, 김시문, 변성훈, 
윤창호, 임용곤, 박종원

2011. 11. 04 10-1082464 특허 한국

애드혹 통신을 위한 수중 노드 및 이를 위한 패킷과 통신 방법 윤창호, 조아라, 박종원, 
김승근, 최영철, 임용곤

2011. 11. 04 10-1082465 특허 한국

이진 부호를 사용하는 물리계층 네트워크 코딩 방법 최영철, 임용곤, 양현종 2011. 11. 04 10-1082592 특허 한국

헬리컬 터빈 발전 시스템 박진수, 염기대, 이광수, 
강석구, 진재율, 박우선

2011. 11. 09 ZL 200780043663.X 특허 중국

버섯 추출물을 함유한 소금의 제조 방법 및 상기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소금

김현주, 문덕수, 정동호, 
이승원, 김아리

2011. 11. 10 10-1083970 특허 한국

트롤 어구 김    성, 오지나, 심재설, 
이윤호

2011. 11. 14 10-1085184 특허 한국

유빙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변위 보상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변위 보상 방법

양찬수, 이춘주, 정정수 2011. 11. 21 10-1087171 특허 한국

해양심층수 처리수 가공을 위한 수처리 시스템 김충환, 김수한, 김현주, 
문덕수

2011. 11. 28 10-1089132 특허 한국

선박 손상 평가 및 통제 시스템 및 그 동작 방법 강희진, 이동곤, 최    진 2011. 11. 28 10-1089229 특허 한국

해양 디지털 데이터 교환을 위한 다중대역 통신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초단파 대역에서의 애드 혹 통신 방법, 다중 대역 통신 
방법, 및 통합 네트워크

김승근, 임용곤, 박종원, 
김시문, 윤창호, 박진영

2011. 11. 28 10-1089370 특허 한국

커튼식 방파제 시공 방법 심재설, 우찬조, 정진용 2011. 11. 30 10-1090147 특허 한국

수중 음향 네트워크를 위한 계층적 시간 분할 다중 접속 방법 윤창호, 조아라, 박종원, 
김승근, 최영철, 임용곤

2011. 11. 30 10-1090402 특허 한국

자율압력보상 광케이블 정션박스 박정기, 지상범, 이근창, 
함동진, 이광민, 주영석, 
김주일

2011. 12. 01 10-1090851 특허 한국

광섬유의 마이크로벤드 발생장치 및 이를 이용한 케이블의 
곡률 측정 방법

오상우, 최혁진 2011. 12. 01 10-1090882 특허 한국

탑재형 실시간 선박생존시간 추정 시스템 황호진, 공인영, 오재용 2011. 12. 01 10-1090897 특허 한국

고도 반전 입체지도모형과 그 제작 방법 박종민, 오세웅, 조득재 2011. 12. 01 10-1091365 특허 한국

파일의 지지력 증가장치 및 그 시공 방법 심재설, 김선정, 전인식, 
박광순, 김진아

2011. 12. 02 10-1091585 특허 한국

도플러 편이 추정장치 및 도플러 편이 추정 방법 김승근, 김시문, 변성훈, 
윤창호, 임용곤

2011. 12. 02 10-1091645 특허 한국

소나 및 소나 구동 방법 변성훈, 김시문, 박종원, 
김승근, 최영철, 임용곤

2011. 12. 02 10-1091646 특허 한국

해상 이동체 애드혹 네트워크를 위한 노드 및 통신 방법 윤창호, 조아라, 박종원, 
김승근, 최영철, 임용곤

2011. 12. 02 10-1091647 특허 한국

아이지에스 위성궤도 정보로부터 보간 데이터를 산출하는 
장치 및 방법

조득재, 박상현 2011. 12. 05 10-1092622 특허 한국

선박 통항 안전 보조 장치 및 방법 조득재, 박상현 2011. 12. 06 10-1092913 특허 한국

항법신호 이상 발생 위성 제거를 통한 의사거리 보정 방법 조득재, 유윤자, 박상현 2011. 12. 06 10-1092914 특허 한국

2차원 속도성분의 선별적 계측을 위한 3공 피토 튜브 이영연, 김충만, 안해성, 
반석호, 황승현

2011. 12. 07 10-1093634 특허 한국

중력식 케이슨의 결합 방법 박우선, 한상훈, 이진학 2011. 12. 13 10-1096094 특허 한국

스팬 방향 비틀림을 갖는 선박의 분리형 방향타 김기섭, 안종우, 백부근, 
김건도

2011. 12. 22 10-1100061 특허 한국

복수의 터빈을 갖는 해상풍력발전 구조 한택희, 박우선, 백원대 2011. 12. 29 10-1102812 특허 한국

보유기술 이전 현황

특허명 책임자 계약일자 실시자

소방선 운동특성 재현 데이터베이스 기술 공인영 2011. 01. 07 ㈜시뮬레이션테크

반류계측 및 유장계측 해석용 프로그램 반석호 2011. 02. 18 서울대학교

나선암초형 월류파력발전 기술 홍기용 2011. 03. 17 대양전기

나선암초형 월류파력발전 기술 홍기용 2011. 03. 21 ㈜혜인이엔씨

나선암초형 월류파력발전 기술 홍기용 2011. 03. 21 ㈜케이티서브마린

해양구조물 설계해석 S/W 홍사영 2011. 04. 13 ㈜삼성중공업

선형평가용 추치해석 시스템 버전 2.2(WAVIS Ver. 2.2) 김     진 2011. 04. 13 ㈜SPP조선

수상선 및 몰수체의 수력학모델과 파랑 모델링 기술 공인영 2011. 04. 25 ㈜삼성탈레스

선형평가용 수치해석 시스템 WAVI Ver. 2.2 김     진 2011. 05. 01 ㈜현대미포조선

선형설계 전용 프로그램(Hcad) 이춘주 2011. 05.17 인하공업전문대학

선형평가용 수치해석 시스템(WAVIS Ver. 1.3) 반석호 2011. 05.19 군산대학교공과대학

ISO 15016 표준 속력시운전 해석 프로그램(ST10M) 신명수 2011. 05. 23 ㈜극동선박설계

지능형 항만운영 시스템 개발 채장원 2011. 06. 01 ㈜케이엘넷

소프트웨어(WAVIS) 유지보수 선형평가용 수치해석 시스템 (WAVIS) 업그레이드 및 
사용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PKS0500)

김     진 2011. 06. 01 ㈜현대비에스앤씨

피라미드식 강제어초 명정구 2011. 07. 11 ㈜태화건설

피라미드식 강제어초 명정구 2011. 07. 11 ㈜오션파트너즈

지능형 항만통제 시스템 개발 채장원 2011. 07. 13 ㈜토탈소프트뱅크

심해수 취수용 파이프 어셈블리 및 그의 설치 방법 명정구 2011. 07. 27 ㈜오션파트너즈

환경친화형 친수호안블록 오영민 2011. 07. 27 ㈜한길

유체성능해석용 S/W 유지보수 김      진 2011. 08. 08 ㈜한진중공업

수중무선통신 네트워크 기술 임용곤 2011. 08. 09 LIG넥스원

선형평가용 수치해석 시스템 (WAVIS Ver. 1.3) 김      진 2011. 08. 22 경남대학교

선형평가용 수치해석 시스템(WAVIS ) 김      진 2011. 08. 22 한국과학기술원

부이의 계류/유지보수 최적화를 위한 계류시스템 기술이전 및 그 설계 심재설 2011. 10. 31 ㈜오션테크

자동기록식 수중청음기 설계 및 감도교정 기술 김봉채 2011. 11. 10 ㈜소나테크

파랑 중 해양구조물 성능예측 프로그램(MLINHYDH) 성홍근(남보우) 2011. 11. 22 군산대학교

멕시코 IMP를 위한 유체동력학 성능해석기법과 실험절차서 홍기용 2011. 11. 29 멕시코 IMP연구소

해양오염물질 확산 예측 및 해석기술 이문진 2011. 12. 22 ㈜에네시스

조정성능 추정프로그램 김연규 2011. 12. 22 경상대학교

부양구조물의 효율적인 운용 방법 심재설 2011. 12. 23 ㈜매피스엔지니어링

돌연변이 DNA 중합효소들 및 이의 유전자들 이정현 2011. 12. 23 ㈜제넷바이오

프로펠러 설계 및 성능해석용 프로그램 문일성 2011. 12. 27 LIG넥스원

1,903백만 원

2,057백만 원

4,960백만 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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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포상 외부 수상 / 포상

●기관표창

●개인표창

1. 훈             장 반석호
2. 산 업 포 장 문재운
3. 대통령표창 공인영
4. 대통령표창 이정현

5. 장 관 표 창  백원대
6. 장 관 표 창  최희정
7. 장 관 표 창  이진수
8. 장 관 표 창  권주안

  9. 장 관 표 창  오영민
10. 장 관 표 창  최영철
11. 장 관 표 창  신동욱
12. 장 관 표 창  김민석

13. 장 관 표 창  경광진
14. 장 관 표 창  나공태
15. 장 관 표 창  전윤희

16. 장 관 표 창  오정환
17. 장 관 표 창  변성훈
18. 장 관 표 창  오상호
19. 장 관 표 창  장인성

20. 총 장 표 창  우선미
21. 위원장표창 이진용
22. 이사장표창 이재학
23. 이사장표창 안해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포상명 수상일 공적사항 주관기관 

국무총리표창 10. 19 전국도서관 평가 최우수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표창 12. 09 과학기술창의상 한국연구재단

국무총리표창 12. 27 기관평가 우수기관 교육과학기술부

IBA 사보부문 본상 11. 28 공공기관 커뮤니케이션부문, 환경적 책임프로그램부문 한국사보협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11. 29 출판부문 최우수대상 한국사보협회 

도시어촌교류상 12. 22 자매결연기관 표창 수협중앙회

포상명 성    명 직    급 소       속 수상일 공적사항 비 고

훈장(웅비장) 반석호 책임연구원 대덕분원장 04. 21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의 날)

산업포장 문재운 책임연구원 심해·해저자원 연구부 05. 31 해양수산진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
(바의 날)

대통령표창 공인영 책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부

04. 21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의 날)

대통령표창 이정현 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12. 27 우수기관 평가에 이바지한 공로 교육과학기술부

국무총리표창 한명수 책임기술원 연구선운항사업단 05. 31 해양수산진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
(바다의 날)

장관표창 백원대 선임기술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04. 21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의 날)

장관표창 최희정 선임기술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04. 21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의 날)

장관표창 이진수 선임행정원 총무·시설팀 04. 21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의 날)

장관표창 권주안 행정원 기획팀 04. 21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의 날)

장관표창 오영민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05. 31 해양수산진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
(바다의 날)

장관표창 최영철 선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05. 31 해양수산진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
(바다의 날)

장관표창 신동욱 선임행정원 연구관리실 05. 31 해양수산진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
(바다의 날)

장관표창 김민석 책임기술원
통영해양생물자원연구·
보존센터

02. 28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교육과학기술부
(기술사의 날)

장관표창 경광진 책임기술원 자재·계약팀 12. 27 우수기관 평가에 이바지한 공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표창 나공태 연구원 해양환경·보전연구부 12. 30 국토해양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

장관표창 전윤희 행정원 해양과학도서관 12. 30 도서관육성발전에 기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오정환 선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12. 30 국토해양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

장관표창 변성훈 선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09. 21 조선해양산업발전에 기여 지식경제부

장관표창 오상호 선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12. 30 국토해양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

장관표창 장인성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12. 30 국토해양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

총장표창 우선미 선임행정원 인사·교육팀 10. 19 UST 학사발전에 기여 과학기술연합
대학원 대학교

총장표창 이정현 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12. 27 UST 학사발전에 기여 과학기술연합
대학원 대학교

위원장표창 이진용 선임행정원 연구전략본부 12. 27 과학기술진흥에 기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사장표창 이재학 책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10. 30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표창 이택견 책임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10. 30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표창 안해성 선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10. 30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기초기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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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포상 외부 수상 / 포상

●기관표창

●개인표창

1. 훈             장 반석호
2. 산 업 포 장 문재운
3. 대통령표창 공인영
4. 대통령표창 이정현

5. 장 관 표 창  백원대
6. 장 관 표 창  최희정
7. 장 관 표 창  이진수
8. 장 관 표 창  권주안

  9. 장 관 표 창  오영민
10. 장 관 표 창  최영철
11. 장 관 표 창  신동욱
12. 장 관 표 창  김민석

13. 장 관 표 창  경광진
14. 장 관 표 창  나공태
15. 장 관 표 창  전윤희

16. 장 관 표 창  오정환
17. 장 관 표 창  변성훈
18. 장 관 표 창  오상호
19. 장 관 표 창  장인성

20. 총 장 표 창  우선미
21. 위원장표창 이진용
22. 이사장표창 이재학
23. 이사장표창 안해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포상명 수상일 공적사항 주관기관 

국무총리표창 10. 19 전국도서관 평가 최우수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표창 12. 09 과학기술창의상 한국연구재단

국무총리표창 12. 27 기관평가 우수기관 교육과학기술부

IBA 사보부문 본상 11. 28 공공기관 커뮤니케이션부문, 환경적 책임프로그램부문 한국사보협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11. 29 출판부문 최우수대상 한국사보협회 

도시어촌교류상 12. 22 자매결연기관 표창 수협중앙회

포상명 성    명 직    급 소       속 수상일 공적사항 비 고

훈장(웅비장) 반석호 책임연구원 대덕분원장 04. 21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의 날)

산업포장 문재운 책임연구원 심해·해저자원 연구부 05. 31 해양수산진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
(바의 날)

대통령표창 공인영 책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부

04. 21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의 날)

대통령표창 이정현 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12. 27 우수기관 평가에 이바지한 공로 교육과학기술부

국무총리표창 한명수 책임기술원 연구선운항사업단 05. 31 해양수산진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
(바다의 날)

장관표창 백원대 선임기술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04. 21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의 날)

장관표창 최희정 선임기술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04. 21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의 날)

장관표창 이진수 선임행정원 총무·시설팀 04. 21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의 날)

장관표창 권주안 행정원 기획팀 04. 21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의 날)

장관표창 오영민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05. 31 해양수산진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
(바다의 날)

장관표창 최영철 선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05. 31 해양수산진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
(바다의 날)

장관표창 신동욱 선임행정원 연구관리실 05. 31 해양수산진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
(바다의 날)

장관표창 김민석 책임기술원
통영해양생물자원연구·
보존센터

02. 28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교육과학기술부
(기술사의 날)

장관표창 경광진 책임기술원 자재·계약팀 12. 27 우수기관 평가에 이바지한 공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표창 나공태 연구원 해양환경·보전연구부 12. 30 국토해양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

장관표창 전윤희 행정원 해양과학도서관 12. 30 도서관육성발전에 기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오정환 선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12. 30 국토해양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

장관표창 변성훈 선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09. 21 조선해양산업발전에 기여 지식경제부

장관표창 오상호 선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12. 30 국토해양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

장관표창 장인성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12. 30 국토해양발전에 기여 국토해양부

총장표창 우선미 선임행정원 인사·교육팀 10. 19 UST 학사발전에 기여 과학기술연합
대학원 대학교

총장표창 이정현 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12. 27 UST 학사발전에 기여 과학기술연합
대학원 대학교

위원장표창 이진용 선임행정원 연구전략본부 12. 27 과학기술진흥에 기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사장표창 이재학 책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10. 30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표창 이택견 책임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10. 30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표창 안해성 선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10. 30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기초기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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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우수논문상 우수부서 포상

우수직원 포상

우수논문 피인용상

Ocean and Polar Reserach 논문상

구  분 저   자 소속 논문제목 학술지명/권 (호)

최우수

김윤재, 이현숙, 김은숙, 배승섭,
임재규, R Matsumi, AV Lebedinsky, 
TG Sokolova, DA Kozhevni, 차선신,
김상진, 권개경, T Imanaka, H Atomi,
EA Bonch-Osmolovskaya, 
이정현, 강성균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개미산 이용 성장 및 수소생산 NATURE (467권 7313호)

김상호, Masaru Yamashiro,
Akinori Yoshida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부

불규칙 파랑계산을 위한 BEM-VOF 간편
결합 해석법

Coastal Engineering (57권 1호)

우수

국종성, 최    정, 안순일, Fei-Fei Jin 기후·연안재해연구부 GFDL2.1 모형에서 모의된  WP 엘니뇨 및
CT 엘니뇨

 Journal of climate
(23권 5호)

차선신, 안영준, 이창로, 이현숙, 김연길,
김상진, 권개경, Gian Marco De Donatis,
이정현, Michael R. Maurizi, 강성균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론 단백질의 3차 구조 분석을 통한 작동 
기작 규명

EMBO Journal (29권 20호)

나공태 해양환경·보전연구부 북서태평양 식물플랑크톤의 클로로필 내 
마그네슘 안정동위원소 분석 및 활용

Geochemistry Geophysics 
Geosystems (11권 12호)

오철홍, Mahanama De Zoysa,
Chamilani Nikapitiya, 황일선, 김유철,
강도형, 허수진, 최영웅, 최철영, 이재성,
이제희

해양생물자원연구부 까막전복으로부터 암 억제 QM-LIKE
유전자의 분자적 특성 및 면역반응상의 

전사적 분석

Fish ＆ Shell�sh 
Immunology (29권 3호)

김문구, 임운혁, 홍상희, 정지현, 최현우,
안준건, 원종호, 심원준

남해특성연구부 형광검출법을 이용한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유출 사고 잔류유분의 실시간 현장 

감시

Marine Pollution 
Bulletin (60권 3호)

최종국, 유주형, 이윤경, 유홍룡, 우한준,
김창환

해양위성센터 원격탐사와 GIS를 이용한 갯벌 표층퇴적물 
특성의 정량적인 평가

Estuarine, Coastal and 
Shelf Science (88권 1호)

정승원, 강윤호, Katano Toshiya, 
김백호, 조수연, 이진환, 김영옥, 한명수

해양시료도서관기획단 살조세균 Psuedomonas �uorescens 
HYK0210-SK09를 이용한 겨울철 유해적조 
Stephanodiscus hantzschii 현장 제어 연구: 
소형 및 중형 폐쇄 생태계 연구 중심 

Journal Appl Phycol (22권 4호) 

박철수, 성우제, P. Gerstoft, 
W. S. Hodgkiss

해양운송연구부 음향 역전파를 이용한 지음향학적
인자 역산

IEEE Journal of Oceanic 
Engineering (35권 4호)

성   명 직   급 소   속 대상기간 피인용횟수 비   고

이희승 책임 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1996-2010 (15년) 141회 주저자 기준

구  분 저    자 논문제목 권(호)

우 수

장민철, 신경순, 장풍국, 이우진 여름철 장목만의 환경요인과 
중형동물플랑크톤 단주기 변동과의 상관성

제 32권 1호

노태근, 김윤배, 박정인, 이용우, 임동훈, 강동진 이동섭, 윤승태, 김태훈, 
곽정현, 박현제, 정만기, 장경일,강창근, 서해립, 박명원, 이호정, 김경렬

2008년 하계 울릉분지에서 관측된 
물리·화학적 외압에 대한 플랑크톤 군집의 반응 

제 32권 3호

 

구 분 부서명 부서장

최우수 기후·연안재해연구부 심재설

우수

해양생물자원연구부 김동성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박우선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이정현

해양위성센터 유주형

해양운송연구부 김    진

남해특성연구부 김영옥

구 분 부서명 부서장

최우수 기획팀 남찬우

우수

해양과학도서관 한종엽

인사·교육팀 노원대

총무·시설팀 이진수

연구계약2팀 송한주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장도수

사업계약팀 김덕영

우수 연구부서 우수 지원부서

구  분 성 명 직급 소 속

올해의 KORDI인상 한종엽 책임기술원 해양과학도서관

이달의 KORDI인상

이민수 책임기술원 연구선운항사업단

강성균 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김철호 책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해양홍보상 유주형 책임연구원 해양위성센터

청렴공직자상 박우선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우수업적상

최기석 선임기술원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김경태 책임연구원 해양환경·보전연구부

민홍식 선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고영탁 선임연구원 심해·해저자원연구부

노재훈 책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권석재 선임연구원 해양기술정책연구부

이현숙 선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송한주 선임행정원 연구계약2팀

이승구 선임행정원 인사·교육팀

조승억 선임기술원 인프라사업단

김건도 선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허  철 선임연구원 해양CCS연구단

최종수 선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정재훈 기술원 시설·자재팀

정지현 선임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김창환 선임연구원 동해특성연구부

근무유공상

최영웅 연수연구원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정진용 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함동진
단위연구사업
인력

심해·해저자원연구부

강형구 책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백승미 연구사업인력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이미진 선임기술원 해양기술정책연구부

최복경 책임연구원 해양방위연구센터

한희정 기술원 해양위성센터

구  분 성 명 직급 소 속

근무유공상

함춘옥 행정원 해양과학도서관

강길모 선임연구원 연구기획팀

김지희 행정원 예산팀

김현진 행정원 재무팀

김정훈 행정원 인사·교육팀

황호진 선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조석규 선임연구원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조은경 행정원 운영지원팀

김지훈 행정원 시설·자재팀

진성일 기술원 연구선운항사업단

강동석 기술원 연구선운항사업단

조규운 계약직행정원 운영지원팀

모범해양인상

이미혜 연구사업인력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임학수 선임연구원 해양환경·보전연구부

심문영 계약직행정원 홍보팀

정희제 연구사업인력 동해특성연구부

명예근로봉사상

임희구 용역직 총무·시설팀

길인신 파견직 해양운송연구부

임희구 용역직 시설·자재팀

최정우 용역직 운영지원팀

이안나 파견직 운영지원팀

특별포상
(단체명예근로봉사상)

용역직
(미화분야) - 총무·시설팀

보안우수유공상 김재국 행정원 총무··시설팀

에너지절약유공상 최재완 연구사업인력 경영정보팀

우수인턴

고현주 인턴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박신영 - 해양생물자원연구부

정선화 인턴행정원 기술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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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우수논문상 우수부서 포상

우수직원 포상

우수논문 피인용상

Ocean and Polar Reserach 논문상

구  분 저   자 소속 논문제목 학술지명/권 (호)

최우수

김윤재, 이현숙, 김은숙, 배승섭,
임재규, R Matsumi, AV Lebedinsky, 
TG Sokolova, DA Kozhevni, 차선신,
김상진, 권개경, T Imanaka, H Atomi,
EA Bonch-Osmolovskaya, 
이정현, 강성균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개미산 이용 성장 및 수소생산 NATURE (467권 7313호)

김상호, Masaru Yamashiro,
Akinori Yoshida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부

불규칙 파랑계산을 위한 BEM-VOF 간편
결합 해석법

Coastal Engineering (57권 1호)

우수

국종성, 최    정, 안순일, Fei-Fei Jin 기후·연안재해연구부 GFDL2.1 모형에서 모의된  WP 엘니뇨 및
CT 엘니뇨

 Journal of climate
(23권 5호)

차선신, 안영준, 이창로, 이현숙, 김연길,
김상진, 권개경, Gian Marco De Donatis,
이정현, Michael R. Maurizi, 강성균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론 단백질의 3차 구조 분석을 통한 작동 
기작 규명

EMBO Journal (29권 20호)

나공태 해양환경·보전연구부 북서태평양 식물플랑크톤의 클로로필 내 
마그네슘 안정동위원소 분석 및 활용

Geochemistry Geophysics 
Geosystems (11권 12호)

오철홍, Mahanama De Zoysa,
Chamilani Nikapitiya, 황일선, 김유철,
강도형, 허수진, 최영웅, 최철영, 이재성,
이제희

해양생물자원연구부 까막전복으로부터 암 억제 QM-LIKE
유전자의 분자적 특성 및 면역반응상의 

전사적 분석

Fish ＆ Shell�sh 
Immunology (29권 3호)

김문구, 임운혁, 홍상희, 정지현, 최현우,
안준건, 원종호, 심원준

남해특성연구부 형광검출법을 이용한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유출 사고 잔류유분의 실시간 현장 

감시

Marine Pollution 
Bulletin (60권 3호)

최종국, 유주형, 이윤경, 유홍룡, 우한준,
김창환

해양위성센터 원격탐사와 GIS를 이용한 갯벌 표층퇴적물 
특성의 정량적인 평가

Estuarine, Coastal and 
Shelf Science (88권 1호)

정승원, 강윤호, Katano Toshiya, 
김백호, 조수연, 이진환, 김영옥, 한명수

해양시료도서관기획단 살조세균 Psuedomonas �uorescens 
HYK0210-SK09를 이용한 겨울철 유해적조 
Stephanodiscus hantzschii 현장 제어 연구: 
소형 및 중형 폐쇄 생태계 연구 중심 

Journal Appl Phycol (22권 4호) 

박철수, 성우제, P. Gerstoft, 
W. S. Hodgkiss

해양운송연구부 음향 역전파를 이용한 지음향학적
인자 역산

IEEE Journal of Oceanic 
Engineering (35권 4호)

성   명 직   급 소   속 대상기간 피인용횟수 비   고

이희승 책임 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1996-2010 (15년) 141회 주저자 기준

구  분 저    자 논문제목 권(호)

우 수

장민철, 신경순, 장풍국, 이우진 여름철 장목만의 환경요인과 
중형동물플랑크톤 단주기 변동과의 상관성

제 32권 1호

노태근, 김윤배, 박정인, 이용우, 임동훈, 강동진 이동섭, 윤승태, 김태훈, 
곽정현, 박현제, 정만기, 장경일,강창근, 서해립, 박명원, 이호정, 김경렬

2008년 하계 울릉분지에서 관측된 
물리·화학적 외압에 대한 플랑크톤 군집의 반응 

제 32권 3호

 

구 분 부서명 부서장

최우수 기후·연안재해연구부 심재설

우수

해양생물자원연구부 김동성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박우선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이정현

해양위성센터 유주형

해양운송연구부 김    진

남해특성연구부 김영옥

구 분 부서명 부서장

최우수 기획팀 남찬우

우수

해양과학도서관 한종엽

인사·교육팀 노원대

총무·시설팀 이진수

연구계약2팀 송한주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장도수

사업계약팀 김덕영

우수 연구부서 우수 지원부서

구  분 성 명 직급 소 속

올해의 KORDI인상 한종엽 책임기술원 해양과학도서관

이달의 KORDI인상

이민수 책임기술원 연구선운항사업단

강성균 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김철호 책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해양홍보상 유주형 책임연구원 해양위성센터

청렴공직자상 박우선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우수업적상

최기석 선임기술원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김경태 책임연구원 해양환경·보전연구부

민홍식 선임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고영탁 선임연구원 심해·해저자원연구부

노재훈 책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권석재 선임연구원 해양기술정책연구부

이현숙 선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송한주 선임행정원 연구계약2팀

이승구 선임행정원 인사·교육팀

조승억 선임기술원 인프라사업단

김건도 선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허  철 선임연구원 해양CCS연구단

최종수 선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정재훈 기술원 시설·자재팀

정지현 선임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김창환 선임연구원 동해특성연구부

근무유공상

최영웅 연수연구원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정진용 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함동진
단위연구사업
인력

심해·해저자원연구부

강형구 책임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백승미 연구사업인력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이미진 선임기술원 해양기술정책연구부

최복경 책임연구원 해양방위연구센터

한희정 기술원 해양위성센터

구  분 성 명 직급 소 속

근무유공상

함춘옥 행정원 해양과학도서관

강길모 선임연구원 연구기획팀

김지희 행정원 예산팀

김현진 행정원 재무팀

김정훈 행정원 인사·교육팀

황호진 선임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조석규 선임연구원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부

조은경 행정원 운영지원팀

김지훈 행정원 시설·자재팀

진성일 기술원 연구선운항사업단

강동석 기술원 연구선운항사업단

조규운 계약직행정원 운영지원팀

모범해양인상

이미혜 연구사업인력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임학수 선임연구원 해양환경·보전연구부

심문영 계약직행정원 홍보팀

정희제 연구사업인력 동해특성연구부

명예근로봉사상

임희구 용역직 총무·시설팀

길인신 파견직 해양운송연구부

임희구 용역직 시설·자재팀

최정우 용역직 운영지원팀

이안나 파견직 운영지원팀

특별포상
(단체명예근로봉사상)

용역직
(미화분야) - 총무·시설팀

보안우수유공상 김재국 행정원 총무··시설팀

에너지절약유공상 최재완 연구사업인력 경영정보팀

우수인턴

고현주 인턴연구원 해양안전·방제기술연구부

박신영 - 해양생물자원연구부

정선화 인턴행정원 기술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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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성  명 직      급 최종학교 전     공 학위 학위논문제목

연안개발·에너지

연구부

한택희1)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박사 Development of enhanced ductile hollow columns with 
internal con�nement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김태완2) 선임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 박사 재조합 대장균에 의한 인간 인터루킨-6 생산에 관한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부

고진환3) 선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박사 군집다격자법에 근거한 선형 유한요소시스템의 슈어행렬 선조
정기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김경진4) 선임기술원 서울대학교 과학교육학 박사 과학영재학교 과학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신념과 교수활동 
유형 

동해특성연구부 장요순5) 선임기술원 경북대학교 동물전공 박사 한우 Adipocyte Di�erentiation Related protein (ADRP) 유전자의 
클로닝 및 특성 해명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이상희6) 기술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로스엔젤스(캠)

국제학 학사

심해·해저자원연구부 김원년7)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 박사 Environmental application of rock magnetism: development of 
a quantitative pollution monitoring 

해양방위연구센터 김병남8)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박사 기포 함유 유무에 따른 수중모래퇴적물의 비선형 음향특성에 
관한 연구

연구선운항사업단 정창헌9) 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 전기전자공학 학사

연구전략실 송환빈10) 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 박사 한일 공공연구기관 평가시스템의 비교·분석 연구 - 공공기술 
연구회와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선운항사업단 나병선11) 기능원 부산동명대학 공조냉동학과 전문

학사

해양시료도서관기획단 신현호12) 선임연구원 나가사키대학교 해양생산과학 박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no�agellate cyst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Korean and Japanese coastal areas

해양시료도서관기획단 정승원13) 선임연구원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박사 살조세균 Pseudomonas �uorescens HYK0210-SK09를 이용한
동계 유해조류 Stephanodiscus hantzschii의 생물학적 제어

한·남태평양해양

연구센터

이대원14) 기술원 순천향대학교 해양생명공학과 석사 A study on Spirulina mass culture with different media 
composition under outdoor batch culture system at Chuuk, 
Micronesia

연구선운항사업단 오현우15) 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경영과학 학사

해양생물자원연구부 오철홍16) 선임연구원 제주대학교 해양생물공학 박사 Gene identification,cloning, expression, purification and 
industrial application of marine bacteria producing agarases

해양위성센터 최종국17) 선임연구원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 박사 강원도 태백시 탄광개발 지역에 대한 지반침하 위험 분석 및 위성
레이더를 이용한 관측

9 10 11 12 13 14 15 16 17

1 2 3 4 5 6 7 8

18 19 20 21 22 23 24 25 26

부      서 성  명 직      급 최종학교 전     공 학위 학위논문제목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이웅열18) 선임기술원 부산대학교 국제학 석사 Optimal Scale for Democratise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

연구선운항사업단 김기연19) 기술원 부경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 학사

해양구조물·플랜트

연구부

김윤호20) 연구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석사 2차원 사각형 부유체의 횡동요에 미치는 슬로싱의 영향

연구선운항사업단 김경년21) 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 학사

연구전략실 주현희22) 선임기술원 중국해양대학교 해양자원 및 
권익종합

박사 한중 해양환경관리체제 비교 연구

기후·연안재해연구부 박종연23) 연구원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 석사 Two types of the western North Pacific subtropical high in 
boreal summer associated with a decadal change of east Asian 
summer monsoon-ENSO connection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김윤재24)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유전공학과 박사 Studies on a novel DNA polymerase from hyperthermophilic 
archaeon Thermococcus onnurineus NA1 : cloning, puri�cation 
and mechanistic analysis

기기검교정·분석센터 이재성25) 선임연구원 충남대학교 해양학과 박사 미세전극을 이용한 연안퇴적물 초기속성작용의 전기화학적 
연구

해양안전·방제기술

연구부

심우성26) 연구원 충남대학교 전자공학 석사 CHIP SET을 이용한 L1 C/A CODE GPS수신기 개발

새얼굴
주요보직자

직   위 성    명 학위/전공 E-mail

원    장 강정극 박사/지질학 jkkang@kordi.re.kr

감    사 이기룡 학사/산업공학 leekir@kordi.re.kr

선임연구본부장 김웅서 박사/해양생태학 wskim@kordi.re.kr

대덕분원장 반석호 박사/조선공학 shvan@moeri.re.kr

남해분원장 김성렬 박사/지구물리학 srkim@kordi.re.kr

동해분원장 박찬홍 박사/지구물리학 chpark@kordi.re.kr

연구전략본부장 이윤호 박사/해양생물학 ylee@kordi.re.kr

창의경영본부장 임장근 박사수료/행정학 jglim@kordi.re.kr

해양환경ㆍ보전
연구부장

이희일 박사/퇴적학 hilee@kordi.re.kr

기후ㆍ연안재해
연구부장

심재설 박사/연안공학 jsshim@kordi.re.kr

심해ㆍ해저자원
연구부장

문재운 박사/지질학 jwmoon@kordi.re.kr

해양생물자원
연구부장

김동성 박사/생물과학 dskim@kordi.re.kr

연안개발ㆍ에너지
연구부장

박우선 박사/구조공학 wspark@kordi.re.kr

해양기술정책
연구부장

박성욱 박사/법학 swpark@kordi.re.kr

해양바이오센터장 이정현 박사/미생물학 jlee@kordi.re.kr

해양방위연구
센터장

이용국 박사/해양학 yklee@kordi.re.kr

해양위성센터장 유주형 박사/지구시스템
과학

jhryu@kordi.re.kr

직   위 성    명 학위/전공 E-mail

기기검교정ㆍ분석
센터장

김은수 박사/해양화학 eskim@kordi.re.kr

해양운송연구부장 김     진 박사/기계공학 jkim@moeri.re.kr

해양안전ㆍ방제
기술연구부장

김선영 박사/선박해양공학 sykim@moeri.re.kr

해양시스템
연구부장

홍     섭 박사/해양공학 suphong@moeri.re.kr

해양구조물ㆍ
플랜트 연구부장

홍기용 박사/해양공학 kyhong@moeri.re.kr

남해특성연구부장 김영옥 박사/수산학 yokim@kordi.re.kr

동해특성연구부장 노충환 박사/수산학 chnoh@kordi.re.kr

해양자료정보사업
단장

김성대 박사/해양학 sdkim@kordi.re.kr

기획부장 조영만 석사/도시및지방행
정학

cymmh@kordi.re.kr

행정부장 임충규 학사/행정학 cglim@kordi.re.kr

인프라사업단장 김재순 - kimjs@kordi.re.kr

감사부장 구광모 학사/행정학 kmkoo@kordi.re.kr

해양과학국제
협력센터장

장도수 박사/해양정책학 dsjang@kordi.re.kr

연구전략실장 송환빈 박사/과학기술학 hbsong@kordi.re.kr

연구관리실장 김석기 학사/경영학 kimsk@kordi.re.kr

성과관리실장 김태영 석사/무역학 tykim@kordi.re.kr

해양과학도서관장 한종엽 박사/문헌정보학 jyhan@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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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성  명 직      급 최종학교 전     공 학위 학위논문제목

연안개발·에너지

연구부

한택희1)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박사 Development of enhanced ductile hollow columns with 
internal con�nement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김태완2) 선임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 박사 재조합 대장균에 의한 인간 인터루킨-6 생산에 관한 연구

연안개발·에너지

연구부

고진환3) 선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박사 군집다격자법에 근거한 선형 유한요소시스템의 슈어행렬 선조
정기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김경진4) 선임기술원 서울대학교 과학교육학 박사 과학영재학교 과학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신념과 교수활동 
유형 

동해특성연구부 장요순5) 선임기술원 경북대학교 동물전공 박사 한우 Adipocyte Di�erentiation Related protein (ADRP) 유전자의 
클로닝 및 특성 해명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이상희6) 기술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로스엔젤스(캠)

국제학 학사

심해·해저자원연구부 김원년7)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 박사 Environmental application of rock magnetism: development of 
a quantitative pollution monitoring 

해양방위연구센터 김병남8)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박사 기포 함유 유무에 따른 수중모래퇴적물의 비선형 음향특성에 
관한 연구

연구선운항사업단 정창헌9) 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 전기전자공학 학사

연구전략실 송환빈10) 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 박사 한일 공공연구기관 평가시스템의 비교·분석 연구 - 공공기술 
연구회와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선운항사업단 나병선11) 기능원 부산동명대학 공조냉동학과 전문

학사

해양시료도서관기획단 신현호12) 선임연구원 나가사키대학교 해양생산과학 박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no�agellate cyst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Korean and Japanese coastal areas

해양시료도서관기획단 정승원13) 선임연구원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박사 살조세균 Pseudomonas �uorescens HYK0210-SK09를 이용한
동계 유해조류 Stephanodiscus hantzschii의 생물학적 제어

한·남태평양해양

연구센터

이대원14) 기술원 순천향대학교 해양생명공학과 석사 A study on Spirulina mass culture with differ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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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굴
주요보직자

직   위 성    명 학위/전공 E-mail

원    장 강정극 박사/지질학 jkkang@kordi.re.kr

감    사 이기룡 학사/산업공학 leekir@kordi.re.kr

선임연구본부장 김웅서 박사/해양생태학 wskim@kordi.re.kr

대덕분원장 반석호 박사/조선공학 shvan@moeri.re.kr

남해분원장 김성렬 박사/지구물리학 srkim@kordi.re.kr

동해분원장 박찬홍 박사/지구물리학 chpark@kordi.re.kr

연구전략본부장 이윤호 박사/해양생물학 ylee@kordi.re.kr

창의경영본부장 임장근 박사수료/행정학 jglim@kordi.re.kr

해양환경ㆍ보전
연구부장

이희일 박사/퇴적학 hilee@kordi.re.kr

기후ㆍ연안재해
연구부장

심재설 박사/연안공학 jsshim@kordi.re.kr

심해ㆍ해저자원
연구부장

문재운 박사/지질학 jwmoon@kordi.re.kr

해양생물자원
연구부장

김동성 박사/생물과학 dskim@kordi.re.kr

연안개발ㆍ에너지
연구부장

박우선 박사/구조공학 wspark@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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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박사/법학 swpark@kordi.re.kr

해양바이오센터장 이정현 박사/미생물학 jle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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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이용국 박사/해양학 ykle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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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jhryu@kordi.re.kr

직   위 성    명 학위/전공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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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김은수 박사/해양화학 eskim@kordi.re.kr

해양운송연구부장 김     진 박사/기계공학 jkim@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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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부장

김선영 박사/선박해양공학 sykim@moeri.re.kr

해양시스템
연구부장

홍     섭 박사/해양공학 suphong@moeri.re.kr

해양구조물ㆍ
플랜트 연구부장

홍기용 박사/해양공학 kyhong@moeri.re.kr

남해특성연구부장 김영옥 박사/수산학 yokim@kordi.re.kr

동해특성연구부장 노충환 박사/수산학 chnoh@kordi.re.kr

해양자료정보사업
단장

김성대 박사/해양학 sdkim@kordi.re.kr

기획부장 조영만 석사/도시및지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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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mmh@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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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사업단장 김재순 - kimjs@kordi.re.kr

감사부장 구광모 학사/행정학 kmkoo@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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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센터장

장도수 박사/해양정책학 dsjang@kordi.re.kr

연구전략실장 송환빈 박사/과학기술학 hbsong@kordi.re.kr

연구관리실장 김석기 학사/경영학 kimsk@kordi.re.kr

성과관리실장 김태영 석사/무역학 tykim@kordi.re.kr

해양과학도서관장 한종엽 박사/문헌정보학 jyhan@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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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January

2월 / Februay

1월   3일  2011 시무식

1월 13일  농어촌연구원 정해창 원장 연구원 내방

1월 23일   한국해양연구원 - 우즈홀해양연구소 협약 체결 
 - 서울 플라자호텔

1월 23~26일  전 지구해양과학협의체 제12차 총회 개최

1월 25일  국토해양부 김희국 제2차관 연구원 내방

1월 25일  한국해양연구원 - 영국해양학센터 협약 체결

2월 9~10일  UNESCO/IOC 의장단 회의 개최

2월 14일  '희토류 자원 그리고 바다' 세미나 개최 - 서울 세종호텔

2월 16일   한국해양연구원 - 멕시코 국영석유회사연구소 협약 체결 -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연구소

2월 18일   해양생물표본 확보·관리 및 수장고 운영에 관한 국제워크숍 개최 - 서울교육문화회관

2월 22일  거문도 바다생물 특별 사진전 개최 - 국립과천과학관

2월 23일  한국해양연구원 블로그 제2기 기자단 위촉식 - 동해분원

2월 25일  주한영국대사관  Jonathan Knott 부대사 연구원 내방

3일

9~10일23일

25일
23일

14일23~26일

18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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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March

4월 / April

10~11일
1일

16일

19일

8일
14일

28~31일
29일

3월 10~11일 제1회 동해워크숍 개최 - 동해분원

3월 14일  New KORDIAN 융화 과정 개최

3월 16일  한국해양연구원 - 베트남 생화학연구소 협약 체결

3월 28~31일  제8회 IOC/WESTPAC 국제과학심포지엄 주관

4월   1일  한국해양연구원 - 영국 플리머스연구소 KORDI-EU Lab 설치를 위한 협약 체결

4월   4일  KORDI-NOAA Lab 운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4월   8일  제70회 한림과학기술포럼 '지진해일의 이해와 재난대응 방안' 개최 - 서울 프라자 호텔

4월 12일  해군 해양전술정보단장 일행 연구원 내방

4월 19일  남극과학위원회 Colin Summerhayes  전 사무총장 연구원 내방

4월 26일  한국해양연구원 - 공주대학교 협약 체결

4월 29일 2011년 제4회 녹색성장해양포럼 정례 세미나 개최 -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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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May

6월 / June

16일 20일

24일 21일

18일 20~21일

28일 21일

5월 2~4일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5월   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차동 제1상임위원 연구원 내방

5월 16일  기초기술연구회 민동필 이사장 연구원 내방

5월 18일  안산 평화의집 봉사활동 실시

5월 24일  한국해양연구원 제8대 강정극 원장 취임식

5월 28일  '바다의 날' 기념행사 개최

6월   1일  신임 부서장 임명식

6월   9일  한국해양학위원회(KOC) 제1차 총회 개최

6월 20일  중국 산동성 해양어업청 Jijiasu 부청장 일행 연구원 내방

6월 20~21일 제2회 기후변화 국제 워크숍 개최

6월 21일   한국해양연구원 - 롯데건설 - (주)애경유화 - 호남석유화학 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 개발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6월 21일  피지 토지자원부 Filimone losefo Kau 차관 연구원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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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July 8월 / August

8일
8일

14일 10~15일

20~28일 17일
18일 25~27일

7월   8일   한국해양연구원 - LIG넥스원주식회사 수중무선통신

 네트워크 기술이전 협정 체결 - 국토해양부

7월 12일  워싱턴대학교 환경대학  Lisa Graumlich 학장 일행
 연구원 내방

7월 14일  미 해양국 국제협력 대표단 연구원 내방

7월 14일   Stephen de Mora 영국 플리머스(PML) 해양연구소장 
 연구원 내방  

7월 18일  원로과학자 초청 간담회 실시

7월 18일  IOC/UNESCO 의장실 현판식 개최

7월 25~27일  '독도사랑 나라사랑' 독도체험 프로그램 개최 - 독도

8월    8일   2006 노벨화학상 수상자 Roger D. Kornberg
 박사 연구원 내방 및 세미나 개최

8월 10~15일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참가 - 대구 엑스코

8월 17~19일  2011 을지연습 실시

8월 17일   국가사회적 문제해결형 연구사업단(NAP) 
 현판식 개최

8월 20~28일   2011 열대해양체험프로그램 개최 
 -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8월 25일  안산시 부시장 정승봉 연구원 내방

8월 31일   국제원자력기구 환경연구소 Maria Betti 국장  
연구원 내방 및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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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월 / September

10월 / October

4~6일2일

19일19일 19일7일

25일 31일26일 29일

9월   1일 한중 심해저 자원개발 공동워크숍 개최

9월   2일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처리 시스템 사용자 

 워크숍 개최

9월 6~7일  다이나믹 코르디 워크숍 개최 - 수원 라비돌 리조트

9월 19일  기초기술연구회 김건 이사장 연구원 내방

9월 19일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 제11차 공동위원회 개최 
 - 제주 KAL호텔

9월 20일  2011 상반기 기관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9월 26일   중국 국가해양국내 국가해양기술센터(NOTC) 일행 
연구원 내방

9월 26일   한국해양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 및 상호협력 협약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9월 29일  박현수 상임감사 퇴임식 개최

9월 29일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 참석 - 인천 쉐라톤 호텔

9월 29~30일  외국인 과학자를 위한 KORDI 오리엔테이션 데이 

 개최 - 동해분원

10월 4~6일   한국해양연구원 - 영국국립해양학센터 - 

 영국플리머스해양연구소 공동 세미나 개최

10월 7일  지식경제위원회 이화수 국회의원 연구원 내방

10월 7일  해양수산부 조정제 전 장관 연구원 내방 및 
 세미나 개최

10월 11~12일  한국해양연구원 - 일본 연안기술연구센터 
 공동 워크숍 개최 - 동해분원

10월 11~21일  AMETEC 해양환경보전 교육훈련 개최 
 - 남해분원

10월 13일  한국해양연구원 - 안산 청소년수련관 협약 체결

10월 19일   해양과학도서관,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 대전컨벤션센터

10월 25일  KORDIAN 무한충전데이 개최 - 대덕분원

10월 26일  디지털국토엑스포 참가 - 일산 킨텍스

10월 31일 제38회 한국해양연구원 창립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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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1월 / November
12월 / December

1일

9일

29일 20일

16일3일
1일

28일

27일30일

11월   3일 제1회 연안발전 포럼 개최 - 서울교육문화회관

11월 16일   한국해양연구원 - 미국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 CCS 
공동연구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11월 28일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 개최 
 -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일대

11월 28일   연구원 사보 'SEE the SEA', 제8회 국제비지니스 
어워드 본상 수상 - 서울 프레스센터

11월 29일  연구원 연보, 2011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 서울 프레스센터

11월 29일  한국해양연구원 - 멕시코 국영석유연구소 기술이전 
 계약 체결 

11월 30일  국토해양연구회 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

11월 30일  한국해양연구원 - 안산시청 서해안 해양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안산시청

11월 30일  해양심층수센터 생물전시실 개소식 
 - 고성 해양심층수센터

11월 30일  '2011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강성균·차선신 박사 연구성과 선정

12월   1일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운영기관 지정 협약식 개최

12월   1일  한국해양연구원 - 한국천문연구원 업무 협약 체결

12월   9일 2011 과학기술창의상 국무총리상 수상 
 - 서울 프레스센터

12월 12일  이기룡 신임 감사 취임식 개최

12월 19~20일  201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참가 - 서울 코엑스

12월 20일  변상경·채장원 책임연구원 정년퇴임식 개최

12월 22일   제7회 올해의 도시-어촌교류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 서울 수협중앙회

12월 27일   2011년 출연연 기관평가 우수기관 국무총리표창 
수상 - 국가과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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