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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0년,
대한민국 해양과학기술의 역사
막막했던 해양과학기술의 바다에 뛰어든 용기,
전 세계 바다를 누빈 도전정신,
미래를 비추는 KIOST의 역사입니다

1973.10.30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창립

1990.06.01
한국해양연구소
설립

1988. 02. 17
남극 킹조지 섬에
세종과학기지 건설

1992. 03. 07
이어도호(546톤)
취항
1992. 03. 20
온누리호(1,422톤)
취항

1997. 03. 28
남해연구소 설치
(경남 거제)

1998. 05. 0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설치(대덕특구)
1992. 05. 12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치 (중국 청도)

2001.01.01

2012.07.01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2000. 05. 30
태평양해양연구센터
설치(미크로네시아, 축주)

2002. 04. 29
북극 다산기지 설치
(스피츠베르겐 섬)

2008. 06.20
동해연구소 설치
(경북 울진)
2012.11.27
한·페루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설치
(페루 리마)
2004. 04. 16
부설 극지연구소 설치
(인천 송도)

269 명
KIOST는 국내외 대학 연계,
연구 실적 우수자
우선 채용 등을 통해
핵심 연구 인력 영입과
고급 인력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Accomplishments
탐험하고, 꿈꾸고,
발견하다

박사급 인력

871 건

바다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KIOST의 연구생산성
향상이 KIOST의
특허 등록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경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온 KIOST,
나눔과 소통으로 미래의 해양과학기술을 만들어갑니다.

특허등록

지난 10년간

(2003~2013)

기술료 수입

SCI 등록논문

KIOST는 SCI 등록논문을
다수 발표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447 편
15,295,435,812 원

14 개
KIOST는 유수의 국내 대학과
연계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 명
학·연협동 석박사
과정을 공동 운영 중인
대학

협력 약정을 체결한
외국의 해양연구기관

재학생

42 명
재학생

OST 재학생/교원

UST 재학생/교원

교원
KIOST는 국외 연구기관들과
활발한 공동연구, 정보^기술^인력
교류로 세계적인
해양연구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5 개

24

교원

명

108 명

New Beginning
바다와 지구를 향하여,
생명과 희망,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더 넓고, 더 깊고, 더 풍요롭고, 더 안전하게
인류의 행복이 자라는 KIOST의 바다를 만나러 갑니다.

글로벌 대양연구
선도기관

산^학 ^연
협력의 플랫폼

창의적
해양인재 양성기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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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KIOST
40주년,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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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해양연구기관을 향해
전진하는 KIOST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

2013년은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외에도 제주 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기공 등 연구

한해였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가 새롭

인프라 확대와, 장보고대상 수상, 해양과학도서관의 연이

게 부활하였고, 10월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은 대외 포상,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등 국내외에 KIOST

창립 40주년을 맞아 역사의 한 장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

의 이름을 드높인 값진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습니다.

2014년부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를 개소하여 본격적
인 연구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풍성한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 지구기후변화연구센터
국종성 박사 연구팀과 해양바이오연구부 임형순 박사 연구

이처럼 세계 최고의 해양연구기관을 향해 전진하는 KIOST

팀의 논문이 세계적 학술지인 ‘Nature’ 자매지에 게재되어

사람들의 열정을 연보에 담았습니다 . 아낌없는 격려와

KIOST 의 연구역량을 다시 한 번 과시하였으며 , 심해저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광물자원 채광로봇 ‘미내로’가 세계 최초로 1,370m 해저주

‘해양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를 목표로, 국민의 삶의 질

행 시험에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완공된 이어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해양과학

도해양과학기지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경제^사회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해양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다하겠습니다.

재평가된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24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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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연구분야

극지연구
Polar Research
해양순환·기후연구
Ocean Circulation &
Climate Research

해양운송연구
Marine Transportation Research

해외생물자원연구
Global Bioresources
Research

쇄빙선 운용
Operation & Management of the
Ice Breaker R/V Araon
해양방위연구
Maritime Security Research

연구선 운용
Operation & Management
of Research Vessels

해양생태계연구
Marine Ecosystem Research

해양환경·보전연구
Marine Environments &
Conservation Research

심해저자원연구
Deep Sea & Seabed
Resource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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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연구
Marine
Biotechnology
Research

선박평형수연구
Ballast Water Research

해양위성 연구
Ocean Satellite Research
해양관측기술 · 자료연구
Ocean Observation Technology & Information Research

인재양성·교육운영 활동
Human Resources & Education Activities

해양정책연구
Ocean Policy Research

해양과학 전문 도서관 운영
Operation of the Ocean Science Library

연안재해·재난연구
Coastal Disaster Research

해양시료도서관 운영
Operation of the
Library of Marine
Samples

남해특성연구
South Sea Environmental
Research

국제협력활동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
Offshore Structure & Plant Research
동해특성연구
East Sea Environmental
Research

연안개발·에너지연구
Coastal Development & Ocean Energy
Research

해양안전기술연구
Maritime Safety Research

해양시스템연구
Ocean System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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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요기능/비전 및 미션

Innovative KIOST

KIOST
목표

글로벌 대양연구 선도기관, 산^학^연 협력의
플랫폼, 창의적 해양인재 양성기관으로 발전

KIOST
주요기능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 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
해양 및 극지과학기술 정책, 제도 연구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해양 관련 기기^장비기술개발과 검^교정
해양과학기지 등 해양인프라 구축 및 운영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수탁^위탁 연구, 공동 연구 및 기술제휴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기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블루오션의 꿈을 전하는
바다요정 키오(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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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비전 및 미션

해양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

연구

해양 기초과학 및 응용^실용화 연구 개발

정책

해양 및 극지에 대한 국가 정책 지원

교육

해양 우수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

문화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해양과학문화 조성

대중화

대국민 해양과학 서비스

KIOST 4대 핵심가치
수월성, 국제성, 책임성, 융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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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53%
임원

2명
34%
연구직

186명

행정직

27명

기술직

118명

기능직

8%

15명

4%
1%

합계

348명
임원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재정현황

직접비

67.5%

자체수입
64.7%
정부출연금
35.3%
인건비

17.4%
(단위 : 백만 원)

경상운영비
6.0%

기타

9.1%
(단위 : 백만 원)

78,658

인건비

38,961

자체수입

144,481

직접비

150,628

정부수탁
민간수탁
기타연구

125,846
9,861
3,300
5,474

주요사업
정부수탁
민간수탁
기타연구

37,103
103,625
6,700
3,200

223,139

경상운영비

13,319

기타

20,231

시설비
차입금상환
기타

16,707
0
3,524

총계

223,139

정부출연금

기타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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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비 현황

72건
62,797백만 원

주요사업

28.5%
연구비
과제수

121건
132,173백만 원
국가 R&D 사업
60.0%
연구비
과제수

94건
25,253백만 원

수탁연구사업

11.5%

연구비
과제수

재원별 연구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주요사업
(자체사업포함)

해양수산부
R&D

기타부처 R&D
(미래부, 산자부, 기상청 등 )

정부수탁
(해군, 지자체 등)

민간수탁
(소액과제 포함)

합계

과제수(건)

72

73

48

40

54

287

금액(백만 원)

62,797

113,855

18,317

16,570

8,683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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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해양기반연구본부

● 해양환경^보전연구부
● 해양순환^기후연구부
● 해양생태계연구부
● 해양환경방사능연구센터

제1부원장
응용기술연구본부

● 심해저자원연구부
●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 해양바이오연구부

국제협력본부

특성화연구본부

국제협력실
국제공동연구센터

● 연안재해^재난연구센터
● 해양위성센터
● 해양방위센터
●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해양관측기술•자료본부

감사부

● 해양과학데이터센터
● 기기검교정^분석센터

남해연구소
감사

● 남해특성연구부
● 해양시료도서관
● 선박평형수센터
● 연구선지원실
● 운영관리실

이사회

원장

동해연구소

● 동해특성연구부
● 독도전문연구센터
●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 운영관리실

부설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해양운송연구부
● 해양플랜트연구부
● 해양안전기술연구부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해양정책연구소

● 해양시스템연구부
● 산업정책협력실

해양정책^영토연구실
해양환경^산업연구실
융합연구전략실

● 운영관리부
인력양성^교육운영본부

● 해양과학도서관
● 학사^교육지원실

제2부원장

● 경영기획부

해외센터^연구실

● 행정관리부

•한^중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태평양해양
연구센터

● 연구사업개발부
● 보안^안전관리단
서해연구소^설립추진단

● 시설관리단
● 해양R&D실용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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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2

2011

2004

1994

건물

1984

2013

2012

2011

2004

1994

부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산본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원)

건물 : 30,568m2 / 부지 : 92,939m2

건물 : 41,131m2 / 부지 : 153,985m2

남해연구소 (분원)
2

동해연구소 (분원)
2

건물 : 13,100m / 부지 : 62,146m

건물 : 8,056m2 / 부지 : 95,890m2

92,3
93 m 2

120
,369
m2

305
,940
m2

5,41
6m2

19,7
02 m 2
변동추이

402
,288
m2

402
,553
m2

404
,960
m2
85,9
37 m 2
58,4
61 m 2

92,7
31 m 2

92,85
5 m2

건물 및 부지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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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관운영 전략

KIOST
발전목표
글로벌 대양연구
선도기관

전략목표 1

전략목표 2

기후변화 및 해양재해
대응기술 개발
•기후변화 예측 및 해양재해
대응기술 개발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생태계 관리
• 동해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생태계 관리

산^학 ^연
협력의 플랫폼

창의적
해양인재 양성기관

전략목표 3

전략목표 4

전략목표 5

미래 해양생물자원 개발

해양에너지 및
첨단항만시스템 기술개발

해양과학기술 기반 확대

•해양생물자원 탐사^개발
연구

•해양에너지 및
해양공간 이용기술 개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과학기술 개발

• 남해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생태계 관리

•창의적 아이디어 지원

KIOST 중장기
발전전략
해양기초과학 연구

해양 응용 및
실용화 연구

현안 문제
해결 연구

국내외 환경변화

STEP 및
SWOT 분석

기관임무

환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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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 주요성과

동해권 해양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영토주권을
공고화할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가
문을 열다

심해저 광물 채광로봇 미내로,
세계최초 수심 1,370m 해저주행 시험 성공으로
망간단괴 개발 기술 상용화의 계기를 이끌다

KIOST 창립 40주년,
한국해양과학기술 40년을 기념하다

극지기후^엘니뇨 분석을 통한 이상기후
원인을 규명하다

이어도 기지의 해양관측자료,
NASA를 통해 전 세계에 배포하다

제주권역 해양생물 활용,
해양바이오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제주 국제
해양과학 연구지원센터 기공식이 열리다

밍크고래의 유전체적 특성을 세계 최초로
파악하여 세계 고래 분자 유전학 분야를
선도하다

국제비즈니스대상,
2013 커뮤니케이션 대상 등 해양과학대중화를
위한 소통의 노력을 인정받다

우리나라 해양경쟁력을 높일 5천톤급
대형해양 과학조사선 조감도가 최초로
공개되다

선박해양플랜트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부설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설립하다.

KIOST의 빛나는 성과,
IBA 3관왕,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및 연보,
사보, 교육기부, 웹 어워드 시상 등 외부 수상으로 인정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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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 연구

22

해양기반 연구

27

응용기술 연구

35

특성화 연구

44

해양관측기술자료 연구

54

남해특성 연구

58

동해특성 연구

60

해양운송 연구

64

해양플랜트 연구

68

해양안전기술 연구

72

해양시스템 연구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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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태평양 연구인프라 구축
권문상 책임연구원 (해양정책연구소)
E-mail : mskwon@kiost.ac

적도태평양 도서국은 적도 이남과 이북에 있는 일군의 섬나라들로 최근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 연안침식,

연구내용 및 성과

해양오염 등 전 지구적 혹은 지역적 규모의 환경변화가 매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곳이다. 이 지역은 또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쟁하는 정치적, 외교적 각축장이기도 하다.
최근 새로운 해양 경제영토 창출의 관점에서도 적도 태평양이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태평양에서의 다양한 자원탐사 및 개발, 해양환경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서는 적도태평양 도서국에 초점을 맞춘 연구인프라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 사업은 적도태평양 도서국별 사회^경제환경 및 기초 해양환경 조사를 통해 도서국별 연구 및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서국들의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며, 우리나라 해양진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적도태평양 지역조사 및 연구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
나라 국익창출에 이바지하는 과학외교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활용분야

- 적도태평양 14개 도서국 사회ㆍ경제 환경에 대한 기초정보 제공
- 적도태평양 도서국 외국인 투자법제 및 투자환경 정보 제공
- 적도태평양 도서국 현안문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
- 적도태평양 도서국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반 기초 현황 자료 제공

그림 1. 적도태평양 도서국 및 EEZ 경계 현황

그림 2. 피지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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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제2차 기본계획
박성욱 책임연구원 (해양정책·영토연구실)
E-mail : swpark@kiost.ac

해양심층수 제2차 기본계획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제1차 해양

연구내용 및 성과

심층수 기본계획 이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5년간 해양심층수자원의
보전^관리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및 수자원 부족, 미래 청정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증가 등 해양심층수 자원의 활용여건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재까지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양심층수 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자원의 체계적 관리^보전 및 산업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조기정착 및 활성화, 다목적 활용기반 확대 및 강화, 자원 및 환경
관리 분야에서 총 8개 세부사업을 도출하였다.

비전

해양심층수 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목표

해양심층수 자원의 체계적 관리·보전 및 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해양심층수 자원의 체계적 이용과 관리를 통한 지속적 성장추진
•해양심층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해양심층수 자원의 활용범위 확대
•해양심층수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환경관리

추진전략

•산업 성장단계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전략 추진
•해양심층수의 이용범위 확대 및 고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신기술 중점 개발
•해양심층수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환경 보존체제 유지
• 관계부처 및 세부사업 주체간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

그림 1. 해양심층수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활용분야

- 해양심층수 자원의 활용과 관련 산업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중장기 지침으로 활용
- 해양심층수 자원활용 및 산업육성 선진사례^정보로서 활용 가능
- 해양심층수 자원활용 범위 확대 및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추진(R&D)의 근거로 활용

매우 안정적인 무한 자원임

저온, 항온(심층수) 및 태양 에너지(표층수)를 보유

화석연료를 활용하지 않는 청정에너지 자원

계절적 변동을 예측하여 계획적인 활용 가능

환경 악영향이 없고, 환경개선에 활용 가능
그림 2. 해양심층수의 특성과 활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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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헌 책임연구원(해양환경^산업연구실)
E-mail : shpark@kiost.ac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 및 활성화 정책
지원 방안 수립 연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는 20세기 산업경제, 정보경제에 이어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

연구내용 및 성과

하고 있다. 창조경제가 창조산업, 관광레저 등 관련 소비부문을 비롯하여, 환경, 계층, 지역 등으로 구성된
복합적 시스템을 표방하는 것이라면 바로 해양산업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해양수산 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전망 분석을 통하여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해양수산산업을 해양수산 전통산업과 해양수산 신산업으로 세분화하여 해양수산산업의 현재를 분석
하고 전망을 통해 해양수산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양수산 신산업의 성장동력화 방안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해양수산 신산업의 사업화 전략으로서 해양수산 분야의 국내^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이전 촉진과 해양수산 신기술인증제도(NET) 및 평가 인증시스템 구축, R&D성과 사업화기업 정책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전략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정책지원 방안으로서 2017년까지 해양수산산업의 신규시장 40조원
창출, 국가 GDP 기여도 7% 달성, 신규 일자리 5만 명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고,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4대 추진전략은 1) 해양수산 분야 R&D 강화(산업별로 차별화된 R&D 육성·지원,
일자리 창출 중심의 R&BD 투자 강화, R&D 시스템 전문화·효율화), 2)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창출(해양수산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BT·IT·ET·NT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新Biz 시장 창출을 통한 신산업 발굴),

3)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통한 벤처·중소기업 육성(기술실증 및 기술사업화 촉진, 벤처·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역·광역권별 특화전략산업 육성), 4)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법 제정 및 제도
개선,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해양 거버넌스 추진체계 정비)이다.

활용분야

- 해양수산산업 분류체계 구축 기초자료로 활용
- 해양과학기술 기반 중장기 로드맵 설정 및 구축 자료로 활용
- 해양수산부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그림 1. 미래해양자원 기술개발

그림 2. 해양청정에너지 기술개발

그림 3. 해양환경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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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및 시행령 개정
양희철 책임연구원(해양정책^영토연구실)
E-mail : ceaser@kiost.ac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법은 유엔해양법협약을 국내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관할해역에

연구내용 및 성과

서 해양과학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 : MSR)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절차와 관련 의무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1995년 제정된 해양과학조사법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일부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국제 해양
과학기술의 환경변화에 적극대응하지 못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한반도 주변수역은 주변국과 해양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바, 법 개정과정에서는 우리
나라 관할해역 해양자원의 적극적 보호를 위한 절차, 관리, 과학기술 변화 수요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관할해역의 정의, 외국인의 정의, 해양과학조사 결과에 대한 이익공유 근거, 외국 조사선박의
단순 기항에 대한 허가제도, 벌칙조항에 대한 타법과의 형평성 확보 등을 포함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법안은 2013년 7월 2일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13년 8월 1일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같은 해 8월

13일)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4일 시행되었다. 개정된 법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이 2013년 11월 14일
개정^시행되었다.

해양
과학
조사
(MSR)

구분

한국

일본

중국

근거법

해양과학조사법

관할수역에서의 해양과학
조사 수행 지침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규정

대상해역

영해/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영해/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내수/영해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영해 해양과학조사

허가

동의

허가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해양과학 조사

동의

동의

동의

계획서 제출

6개월전

6개월전

6개월전

그림 1. 한중일 해양과학조사 법제 비교

활용분야

- 주변해역 해양과학조사 갈등 및 자원 보호 대응 강화
- 해양과학조사 결과에 대한 이익배분 근거를 확보하고, 외국인의 관할해역 해양과학조사 접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 관할해역의 정의, 복수국적자의 외국인 간주 등 해역 관리 및 자원보호의 능동성 확보
- 외국 조사선의 단순기항 사전 허가제 도입 등 해양과학기술의 환경변화 요소 수용으로 관할해역 자원
접근에 대한 관리역량 강화

그림 2. 관할권 주장 차이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갈등(사례)

그림 3. 연안국의 과도한 관할권 주장에 따른 갈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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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 연구

차세대 해양생명공학사업
추진방안 연구

강길모 선임연구원(융합연구전략실)
E-mail : kanggm@kiost.ac

이 연구는 2004년부터 2013년 사이에 지원된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 사업에 대하여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연구내용 및 성과

미래 10년(2014년~ 2023년)의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해양생명공학
기술개발사업은 해양생명공학산업을 21세기 미래주도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
생물유래 신소재, 해양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 R&D 사업이다. 동 사업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투자를 통해 해양생명공학 산업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기틀이 마련되었고, 현재는 차세대 10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구상에 서식하고 있는 생명종의 80%이상은 해양에 서식하고 있고, 이 중 산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생명종은 1% 미만이다. 그리고 해양생명공학산업은 1980년대 이후에서야 R&D 활동이 시작
된 신생 산업 영역이다. 이 분야는 신생산업 영역이기 때문에 독점적 물질특허권 확보 및 유용 신물질 발견
확률이 높아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R&D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이다. 반면 우리
나라 국가 생명공학 R&D 중에서 해양생명공학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은 2% 미만으로 낮아 향후 적절한 수준
의 R&D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미래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을 마련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 연구체계 및 지원정책을 수립을 통해 개방형 산^학^연
연구체계 수립은 물론, 전략적 연구기획 및 정책지원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미래예측을 통한
첨단 신기술 분야 도출을 포함하여 연구분야 별 해양생명공학사업 기술기획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
에서 차세대 중점 육성분야의 도출은 물론, 성공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실행전략과 성과지표체계 등
을 다루었다.

- 해양생명공학산업을 21세기 미래주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중점 육성기술

활용분야

분야 도출

- 중점육성기술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RFP 작성 및 평가지표체계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해양생명공학기술
개발사업 운영

2014~2013 해양생명공학
기술개발사업
해양바이오 21사업 기획연구 실시

2014~2023 해양생명공학
기술개발사업

2014~2023년 해양생명공학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비전 : 풍요로운 미래와 국민행복시대를 선도하는 해양바이오

'마린바이오 21사업' 3개 연구단 연구착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으로 관리업무 이관
해양생명자원종합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경제적 가치 창출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 점유율

•생산유발 : 1.1조원
•취업유발 : 1만 명

해양생명자원확보
및 생명현상 이해

•2.0%~5.0%

식량자원

기술수준 향상
•선진국대비 61.9% ⇢ 85.0% 수준

에너지

신소재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출범
해양수산부 '해양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수립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활성화 대책' 수립
'차세대 해양생명공학사업 추진방안 연구' 기획연구 착수
해양수산부 출범

그림 1.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추진경과

해양생명공학사업 R&D 투자 3배 이상 확보
2014~2023년까지 10년간 6,000억원 투입

그림 2. 차세대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 사업 비전 및 목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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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의 해양환경 변화가 한반도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전동철 책임연구원(해양기반연구본부)
E-mail : dcjeon@kiost.ac

기후변화에 따른 열대북서태평양의 해양변동성이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을 위하여 해역별

연구내용 및 성과

상관성과 해양변화의 장기 변동성, 북서태평양의 대기와 물리, 생지화학 인자의 변동이 우리나라 주변해역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북서태평양에서 열대해역의 해류, 해황, 부유퇴적물 등에 관한 장기 관측을 위하여 9개의 고정점 장기계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관측결과로부터 북서태평양의 장기 해류 변동과 기후 인자와의 상관성, 아열
대반류(SCC)의 유지 기작, 그리고 북서태평양의 침강유기물 장기변동과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산정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쿠로시오 수역과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해양환경 탐사를 통하여 해양생태계의 변동성을
동반연구 중이며, 해역별 부유생물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적 특성, 해양환경·생태계 변화 요인에 따른 부유
생물 군집의 연변동성, 난수성 지표종을 이용한 해역별 연계성, 그리고 대한해협의 기후변화 지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였다.
북서태평양 해양 - 대기 모델 연구를 통하여 기후모델과 재분석 자료에 나타난 엘니뇨와 북태평양장기변동

(PDO)의 관련성, 기후변화에 따른 서태평양 기후시스템 영향 규명, 기후모형 분석을 통한 북서태평양 미래
변화 전망, 동아시아 연해와 열대서태평양 순환 경년변동 모의, 그리고 플리머스연구소(PML)의 순환 - 생태
접합모델 (POLCOMS-ERSEM) 구축, 운영을 통하여 북서태평양에서 해수순환과 생지화학 변동성 모의 등을
수행하였다.

활용분야

- 전지구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주변해역 환경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북서태평양의 생태계 모델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순환-생태계의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능력 확보

- 북서서태평양과 대륙붕해역의 해양환경^생테계 자료를 획득하여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장기 해양환경
보전 정책수립에 활용

그림 1. 북서태평양의 해류 모식도와 계류 정점

그림 2. 북서태평양 3차원 해양물리-생지화학 접합 모델에 의한 a) 클로로필, b) 규조류, c) 중형동물플랑크톤의 번성시기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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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종성 책임연구원(지구기후변화연구센터)
E-mail : jskug@kiost.ac

통합 기후예측 시스템을 위한 기후예측
시뮬레이터 개발 및 대양관측
교육과학부 출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통합 기후예측 시스템을 위한 기후예측 시뮬레이터 개발 및 대양

연구내용 및 성과

관측’ 사업의 최종 목표는 기후 변화 및 장주기 기후 변동을 예측 파악할 수 있는 전 지구 고해상도 기후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2013년에는 KIOST 고유의 지구 시스템 모형 개발의 중간과정으로서, 탄소순환을 고려하기 위하여 해양의
생지화학 과정 모형이 구축되었다. 해양의 생지화학 과정 모형은 미국 GFDL에서 개발된 TOPAZ 모형을 기반
으로 25개의 해양 생지화학적 진단 변수들과 그들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있다.
해양생지화학 모형은 기존의 해양 - 대기 - 해빙으로 구성된 KIOST 기후시스템모형과 접합되어 상호 양방향
상호작용이 고려되었다. 접합된 KIOST기후 모형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년 이상 장기 적분되었다.
장기 적분결과 기후 표류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양, 대기의 기후장 및 변동성이 안정되게 잘 모의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해양생지화학 과정과 물리과정과의 상호작용에 매우 중요한 해양 클로로필의 기
후장과 경년 변동성도 위성관측과 매우 유사하게 모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양생지화학 과정과의
접합이 잘 수행되었으며, 향우 이 모형을 이용한 기후연구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 모형은 추후 역학 지면
모형과 대기 탄소순환 모형과 접합되어 탄소순환이 고려된 KIOST 지구시스템 예측모형으로 개발될 것이다.

활용분야

- 미래 기후 변화 전지구 시나리오 산출
- KIOST 기후예측 시스템 구축

KIOST Model

Satellite Observation

그림 1. KIOST 기후 모형이 모의한 해양 클로로필의 평균장(a), (b) 및 갱년 변동성(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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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해양지중저장
환경위해성 평가관리 기술

박영규 책임연구원(해양순환^기후연구부)
E-mail : ypark@kiost.ac

성공적인 CO2 해양지중저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연구내용 및 성과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전 해양환경에 대한 기본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CO2 지중저장 후보해역인 동해 남서부 및 대한해협 북단 해역의 해양환경
을 조사하여 과학적 배경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후보해역을 중심으로 한 협역 및 광역 현장관측을 통해 물리,
화학, 생물, 수질 등 기초해양환경 자료 획득, 동해 탄소순환 및 해저토에서의 탄소 순환 정량화, 해양-대기 이
산화탄소 교환량 측정, 이산화탄소 분압과 pH 및 영양염 수직분포 자료 획득 등을 수행하였다. 이 관측결과
로부터 저장후보 해역에 강하게 존재하는 반일주기 내부조석파의 생성 및 이에 따른 해수혼합 변동을 처음
으로 관측하였다.
해수내의 이산화탄소 등 다상 유체 거동에 대한 모의 기술 개발, 장기 CO2 및 pH변화양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Vector유속계를 활용한 실험실 규모 Bubble rise실험, CO2 미세전극 측정법 표준화, CO2 농도 증가에
따른 미세조류 영향 평가 등을 통해 CCS 수행에 따른 물리적 환경영향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누출 CO2에 의한 해수 화학변화 연구, 잠재적 오염물질이 공존할 경우와 공존하지 않을 경우로 나누어 실시
한 치사 및 아치사 영향 연구 등을 통해 CO2 누출에 따른 해양생물 환경영향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
한 실험실 규모 연구 수행과 더불어 부유, 저서, 어류생태계의 지표통합형 평가체계 개발 및 무생물 관련 지
수를 이용한 해역 생태계 건강성 평가체계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활용분야

- CO2 확산예측 수치모형 개발을 통해 오일 누출,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등의 다상 유체에 대한
모의를 수행하는 데 가용한 예측기술 확보

- 국내 생물종으로 CO2 지중저장 후보해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변화에 의한 생물영향을 평가하고
외국사례와의 비교 및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지적 재산화하여 산업적인 활용을 기대

- CO2 미세전극 제작 및 측정법을 표준화함으로써 해수 및 퇴적물 내에서 빠르고 쉽게 CO2 농도를 검출할
수 있는 기반 기술 확보

그림 1. CO2 지중저장 후보해역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현장
관측 맵

그림 2. CO2 지중저장 후보해역(그림 1의 cyan +)에서 관측된 내부조석파

그림 3. 랜더(Lander)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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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투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정창수 책임연구원(특정해역보전관리연구센터)
E-mail : cschung@kiost.ac

이 연구는 런던의정서 체제를 국내 제도권에 수용하고 폐기물 투기해역의 오염방지 및 관리방안 마련 등

연구내용 및 성과

폐기물 해양투기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적인 연구 내용은 1) 폐기물 투기해역의 정밀모니터링을 통한 건강상태 평가, 2) 런던의정서 준수를
위한 기술 지원 및 공동협력, 3) 해양투기 관련 국내외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통한 폐기물 최적관리 공감대
조성, 4) 폐기물 해양투기 최적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관리정책 기술 지원이다.
그동안 이 연구를 통해 해양투기 육상폐기물 중 80%를 차지하는 하수오니, 가축분뇨 및 음폐수의 해양투기
금지를 이끌어 냈다. 더 나아가 2013년에는 런던의정서의 사전예방원칙에 의거하여 나머지 폐기물에 대한
해양투기도 육상 수용^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육상처리업체의 수탁불가 확인서와 육상처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허가하였다. 향후, 2015년 12월까지 단계적 감축 및 2016년 1월부터 해양투기 전면 금지
를 위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도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써 해양환경 보호 뿐만 아니라, 폐기물
재활용 산업을 발전시키는 시너지 효과도 창출했다.
연구팀에서는 또한 런던협약/의정서 합동과학그룹 의장과 합동당사국총회 부의장, 그리고 당사국 준수여부
를 평가하는 준수평가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위원 등 런던협약/의정서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주요 임원
으로 재선출됨으로써 국제 위상도 제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폐기물 투기해역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폐기물 투기해역 환경감시 기술 제공

활용분야

- 런던의정서 준수를 통한 국가신뢰도 확보 자료 제공
- 폐기물 해양투기 관련 국가 환경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

동해
인천

포항 동방 125km
수심 200~2,000m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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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병

포항

군산

울산

목포

부산
창원
여수

동해정

울산 남동방 63km
수심 150m

Disposal amount at sea of Waters(x1,000m3)

동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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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폐기물 해양투기 해역도

그림 2. 이 과제 시행 후부터 지속 감소하는 폐기물 해양투기량 그림 3.런던협약/의정서 합동당사국총회에서 발언하
는 대한민국 대표단(2013. 10. 14~18 국제해
사기구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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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해양환경 개선 사업
김경태 책임연구원(해양환경^보전연구부)
E-mail : ktkim@kiost.ac

시화호는 1970년대에 계획된 국가에 의한 대규모 간척종합개발 사업에 따라 만들어진 경기도의 시흥시,

연구내용 및 성과

안산시, 화성시에 둘러싸인 인공바다호수이다. 1987년 6월 방조제 공사를 착공하여 1994년 1월에 시흥시
오이도와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를 잇는 주방조제가 완공되면서 호수가 탄생하였다. 시화방조제는 총 길이

12.7km이고, 호수면적은 56.5km2이며, 총 저수량 332백 만톤이다. 시화호는 방조제 완공후 ‘죽음의 호수’라
는 오명으로 해양환경 문제의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연안통합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
된 시범해역으로서, 기존의 부문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육역과 해역의 통합, 관리계획의 통합, 관리 주체간
통합을 통해 생태계 기반의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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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주요 연구내용은 시화호 관리위원회 운영지원, 시화호 유역과 주변해역 환경모니터링(수질, 퇴적
그림 1. 시화호 영문 홈페이지 개설
(http://www.shihwaho.kr/index_eng.php)

활용분야

물, 조간대생태계), 유역 및 해역수질모델링, 시화호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계획 수립,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지역역량강화와 홍보활동(홈페이지, 특별관리해역 네트워크 구축, 교육^훈련, 뉴스레터 발행 등)이다.

- 시화호의 오염물질의 거동 및 수질 예측
- 시화호-인천 연안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정책 자료 제공
-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화호 유역 연안통합관리제도 시행

그림 2. 시화호 유역에서의 오염물질 유입량 조사

그림 3. 시화호 퇴적물의 연도별 영양염 용출량 비교

그림 4. 조력발전소 가동 후 시화호 갯벌 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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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구조변동 진단
현장적용 기술 개발

이윤호 책임연구원(해양생태계연구부)
E-mail : ylee@kiost.ac

해양생물자원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생태계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

연구내용 및 성과

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는 다양한 생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석, 한류와 난류, 계절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그 구조가 빠르게 변동하는 특징을 갖는데, 기존의 해양생태계 구조 연구는 현장 시료채집, 실험실
로 이동과 분석, 결과 도출, 정보제공의 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연구의 목
적은 급속히 발전한 MT, BT, IT 기술을 융합하여 해양생태계 구조 변동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 정보를 국민에
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미세하고 다양한 해양생물종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BT분야의 최신기술인 DNA바코드 분석과 유전체대
량분석 기술을 연계하였다. 통영해역을 연구지역으로 하여 플랑크톤 시료를 2주 간격으로 채집하여 분석함
으로써 연중 남해연안 해양생태계의 구성생물의 시기에 따른 변동을 파악하였다. DNA바코드를 이용함으로
써 형태동정이 불가능한 어란 및 무척추동물 유생 등의 종판별도 쉽게 이루어졌다. 또한 종 특이적인 염기서
열을 이용하여 주요 지표종 및 유용생물의 출현을 현장에서 분석할 수 있었다.
수중음향기술을 이용하는 MT분야에서는 실시간 적조탐지 음향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양현장에서 운영하면
서 막대한 산업 피해를 유발한 적조생물의 번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였다. 올해 남해연안 적조 대발생
시 이 사업에서 개발된 적조탐지 음향시스템은 직접 관찰할 때의 예보보다 3~4일 빠르게 주의보 및 경보 단
계의 적조발생을 탐지할 수 있었다. 해양생태계 출현 생물에 대해 현장에서 파악된 정보는 유무선 통신체계
를 타고 데이터베이스에 전달되며, 일반에서 서비스 되도록 하고 있다.

- 해양생태계 지표종 및 유용 생물종 출현 판별을 통해 산란 관측과 효과적인 생물자원 관리

활용분야

- 기후 및 환경변화로 인해 한반도에 유입되는 아열대 생물 모니터링
- 남해 해양생태계 구조의 연변동 분석과 예측
- 실시간 적조탐지 음향시스템의 현장 운용을 통한 적조 발생 탐지 및 예보, 적조피해 방지
- 적조탐지 음향시스템의 산업계 기술이전을 통한 상품화
- 해양생물 종정보 및 출현정보의 실시간 서비스를 통해 국민생활 편익 증진과 국가 해양생물자원 관리의
정책적 활용

시료채집

시료처리

시료분석

해양생물
정보서비스

무선 전송
(자료 전송 및 제어)

무선 전송

CUFES

Net

시료의 형태동정
위한 촬영

① NGS를 통한
생태 구성종
확인

위치 및 자료 전송
(GPS/CDMA)

육상 센터 제어시스템
태양열 전지판

전원 저장부

채수
① 정량시료의
mtDNA 추출
② 정량시료의
gDNA 추출

그림 1. 생태계 구조변동 분석 체계도

수온/연분 센서

② Realtime PCR
생태계 지표종 및
유용 생물종 출현
여부 파악

현장 모니터링
자료 입력 및 검색

초음파 센서

적조탐지 시스템 제어부
부이형 적조탐지 시스템

그림 2. 실시간 적조탐지 음향시스템과 유비쿼터스 관리 체계(좌), 적조탐지 음향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적조 발생 탐지 (2013. 6. 29~8. 20)(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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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MRC(해양생물자원^연구보존센터)
운영

연구내용 및 성과

명정구 책임연구원(통영해양생물자원^연구보존센터)
E-mail : jgmyoung@kiost.ac

이 사업의 목적은 통영해양생물자원연구^보존센터(MRC)의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 남해 연안 주요 해양
생물자원과 생태계 연구 및 통영 MRC를 활용한 연구 사업 지원, 그리고 통영 MRC를 활용한 교육 및 체험 프
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통영MRC는 통영시 산양면 연안, 육지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수심이 40m 이하로 얕고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은 해역이다. 수중 환경은 여름에는 25℃이상 고수온, 겨울에는 10℃전후의 저수온을 유지
하여 연중 수온차이가 큰 특성을 보인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통영
바다목장의 보호수면 안에 위치하고 있다. 시설은 해상가두리 외에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종 보존 관리를
위한 사료제조기, 현장에서의 각종 실험들을 위한 해상 실험실 및 세미나룸과 3톤, 5톤 급 조사선 2척을 보유
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통영 MRC 연구 시설과 선박의 보수 및 유지^관리, 해양 생물자원 종 보존 및 환경
모니터링, 통영 MRC시설을 활용한 12개의 각종 연구 사업지원이다. 그동안 관리해 오던 참돔, 돌돔, 농어,
민어 등 해양생물종 외에 성게, 해파리, 게류 등 남해안의 유용, 유해생물이 채집, 관리되었다. 교육으로는
통영시내 중등학생 대상으로 해양생물, 바다목장 현장체험 실습이 이루어졌다.

그림 1. 해파리 관련 실험 장면 및 통영바다목장 수중세계

활용분야

- 종 보존장으로서의 체제 구축으로 남해 생물종 다양성 유지 관리의 핵심시설로서의 역할 정착
- 유용유해생물종을 활용한 해양생물 관련 기초실험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소득증대 및 피해저감
효과도출

- 해양생물, 바다목장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정착으로 대 국민 해양교육 기능 확대
- 주요 해양생물종 및 남해해역에서의 연구지원에 의한 과학적 현장 활용으로 연안생태계 건강성 유지

그림 2. 통영MRC 시설 전경 및 세부 시설

그림 3. 통영해역 바다목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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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충격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예측시스템 개발 연구 - 해양방사능 충격

정경태 책임연구원(해양환경방사능연구센터)
E-mail : ktjung@kiost.ac

2011년 3월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 이후, 다수의 원전이 위치하게 될 북서태평양

연구내용 및 성과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방사능 유출사고 긴급대응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2
년부터 해양방사능 거동 예측 모델 개발, 해양방사능 물질의 해양생물에의 전이 평가 모델 구축, 해양방사능
분포 모니터링 및 지진해일 전파 모델링 등 4가지 세부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후쿠시마 기인 해양방사능 물질의 초기 거동 예측을 위해 우크라이나 IMMSP(Institute of Mathematical

Machine and System Problems) 연구팀과 공동으로 유한요소법 (FEM) 기반의 국지모델을 개발하고 일본
학술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국제모델 비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장기적인 거동 예측을
위해 중국 FIO(First Institute of Oceanography)와 더불어 유한차분법 (FDM) 기반의 전지구 모델을 개발^
적용하였다. 또한 황동중국해를 대상으로 부유퇴적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첨단모델링 시스템이 개발 중
에 있다.
북서태평양을 대상으로 역학적 해양먹이사슬 기법에 기반한 박스모델 기반의 해양생물 영향평가 모델을

IMMSP, FIO, 서울대와 공동으로 구축하고 후쿠시마 사고에 적용하여 방사능 물질이 장기적으로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후쿠시마 주변 식물 및 동물성 플랑크톤, 갑각류, 연체동물, 초식성
및 육식성 어류 내의 방사능 물질의 축적량 변화를 검토하고, 수산물 섭취에 따른 후쿠시마 사고 전후의
한국, 중국 및 일본 국민의 집단피폭선량 변화를 산정하였다.
해양방사능 물질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알래스카 및 한국 - 뉴질랜드 구간에서 극지연구소의 협조
하에 쇄빙선에 탑승하여 해수 시료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해양 방사능 물질이 부유퇴적물 및 해양생물로
전이되는 양을 결정하는 분배계수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거동 및 수산물에의 축적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정책

활용분야

수립에 활용토록 지원

- 국제 해양방사능 모델 비교 연구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에 기여

(a)

해수

(b)

육식성 어류의 예측치
초식성 어류의 예측치
육식성 어류의 관측치

연체동물

(b)

식물플랑크톤

갑각류
동물플랑크톤

(c)

(d)

초식성 어류

먹이추출
육식성 어류

그림 1.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의 농도 모델실험 결과
(2011. 4월 중순 및 5월말) 용존 방사능(a), (b),
해저퇴적물에 축적되는 농도(c), (d)

농도 Bq/kg

(a)

연도

해수수출

그림 2. 해양 먹이사슬 (food chain)에 따른 해양 생물내 방사능
전이 과정(a) 및 산정된 후쿠시마 인근 어류내 초식성 및
육식성 어류 내 Cs-137 농도(b)

그림 3. 2011년 동일본 지진과 유사한 규모의 지
진이 일본 Nankai 해구에서 발생시 한국
및 중국으로의 지진해일 전파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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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지상범 책임연구원 (심해저자원연구부)
E-mail : sbchi@kiost.ac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은 2015년까지 상용

연구내용 및 성과

화기반 기술확보를 목표로 자원잠재력, 심해환
경, 통합채광, 단괴제련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대표지역에 대한
채광도 작성, 2015년에 예정된 환경충격시험을
위한 환경기초자료 확보, 채광로봇 미내로의 채
광 성능시험, 2톤/일 제련시설 제작 및 시험을 연
구개발 목표로 설정하였다.

2013년 실해역 탐사에서는 우선채광 지역 일부
와 환경충격시험 예정지역에 대한 정밀 해저지
형 정보(수평해상도 5m)와 해저면 영상자료, 기
초 환경자료인 물리, 화학, 생물, 지질자료를 획
득하였으며, 제련 시험에 필요한 망간단괴 18톤
을 채취하였다. 또한, 동해 수심 1,370m 해역에
서 미내로의 채광성능시험과 2톤/일 단괴제련

그림 1. 미내로 채광성능 시험 결과(약 80%의 단괴 채집효율)

실증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활용분야

그림 2. 환경충격시험 예정지역 지구물리탐사 결과
정밀 해저지형도(a), 음향 특성도(b)

- 500기압 이상의 환경적응 소재, 정밀제어 계측, 기계, 로봇산업 등에 기술 파급
- 해양플랜트 건설, 유지, 관측시설 설치 개발 등

그림 3. 심해저카메라 관측선상의 정지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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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문재운 책임연구원 (응용기술연구본부)
E-mail : jwmoon@kios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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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및 성과

개발지역 선정 및 독점적 탐사권 획득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13년도에 수행된 주요성과로는 남서태평
양의 피지로부터 승인된 해저열수광상 탐사권지역을 대상으로 2차년도 열수플룸 정밀 조사를 수행하여 6개
의 열수분출 근원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중 1개 지역에서 열수광체를 채취하여 광체형성을 확인하였다.
피지 해저열수광상은 향후 민자유치를 통해 ROV 탐사와 시험시추를 포함하는 2단계 정밀탐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해저기구에서 공해상 망간각 탐사규칙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망간각 탐사광구
획득을 목표로 서태평양의 마젤란 해저산군을 대상으로 3년간 탐사를 통해 망간각 부존 유망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1차년도 탐사가 2014년 1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공해지역의 해양광물자원 탐사 기술 확보

활용분야

- 해양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기술 확보

Eh

0.00
-0.10
-0.20

MAPR Towing

-0.30

1.6

Depth (km)

1.8
2.0
2.2
2.4

17˚07' S

17˚05' S

17˚03' S

17˚01' S

Latitude

16˚59' S

16˚57' S

16˚55' S

(a)

(b)
그림 1. 피지 해저열수광상 탐사권 지역(KF-2)의 정밀 열수플룸 분포 (a) 및
채취된 열수광체 사진(b)

그림 2. 서태평양 공해상 망간각 탐사광구 현황 및 우리나라의 탐사후보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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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퇴적물 고기후 지시자를 이용한
북태평양순환류 변동성 연구

형기성 책임연구원 (심해저자원연구부)
E-mail : kshyeong@kiost.ac

북태평양순환류는 대양의 해류 시스템 중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며, 대기 및 생태계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연구내용 및 성과

지구 전체의 기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서안경계류인 쿠로시오 해류는 한반도 근해의 해양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북태평양순환류의 위치와 크기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ENSO, PDO 등 수 년 ~ 수십
년에 걸친 단주기의 변동부터 빙하기 - 간빙기 규모의 장주기 변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사업은 고기후
연구를 통해 북태평양순환류의 장기적 변동과 기후와의 상관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후모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기후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2013년에는 PMIP3 모델 결과를 이용, Mid-Holocene와 지난 빙하기 동안의 ENSO의 강도 분석, 북태평양순
환류와 쿠로시오해류 강도 및 영역 분석을 수행하였다. 고기후 분야에서는 서적도태평양 온통 - 자바 해저고
원과 북서태평양 샤츠키 해저고원에서 퇴적물 시료를 획득하는 한편, 기존에 획득한 중앙태평양과 동태평양
시료의 지화학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적도 해역의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북쪽 경계인 북태평양해류
의 과거 변동성을 복원할 수 있으라 기대된다.

- 우리나라 연근해에 영향을 주는 적도/북태평양 기후연관성 규명

활용분야

- 기후모델 결과의 검증 및 최적 모델선정을 위한 고기후 자료 제공

CaCO3

0

δ18OG.sacculifer

Coarse size fraction
(>63 μm)

Biogenic silica

Si

Fe

Brunhes

Shifts in the Subarctic/subtropical
Transition zone

Depth (cm)

200

Warm Pool extent
Equatori al SST Gradi ent

780 ka

Equatorial cold
tongue

Matuyama

Western Paci c
Warm Pool

400

Jaramillo

120°
E

150°
E

180°

150°
W

120°
W

그림 1. 북태평양 순환류의 현재 시스템과 경계부 변동성 모식도 ( - 확보 주상시료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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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앙태평양 적도해역에서 획득한 퇴적물주상시료의 지화학 프록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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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 개발
이광수 책임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kslee@kiost.ac

연구내용 및 성과

해양수산부의 해양에너지 및 자원이용 기술개발 사업인 이 연구는 신개념의 유향^유속의 능동제어 유속
강화 제어기법을 적용하는 효율적인 조류발전 시스템과 경제적인 지지구조물을 개발하고 실해역 실증을
통해 그 실용성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6년의 연구기간 중 2차 년도를 진행하였으며, 수평
축, 수직축, 그리고 진동식 등 세 가지 형식의 조류 터빈 형상설계를 완성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형상설계안은 그림 1과 같다. 수평축 터빈은 유향과 수평인 회전축을 통해, 수직축
터빈은 유향과 수직인 회전축을 통해 발전한다. 진동식 터빈은 날개가 유동에 의해 양력을 받아 유향과 수직
으로 왕복운동을 하며 이를 회전운동으로 변환하여 발전한다. 최근 터빈의 효율, 이용률 및 구조안전성 향상
을 위해 다양한 능동제어 기술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각 터빈 형식에 적합한 능동제어 방식을 개발
하였다. 먼저 수평축의 경우는 블레이드 각을 조절하여 강한 유속에서도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방향타
각을 조절하여 변화하는 유향에 맞추는 방식을, 수직축의 경우 덕트를 사용하여 유속을 강화하면서, 유향을
맞추는 방식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동식 터빈의 경우는 블레이드 각을 조절하여 넓은 범위의 유속에
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하부 너셀의 형상에 의해 유향을 맞추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개발한 능동제어 방식으로 세 가지 형식의 터빈 모두 효율, 이용률, 그리고 구조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
게 되었다. 또한 이 연구의 터빈들은 그림 2와 같이 부유식, 파일식, 그리고 중력식의 지지구조물에 결합하도
록 설계하여 다양한 해양 조건에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다. 3차년도에서는 현장모형실험을 포함하는 수리 및
수치 실험 결과에 근거한 터빈 간 상호비교를 통하여 최적의 터빈과 구조물 조합을 선정할 계획이다.

활용분야

- 수차 설계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환경 조건에 적합한 수차 개발에 활용
- 다양한 수차 능동제어 방식은 수차 효율 향상과 구조물 안정성 향상에 기여
- 현장실증을 통하여 실용성이 검증된 조류발전 시스템은 상용 조류발전소 건설에 직접 활용
- 조류발전시스템 및 지지구조물 관련 설계기술을 해양에너지 단지 개발 및 복합이용에 활용

그림 1. 수평축, 수직축, 그리고 진동식 터빈의 형상 설계안

그림 2. 수평축 터빈과 부유식, 파일식, 그리고 중력식 지지구조물에 결합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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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식 복합 합성구조
풍력발전 타워 개발

한택희 책임연구원(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E-mail : taekheehan@kiost.ac

현재 전 세계적으로 풍력, 조력, 조류, 지열, 태양광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연구내용 및 성과

있다. 신재생 에너지 중 발전효율이 높은 풍력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해상풍력
발전 단지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해상에서는 육상에 비교하여 동일 풍속 대비 낮은 고도에서 양질의 풍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
발전의 단지건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발전용량의 증대를 위해 발전 터빈, 블레이드 및 지지구조물의 크기가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해상풍력의 대형화에 따라, 강재로 제작된 타워 구조물의 세장비 또한 크게 증
가하며, 지지구조의 좌굴 파괴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한 경제적이고 안전한 고강도
신형식 지지구조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강재 풍력타워의 좌굴문제 해결과 모듈형 풍력타워 구조체의 개발을 위해 내부구속 중공
철근콘크리트 (ICH RC; Internally Confined Hollow Reinforced Concrete) 구조와 복합소재(FRP; Fiber

Reinforced Polymer)를 적용한 신형식 모듈러 풍력타워를 개발하고, 풍력타워의 비선형 해석 및 설계 프로
그램을 개발한다.

2013년도에는 육상 및 해상 풍력 타워의 하중 조건 분석, ICH RC 풍력 타워의 기본 단면 설정, 풍력타워의
안정성 및 내진 성능 분석, 복합소재 풍력타워의 설계 기법 정립, 복합 재료의 재료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활용분야

- 해상풍력 단지에 개발 신형식 풍력타워 적용
- 도서지역 자체 전력 공급을 위한 풍력 발전 타워에 적용
- 개발 해석 기술의 타 연구기관 및 설계사에 기술 이전
- 개발 신형식 구조의 타 구조물(장대교량, 초고층 빌딩, 신형식 항만 구조물, 해저기지)에의 적용

횡철근

콘크리트
파형 또는 일반 강재/
FRP 튜브
종철근

그림 2. ICH RC 풍력 타워의 단면의 구조
외부 FRP 튜브

콘크리트 코어

내부 FRP 튜브

그림 1. 3.6MW 강재 풍력 타워와 동일 직경을 갖는 ICH RC 풍력 타워의 성능

그림 3. FRP 풍력 타워의 단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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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성 책임연구원 (수중건설로봇사업단)
E-mail : isjang@kiost.ac

항만 수중공사용
무인 다목적 기계화 시공장비 개발
지금까지 항만 공사 중 하나인 수중 사석고르기

연구내용 및 성과

작업은 대부분 다이버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러
나 이 작업은 깊은 수심, 높은 파도, 강한 조류 및
높은 탁도 등의 다양한 악조건으로 인해 다이버
가 수행하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인 작업이다. 따
라서 효율적이며 안전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기
계화 장비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사업에서는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중에서 사석
고르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 기계화 장비

그림 1. 제작된 수중 무인 기계화 장비 시제품

및 장비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2013년에 수행된 내용은 1) 수중 무인 기계화 장비 시제품 제작 및 보완, 2) 고르기, 굴삭용 툴 제작, 3) 장비
의 수중위치 정밀 인식시스템 및 탁도 높은 수중에서의 작업모니터링을 통한 수중작업용 통합시스템 개발,

4) 개발 장비의 운영시스템 H/W 및 S/W 개발, 5) KIOST 남해연구소 작업부두 및 부산신항(서컨테이너 터미
널부두 (2~5단계) 축조공사 현장)의 해상(수심 23m)을 대상으로 한 현장검증 실험 수행 등이다.

활용분야

- 수중항만공사의 효율적, 안전 시공
- 각종 툴을 적용하여 다양한 수중공사에 적용 가능
- 국내시장외 해외시장에도 수출 가능

그림 2. 개발 장비 진수 모습

그림 3. 시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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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사업단
장인성 책임연구원 (수중건설로봇사업단)
E-mail : isjang@kiost.ac

수중건설로봇이란 점차 증대되고 있는 해양구조물을 시공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설 장비를

연구내용 및 성과

말한다. 인간이 활동하기 어려운 물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중건설로봇은 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미래
해양구조물 건설 시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수중건설로봇사업단 사업은 다양한 수중건설 분야에 이용되는 수중건설로봇의 국산화, 수중공사의 안전성

(무인화) 확보 그리고 시공능력 향상으로 국내 해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총 6년
(2013년 11월~2019년 7월)이며, 총 사업비는 850억 원(국비 513억 원 및 지방비 170억 원 포함)이다.
이 사업은 3종의 수중건설로봇 1) 수중용접과 같은 유지관리 작업 등 경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영식 ROV,

2) 해저케이블 매설이나 수중 구조물 설치 등이 가능한 중작업용 유영식 ROV, 3) 비교적 단단한 지반 조건에
서 파이프라인 매설 등 중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트랙기반 로봇 연구개발을 비롯하여 성능평가 시험을 위한
수조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복합형 R&D 사업으로 구성된다. 1차 년도에는 수심 500m 조건에 대한 수중건설
로봇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수중건설로봇사업단이 출범하였으며, 2개 핵심과제(공통 기술 및 경
작업용 ROV 개발, 중작업용 ROV 개발)의 선정 및 개발이 시작되었다.

-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개발 계획에 적극적

활용분야

대응 가능

- 수중건설 분야의 국산화 기술력 확보를 통한 관련 분야의 해외기술 수입 대체효과 및 유사기술 수출을
통한 외화수입 효과

- 수중건설 분야의 인프라 확장 및 일자리 창출

운영위원회
경상북도
과제총괄위원회
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단
사무국

R&D 사업

인프라 구축

1. 핵심과제

2. 핵심과제

3. 핵심과제

(수중건설로봇공통기술 및
경작업용 ROV개발)

(ROV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트랙기반해저중작업용로봇
기술개발)

그림 1. 수중건설로봇사업단 추진체계도

그림 2. 수중건설로봇 적용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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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부)
E-mail : jlee@kiost.ac

연구내용 및 성과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
- 고래 유전체 분석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단은 다양한 해양극한생물 자원의 확보 , 해양극한생물의 유전체 ^
환경유전체 해독 및 해양생명현상의 분자기작 규명을 통하여 해양생명공학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단은 우리나라 근해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류인 밍크고래(Balaenoptera acutorostrata )의 유전체 해독
연구를 세계 최초로 완수하여 그 결과를 Nature Genetics (IF = 35.209) 에 게재하였다. 조상이 육상 포유류
인 고래는 수중생활에도 불구하고 폐호흡을 하며 배꼽과 수유를 위한 젖꼭지도 가지고 있다. 해양 생활에의
적응과정에서 앞발이 퇴화해 모양이 지느러미 같고, 가슴지느러미로 있으며 꼬리 또한 지느러미로 변화
했다. 어류의 서식환경에 적응한 포유류인 고래는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진화과정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생물정보학적^생리학적^생화학적^분
자세포생물학적 후속 연구를 통해 생명체의 다양성과 환경 적응에 관한 근원적인 지식들이 새로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이 많은 신체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지 않는 고래의 특성과
산소 공급 없이 최대 1시간 이상 잠수하는 고래의 저산소 환경 적응 기작은 인간의 질환 이해 및 치료제 개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활용분야

- 해양생명공학 연구 저변 확대
- 해양포유류 생명시스템 이해
- 해양유래 모델 생물 개발

밍크고래
Minke whale
(12,675)

449

93
75

돌고래
Dolphin
(12,678)

52

19
34

20
89

43

45

16

177

102

9

981
201

9,805
145

89

소
Cow
(13,288)

그림 1. 밍크고래

95

사람
Human
(13,520)

115

58

229

53
443

26

143 111

217

그림 2. 밍크고래와 인간과의 유전자 유사성 비교

815

돼지
Pig
(1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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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기술 연구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
- 유용 유전자원 발굴 및 개발

이정현 책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부)
E-mail : jlee@kiost.ac

연구단은 해양생명공학 소재개발 및 산업화를 목적으로 해양·극한 미생물로부터 디엔에이(DNA) 조작효소

연구내용 및 성과

(DNA 중합효소, DNA 리가아제), 당분해효소, 지질분해효소, 단백질 분해효소, 광학특이적 전환효소 등
다양한 유용소재를 발굴하고 그 특성을 규명하였다. 그 중에서도 내열성을 가지는 DNA 중합효소를 발굴
하여 특성분석, 메커니즘 규명, 효소개량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다양한 맞춤형 DNA 중합효소를 개발하여 (주)바이오니아(2008. 07), (주)씨젠(2008. 12), (주)제
넷바이오(2011. 12)에 각각 기술이전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중합효소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분야, 진단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활용분야

- 중합효소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분야

그림 1. Three-D structure of DNA polymerase

그림 2. 다양한 맞춤형 DNA 중합효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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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해양(해양예보)시스템 연구
박광순 책임연구원 (연안재해^재난연구센터)
E-mail : kspark@kiost.ac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해양수산부의 연구사업인 ‘운용해양(해양예

연구내용 및 성과

보)시스템(KOOS,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의 1단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기인 자연재해 및 해양오염사고, 안전항해지원 등 다양한 문
제 해결을 위해 해양관련 국가기관, 산업체 그리고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해양환경의 현황과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현업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용화 하는 것이다.

1단계 연구사업을 통해 구축된 해양예보관련 시스템은 해양관측자료의 준실시간 전달체계, 정밀격자 해양
기상 정보생산체계, 정밀격자 연안 해상상태(파랑, 조석, 조류, 폭풍해일 등) 예측체계, 전지구 해양순환모델,

3차원 지역해 및 연안순환 예측체계가 있다. 이들 해양예측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활용시스템으로는 유류오
염확산, 수색구조 예측체계, 항만통합예측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해양 관측 및 예측정보는 웹-지리정보
시스템(Web-GIS) 기반 해양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사결정 지원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 한편, 1단계를 통
해 구축된 해양예보시스템의 일부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기술이전을 실시하여 향후 본격적인 해
양예측을 위한 시험 가동과 현업기관의 활용에 사용될 예정이다.

2013년 10월부터는 향후 6년간 이 해양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고, 다양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해양예측정보 생산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 각종 연안재해, 해양오염사고, 해난사고 등 긴급 현안문제 발생 시 대책수립을 위한

활용분야

신속^정확한 해양 정보 지원

- 연안재해 예방활동 지원과 국가 재난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연안환경 정보업체의 국지해양 예보 현업 활용
- 기상용역업체의 국지연안 특정지역의 정밀예보 협업 활용
- 3차원 해수순환 예보연구

3D 해양순환 (T, S포함) 예측

해양기상예측

자료정보시스템

해수유동

전구순환
해상풍, 기압 등
자료동화를
위한 관측정보

BC

해양상태예측

해상풍, 기압 등

수평해상도 : 2km
인공위성 SST

해상풍, 기압 등

2013년 09월 09일 09시
~
2013년 09월 12일 09시

SST
북서태평양 순환

IC/BC

파랑

폭풍해일

풍성류
국지순환

지역해 순환

레저
관광
등
유류오염확산이동

적조화산이동

해난사고시 수색구조

연안재해예측

그림 1. 운용해양예보시스템 수치모델 연계도

침수범람

고파랑

한국형 PORTS

그림 2.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의 연안순환예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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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
심재설 책임연구원 (특성화연구본부)
E-mail : jsshim@kiost.ac

2013년에는 2011년에 시작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이하 독도 기지) 구조물의 육상 제작 공정이 완료

연구내용 및 성과

되었으며, 독도 기지에 설치될 30여 종의 첨단 관측장비 및 통신^제어시스템 구축도 마무리 작업이 수행 중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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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시스템, 복합발전시설, 담수화 및 오수처리 시설 등 기지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의 향상을 이루
었다. 독도 기지의 해양 및 기상 관측자료는 무궁화 위성 및 CDMA를 통해 한국해양연구원으로 전송된 이후
연구자, 관계기관, 그리고 일반인 등 사용자들에게 배포된다.
이어도, 가거초 및 독도 기지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측사이트로서 발전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연안재해저감, 지구환경변화 등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종합 해양·기상관측소 역할 수행

활용분야

- 인공위성에 의한 해양원격탐사자료 검·교정
- 지구환경변화 감시 및 연구 핵심자료 제공
- 태풍 구조 및 특성 연구
- 어^해황예보 및 지역해양연구에 기초자료 제공
-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 이동 및 분포파악
- 악기상에서의 해양구조물 안정성 연구

위성자료
검보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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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연구 활성화

이상고파 &
연안침식
저기압,
황사

지진 & 쓰나미

▶ 지구환경변화 장기 모니터링
▶ 대기오염물질 이동 및 분포 연구
▶ 원격탐사자료 검보정 지원

기후변화
생태계 변동

▶ 태풍 역학 연구
▶ 대기-해양 상호 작용연구

연안재해

▶ 해양생물자원 및 생태계 변동 연구
수온 & 해수면 상승

▶ 해양혼합층 변동 연구
▶ 수중음향 분석 및 활용
▶ 지진 및 쓰나미 분석 및 예경보지원

강
양자

수
저염

태풍, 몬순

그림 1. 해양과학기지 위치와 한반도 주변 해양의 주요 현안

그림 2. 독도 기지의 기능 및 연구수행 계획

해양관측
(수온, 염분, 해류, 파랑, 해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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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침식 대응기술 개발 연구
심재설 책임연구원(특성화연구본부)
E-mail : jsshim@kiost.ac

이 연구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연구사업으로,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연안침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연구내용 및 성과

지난 2013년 5월 착수하였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산^학^연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연구단이 향후 5년간 수행하게 된다. 이 연구사업에서는 현장 관측실험 및 대규모 실내 수리모형 실험을
통한 원인규명 및 예측기술 개발, 그리고 현장 시험시공을 거쳐,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최적의 한국형 연안
침식 저감공법 적용기술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안 인공구조물 설치의 증가,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이상너울, 폭풍의 강도 및 빈도 증가로 인하여 연안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사후
처리방식의 접근보다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이 연구사업이 착수되었다.
이 연구사업은 향후 연안정비사업 등 연안침식 저감을 위한 대규모 정부사업에서 국가예산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출될 연구성과는 연안 침식해안의 친환경적 복원 및 관리에
활용되어 관광효과 등 관련 해양산업을 크게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활용분야

- 해일, 고파랑 및 해수범람 등과 연계한 연안구조물 설계 및 시공분야
- 연안재해 예방활동 및 대응책 수립을 위한 기술 지원
- 연안개발 환경영향 평가기술로 활용
- 연안 및 항만 수질 등 해양환경 예측기술 연구
- 항해수로 매몰 등 안전항해 및 해운분야 활용

연안침식 저감기술 개발

연안침식
메커니즘 정밀
관측시스템

연안침식
메커니즘 규명

연안침식 통합관리

원인
규명

연안침식
통합관리 방안

및
연안침식 외력
입력자료

연안침식
예측모델 개발

연안침식
저감공법
최적설계

표본해안
시험시공 및
성능평가

예측
모델

저감
공법

관계부처
공조정책 수립

연안침식 통합
관리체계 구축

연안침식 저감기술 개발 및 통합 대응시스템 구축
•통합관리를 통한 전 국토의 효율적 관리
•연안침식 정밀 예측 및 대응시스템 구축
•저감공법 개발로 경제적 가치 창출

그림 1. 연안침식 관측장비

그림 2. 연구개발 흐름도

47

Annual Report 2013

특성화 연구

위성기반 연근해 해양환경분석기술 개발
박영제 책임연구원(해양위성센터)
E-mail : youngjepark@kiost.ac

이 연구는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연근해 해양환경 분석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해양과학기술원 내 위성

연구내용 및 성과

활용 연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해양관측위성 자료 분석기술의 고도화, IKONOS,

Landsat과 같은 고해상 위성과 천리안 등의 다중 위성을 활용하여 연안 주제도를 작성하는 연구, 해양의 일
차생산력, 유기탄소량, 식물성 플랑크톤 등에 대한 해양환경 분석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해수반사도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하여 대리교정을 수행한 결과 맑은 해역에서의 정확도를 향상시
켰고, 적색파장 - 근적외파장 상관관계 모델을 이용하여 탁도가 높은 해역에서의 대기보정 성능을 향상시켰
다. 그 외 탁도가 높은 해역에서 엽록소 농도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형광선 높이법 (fluorescence line

height, FLH)을 연구하였다. 다중위성을 활용한 연안해수 주제도 작성 연구를 통하여 갯벌의 표층퇴적상 분
포와 지형변화에 대한 계절 특성을 파악하였고, 퇴적물 타입별 메탄가스 플럭스 및 함유량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다중위성을 사용하여 갯벌의 광역 생물 주제도를 작성하였고 갯벌의 토양수분함유
량 특성을 분석하였다. 해양위성자료의 신규 해양환경 분석기술 개발을 위해, 동해의 일차생산력을 추정하
고 시공간적 변화양상 분석하고 동해의 국지적 요인이 일차생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근해역의
입자성 유기탄소 순환연구(POC)를 위한 물질수지를 파악하였고,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활용 시, 황해중부해
역의 POC 분포파악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개선하였다. 또한 동해 식물플랑크톤 대증식기의 PFTs/PSCs 알고
리즘 개발을 연구하였고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자료와 ROMS 3차원 해양모델의 융합기술 개발연구를 수행하
였다.

- 위성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통한 지역해양연구 등 과학적인 활용

활용분야

- 위성자료의 세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새로운 응용가치 창출
- GOCI 위성을 통한 우리나라 주변해역감시
-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복원 방안 수립
3월까지 0~7 UTC
3월까지 2~4 UTC

그림 1. 대리교정 후의 현장과 위성에서 관측된 해수반사도의 상관관계(490, 555, 660nm 파장대)
(a)

(b)

[길게]

Iog

(c)

[비들고동]

그림 2. 갯벌 저서생물의 분포 예측도

[침보석요정 갯지렁이]

그림 3. 2011년 4월 5일 동해 일차생산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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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궤도 해양위성 활용연구(2단계)
박영제 책임연구원(해양위성센터)
E-mail : youngjepark@kiost.ac

이 연구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GOCI) 중심 해양위성자료를 현업활용하기 위한 실용화 연구를 최종 목표로

연구내용 및 성과

삼고 있다. 안정적인 위성 운영, GOCI 중심 해양위성자료의 정확도 향상 연구, 해양환경 분석자료 산출을
통한 해양위성의 현업활용 지원 업무가 주로 수행되었다.
매일 GOCI 영상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적조, 냉수대, 해사채취, 중국 미세먼지 등 주요 현안 발생 시 위성분석
자료를 현업기관에 제공하였다. 특히 2013년 대규모 남해안 및 동해안의 적조는 스펙트럼 분석을 이용하여
공간분포, 이동현황 등을 파악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전달한 바 있다. 현업활용 증대를 위한 부유사 농도
분석이나 수질등급, 어장지수 기술개발 연구들이 계속 진행 중이며, 사용자들이 직접 GOCI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GOCI 자료처리소프트웨어(GDPS ver.1.2)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홈페이지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GDPS 사용자 교육’도 9회 실시하였다.

GOCI 기본영상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2013년에는 총 7회 현장관측을 통하여 위성자료와의 87개 매칭자료

그림 1. GOCI 해황모니터링 시스템

를 획득하였고, 추가로 국제 해양위성 검·보정 네트워크 관측기기(AERONET-OC)를 이어도 종합해양과학
기지에 설치하였다. 이곳에서 관측된 광특성 자료는 실시간으로 미항공우주국(NASA)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 이어도 (Ieodo, Korea)’ 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로 전파 중이다. 이를 통해 GOCI의 영상 품질 확보뿐
만 아니라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국제적 홍보 효과 및 국제 관측망 참여를 통해 GOCI의 국제적 인지도
를 함께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GOCI 해황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에서 시범운영 중이고,
국내 포털사이트의 지도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지적정보와 GOCI 기본 영상을 다차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2. 뉴스레터 발간

그리고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미국, 벨기에, 영국, 일본, 프랑스 등과 지속적으로 국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 해양 현안발생시 대책 수립을 위한 위성기반 해양분석정보 지원

활용분야

- 해색위성의 신규 활용분야 개척
- 해양수치모델 자료의 검·보정
- 어^해황예보 및 지역 해양연구에 기초자료 제공
- 악기상, 대기오염물질 이동연구에 기초자료 제공

경기만(GB)
동해안 적조 발생
국립수산과학원과
현안 대응
(2013. 07~08)

본체
목포 연안(CM)

위성 송신
안테나

제어박스

그림 3. 2013년 동해안 적조 발생

그림 4. 부유물 농도 분석 알고리즘 개발

그림 5. 해양과학기지를 이용한 실시간 현장관측자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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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방위를 위한 해상^수중^해저 환경
모니터링 및 음향 특성 연구

이용국 책임연구원(해양방위센터)
E-mail : yklee@kiost.ac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해양방위는 매우 중요하다. 해양방위를

연구내용 및 성과

목적으로 2013년 서해 및 동해의 주요 훈련해역 일대에서 작전지원 종합 해양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해양환경 조사용 파력 글라이더를 남해 연안에서 시범 운영하여 목표점 추종 성능과 전력소모 등의 기본
기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수중 글라이더를 이용하여 선박 방사소음을 수집, 분석하여 수중 음향 수집 성능도
평가하였다.

2013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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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수중 글라이더에 수집한 선박 방사 소음 분석결과

활용분야

그림 2. 연안 정밀 해저 지형도

- 정밀 해양환경 자료 DB 및 음향 특성 정보를 이용한 해양방위기술 지원
- 해군작전 및 현안문제 해결정보 지원

그림 3. 파력 글라이더 시범 운용

그림 4. 수중 글라이더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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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돈혁 책임연구원(해양방위센터)
E-mail : dhkang@kiost.ac

항만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해양환경^음향특성 해석 연구
적의 잠수함 혹은 수중 침투 세력으로부터 주요 항만 시설 및 해군 세력의 보호를 위해 항만감시체계 구축의

연구내용 및 성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수중 표적의 탐지 성능은 연안 해양 물리 환경의 복잡성, 항행 선박의 물동량 증가
에 따른 수중소음 변동성, 그리고 해저 지층 구조 등의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중요 항
만의 항만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 연구로 연안의 계절별 해양환경 변동, 수중 소음, 능^수동 음파 전달,
지자기 특성, 지음향 요소 등을 조사한다. 이들 조사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음향 모델로부터 최적의 항만감시
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배치안을 제시하고 있다.

활용분야

- 해양환경 및 음향 DB 구축을 통한 음향탐지 기술 확립
- 연안 항만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배치 자료로 활용

그림 1. 해양환경 관측 장비 (CTD) 운용

그림 2. 능동음파 전달 측정 시스템

그림 3. 수동음파 전달 측정 시스템 (수평 선배열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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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T 융합 실시간 관할해역
관측시스템 구축 사업

최복경 책임연구원(해양방위센터)
E-mail : bkchoi@kiost.ac

현재까지 해양환경의 실시간 관측은 주로 하나의 점 조사 자료를 이용한 공간적 분석을 통하여 수행되고

연구내용 및 성과

있으나 공간적인 시간 동기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해양방위센터에서는
케이블 형태의 실시간 관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3년 10월에 시범해역에서 실시간 관측시스템을 이용
한 해양관측을 실시하였으며, 관측 항목으로 수상에서는 레이더 & AIS를 이용하여 선박이동을 추적하고,
수중에서는 해양환경관측 부이를 계류하여 수온, 해수유동 및 클로로필 등의 해양환경을 측정하였다. 또한,
해저에서는 음향케이블 및 파고·수온센서 케이블을 이용하여 수중 이동체 및 파랑을 관측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장기적인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활용될 것이다.

활용분야

- MT(Marine Technology)와 IT(Information Technology)의 융합으로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적·광역적 관측자료 획득

- 수중 이동체의 실시간 감시 및 군사적 해양환경자료 제공
- 해저고정파고측정케이블을 활용한 실시간 연안파랑 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안재해 예방에 기여

해양
물리
부이

레이더 AIS

해저음향케이블
파고/수온센서케이블

그림 1. 해저음향케이블 및 광케이블

그림 3. 해저음향케이블을 이용한 선박추적 화면

그림 2. MT-IT 융합 실시간 해양환경 관측 시스템 개념도

그림 4. 해양환경관측 부이 자료의 실시간 전시프로그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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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이희승 책임연구원(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E-mail : hslee@kiost.ac

열대해양생물은 열대해역의 뛰어난 종다양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미래 생명

연구내용 및 성과

공학의 무한 보고로서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를 인식한 해양선진국들은 이미 열대해양생물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고 최근 들어 연구결과
들을 속속 생명공학 산업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지역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과
조만간 타결을 앞두고 있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등 국제 협약상의 제
약으로 인해 연구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 과제는 베트남, 필리핀, 미크로네시아, 인도네시아 등 열대해양생물자원 부국에서 실험실 설립 및 현지
연구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물시료 채집 및 공급 망을 확보하고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확보된 생물자원에 대한 화학 분석을 통해 신물질 및
유용물질을 탐색하는 생물자원 유용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 결과는 현재 구축 중인 해양생물정보 시스
템을 통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공개될 예정이며, 이는 화학, 생물, 환경학 및 생명공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에서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활용분야

- 해양생물자원의 개발
- 해양생물유래 생리활성물질 탐색

그림 1. 핵자기 공명 분광기 (Nuclear Magnetic Resonance)를 이용한 화학구조 분석

그림 2. 열대 해양무척추동물

그림 3. 해양생물자원 채집활동

그림 4. 해양생물 추출물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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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자원화
기술개발

강도형 책임연구원(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E-mail : dohkang@kiost.ac

이 연구사업의 목적은 기존 식량 및 산림자원과 겹치지 않고, 성장효율이 뛰어난 바이오매스인 해양 기원의

연구내용 및 성과

조류로부터 저비용·고효율 청정수송에너지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석유기반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하고자 한다.

2013년도 연구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중 채집된 구멍갈파래 바이오에탄올 생산, 조류 바이오매스의
융합전처리 및 효소처리 최적화, 분해 및 발효효소 신규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 생산 및 부산물로부터 추출된
기능성천연물 분리 기술 등이다.

2013년도의 정량적 연구 실적은 SCI(E) 등재논문 7편, 국내학술지 4편, 국제학술발표 24건, 국외특허출원
1건, 국외특허등록 2건, 국내특허출원 6건 및 국내특허등록 5건 등이 있다. 또한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당화기술을 (주)MS에 기술이전을 완료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에너지 전환율이 높은 해양 기원 조류의 다량 확보 및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의 원천기술
을 선점하고, 이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디젤 생산 기술의 확립을 통해 바이오 에너지 산업의 선두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다.

활용분야

그림 1. 미세조류 유래 바이오디젤 추출기술 PCT 특허출원

- 바이오연료 시장 진입을 위한 원천기반 기술 확보
-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배양·추출·전환 핵심기술 개발

그림 2. 바이오에탄올 당화 신기술 이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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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데이터 관리^운영 사업
김성대 책임기술원(해양과학데이터센터)
E-mail : sdkim@kiost.ac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매년 많은 연구사업

연구내용 및 성과

MIS

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해양과학데이터를 생산하
고 있으며, 이를 해양과기원의 중요한 무형자산으
② 통보

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업무를

① 연구보고서
발간신청

해양과학데이터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
의 목적은 해양연구에 필요한 해양데이터의 수집,
관리, 배포이며, 주요 연구내용은 1) 한국해양과학

해양과학
데이터센터

기술원 해양과학데이터의 통합관리 2) 연구용 해
양정보 제공을 위한 해양자료포털시스템 개발^

④ 자료제출
③ 자료제출요청

연구책임자

그림 1. KIOST 해양자료관리 개념도

운영 3) 국내외 해양데이터 수집 및 원내외 배포체
계 구축^운영 이다.

2012년 해양과기원 출범에 맞춰 원내 해양과학조사자료관리규정을 정비하고 자료관리절차를 수립한 데 이
어 2013년에는 원내 주요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해양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관리하면서 사업별 특
성을 반영한 자료관리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였다. 해양관측 데이터와 분석^가공 데이터의 원내외 서비스를
위해 KIOST 해양자료포털을 연중 관리·운영하였으며, 전문가용 서비스인 KIOST LAS(Live Access Server)를
새로 구축하여 대용량 자료의 실시간 가시화 및 원격접속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또한, 해양물리자료를 중심
으로 국내외 한반도해역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배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ARGO와 WOD의 수온·염
분자료, 인공위성 SST 자료와 SSH 자료를 수집하여 DB화 하였으며, GIS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검색서비스와

FTP 파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GIS 기술을 이용하여 조사계획도 작성, 해안선 자료 제공 등의 기
능을 갖춘 연구활용 해양GIS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였다.

활용분야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축적을 통한 해양자료 공동활용 촉진
- 해양연구에 필요한 전문 해양자료 집적, 관리, 제공
- 연구용 자료수집에 투입하는 시간 및 노력 절감
- 해양과학에 대한 청소년, 일반국민의 과학적 지적 욕구 해소
- 국가적 현안문제 해결에 필요한 해양 분야 전문정보 제공

그림 2. Web-GIS 서비스의 주제도 제작 기능

그림 3. 해양자료포털의 자료검색 화면

그림 4. LAS를 이용한 전문가용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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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해양과학조사선 실시설계 및 건조
박정기 책임연구원(종합연구선건조사업단)
E-mail : ckpark@kiost.ac

연구내용 및 성과

이 사업은 녹색성장을 위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장기^안정적 공급원 확보, 전지구적 기후변화 규명 등을
위해 대양해역에서 전지구적 규모의 해양과학연구 수행이 가능한 대형 해양과학조사선을 건조하는 사업으
로서 2010년 4월 종합연구선건조사업단이 정식 출범하였다.
최근 선진 해양강국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연구선을 최첨단 시스템으로 대체하거나 새로 건조하는 계획
을 경쟁적으로 수립 또는 추진 중에 있는 상황으로서 자국 관할권은 물론 대양에서의 해양자원, 에너지 확보
를 넘어서 기후변동^전지구적 생명사 규명 등 기초 - 응용 - 상용화 단계의 해양과학연구를 전방위로 수행하
고 있다.
새로 건조되는 조사선은 우리나라 해양연구개발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5천톤급의 다목적 첨단조사선의
기능을 갖추도록 설계^건조될 예정이며, 아래의 일정대로 추진되어 2013년 12월말 현재 3.61%(2015년

12월 인도시 100% 기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6월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설계 및 건조사 선정(STX조선해양(주)), 2012년 12월 12일 계약체결)
•현장사무소 개설(2013년 2월, 진해 STX內)
•설계 및 건조 감리사 선정((주)한국선박기술, 2013년 3월 7일 계약체결)
•모형시험 수행(3월, 저항·자항 시험/8월, 내항 및 조종성능)
•주요 자재^장비 계약률 81.8%(110종 중 90종 계약완료)
•설계 공정률 36.1%(2013년 12월말 현재, 설계 완료시 100% 기준)

활용분야

- 전지구적 규모의 해양연구개발을 위한 해양연구인프라 구축
- 상용화 기술개발단계의 광물 및 에너지자원개발에 활용
- 국제적 수준의 해양기후변동연구 수행기반 마련
- 국제적 규모의 국제협력연구개발 프로그램 개발
- 연구선 설계·건조 기술 및 경험 보유

그림 1. 외형(수정 검토중)

그림 2. 입체 설계(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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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측조사 표준화 확립 사업
김은수 책임연구원 (해양관측기술^자료본부)
E-mail : eskim@kiost.ac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해양 관측 자료의 품질을 보증하고 국제 수준으로

연구내용 및 성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원내 연구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해양 관측 및 조사활동에 대한 품질관리(Quality

Assurance/Quality Control) 체계를 구축해 왔다. 기기검교정^분석센터에서는 해양 관측 기기 교정, 해양
표준물질 개발, 해양 관측 기법 개발, 품질 관리 제도 개선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관측기기 교정을 위하여 안산 본원 제2연구동 1층에 해양 관측 기기 교정 시설을 구축하여 교정 시설 및
기준기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 CTD 등에 대한 약 130 여건의 교정을 실
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구축된 교정 시설을 활용하여 2013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온도 및 압력 분야의 ISO/IEC17025에 따른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해양관측자료의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해양 시료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기준 물질(reference material)
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균질성과 안정성 시험을 거친 염분 및 영양염 표준물질을 자체 개발하여 보급하였
으며, 국제원자력기구 해양환경연구소(IAEA/MEL)와 공동으로 해양 퇴적물과 해양생물 매질의 미량금속

그림 1. 온도 및 압력 분야 국제공인교정기관인정서

표준물질을 개발하였다. 기기검교정^분석센터에서는 퇴적물 표준물질을 관련기관에 해양 퇴적물 미량금속
분석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였고, 염분 및 영양염 표준물질도 국내·외 실험실에 보급하였다. 그리고 생산된 |
표준물질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새로운 관측기법 개발을 위해 용존산소 마이크로 센서, 범용 해양 관측 데이터로거(data logger), 심해용
벤틱랜더(benthic lander)를 개발하여 현장에서 성능 시험을 하였다. 알지비(RGB) 센서를 이용한 수질
측정용 광센서 장치, 용존산소 및 수소이온농도 동시 측정용 광섬유 다발 광센서 장치 등은 특허 등록이 완료
되었다.
해양 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침 등을 새로이 제정하기 위한 연구
를 수행 중에 있다. 기기검교정^분석센터 주관으로 해양관측기기 사용자 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원내에서 수행되는 각종 해양관측기법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서를 작성, 검토, 승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그림 2. 범용 Data Logger

갱신하고 있다. 해양관측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개발된 기술에 대한 보급 창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표 1] 생산^보급 중인 영양염 측정용 기준물질

번호

NAA

NAB

NAC

NAD

NAE

제조일자

2012.07.12

2012.10.04~05

2012.10.12

2013.06.14~27

2013.11.26

생산수량

1,900

3,000

1,460

6,360

2,000

채수장소

동해

시화호

시화호

시화호

동해

NO2

NO3

Si

PO4

1.00

9.77 10.32 0.80

NO2

NO3

Si

PO4

NO2

NO3

Si

PO4

NO2

NO3

Si

PO4

NO2

NO3

Si

PO4

0.47 13.54 13.29 0.25

0.96

5.33

8.61

0.20

평균농도

2.80 14.42 32.46 1.05 27.54 48.37 61.22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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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생산^보급 중인 염분 측정용 기준물질

번호

SAA

SAB

SAC

SAD

SAE

제조일자

2012.9.21

2012.10.24

2012.11.20

2013.04.25

2013.10.31

생산수량

144

240

300

293

286

채수장소

동해

시화호

시화호

동해+궁평항

동해

평균 염분

34.047±0.001

27.892±0.001

28.672±0.001

31.454±0.001
R15=0.90874

33.837±0.001
R15=0.97023

[표 3] 생산^보급 중인 퇴적물 및 해양생물 금속 측정용 기준물질

번호

MAA

MAB

BAA

제조일자

2012.7

2012.11

2013.10

생산수량

250

250

250

시료채취 장소

시화호

시화호

통영

매질

퇴적물

퇴적물

해양생물(굴)

항목

활용분야

Ag, Ai, As, Cd, Cr, Co, Cu, Fe, Hg, Li, Mn, Ni, Pb, Sn, Sr, V, Zn

- 해양관측기기 교정을 통한 해양 관측 자료의 신뢰성 증진
- 다양한 기준 물질의 보급에 따른 해양 시료 분석 능력 확대
- 표준 운영 절차서 제정 및 보급으로 인한 해양관측기술의 시스템화
- 새로운 해양관측기법 개발 및 보급

그림 3. 심해용 Benthic Lander

그림 5. 기기 검교정^분석센터 해양관측장비 교정실 전경

그림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기검교정·분석센터에서 개발·
보급중인 각 종 기준물질

그림 6. 2013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장에
설치된 전시 부스

58

연구활동

남해특성 연구

이머징 해양병원체 탐색 및
검출기술 개발 연구

이택견 책임연구원(남해특성연구부)
E-mail : tklee@kiost.ac

이 연구 사업은 ‘해양병원체’라는 키워드로 국내해역에 출현하는 해양병원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색하며

연구내용 및 성과

외해로부터 유입 가능성이 높은 병원체를 예측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국내해역의 체계적 관
리와 국가 해양관측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병원체란 해양생물에 대한 병의 원인이 되는 본체로 정의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 박테리아 및 기생충 등
이 해당된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에 의한 해양병원체의 발병 빈도와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
양 병원체의 질병확산의 경로 및 원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최근에 해양생물 질병관
련 보고가 급증하고, 질병유발 원인 규명 및 제어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병원체를 탐색
하고 검출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생물학적 요인 비생물학적 요인

해양병원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양병원체의 분리 및 확보, 둘째, 해양병원체 정밀진단기법

기생충
온난화

곰팡이

박테리아

해양생물의 집단폐사
▼
해양생물의 멸종
▼
생태계 파괴

바이러스

개발, 셋째, 해양생물 및 병원체에 적합한 예찰 기술의 개발, 넷째, 사회-경제학적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
다섯째,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안 제시 등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 과제에서는 해양병원
체의 탐색 및 검출기법의 개발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를 위하여 아직까지 해양병원체 연구 분

유독물질

야에서 초기 응용단계라 할 수 있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기반 전사체
분석을 통해 쿠로시오 난류 이동해역(남해, 제주 및 대만)에서의 해양 생태계 변화에 따른 계절별 해양병원
체의 분포를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PCR 기반의 분자생물학적, 그리고 scFv 항체 기반의 혈청학

오염물질

적 해양병원체 검출기술의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이머징 해양병원체에
그림 1. 해양생태계의 교란을 유발시키는 원인

대한 자료를 국내 최초로 확보할 계획이다.

- 기후 변화에 따른 이머징 해양병원체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 예측

활용분야

- 해양병원체 진단 관련 기술 확보로 기술 우위선점과 질병안정성 구축
- 해양생태계 위해성 평가 및 해양생명공학 연구의 기반자료로 활용
-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안 수립 지원

병원체
1.48%

3월 비 병원체
98.52%

병원체
2.96%

5월 비 병원체
97.04%

그림 2. 해양 병원성 박테리아 분포 (제주 해역 3, 5월)

그림 3. 해양병원체의 진단 및 예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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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캡시드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
원천기술개발

백승호 선임연구원(남해특성연구부)
E-mail : baeksh@kiost.ac

이 사업은 적조를 일으키는 미세조류에 특이하게 흡착 및 감염하는 특정 바이러스를 선별하여 이들 바이러

연구내용 및 성과

스로부터 외부 캡시드(capsid: 바이러스의 유전형질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층) 단백질 유전자를 복제한 뒤,
이를 세균 또는 효모에서 대량생산함과 동시에 살조물질을 나노캡시드에 탑재하여 적조생물을 제거 하고
자 하였다. 아울러 유해성 적조 생물의 선택적 살조기능을 갖춘 캡시드의 현장적용 시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소형, 중형폐쇄생태계(Microcosm, Mesocosm)에 적용하여 해양생태계 위해
성을 평가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생태학적 위해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 구축되지 않아, 이 연구를 통해 생태학적 교란을 유발하는 특정 살조 물질에 대한 해양생태계 위해성 평가
기술을 정립하고, 실질적으로 적조발생 해역에 살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적조피해로부터 막
대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중형폐쇄생태계(mesocosm) 시설 및 실험과정

활용분야

- 유해 유독 적조생물 제어
- 신규 독성물질의 해양 위해성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 자연생태계에 직접 적용 시 야기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감지/방지함으로써 자연서식생물의 피해를 저감
시키는 방안 제시

모니터링 결과
target alga
a. Abundance of tar

살조물질의 생태학적 위해성 평가

Control
0.4 +M TD49
0.8 +M TD49
4 g Clay
10 g Clay
4 g Clay + 0.4 +M TD49

메소코즘

생태계 위해성
평가

살조물질의
동정

해수면

b. Variations of micro organisms
먹이사슬
어류

미소생물

염분
용존산소

c. Variations of zooplankton

pH
성모충
대상적조
생물 중속영양 편모류
박테리아

노출평가

광량
용존유기탄소
영양염류
위해 특성
-1

그림 2. 어류 독성 실험

살조반응

수온

동물플랑크톤

살조제

HB(heterotrophic bacteria)
HNF(heterotrophic
nano-flagellates)
Euplotes sp.
Uronema sp.

환경요인

0

1

2

3

4

5

6

Sampling date (days)

그림 3. 중형폐쇄생태계(mesocosm)을 활용한 살조물질의 생태학적 위해성 평가 과정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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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
감시체제 구축

김영일 책임연구원 (동해특성연구부)
E-mail : yikim@kiost.ac

다기능 해양변동 관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영향을

연구내용 및 성과

파악하는 것이 이 사업의 연구목적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기능 동해 해양환경변동 상시 관측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와 동해 해양과정 연동 연구, 동해 해수 및 대기경로 입력 물질 거동 연구, 동해 생태계 변동 감시 및
유전정보 관리 연구, 동해 해양 환경정보 모니터링 센터 구축 등을 포함한다.
주요 성과로는 수중 및 표층 해수특성 관측 부이 및 계류 시스템, 대기관측 시스템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기 - 해양 - 해저 관측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동해의 기존자료 분석결과와 해양모델을 활용하
여 기후변화에 따른 용승현상 강화 및 내부조석파 에너지 전달과정과 해수순환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영양염류 분포 및 침강입자 Flux 조사를 통하여 동해의 표층 일차생산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동해
생태계 아열대화 관련 지표생물의 출현 양상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출현종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동해생물
가이드북 제작, 동해 관련 해양, 기상, 위성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시각화한 동해 환경정보 모니터링 센터
시범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국제공동연구 성과로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동해 공동해양조사, 러시아 쉬
르쇼바해양연구소(IO RAS, P.P. Shirshov Institute of Oceanology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와
동해 북부 해역 관측 공동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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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마련으로 향후 동해 전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주도적 연구
추진

그림 1. 후포퇴 해역의 연안 용승 발생전, 발생중, 발생후 해수물성 관찰결과

그림 2. 동해 아열대화 지표종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남방기원 부채게류의 동해 분포 특성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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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노현수 책임연구원(독도전문연구센터)
E-mail : hsrho@kiost.ac

독도전문연구센터는 법률 및 국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국가

연구내용 및 성과

차원의 종합해양과학연구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를 2006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2013년 사업에서는 독도 주변해역 해양물리 환경 변동 특성 연구, 독도 주변해역 해수 특성 연구, 독도 주변해
역 생물다양성 및 생태특성 모니터링, 독도 연안 생태계 서식지 환경 정밀조사, 독도 대형 해조류 환경 변화 대
응 유전자 연구, 독도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관리 등 6개 세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속적인 종합
해양과학조사를 통해 획득한 독도 주변해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고, 독도종합정보시스템
을 통하여 독도에 대한 기본정보와 각종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특히 급변하는 연안 생태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안 서식지 정밀조사와 해저지질환경 분석을 병
행 하였으며, 독도 연안 수중영상과 정밀해저지형도의 중첩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생
물 서식지 환경 분석 맵핑의 기초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선
장목2호가 독도에 첫 취항하여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성과를 남기기도 하였다.

2014년 사업에서는 독도 주변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 독도 연구결과
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유관기관의 독도 연구결과를 취합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중생태지도, 아틀라스, 논문 등 가시적인 성과물 제작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활용분야

- 독도 주변해역 생물다양성 자원 분포 파악 및 관리·보전 토대 마련
- 독도 해저 및 연안의 구조적 특성 파악과 자료 축적을 통한 미래 독도의 지속가능한 공간적 이용에 대비
- 독도 이용 개발 사전·사후, 환경적·생태적 영향 모니터링을 통한 독도의 친환경적 관리 기반 구축
- 해양영토분쟁 발생 시 국가차원 영토주권 행사의 근거자료로 활용

그림 1. 정밀해저지형도와 서식지영상지도의 중첩 분석

그림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선 장목2호 독도 첫 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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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성화에 의한 연안생태계
영향진단과 예측 연구
지난 200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해양의 용존 이산화탄소 증가와 pH의 감

연구내용 및 성과

소(해양 산성화)가 급격히 나타나, 해양생태계 내에서 탄산칼슘 골격을 가지는 생물들의 체내에서 탄산칼슘
이 해양으로 녹는 양이 증가하여 생물량 및 분포 지역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해양산성화는 비석회화 생물의
생리적 현상과 섭식 그리고 생식 등에도 영향을 주어, 해양생태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해양산성화에 따른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반응을 효과적으로 평가·예측하기 위한 기술의 필요성
이 최근 급격히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역의 산성화 진행 상태를 파악하고 핵심해역에서 우점하는 주요 생물(부유생물,
무척추동물, 난 자치어, 어류, 산호류)들의 해양산성화에 따른 생리^생태 반응을 진단하고 산성화 스트레스
대응 유전자 지표 발굴을 통하여, 향후 해양산성화에 의한 연안생태계 영향 진단과 관리를 하고자 2013년부
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GIS/통계 기반 지수 산출 및 가시화를 통한 우리나라 전 연안
에 대한 산성화 진행 지도 작성을 위해 해양산성화 모니터링 핵심지역으로 동해 후포 연안과 남해 광양만을
선정하였다. 모니터링 핵심해역인 광양만에서의 여름철 산성화 진행 정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심
각하였다. 해양생태계 및 먹이망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생물(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무척추
동물, 난^자치어, 어류 등)의 해양산성화 반응 실험을 실시한 결과, 산성화가 진행될수록 성장률 및 난 부화
율, 산소 소비율 등이 감소하였고, 사망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산성화와 수온이
함께 증가하는 복합요인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도 상승과 산성화에 반응하는 연산호 유
전자를 탐색한 결과, 산성화된 고온의 해수에서 연산호의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산성화 조건에서 특
이 발현 유전자를 발견하였다. 1차년도 연구를 통하여 해양산성화에 따른 연안역 해양생태계 영향 및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해양산성화 반응 해양생물 10종(난 1종, 식물플랑크톤 1종, 동물플랑크톤 3종, 무척추동물

2종, 어류 3종) 및 산호의 산성화 반응 공통 유전자 213개를 확보하였다. 산성화 연구의 국제 선진화를 위하
여 주요 연구 기관(PML, JAMSTEC, NOAA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그림 1. 우리나라 전 연안 산성화 진행 GIS 지도(좌) 및 광양만 저층 산성화 진행 정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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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4℃
pH + 28℃

그림 2. 분홍바다맨드라미 연산호의 이산화탄소 농도 특이적 생체지표 발굴

활용분야

- 우리나라 전 연안의 해양산성화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해양산성화 진행 지도 작성으로
해양산성화 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 해양생물의 산성화 영향 평가를 통하여 해양생태계의 기후 변화 예측에 활용
- 해양생물의 산성화 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정밀 모니터링 장비 구축
- 해양산성화 연구방법 확립 및 해양산성화에 의한 해양환경영향평가기술 방법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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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참돔, 조피볼락, 강도다리의 산소 소비율

그림 4. pH 구배에 따른 요각류 난의 개체군 가입률 및 회복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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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수조용 입체입자영상유속계를 이용한
나선 및 자항상태의 선미부 유동계측
선체 주위의 유동계측은 전산유체역학 결과의 검증용 자료로서의 역할과 난류유동특성에 대한 물리적 이

연구내용 및 성과

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최근 유동측정장치의 하나인 입자영상유속계(PIV,

Particle Image Velocimetry)는 비접촉식 계측 및 전체 유동장을 고해상도로 관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장점은 선체 후류에서 발생하는 난류의 유동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적합하다.
이 연구에서는 나선 및 자항상태의 KVLCC2 (KRISO 300K VLCC2) 모형선 선미부 유동장을 예인수조용 입체
입자영상유속계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계측결과로부터 고차난류모형의 전산유체역학 결과에서만 나타
났던 2차의 상반 회전하는 보텍스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프로펠러 근방의 위치에서 위상평균 유동장이 계측
되었으며, 날개끝 및 허브 보텍스가 잘 관측되었다. 얻어진 자료는 전산유체역학 검증용 자료로서의 역할과
현대적인 탱커선형의 유동현상의 이해를 돕는 것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활용분야

- 선체반류, 프로펠러 주위유동 등의 정량적, 정성적 유동장계측
- 전산유체역학(CFD)의 검증용 실험자료

그림 1. PIV 유동계측을 위해 흑색도장된 모형선

그림 2. 프로펠러 면의 와도장(나선상태)

그림 3. 특정 프로펠러 위치에서의 속도장(자항상태)

그림 4. 특정 프로펠러 위치에서의 와도장(자항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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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캐비테이션터널(LCT)에서 모형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시험결과와 실선계측의 상호연구 및 비교시험을

연구내용 및 성과

통하여 LCT에서 캐비테이션 성능 시험평가 절차를 정립하였으며 실선 시운전 결과와 좋은 일치(그림 1)를
보여준다. 상호반전프로펠러(CRP)는 전부 및 하류에서 상호반전하는 날개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프로펠
러 하류영역의 원주방향 유동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서 단일 프로펠러에 비하여 높은 추진효율을 주는 추진
장치(그림 2)이다. 그리고 프로펠러 보스 캡 핀(PBCF)은 프로펠러 주위의 유동을 정류하고 허브 보오텍스 발
생을 제거함으로써 추진효율을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추진장치(그림 3)이다. CRP와 PBCF 추진장치 추진성
능과 캐비테이션 특성추정을 위한 관련 시험법을 대형 캐비테이션터널에서 확보하였다. LCT에서 계측한 총
유속(total velocity)과 공칭반류(nominal wake)를 이용하여 프로펠러 설계에 중요한 입력자료인 유효반류

(effective wake) 추정기법(그림 4)을 개발하였고 다수의 프로펠러 설계에 적용하였다.
• LCT에서 모형프로펠러 캐비테이션 변동압력 시험결과와 실선 계측과 상호작용
• CRP 및 PBCF 추진장치의 추진성능 및 캐비테이션성능 LCT 시험법
그림 1. 모형선-실선 프로펠러 변동압력 계측결과
비교

활용분야

• 선체 유효반류 추정방법
• 프로펠러 효율 및 캐비테이션 성능 향상 기법

- 캐비테이션 성능과 효율이 높은 프로펠러 설계
- 프로펠러에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거동과 변동압력 특성 제어
- 상호반전프로펠러(CRP)와 프로펠러 보스 캡 날개(PBCF) 성능 예측

그림 2. 모형선의 공칭반류, 총 유속 및 유효반류 비교

그림 3. 모형선에 장착된 CRP 추진장치

그림 4. 모형선에 장착된 PBCF 추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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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선 자동추적 시스템을 이용한
자유항주 빙조종 시험 기법 개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빙해수조는 2010년부터 극지운항용 선박에 대한 빙모형시험

연구내용 및 성과

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빙해선박의 빙모형시험은 빙저항과 빙자항 및 빙조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분들은 선박의 빙성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새롭게 개발된 모형선 자동추적 시스템은 빙해선박의
자유항주 시 모형선의 위치와 속도 및 선회각을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비전(Vision) 카메
라 시스템과 실시간 데이터 프로세싱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선박의 선회시험 및 항
로이탈 시험 시 정확한 모형선의 선회반경 계측 및 항로이탈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모형선
자동추적 시스템은 빙자항시험 시에도 일정한 프로펠러 회전수에서 모형선의 정확한 속도 계측이 가능하므
로 빙수조시험의 효율과 시험정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활용분야

- 자유 항주 빙조종 시험 정도 향상
- 빙자항 시험 정도 향상

그림 1. 자동추적(비전 카메라) 시스템과 계측 소프트웨어

그림 2. 모형선 자동추적시스템을 이용한 자유항주 선회시험(좌) 및 빙자항시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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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을 위한 선박 저항감소 및
추진성능 향상 핵심기술 개발

김광수 책임연구원(해양운송연구부)
E-mail : ksookim@kriso.re.kr

이 연구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수행하는

연구내용 및 성과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조치 (EEDI, MEPC 62차 회의) 시행과, 지속적인 국제 유가
상승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 조선해양산업은 연료소모량 및 배기가스 감소를 위한 새로운 하이테크 기술
및 성능평가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 사업에서는 선박의 저항 감소와 추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요소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 파랑 중 부가저항감소형 선형개발
• 저항 감소형 선형최적화 기법 개발
• 추진효율 향상을 위한 연료저감장치 개발
• EEDI 정밀계산을 위한 실선 시운전 기준 선속 해석법 검증

2013년도는 전체연구일정 중 3차년 연구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파랑중 부가저항 감소형
선수선형을 개발하고, 모형시험과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가저항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법, 초대
형 컨테이너 선박의 저항감소형 최적화 선형, 공기층을 활용한 마찰저항 저감기술, 덕트형의 연료저감장치
와 추진효율향상을 위해 Hybrid CRP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연구사업에는 국내 대부
분의 대형조선소(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가 공동 참여하고 있으
그림 1. 공기층을 활용한 마찰저항 저감기술

활용분야

그림 2. 파랑중 부가저항 저감형 선수선형 개발

며, 국내 조선소들의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것이다.

- 에너지 절감형 선박과 연료저감장치의 설계
- 에너지 절감형 선박의 유체역학적 성능평가

그림 3. 덕트형 에너지 저감 장치(좌) 및 Hybrid CRP system(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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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LNG터미널(FSRU)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홍석원 책임연구원(해양플랜트연구)
E-mail : swhong@kiost.ac

해상 LNG터미널(FSRU) 엔지니어

연구내용 및 성과

링 기술 개발사업은 산업통상자원
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1단
계(2008~2011)에서는 LNG FSRU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하였
고, 2단계(2011~2013)에서는 LNG

FSRU 설계모델 개발 및 통합성능
해석 핵심기술을 개발하였다. 우리
연구원이 총괄과제, 1세부과제를,
한국가스공사가 2 세부과제 , 삼성
중공업이 3 세부과제 , 한국생산기

그림 1. LNG FSRU 가스플랜트 기본설계

술연구원이 4 세부과제를 수행하
였다. 1세부과제는 FSRU 구조물-계류시스템 기술, 2세부과제는 가스플랜트 설계기술, 3세부과제는 위해도
평가기술, 4세부과제는 안전접안 감시제어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였다. LNG FSRU(Floating Storage and Re-

gasification Unit)로 알려져 있는 부유식 해상 LNG 터미널은 해상에서 LNG 운반선(LNGC)으로부터 LNG를
하역 받아 저장하고 재기화하여 육상으로 이송하는 기능을 가진 바다 위에 떠 있는 LNG 터미널이다.
최근 LNG 수요 증가에 따라 LNG 터미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용, 환경, 안보와 위험성 문제로 인하
여 육상에 LNG 터미널을 새로 건설하는 것이 어려워 LNG FSRU가 주목받고 있다. 이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에 세계 최대 FSRU 1기와 Excelerate Energy로부터 8기를 수주하였고, 삼성중공업
은 2013년에 LNG FSRU 3기를 수주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UAE에 LNG 터미널 기술자문사로 선정되었다.
그림 2. LNG FSRU 개념도(Digital Mock-up)

활용분야

이러한 성과는 이 과제의 연구개발이 선행되었기에 가능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원천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제고
-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추진
- 국내 자립의 LNG FSRU 위해도 평가시스템 확보
- LNG FSRU 포함 특수선종에 대한 위해도 평가 통한 수익 창출
- LNG FSRU 시장 선점에 대한 국내 조선해양업계의 비교 우위 활용
- LNG FSRU 부품소재 중 안전 관련 부품의 내수 유발 효과

그림 3. LNG FSRU 통합성능해석 프로그램(MAST)

그림 4. LNG FSRU 안전접안유도시스템

그림 5. LNG FSRU 위험도 해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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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및 해상생산플랜트
설치설계 핵심기술 개발

홍사영 책임연구원 (해양플랜트연구부)
E-mail : sayhong@kiost.ac

해저 및 해상생산플랜트 설치설계 핵심기술은 적재, 운송, 작업대기, 설치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흐름을 설계/

연구내용 및 성과

해석함으로써 작업의 안전과 공정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해상 크레인작업 동적해석,
예인안정성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설치해석과 운송해석 기술로서, 최근 심해 및 극지개발로 인해 그 중요성
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특히 초심해 생산플랜트 및 극지 해양플랜트는 설계단계부터 설치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므로 국내 조선해양업체는 일괄수주 관리차원의 기술을 넘어 전주기적 차원의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확보, 설치 및 철거 등 해양서비스산업 진입에 필수적인 설치해석기술의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제에서는 설치 및 운송 안전성 및 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핵심기술로서 파랑 - 조류 - 바람 해상
환경에서의 크레인 작업선의 거동 시뮬레이션 및 dry/wet towing 안전성 해석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
하고 있다. 다물체 동유체력 간섭효과 해석, 다물체 동역학 모델 도입, wire 및 cable 유한요소해석, heave

compensator 시스템, DP 시스템 등의 핵심기능을 기반으로 작업선, 설치물 및 크레인으로 구성되는 다물체
거동해석의 정도 및 작업시나리오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법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발된 시뮬레이
션 기능은 모형시험과의 비교를 통한 해석결과 검증과 시뮬레이션 tool 모듈화를 통한 범용 통합해석 기능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활용분야

- Subsea 장비 크레인 설치 및 Float-over 등 해상작업 시뮬레이션 해석
- 해상^해저 설치공법 설계/평가 및 효율제고를 위한 신공법 개발
- 예인 안정성 시뮬레이션 평가

그림 1. PIM(Pendulum Installation Method) 시뮬레이션

그림 2. Float-over 시뮬레이션

그림 3. Fishtailing Instability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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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신승호 책임연구원(해양플랜트연구부)
E-mail : shinsh@kriso.re.kr

진자에 의한 파력에너지의 효과적 흡수 및 회전식 유압변속시스템 채용으로 고효율/고내구성 달성 가능한

연구내용 및 성과

심해용 파력발전시스템 설계 엔지니어링 및 성능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대수심 파력에너지 자원개발에 적합
한 300kW급 파력발전장치를 실증함으로서 실용화 기술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까지는 부유식 파력발전장치의 파랑운동 및 계류특성 분석과 기본설계, 1차 변환장치 성능연구 및
기본설계, 2차 변환 장치(유압변속시스템)의 설계를 토대로 부유체의 구조해석 및 부유모선과 2, 3차 변환 시
험모듈을 통합한 연계 수리모형시험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1) 부유식 파력발전장치의 극한 파랑조건에서의 생존성 검토를 위한 3차원 수리모험시험을
수행하고, 2) 파력에너지의 2차 흡수장치인 실증용 300kW 유압변속시스템을 제작하고 성능평가, 3) 파력발
전 실증플랜트의 제작을 위한 상세설계에 착수하였다

활용분야

- 경제성 높은 파력발전장치(고효율이면서 출력대비 건설단가 저렴)의 개발로 파력발전의 상용화 조기 달성
- 대규모 단지화가 용이하며, 높은 가동율, 내구성이 확보된 300kW급 부유식 파력발전장치로서 해양에너
지 관련 주요 수출 품목으로 세계시장 진출

- 파력발전용 로터리 베인펌프는 소용적/고내구성/고용량이며, 선박용 주요 기자재로서의 활용이 가능하
여 세계시장을 향한 독립된 수출품목으로 활용가능
Wave load response on Shaft & Penduleum

RVP Housing deformation according to tightening of blots (ex. SUS316L)

그림 1. 구조해석
Shape A, Summer Ectreme Wave Condition(SW) Hs=6m, Tp=12s

그림 2. 300kW급 실증용 로터리 베인 펌프

그림 3. 극한 파랑조건에 대한 생존성 수리모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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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에너지 이용기술 개발
김현주 책임연구원 (해수플랜트연구센터)
E-mail : hyeonju@kriso.re.kr

해양심층수와 표층해수(또는 미활용열)를 이용한 해수온도차발전 플랜트(1MW) 및 해수냉난방 시스템

연구내용 및 성과

(2000RT)의 설계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해수냉난방이용 플랜트의 조기 실용화와 해수온도차발전의 기
술 고도화를 위하여 효율 15% 향상과 비용 15% 절감을 성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6개년

(2010~2015년) 연구사업의 중점 연구내용은 1) 대구경 취수관 저렴화 및 해양온도차발전 플랫폼 설계기술
확보, 2) 해수냉난방 요소기술 개발 및 시스템 효율 향상, 3) 해양온도차발전 핵심기술 확보 및 효율개선, 그
리고 4) 해양환경개선 및 복합이용모델 개발 등이다.

2013년도의 주요성과로서 1) 1,000RT 탠덤식 터보 히트펌프 설계 및 제작, 2) 20kW 폐쇄순환식 해수온도차
발전 파일럿 플랜트 제작 및 실증, 3) 해수온도차발전, 해수냉난방, 해수담수화를 실현하는 블루인프라 구축
계획의 정립 등이 달성되었다.

그림 1. 20kW 해수온도차발전 파일럿 플랜트

활용분야

그림 2. 1,000RT 탠덤식 히트펌프 시스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화석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녹색기술 확보
- 국가 신재생에너지 자급(2030년 11%) 및 CO2 배출저감(2020년 BAU 30%) 목표달성 기여
- 해양 에너지 및 자원을 기반으로 한 임해 녹색도시 및 청정생산기반(블루인프라) 구축
- 적도해양 도서국가의 블루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적개발원조(MT-ODA) 전개

블루 캠퍼스
블루 도시

블루 항만

블루 마을

블루 아일랜드

그림 3.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블루인프라 구축

블루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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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기술 연구

국제수로훈련연구개발센터
기반구축 연구

서상현 책임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E-mail : shsuh@kriso.re.kr

국제수로훈련연구개발센터(TRDC : Training R&D Center) 기반구축 연구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의

연구내용 및 성과

지원으로 수행 중인 연구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센터 운영을 위한 기반환경 구축을
목표로, 현재 1차년도 연구를 수행 하였다.
이 연구는 국제수로기구(IHO) 산하 동아시아수로위원회(EAHC)와 우리나라가 국제수로훈련연구개발센터를
국내에 설치하기로 상호 협의함에 따라, 5년 간의 기반환경 구축 연구를 통해 수로분야 교육훈련 과정 개발,
교육훈련 지원기술 개발, 웹기반의 이러닝 체계 구축, 수로분야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첫 단계로서 2013년도에는 국제수로훈련연구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정책연구와 해도제작 Cat B 과정의
국제기구 인증 기초연구, S-100 세미나 특별과정 추진, 전자해도 제작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국제수로
훈련연구개발센터의 홈페이지 및 수로분야 교육훈련을 위한 이러닝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특히, 2013년 12월 모나코에서 개최된 국제수로기구 기술회의(TSMAD27)에 2013년 연구 결과인 전자해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매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국제수로기구 사무국과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본 프로그램을 회원국에 무상 제공 및 활용토록 결정되어, 이 연구의 우수 성과를 전 세계 수로분야 회원국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수로훈련연구개발센터 기반구축 연구를 통해 수로분야 교육훈련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수로분야 연구개발 항목 도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국제
해사기구(IMO)의 e-Navigation 전략을 준비하고자 한다.

활용분야

- 전자해도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외 관계 기관의 전자해도 학습과 DB 구축에 활용
- 해도제작 Cat B 과정과 S-100 세미나 특별과정 수립을 통해 해도분야 교육훈련 분야로 활용
- 수로분야 교육훈련을 위한 이러닝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 교육훈련 도구로 활용
- 수로도서지 제작, 맞춤형 전자해도 제작, 해사안전 및 해양환경 DB 구축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요구에 대응

그림 1. 전자해도 학습지원 프로그램

그림 2. 국제수로훈련연구개발센터 홈페이지

그림 3. 수로분야 이러닝 학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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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유출유 확산예측 기반
해양유류오염 방제 지원기술 개발

이문진 책임연구원 (해양안전기술연구부)
E-mail : moonjin.Lee@kriso.re.kr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출사고 이후 해양오염사고 피해 저감을 위한 핵심 방제기술로서 3차원 해양유출사고

연구내용 및 성과

대응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3차원 해양유출사고 대응지원시스템은 유출유 확산경로 예측결과를 기
본 정보로 하며, 해역의 환경민감정보, 방제자원 현황정보 등을 연계하여 효율적 방제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이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3년의 2년 동안 정확한 유출유 확산경로 예측을 위하여 3차원 유출유 확산예
측모델 개발, 사고 선박 주변 확산과정의 상세 확산모델 개발, 유처리제 효과 모델 개발 등을 수행하고, 유출
유 확산과정의 현장 모니터링 기술 개발 및 연계 방안을 연구하였다. 마지막 년도인 2014년에는 환경민감자
원 및 방제자원 현황을 연계한 유출유 방제전략 수립 지원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활용분야

- 해양유류오염사고 방제전략 수립 지원 시스템으로 활용
- 유류오염사고 피해 평가 및 피해저감 지원 정보시스템으로 활용
- 종합적인 해양오염 피해 평가 및 대응 지원 정보시스템으로 활용

그림 1. 유출유 탐지센서 개발
3차원 해양오염방제 지원 시스템

유출유 확산 모니터링 시스템
유출유 확산범위 및 유출량,
유출유 이동속도 및 방향

유출유 확산 모니터링 기반
3차원 유출유 확산예측 시스템
수치모델기반 유출유 확산예측
유출유 현장 모니터링 결과 반영
보정된 유출유 확산분포

계측적레이저 통합 표출

그림 2. 오일펜스 유출유 포집 및 누유 효과 모델링

그림 3. 3차원 해양유출사고 대응 지원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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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지보전 시스템 개발

황호진 책임연구원(해양안전기술연구부)
E-mail : hjhwang@kriso.re.kr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주)부품디비가 주관기관이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수행

연구내용 및 성과

하고 있는 연구과제로써, 해양플랜트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예지보전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플랜트 설비 및 장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지보전을
수행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이 연구는 해양플랜트 SCADA 시스템으로
획득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솔루션이 지능형 보전활동을 실현하며, 가상 해양플랜트
운영 시스템에서 이를 검증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솔루션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플랜
트 SCADA 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설비의 상태를 진단하고 열화를 측정함으로써 잔여
수명을 정확히 예측하여 고장이 일어나기 직전에 보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
이다. 이 솔루션은 지능형 진단, 예지, 보전 시스템을 포함하며, 이를 통합 관리하는 예지보전 플랫폼과 해양
플랜트 설비 및 장비의 형상(Configuration)을 항상 유지시키는 형상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차년도에는 예지보전 솔루션을 설계하고, 이를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별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고 있다. 예지
보전 솔루션 설계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활용한 진단, 예지, 보전 단계의 통합 프로세스 설계하
고, 이를 지원하는 예지보전 대표 시나리오를 개발하며, 예지보전 대표 시나리오를 표현하는 플랫폼 프로그
램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 해양플랜트용 예지보전 활동 지원

활용분야

- 해양플랜트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엔지니어링 핵심기술 확보
- 국내 조선소의 해양플랜트 관련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영역 확대

진단/예지/보전/
형상관리 모듈

진단시스템

예지보전 플랫폼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시스템

예지시스템

진단/예지/보전용
데이터마트

보전시스템

데이터 매핑
서버

정상유형/
고장유형 DB

형상관리시스템

학습적
고장유형 관리 시스템

해양플랜트
DCS, 모니터링,
성능평가 모듈
DCS
(해양플랜트
SCADA)

모니터링
시스템

성능평가

가상 해양플랜트 시뮬레이터
(Vibration Speed Temperatute Other)

Target Equipment

해양플랜트용
실시간 정부수집 및
예지보전 시스템

성능평가
시스템

운전/성능
모니터링

가상해양플랜트
시뮬레이터
Sensors

정유플랜트

실시간 센서
데이터 DB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입출력 가상화 시스템
시나리오 기반
운영 훈련 시스템

예, Condensate
Storage tank

그림 1.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철강산업

그림 2. 해양플랜트용 실시간 정보수집 및 예지보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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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해양지중저장기술개발
허 철 책임연구원(해양 CCS연구단)
E-mail : chuh@kriso.re.kr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경 기후변화를 2℃ 이내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전체 온실가스 감축

연구내용 및 성과

량의 약 19%를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로 처리해야 하는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단일기술 최대).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은 2015
년 이후 실해역에서 연간 100만톤급 규모의 대규모 실증 저장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실증하고, 상용
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30년경에는 CO2 3,200만톤 감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약 10%를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CO2 수송 및 저장 플랜트, CO2 수송선 등 CCS 신산업 창출로 8조 규모의 부가가치와

4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이 연구과제를 통하여 대규모 CO2 수송-주입 해양플랜트 설계 기술과 압축-전처리-수송-주입을 포함하는
전공정 안전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발전소 및 해양저장후보지 연계 선박 - 허브
항-해저파이프라인 CO2 수송체계 정립, 퇴적층 내 CO2 거동 수치해석을 통한 주입공정 안전해석, 주입정
내 CO2 거동 전산모사 및 특성 연구, 불순물 포함 CO2 처리공정 안정성 모의실험 등을 통해 100만톤급 해양

CCS 전공정 안전해석 및 유출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그림 2).

- 포스트 교토체제하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기술로서 활용

활용분야

- 2017년~2020년 연간 100만톤 CO2 수송 및 저장 통합 실증 구현
- 2020년 이후 연간 300만톤 이상 CO2 수송 및 저장 상용화
- CO2 수송 및 저장 플랜트, CO2 수송선 등 CCS 신산업 창출

배출
정체

압축 및 임시저장

수송(배)
수송(파이프라인)

임시저장소

주입
주입
저장소 내 CO2 거동

그림 1. CO2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수송 및 저장 시나리오

그림 2. CO2 수송 - 주입 공정설계 및 안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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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의 수중로봇 개발
최현택 책임연구원(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htchoi@kriso.re.kr

바다에 숨겨진 에너지와 자원, 해양 신산업, 해양 방위 등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수중로봇에 대한 관심이

연구내용 및 성과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예전의 원격 무인 잠수정 수준의 수중 로봇보다는 다양하고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능적인 수중로봇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무인자동차와 무인항공기의 활동 영역인
지상에 비해 수중은 강한 압력, 약한 시계, 조류와 같은 외란, 염분 등으로 환경 조건이 까다롭고, 매우 느린
통신, 부정확한 센서 정보, 제한된 에너지 등으로 기술적으로도 제약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수중 로봇은
더더욱 지능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대표 연구 그룹들은 수중 환경에 적합한, 현재의 기술 수준을
넘어서는 수중로봇의 지능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2010년부터 지능형 수중로봇에 필요한 수중로봇의 영상 및 음향 처리에 의한
물체 인식 및 추적, 수중 로봇의 정밀 제어 및 경로 생성, 지도 기반 항법과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수중 로봇 미들웨어, 수중 가상현실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알고리즘의 실험적 검증을 위해 개발한 수중로봇 yShark은 2013년에 yShark2로 개량되었다. 다양한 센서
와 충분한 연산 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개방형 구조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였으며, 후처리가 가능한 실험
데이터를 많은 협동 연구자에게 제공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알고리즘들이 융합되는 단계에 있으며, 수중 음향, 소나,
광학 영상 처리가 연동된 지능형 항법 기술과 관련 기반 기술을 실해역에서 검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단기적으로 주요 요소기술을 반자율 방식으로 응용하고, 완전한 자율 수중로봇 개발
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활용분야

- 수중 물체 자동 인식 및 추종 기술 (수중 조사 및 수색 임무에 응용)
- 수중 음향 자동 인식 및 방향 추정 기술 (감시 및 구조 임무에 응용)
- 지도 기반 항법 및 SLAM (수중 자동 항법 및 수중 무기 체계에 응용)

그림 1. 수중 물체의 위치와 로봇의 위치를 동시에
추정(SLAM)한 결과

그림 2. 2013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yShark2의 모습

그림 3. 소나를 이용한 다수 물체의 실시간 인식 및 추적을 위한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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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 광물자원 통합채광시스템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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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사업의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통합채광성능시험(2015년 예정)을 위한 2차 실해역 성능시험 및 버퍼

연구내용 및 성과

시스템 설계·제작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실해역 성능시험(2012년 10월 22일 ~11월 9일)의 결과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파일럿 채광로봇
‘미내로’의 성능개선 연구가 진행되었다. 개선된 미내로의 성능 검증을 위하여 심해저집광실험동에서 다양한
성능시험이 수행되었다. 집광실험동 성능시험이후, 2013년 6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후포항 근해(수심

130 m)와 포항 동동남 130 km 해역(수심 1,370 m)에서 2차 예비집광성능 실증시험을 수행하였다. 구체적
인 성능실험 내용은 모조단괴 집광성능 보완시험, 심해항법 및 연약지반 주행제어 시험, 심해 해저주행 경로
추종 시험이다.

2차 실해역 성능시험에서는 모조단괴 집광성능 보완시험을 1차 시험해역(후포항 근해)에서 수행하였다. 성
능시험에서 모조단괴의 채집률은 85%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미내로는 수심 1,370m 해저의 굴곡진 연약지
반 위에서 주행성능을 유지하며 원하는 동선으로 주행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사전에 계획된 채광경로를
자동적으로 주행하는 경로추종시험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채집량이 일정하지 않게 채집된 망간단괴를 저장하고, 양광펌프에 일정한 양의 망간단괴를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버퍼시스템의 설계^제작이 수행되었으며, 심해저집광실험동에서 ‘단괴 안착 성능시험’과 ‘피더 성능시
험’ 이 수행되었다.
그림 1. 버퍼 시스템

• 크기 : 7.2 m (높이) × 3 m (직경)
• 무게 : 7.5ton (공기중), 5.8 ton(수중)
• 저장용량 : 6 m3

활용분야

이상의 채광시스템 설계^제작 및 성능시험 결과는 파일럿 통합채광성능시험(2015년, 수심 2,200m)에 활용
될 예정이다.

- 심해저 광물자원(열수광상 및 망간각) 채광시스템 개발 분야
- 해저주행 항법 및 제어기술은 민군겸용 기반기술로 새로운 사업 도출
- 해중 작업장비 개발 분야

그림 2. 2차 예비집광성능 실증시험

그림 3. 모조단괴 채집성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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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개발
전봉환 책임연구원(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bhjeon@kriso.re.kr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연구장비 개발사업으로 2010년에 시작하여 현재 4차년도 연구가 진행중이다. 그 동

연구내용 및 성과

안 진행된 다리의 수밀 설계 및 제작 기술, 악시계 극복을 위한 센서운용 기술, 고강도 저중량 프레임 개발,
강조류 극복을 위한 보행 알고리즘 개발 등 핵심 요소기술을 기반으로 해저로봇의 프로토타입을 완성하여

2013년 7월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실해역 실증시험을 진행하였다.
실해역 실증시험에서는 해저로봇과 원격제어실 사이의 연동성과 악시계 환경 극복을 위한 스캐닝 소나,
초음파 카메라의 운용, 육상 및 수중 보행 시험이 실시되었다. 먼저 육상시험에서는 해저로봇과 원격제어실
사이의 연동성과 보행알고리즘의 안정적 수행, 기구적 안정성 등을 확인하여 수중시험에 앞서 로봇의 각
요소들의 동작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수중시험에서는 보행테스트를 통해 다리관절의 운동성과 수밀성을 확보하여 수중 운용의 기구적 안정성을
확인하고, 악시계 극복을 위한 스캐닝 소나와 초음파 카메라의 운용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반
사파에 의한 노이즈를 줄여 획득된 초음파 영상이미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캐닝 소나 운용기법을 개발하
여 검증하였고, 스캐닝 소나를 이용한 해저이미지의 3차원 매핑을 시연하였다.
이 과제의 금차년도에는 해저로봇의 성능 향상을 위한 보행 알고리즘 고도화 연구와 6,000m급 심해용 다리
의 설계 및 프로토타입의 제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해저로봇의 성능 고도화와 심해용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5월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함께 국내 연안에 침몰한 고대
그림 1. 수중에서 촬영한 광학카메라 영상(상)과
초음파장비 영상(하)

활용분야

선박에 대한 정밀 조사와 발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의 운용기술 및 탐사성능
을 우리나라 연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국내 연안 침몰선박의 해저 침몰상태 정밀 조사 및 구난/방제 작업에 활용
- 해저 센서 설치, 토양 샘플 채취, 생태계 조사 등 과학 조사장비로 활용
- 해류환경에서의 해저수색, 수중구조물 상태 조사장비로 활용

그림 2. CR200의 실해역 입수

그림 3. CR200의 육상 보행 시험

그림 4. 스캐닝 소나를 이용한 수중 구조물의 3차원 이미지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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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기반 해운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 연구

임용곤 책임연구원(해양시스템연구부)
E-mail : yklim@kriso.re.kr

해양수산부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된 ‘U-기반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내용 및 성과

기술 연구’는 지금까지 국제규격(ITU-R M.1842)을 만족하며 선박간 애드혹 기능을 갖는 1세대 해상 초단파

(VHF) 대역 디지털 통신모뎀(28.8kbps)을 개발하였고, 해운물류 환경을 고려하여 저전력의 인터넷 프로토
콜이 탑재된 433MHz 기반의 능동형 전자태그(IP-RFID)의 핵심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911테러
이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100% 사전검사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고속 고정식
컨테이너 검색기(X-선 영상획득) 및 방사선 검출기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1/10 크기의 컨테이너 검색기
시작품 제작 및 관련 X-선 3차원 영상처리 기술개발, 고정식 컨테이너 검색기(발생장치, 이송대차, 어레이검
출기) 기본설계 및 운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2018년까지 해상 초단파(VHF) 대역 디지털 통신모뎀(1세대, 2세대), 해상 멀티대역(WiFi/이동통신/VHF/
MF/HF/위성) 통합 디지털 모뎀, 육상국 해상 디지털 통신 통합모뎀 개발, 해양환경에 강한 인터넷 기반 능동
형 전자태그(IP-RFID), 고정식 초고속 컨테이너 검색기 및 차량 이동식 컨테이너 검색기 개발, 차량용 방사선

(감마선, 중성자) 계측 시스템, 휴대용 방사선 검출시스템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 해상 멀티대역 선박용 디지털 통신모뎀을 개발하여 해상에서 단절없는 새로운 통신수단 제공(고가 위성

활용분야

통신 대체를 통한 물류비 절감)

- 해운물류 능동형 인터넷 기반 전자태그(IP-RFID) 기술 개발로 항만 및 선박의 유비쿼터스 환경의 해운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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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U

XCU

Detector
array

그림 1. X-선 컨테이너 검색기 어레이 검출기와
판독 소프트웨어

그림 2. 해상 VHF 통신모뎀 시제품

능동형
IR-RFID 리더기
능동형
IR-RFID 태그

그림 3. 해양 Active IP-RFID 태그와 리더기

그림 4. 차량용(좌) 및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

80

연구지원활동

Research
Supporting
Activities
연구지원활동

81

Annual Report 2013

해양과학도서관

82

국제협력

84

학사교육 지원

87

홍보

88

해양연구선 운영

90

82

연구지원활동

해양과학도서관

OSL

전문도서관 운영
해양과학도서관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에서 지정한 해양분야 전문정보센터로서 실질적인 국가 해양과
학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 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최대의 해양과학 연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공유와
개방형 플랫폼의 첨단 디지털도서관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그림 1. ASFA 로고

있다. 또한 FAO/ASFA의 Korean National Partner로 지정되어

그림 2. 201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수상
<특별상/국회 교육문회체육관관위원회 위원장상>

한국해양수산정보 자료입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내핵심저널에 수록된 논문의
서지정보를 색인^분석^입력^제공하여 국내 해양학자의 연구정보가 국제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해양과학도서관은 전문도서관계 최초로 전국도서관평가에서 3년 연속(2010~2012)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에는 해양지식정보 서비스의 공로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상’을, <인터넷
에코어워드>에서 ‘교육 분야 대상’을 수상하여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바 있다.

그림 3. 2013 인터넷에코어워드 대상 수상 <교육분야 대상>

OSL

해양과학 전문학술지 발간
한국해양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는 영문학술지 『Ocean Science Journal』은 해양
과학기술분야 국제학술지로서 SpringerLink를 통해 전 세계 연구자에게 온라인으로 배포하
고 있으며, 국제적인 수준 향상을 통해 SCI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해양과 극지분야의
『Ocean and Polar Research』는 2013년 전세계 최대의 국제 공개출판(Open Access) 학술
지 DB인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에 등재된 바 있다.

OSJ와 OPR은 또한 학술지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고 더욱 우수한 논문을 유치하고자 OSJ
Award와 OPR 우수논문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그림 4. OSJ, OPR 표지

이들 학술지는 모두 세계적인 학술지 인용색인 DB인 Elsevier의 Scopus 등재 학술지이며,
한국연구재단의 우수학술지 계속평가를 통과하여 등재자격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해양분야
우수논문 발표 및 KIOST 연구성과 확산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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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자원 서비스
해양과학도서관은 해양과학기술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축적, 활용하고 대외적으로 확산시
키기 위해 웹 기반 통합전자도서관 시스템인 ILUS를 도입하여 이용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원내 이용자의 연구 수월성 확보와 연구정보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 ScienceDirect,

Springer 등에 수록된 11,400종의 전자저널과 Wiley, Elsevier 등을 통해 2,366권의 국외전
자책을 구독하고 있으며, Web of Science와 Scopus를 구독하여 SCI 수록논문의 인용정보
검색 및 연구성과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원내 직원들의 교양 함양과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해 교보문고와 웅진OPMS에서 국내전자책 1,778종, 오디오북 32종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KIOST 출범 및 교육 기능 강화에 발맞춰 국내^외 공개강의 10,609건을

그림 5. 해양과학도서관 홈페이지

해양과학 전자도서관 시스템 내에 추가하여 공개 플랫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전자자원을 하나의 접근 경로를 통해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논문 단위 통합검색시스템 Primo Central 과 SFX 링크리졸버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해양과학도서관은 이용자에게 보다 빠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개설하여 대국민 해양지식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6. 해양과학도서관 SNS 서비스 (페이스북)

OSL

과학기술 출판을 통한 해양과학의 대중화
국내 최초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시리즈를 발간하는 해양과학도
서관은 2013년까지 총 25종을 발간 하였다. 이 시리즈는 향후 100종 이상의 대형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원에서 수행한 연구사업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화보집인 『과학으로 보는 바다』시리즈도 1단계 3권이 발간되었다. 청소년에게 해양과
학을 알리는 이들 시리즈는 교육 현장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올해 사이언스 메세나 활동
의 일환으로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찾아가는 해양과학교실’ 등 해양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해외의 청소년들에게도 바다에 관한 꿈을 심어주는 등 해양과학대중화 활동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일반인 대상 해양과학 교양서인 『해양과학총서』시리즈는 금년 새로운 내용을 추가
하고 판형을 바꾼 개정판 3종이 추가되었으며, 향후 10권 규모로 발간할 예정이다.

2013년은 KIOST가 40주년을 맞이한 해로 이를 기념하여 해양과학도서관의 주도로 <한국해
양과학기술원 40년사>와 여록집 <362000000>을 발간하였다. 2013년은 또한 해양과학도
서관의 해양과학기술 대중화 사업이 대내외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은 해였다.
그림 7. IBA 수상 및 스페인 TV 인터뷰

『2012년도 연보』가 해양과학에 대한 관심 유도 및 해양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2013년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받아 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 외에도 『바다의 새 아침을 열다-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활동보고서』와 『2012년도
연보』가 국제 비즈니스 어워드(IBA)에서 수상하였고,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과학으로
보는 바다』, 『해양과학총서』가 각종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림 8. 우수도서 인증(인증서,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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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은 KIOST의 주요 해외 협력파트너로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세계 해양학계를 선도하는 국가의 기관들과의 협력이 한층 더 도
약한 한 해였다. 한편, KIOST의 해외공동연구센터들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주력하면서 국제공동연구 사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왔다. 이런 공동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으로 ‘KIOST 연구인프라운영 사업’을 시작하였다. 지난 수년간 빠르게 가시적으로 확장되어 온 국제협력의 외연확대와 아울러 기
능적 내실이 강화되었다.

선진국과의 연구협력 토대강화
8월에는 일본해양개발기구(JAMSTEC)에서 열린 ‘제4차 KIOST-JAMSTEC 양자 공동연구협력회의’를 통하여 양 기관 간 7개의 공통협력 관심분야(심해생
명과학, 첨단R/V건조, 심해유인잠수정 기술개발, 서태평양 해양기후변화 관측연구 등)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관간 협력기틀은 JAMSTEC 첨단 연구조
사선 건조 운영 전문가로부터 우리 원의 차세대 연구조사선 설계 및 유인잠수정에 대한 자문을 얻는 실제적 성과로 이어졌다.
프랑스해양연구소(IFREMER)와의 협력약정을 개정하여 프랑스 유인잠수정 ‘노틸호’파일럿 훈련시행과 ‘KIOST 태평양센터-IFREMER 타히티분원’간
패류 및 열대해양환경 공동연구 합의가 이뤄졌다.
‘KIOST - 독일해양연구소(GEOMAR) - 독일 Kiel대학교’간 3자 협약, 일본 항공우주국(JAXA)과 위성데이터분석 협약을 체결하였다.

해외 대사관을 통한 과학교류
KIOST와의 협력을 위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많은 대사관들에서도 우리원에 관심을 갖고 상호 방문 및 협력활동을 하였다. 4월에는 그린랜드 개발국장
이 우리원을 방문하여 그린랜드를 포함한 극지개발을 위한 공동협력을 논의하였고, 12월에는 이태리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이태리 과학회의에 초대
받아 내년 6월 KIOST에서 개최될 한·이태리 해양생물과학워크숍을 논의하였다.

그림 1. 세계 주요해양연구기관장 초청 JAMSTEC경영자문회의

그림 2. 2013년 5월 7, GEOMAR 400m 유인잠수정 JAGO 앞에선
방문단과 Peter Herzig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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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인프라(해외거점) 확대강화
2012년말에 문을 연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2013년초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였다. ‘제 1회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심포지엄’
개최의 후속조치로 12월에 페루해양연구소(IMARPE) 임원진이 KIOST를 방문하였다. IMARPE와 해양생물자원개발 공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부족하
였던 IMARPE의 해수취수 및 필터링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구축이 완료되는대로 ‘한국산-페루산 고급어종성장비교연구 및
친어관리기술개발’을 양측이 공동출자 형식으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북미에서는 KIOST-NOAA Lab이 북미전역을 활동영역으로 하는 독립채산제 현지법인화에 대비하여 NOAA외부에 사무실 및 회의공간과 현지 지원인력
을 확보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제 2회 한미 해양기상과학기술 워크숍’, ‘UKC 해양-인간-기후-해양자원 심포지엄’, ‘제 1회 한미 에너지자원 탐사개발 컨
퍼런스’등 활발한 학술 정보활동을 하였다.

그림 3. KIOST-NOAA Lab 확장개소 현판식

그림 4. 중국제1해양연구소와의 협약개정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2015년에 설립 20주년을 맞는다. 금년 6월 양국의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중 해양과학 협력약정’을 확대^개정하였고

11월에는 ‘제1회 황해해양포럼’을 개최하면서 한중간 해양과학기술협력의 범위 및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올해로 설립 2주년을 맞은 KIOST-PML Lab의 정보 및 네트워킹 실적은 두드러졌다. 먼저 유럽에 소재한 지리적 여건을 살려 ‘북극해-대서양-남빙양
통합연구 정보사이트 (약칭 AAARI, URL: https://sites.google.com/site/atlanticoceanstudy/)’를 기획, 구축, 개설하였다. 또한 국제공동연구그룹
‘MEMORI(해양생태계 모델링 - 관측 - 원격탐사 통합 연구그룹)’를 결성, 각 분야별 자료 및 통합연구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약칭: MEMORI,

URL: https://sites.google.com/site/memori2nwp)’도 개설하였다. 현재 MEMORI에 참여의사를 밝힌 한-영 양국의 연구자는 50여명을 넘어섰으며,
2013년도 MEMORI 워크숍에서는 영국 측 11편, KIOST 8편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신규거점 신설을 위한 기초 작업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 번째 후보지인 인도네시아 국립과학기술원(LIPI)과의 협력약정 확대·개정을 시작으로,
바다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인근 산호초삼각지대 한-인니 공동 출항조사를 마쳤다. 이를 통해 발견된 특이 해양생물의 DNA분석, 열대뱀장어
생태 비교가 수행되었다.

그림 5. 북극해-대서양-남극해 연구정보 (AAARI) 사이트
그림 6. 해양생태계 모델링-관측-원격탐사 통합 연구 (MEMORI)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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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 기획/수행
‘KIOST 연구인프라운영 사업’을 재원으로 21개 분야 국제공동연구역량강화와 국제공동
연구과제개발을 수행한 결과, 해외선진기술 5건 도입, 해외 6개국으로부터 시료 및 데이
터 확보, 국제공동연구과제 7건 공동기획, 벨기에, 미국, 일본 등과 논문 7편을 공동 저술
하는 성과를 내었다.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에서 지원한 황해 운용해양학 분야에서
도 SCI/E에 6편, Acta Oceanologica Sinica에 3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
중 핵안전 모니터링정보 공유사이트와 해양방사능 예측시스템이 개설되었으며, 황^동
중국해 해황데이터 및 태풍이동경로가 DB화되었다.
그림 7. 제2차 KIOST-PML 공동워크숍 (MEMORI)

International Cooperation

우리 정부의 해양외교를 위한 학술적 지원, 자문
지구촌 해양환경 거버넌스의 근간을 이룰 UN세계해양환경평가제도(UNRP 또는 AoA)
참여의 일환으로 국내^외 해양분야 전문가 70명을 초대하여 <우리 인간활동이 한반도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안)>를 작성하였다 (UNRP 대응 협의체의 승인 대
기 중). 이 보고서는 2014년중 UN에 제출될 국가보고서의 기반자료일 뿐 아니라 우리 정
부의 생태기반 해양정책수립에 참고,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KIOST는 유네스코의 산하기구인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가 주도하는 ‘IOC 세계해양
탄소조정사업(Ocean Carbon Sources and Sink)’에 재정을 지원하여 국내 연구자들
이 ‘국제블루카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IOC가 개최한 ‘제

3회 Ocean in a High-CO2 World 심포지엄’의 결과는 ‘해양산성화정책제안서(Ocean
Acidification: Summary for Policymakers)’로 정리되었다. 이 보고서는 해양산성화
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데이터
와 함께 종합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저술되었다. 우리 정부의 해양정책 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곧 국문으로 번역하여 국내에 배포할 예정이다. KIOST는 ‘IOC 세계해양탄소 조
정사업’ 1기를 마치고 ‘해양산성화 연구 및 연구결과의 소통에 대한 한계’라는 주제로

2014년부터 2기 사업에 들어가기 위한 연구제안서 조율을 진행 중이다.
KIOST는 또한 IOC의 서태평양지부인 WESTPAC과의 공동연구사업인 ‘동남아 산호
초 밀집해역 서식종 DNA 분류역량 강화사업(DRMREEF)’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WESTPAC의 제1부의장인 이윤호 박사가 기획, 주도하는 사업으로 동남아 지역 국가의
종 판별/분석 기술 및 DNA 바코딩 지도는 물론, 산호밀집해역 서식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산호밀집해역 서식종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우리원의 데이터베이스
인 KOBIS가 동남아 해양생물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8. 해양 산성화 - 정책제안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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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교육 지원

Academic Service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OST school) 공동운영
해양과학기술분야 우수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대학간 학^연 협력과 부산지역 해양
관련기관과의 시너지효과 창출, 세계적 해양과학기술 연구교육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해양대와 공동으로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설치학과는 해양과
학기술융합학과이며, 국가해양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교육의 수월성 확보 등 국가 주요
정책과 해양과학기술개발전략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2013학년 현재, 교원 현황을 살펴보면 해양과기원 교원 24명, 한국해양대 교원 33명
이며 석사과정 14명을 선발하여 공동지도하였다.
그림 1. 해외연수

Academic Service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운영
해양과학기술분야 현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UST 해양과기원 캠퍼스는 해양환경시스
템과학, 해양생명 공학, 해양생물학, 해양정보통신공학, 해양환경화학 및 환경생물학,
선박해양플랜트공학의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현재, 교원은 108명이며, 석사

15명, 박사 11명, 통합과정 12명이 재학 중이다.

그림 2. ISCANE(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ace,
Aeronautical and Navigatioal Electronic) 수상

Academic Service

미래해양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
지난 2007년부터 미래해양과학 및 조선해양공학분야 우수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학·연 협력체제 강화를 위하여 우수학생에 대한장학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해양과학기술 관련학과가 설치된 학^석^박사과정의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년간 15명 이내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우수학생에
대한 연구현장체험과 실용적 연구지식 배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정된 장학생은 해양과기원의 블로그 기자단 활동, 학^연 지도교수로부터의 연구수
련을 수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수능성적 전국 상위 5%이내인 협력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개인별 학과를 지도하는 등 특성화 관리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해양관련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과정을 연계한 우수자원 확보전략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우수
해양과학기술인력 양성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 특별장학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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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Public Relation

해양과학기술 연구성과를 적극 알리는 언론 홍보 활동
2013년 홍보활동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성과를 널리 알리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기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기후변화 및 해양
바이오 연구 분야의 논문이 세계적 학술지인 ‘Nature’자매지에 게재된 것을 비롯하여, 심해저 광물자원 채광로봇 미내로의 세계 최초 1,370m 해저주행
시험 성공 등의 연구성과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어려운 연구성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영상자
료 및 인포그래픽 등의 시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언론 보도 가능성을 높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아울러,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관장 인터뷰 및 기
고 활동, 기자간담회 개최, 도서발간 등의 홍보활동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한반도 주변 바다를 벗어나 대양으로 진출해 활약하는 해양과기원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홍보성과도 다수 있었다. 월간조선과의 공동기획을
통해 ‘마지막 블루오션, 태평양 섬나라 14개국 르포’를 연속 게재하였고, 태평양 진출을 위한 연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태평양해양연구
센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조선일보, KBS, MBC, SBS 등 주요 언론사에서 취재가 이어졌다.

그림 1. 고래 유전체 해독 연구성과 네이처 자매지 게재

그림 2. 창립 4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그림 3.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건조 본격 추진

그림 4. 미내로 해저주행 시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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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자의 꿈을 키워 드립니다' - 해양과기원의 교육기부활동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출연연구기관의 교육기부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과기원도 다양한 형태
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간물 및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양과학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창의융합인재교육 아웃리치 프로그램 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학생용 워크북 및 교사
용 해설서를 개발함으로써 현장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의 표준화 메뉴얼을 확보하였다. 또한, 교육기부활동을 위한 대표적 시설인프라인 해양과학체험전
시관 ‘KORDIUM'이 한국관광공사 추천여행지로 등재되는 등 관람객들의 꾸준한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림 5. 창의융합인재교육 아웃리치 프로그램 개발

그림 6. 해양과학체험전시관 코르디움 한국관광공사
추천여행지 등재

그림 7. 바다의날 기념 KIOST 방문의 날 행사

[표 1] 보도실적

구분

실 적

TV 다큐멘터리

KBS 파노라마 ‘바다식목일 기획, 바다 숲’ 등 8건

언론보도

세계 최초 밍크고래 유전 정보 해독 성공 등 1,189건

[표 2] 홍보행사

구분

실 적

교육훈련 및 대중강연

덕성여대 특별강연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해양과학’등 120건

전시회 및 대중행사

‘제2회 행복교육기부박람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등 29건

견학프로그램

‘KORDIUM 견학프로그램’등 252건

Public Relation

대중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온라인 홍보활동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외소통창구
로서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기관 대표홈페이지가 ‘제10회 웹
어워드 코리아’에서 3년 연속으로 수상하여 콘텐츠의 우수성도 인정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매월 KIOST 정문 앞 대로변에 게
시한 ‘시^글판’은 안산 지역의 명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바다의 날 기념
‘해양과기원 방문의 날 행사’에는 1,000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
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8. 웹어워드 코리아
수상

그림 9. 정문 앞에 게시된 시글판 11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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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구선 운영

KIOST Fleet

온누리호
주요 연구조사 지역 대양 및 심해저 자원 탐사를 위한 태평양 해역
운항거리 - 33,102 마일, 운항일수 - 231 일
2013년 운항실적

2013년 온누리호 운항실적
운항일정

운항목적

조사지역

책임자

01.01～01.30

피지 EEZ 해역/남서태평양 피지 EEZ
실해역 탐사

피지

손승규

03.17～03.28

상가수리

여수

김기복

온누리호 제원

04.01～04.05

장비테스트

동해

김기복

04.12～04.22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동해

김영일

04.24～04.26

장비테스트

동해

고영탁

04.29～05.02

수중광역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개발

남해

임용곤

05.14～06.01

북서태평양의 해양환경 변화가 한반도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연구

북서
태평양

전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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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지상범
형기성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06.02～10.11

심해퇴적물 고기후 지시자를 이용한 북태평양
순환류 변동성 연구

10.17～10.20

심해 무인잠수정 운영사업
해양 극한환경 극복기술

동해

이판묵

11.09～11.15

한국 관할해역 지질구조 및 해양지질조사

황해

김한준

11.21～11.23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동해

김영일

12.09～12.09

주기관 및 CPP 테스트

남해

김기복

주요 연구 장비
Single Beam Hydrographic Echo Sounder (EA 600),
Multichannel Seismic System,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Gravitymeter, Deepsea Camera,
Traction Winch, Piston Core, Konmap System,
CTD (Seabird 911), Multi Beam Hydrographic Echo
Sounder (EM120), Deep Tow Side Scan Sonar,
SubBottom Profiler, Thermosalinograph (TSG/SB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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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호
주요 연구조사 지역 국내 연근해지역
운항거리 - 23,414 마일, 운항일수 - 251 일
2013년 운항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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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r, Subbottom
Profiler, CTD (Seabird 911), Sparker Array System,
XBT MK-9, Multi Beam Hydro graphic Echo Sounder(
EM710),Thermosalinograph (TSG/SBE 21)

장목1호
주요 연구조사 지역 국내 연해지역
운항거리 - 6,366 마일, 운항일수 - 163 일
2013년 운항실적

장목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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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r, Multibeam
Echosounder (EM 3002), Single Beam Hydrographic
Echo Sounder (EA 400), Subbottom Profiler, CTD
(Seabird 911),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Thermosalinograph (TSG/SBE 21)

장목2호
주요 연구조사 지역 국내 연해지역
운항거리 - 10,421 마일, 운항일수 - 153 일
2013년 운항실적

장목2호 제원
총톤수 : 35톤
전장 : 23.97m
수선간장 : 21.20m
선폭 : 4.8m
순항속도 : 18 노트
항속거리 : 300마일
승선인원 : 12명(승무원 4명, 연구원 8명)

주요 연구 장비
Single Beam Hydrographic Echo Sounder(EA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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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행 연구과제

주요사업
Projects
220,222백만 원
191,461백만 원
208,600백만 원
연구사업금액

287건

2011
2012

311건

2013

261건
연구사업 수

2011
2012
2013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MT-IT 융합 실시간 관할해역 관측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최복경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침식 모니터링 및 예측시스템 개발 연구

이종찬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일침수범람지역 예측기술 및 재해도(Hazard Map) 작성기술 개발

심재설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저서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연안해저면 플럭스 관측기법 개발

이재성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퇴적물 고기후 지시자를 이용한 북태평양 순환류 변동성 연구

형기성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재해성 파랑의 특성분석 및 예측기술 개발

전기천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위성기반 연근해 해양환경분석기술 개발 (SATCOM)

박영제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감시 체제 구축

김영일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기 및 하천 유입물질의 동해 연안역 영향 연구

김영일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 온배수와 심층수 활용에 기반을 둔 해양식량 어류자원의 유전적 관리체계 구축

노충환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산성화에 의한 연안생태계 영향진단과 예측

김동성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모형을 이용한 동해하위생태계 중장기 변동성 연구

유신재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별관리해역의 해양생태계 건강지수 개발

김영옥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략 무인도서 과학적 해양생태도 개발 연구

강정훈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 연구

심원준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생태계 이머징 해양병원체 탐색 및 검출기술 개발

이택견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자원화 기술 개발

강도형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biobank 활용 해양생물 대사체의 생화학적 응용 연구

이연주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계 구조변동 진단 현장적용 기술 개발

이윤호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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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해중터널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박우선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천해용 해상도시 건설을 위한 계류앵커 기술 개발

권오순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류발전 시스템 성능향상 기술개발

박진순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열대 태평양기지 자원생물 생산 및 기본 연구활동 지원

박흥식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북서태평양의 해양환경 변화가 한반도 주변해(대한해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전동철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제공동해양조사(ARGO) 운영사업

강석구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환경충격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예측시스템 개발

정경태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황해 저층냉수괴의 거동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강정훈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SPAR 기반 연계형 지지구조물 기술개발

홍석원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고정밀 임무수행을 위한 인공지능기반의 수중로봇기술개발

최현택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구조물의 이송 설치를 위한 작업성능 평가기술 개발

성홍근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빙해수조의 모형빙 생성 및 강도 제어기술 고도화

강국진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 수중소음 모형시험을 위한 계측기반 구축 연구

박철수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한수역에서의 선박운항 시뮬레이션 기술 고도화

여동진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의 저항 및 추진성능 향상 핵심기술 개발

김광수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적도태평양 연구인프라 구축 사업

권문상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신승호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시스템 상호 작용 연구

국종성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한반도 주변 환경의 생태적 기능 평가

최종국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극한 생물 유래 미지단백질의 질병연관성 또는 신기능 연구

이현숙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물로부터 항노화 바이오소재 개발 연구

신희재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반도 주변해 지역기후 접합모형(RCCM) 수립

장찬주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GEOFRAMEWORK 기반 연안지형 진화 연구

이희일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요사업 연구성과 활용 확산사업

김태영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성능 분석을 통한 대체설계 기초기술개발

강희진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항해 및 재난해파 조기검출을 위한 위성기반 정밀 수직측위 기술연구

조득재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차원 유출유 확산예측 기반 해양유류오염 방제 지원기술 개발(2/3)

이문진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빙해수조 모형빙의 두께분포 계측장비와 기술 개발을 위한 기획 연구

조성락

2013. 08. 01 ~ 2014. 02. 2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기술 정보분석을 통한 미래연구수요 개발

권문상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기술 전략개발 연구

강길모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관리 선진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김석기

2013. 03. 01 ~ 2014. 02. 2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기지 및 해양연구선 운영

최동림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열대 태평양 기지 기본연구활동 지원 및 운영

박흥식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운영

박영제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 연차대회 운영

권문상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관측조사 표준화 확립사업

김은수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도서관 운영 및 해양지식포털시스템 기능 고도화

한종엽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운영

홍상희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새만금 해양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조철호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 무인잠수정 및 고압챔버 운영사업

이판묵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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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경영정보시스템 운영

유병근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통영 MRC(해양생물자원연구^보존센터) 운영

명정구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데이터 관리^운영 사업

김성대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외연구거점 구축 및 운영

장도수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임장근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해양극한생물분자유전체연구단

이정현

2013. 01. 01 ~ 2013. 12. 31

해양수산부

한중해양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협력 사업

구본관

2013. 01. 01 ~ 2013. 12. 31

해양수산부

실시간 항만항행 환경정보 기반 선박 안전 입출항 지원 기술 개발(3/4)

김선영

2013. 01. 01 ~ 2013. 12. 31

산업통산자원부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실용화기술 개발

홍기용

2013. 01. 01 ~ 2015. 06. 30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의 에너지 이용기술 개발

김현주

2013. 02. 01 ~ 2014. 01. 31

해양수산부

UN 세계해양환경평가 대응방안 구축 운영 연구(제5차)

김경진

2013. 02. 20 ~ 2013. 12. 31

해양수산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

노현수

2013. 02. 21 ~ 2014. 01. 16

해양수산부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지상범

2013. 03. 01 ~ 2014. 02. 28

해양수산부

북태평양 기후변동 수치모델링 연구

장찬주

2013. 03. 01 ~ 2014. 02. 28

해양수산부

고해상 탄성파 탐사를 이용한 한반도 연안의 신기 지진활동 분석

김한준

2013. 03. 01 ~ 2014. 02. 28

기상청

기상청 지진관측망에 관측된 지진원 위치 결정의 오차 평가 및 GT 수준 지진 카탈로그 작성

김광희

2013. 03. 01 ~ 2014. 02. 28

기상청

지구시스템모듈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해양과정 모의분석 연구

김철호

2013. 03. 01 ~ 2014. 02. 28

기상청

엘니뇨 진단기법 개발 및 한반도 기후와 관련성 연구

국종성

2013. 03. 01 ~ 2014. 02. 28

기상청

나노캡시드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 원천기술 개발

백승호

2013. 03. 01 ~ 2014. 02. 28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 시화호 해양환경개선 연구

김경태

2013. 03. 07 ~ 2013. 12. 01

해양수산부

해저 지반조사 장비 및 분석시스템 개발

장인성

2013. 03. 26 ~ 2014. 03. 25

국토교통부

유류오염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복원 연구

심원준

2013. 04. 01 ~ 2014. 03. 31

해양수산부

국제해양과학협력 기반구축 사업

박내선

2013. 04. 01 ~ 2014. 03. 31

해양수산부

USCG Phase II 시험, 평가 및 인증시스템 구축

신경순

2013. 04. 01 ~ 2014. 03. 31

해양수산부

CO2 해양지중저장기술 개발

허 철

2013. 04. 01 ~ 2014. 03. 31

해양수산부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 개발(4/5)

황호진

2013. 04. 01 ~ 2014. 03. 31

산업통산자원부

해저 및 해상생산플랜트 설치설계 핵심기술 개발(3/5)

홍사영

2013. 04. 01 ~ 2014. 03. 31

산업통산자원부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 연구

심재설

2013. 04. 01 ~ 2014. 11. 30

해양수산부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10차)

정창수

2013. 04. 16 ~ 2014. 04. 15

해양수산부

해양관측위성 2호 운영기술개발 및 감리

박영제

2013. 05. 01 ~ 2014. 04. 30

해양수산부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실시설계 및 건조

박정기

2013. 05. 01 ~ 2014. 04. 30

해양수산부

연안침식 대응기술 개발

심재설

2013. 05. 01 ~ 2014. 04. 30

해양수산부

해양생물 추출물을 이용한 미생물 세포벽 합성 저해제 발굴 및 작용기작 규명

차선신

2013. 05. 01 ~ 2014. 04. 30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소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지원 사업

김태영

2013. 05. 01 ~ 2014. 04. 30

산업통산자원부

해양플랜트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지보전 시스템 개발(1/4)

황호진

2013. 05. 01 ~ 2014. 04. 30

산업통산자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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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서해 어청도 서북부 EEZ 바다골재조사 사업

신동혁

2013. 05. 13 ~ 2013. 12. 20

국토교통부

전국 심해설계파 산출 연구 용역

전기천

2013. 05. 22 ~ 2014. 05. 21

해양수산부

실시간 수직 자동 관측 장치의 운용 및 해양 관측 기법 개발

강동진

2013. 06. 01 ~ 2014. 05. 31

해양수산부

한국관할 해역 지질구조 및 해양지질조사

정갑식

2013. 06. 01 ~ 2014. 05. 31

해양수산부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문재운

2013. 06. 01 ~ 2014. 05. 31

해양수산부

10MW급 부유식 파력-해상풍력 연계형 발전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홍기용

2013. 06. 01 ~ 2014. 05. 31

해양수산부

선박성능 고도화 핵심기반구축 및 기술 개발(5/5)

반석호

2013. 06. 01 ~ 2014. 05. 31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선박 저항감소 및 추진성능 향상 핵심기술 개발(3/5)

김광수

2013. 06. 01 ~ 2014. 05. 31

산업통산자원부

친환경 추진기 캐비테이션 성능 제어기술 개발(5/5)

김기섭

2013. 06. 01 ~ 2014. 05. 31

산업통산자원부

빙해선박의 극지항로 안전운항기술 및 극저온 빙성능 시험평가 기법 개발(5/5)

이춘주

2013. 06. 01 ~ 2014. 05. 31

산업통산자원부

국제 해양 GIS 표준 기술 기반 차세대 항행 정보 지원 시스템 기술 개발(2/4)

김선영

2013. 06. 01 ~ 2014. 05. 31

산업통산자원부

천연가스 연료추진을 적용한 BP 200ton급 해양시추지원선(AHTS) 기본설계 패키지
개발(1/3)

이경중

2013. 06. 01 ~ 2014. 05. 31

산업통산자원부

설계 유의파고 15m 해역의 Oil & Gas 생산을 위한 100만 배럴급 FPSO용 Turret System
설계 기술 개발(2/5)

성홍근

2013. 06. 01 ~ 2014. 05. 31

산업통산자원부

선박 추진기 소음 기반기술 및 소음저감 설계 핵심기술 개발(1/5)

박철수

2013. 06. 01 ~ 2014. 05. 31

산업통산자원부

극지 환경 조건을 고려한 Platform Supply Vessel 핵심 기술 개발(2/5)

이춘주

2013. 06. 01 ~ 2014. 05. 31

산업통산자원부

저항추진성능 향상 선종별 에너지절감 부가장치 개발 및 실선 적용(3/5)

이영연

2013. 06. 01 ~ 2014. 05. 31

산업통산자원부

2013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총괄

홍석원

2013. 06. 01 ~ 2014. 05. 31

중소기업청

대수심 버켓기초 시공시스템 개발

권오순

2013. 06. 10 ~ 2014. 09. 02

해양수산부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5)

이희승

2013. 07. 01 ~ 2014. 06. 30

해양수산부

해양 초고온 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개발

강성균

2013. 07. 01 ~ 2014. 06. 30

해양수산부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3)

김선영

2013. 07. 14 ~ 2014. 07. 13

해양수산부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개발(4)

전봉환

2013. 07. 19 ~ 2014. 07. 18

해양수산부

유전육종프로그램 개발

노충환

2013. 07. 25 ~ 2014. 05. 02

농림축산식품부

신형식 복합 합성구조 풍력발전 타워 개발

한택희

2013. 07. 28 ~ 2014. 03. 31

국토교통부

2013년도 연안침식모니터링 용역

정원무

2013. 07. 31 ~ 2014. 07. 25

해양수산부

U-기반 해운물류 체계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6)

임용곤

2013. 08. 01 ~ 2014. 05. 31

해양수산부

미세조류 육상배양

강도형

2013. 08. 01 ~ 2014. 06. 30

해양수산부

수중 광역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2)

임용곤

2013. 08. 01 ~ 2014. 07. 31

해양수산부

해양풍력단지 장기 환경 모니터링 기술 연구

이광수

2013. 08. 01 ~ 2014. 07. 31

산업통산자원부

해양부유식 구조물용 파랑발전시스템 개발

오영민

2013. 08. 01 ~ 2014. 07. 31

산업통산자원부

지속가능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기술 개발 : 피복 및 현장처리기술

김경련

2013. 08. 16 ~ 2014. 08. 15

해양수산부

환경친화적 준설토 확보, 매립 및 운송거리 30km 이상급 이송기술 개발

윤길림

2013. 08. 21 ~ 2014. 03. 31

국토교통부

해양미생물자원 기탁 등록보존기관

권개경

2013. 09. 01 ~ 2014. 06. 30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유해수중생물 모니터링장치 개발

오정환

2013. 09. 01 ~ 2014. 07. 31

해양수산부

정지궤도 해양위성 활용 연구(2단계)

박영제

2013. 09. 01 ~ 2014. 08. 31

해양수산부

해양정보유통 기반기술 개발 및 정책 연구

김성대

2013. 09. 01 ~ 2014. 08. 31

해양수산부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 및 관리기술 개발(3)

김홍태

2013. 09. 01 ~ 2014. 08. 31

해양수산부

사고선박 예인지원 요소기술 및 구난체계 개선 연구(3)

최혁진

2013. 09. 01 ~ 2014. 08. 31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 산업 지원 기술 개발

문덕수

2013. 09. 01 ~ 2014. 08. 3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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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철과 질소 공급원으로서 황사 및 산성 침적 물질이 해양의 영양염계, 생물 생산력,
CO2 흡수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태욱

2013. 09. 01 ~ 2014. 08. 31

미래창조과학부

e-Navigation 전략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

김선영

2013. 09. 09 ~ 2014. 03. 08

해양수산부

기존 시추자료 활용 연구(3차)

현상민

2013. 09. 15 ~ 2014. 09. 14

해양수산부

통합 기후예측 시스템을 위한 기후예측 시뮬레이터 개발 및 대양 관측

이재학

2013. 09. 30 ~ 2014. 09. 29

미래창조과학부

항만 수중공사용 무인 다목적 기계화 시공장비 개발

장인성

2013. 10. 01 ~ 2014. 06. 30

해양수산부

해양 유해조류 자동판별시스템 개발 및 방제 적용기술 타당성 분석

장 만

2013. 10. 01 ~ 2014. 07. 31

미래창조과학부

심해 유무인 잠수정 기술개발 및 운용인프라 구축

김웅서

2013. 10. 01 ~ 2014. 09. 30

해양수산부

운용해양(해양예보)시스템 연구 (2단계)

박광순

2013. 10. 01 ~ 2014. 09. 30

해양수산부

유공케이슨 및 상부구조물 작용 파압 연구

오영민

2013. 10. 01 ~ 2014. 09. 30

해양수산부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이종갑

2013. 10. 01 ~ 2014. 09. 30

해양수산부

심해공학수조 운용을 위한 연구인프라 구축 및 심해플랜트 Pre-FEED 원천핵심기술 개발

성홍근

2013. 10. 01 ~ 2014. 09. 30

해양수산부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사업단

장인성

2013. 10. 24 ~ 2014. 07. 31

해양수산부

해상풍력 지지구조물 신뢰성 해석 및 설계프로그램 개발

윤길림

2013. 11. 01 ~ 2014. 10. 31

산업통산자원부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 개발

이광수

2013. 11. 11 ~ 2014. 11. 10

해양수산부

2013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연구

배세진

2013. 11. 12 ~ 2014. 09. 07

해양수산부

유지관리 고효율화를 위한 재래식 부잔교(함선) 개선방안 수립

한상훈

2013. 11. 20 ~ 2014. 09. 15

해양수산부

항만시설물 점검용 장비 기술 개발

한상훈

2013. 11. 26 ~ 2014. 11. 25

해양수산부

DGNSS 서비스 성능강화 및 항만 PNT 모니터링 기술 개발

서기열

2013. 12. 01 ~ 2014. 10. 31

해양수산부

고효율. 친환경 조류발전을 위한 유연플랩형 터빈기술 개발

고진환

2013. 12. 01 ~ 2014. 11. 30

산업통산자원부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 사업

홍석원

2013. 12. 01 ~ 2014. 11. 30

산업통산자원부

항로표지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

김연규

2013. 12. 11 ~ 2014. 12. 10

해양수산부

고파랑 대응 소파블록 및 상치구조물 개발

오영민

2013. 12. 20 ~ 2014. 08. 19

해양수산부

해양선형동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노현수

2013. 12. 30 ~ 2014. 09. 30

해양수산부

위성기반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 탄소 추정모델 개발

박영규

2013. 12. 30 ~ 2014. 10. 31

해양수산부

수탁연구사업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해양분야 위성활용 연구

양찬수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박안전항해 및 재난해파 조기검출을 위한 위성기반 정밀 수직측위기술 연구(4. 6)

조득재

2013. 01. 01 ~ 2013. 12. 3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진 9,000TEU Container Vessel 선형 연구

안해성

2013. 02. 01 ~ 2014. 01. 31

(주)한진중공업

2013년도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수질검사 용역

문덕수

2013. 02. 06 ~ 2013. 12. 31

국토해양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통영바다목장 사후관리 위탁대행 용역

명정구

2013. 02. 25 ~ 2014. 02. 19

통영시청

수중문화재 지표조사

이용국

2013. 03. 01 ~ 2013. 06. 28

(주)LIGNEX1

HMD DWT 63K Ton Bulk Carrier 선형 연구

이영연

2013. 03. 01 ~ 2013. 08. 31

(주)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31.3K CONRO 조종 모형 시험

손남선

2013. 03. 01 ~ 2013. 10. 31

(주)현대미포조선

GAZA FSO 예인안정성 및 운동 시험

홍사영

2013. 03. 01 ~ 2014. 02. 28

STX조선해양(주)

SHI-KORDI 해양공학수조 활용 해양설계 엔지니어링 공동 연구(2013년도)

홍사영

2013. 03. 01 ~ 2014. 02. 28

삼성중공업(주)
대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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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전자해도 표준 및 활용기술연구 용역

서상현

2013. 03. 18 ~ 2013. 12. 12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DSEC 3,100TEU Container Vessel 선형 연구

안해성

2013. 03. 25 ~ 2014. 03. 25

(주)디섹

2013년 해양특성조사 용역

이용국

2013. 03. 25 ~ 2014. 03. 31

해군본부

반류. 추진성능 분석 공동수조 시험

김기섭

2013. 03. 27 ~ 2014. 06. 30

국방과학연구소(진해)

선박평형수관리장치 “MARINO-BWMS”의 형식승인시험 검증

신경순

2013. 03. 28 ~ 2014. 09. 28

(주)케이티마린

5.5MW급 Azimuth Thruster의 대형캐비테이션터널 모형 시험

백부근

2013. 04. 08 ~ 2014. 04. 30

삼우중공업주식회사

국제수로훈련연구개발센터 기반구축 연구

서상현

2013. 04. 15 ~ 2013. 11. 03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FFX #1 2차 가변추진기 관측창 시험

백부근

2013. 05. 01 ~ 2014. 04. 30

두산중공업(주)

부산항 신항 해양수리 연구개발용역(3단계, 2차)

정원무

2013. 05. 02 ~ 2014. 01. 31

부산항건설사무소

강제동요 및 제어판 특성 시험

김연규

2013. 05. 20 ~ 2014. 12. 30

국방과학연구소(진해)

한진 6,800 TEU Container Carrier 선형 연구

이영연

2013. 05. 27 ~ 2014. 02. 28

(주)한진중공업

선박평형수관리장치 “Blue Zone BWMS”의 형식승인시험 검증

신경순

2013. 05. 27 ~ 2014. 11. 26

선보공업(주)

513함 추진기 설계 및 모형 시험

김건도

2013. 05. 31 ~ 2013. 12. 31

현대중공업(주)

513함 모형시험 기술용역(저항·추진. 조종. 내항)

이동곤

2013. 05. 31 ~ 2013. 12. 31

현대중공업(주)

실선 시운전 EEDI 기준선속 해석 프로그램 개발

신명수

2013. 06. 01 ~ 2015. 12. 31

한국조선
해양플랜트협회

2014년 인천아시아대회 요트경기장 건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김종관

2013. 06. 26 ~ 2014. 06. 25

한국감정원

위성. 항공 영상을 활용한 수중 감시 기법 연구

양찬수

2013. 08. 01 ~ 2015. 12. 31

국방과학연구소(진해)

울릉도 외해가두리양식 시험어장개발 연구용역

노충환

2013. 08. 09 ~ 2014. 03. 06

울릉군청

태풍강도 변화에 따른 심해설계파 변동성 연구

전기천

2013. 08. 12 ~ 2014. 06. 18

(주)건화

파고·파향 모니터링

정원무

2013. 09. 02 ~ 2015. 08. 31

(주)sk건설

HOEGH PCTC의 저항추진성능 향상을 위한 선형 연구

안해성

2013. 09. 09 ~ 2014. 02. 09

HOEGH FLEET
SERVICES AS

선박평형수처리설비 “GloEn-Patrol”의 모델(P1000)추가 및 스트리핑 육상시험 검증

신경순

2013. 10. 14 ~ 2014. 06. 14

(주)파나시아

선박평형수관리장치 “HS-BALLAST”의 형식승인시험 검증

신경순

2013. 10. 14 ~ 2015. 04. 13

(주)화승 R&A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인프라 구축) 사업

장인성

2013. 11. 01 ~ 2014. 07. 31

포항시청

장보고 III (BATCH-I) 함조종콘솔 설계검증용 시뮬레이션 체계 제작

여동진

2013. 11. 01 ~ 2014. 08. 31

주식회사 칸

2013년 공공분야 3D영상콘텐츠 제작지원

김나영

2013. 11. 14 ~ 2014. 11. 13

영화진흥위원회

DSME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의 운동성능 평가시험

김진하

2013. 12. 01 ~ 2014. 03. 31

대우조선해양(주)

장보고-III (Batch-I) 상세설계 및 함 건조 단계의 RCS 연구

설한신

2013. 12. 01 ~ 2015. 03. 31

대우조선해양(주)

방사능 물질의 수산물 농축 영향 및 오염 연구

김석현

2013. 12. 24 ~ 2014. 10. 19

식품의약품안전처

심해 침몰선 정밀탐사 기획

유해수

2013. 12. 26 ~ 2015. 12. 25

㈜신생활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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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PCT

유류 오염도 신속 진단 키트 및 오염도 진단 방법

정지현, 임운혁, 김문구, 심원준

2013. 02. 25

10-2013-0019888

특허

한국

조립형 소파블록

박우선

2013. 02. 27

10-2013-0021269

특허

한국

해저 퇴적층에 지중 저장된 CO2의 형상 변화 측정을 이용한
유출 탐지 장치

허 철, 강성길, 정정열, 조맹익

2013. 03. 06

10-2013-0024135

특허

한국

형상 변화 측정을 이용한 해저 퇴적층에 지중 저장된 CO2의
유출 탐지 방법

허 철, 강성길, 정정열, 조맹익

2013. 03. 06

10-2013-0024132

특허

한국

초음파를 이용한 결빙 방지 기능을 갖는 밸러스팅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선박

이춘주, 정성엽

2013. 03. 07

PCT/KR2013/001521

특허

PCT

결빙 방지 기능을 갖는 핸드 레일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선박

이춘주, 이재만

2013. 03. 07 PCT/KR2013/001506

특허

PCT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한 결빙 방지 기능을 갖는 밸러스팅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선박

이춘주, 정성엽

2013. 03. 07 PCT/KR2013/001520

특허

PCT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매스의 생산 방법

강도형, 아부아판, 허수진,
오철홍, 김지형, 전선미, 예보람,
권영경, 장지이, 김주연

2013. 03. 14

10-2013-0027471

특허

한국

미세조류를 이용한 색소의 생산 방법

강도형, 허수진, 오철홍, 김지형,
전선미, 예보람, 권영경, 장지이,
김주연

2013. 03. 14

10-2013-0027473

특허

한국

미생물의 대량 생산을 위한 배양 배지

강도형, 아부아판, 허수진,
오철홍, 김지형, 전선미, 김주연,
예보람, 권영경, 장지이

2013. 03. 14

10-2013-0027470

특허

한국

동력계의 분리가 가능한 구동모터 및 동력계 설치구조물 및
이를 이용한 구동모터 및 동력계 설치방법

안종우, 김기섭, 문일성, 김건도,
박영하, 박철수, 설한신, 이창용,
김경열

2013. 03. 14

10-2013-0027276

특허

한국

대형캐비테이션터널의 모형선에 설치되는
와류생성기 각도조절장치의 제작 방법

안종우, 김기섭, 김건도

2013. 03. 14

10-2013-0027321

특허

한국

대형캐비테이션터널에서 와류생성기의 자동 각도조절에 의한 시험방법

안종우, 김기섭, 박영하

2013. 03. 14

10-2013-0027320

특허

한국

프로펠러 위치조절용 어댑터 및 이를 이용하여
프로펠러의 위치를 조절가능한 추진시스템

안종우, 김기섭, 문일성, 박영하,
박철수, 설한신, 이창용, 김경열,
백부근

2013. 03. 14

10-2013-0027346

특허

한국

와류생성기 각도조절장치

안종우, 김기섭, 설한신

2013. 03. 14

10-2013-0027319

특허

한국

프로펠러와 후류핀의 추력 및 토크 계측이 가능한 동력계

안종우, 김기섭, 박영하

2013. 03. 14

10-2013-0027270

특허

한국

대형캐비테이션터널에 적용 가능한 프로펠러단독시험 장치의
제작 방법

안종우, 김기섭, 설한신

2013. 03. 14

10-2013-0027316

특허

한국

구동모터 및 동력계 설치구조물 및
이를 이용한 구동모터 및 동력계 설치방법

김기섭, 박영하, 이창용

2013. 03. 14

10-2013-0027267

특허

한국

대형캐비테이션터널에서의 프로펠러단독시험 장치

김기섭, 김건도, 이창용

2013. 03. 14

10-2013-0027313

특허

한국

대형캐비테이션터널에서의 프로펠러단독시험 수행방법

안종우, 김기섭, 문일성, 김건도,
박영하, 박철수, 이창용, 김경열,
백부근

2013. 03. 14

10-2013-0027315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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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출원일자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자기간섭을 허용하는 네트워크 부호화를 통하여 다중 사용자
다중 입출력 셀룰러 통신시스템의 통신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양방향 중계 통신방법

최영철, 임용곤

2013. 03. 14

10-2012-0027264

특허

한국

복합추진기동력계 구동장치

안종우, 김기섭, 김건도

2013. 03. 14

10-2013-0027317

특허

한국

분리형 복합추진기동력계 구동장치의 제작 방법

김기섭, 박영하, 설한신

2013. 03. 14

10-2013-0027318

특허

한국

색소 생산능을 갖는 헤마토코커스 에스피. KORDI03

강도형, 아부아판, 강미혜,
이윤호, 전선미, 김지형, 허수진

2013. 03. 15

10-2013-0028290

특허

한국

신선종(Novel Ship) 개발 및 대체설계 지원을 위한 선박 안전성 평가
모델 및 방법

강희진, 이동곤

2013. 03. 18 PCT/KR2013/002180

특허

PCT

탄화플루오르옥탄술폰산염노출에 대응하는 히드라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수생태계 환경오염 진단 방법

염승식, 우선옥, 이애경, 원효경

2013. 03. 19

10-2013-0029282

특허

한국

벤조파이렌 노출에 대응하는 히드라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수생태계 환경오염 진단 방법

염승식, 우선옥, 이애경, 원효경

2013. 03. 19

10-2013-0029281

특허

한국

경량혼합토를 이용한 보도블럭의 기초지반 개량 방법

윤길림

2013. 03. 19

10-2013-0029416

특허

한국

해저 지반조사장치

장인성, 권오순, 김우태, 이 배,
황인철

2013. 03. 20

10-2013-0030011

특허

한국

냉각기와 저단터빈을 적용한 해양 온도차 발전사이클

김현주, 이호생, 문덕수, 정동호,
윤정인, 손창효, 백승문

2013. 03. 27

10-2013-0032606

특허

한국

포름산염으로부터 수소생산능이 증가된 써모코코스 돌연변이체 및
이를 이용한 수소생산방법

이정현, 강성균, 권개경, 이현숙,
김태완, 김윤재, 김민식, 전정호

2013. 03. 28

10-2013-0033345

특허

한국

광학선택적 에폭사이드 가수분해효소 및 이를 이용한 광학순도
에폭사이드의 제조 방법

김상진, 황영옥, 우정희, 강성균,
권개경, 강지현, 조장천

2013. 03. 29

201310125460.2

특허

중국

항로표지 시뮬레이터 시스템

박세길, 공인영, 김연규, 김혜진,
양영훈, 강성복, 김종욱, 한주섭,
지형민

2013. 03. 29

10-2013-0034193

특허

한국

산성화된 해수 노출에 대응하는 분홍바다맨드라미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해양 생태계 환경 변화 진단방법

우선옥, 염승식

2013. 04. 02

10-2013-0035741

특허

한국

저온화 노출에 대응하는 분홍바다맨드라미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해양 생태계 환경 변화 진단방법

우선옥, 염승식

2013. 04. 02

10-2013-0035742

특허

한국

복합 고압 압출 공정을 포함하는 해조류의 당화방법

이현용, 안주희, 최운용, 서용창,
김지선, 이춘근, 송치호, 정경환,
이상은, 강도형

2013. 04. 03

10-2013-0036313

특허

한국

준설토 운송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윤길림, 김유승

2013. 04. 09

10-2013-0038544

특허

한국

선박 애드 혹 네트워크(SANET)를 위한
데이터링크 계층에서의 패킷 처리 방법

윤창호, 박종원, 김승근, 임용곤

2013. 04. 11

10-2013-0039894

특허

한국

선박 애드 혹 네트워크(SANET)를 위한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패킷 처리 방법

윤창호, 조아라, 최영철, 임용곤

2013. 04. 11

10-2013-0039900

특허

한국

친환경 조력 발전 방법

박진순, 이광수, 박준석

2013. 04. 15

10-2013-0040907

특허

한국

다단 재열 랭킨 사이클을 이용한 해양 지열 발전시스템

김현주, 이호생, 문덕수, 정동호

2013. 04. 15

W00201301561

특허

인도네시
아

해양심층수 취수관용 보강블록 및
이를 이용한 현장조립형 취수관 설치 방법

김현주, 정동호, 이호생, 문덕수

2013. 04. 15

10-2013-0040761

특허

한국

다단 재열 랭킨 사이클을 이용한 해양 지열 발전시스템

김현주, 이호생, 문덕수, 정동호

2013. 04. 19

1-2013-500758

특허

필리핀

횡방향 지지력증대를 위한 상부 다중석션파일기초

권오순, 오명학, 장인성

2013. 04. 23

10-2013-0044649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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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다리겸용 로봇팔과 다수개의 관절을 갖는 6족 보행 로봇

전봉환, 김정엽, 박진영, 심형원,
김방현, 백 혁, 이판묵

써모코커스속 균을 이용한 수소생산장치 및 수소생산방법

출원일자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2013. 04. 25 PCT/KR2013/003588

특허

PCT

김해진, 김양선, 송재용, 오원균,
이정현, 강성균, 김태완

2013. 04. 29

10-2013-0047328

특허

한국

수소생산장치 및 수소생산방법

김해진, 김양선, 송재용, 오원균,
이정현, 강성균, 김태완

2013. 04. 29

10-2013-0047379

특허

한국

해상풍력 기초의 세굴방지용 캡

윤길림, 오명학, 권오순, 한택희,
박영현

2013. 04. 30

2013-095599

특허

일본

채집망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해양생물 유생 및 부유사 채집장치

박흥식, 김윤칠, 김한준, 김용권

2013. 04. 30

10-2013-0048718

특허

한국

워터 제트를 적용한 석션 파일의 추가 관입 방법 및 그 석션 파일

권오순, 오명학, 장인성

2013. 05. 02

10-2013-0049213

특허

한국

해상풍력 하부기초의 세굴방지용 캡

윤길림, 오명학, 권오순, 한택희,
박영현

2013. 05. 02

201310157758.1

특허

중국

다단 재열 랭킨 사이클을 이용한 해양 지열 발전시스템

김현주, 이호생, 문덕수, 정동호

2013. 05. 02

MX/A/2013/004965

특허

멕시코

리니어 발전기를 이용하는 파력발전장치

박우선, 이진학, 서지혜

2013. 05. 03

10-2013-0049865

특허

한국

해상 유출유 추적 부이

이문진, 오상우, 이승현, 김혜진

2013. 05. 06

10-2013-0050394

특허

한국

참털비말, 줄의관말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산화, 항암 및
항염증 활성 조성물

조명래, 이희승, 이연주, 노현수,
김동성

2013. 05. 07

10-2013-0051448

특허

한국

별도의 계류라인을 사용하지 않은 부이를 이용한
수중관측자료 실시간 전송방법 및 그 장치

김선정, 전기천, 김태균, 정진용,
최광태

2013. 05. 07

10-2013-0051254

특허

한국

야간 또는 악천후 시 식별이 가능한 해상용 합성수지 예인 및 안전로프

최혁진, 이승훈

2013. 05. 07

10-2013-0051036

특허

한국

얕은 수심에서 석션파일의 관입기법

권오순, 오명학, 장인성

2013. 05. 09

10-2013-0052270

특허

한국

선박 파공부위 응급봉쇄장치

신성규, 권기생, 정경태, 안영춘

2013. 05. 09

1308303.5

특허

영국

유류를 분해하는 알카니보락스 신균주 및 이를 이용한 생물정화방법

권개경, 양성현, 서현석, 오지혜,
김상진, 임운혁, 심원준, 오현명

2013. 05. 10

10-2013-0053152

특허

한국

타원단면 실린더 와유기진동 에너지 추출장치

최종수, 홍 섭, 김형우, 여태경

2013. 05. 10

PCT/KR2013/004153

특허

PCT

셔터를 구비한 수중터널

박우선, 한상훈, 한택희, 원덕희

2013. 05. 13

10-2013-0053644

특허

한국

격자 부호를 이용한 다중 사용자 다중 입출력 양방향 중계 통신방법

최영철, 임용곤

2013. 05. 13

10-2013-0053654

특허

한국

이젝터를 포함한 해양 온도차 발전시스템

김현주, 이호생, 문덕수, 정동호,
윤정인, 손창효, 백승문

2013. 05. 13

10-2013-0053684

특허

한국

생태환경 실험용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폐쇄생태계 모델 시스템

정승원, 백승호, 배세진, 신현호,
임동일, 윤석민, 최충현

2013. 05. 14

10-2013-0054361

특허

한국

조립식 벽면조사장치

신창주, 백원대, 한상훈, 장인성,
김기훈

2013. 05. 15

10-2013-0054912

특허

한국

조류발전용 디퓨져 제어장치

고진환, 이광수, Le Quang,
한인숙

2013. 05. 20

10-2013-0056760

특허

한국

강합성 중공 철근 콘크리트 풍력타워의 타워-기초 접합 구조 및
이를 이용한 접합방법

원덕희, 한택희, 박우선, 이진학,
한상훈

2013. 05. 24

10-2013-0058752

특허

한국

하이브리드 지지 구조체 및 이의 시공 방법

박우선, 한택희, 원덕희, 이종석

2013. 05. 29

10-2013-0061313

특허

한국

자가 냉각기능을 구비하는 자기커플링

김현주, 정동호, 이호생, 황순찬,
최범석, 박무룡, 박준영, 유일수,
서정민, 임형수, 윤의수

2013. 06. 06

10-2013-0073929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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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출원일자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밍크고래의 유전체로부터 분리된 신규의 당화 효소 및 이의 제조 방법

임형순, 강성균, 정재연, 차선신,
오현명, 이재학, 양은찬, 권개경,
김윤재, 최동한, 김태완, 전정호,
김상진, 이정현, 이현숙, 조윤성,
고준수, 박종화

2013. 06. 10

10-2013-0065886

특허

한국

밍크 고래의 유전체로부터 분리된 신규의 리파제 및 이의 제조 방법

임형순, 강성균, 정재연, 차선신,
오현명, 이재학, 양은찬, 권개경,
김윤재, 최동한, 김태완, 전정호,
김상진, 이정현, 이현숙, 조윤성,
고준수, 박종화

2013. 06. 10

10-2013-0065884

특허

한국

밍크 고래의 유전체로부터 분리된 신규의 안지오텐신 변환효소 2 및
이의 제조 방법

임형순, 강성균, 정재연, 차선신,
오현명, 이재학, 양은찬, 권개경,
김윤재, 최동한, 김태완, 전정호,
김상진, 이정현, 이현숙, 조윤성,
고준수, 박종화

2013. 06. 10

10-2013-0065885

특허

한국

써모코커스 와이오타푸엔시스로부터 분리된 신규의 당화 효소들 및
이의 제조 방법

김상진, 이정현, 권개경, 강성균,
이현숙, 차선신, 김태완, 김윤재,
이재은

2013. 06. 11

10-2013-0066376

특허

한국

써모코커스 마리너스로부터 분리된 신규의 베타-자일로시다제 및
이의 제조 방법

김상진, 이정현, 권개경, 강성균,
이현숙, 차선신, 김태완, 김윤재,
이재은

2013. 06. 11

10-2013-0066377

특허

한국

써모코커스 바로씨로부터 분리된 신규의 베타-자일로시다제 및
이의 제조 방법

김상진, 이정현, 권개경, 강성균,
이현숙, 차선신, 김태완, 김윤재,
이재은

2013. 06. 11

10-2013-0066378

특허

한국

요철을 구비한 케이슨 블록 및 이를 이용한 시공 방법

박우선, 이진학, 원덕희

2013. 06. 11

10-2013-0066292

특허

한국

써모코커스 과마센시스로부터 분리된 신규의 당화 효소들 및
이의 제조 방법

김상진, 이정현, 권개경, 강성균,
이현숙, 차선신, 김태완, 김윤재,
이재은

2013. 06. 12

10-2013-0066867

특허

한국

써모코커스 퍼시픽쿠스로부터 분리된 신규의 당화 효소들 및
이의 제조 방법

김상진, 이정현, 권개경, 강성균,
이현숙, 차선신, 김태완, 김윤재,
이재은

2013. 06. 12

10-2013-0066868

특허

한국

NF/RO/ED분리막 연계시스템을 이용한 해양심층수 처리수 및
고경도수 제조공정 개발

문덕수, 김현주, 정현지, 함용극,
지 호, 김광수

2013. 06. 13

10-2013-0067558

특허

한국

알지비 센서를 이용한 수질측정용 광센서 장치

이재성, 김은수, 백훈, 황근춘,
이정한

2013. 06. 14

10-2013-0068340

특허

한국

용존산소 및 수소이온농도 동시측정용 광섬유 다발 광센서 장치

이재성, 김은수, 백훈, 김종근,
조성록

2013. 06. 14

10-2013-0068343

특허

한국

소파 블록

박우선, 오상호, 장세철, 이상현

2013. 06. 17

10-2013-0068916

특허

한국

다중석션매입 평판 앵커 및 그 시공 방법

권오순, 장인성, 오명학

2013. 06. 18

10-2013-0069675

특허

한국

다중석션파일 앵커 및 그 시공 방법

권오순, 장인성, 오명학

2013. 06. 18

10-2013-0069674

특허

한국

시계열 퇴적물 포집 장치의 용기 고정 홀더

함동진, 이근창, 지상범, 김경홍,
김형직

2013. 06. 20

10-2013-0071188

특허

한국

합성기둥과 벽체로 구성된 풍력타워 구조 및
이를 이용한 풍력타워의 시공 방법

한택희, 이진학, 한상훈, 박우선,
원덕희, 윤길림

2013. 06. 21

10-2013-0071300

특허

한국

합성기둥과 가새로 구성되는 풍력타워 구조 및
이를 이용한 풍력타워의 시공 방법

한택희, 이진학, 한상훈, 박우선,
원덕희, 윤길림

2013. 06. 21

10-2013-0071294

특허

한국

냉각장치를 구비하는 수중로봇의 내압용기

여태경, 김진호, 홍 섭, 윤석민

2013. 06. 21

10-2013-0071649

특허

한국

유압시스템을 구비하는 수중로봇의 유압상태 계측장치

여태경, 윤석민, 홍 섭, 김진호,
최종수

2013. 06. 21

10-2013-0071648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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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일자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해저 망간단괴의 양광을 위한 고액 슬러리 송출용 바이패스 배관구조

민천홍, 홍섭, 김형우, 여태경,
최종수

2013. 06. 21

10-2013-0071435

특허

한국

해저 광물 자원을 위한 채광 로봇의 광석 파쇄 장치의 파쇄날 조립 방법

김형우, 홍섭, 민천홍, 성기영,
이창호, 이민욱

2013. 06. 21

10-2013-0071433

특허

한국

항균활성을 갖는 신규 화합물 및 이 화합물을 생성하는
해양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신희재, 이희승, 이종석, 이연주,
TAREQ, 김지혜, 이민아

2013. 06. 24

10-2013-0072661

특허

한국

항미생물 활성을 갖는 신규 화합물 및
이 화합물을 생성하는 해양 바실러스속

신희재, 이희승, 이종석, 이연주,
몬돌, 김지혜, 이민아, TAREQ

2013. 06. 24

10-2013-0072669

특허

한국

해양 유래 준설토를 이용한 미세조류 배양액 제조 방법

강도형, 이현용, 이춘근, 최운용,
서용창, 송치호

2013. 06. 25

10-2013-0072822

특허

한국

수중 장거리 네트워크를 위한 시간분할 다중접속 매체접속제어
프로토콜

윤창호, 최영철, 조아라, 김승근,
임용곤

2013. 06. 28

10-2013-0075586

특허

한국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의 제어장치

신승호, 홍기용

2013. 07. 01

EP11862885.8

특허

유럽

해수면 관측 레이더의 설치를 위한 이동식 지지장치

송규민, 조철호, 정경태

2013. 07. 02

10-2013-0076822

특허

한국

채광 로봇의 광석 파쇄 장치

홍 섭, 김형우, 최종수, 여태경

2013. 07. 02

10-2013-0077241

특허

한국

다중 홉 선박 무선 통신망에서 실시간 및 비실시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레임 구조 및 이를 이용한 자원 분배 통신방법

윤창호, 임용곤, 강충구, 조구민,
고학림, 김승근

2013. 07. 02

10-2013-0068473

특허

한국

항로표지 시뮬레이터 시스템

박세길, 공인영, 김연규, 김혜진,
양영훈, 강성복, 김종욱, 한주섭,
지형민

2013. 07. 03 PCT/KR2013/005881

특허

PCT

초음파 송수신장치가 장착된 팬틸트 제어형 무인잠수정
위치 추적 시스템 및 방법

김기훈, 장인성, 신창주, 한상훈

2013. 07. 03

10-2013-0077723

특허

한국

잠수함용 위치확인 장치 및 방법

최복경, 김병남, 김봉채

2013. 07. 05

10-2013-0078905

특허

한국

선행굴착 다중그라우트 블럭앵커

권오순, 장인성, 오명학

2013. 07. 10

10-2013-0080783

특허

한국

3상 교류의 위상 추적기

성소영, 김승근, 박종원, 임용곤

2013. 07. 23

10-2013-0086750

특허

한국

계류선의 공유를 통한 부유식 파력발전단지 구축방법 및
이를 이용한 부유식 파력발전 시스템

정동호, 신승호, 송제하, 김현주

2013. 07. 23

10-2013-0086393

특허

한국

필터와 결합된 전류검출센서의 시간 지연보상기법을 적용한
모터의 구동장치

성소영, 박종원, 임용곤, 김승근

2013. 07. 23

10-2013-0086748

특허

한국

반복 승강식 조류 발전 장치

고진환, 이광수, 박훈철, 강태삼,
트롱 쾅 트리, 시토러스 에베네
저 파타르, 구옌, 쿠옥 비엣

2013. 07. 25 PCT/KR2013/006694

특허

PCT

Thermococcus spp.로부터 분리된 신규한 수소화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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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07. 29

13 175 656.1

특허

유럽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그 유전자를 갖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다중 사용자 다중 입출력 양방향 중계 통신시스템의 성취율 최적화 방법

최영철, 임용곤

2013. 07. 29

10-2013-0089501

특허

한국

양 친매성 패턴 제작 장치 및 제작 방법

고진환, 이광수, 박진순, 정호섭,
곽문규

2013. 07. 31

10-2013-0090689

특허

한국

해양시료 촬영 자동화 시스템

정도현, 임동일, 정승원, 김 성,
신현호

2013. 07. 31

10-2013-0090737

특허

한국

와편모조류 검출을 위한 와편모조류 특이 단일클론 항체 및 이것의 용도

염승식, 우선옥, 이애경, 신경순,
박상규

2013. 08. 01

10-2013-0091720

특허

한국

다단형 프리스트레스를 통한 모듈러 풍력 타워 기술

한택희, 원덕희, 윤길림, 박우선

2013. 08. 05

201310337020.3

특허

중국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의 제어장치

신승호, 홍기용

2013. 08. 08

201180067063.3

특허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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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이상위성의 판단방법 및 이를 이용한 판단장치

조득재, 신미영

DGNSS 기준국 위성신호 이상 모니터링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모니터링 방법

출원일자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2013. 08. 13 PCT/KR2013-007179

특허

PCT

서기열, 장원석, 박상현, 김영기

2013. 08. 13

10-2013-0095802

특허

한국

무한궤도 트랙 전단변위 산출 방법

김형우, 홍 섭

2013-08-16

PCT/KR2013/007389

특허

PCT

피치와 곡면 능동제어를 이용한 반복승강식 조류발전장치

고진환

2013-08-21

PCT/KR2013/007502

특허

PCT

해수 히트펌프 배출수를 이용한 해양 온도차 발전시스템

김현주, 이호생, 문덕수, 이종순,
차상원, 손지훈

2013-08-21

10-2013-0098995

특허

한국

2D 초음파 이미지에 입체감을 부여하는 초음파 카메라 및 그 방법

박진영, 전봉환, 백혁, 이판묵

2013-08-23

10-2013-0100521

특허

한국

다수의 2D 초음파 이미지를 이용한 대상물의 3D 형상모델 추출방법 및
그 추출장치

박진영, 전봉환, 백 혁, 이판묵

2013. 08. 23

10-2013-0100523

특허

한국

론 단백질을 포함하는 고온 생장 가능한 재조합 미생물 및
열-쇼크 단백질을 이용한 바이러스의 열안정화 방법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차선신, 김태완, 김윤재,
임형순, 정재연

2013. 08. 26

10-2013-0100953

특허

한국

암에 대한 바이오마커 및 이를 이용한 암 진단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김윤재, 황영옥, 임형순,
진 욱, 조용균

2013. 08. 26

14/001655

특허

미국

필터링 장치

오정환, 김은찬, 이승국, 신경순,
정정열, 양찬수, 임효혁, 최규용

2013. 08. 30

10-2013-0103652

특허

한국

특정 파장에 대한 형광 특성을 갖는 미생물 검사방법

오정환, 김은찬, 이승국, 신경순,
정정열, 양찬수, 임효혁, 최규용

2013. 08. 30

10-2013-0103653

특허

한국

이산화탄소의 누출감지 및 처리시스템용 셧오프밸브

정정열, 허 철, 강성길, 조맹익

2013. 09. 02

10-2013-0104734

특허

한국

이산화탄소의 누출감지 및 처리시스템 및
이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누출처리 방법

정정열, 허 철, 강성길, 조맹익

2013. 09. 02

10-2013-0104718

특허

한국

석션 파일을 활용한 압축공기 저장구조물의 시공 방법

권오순, 장인성, 오명학, 한상훈,
한택희, 이광수

2013. 09. 03

10-2013-0105258

특허

한국

감태 유래 유전자 마커 및 이를 이용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탐지

염승식, 우선옥, 원효경, 오윤식

2013. 09. 04

10-2013-0106241

특허

한국

크레인 케이블 흔들림 방지 장치

한택희, 이진학, 권오순

2013. 09. 06

10-2013-0107383

특허

한국

선박 폐열 회수용 유기 랭킨 사이클 시스템

김현주, 이호생, 차상원, 정영권

2013. 09. 09

10-2013-0107890

특허

한국

복합열원 온도차 발전시스템

김현주, 이호생, 손지훈, 이승원,
이용성

2013. 09. 09

10-2013-0107889

특허

한국

수중 장거리 네트워크를 위한 시간분할 다중접속 매체접속제어
프로토콜의 시간 파라미터 결정방법

윤창호, 조아라, 김승근, 임용곤

2013. 09. 11

10-2013-0108942

특허

한국

응답면 기법을 이용한 해상풍력용 모노파일 신뢰성 해석 방법

윤길림, 김선빈, 이진학

2013. 09. 16

10-2013-0110943

특허

한국

미세조류 배양용 표층 부유형 광생물 반응 장치, 상기 장치를 포함하는
미세조류 배양 시설, 및 미세조류로부터 생산되는 바이오 연료

강도형, 이대원

2013. 09. 16

10-2013-0110832

특허

한국

해상풍력 지지구조

한택희, 박우선, 원덕희

2013. 09. 17

14/028745

특허

미국

수면노이즈를 방지하는 다관절 해저로봇 및 다관절 해저로봇의
수면노이즈 방지 방법

백 혁, 전봉환, 박진영, 심형원,
이판묵

2013. 09. 17

10-2013-0111863

특허

한국

조난위치 알림을 위한 레이더반사체 운용 장치

강희진, 이동곤

2013. 09. 19

14/006288

특허

미국

정밀 측위용 GPS 수신기가 탑재되는 쓰나미 검출용 부이

조득재

2013. 09. 23

10-2013-0112740

특허

한국

입사파와 반사파의 신호간섭 억제를 위한 수중청음기 신호조절판

박철수, 설한신, 김건도, 박영하

2013. 09. 23

10-2013-0112876

특허

한국

신호간섭을 억제하고 계측불가 영역을 회피할 수 있는
수중청음기 신호조절판

박철수, 설한신, 김건도, 박영하

2013. 09. 23

10-2013-0112878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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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국가

스탠드오프 거리 조절이 가능한 수중청음기 신호조절판

박철수, 설한신, 김건도, 박영하

2013. 09. 23

10-2013-0112877

특허

한국

익형 단면을 가지는 선미 장착 덕트

김광수, 김유철, 김윤식, 이창용,
안해성, 이영연

2013. 09. 23

10-2013-0112880

특허

한국

에너지절감을 위한 선미 부착형 덕트

김광수, 김유철, 김윤식, 임근태,
안해성, 이영연

2013. 09. 23

10-2013-0112879

특허

한국

해수를 이용한 미세조류의 배양방법

강도형, 이대원, 허수진, 오철홍,
박흥식, 최영웅, 김태호

2013. 09. 24

10-2013-0113447

특허

한국

풍력발전해양구조물의 상호 연결을 통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방법

홍사영, 남보우, 김윤호, 홍석원

2013. 09. 24

10-2013-0113220

특허

한국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및 이를 이용한 통계적 신호 해석 방법

김윤식, 김광수

2013. 09. 25

10-2013-0114011

특허

한국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방법

김윤식, 김광수

2013. 09. 25

10-2013-0114010

특허

한국

다중 반복승강식 발전장치

고진환, 이광수, Patar Eben

2013. 09. 30

10-2013-0116657

특허

한국

조난위치 알림을 위한 레이더반사체 운용 장치

강희진, 이동곤

2013. 09. 30

12872307.9

특허

유럽

미활용에너지를 이용한 비배출형 융복합 해수담수화 장치

김현주, 문덕수, 이호생, 지 호,
이승원

2013. 10. 01

10-2013-0117293

특허

한국

원형의 미소 응력 인가를 통한 모형빙 탄성계수 측정 방법

조성락, 정성엽, 강국진

2013. 10. 01

10-2013-0117472

특허

한국

모형빙의 탄성계수 측정장치

조성락, 정성엽, 강국진

2013. 10. 01

10-2013-0117471

특허

한국

사다리꼴 다기능 인공어초

김민석, 오승용, 명정구, 김종관,
강래선, 박흥식, 고영욱

2013. 10. 02

10-2013-0117838

특허

한국

수중 이동체용 수면 부상 장치, 이를 구비한 수중 이동체 및
수중 이동체의 수면 부상 방법

박요섭, 이준호, 이용국, 정섬규,
장남도

2013. 10. 02

10-2013-0117968

특허

한국

양방향 망간단괴 집광장비

여태경, 홍 섭, 김형우, 최종수

2013. 10. 04 PCT/KR2013/008902

특허

PCT

자동기록식 수중청음기 및 이를 이용한
선박 수중방사소음 측정장치 및 그 방법

김봉채, 최복경, 김병남

2013. 10. 07

10-2013-0119201

특허

한국

원격탐사데이터로부터 고속 타깃 탐지 방법

양찬수, 김태호, 홍단비

2013. 10. 08

10-2013-0119705

특허

한국

해저 지반조사장치

장인성, 권오순, 김우태, 이 배,
황인철

2013. 10. 14 PCT/KR2013/009164

특허

PCT

투명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선박용 영상 개선 시스템

전태병

2013. 10. 14 PCT-KR2013-009420

특허

PCT

투명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선박용 영상 개선 시스템

전태병

2013. 10. 14

10-2013-0121696

특허

한국

준설토 운송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윤길림, 김유승

2013. 10. 15

PCT/KR2013/009192

특허

PCT

입자영상유속계를 이용한 프로펠러 후류 유동장의 효율적 측정 방법

반석호, 임근태, 안해성, 이영연,
김철희, 황승현, 김명수, 유윤규,
이창용

2013. 10. 15

10-2013-0122814

특허

한국

모형선의종동요관성모멘트및무게중심높이측정장치

임근태, 안해성, 이영연, 김철희,
황승현, 김명수, 유윤규, 이창용

2013. 10. 15

10-2013-0122812

특허

한국

예인수조에서의 프로펠러 후류 유동장 측정 장치

임근태, 안해성, 이영연, 김철희,
황승현, 김명수, 유윤규, 이창용

2013. 10. 15

10-2013-0122813

특허

한국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용 비대칭날개 임펄스 터빈

김길원, 홍기용, 신승호

2013. 10. 15

10-2013-0122811

특허

한국

반복승강식 조류발전기의 왕복장치

고진환, Patar Eben

2013. 10. 16

10-2013-0123557

특허

한국

코안다 효과를 이용하는 심해저 망간단괴 집광로봇의
채집 장치부 구조

홍 섭, 최종수, 김형우, 여태경,
이민욱

2013. 10. 16

10-2013-0123633

특허

한국

심해저 채집장치의 망간단괴 채집방법

홍 섭, 이민욱, 김형우, 여태경,
최종수

2013. 10. 16

10-2013-0123632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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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 광물자원 채광용 버퍼시스템의 운동제어 장치와 그의 방법

홍 섭, 최종수, 여태경, 김형우,
민천홍

2013. 10. 16

10-2013-0123636

특허

한국

심해저광물자원의 안착과 퇴적물 분리메커니즘을 갖는 호퍼

홍 섭, 최종수, 김형우, 여태경,
민천홍

2013. 10. 16

10-2013-0123638

특허

한국

버퍼시스템의 조인트 구조

홍 섭, 최종수, 김형우, 여태경,
민천홍

2013. 10. 16

10-2013-0123637

특허

한국

코안다 효과를 이용하는 심해저 망간단괴 집광로봇

홍 섭, 김형우, 최종수, 여태경,
이민욱, 이창호, 민천홍

2013. 10. 16

10-2013-0123634

특허

한국

심해저 광물자원 채광을 위한 버퍼시스템

홍 섭, 최종수, 김형우, 여태경,
민천홍

2013. 10. 16

10-2013-0123635

특허

한국

항해용 레이다를 이용한 수심측량 및 파고관측 방법

유제선, 심재설, 전기천

2013. 10. 17

10-2013-0124087

특허

한국

정지궤도 해양 관측 센서의 궤도상 잡광 해석을 위한 모델의 구성 방법

오은송, 홍진석

2013. 10. 17

10-2013-0123809

특허

한국

관류식 배양공정을 이용한 미세조류의 배양방법

강도형, 이현용, 이춘근, 최운용,
최철순

2013. 10. 18

10-2013-0124354

특허

한국

항해용 레이다를 이용한 해양 내부파 탐지기술

유제선, 전기천, 심재설, 도기덕

2013. 10. 18

10-2013-0124810

특허

한국

적조 음향탐지 시스템 설계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적조탐지 장치

강돈혁, 이형빈, 이윤호, 임선호,
도재원

2013. 10. 18

10-2013-0124637

특허

한국

놀이형 모형배의 선형저항 측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선형저항 측정 방법

윤근항, 여동진, 김연규

2013. 10. 18

10-2013-0124339

특허

한국

준설토 운송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

윤길림, 김유승

2013. 10. 22

2013105006635

특허

중국

양 친매성 패턴 제작 장치 및 제작 방법

고진환, 이광수, 박진순, 정호섭,
곽문규

2013. 10. 25 PCT/KR2013/009560

특허

PCT

해상 유출유 추적 부이

이문진, 오상우, 이승현, 김혜진

2013. 10. 25 PCT/KR2013/009551

특허

PCT

미세조류 유용성분을 함유한 소금의 제조 방법 및 제조된 소금

김현주, 문덕수, 정동호, 이승원

2013. 10. 28

51302252606

특허

일본

해상 유해물질 검출 장치

정정열, 이문진

2013. 10. 29

10-2013-0129347

특허

한국

불법조업선박 감시 시스템

김승근, 임용곤, 박종원, 윤창호

2013. 10. 29

10-2013-0129578

특허

한국

해상 유출유 검출 장치

정정열, 이문진

2013. 10. 29

10-2013-0129338

특허

한국

전기 저항을 이용한 해상 유출유 검출 방법

정정열, 이문진

2013. 10. 29

10-2013-0129322

특허

한국

전기 저항값을 이용한 해상 유해물질 검출 방법

정정열, 이문진

2013. 10. 29

10-2013-0129311

특허

한국

모형선의 설치 오차 최소화 장치

반석호, 임근태, 안해성, 이영연,
김철희, 황승현, 김명수, 유윤규,
이창용

2013. 10. 30

10-2013-0130624

특허

한국

양력 계측을 통하여 모형선의 설치 오차를 최소로 만드는 방법

반석호, 임근태, 안해성, 이영연,
김철희, 황승현, 김명수, 유윤규,
이창용

2013. 10. 30

10-2013-0130625

특허

한국

선박 통합모니터링 장치

양찬수, Kazuo, 김태호, 홍단비,
박광순, 심재설

2013. 10. 31

10-2013-0130895

특허

한국

취배수시설의 교호상태를 통한 친환경 해수냉난방시스템 및 제어 방법

김현주, 이호생, 문덕수, 김영석,
함용극, 이종순

2013. 10. 31

10-2013-0131803

특허

한국

신규 사마플라이신 화합물 또는 해면동물 수베리아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성물

이연주, 이희승, 박흥식,
데시메 코포, 신희재, 이종석

2013. 11. 05

10-2013-0133261

특허

한국

해수온 변화에 대응하는 감태 유래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해양 생태계 환경 변화 진단 방법

염승식, 우선옥, 오윤식, 원효경,
노현수, 박찬홍

2013. 11. 05

10-2013-0133666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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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출원일자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음향 도플러를 이용한 수중 이동체속도 추정방법 및
이를 이용한 수중 이동체속도 측정장치

변성훈, 김시문, 최현택, 김기훈,
이종무

2013. 11. 11

10-2013-0142055

특허

한국

미세조류 유용성분을 함유한 소금의 제조 방법 및 제조된 소금

김현주, 문덕수, 정동호, 이승원

2013. 11. 12

201280022912.8

특허

중국

상자식 채니기

김동성, 강희산

2013. 11. 13

10-2013-0137939

특허

한국

다중 시료채집기

김동성, 강희산

2013. 11. 13

10-2013-0137940

특허

한국

조류발전용 요제어 시험장치

고진환, 이광수, 김지훈, 이신형,
서정화, 최두환, 이용국

2013. 11. 13

10-2013-0137941

특허

한국

수중영상 정합방법

정의영, 박준용, 박응현

2013. 11. 13

10-2013-0137937

특허

한국

염분 제거 장치

정의영, 박준용, 황영일

2013. 11. 13

10-2013-0137938

특허

한국

써모코커스 온누리누스 MC02 및 이를 이용한 수소생산 방법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김윤재,
권개경, 김태완, 김민식, 최애란,
이성혁, 배승섭

2013. 11. 13

10-2013-0137344

특허

한국

전분이 포함된 식물체를 이용한 수소생산 방법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윤재, 김태완, 배승섭, 임재규,
이성혁, 김민식

2013. 11. 13

10-2013-0137332

특허

한국

써모코커스 온누리누스 WTC155T 균주 및 이를 이용한 수소생산 방법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김윤재,
김태완, 김민식, 배승섭, 임재규,
권개경, 이성혁

2013. 11. 13

10-2013-0137330

특허

한국

관측장비 고정브라켓

최혁진, 이승훈, 김진민

2013. 11. 19

10-2013-0140738

특허

한국

DGPS/DGLONASS 통합형 RSIM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무결성 검사 기법

서기열, 장원석, 박상현, 김영기

2013. 11. 19

10-2013-0140382

특허

한국

위험시편 내압시험 보조용 챔버장치 및 그 운용 방법

최혁진, 이승훈, 이승국

2013. 11. 19

10-2013-0140697

특허

한국

타워형 구조물의 변위 추정 방법

박종웅, 이진학, 한택희

2013. 11. 20

10-2013-0141771

특허

한국

프리스트레스 공법을 이용한 강합성 중공 RC 해중 터널 및 그 시공 방법

원덕희, 박우선, 한택희, 한상훈

2013. 11. 20

10-2013-0141257

특허

한국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제조용 플랜트, 바이오연료 제조용 배양조 및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제조 방법

강도형, 허수진, 오철홍, 김태호,
김지형

2013. 11. 21

14/119414

특허

미국

수중 영상 소나에 의한 식별 및 영상처리가 용이한 인공 표식물

이영준, 최현택

2013. 11. 21

10-2013-0141916

특허

한국

소나 영상의 실시간 영상처리를 이용한 수중물체의 인식 및 추적 방법

이영준, 최현택, 김태균

2013. 11. 21

10-2013-0141914

특허

한국

수중터널 충돌 충격 흡수 시스템

한상훈, 박우선, 한택희, 원덕희,
신창주

2013. 11. 22

10-2013-0143051

특허

한국

해양구조물을 이용한 너울성 파랑 및 지진 해일 탐지 시스템 및 그 방법

심재설, 오병철, 하태민, 유제선

2013. 11. 22

10-2013-0142962

특허

한국

배수로 적응형 유동 발전장치

고진환, 박진순, Patar Eben

2013. 11. 26

10-2013-0144855

특허

한국

조류발전용 자동확산장치

고진환, 박진순, 한인숙

2013. 11. 26

10-2013-0144861

특허

한국

선박용 외장형 에어백 시스템 및 그 구동 방법

김연규, 여동진, 윤근항

2013. 11. 28

10-2013-0146643

특허

한국

선박국용 시간분할 다중접속방식 매체접속제어 방법

윤창호, 김승근, 조아라, 임용곤

2013. 11. 28

10-2013-0146261

특허

한국

모형선 흘수 자동 조절장치

황승현, 반석호, 임근태, 안해성,
이영연, 김철희, 김명수, 유윤규,
이창용

2013. 11. 28

10-2013-0146707

특허

한국

레이저를 이용한 수중청음기 배열위치 계측장치

박철수, 설한신, 김건도, 박영하

2013. 11. 28

10-2013-0146705

특허

한국

트랜스듀서를 이용한 수중청음기 배열위치 보정장치

박철수, 설한신, 김건도, 박영하

2013. 11. 28

10-2013-0146704

특허

한국

산소 측정용 미세전극의 보정 방법

강성길, 권봉오, 고철환, 김종성

2013. 11. 28

10-2013-0146120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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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출원일자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파랑중부가저항의 효과적 계측 방법

황승현, 반석호, 임근태, 안해성,
이영연, 김철희, 김명수, 유윤규

2013. 11. 28

10-2013-0146467

특허

한국

피에이치 측정용 미세전극의 보정 방법

강성길, 권봉오, 고철환, 김종성

2013. 11. 28

10-2013-0146122

특허

한국

파랑중부가저항 계측 장치

황승현, 임근태, 안해성, 이영연,
김철희, 김명수, 유윤규, 이창용

2013. 11. 28

10-2013-0146466

특허

한국

무게 추의 자동적인 왕복 이동을 통한 모형선의 흘수조건 설정 방법

황승현, 반석호, 임근태, 안해성,
이영연, 김철희, 김명수, 유윤규,
이창용

2013. 11. 28

10-2013-0146706

특허

한국

일체형 조타장치 및 그 운용 방법

김연규, 여동진, 윤근항

2013. 11. 28

10-2013-0146644

특허

한국

Thermococcus spp. 를 이용한 수소생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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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1. 29

14/093150

특허

미국

Thermococcus spp.로부터 수소화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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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1. 29

14/093152

특허

미국

노다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한 등온증폭 반응용 프라이머 세트,
이를 포함하는 프라이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검출방법

이택견, 서승석, 황진익, 박미례

2013. 11. 29

10-2013-0147936

특허

한국

전자 -토모그래피에서 이미지 정렬의 정확도 향상 방법

주형태

2013. 11. 29

10-2013-0146893

특허

한국

이리도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한 등온증폭 반응용 프라이머 세트,
이를 포함하는 프라이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이리도바이러스 검출방법

이택견, 서승석, 황진익, 박미례

2013. 11. 29

10-2013-0147935

특허

한국

노다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한 등온증폭 반응용 프라이머 세트, 이를
포함하는 프라이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노다바이러스 검출방법

이택견, 서승석, 황진익, 박미례

2013. 11. 29

10-2013-0147937

특허

한국

이리도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한 등온증폭 반응용 프라이머 세트,
이를 포함하는 프라이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검출방법

이택견, 서승석, 황진익, 박미례

2013. 11. 29

10-2013-0147934

특허

한국

중력 피스톤 코어 채취기

장 석, 신동혁, 금병철, 어영상

2013. 12. 02

10-2013-01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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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2. 03

10-2013-014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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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2. 03

10-2013-014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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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2. 03

10-2013-0149228

특허

한국

로드 이송부 손상방지구조를 구비한 해저 지반조사 장치

장인성, 권오순, 김우태, 신창주,
이 배, 황인철

2013. 12. 04

10-2013-0150202

특허

한국

소파블록

오상호, 박영현, 오영민, 이달수,
장세철, 서경덕

2013. 12. 04

10-2013-0150080

특허

한국

부유체의 병렬계류 모형시험을 위한 모형시험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모형시험 방법

홍장표, 성홍근, 조석규, 김진하,
최성권, 박인보, 홍사영

2013. 12. 06

10-2013-0151380

특허

한국

소파블록

박영현, 허정, 오영민, 한택희

2013. 12. 09

10-2013-0152220

특허

한국

로드셀을 이용한 얼음두께 측정장치 및 그 방법

조성락, 정성엽, 강국진

2013. 12. 13

PCT/KR2013/011615

특허

PCT

초근거리 및 원거리 측정이 모두 가능한 초음파센서와 그 구동 방법

이승훈, 정섬규, 이용국

2013. 12. 16

10-2013-0156755

특허

한국

스테레오 수중 음향신호의 공기 중 재현을 위한 신호처리방법 및
이를 이용한 신호처리장치

김시문, 변성훈, 최현택, 김기훈,
이종무

2013. 12. 18

10-2013-0157705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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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일자

출원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선박운항 평가 관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선박운항 평가 방법

김홍태, 장준혁, 오승빈, 박병재

2013. 12. 18

10-2013-0158106

특허

한국

유출유 검출 장치

정정열, 이문진

2013. 12. 18

10-2013-0158490

특허

한국

유해물질 검출장치

정정열, 이문진

2013. 12. 18

10-2013-0158495

특허

한국

테트라 방식의 통신용 수신기의 패킷 동기 검출 장치 및 방법

김승근, 윤창호, 박종원, 임용곤

2013. 12. 19

10-2013-0159054

특허

한국

검색기 영상의 의심 물체 자동 검출 방법 및 장치

박종원, 임용곤, 강현수, 김기태,
김만중

2013. 12. 19

10-2013-0159489

특허

한국

패킷 통신용 수신기의 채널 등화 및 수신 데이터 결정 장치 및 방법

김승근, 윤창호, 박종원, 임용곤

2013. 12. 19

10-2013-0159500

특허

한국

이동 정보 기반의 라우팅 프로토콜 방법 및 장치

최영철, 임용곤

2013. 12. 19

10-2013-0159485

특허

한국

시분할다중접속(TDMA) 기반 통신 제어 장치 및 그 방법

박종원, 임용곤, 김승근, 윤창호,
최영철

2013. 12. 19

10-2013-0159466

특허

한국

강화된 애드혹 자율구성 시간분할 다중접속방식의
육상국용 매체접속제어 방법

윤창호, 박종원, 김승근, 임용곤

2013. 12. 24

10-2013-0162069

특허

한국

개미산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Thermococcus spp. 로
부터 분리된 신규한 서열번호 2의 수소화효소,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그 유전자를 갖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태완, 김윤재, 김상진, 차선신,
배승섭, 임재규, 전정호, 임형순,
정재연, 류지영, 김민식

2013. 12. 26

10-2013-7034429

특허

한국

일산화탄소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Thermococcus spp.
로부터 분리된 신규한 수소화효소,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그 유전자를 갖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태완, 김윤재, 김상진, 차선신,
전정호, 배승섭, 임재규, 김민식,
정재연, 류지영, 임형순

2013. 12. 26

10-2013-7034431

특허

한국

개미산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Thermococcus spp. 로
부터 분리된 신규한 서열번호 7의 수소화효소,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그 유전자를 갖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차선신, 김태완, 김윤재,
임재규, 임형순, 정재연, 김민식,
배승섭, 전정호, 류지영

2013. 12. 26

10-2013-7034430

특허

한국

미세조류 내 지질 및 환원당 함량 증진용 미세조류 배양시스템

강도형, 이현용, 최운용, 최철순

2013. 12. 27

10-2013-0164891

특허

한국

공기의 열원을 이용한 이산화탄소배출시스템의 관내폐색 방지 방법

조맹익, 허 철, 강성길, 정정열

2013. 12. 27

10-2013-0166111

특허

한국

전극센서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파이프라인 내부
유동양식을 파악하는 방법

조맹익, 허 철, 강성길, 정정열

2013. 12. 27

10-2013-0166109

특허

한국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파이프라인 배출 시스템의 드라이아이스
유발 관내폐색 방지 장치

조맹익, 허 철, 강성길, 정정열

2013. 12. 27

10-2013-0166107

특허

한국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파이프라인 내부 유동양식 파악용 전극센서

조맹익, 허 철, 강성길, 정정열

2013. 12. 27

10-2013-0166110

특허

한국

지능형 수중 작업자 안전 장치

김선동, 최혁진

2013. 12. 27

10-2013-0165028

특허

한국

증기 이젝터와 분배기를 이용한 고효율 해양온도차 발전시스템

김현주, 이호생, 문덕수, 차상원,
윤정인, 손창효, 예병효

2013. 12. 27

10-2013-0164820

특허

한국

주기유도장치

강성현, 조성록, 백훈, 김은수

2013. 12. 31

10-2013-0168844

특허

한국

NF/RO/ED 분리막 연계시스템을 이용한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 고경도
먹는물 제조공정

김광수, 김현주, 문덕수, 이호생,
지 호

2013. 12. 31

10-2013-0167934

특허

한국

124

부록

지식재산권 등록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istration)

국외 12건 181편

국내 169건
국내 149건
국내 113건

국외 16건 165편

국외 12건 125편

지식재산권 등록

2011
2012
2013

발명의 명칭

발명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방파제 케이슨 결합 방법

박우선, 이진학, 한상훈

2013. 01. 03

10-1220537

특허

한국

선박안전성평가모델의 작성 및 이를 이용한 선박안전성평가 방법

강희진, 이동곤

2013. 01. 08

10-1245385

특허

한국

위성신호 미약 환경에서의 반송파 위상과 관성센서 정보를 이용한
선박의 위성측정치 생성방법 및 장치

조득재, 박슬기, 심우성

2013. 01. 08

10-1221929

특허

한국

나이트릴레이즈 VMN1을 이용한 카르복실산의 제조 방법

이정현, 김상진, 강성균, 박상이

2013. 01. 11

10-1223663

특허

한국

나이트릴레이즈 RMN1을 이용한 카르복실산의 제조 방법

이정현, 강성균, 김상진, 박상이

2013. 01. 11

10-1223664

특허

한국

나이트릴레이즈 RMN2을 이용한 카르복실산의 제조 방법

이정현, 강성균, 김상진, 박상이

2013. 01. 11

10-1223665

특허

한국

나이트릴레이즈 ORN을 이용한 카르복실산의 제조 방법

이정현, 김상진, 강성균, 박상이

2013. 01. 11

10-1223666

특허

한국

해양의 수직 구조 연속 연직 관측을 위한 수중 측정장치

박요섭, 이신제, 이용국, 정섬규,
장남도, 이하웅

2013. 01. 11

10-1223551

특허

한국

조선해양 공정 상호검증 시뮬레이션 요구 및 기능 분석 방법

황호진, 공인영

2013. 01. 16

10-1333981

특허

한국

해상표면흐름 모사체 유출유 대용 부유체

이문진, 이승현, 김혜진

2013. 01. 16

10-1288469

특허

한국

자율 무인 잠수정의 해저면 위치 보정 방법 및
자율 무인 잠수정의 위치 측정 장치

정훈상, 김현기, 이판묵

2013. 01. 17

10-1249508

특허

한국

프로펠러의 날개 끝 곡판이 덕트 내부면 홈에 삽입된 선박용 추진장치

김기섭, 문일성, 김건도

2013. 01. 18

10-1282497

특허

한국

부유식 조류발전장치 및 그 시공 방법

한상훈, 박진순, 이광수

2013. 01. 21

10-1226719

특허

한국

해수온 변화에 대응하는 분홍바다맨드라미의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해양 생태계 진단 방법

염승식, 우선옥, 이택견, 전혜영,
손성희, 송준임

2013. 01. 25

10-1228490

특허

한국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변화하는 전자 해도 갱신 시스템

양찬수

2013. 01. 25

5182769

특허

일본

천부지층 탄성파 탐사 취득자료 ODEC 파일 변환 방법

유해수, 이동권, 이채구, 문영삼

2013. 01. 30

10-1230040

특허

한국

쌍동선체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대용량 해양폐기물 수집 및
분류 장치와 그 방법

강희진, 신명수, 박범진

2013. 01. 30

10-1285021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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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발명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재산권

출원국가

수중 사석고르기 작업용 기계화 시스템

이민기, 박근우, 김태성, 장인성

2013. 01. 31

10-1230601

특허

한국

차동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패킷 데이터 통신에서
프리앰블에 부가정보를 전송하는 송신장치와 방법

김승근, 김시문, 변성훈, 박종원,
임용곤, 윤창호

2013. 02. 01

10-1234311

특허

한국

복합이동이 가능한 다관절 해저로봇에 작용하는
유체저항토크의 근사적 모델링방법

전봉환, 심형원, 이판묵

2013. 02. 01

10-1249853

특허

한국

두 개의 운용주파수를 갖는 정밀수중탐사용 수중초음파카메라 및
그 작동방법

김시문, 변성훈, 임용곤

2013. 02. 01

10-1282489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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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형, 최광식, 정희도, 박흥식

2013. 02. 05

8367355 B2

특허

미국

교각의 충돌방지 구조물을 이용한 조류발전장치 및 그 시공 방법

이진학, 이광수, 박진순, 오상호,
김건우

2013. 02. 07

10-1233137

특허

한국

마찰력을 증대시킨 케이슨과 그 제작 방법 및 그 케이슨

박우선, 한상훈, 이진학, 장인성

2013. 02. 07

10-1234042

특허

한국

안테나의 방향 및 높이조절 구조를 갖는 해양 레이더용 승강 거치장치

조철호, 송규민, 정경태, 이흥재

2013. 02. 07

10-1233140

특허

한국

고압 압출 분쇄 공정을 포함하는 해조류 또는 농산부산물의 당화 방법

강도형, 이현용, 최운용, 이춘근,
서용창, 김지선, 송치호, 정경환,
이상은

2013. 02. 07

10-1233277

특허

한국

대형캐비테이션터널 내 흘수판 설치 방법

안종우, 이창용, 김건도

2013. 02. 12

10-1259278

특허

한국

경사판 어초

명정구, 노봉호, 박용주, 유재명,
오승용, 강래선

2013. 02. 13

10-1234573

특허

한국

식물 플랑크톤 배양장치

정승원, 김영옥, 조성록, 김시욱

2013. 02. 19

10-1237039

특허

한국

3절 링크 벡터추진기 및 그 제작 방법

이종무, 최현택, 김기훈

2013. 02. 22

10-1334566

특허

한국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제조용 고압 액화 추출물 및
이의 제조 방법

강도형, 이현용, 한재건, 박흥식,
이희승, 강래선

2013. 02. 27 ZL 2008 8 0001480.6

특허

중국

모형선의 마찰계수 조절용 도장 방법

조성락, 이춘주, 정성엽

2013. 02. 28

10-1259344

특허

한국

자동지향성 해양관측장비

이문진, 김선동, 김혜진, 김선영

2013. 02. 28

10-1273660

특허

한국

테트라포드

박우선, 한상훈, 이진학, 오영민

2013. 03. 04

10-1241240

특허

한국

유속증가 구조를 갖는 수문케이슨

박우선, 정원무, 오상호

2013. 03. 04

10-1241247

특허

한국

해상풍력발전 시스템의 항력 저감장치

박우선, 한상훈

2013. 03. 05

10-1242064

특허

한국

미세조류를 이용한 색소의 생산 방법

강도형, 허수진, 오철홍, 김지형,
전선미, 예보람, 권영경, 장지이,
김주연

2013. 03. 08

10-1342432

특허

한국

조류력 및 풍력을 이용한 복합발전장치

박우선, 한상훈, 이광수

2013. 03. 11

10-1244454

특허

한국

조립식 헬리컬 터빈

박진순, 이광수, 염기대, 김성은,
오명학, 이충범, 안형진

2013. 03. 12

2706537

특허

캐나다

조립식 헬리컬 터빈

박진순, 이광수, 염기대, 강석구,
진재율, 이충범, 안형진

2013. 03. 12

2706538

특허

캐나다

조난위치 알림을 위한 레이더반사체 운용 장치

강희진, 이동곤

2013. 03. 13

10-1230103

특허

한국

파랑제어용 폰툰 어셈블리 및 폰툰형 파랑제어 시스템

박우선, 한상훈, 오상호, 김건우,
장인성, 장세철

2013. 03. 15

10-1246077

특허

한국

강조류 악시계 수중 환경 탐사용 다관절 해저로봇

전봉환, 심형원, 박진영, 김방현,
백 혁, 이판묵, 임용곤

2013. 03. 18

10-1260389

특허

한국

아지무스 추진기

김영식, 성홍근, 김진하, 홍사영,
조석규

2013. 03. 18

10-1231254

특허

한국

광섬유 브래그 격자 합성을 위한 일차원 역산란 결합계수 산출 방법

최영철, 임용곤

2013. 03. 18

10-1309834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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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해역 해빙 굽힘강도 측정 시스템

정성엽, 조성락

2013. 03. 18

10-1325863

특허

한국

다채널 장기 가속 부식실험 장치

허 철, 조맹익, 강성길, 김현주

2013. 03. 20

10-1265881

특허

한국

비례미분적분 제어방식을 적용한 압력 및 유량 자동제어 가능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파이프라인 수송공정 안전해석 실험장치

허 철, 조맹익, 강성길

2013. 03. 20

10-1247897

특허

한국

파일의 지지력 증가장치 및 그 시공 방법

심재설, 김선정, 전인식, 박광순,
김진아

2013. 03. 21

10-1248162

특허

한국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제조용 고압 액화 추출물 및
이의 제조 방법

강도형, 이현용, 한재건, 박흥식,
이희승, 강래선

2013. 03. 22

ID P0033305

특허

인도
네시아

부침식 폭풍해일 방벽장치 및 그 시공 방법

심재설, 김병구, 전인식, 우찬조

2013. 03. 22

10-1248619

특허

한국

모형선의 마찰계수 조절용 도료

조성락, 이춘주, 정성엽

2013. 03. 26

10-1240777

특허

한국

휴대급 자율무인잠수정의 진수와 인양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J형 프레임

백 혁, 전봉환, 이판묵, 김방현,
박진영, 심형원, 이필엽, 박성우,
최 고, 이경목, 강한구

2013. 03. 26

10-1246560

특허

한국

프로펠러의 날개 끝 곡판이 덕트 내부면 홈에 삽입된 선박용
추진장치의 제작 방법

김기섭, 박영하, 설한신

2013. 03. 27

10-1253880

특허

한국

수직축 터빈 시스템의 토크 증대 장치

박우선, 이광수, 박진순

2013. 03. 28

10-1250330

특허

한국

복합이동이 가능한 다관절 해저로봇을 이용한 해저탐사 시스템

전봉환, 심형원, 박진영, 김방현,
백 혁, 이판묵

2013. 03. 28

10-1283415

특허

한국

압력유지 및 오염방지형 푸쉬코어

백 혁, 전봉환, 이판묵

2013. 04. 02

10-1246644

특허

한국

날개 끝 부근에서 날개 두께가 두꺼운 선박 프로펠러

김기섭, 김건도, 박영하, 백부근

2013. 04. 05

10-1226248

특허

한국

케이슨

박우선, 오상호

2013. 04. 09

10-1254488

특허

한국

타원단면 실린더 와유기진동 에너지 추출장치

최종수, 홍섭, 김형우, 여태경

2013. 04. 11

10-1246722

특허

한국

스피룰리나의 배양용 배지 조성물

강도형, Abu Affan, 이대원,
박흥식, 김한준

2013. 04. 12

10-1256437

특허

한국

스피룰리나의 배양용 배지 조성물을 이용한 스피룰리나의 배양 방법

강도형, Abu Affan, 이대원,
박흥식, 김한준

2013. 04. 12

10-1256434

특허

한국

호안 피복블록 및 그 조립체

박우선, 한상훈, 장세철

2013. 04. 12

10-1257870

특허

한국

우수집수조 내장한 케이슨

박우선

2013. 04. 12

10-1256043

특허

한국

미확인 선박을 모니터링하는 선박 모니터링 장치,
이를 구비한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및 선박 모니터링 방법

양찬수, 정경태

2013. 04. 23

10-1258950

특허

한국

초음파를 이용한 빙해수조 얼음두께 계측 시스템 및 그 계측 방법

김현수, 이춘주

2013. 04. 23

10-1238387

특허

한국

대형캐비테이션터널 내 흘수판 고정장치

박영하, 김건도, 이창용

2013. 04. 23

10-1252372

특허

한국

광폭 모형선의 대형캐비테이션터널 내 효과적인 실험 방법

김기섭, 문일성, 김경열

2013. 04. 23

10-1259269

특허

한국

광폭 모형선의 대형캐비테이션터널 내 실험을 위한 설치장치

안종우, 박영하, 문일성, 김경열

2013. 04. 23

10-1259260

특허

한국

모형선의 흘수 변화 방지 수단을 구비한 모형선 구속 장치

안종우, 설한신, 이창용

2013. 04. 23

10-1259279

특허

한국

조립식 헬리컬 터빈

박진순, 이광수, 염기대, 김성은,
오명학, 이충범, 안형진

2013. 04. 24

ZL 200880123453.6

특허

중국

해수의 파고 및 파향측정을 위한 해양관측장비

이문진, 김선동, 김혜진, 김선영

2013. 04. 26

10-1301743

특허

한국

복조지식 조력 발전 방법 및 장치

박진순, 이광수, 박준석

2013. 04. 30

10-1261578

특허

한국

광학선택적 에폭사이드 가수분해효소 및
이를 이용한 광학순도 에폭사이드의 제조 방법

김상진, 황영옥, 우정희, 강성균,
권개경, 강지현, 조장천

2013. 05. 01

ZL200680046194.2

특허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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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형 요잉 감쇠장치가 구비된 부유식 풍력 발전기

홍석원, 홍사영, 김영식

2013. 05. 03

10-1338122

특허

한국

이산화탄소 미세전극 및 그 제작 방법

권봉오, 고철환, 강성길, 황진환,
이정석, 박영규, 김종성

2013. 05. 07

10-1304210

특허

한국

배경의 광량 변화를 최소화한 해양 생물표본 촬영장치

김 성, 오지나, 김웅서

2013. 05. 10

10-1265159

특허

한국

사각단위항로 생성기법을 이용한 가항 수역내
선박 피항 항로 탐색 지원 시스템

손남선, 공인영, 김선영

2013. 05. 13

10-1275277

특허

한국

어집 기능을 갖는 투과성 잠제블럭

심재설, 양정아, 전인식, 우찬조

2013. 05. 14

10-1266152

특허

한국

섹터 센서 시스템을 이용한 신호 도래각 추정 방법

최영철, 임용곤

2013. 05. 20

10-1346196

특허

한국

빛의 난반사를 감소시키는 해양 생물표본 촬영장치

김 성, 김웅서, 오지나

2013. 05. 28

10-1270773

특허

한국

암에 대한 바이오마커 및 이를 이용한 암 진단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김윤재, 황영옥, 임형순,
진 욱, 조용균

2013. 05. 29

10-1270944

특허

한국

캐비테이션터널용 기포제거 시스템 및 방법

김기섭, 안종우, 박영하, 박철수

2013. 05. 29

10-1283320

특허

한국

계류용 와이어 로프와 소켓 연결방법

김동국, 황상철, 김 응, 전동철

2013. 05. 31

10-1272183

특허

한국

수상 이동 기준점을 이용한 수중관성항법 오차보정 시스템 및
오차보정 방법

이판묵, 정훈상, 김현기, 이남재

2013. 06. 03

10-1249773

특허

한국

방향타 동력계 캘리브레이션 장치

안종우, 김건도, 박영하

2013. 06. 04

10-1304923

특허

한국

평행사변형 4절기구와 와유기진동에 의한 양력발전장치

홍 섭, 최종수, 김형우, 여태경

2013. 06. 10

10-1309124

특허

한국

다중선박 충돌위험도 식별 지원 시스템

손남선, 김선영

2013. 06. 10

10-1298925

특허

한국

17β-에스트라디올(17β-estradiol, E2) 노출에 대응하는 바다송사리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환경오염 진단 방법

염승식, 우선옥, 원효경

2013. 06. 13

10-1276733

특허

한국

복합식 시료 채취 장치

이근창, 함동진, 지상범, 김경홍

2013. 06. 14

10-1277324

특허

한국

풍력발전타워 벽단면 구조

한택희, 오명학

2013. 06. 17

10-1277786

특허

한국

천해의 해저지형 조사장치

박준용, 정의영

2013. 06. 17

10-1277783

특허

한국

수직 U-관 및 수평 관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파이프
라인 수송공정에 곡관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의실험 장치

허 철, 조맹익, 강성길

2013. 06. 20

10-1293393

특허

한국

자동 수평유지 무인 잠수정

이종무, 최현택, 김기훈

2013. 06. 20

10-1279079

특허

한국

항로표지 배치 최적화용 시각적 인식 효과의 정량적 척도 산출 방법

황태현, 공인영, 김연규, 윤근항

2013. 06. 20

10-1267622

특허

한국

브로모페놀계 화합물, 이것의 제조 방법 및 이것을 포함하는 조성물

이희승, 박승일, 오기봉,
Susan E. Matthews, Elise
Bouthenet

2013. 06. 24

10-1279822

특허

한국

해양 및 기상관측을 위한 해양구조물

심재설, 민인기, 정진용

2013. 06. 26

10-1281200

특허

한국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운송기술 및 그 장치

김완수

2013. 06. 27

1-2008-502554

특허

필리핀

수질 개선 장치

김현주, 정동호, 이호생, 문덕수

2013. 06. 28

10-1230963

특허

한국

등속조인트를 이용한 추력편향 수중 추진장치

이종무, 김기훈

2013. 06. 28

10-1293312

특허

한국

수직 U-관 및 수평 관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파이프
라인 수송공정에 곡관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의실험 방법

허 철, 조맹익, 강성길

2013. 06. 28

10-1247931

특허

한국

단순 왕복 피봇 회전형 와유기진동 에너지추출 장치

최종수, 홍 섭, 김형우, 여태경

2013. 07. 02

10-1284106

특허

한국

수중유영이 가능한 다관절 해저 유영로봇

전봉환, 심형원, 박진영, 김방현,
백 혁, 이판묵

2013. 07. 02

10-1283417

특허

한국

마그네틱 클램프

최걸기, 이춘주

2013. 07. 02

10-1279078

특허

한국

워터젯 쇄빙선

이춘주, 이재만

2013. 07. 02

10-1302963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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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 망간단괴 집광로봇

홍 섭, 김형우, 최종수, 여태경,
박성재

2013. 07. 02

10-1263804

특허

한국

5-하이드록시인돌화합물 또는 해면동물 스칼라리스폰지아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성물

이연주, 이희승, 노현수, 신희재,
이종석

2013. 07. 03

10-1283895

특허

한국

횡강성 보강 해중 터널

한상훈, 박우선

2013. 07. 03

10-1284241

특허

한국

다중 입출력 통신 시스템의 신호 송수신 방법

최영철, 임용곤, 양현종

2013. 07. 03

10-1231214

특허

한국

하이드레이트 펠릿의 저장, 운송, 해리 용기 및 이를 이용한
하이드레이트 펠릿의 저장, 운송, 해리 방법

강희진, 이동곤, 최진

2013. 07. 04

10-1255547

특허

한국

파랑제어용 플랩 어셈블리 및 플랩형 파랑제어 시스템

박우선, 한상훈, 오상호, 김건우,
장인성, 장세철

2013. 07. 10

10-1286627

특허

한국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예인전차 내외간의 데이터 전송장치

반석호, 안해성, 이영연, 황승현

2013. 07. 10

10-1225666

특허

한국

통신 시스템의 백플랜 버스 구조 및 이를 이용한 보드 인식 방법

박종원, 성소영, 임용곤

2013. 07. 16

10-1330066

특허

한국

청색 레이저 및 포토다이오드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및 장치

오상우, 이문진

2013. 07. 22

10-1279077

특허

한국

수중 초음파 카메라 오작동 진단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진단 방법

변성훈, 김시문, 임용곤, 김승근,
박종원, 최영철

2013. 07. 30

10-1246732

특허

한국

비례미분적분 제어방식을 적용한 압력 및 유량 자동제어 가능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파이프라인 수송공정 안전해석 실험 방법

허 철, 조맹익, 강성길

2013. 07. 30

10-1282549

특허

한국

알지비 센서를 이용한 수질측정용 광센서 장치

이재성, 김은수, 백 훈, 황근춘,
이정한

2013. 07. 31

10-1293690

특허

한국

용존산소 및 수소이온농도 동시측정용 광섬유 다발 광센서 장치

이재성, 김은수, 백 훈, 김종근,
조성록

2013. 07. 31

10-1293695

특허

한국

예인수조에서 모형시험 시 예인점의 위치를 조절하는 장치

안해성, 황승현, 이영연, 반석호,
이창용, 권기진, 김명수, 유선모

2013. 07. 31

10-1273865

특허

한국

예인전차 주행레일의 진직도 측정 장치

반석호, 안해성, 이영연, 황승현,
김명수, 이창용, 권기진

2013. 07. 31

10-1293874

특허

한국

풍력과 파력을 이용한 복합 발전 장치

박우선, 오상호

2013. 08. 05

10-1295083

특허

한국

걸개식 노우즈콘으로 결합가능한 해저 퇴적물 채취 장치

김창준, 김영일, 홍기훈

2013. 08. 05

10-1295245

특허

한국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압축공기 저장 발전 장치

장인성, 권오순, 오명학, 고진환,
한상훈, 한택희, 이광수

2013. 08. 05

10-1295082

특허

한국

선원 피로도 측정 방법 및 장치

김홍태, 장준혁

2013. 08. 09

10-1224889

특허

한국

스프링 작용반경 가변형 단순 왕복 피봇 회전형 와유기진동
에너지추출 장치

최종수, 홍 섭, 김형우, 여태경

2013. 08. 13

10-1300480

특허

한국

결빙 방지 기능을 갖는 핸드 레일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선박

이춘주, 이재만

2013. 08. 13

10-1298121

특허

한국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한 결빙 방지 기능을 갖는 밸러스팅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선박

이춘주, 정성엽

2013. 08. 13

10-1298124

특허

한국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매스의 생산 방법

강도형, 아부아판, 허수진,
오철홍, 김지형, 전선미, 예보람,
권영경, 장지이, 김주연

2013. 08. 16

10-1298942

특허

한국

미생물의 대량 생산을 위한 배양 배지

강도형, 아부아판, 허수진,
오철홍, 김지형, 전선미, 김주연,
예보람, 권영경, 장지이

2013. 08. 16

10-1298944

특허

한국

선단 자율 군집운항 지원 시스템

손남선, 공인영

2013. 08. 16

10-1275274

특허

한국

에어버블 쇄빙선

이춘주, 최걸기

2013. 08. 16

10-1283674

특허

한국

히브바

이춘주, 최걸기

2013. 08. 21

10-1283319

특허

한국

선박용 천공기를 겸한 잔존유 제거 장치

채홍기, 황정수, 안영춘, 권강민,
정경태, 권기생

2013. 08. 23

10-1301713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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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속도성분의 선별적 계측을 위한 3공 피토 튜브의 제작 방법

안해성, 이영연, 김충만, 황승현,
반석호, 이창용

2013. 08. 23

10-1240675

특허

한국

유빙 방어용 스턴핀이 부착된 선체구조

이춘주, 최걸기, 임동원

2013. 08. 28

10-1298924

특허

한국

교량의 부속시설을 이용한 양방향 조류 발전 장치

이진학, 이광수, 박진순, 오상호,
임학수

2013. 08. 29

10-1303833

특허

한국

수중로봇 비상 대응모듈

김기훈, 이종무, 구법모, 정찬익,
표상호, 허준기, 윤석준

2013. 08. 30

10-1224893

특허

한국

멀티복합하이브리드 기초형 해상풍력타워

윤길림, 오명학

2013. 09. 02

10-1304934

특허

한국

기포제거용 해치 및 이의 제조 방법

김기섭, 안종우, 박영하, 설한신

2013. 09. 02

10-1270988

특허

한국

다목적 프로펠러 동력계 캘리브레이션 장치

안종우, 설한신, 이창용, 김경열

2013. 09. 02

10-1304926

특허

한국

수중용 방향타 동력계

김기섭, 안종우, 문일성, 김건도

2013. 09. 02

10-1304931

특허

한국

제로 포싱 기반의 다중 사용자 다중 입출력 양방향 중계 통신 방법

최영철, 임용곤

2013. 09. 05

10-1346200

특허

한국

연안 해수의 용존 산소량 변화에 대응하는 지중해담치의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해양 생태계 진단 방법

염승식, 우선옥, 이택견, 전혜영

2013. 09. 09

10-1308541

특허

한국

회수 대상물을 회수하는 시스템 및 회수 대상물을 회수하는 방법

강원수, 이문진

2013. 09. 10

10-1250331

특허

한국

복수의 터빈을 갖는 해상풍력발전 구조

한택희, 박우선, 백원대

2013. 09. 11

10-1309838

특허

한국

AODV 기반 라우팅 방법

최영철, 임용곤, 윤창호, 박종원,
김시문

2013. 09. 11

10-1286736

특허

한국

살조활성 단백질분해효소, 이를 코딩하는 유전자 및 이를 포함하는
살조제제

김상진, 강성균, 이정현, 권개경,
강지현, 이현숙, 손재학

2013. 09. 20

5366222

특허

일본

해중 터널 튜브의 수중 설치장치 및 그 방법

한상훈, 박우선

2013. 10. 01

10-1316106

특허

한국

설치 및 회수장치를 갖는 해양관측장비

김용권, 정섬규, 김윤칠, 어영상

2013. 10. 01

10-1316107

특허

한국

자료동화를 위한 인공위성 원격탐사 자료들 생성 방법

양찬수, 박광순

2013. 10. 08

10-1319370

특허

한국

풍력발전기 설치방법 및 그 장치

심재설, 우찬조, 정진용, 김선정

2013. 10. 10

10-1319019

특허

한국

해상풍력발전타워의 슬래브 기초 설치 방법

오명학, 윤길림, 권오순

2013. 10. 14

10-1320689

특허

한국

공작기계를 이용한 재료 가공 시 기준점을 용이하게 설정하는 장치

반석호, 안해성, 임근태, 이영연,
황승현, 김명수, 이창용, 임동원

2013. 10. 23

10-1328341

특허

한국

확산 흐름을 이용한 포어 구조체를 구비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측정
센서 및 이의 제조 방법

정정열, 허 철, 강성길

2013. 10. 30

10-1333650

특허

한국

위성신호 미약 환경에서의 관성센서를 이용한 선박의 위성측정치 생성
방법 및 장치

조득재, 박슬기, 심우성

2013. 10. 31

10-1221931

특허

한국

부등침하에 대응이 용이한 항만구조물

박우선, 오상호, 장세철

2013. 11. 01

10-1326773

특허

한국

P-유기산 혼합 바이오솔벤트 및 이를 이용한 해안 암반 표착 풍화유
제거방법

서현석, 권개경, 정경태

2013. 11. 05

10-1328335

특허

한국

로프 분리장치

김용권, 정섬규, 김윤칠, 어영상

2013. 11. 05

10-1328038

특허

한국

예인전차 주행레일의 진직도를 측정 및 교정하는 방법

반석호, 안해성, 이영연, 황승현,
김명수, 이창용, 권기진

2013. 11. 05

10-1293842

특허

한국

대형캐비테이션터널용 웨이크레이크 캘리브레이션 장치

안종우, 박영하, 이창용

2013. 11. 05

10-1323402

특허

한국

해저 로봇의 기능 시험용 테스트 베드

전봉환, 김정엽, 박진영, 심형원,
김방현, 백 혁, 이판묵

2013. 11. 11

10-1327975

특허

한국

초음파를 이용한 결빙 방지 기능을 갖는 밸러스팅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선박

이춘주, 정성엽

2013. 11. 21

10-1298126

특허

한국

실린더형 무인잠수정의 유지보수를 위한 회전기능을 갖는 방진
이동대차

백 혁, 이판묵, 전봉환, 박진영,
심형원, 김방현

2013. 11. 21

10-1338165

특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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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물의 유체 정하중 계측 장치

최성권, 성홍근, 김영식, 박인보,
김진하

2013. 11. 22

10-1243786

특허

한국

선박 통합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정보 및 AIS선박정보의 통합 방법

양찬수, 박광순

2013. 11. 25

10-1334804

특허

한국

Thermococcus spp.로부터 분리된 신규한 수소화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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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1. 27

2499831

특허

러시아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그 유전자를 갖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코어 시료 저장 장치

정승원, 신현호, 임동일

2013. 11. 28

10-1336591

특허

한국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수소 생산을 위한 일산화탄소 용해 유도 장치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임형순, 김윤재, 배승섭, 김태완

2013. 11. 28

10-1336610

특허

한국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수소 생산 장치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윤재, 김태완, 임형순, 배승섭

2013. 11. 28

10-1336604

특허

한국

압력보상기를 이용한 심해용 LED 수중조명장치

백 혁, 이판묵, 전봉환, 김방현,
박진영, 심형원, 이경목

2013. 12. 02

10-1297069

특허

한국

수동형 상하동요 및 회전동요 감쇠장치가 구비된 부유식 풍력 발전기
및 부유식 풍력 발전기용 수동형 상하동요 및 회전동요 감쇠장치

홍석원, 홍사영, 김영식

2013. 12. 02

10-1326047

특허

한국

Thermococcus spp.로부터 분리된 신규한 수소화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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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2. 03

8597926

특허

미국

저압용 액체 유출 방지장치

채홍기, 안영춘, 권강민, 정경태,
권기생

2013. 12. 03

10-1339203

특허

한국

피치와 곡면 능동제어를 이용한 반복승강식 조류발전장치

고진환

2013. 12. 03

10-1339319

특허

한국

독도의 육상 및 해저지형 모형물 제작 방법 및 그 모형물

김현욱, 박찬홍, 김창환, 이미경

2013. 12. 10

10-1342069

특허

한국

해상풍력발전기의 하이브리드 지지구조

박우선, 한택희, 신창주, 박영현,
원덕희, 이종석

2013. 12. 11

10-1342445

특허

한국

선원 피로도 측정 장치를 이용한 선박 도난방지 방법 및 시스템

김홍태, 장준혁

2013. 12. 24

10-1262675

특허

한국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대류층 지연 변칙현상 모니터링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

조득재, 신미영

2013. 12. 24

10-1290085

특허

한국

코안다 효과를 이용하는 심해저 망간단괴 집광로봇의
채집 장치부 구조

홍 섭, 최종수, 김형우, 여태경,
이민욱

2013. 12. 30

10-1348112

특허

한국

초음파 송수신장치가 장착된 팬틸트 제어형 무인잠수정
위치 추적 시스템 및 방법

김기훈, 장인성, 신창주, 한상훈

2013. 12. 31

10-1307454

특허

한국

심해저 채집장치의 망간단괴 채집 방법

홍 섭, 이민욱, 김형우, 여태경,
최종수

2013. 12. 31

10-1348111

특허

한국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그 유전자를 갖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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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술 이전
Technology Transfers

1,590백만 원
1,980백만 원
4,960백만 원
보유기술 이전 금액

2011
2012
2013

기술명

책임자

계약일자

실시자

피라미드식 강제어초

명정구

2013. 02. 20

(주)우미

프로펠러 설계 및 성능해석용 프로그램

문일성

2013. 03. 11

(주)삼우중공업

디지털 선박의 통합관리 플랫폼 연동시스템 및 HCI 다기능 콘솔 기술

임용곤

2013. 03. 14

(주)마린디지텍

디지털 선박의 통합관리 플랫폼 연동시스템 및 HCI 다기능 콘솔 기술

임용곤

2013. 03. 14

대양전기공업(주)

해양구조물 설계해석 S/W

홍사영

2013. 03. 21

삼성중공업(주)

DGNSS 소프트웨어 RSIM 기술

서기열

2013. 03. 25

한양네비콤(주)

해양생물 제어장치

박용주

2013. 04. 01

오션파트너즈(주)

신규의 에스터라제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이들을 이용한 에스터라제 생산 방법

이정현

2013. 04. 01

CJ제일제당(주)

유체성능 해석용 S/W(WAVIS Ver2.3)

김 진

2013. 04. 01

(주)한진중공업

선형평가용 수치해석 시스템(WAVIS Ver2.2)

김 진

2013. 04. 19

(주)현대미포조선

레이더횡단면 특성을 이용한 조난위치 표시 기술

강희진

2013. 06. 24

(주)금하네이벌텍

선형평가용 수치해석 시스템(WAVIS Ver2.2)

김 진

2013. 07. 01

SPP조선(주)

해양오염사고 유출유 확산 경로 해석 및 모사 시스템 기술

이문진

2013. 07. 04

(주)도담시스템스

선형평가용 수치해석 시스템(WAVIS Ver2.1)

김 진

2013. 07. 30

현대비에스엔씨(주)

심해계류를 위한 용품가공 및 제조 기술

황상철

2013. 08. 01

대우산업

수중암반 굴착용 가설구조물 기술

심재설

2013. 08. 21

(주)부성해양개발

선형설계 전용 프로그램(Hcad Ver3)

이춘주

2013. 10. 14

경남대학교 조선해양IT공학과

해저 지반조사장치의 운용 및 결과분석 기법

장인성

2013. 11. 26

(주)두배시스템

DP 시뮬레이션 기술

홍사영

2013. 12. 05

(주)파나시아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제조용 고압 액화 추출물 및 이의 제조 방법

강도형

2013. 12. 19

엠에스(주)

항만구조물 신뢰성 설계법 해석 프로그램(HSRBD)

윤길림

2013. 12. 27

(주)혜인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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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외부 수상 / 포상(개인포상)

●01.22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공

철탑산업
훈장

동탑산업
훈장

김웅서 책임연구원 (심해저자원연구부)

산업포장

강현주 책임기술원 (행정부)

장도수 책임연구원 (국제협력본부)

박재욱 무기계약직기능원 (홍보팀)

서지혜 계약직행정원 (홍보팀)

최근형 선임연구원 (선박평형수센터)

최승민 책임연구원 (국제협력실)

장관표창

권석재 책임연구원 (해양환경산업연구실)

장관표창

이미혜 기술원 (국제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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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 제46회 과학의 날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

장관표창

권순철 책임기술원 (경영정보팀)

김병완 책임연구원 (해양플랜트연구부)

●05.09 / 제12회 세계습지의 날 (해양환경 발전에 기여)

양준혁 선임기술원 (운영지원팀)

●05.31 / 제18회 바다의 날
(해양 수산 발전에 기여)

장관표창
동탑산업
훈장

박 봄 선임행정원 (연구관리팀)

이재성 선임연구원 (기기검교정^분석센터)
정창수 책임연구원 (특정해역보전관리센터)

국무총리
표창

대통령
표창

형기성 책임연구원 (심해저자원연구부)

이민수 책임기술원 (연구선지원실)

장관표창

김희경 행정원 (인사팀)

장관표창

이원규 기능원 (연구선지원실)

최종수 선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편옥이 기술원 (운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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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50주년 기념
(해양 안전 발전에 기여)

장관표창

손남선 선임연구원 (해양안전기술연구부)

●09.12 / 조선해양의 날
(조선 해양 발전에 기여)

장관표창

장관표창

김건도 선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10.08 / KIOST 창립 40주년 (해양 발전에 기여)

김윤재 선임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부)

●12.26 / 해양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장관표창

여태경 책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10.08 / KIOST 창립 40주년
(해양 발전에 기여)

장관표창

이웅열 선임기술원 (국제공동연구센터)

김영덕 연수연구원 (해양플랜트연구부)

이승구 선임행정원 (총무팀)

이철교 무기계약직행정원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관표창

김현섭 책임연구원 (심해저자원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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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장관표창

김유정 기술원 (기획팀)

최진용 연구사업인력 (연안재해^재난연구센터)

●12.31 / 해양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장관표창

문재운 책임연구원 (응용기술연구부)

심문영 무기계약직기술원 (홍보팀)

이우진 선임기술원 (선박평형수센터)

기관포상
포상명

수상일

공적사항

주관기관

대통령표창

01. 22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공

국토해양부

장관표창

06. 26

제7회 장보고대상 해양수산부 장관 단체 표창

해양수산부

장관표창

12. 09

가족친화기관 인증 표창

여성가족부

국제 비즈니스어워드(IBA Award)

10. 14

기업조직 부문 Gold Award

The Stevie Awards

10. 14

출판물 부문 Bronze Award

The Stevie Awards

10. 14

기타 출판물 부문 Bronze Award

The Stevie Awards

12. 04

인쇄매체 외 부문 대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상

(사)한국사보협회

12. 04

아이덴티티 디자인 부문 대상

(사)한국사보협회

12. 04

출판물 부문 대상

(사)한국사보협회

인터넷에코어워드

12. 16

교육부문 대상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웹어워드코리아

12. 16

공공기관 부문 웹이노베이션 최우수상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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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논문상
학술지명/권(호)

구분

저 자

당시 소속

논문제목

최우수

임운혁, 김문구, 하성용,
김성환, 심원준

유류^유해물질연구단

Oil spill environmental forensics: the Hebei
spirit oil spill case

Environ. Sci. Tech., 46(12) 6431~6437

정승원, 권오윤, 주창규, 강정훈,
김문구, 심원준, 김영옥

해양시료도서관

Stronger impact of dispersant plus crude oil
on natural plankton assemblages in shortterm marine mesocosm

J. Hazard. Mater., 27(1) 338~349

신희재, 이희승, 이연주,
이종석, TAREQ, 김지혜, 이민아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leodoglucomides A and B from a marinederived bacterium Bacillus licheniformis

Org. Lett.,14(6)1464～1467

박영규, 전우근, 예상욱, 김백민

해양순환·기후연구부

Atmospheric impact on the northwestern
pacific under a global warming scenario

Geophys. Res. Lett., 39(1)1～6

최종국, 박영제, 안재현, 임학수,
엄진아, 유주형

해양위성센터

GOCI, the world’s first geostationary
ocean color observation satellite, for the
monitoring of temporal variability in
coastal water turbidity

J. Geophys. Res., 117, c09004

이호생, 김현주, 강동규, 정동수

해양플랜트연구부

Thermodynamic Performance of R32/R152a
Mixrure for Water-source Heat Pumps

Energy, 40(1)100～106

정재연, 임형순, 류지영, 이현숙,
이정현, 신동승, 강성균

해양바이오연구부

One-step sequence- and ligationindependent cloning( SLIC):Rapid and
versatile cloning method for functional
genomics studies

Appl. Environ. Microbiol., 78(15)5440～
5443

우수

우수논문 피인용상
성 명

직급

당시 소속

대상기간

피인용횟수

비 고

허수진

선임연구원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2009～2012년

198회

※주저자 기준

Ocean and Polar Research 논문상
구분

저자

논문제목

우수

손영백(해양생태계연구부)

남해와 동중국해에서 위성으로 추정된 표층수온 및 클로로필의 장기 변화

유주형(해양위성센터)
노재훈(해양생태계연구부)
주세종(심해저자원연구부)
김상현(한성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우수

강윤호(㈜코스코 해양기술연구소)

기후변화로 인한 신지도 근해 해양먹이망 변동예측

주세종(심해저자원연구부)
박영규(해양순환^기후연구부)

SLA Award
성 명

소속

학술대회명

논문제목

주관기관

한종엽

해양과학도서관

2013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Special Libraries

Scholarly Publications of the Ocean Science
Library in Korea

Special Libra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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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부서 포상

기술 및 행정지원 부문 우수부서

구분

부서명

부서장

구분

부서명

부서장

최우수

해양플랜트연구부

홍기용

최우수

예산팀

김남훈

우수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이희승

우수

해양과학도서관

한종엽

우수

남해특성연구부

김영옥

우수

홍보팀

김나영

우수

해양순환^기후연구부

전동철

우수

운영지원팀(대덕)

양준혁

우수

해양바이오연구부

이정현

우수

건설팀

장인규

우수

동해특성연구부

김영일

우수

연구계획팀

김영성

우수

연안재해^재난연구센터

심재설

우수

해양환경^산업연구실

박세헌

우수직원 포상
구분

성명

당시 직급

당시 소속

구분

성명

당시 직급

당시 소속

올해의
KIOST인상
이달의
KIOST인상

박흥식

책임연구원

태평양해양연구센터

근무유공상

유이선

연구사업인력

해양방위센터

신경순

책임연구원

선박평형수센터

백상호

연구사업인력

해양과학데이터센터

황근춘

책임기술원

기기검교정^분석센터

김영식

선임연구원

해양플랜트연구부

노충환

책임연구원

동해특성연구부

박병재

연구원

해양안전기술연구부

해양홍보상

김윤배

선임기술원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성기영

연구사업인력

해양시스템연구부

청렴공직자상

김지희

선임행정원

총무팀

황청희

연구사업인력

남해특성연구부

우수업적상

박세헌

책임연구원

해양환경^산업연구실

윤서나

계약직행정원

국제협력실

유제선

선임연구원

연안재해^재난연구센터

김태연

연구사업인력

예산팀

남경애

행정원

감사부

장풍국

연수연구원

선박평형수연구센터

권주안

선임기술원

연구계획팀

보안유공자상

유병근

선임기술원

경영정보팀

박영하

선임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

용역직

책임연구원

해양심층수연구센터

명예근로
봉사상

최찬원

문덕수

보안^안전관리단

유효철

용역직

시설팀

변성훈

선임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백승호

선임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서정웅

용역직

대덕분원 운영관리부

조경래

책임행정원

운영관리실

정진풍

용역직

대덕분원 운영관리부

나공태

선임연구원

해양환경^보전연구부

최수림

파견직

동해분원 소장실

김동국

연구사업인력

해양순환^기후연구부

김민선

인턴연구원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임재규

연수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부

이희갑

인턴연구원

독도전문연구센터

김세주

연수연구원

심해저자원연구부

김다영

인턴행정원

경영정보팀

근무유공상

모범해양인상

우수인턴상

특별상
구 분

성 명

당시 직급

이사장 표창

강해석

책임기술원

송왕근

선임기술원

여동진

기술원

해양안전기술연구부

최형태

책임기술원

해양과학도서관

조정현

기술원

해양과학도서관

원장 표창

당시 소속

비 고

종합연구선건조사업단 창립40주년
기념
연구선지원실

40년사 도서
출간기념

구 분

성 명

당시 직급

당시 소속

비 고

원장 표창

정재연

전문연구사업인력

해양바이오연구부

이준호

연수연구원

관할해역지질연구단

안전관리
유공상

김찬삼

용역직

시설팀

전제일

무기계약직
기술원
선임연구원

시설팀

강길모

융합연구전략실

에너지절약
유공상
우수학습조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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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굴

김태원

김태욱

박한산

이균우

양은찬

이시호

김현욱

최진우

성 명

부 서

김태원

해양생태계연구부

김태욱

직

급

김원국

김석진

최종학교

학위

전공

학위논문제목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박사

생명과학부

Ecology and evolution of reproductive strategies and
communication in fiddler crabs(Genus Uca)

해양순환·기후연구부

선임연구원

포항공과대학교

박사

환경공학부

Studies of the impact of atmospheric pollutants on seawater
carbon and nutrient biogeochemical cycles in coastal and
marginal seas

박한산

해양정책·영토연구실

선임연구원

경희대학교

박사

지리학

지상라이다(Terrestrial LIDAR)를 이용한 미지형 연구와 효용성
분석

이균우

태평양해양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강릉원주대학교

박사

해양생명공학과

기수산 cyclopoid copeped, Paracyclopina nana Smirnov의
대량 배양 및 먹이효율

김원국

해양위성센터

선임기술원

퍼듀대학교

박사

토목공학과

Manifold learning for robust classification of hyperspectral
data

김석진

연구선지원실

기술원

목포해양대학교

학사

기관시스템공학

양은찬

해양생태계연구부

선임연구원

충남대학교

박사

생물학과

이시호

연구선지원실

기술원

목포해양대학교

학사

항해학

김현욱

독도전문연구센터

기술원

강원대학교

박사

지리정보

WebGIS를 이용한 독도 주변 해양환경자료의 관리 방안

최진우

해양시스템연구부

선임연구원

포항공과대학교

박사

기계공학

초음파 격자지도를 이용한 위상학적 지도작성 및 위치인식 기법

홍조류 비단풀과의 분자시계, 계통 및 생물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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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보직자
본원
직위

성 명

전공/학위

이메일

직위

성 명

전공/학위

원장

강정극

지질학/박사

jkkang@kiost.ac

행정관리부장

강현주

불어교육/학사

hjkang@kiost.ac

감사

이기룡

산업공학/학사

leekir@kiost.ac

연구사업개발부장

김석기

경영학/학사

kimsk@kiost.ac

제1부원장

박찬홍

지구물리학/박사

chpark@kiost.ac

보안^안전관리단장

김종훈

해양공학/박사

badaro@kiost.ac

제2부원장

임장근

정책학/박사

jglim@kiost.ac

시설관리단장

김재순

-

kimjs@kiost.ac

감사부장

임충규

행정학/학사

cglim@kiost.ac

김태영

해양산업경영학/박사

tykim@kiost.ac

검사역

박수인

생산관리/석사

sipark@kiost.ac

해양 R&D실용화
센터장

해양정책연구
소장

권문상

법학/박사

mskwon@kiost.ac

해양정책^영토연구
실장

박성욱

법학/박사

swpark@kiost.ac

직위

성 명

전공/학위

해양환경^산업연구
실장

박세헌

지구시스템/박사

shpark@kiost.ac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장

서상현

조선공학/박사

shsuh@kiost.ac

융합연구전략실장

강길모

과학관리학과/박사

kanggm@kiost.ac

해양운송연구
부장

이동곤

조선공학/박사

dlee@kiost.ac

국제협력본부장

장도수

해양정책학/박사

dsjang@kiost.ac

해양플랜트연구
부장

홍기용

해양공학/박사

khong@kiost.ac

국제협력실장

박내선

사회기반학/박사

naesun@kiost.ac

김선영

선박해양공학/박사

sunykim@kiost.ac

해양기반연구
본부장

전동철

해양공학/박사

dcjeon@kiost.ac

해양안전기술연구
부장

홍 섭

해양공학/박사

suphong@kiost.ac

해양환경^보전연구
부장

유해수

해양시스템연구
부장

이종갑

선박해양공학/박사

jklee@kiost.ac

해양생태계연구
부장

노재훈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장
산업정책협력실장

오위영

에너지정책/박사

wyoh@kiost.ac

해양환경방사능
연구센터장

김석현

해양학/박사

shkim@kiost.ac

운영관리부장

정찬금

물리학/학사

응용기술연구
본부장

문재운

지질학/박사

jwmoon@kiost.ac

연안개발^에너지
연구부장

오영민

해안공학/박사

ymoh@kiost.ac

해양바이오연구
부장

이정현

미생물학/박사

jlee@kiost.ac

특성화연구본부장

심재설

연안공학/박사

해양위성센터장

박영제

물리/박사

해양방위센터장

이용국

해외생물자원연구
센터장

자원공학/박사
생물,수산해양학/박사

hsyoo@kiost.ac
jhnoh@kiost.ac

이메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메일

ckchung@kiost.ac

남해연구소
직위

성 명

전공/학위

남해연구소장

최동림

지질해양학/박사

dlchoi@kiost.ac

jsshim@kiost.ac

남해특성연구부장

김영옥

수산학/박사

yokim@kiost.ac

youngjepark@kiost.ac

해양시료도서관장

오재룡

환경분석화학/박사

해양학/박사

yklee@kiost.ac

선박평형수센터장

신경순

해양학/박사

ksshin@kiost.ac

이희승

화학/박사

hslee@kiost.ac

연구선지원실장

김기복

해상교통정보학/석사

kimkb@kiost.ac

해양관측기술^자료
본부장

김은수

해양화학/박사

eskim@kiost.ac

운영관리실장

김채수

해양학/석사

해양과학데이터
센터장

김성대

해양학/박사

sdkim@kiost.ac

종합연구선
건조사업단장

박정기

지구물리학/박사

ckpark@kiost.ac

직위

성 명

전공/학위

해양과학도서관장

한종엽

문헌정보학/박사

jyhan@kiost.ac

동해연구소장

김동성

생물과학/박사

dskim@kiost.ac

학사^교육지원실장

심민보

정보처리학/석사

mbsim@kiost.ac

동해특성연구부장

김영일

화학해양학/박사

yikim@kiost.ac

경영기획부장

김세용

법학/석사

sykim@kiost.ac

운영관리실장

조경래

경영학/석사

klcho@kiost.ac

이메일

jroh@kiost.ac

ckim@kiost.ac

동해연구소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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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02

14

2013 시무식

22
한·페루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현지근무단 발대식

24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 세종문화회관

동해연구소 독도홍보관 개관식 - 동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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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01

06

선박평형수 육상시험 설비 준공기념식 - 남해연구소

19
‘미래창조과학으로서 해양과학기술의 역할’
6개학회 연합 심포지엄 - 코엑스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 농어촌연구원 기술교류
협약체결 - 농어촌연구원

06

제4기 블로그 기자단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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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04
Cindy Van Dover 듀크대학교 해양연구소장 내방
17

NEW KIOSTER 융화과정

18~
22

JAMSTEC 국제자문회의 참석 - JAMSTEC

25

콜롬비아 해양연구소 일행 내방

26

2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감사협의회 개최

태국 출라롱콘(Chulalongkorn)대학 해양학과 일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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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03

1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KIOST의 비전과 역할
세미나 개최 - 프레지던트 호텔

덕성여자대학교 특별강연 -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해양과학’

11

17

18

Stephen Adrian Ross PEMSEA 사무국장 내방

덕성여자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 덕성여자대학교

Mininnguaq Kleist 덴마크 그린랜드 개발국장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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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2
09

해양수산부-한국해양기업협회-KIOST MOU 체결 - 엘타워
한화호텔&리조트와 멸종위기 해양생물 보전연구 협약 체결

Grecia Fiordalicia Polanco
도미니카공화국 대사 내방

20

GEOMAR와 MOU체결 - 독일 킬

21

22

적도해양포럼 설립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 프레지던트 호텔

25

차세대 해양생명공학사업 추진방안
국제 워크숍 개최 - 제주 샤인빌 리조트

2013 한국해양학위원회 제1차 정기 총회 개최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Thomas Bosch 독일 Kiel 대학 부총장 일행 내방

23

29
바다의 날 기념 연구원 개방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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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찾아가는 해양과학교실 - 중국 청도

03~
05
04

해양과학스토리 창작투어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남해연구소

05
안산 사이언스밸리 연합 체육대회

14

권태순 국가기상위성센터장 내방

27

26

중국 FIO와 MOU 체결 - 중국 베이징

28
태평양해양연구센터 장보고대상 해양수산부장관상 수상
- 세종문화회관

KIOST 출범 1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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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9
11

차세대 해양바이오산업 창조전략 토론회 - 프레지던트 호텔

12~
14
16

상반기 기관운영성과보고회

Dennis Memela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보통신과학훈련센터
교육담당책임자 방문

23

2013 행복교육기부박람회 - 킨텍스
31

해양생명자원 법정조사 추진을 위한 세미나 - 대전 리베라 호텔

30

김예동 극지연구소장 임명식

Russel Hill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해양환경기술연구소장 일행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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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심해저 망간단괴 채광로봇 시험성과 기자간담회 - 세종 정부청사

01

02

LA항만청장 일행 방문

14

24~
31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내방

28

18~
28

‘대규모 CO2 지중저장소 국내최초 확인’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2013 열대해양체험캠프 - 태평양해양연구센터

융복합연구를 통한 해양의 희소금속자원 회수 관련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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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5

05~
06

KIOST-CDIT간 출판물 번역 이행 약정서 체결식 - The K 호텔 서울

한일연안기술연구 워크숍 - The K 호텔 서울

06

30
미크로네시아 축 주시사 일행 내방

태평양해양연구센터 라군드림호 인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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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2

04

인도네시아국립과학원(LIPI)과 MOU 체결

40주년 기념 해양수산부 기자 간담회 - 세종 정부청사

07
KIOST 40년사 헌정
08

Mojib Latif GEOMAR 교수 내방
해양과학도서관 IBA Award 수상 - 스페인 바르셀로나

15
15

KIOST 창립 40주년 기념식
23

25
IFREMER와 MOU체결 - 프랑스 파리

김성인 주피지 신임대사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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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6

08

쿠웨이트 환경청 일행 내방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

14

26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

27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기공식 -제주시 구좌읍

27
동해안권 연구기관협약식 - 동해연구소
제1차 한중 황해해양포럼 - 중국 베이징

27

코스레 주정부 관료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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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2
해외센터 업무 보고회

03

한국해양학위원회 정기총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선정 - 여성가족부

05
09
12

적도해양포럼 정기총회 및 세미나 - 프레지던트 호텔

10

국방과학연구소 제6연구본부장 일행 내방

16

제5회 해양산업비지니스 포럼 개최

26

웹어워드코리아 최우수상, 인터넷에코어워드 대상 수상
-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19
20
정년퇴임 행사

엠에스(주)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해양헬스케어산업 활성화 심포지엄 - 한국과학기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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