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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President’s Gr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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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기술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미래세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KIOST의 흔들림 없는 열정

President’s Greetings

Unwavering passion of KIOST
to create new values in marine science
technology and develop creative personnel
for the next generation
KIOST is a research and academic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science
technology specializing in maritime affairs that studies new scientific
knowledge about the ocean on behalf of the public. KIOST is striving to
develop Korea as a world class maritime country by improving its marine
science technology.

KIOST는 국민을 위해 해양에 대한 새로운 과학 지식을 탐구하는 해양 전문
과학기술 연구·교육기관으로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한국을 세계
적인 해양국가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은 KIOST가 창립한지 42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치면 불
혹의 40대로, 저희도 흔들리지 않고 ‘해양과학기술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미래세대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목표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연구 측면에서는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략프로그램 ‘KIOST 이사부 프
로젝트’를 수립하고, 연구현장을 보강하는 조직개편으로 연구자 중심의 환
경을 강화하였으며, 미래지향적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
였습니다. 그 성과로 ‘국내 최초 해양 용존 영양염 표준물질 개발’과 ‘세계
최초 적조 원인종의 휴면포자의 발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거
두었습니다.
한편, KIOST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가적 차원
의 대외원조사업을 추진하여 페루 기후변화 관측 역량강화사업과 태평양
도서국에서의 불법어로 감시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활발한 국내외 협
력 네트워크의 주역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 신청사 건설, 종합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 건조 등, KIOST와
한국 해양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 부지런하게 활동하기도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 KIOST 임직원들이 다양한 연구현장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며 얻
어낸 연구성과를 수록한 연보를 발간합니다. 이 연보가 해양과 관련된 기
관, 연구자들이 유익한 자료로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해양과학

2015 marks the 42nd anniversary of KIOST. If KIOST were a person, this
is equivalent to ‘burhok’, which refers to a stage in life where one has
no doubt and begins to understand the world by the age of 40 (四十而
不惑). Throughout the year, KIOST focused its efforts on achieving its
objective of ‘creating new values in marine science technology and
developing creative human resources for the next generation.’
In terms of research, KIOST established its strategic program called the
‘KIOST Isabu Project’ to achieve its management objectives. It also
reorganized its structure to strengthen its support in the field where
research is conducted and to enhance the environment researchers work
in. Moreover, KIOST established a future-oriented system to execute
administrative tasks. As a result, it achieved outstanding research
results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 ‘development of standard dissolved
marine nutrient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the ‘first-ever discovery
of the hypnospores that cause major harmful alga l blooms.’
Meanwhile, KIOST utilized its exemplary workforce and infrastructure to
promote national leve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including a project to enhance the capacity to observe climate change in
Peru as well as conducting surveillance on illegal fisheries in the Pacific
island nations. By actively implementing these projects, KIOST played an
important part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ve networks.
2015 was also a busy year for KIOST and Korean marine science
technology with a new office complex being built in Busan and the Isabu,
a comprehensive marine science research vessel, being christened.
KIOST is proud to publish its annual report featuring research results
achieved by the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of KIOST as they wrestled
with the rough oceans in various research fields. KIOST hopes that this
report helps organizations and researchers related to maritime affairs.

기술의 리더’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IOST will continue to do its best as the ‘leader in global marine science
technology’ trusted by the public and recognized by the world.

감사합니다.

Thank you.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홍기훈

Gi-Hoon Hong,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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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주요성과

2015

국내 최초 해양 용존 영양염 표준물질 개발
해양관측자료실 김은수 박사팀이 국내 최초로 자
연해수를 이용한 해양 용존 영양염 표준물질 개발

Development of standard dissolved marine
nutrient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research team led by Dr. Eun-Soo Kim
with the Ocean Observation and Information
Section developed standardized dissolved
marine nutrients using natural sea water for
the first time in Korea.

MAIN
ACCOMPLISHMENTS

2015

04  05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개소
한반도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변화 조사 연
구의 핵심 전초기지로서 제주권역의 종합적
인 해양 개발과 신 해양산업 창출을 위한
원천연구를 수행할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
지원센터 개소

Main Accomplishments

대규모 유해적조발생 원인종의 휴면포자
세계 최초 발견
해양시료도서관 신현호 박사팀이 우리나라 연안
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적조 원인종인 해양 식
물성 플랑크톤, 코클로디니움 폴리크리코이데스
(Cochlodinium polykrikoides)의 휴면포자를 세계

부산 신청사 건립공사 착공식 개최
바다와 인접한 연구시설 구축은 물론 부산항이
라는 국가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 안에 위치, 과
학기술 지식과 해양산업을 접목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춤

KIOST hosts groundbreaking ceremony
for its new complex in Busan
The new complex involves building a new
research facility close to the ocean, and
creates the optimum conditions to help
KIOST integrate its knowledge in science
technology and the marine industry by
putting the facility inside Busan Port which is
a key national social infrastructure facility.

Opening of the Jeju International Marine
Science Research and Logistics Center
The Jeju International Marine Science Research
and Logistics Center was established as an
advanced base which is key to research into
climate change and marine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r. It will also conduct
fundamental research to help comprehensively
develop the Jeju region and create new marine
industries.

최초로 발견

첨단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 진수·명명식 개최

선박운항정보 디스플레이 시스템 시범 적용

바다가 만드는 보석, 흑진주 양식 성공

'바다 위의 움직이는 연구소'라 불리는 이사부호를

‘선박운항정보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경남해운

KIOST 태평양해양과학기지에서 세계 최초로 양

진수함으로써, 향후 인류의 당면 과제인 기후변화

의 충무훼리호(통영 삼덕항~욕지도 구간)에 시

요인 규명과 대양의 생물 및 광물자원 개발, 미지

범 적용 실시, 각종 해난사고와 안전사고 대비에

식 흑진주의 전주기 완전인공생산체계를 확립
하는 데 성공

의 해양에 대한 과학 탐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

도움될 것으로 기대

Christening the ‘Isabu’, a cutting-edge
marine science research vessel
By commissioning the Isabu, also known as
a ‘mobile research lab on the sea’, KIOST
expects to use the vessel to identify the
causes of climate change which is an urgent
problem humanity is facing, develop marine
organisms as well as mineral resources, and
scientifically explore unknown waters.

KIOST pilot tests vessel operation
information display system
KIOST pilot tested its ‘vessel operation
information display system’ on the Chungmu
Ferry (Samdeok Port~Yokjido Island route,
Tongyeong). KIOST expects the system to
help prepare it against various maritime
accidents and safety hazards.

First-ever discovery of the hypnospore
causing major harmful algal bloom
A research team led by Dr. Hyeon-Ho Shin at the
Library of Marine Samples discovered hypnospores
– the Cochlodinium polykrikoides – causing major
harmful algal blooms in our coastal waters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KIOST successfully farms jewel from the
sea, black pearls
KIOST successfully established a completely
artificial production system for the entire lifecycle of black pearl farming for the first time
ever at its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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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연혁

History

1973. 10. 30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창립

1973. 10. 30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KORDI) was established
under KIST

1990. 06. 01
재단법인 한국해양연구소 설립(KIST로부터 분리·독립)

1990. 06. 01
Separated from KIST

1997. 03. 28
남해연구소 설치(경남 거제)

1997. 03. 28
South Sea Research Institute(SSRI) was established in Geoje

2001. 01. 01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2001. 01. 01
Adopted new corporate identity

2004. 04. 16
부설 극지연구소 설립(인천 송도)

2004. 04. 16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KOPRI) established in Incheon as an
independent subsidiary body

2008. 06. 20
동해연구소 설치(경북 울진)

2008. 06. 20
East Sea Research Institute(ESRI) was established in Uljin

2012. 07. 0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2012. 07. 01
Renamed as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KIOST)

2014. 01. 01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설립(대전 유성구)

2014. 01. 01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KRISO)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subsidiar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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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Organization

Organa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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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미션

Vision & Mission

08  09

Vision &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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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물리연구본부

Physical Oceanography Division
해양물리연구본부는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와 해양위성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의 물
리적 특성을 연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를 진단‧예측한다. 첨단 연구선과
해양위성을 활용한 현장 관측과 수치모형 사용을 통해 한반도 주변해역 및 대양의 해수‧
물질 순환, 해류의 변동을 연구하고, 해양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
래의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국토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 사회적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관련
다학제적 해양관측망을 구축하고, 지구시스템 모형 및 지역기후접합 모형과 한반도 주변
해 태풍‧해일 모형, 해양관측위성 등을 개발하고 있다.
The Physical Oceanography Division consists of the Ocean Circulation and Climate Research
Center and the Korea Ocean Satellite Center. The Division studies the physical properties of
our ocean environment and diagnoses/predicts changes to the ocean environment due to
global climate change. The division utilizes field observations and numerical models to study
ocean water circulation, material circulation and variability of curren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ole of the ocean and its relationship with climate change, the division is
aiming to develop technologies for future climate change prediction using state-of-the-art
research vessels, field observations, numerical models and satellite data, thereby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capacity to respond and adapt to climate changes. It also
develops interdisciplinary observation programs – the earth system model, regional coupled
climate model, and typhoon and storm surge models – as well as satellite observation
systems to respond to societal issues related to climate changes.

12  13

Research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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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제 책임연구원
E-mail: youngjepark@kiost.ac.kr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의 현업활용 및 서비스
이 연구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GOCI)의 활용도를 높여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클로로
필, 부유물질, 용존유기물 등 기본산출물의 분석알고리즘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위성자료의 활
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8개 현업기관이 참여하는 정지궤도 해양위성 활용실무협의체를 운영하였다. 현안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해안 적조, 동중국해 및 남서해안 갈조(괭생이 모자반), 중국 동부의 녹조 등을 조기 발
견하여 관련 기관에 그 분석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밖에 국내의 위성 활용기반 강화를 위해 위탁연구를 지원하였
으며, 위성자료처리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및 사용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Operational Uses and Data Service of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The aim of the research project was to develop operational uses of the GOCI data. The focus of
this research was to improve the accuracy of GOCI products, such as chlorophyll, total
suspended sediments, color dissolved organic matter. KIOST operated a practical utilization
working group with eight government agencies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satellite data. This
project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working efficiency of government agencies when
responding to maritime issues, including red algae, floating green-algae & brown-algae blooms.
Additionally, KIOST supported commissioned researches and provided GOCI data processing
S/W training classes to users from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차세대 해양관측위성 및 지상국 시스템 개발
이 연구는 천리안 위성의 해양관측 임무 승계를 위하여 후속위성 및 지상국 시스템의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슬롯 간 편차, 고스트 영향 등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운영 경험을 통해 드러난 정지궤도 해양위성의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운영기술을 개발하였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프랑스 AIRBUS D&S와 공동으로 해양탑재
체의 상세설계를 완료하였다. 또한, 신규 추가 밴드의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기술동향 분석을 실시하여 수
신, 정밀보정, 자료처리 등 주요 시스템의 기본설계를 완료하였다.

GOCI-II 지상국 시스템 개념도

Schematic diagram of GOCI-II ground segment
system

괭생이 모자반 분석을 위한 GOCI NDVI 영상

GOCI NDVI Image for analysis of floating algal blooms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Geostationary Ocean Color Satellite and the
Ground Segment System
The project aims to develop GOCI-II and the ground segment system to be launched in 2019 as
the successor mission to the GOCI projects. Based on the GOCI experience, the project conducts
research to minimize the effect of Inter-Slot Radiometric Discrepancy (ISRD) and ghost effect on
the GOCI-II images. The critical design of GOCI-II was completed in collaboration with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ARI) and AIRBUS Defense & Space. KIOST conducted technical
trend analysis about ocean color algorithms to utilize additional bands. Accordingly, preliminary
design of the ground segment was completed including data acquisition, precise calibration, and
data processing.
.

GOCI에서 관측한 적조 영상(2015년 9월 11일)

Red tide detection of GOCI(11 Sep. 2015)

14  15

민홍식 책임연구원
E-mail: hsmin@kiost.ac.kr

김영호 책임연구원
E-mail: yhkim@kiost.ac.kr

Research Activities

제주 해역과 동중국해의 수온과 해류 변화 연구
쿠로시오 해류의 변동이 제주 해역과 동중국해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쿠로시오 해역과
제주 해협을 관측하였다. 일본 연구진과 함께 쿠로시오 해역을 포함한 동중국해 영역의 난류를 관측하였고
쿠로시오-류큐 해류시스템 공동조사의 일환으로 류큐 해역에서의 쿠로시오 변동성을 직접 관측하기 위해 해
류계와 전도음향측심기를 계류하였다. 또한 제주도의 김녕과 애월에 HF레이더를 설치하여 제주 해협의 표
층해류를 관측하였으며, 자료동화된 수치모델 결과를 분석하여 쿠로시오 변동성과 동중국해 수온 변화의 상
관성을 조사하였다.

Ocean Temperature and Current Changes Around Jeju Island and in the East China Sea
Observations were carried out in the Kuroshio region and Jeju strait in order to assess the effect
of Kuroshio variability on the ocean environment in the East China Sea and around Jeju Island.
We observed turbulence in the East China Sea including the Kuroshio region by participating in a
Japanese survey. Current meters and Pressure Inverted Echo Sounder (PIES) were moored to
observe Kuroshio variability around the Ryukyu Islands directly as part of the Joint KuroshioRyukyu Current System Study (JKRYCSS). We also observed surface currents in the Jeju strait
with HF radars installed at Kimyoung and Aewol in Jeju Island. The relationship between Kuroshio
and temperature variability in the East China Sea was analyzed with data assimilated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기후예측 시뮬레이터 개발
이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및 장주기 기후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고유의 기후예측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것이
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시뮬레이터는 해양의 생지화학 과정과 지면의 식생 모의를 통해 전 지구적인 탄소
순환을 모의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인 기후전망 뿐만 아니라 기후변동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자료동화 시스템과 연계하여 단기 기후예측 시스템 개발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과거 30년
동안의 엘니뇨 예측 성능을 진단했을 때 유의할 만한 예측 성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실제로 2015-2016
년 엘니뇨 예측을 시범적으로 수행한 결과 관측 결과와 비슷한 강도의 엘니뇨를 예측한 바 있다.

Development of a Climate Prediction Simulator
KIOST has developed a climate prediction simulator for predicting climate changes and long-term
variability. This climate prediction simulator includes the ocean bio-geo-chemistry processes as
well as dynamic vegetation over the land, which is mandatory to simulate the global carbon cycle.
These effort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long-term climate projections as
well as the predictability of climate variability. By merging with the ocean data assimilation
system, it has been also applied to develop a short-term climate prediction system. When we
hind-casted the El Niños during the past 30 years, the climate prediction system showed
enhanced predictability. Also it predicted the 2015-16 El Niño in a manner that was close to actual
observations.

HF 레이더로 관측한 제주해협의 표층해류

Surface current field in Jeju strait observed with
HF radars

기후예측 시뮬레이터와 해양자료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된 기후재분석 자료의 성능

Performance of the climate reanalysis produced by
appling the climate prediction simulator and ocean
data assimilation system

엘니뇨 예측 결과 (2016년 1월 5일).

El Niño prediction (January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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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원연구본부

Marine Environmental Analyses
Remediation Division
환경․복원연구본부는 환경기반연구센터와 해양환경방사능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환
경기반연구센터는 산업화와 인구집중으로 인해 수질 및 퇴적물이 오염된 해역과 폐기물
해양배출해역 등 특정해역의 오염 방지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방원칙의 국
제규범 준수와 건강상태 진단 등 선진화된 제도를 지원하며, 훼손된 환경의 경우 정화･복
원시키는 방안을 제공하고 지구온난화 저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
환경방사능연구센터는 해양환경에서 방사능 물질의 분포, 거동, 이동, 확산을 예측하는 연
구와 방사능 물질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다
이치 원전사고로 인하여 해양내 인공방사능 오염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반도
해역 및 태평양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출된 방사능 물질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해
수 및 수산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들은 해양환
경을 보호하고, 지구 온난화를 저감시키며, 국제환경협정들을 준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
을 할 것이다.
The Marine Environmental Analyses and Remediation Division consists of the Marine
Chemistry & Geochemistry Research Center and Marine Radionuclide Research Center. The
Marine Chemistry & Geochemistry Research Center conducts various researches 1) to
prevent marine pollution through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the disposal of waste and other
materials, 2) to reduce contamination and minimize environmental damage through health
diagnosis of special marine areas and system advancement, 3) to provide restoration and
purification for contaminated special marine areas, and 4) reduce global warming. Marine
Radionuclide Research Center conducts researches on the pathway and dispersion of
radionuclides in the marine environment and to evaluate the effect of radionuclides on
marine biota in Korean marginal seas and the Pacific Ocean. KIOST research outcomes will
play a key role in protecting the ocean environment, reducing global warming, and ensuring
national compliance to International Environment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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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련 책임연구원
E-mail: kyoungrean@kiost.ac.kr

정창수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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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기술 개발: 현장 처리기술
해양오염퇴적물을 제거하는 환경준설 현장 또는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는 퇴적물의 오염도를 저감시킬 뿐만 아니
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처리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퇴적물 정화에 주로 사용되는 입자분리 및
세척처리 기술을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하여 퇴적물의 입경 및 오염도에 따라 분리 및 세척처리 공정을 반복하는
시스템이다. 처리과정에서 75㎛ 이하의 미세입자는 초미세기포(30㎛ 이하 82.9%)와 OH라디칼을 이용한 고도
처리 공정에서 유기물 정화와 일부 유해화학물질(Cu, Zn, Cd, POPs)의 동시 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처리기
술 공정을 모듈화하여 처리용량 또는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다양한 오염지역 현장 여건과 오
염특성에 적합한 처리공정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입경의 처리산물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환경준설 이외에
다양한 수역에서의 준설 및 오염토양을 정화시키는 등 관련 환경시장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Development of Sustainable Remediation Technology for Marine Contaminated
Sediments: On-site Treatment Technology
A novel remediation technology was developed for the beneficial use and control of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 at environmental dredging places or coastal areas. This
technology consists of washing technology combined with particle separation technology in a
single treatment flow. Fine sediments smaller than 75㎛ were treated by using very small size
bubbles (82.9% is smaller than 30㎛) and OH radicals in the treatment flow. In the advanced treatment
process, not only organic pollutants but also harmful chemicals such as Cu, Zn, Cd, POPs could
be treated simultaneously. In particular, this technology consists of a treatment process that is
individually modularized and can overcome limitations of space and capacity. Thus, this
technology, which had been developed on the basis of original research results, could be applied
at various sites and to various pollutants.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이 연구는 국내 제도권에 런던의정서 체제를 수용하고 폐기물 투기해역의 오염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폐기물 해양투기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런던의정서의 사전예방원칙에 의거하여 2015
년 12월까지 가축분뇨, 음폐수 등을 포함하는 하수오니 해양투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2016년 1월부터 시
행된 하수오니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고, 이를 통해 해양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폐기물 재활용
산업을 발전시키는 시너지 효과도 창출했다. 또한 이 연구팀에서 런던협약의정서 합동과학그룹 의장과 합동당
사국총회 부의장, 그리고 당사국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준수평가위원회 부의장 등 런던의정서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주요 임원이 재선출되어 국제 위상을 제고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폐기물 투기해역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기
술 개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해양오염퇴적물 유효활용을 위한 새로운 정화 처리
흐름도

A novel remediation flow for the beneficial use
of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

상기 과제 시행 후부터 지속 감소하는 폐기물 해양
투기량

Continuous decreasing of dumping amounts for
waste after “the above project”

Development of the Best Practical Technology and Management Options for the
National Disposal of Wastes at Sea
To accommodate the London Protocol, this research project was established to construct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regarding the dumping of wastes at sea so that marine
pollution at dumping sites is prevented, and devise and prepare a program to manage dumping
sites and improve the ocean dumping system. This study played a key role in phasing out the
disposal at sea of sewage sludge including livestock excrement and food wastewater etc. by
December 2015 in compliance with precautionary measures outlined in the London Protocol,
which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the waste recycling industry as well as on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Members of this research project team have proudly served and
will continue to serve at future meetings of the London Convention/Protocol as the Chair of the
Scientific Group, a First Vice Chair of the Governing Bodies Meetings and a Vice Chair of the
Compliance Group to the Protocol. In conclusion, this study will contribute not only to developing
the best practical technologies and management options for the national disposal of waste at sea
but will also help with the ongoing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legal orders for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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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관측한
침강입자 플럭스 변화

Research Activities

북서태평양 탄소플럭스 연구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는 북서태평양 탄소 순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는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증가는 대기에서 해양으로
이산화탄소 흡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성층 강화는 심층에서 표층으로 영양염 공급을
제한하여 일차생산력을 감소시켜, 유기탄소 침강입자 플럭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과제의 목
적은 북서태평양에서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하여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을 산출하고 북서태평양에 퇴
적물트랩을 계류하여 침강입자 플럭스를 관측하여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북서태평양에서의 탄소 순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Estimation of Carbon Flux in the Northwestern Pacific
It is thought that the carbon cycle in the Northwestern Pacific is being severely influenced by
the environmental changes associated with global warming. In particular, the sink of
atmospheric CO2 in the ocean may be reduced by the increase of surface sea temperature
because the sea-air CO2 flux is largely affected by temperature. In addition, sinking flux of
organic carbon is likely to decrease because of reduced primary production, which is caused
by the decrease of nutrient supply from deep waters to surface waters due to strong
stratification associated with global warming. In order to determine changes in the carbon cycle
brought on by the environmental changes associated with global warming in the Northwestern
Pacific, we will estimate continuously the sea-air CO2 flux and measure the sinking particle
fluxes using time-series sediment traps

Particle flux variations in the Northwestern
Pacific from 2007 to 2014

시화호 해양환경개선 사업
이 사업은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정책 및 기술 등을 확보하고, 각 프로그램의 시행과
지원 등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부터 수행되었다. 시화호는 방조제 완공 후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으
로 해양환경 문제 인식과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연안통합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범해역으로서
기존의 관리방식을 벗어나 육역과 해역의 통합, 관리주체 간의 통합을 통해 생태계 기반의 사전 예방적 관리체
계를 마련하였다. 2015년도 주요 연구내용은 시화호 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시화호 유역과 주변해역 환경모니
터링(수질, 퇴적물, 조간대생태계), 유역 및 해역수질모델링, 시화호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도 시행 확대방안 마
련,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와 홍보활동(홈페이지, 특별관리해역 네트워크 구축, 교육·훈련, 바이오
블리츠, 뉴스레터 발행 등)이 있다.

조력발전소 가동 전후 시화호 갯벌 저서생태계 관련
지수 변화

Change of index related tidal flat benthos after
full-operation of the Shihwa Lake tidal power
plant

Lake Shihwa Marine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This project was carried out in 2003 to secure systems, policies, and key technologies needed
for the smooth execution of the comprehensive Lake Shihwa management plan to mitigat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of the artificial Lake Shihwa and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relevant programs. Lake Shihwa was grimly referred to as 'Death Lake' after the completion of
its tidal embankment in 1994 and it became a national byword for water pollution. The
management plan for Lake Shihwa is significant because unlike previous divisional planning, it
was the first plan where land and coastal management, divided and separate policies, and
different management authorities were all integrated together. Highlights from research
activities in 2015 include, (1) supporting the Lake Shihwa Management Committee; (2) monitoring
environments (e.g. water quality, sediments, and tidal flat ecosystem) in Lake Shihwa and its
adjacent sea/watershed ; (3) setting up watershed and seawater quality models; (4) preparing
the enforcement plan for the total pollution loads management system (TPLMS); and (5)
strengthening reg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capabilities for Lake Shihwa and engaging
in PR activities (e.g. a homepage, a special management seas network, education, BioBlitz and
a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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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생태계연구본부

Marine Life & Ecosystem Division
생물‧생태계연구본부는 ‘바다의 생태적 가치를 제고’한다는 비전과 ‘해양생태계의 보존,
건강성 회복 및 효율적 이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형태 및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적
용한 계통진화, 행동과 생리, 생물다양성, 개체군 동태, 그리고 군집구조 등 폭넓은 분야
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생태기반연구센터와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구성원들은 기후 변동과 인간활동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
을 가지고 해양산성화에 대한 생물반응 연구, 장기 생태계 변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
다. 또한 유해 적조생물의 제어, 유용 생명 자원의 발굴과 관리, 친환경 양식기술 적용,
바이오수소 생산, 항생제 개발과 같은 응용 연구도 병행하고 있으며, 실내 실험은 물론
한반도 연근해와 대양에서의 현장관찰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In order to achieve the vision of ‘enhancing the ecological value of the sea’ and the objective
of ‘conservation, rehabilit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ecosystems,’ the Marine Life &
Ecosystem Division performs a wide range of researches on molecular evolution, physiology
and behavior of organisms, biodiversity, population dynamics, and community structure etc.
The Division consists of the Marine Ecosystem and Biological Research Center and the
Marine Biotechnology Research Center . Based on their continued commitment to changes
occurring in our ocean ecosystem due to climate change and human activity, each member
of the Division studies the response from marine organisms due to the acidification of the
ocean, and long term changes to the ecosystem. Concurrently, the division conducts a wide
range of application researches such as curbing harmful algal blooms,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bio-resources, eco-friendly farming technology, and the production of biohydrogen and antibiotic materials. The division will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constant efforts in laboratory experiments as well as field
observations in Korean waters and th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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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연구
열대해양생물은 뛰어난 생물다양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기 때문에 생명공학 연구 소재로
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 사업은 베트남, 필리핀, 미크로네시아, 인도네시아 등 생물자원 부국에 실
험실을 설립하거나 현지 연구기관과의 협동 연구를 진행하여 안정적으로 열대생물시료를 채집하여 연구할 수 있
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확보된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화학 분석, 생리활성 분석을 통해 유용성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생물 시료에 대한 정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관리되고 있다. 본 사업의 결과물
은 화학, 생물학, 생명공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소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Development of Overseas Marine Bio-resources and a System for Their Utilization
Due to the great variety of bioactive substances in marine organisms, their importance for
biotechnology is recently being emphasized. This project secures a stable collection and supply
system of marine biological resources through research collaboration with overseas research
institutes in Vietnam, Philippines, Micronesia, and Indonesia. At the same time, it seeks to build
proper research foundations to utilize the obtained bio-resources. Chemical analysis explores
novel materials of the bio-resources, and these materials are further evaluated for their biological
usefulness. Research data from the project is expected to facilitate research in chemistry, biology
and biotechnology.
해양 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개발
이 연구의 목적은 심해 1650m에서 자체 발굴한 초고온성 고세균 써모코서스 온누리누스 NA1(Thermococcus
onnurineus NA1)의 일산화탄소 적응현상을 활용해 바이오수소를 대량생산하여 차세대 대표 친환경에너지인 수
소에너지의 실용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생가스, 합성가스 등 일산화탄소를 함
유하는 다양한 신재생자원을 활용하여 NA1에 의한 바이오수소 대량 생산기술(수소생산성 250 mmol/L/h 이상)
을 개발하였다. 또한, 1톤 규모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석탄가스화를 통해 생산된 합성가스를 NA1의 원료물질
로 공급해 바이오수소를 대량 생산하고, 생산된 바이오수소를 분리하고 저장하며, 이를 연료전지로 활용해 전기
를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 등을 실증하는 데 성공했다. 이 연구결과는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보급을 통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및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Biohydrogen Production Using Hyperthermophilic
Archaea
The aim of this research project is to develop mass production of bio-hydrogen by the
hyperthermophilic archaea using CO-containing industrial by-product gas as a raw material(H2
productivity > 250 mmol/L/h was achieved). To do so, a test-bed of a 1 ton scale bioreactor was
constructed and continuous bio-hydrogen production by the hyperthermophilic archaea,
Thermococcus onnurineus NA1, was successfully demonstrated using synthesis gas generated
from coal gasification as a raw material, incorporated with H2 purification and storage and H2
conversion to electricity. The biological and engineering technologies established from this
project can be introduced to a broad array of studies of the hyperthermophilic archaea and
applied to the commercialization of useful bio-chemicals and bio-energies. Additionally,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fforts to cope with global climate change and diversifying energy
mixes.

해양생물 및 추출물 시료

Library of marine organisms and their extracts

톤규모 반응기 실증 시설

Construction of 1 ton scale plant and continuous production of bio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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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산성화에 의한 연안생태계 영향진단과 예측 연구
이 연구에서는 해양생태계 및 먹이망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해양생물(부유생물, 간극생물, 유용
무척추동물, 어류)의 해양산성화 에 대한 반응을 실험하여 각 종별 분석자료를 구축하였다. 해저의 낮은 pH 환경
에 노출된 요각류의 미부화 난은 노출기간이 증가할수록 부화율이 낮아졌고, 저서성 요각류의 주요 우점종들은
특정 pCO2 농도에서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했다. 백합, 동죽 등의 유용무척추동물들은 D형 유생 발생률이 낮아
졌고, 개체사망률 및 기형률은 증가하였다. 또한, 감성돔 치어의 암모니아 배설률은 해수 내 pH 감소 및 수온 상
승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Ecological Impacts of Ocean Acidification in Coastal Area of Korea
KIOST conducted an assessment of OA effects on the major organism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marine ecosystem and food chain. Consequently, data on OA responses was
constructed for each species. In the experiments on copepods, the recovery rate of unhatched
eggs exposed to a low pH condition decreased depending on the duration of exposure. The
survival rates of the dominant species of harpacticoid copepods decreased dramatically at a
specific pCO2 concentration. The experiments on the D-stage larva of macrobenthic invertebrate
showed that while the development rate is reduced and depending on the acidification of
seawater, mortality and abnormality showed increased trends. The excretion rates of black
seabream juvenil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depending on pH reduction and temperature
increase.
중규모 해양 과정과 생태계 반응 연구
이 연구는 쿠로시오 분지류의 북상, 남해 전선 변동 및 장강 저염수 확산 등 중규모 해양 과정이 남해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됐다. 동중국해 및 남해에서 춘계 및 추계 해양 조사를 수행한 결과, 원핵생물,
식‧동물 플랑크톤, 저서생물, 난자치어 및 성어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군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였고, 이들
의 분포가 해역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향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기
후 및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남해역 생태계 구조와 기능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고양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동죽 D형 유생의 성장(위)
및 기형(아래)

Development(top) and abnormality rates(bottom) of
D-stage larva of Mactra veneriformis at different
pCO2 concentration

A Study on Ecosystem Response to Mesoscale Ocean Processes
To understand the effects on the ecosystem of mesoscale ocean processes such as inflow of
branches of the Kuroshio Current, frontal variation in the South Sea and inflow of Changjiang
Diluted Water, oceanographic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in southern seas in spring and
autumn. In these studies, KIOST elucidated spatial distribution of various groups of organisms
including prokaryotes, zoo- and phyto-plankton, benthic animals, fish eggs/larvae and adult fish
and thus could understand their close relationships with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water. Additional seasonal investigations are expected to raise our ability to assess and predict
changes in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ecosystem brought on by climate and subsequent
oceanic changes.

1987-2015년 사이 대형저서생물 밀도와 생체량의 변화

Density and biomass changes in benthic macro-faunal organisms between 198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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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환경·자원연구본부

Marine Geology and
Geophysics Division
해저환경·자원연구본부는 관할해역지질연구센터와 심해저광물자원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관할해역지질연구센터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해양영토(관할해역)의 해저지질
구조와 발달상황, 해저기인 자연재해 요소의 특성 등 다양한 해저지질, 지구물리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해저지질 시스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축적하
여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양경제영토 개발 및 보존을 위한 정책수
립에 기여하고 있다. 심해저광물자원연구센터는 전략금속자원의 장기적 확보와 해양경제
영토의 확장을 위하여 심해저에 분포하는 광물자원탐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북동
태평양 및 인도양 공해에 분포하는 광구의 독점탐사권을 확보하였고, 망간단괴와 해저열
수광상 개발 유망지역 선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통가와 피지의 배타적 경
제수역에서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권을 확보하고 유망광구 선정과 매장량 평가 연구를 수
행하며, 이는 자원 확보에 의한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기술 개발에 따른 관련 산업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The Marine Geology and Geophysics Division consists of the Korean Seas Geosystem
Research Center (KSGRC) and the Deep-Sea and Seabed Mineral Resources Research
Center (DRRC). The KSGRC conducts various researches on marine geologic/geophysical
systems in Korean marine territory, such as geological structures and seafloor-induced geohazards. The geoscientific expertise provided by the KSGRC can be used not only for the
construction of a management system for Korean Seas, but also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to develop and protect Korean marine territory. The DRRC has been searching for
seabed mineral resources to secure a long-term supply of strategic metals for enhancing
Korea's industrial economy. To date, we have obtained two exclusive exploration permits for
manganese nodules in the northeast Pacific and hydrothermal deposits in the Indian Ocean
as well as two additional licenses in the EEZs of Tonga and Fiji. Such activities will have a
positive influences on related industries, as well as creating economic benefits in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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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지중저장 CO2 거동 파악을 위한 지층 정밀특성 및 모델링·모니터링 기술·기법 구축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동해 대륙붕 해
저지층에 대규모 CO2 저장 실증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지중에 저장된 CO2가 해저면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안정
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저장된 CO2 거동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 연구는 해양지중에 저
장된 CO2 거동 파악을 목표로 하여 동해 대륙붕 유망 저장지의 저장층·덮개층의 정밀특성을 분석하고, 모니터링·
모델링 기법 등 최적화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CO2 저장사업에 매우 중요한 안정
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Geological and Geophysical Characterization and Establishment of Modeling and
Monitoring for Understanding Behavior of CO2 Stored in Offshore Subsurfac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is necessary for mitigating global warming. The Korean
Government has a plan for a large-scale demonstration project of offshore CO2 storage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East Sea. Ensuring there is no leakage of CO2 to the seafloor is very
important for conducting large-scale offshore CO2 storage. In order to understand the behavior
of CO2 stored in the subsurface, geological/geophysical characterization of CO2 in reservoirs
and capping layers, monitoring/modeling methods, establishment of monitoring systems
optimized in the storage area have been studied in this research project. Through the project,
we are trying to secure safety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ublic issue in the large-scale CO2
storage demonstration project.
관할해역 해양영토 관리를 위한 해양지질 과학조사 자료 확보 및 관련 정책 수립
우리나라의 해양영토는 매우 넓으며 갯벌에서 심해까지 다양한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 이 연구사업은 ‘해양지질 및 퇴적환경’, ‘석유자원 탐사를 위한 심부지질구조 연구’ 및 ‘해양정
책’ 등 3개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가상 중간선 해역을 포함한 관할해역의 에너지
자원 부존 가능지역 파악 및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과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관할해역
의 특성에 맞는 연구 수행을 통해 해양영토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영토의 개발 및 보존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해양지질 시스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Collection of Marine Geoscientific Data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Korean
Jurisdictional Seas and Policy Making
Korea has a marine territory with a wide range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from tidal flat to
deep sea. The research project consists of three key issues: (1) marine geology and sedimentary
environment; (2) petroleum resources in deep geologic structures; and (3) marine policy. These
efforts range from the investigation of energy resources in the continental shelves to the
hypothetical border line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development of DB for the
demarcation of sea areas. Geoscientific expertise will be used for establishing a basic
management plan for resources and spaces in Korean jurisdictional seas.

해양지중 저장 CO2 모니터링 모식도

Schematic diagram of monitoring for CO2 stored in offshore subsurface

황해 군산분지의 다중채널 탄성파 자료 획득과 해성층 지질구조 및 층서 분석

Segment of airgun seismic profile showing a marine deposit in the Kunsan Basin,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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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이 사업에서는 태평양 공해상 대한민국 개발광구 심해저에 분포하는 망간단괴 자원개발을 위한 우선채광지역을
선정하고, 일부 대표구역에 대한 채광도를 작성하였다. 심해저카메라 시스템으로 획득한 해저 영상자료를 이용
하여 망간단괴의 이차원적 분포특성을 규명하였으며, 대상 구역에 대한 망간단괴 부존량을 산출하였다. 1992년
부터 현재까지 수행된 현장탐사 및 자원량 평가·분석기법을 정리하여, 향후 망간단괴 상업 개발 시 가이드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탐사매뉴얼을 작성하였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광구해역의 장기 기초 환경자료를 정리하고 웹기
반 통합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은 2020년 개발권 획득을 목표로 정밀 가채
량 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Development of Deep Seabed Mineral Resources
The priority mining sites for manganese nodules were selected using the cut-off values for slope
gradient of less than 5° and nodule abundance of greater than 8㎏/㎡. Nodule abundance was
analyzed from 2D images taken by a deep-tow camera and 3D geostatistical technique. Based on
the database from exploration activities since 1992, an exploration manual was produced to assist
with future mining activities. The web-based integrated database of long-term baseline
environmental data was established for future environmental impact experiments. Resource
estimation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will be carried out for the acquisition of
exploitation rights by 2020.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이 사업은 남서태평양 해역 및 인도양을 대상으로 전략금속자원 확보를 위해 해양과학조사를 통한 개발유망지역
선정 및 독점탐사권 획득을 목표로 수행되고 있다. 2015년에는 서태평양에 위치한 해저산의 망간각 분포를 파악
하기 위해 심해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한 해저면 관찰과 시료 채취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해저산 정상부 및 사
면의 해저면 후방산란자료와 망간각 분포의 상관성을 확인하였고, 망간각 개발에 적합한 유망지역을 선별하였
다.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6년에는 국제해저기구에서 관할하는 공해상 망간각
탐사광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Exploration of Seafloor Hydrothermal Deposits and Fe-Mn Crusts in the Southwestern
Pacific and Indian Oceans
This project aims to acquire exclusive exploration licenses for the development of marine
mineral deposits in areas identified through scientific expeditions in the west Pacific and
the Indian Ocean. During the cruises conducted in 2015, curst sampling and sea-bottom
observation using a deep-tow camera system was performed on the seamounts in the
west Pacific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ferromanganese crust deposits. We explore
this distribution through correlation of acoustic backscatter measurements with seabottom observations. The exploration license application to be submitted to the ISA will
be based on findings from numerous expeditions conducted over the past three years.

Cut-off 8kg/m2를 적용한 우선채광지역 지형(좌) 및 망간단괴 부존률 분포양상(우)

서태평양 공해상 망간각 탐사광구 신청을 위한 탐사대상 지역(굵은 점선)

Priority mining area(left) and manganese nodule abundance distribution pattern(right) applying
cut-off value of 8kg/m2.

Exploration area for application of exploration license for the ferromanganese
crust in western Pacific(dashed rect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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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공학연구본부

Coastal Engineering Division
연안공학연구본부는 해안 및 해양공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과 청정한 미래 에너지원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체계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그 산하에 2개의 연구센터와 특수목적의 사업단 및 건
설단을 두고 있다. 연안개발연구센터에서는 항만 및 해양에 건설되는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연구와 조석, 조류, 파랑, 해상풍에 의한 해양에너지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고 있으며, 연안방재연구센터에서는 고파랑, 해일, 지진에 의한 연안재해 및 연안침식
경감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수중건설로봇사업단에서는 해양구조물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중건설로봇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사부호기반시설건설단에서
는 2016년 취항 예정인 5,900톤급 해양조사선 이사부호의 지원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The Coastal Engineering Division conducts a wide range of researches to develop new
technologies for the saf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coastal spaces and to contribute to
the utilization of future clean energy resources. It consists of two main research centers, and
one R&D unit and one task force for special purposes, where a total of 65 staff members are
working. The Coast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carries out researches o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s built in ports and ocean spaces. Its research activity also
includes development of ocean energy from tides, tidal currents, waves and ocean winds.
The Coastal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Center develops technologies for mitigating
coastal disasters and beach erosion due to high waves, storm surges, and earthquakes. The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ics R&D unit specializes in the development of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s for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marine underwater structures. The
Task Force for Construction of the RV ISABU Support Facility is constructing a berthing
facility for the 5,900-ton class research vessel ISABU, which will begin service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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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해상처분장 건설기술 개발
해상처분장은 준설토와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매립하기 위한 차폐형 시설로서, 내부 침출수의 해상 유출
을 방지하기 위한 차수 시스템의 설치가 필요하다. 2015년 연구사업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한 해상처분장 하부 해
저지반에서의 침출수 지반 침투 및 이동특성과 영향인자를 규명하였으며, 연직차수벽체 설치조건에 따른 유출방
지효과를 평가하고, 성능평가에 기초한 설계기반 구축과, 토목섬유 차수재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석션앵커를
활용한 시공 및 고정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해상처분장 내부 수처리와 매립지반에 조기안정화 공법을 적용하
기 위한 연직 집배수 시스템 개념을 개발하였다. 향후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상처분장 건설기술 개발
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Develop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on Controlled Offshore Disposal Facility
A controlled offshore disposal facility is a containment facility for the environmentally safe
landfilling of dredged materials and wastes in offshore sites. In 2015, liner systems have to be
installed to prevent leakage of leachate from offshore disposal facilities. Seepage and transport
characteristics of contaminants in the seabed were investigated using numerical analysis, and
leakage prevention of vertical barrier systems with different installation conditions was evaluated
and a design approach based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was established. An efficient
method for underwater installation and fixing in the seabed of a geosynthetic liner using a suction
anchor was developed. In addition, the concept of a vertical collection and drainage system in
offshore disposal facilities was proposed for water treatment and an early stabilization method of
landfilled ground. Research on construction technology on controlled offshore disposal facilities
will be conducted to enhance the environmental safety of facilities and reduce construction costs.
환경 친화적 준설토 확보, 매립 및 운송거리 30km 이상급 이송기술
2015년 연구사업에서는 준설토의 효과적인 확보와 매립 처리를 위해 준설토 지반의 역학･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준설 지역 3D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공간 정보화 모듈을 통한 준설토 물량산출 정보화 시스템과 발생 준설
토의 고화처리 및 건설재료(뒷채움재, 매립재, 식생토 등) 활용기술을 개발하였다. 전자기장 인가장치를 이용한
Plug-Flow방식의 준설토 이송기술 및 준설토 이송·유동상태 결정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준설토의 효과적
인 장거리 이송이 가능해졌고, 불량 준설토의 즉각적인 활용을 위한 관중혼합공법 및 모니터링 운용 시스템 파일
럿 테스트 설비를 구축하였다.

Research on Eco-friendly Procurement, Reclamation and Transferring Technology of
Transport Distance more than 30km of Dredged Materials
In 2015, a 3D-Database on the mechanic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soil in a dredged
area was constructed and an automatic computing program for dredging quantity calculations
through spatial information systems was developed, in order to achieve the efficient and effective
procurement and reclamation of dredged materials. In addition, marine dredged soil utilization
technologies for construction materials as backfill, reclamation, and ecological environment
materials were developed. Dredged material transport technology applying EMF(Electro
Magnetic Field) and plug flow on pipelines involving an expert system for monitoring and
controlling the flow state of dredged soil slurry have been developed, so that cost effective long
distance transport of dredged materials can be possible. Concurrently, the application research
for the mixture and transport system of dredged materials inside pipe lines has been also
conducted through the pilot-test facility.

관리형 해상처분장

Controlled offshore disposal facility

전자기장 인가장치 활용 Plug-Flow 방식 준설토 이송시스템

Dredged material transporting system based on the plug-flow
model with EMF(Electro Magnet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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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제어형 조류발전기술 개발
이 연구사업은 조류에너지 실용화를 위해 조류의 다양한 유속과 유향에 적용이 가능하고, 발전효율성과 경제성
이 높은 능동적 제어가 가능한 조류발전시스템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주요 연구 성과로는 20kW급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시스템을 자체 기술로 설계·제작하여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에서 실험·검증한 결과 조류발
전시스템 효율 35.26%(세계수준 효율 40%)를 달성하였으며, 로터 블레이드의 최적 형상 도출을 위한 설계 소
프트웨어를 개발·활용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기술이전하였다. 향후 200kW급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시스템
(모델명 KS200)을 제작·설치하고, 실증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입증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부터 3년간 장기운
영을 통해 아시아 최초로 상용 조류발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Development of Active-Controlled Tidal Current Generation Technology
In order to bring tidal current generation into the main stream of power generation,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highly efficient and economic active-control type tidal current
generation system which is capable of being installed in regions where tidal current speed and
direction varies widely. As the primary output in 2015, we achieved 35.26% system efficiency
(world best is 40%) from the in-situ experiment of the 20kW active-controlled tidal current
generator (Model : KS20) in the Uldolmok testing site. In the course of the design, we developed
the design software for optimizing rotor blades (Model : BEMBO) and the software was provided
to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mpany as the transfer of technical know-how. The 200kW
active-controlled tidal current generation system (Model : KS200) will be fabricated and installed
in 2016, and demonstration of its performance will be continued in 2017. Afterwards, we will build
a standard model of the Asia-first commercialized tidal current generation system after 3 years
of operation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사업단
이 연구 사업단의 목적은 대한민국 토종기술로 수중건설로봇을 개발하는 것이다. 수중건설로봇 3종의 핵심기술
개발과, 수중건설로봇 실용화 작업 및 해양구조물 연계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3가지 로봇의 상세설
계 및 세부모듈 제작 지원과 함께, 해상작업 일수 추정기법 연구와 핵심과제별 사업화 추진계획 수립, 실해역 검
증실험을 위한 해양 조사 및 공통인터페이스 설계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수중건설로봇의 작업성능을 다양한 수
중환경에서 분석하기 위해 복합 실증 센터설립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될 수중건설로봇은 관련 분야의 국
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3면의 풍성한 해양공간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ics R&D Center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s using technology developed in
Korea. First, the Center supports the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ies and systems for three
types of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s, the promotion of the commercialization of and
cooperative process regarding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nstration infrastructure. In 2015, the Center conducted the estimation method for working
days, business plan of each project, common interface design, and marine survey for the
verification experiment. Also, the development of the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s will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o find more environment-friendl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arine resources including the three-sea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시스템 현장실험축소모형(KS20)과
실증모형(KS200)

Active-controlled tidal current generation system,
KS20 and KS200

수중건설로봇 개념도

Conceptual application scheme for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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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방위연구본부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Division
안전·방위연구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익의 증진을 위해 해양에서의 안
전, 안보, 방위와 관련된 과학적 연구와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해군 및 해경작
전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전장환경정보를 적시에 생산하여 지원하고, 우리나라 관할해역에
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재해·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며 사고현장의 해양환경과 피해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인원, 장비, 체계 구축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안전·방위연구본부에
는 해양방위연구센터, 해양안전연구센터, 운용해양예보센터의 3개 연구센터가 조직되어
각 분야별 전문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The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Division conducts various researches and developments
related to maritime safety, security and defense for the sake of the protection of lives and
property, and the promotion of the national interests. Particularly, the purpose of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Division is to provide the Rapid Environment Assessment(REA) for
maritime disaster and Geo-spatial Intelligence(GEOINT) for the naval operations. Maritime
Security Research Center, Maritime Safety Research Center and Operational Oceanography
Research Center are subordinate to M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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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획연구
이 연구는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통해 드러난 해양안전 및 구조 시스템과 국내 해양구조 전문 인
력 양성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기획연구이다. 해양구조 관련 핵심수단의 종합적 기반강화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심해잠수기술 확보 및 개선을 위한 방안, 심해잠수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국가 차
원 심해잠수능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의 해양안전 및 구조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문회의 및 해외 해양선진국들의 관련 기구 및 시설 방문을 통하여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Planning Study for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Marine Rescue Research Center
This project focuses on research and planning in order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ocean safety
and rescue systems. Tragically, the absence of professional ocean rescue human resources in
Korea was highlighted with the occurrence of the MV Sewol disaster in 2014. In order to produce
and present a road map that will lead to the implementation of a more coherent strategy with
regard to ocean rescue operations, this project is carrying out three detailed assignments:
development of deep sea diving technology, training of deep sea diving human resources and
devising a management plan for deep sea diving that will be supervis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For this purpose, we held consultation sessions on ocean safety, conferred with
rescue experts and visited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in advanced countries.
해양특성 조사사업
이 연구는 해군본부 주관사업으로서 함정, 항공기, 잠수함 등 해군의 다양한 입체작전 수행 시 필요한 해양환경정
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연안해저 작전해역 조사, 한반도 근해 지자기 조사, 연합 대잠전 훈련해역 대
잠환경 조사, 군항만 조사 등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해양환경 조사 뿐만 아니라 해양기상 예보모델, 부유물
표류경로 분석모델, 기뢰전 해양환경지원체계 등 해군의 성분작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결심보좌 알고
리즘 및 지원체계를 개발하여 해군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Naval Oceanographic Environment Survey Project
The Naval oceanographic environment survey project seeks to provide naval ships, aircrafts and
submarines with the customized information, which is funded by the Republic of Korea Navy. In
particular, this project includes not only various surveys in relation to coastal seabed features,
geomagnetic and anti-submarine warfare characteristics but also the development of decisionaid systems in the field of maritime aircraft operation, naval component operation, search and
rescue operation and other direct support to Korean naval operations.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meeting

작전해역 고해상 해저지형 조사

Surveying high resolution bathymetry for operation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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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감시용 웨이브 글라이더 전투실험
국내 최초로 파력 및 태양열에너지를 활용해 장거리 이동과 각종 해양, 음향, 기상 관측이 가능한 웨이브 글라이
더(Wave Glider)를 도입하였으며, 한반도 주변해역에서의 운용능력을 확보하고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특히
웨이브 글라이더 동체에 선박 자동식별체계(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감시용 카메라 뿐만 아니라 수
중 잠수함정 탐지를 위한 예인형 음향센서를 연동하여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활용이 가능한 무인자율 수중감시체
계로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실제 해역에서 잠수함정 탐지를 위한 전투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Advanced Experiment for Underwater Surveillance with Wave Glider
The Maritime Security Research Center (MSRC) has introduced the Wave Glider which can
conduct oceanographic, meteorological and acoustic collection tasks and operate for long
distances using waver power and solar energ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Especially, MSRC is
equipped with various sensors for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surveillance cameras
and towed acoustic sensors to detect submarines. Also, MSRC successfully conducted an
advanced experiment in relation to underwater surveillance with the Wave Glider in the East Sea
of Korea.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기인 각종 연안재해와 해양오염사고, 해난사고 등
의 긴급 현안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책 수립을 위하여 정확한 해양환경 현황과 예보정보를 생산·제공하는 체
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사업에서 해양관측자료의 준 실시간 전달체계, 정밀격자 해양기상정보 생산
체계, 정밀격자 연안 해상상태(파랑, 조석, 조류, 폭풍해일 등) 예보체계, 전 지구 해양순환모델, 3차원 지역해
및 연안순환 예보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활용 시스템으로는 유류오염 확산, 수색구조 예측
체계, 항만통합 예측체계가 구축되었다. 또한, 해양관련 기관에서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 예보정
보의 정확도 향상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미래창
조과학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Development of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KOO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n assessment and forecast system to support
emergency action plans to deal with coastal disasters, oil spills and various marine accidents by
providing real time forecasts of ocean behavior. It involves the observation systems and
numerical forecasting systems such as atmospheric parameters, waves, tides, and storm surges,
wind driven currents, as well as three-dimensional global/regional/coastal ocean circulation
modeling. Tasks to which such technology can be applied include oil spill accidents,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nd safe ship navigation. Also, studies were carried out to improve the
accuracy of marine environmental predictions in practical situations, and thanks to these efforts,
this system won the Top 100 Outstanding Research Award in 2015,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웨이브 글라이더 해상 투하

Sea-launching Wave Glider

운용해양예보시스템 수치모델 연계도

Systematic linkage of numerical prediction model in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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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연구소

Ocean Policy Institute
해양정책연구소는 국가 해양정책의 싱크탱크로서, 대형 융·복합 연구 프로그램 개발과 연
구기획, 관할해역 관리 효율화 및 해양경계획선 시스템 개발, 연안지역 관리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경제성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향후 해양영토
관할권, 해양환경 및 안전의 국제표준 확보, 해양자원 확보 등 우리 해양의 현안 대응을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및 선제적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국가정책 지원을 위한 해양정
책연구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The Ocean Policy Institute serves as a think-tank for national ocean policy by developing
large-scale convergence research programs, jurisdictional zone management, a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system, a coastal management planning system and planning of
related researches and economic analysis for the promotion of the commercialization of R&D
achievements. The Institute analyzes domestic and overseas policy trends and provides
proactive policy measures to respond to current issues related to the ocean, including
jurisdiction over marine territory, international ocean environment and safety standards and
securing of marine resources. The Institute will strengthen the research capabilities for
ocean policy support to help formulate proper national policy agenda response measures
with regard to our oc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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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해양의 평화적 관리협력을 통한 남북한 통일시대 해양정책 수립 연구
이 연구는 남북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교류와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북한해양수산 정보인프라 구축과 공동세미나 개최, 북한 해양법(정책) 제도 및 북
한의 해양공간 이용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동북아 해양 이용 및 역량 충돌의 갈등요소를 분석하고 동북아 해양
질병, 국제범죄, 재해･재난 등 비전통적 안전위협에 대한 협력모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 통일을 대비해
양국가 간 해양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관리 정책기반을 확보하였다.

A Study on Establishing Ocean Policy for a Unified Korea through Peaceful Management Collaboration of Sea Domains in the Northeast Asia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groundwork for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relation to maritime fisheries, and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sustainable use
of south and north Korea‘s marine resources. We have built an information infrastructure for
North Korean maritime and fisheries, held joint seminars, studied the North Korean maritime law
system (policy) and marine spatial use, and established the South and North Korea Maritime and
Fisheries Cooperation Center. Additionally, we analyzed conflicts over the usage of the ocean and
the differing capacity for utilizing the ocean in northeast Asia, and suggested a cooperation model
to deal with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such as ocean diseases, international crime, and
disasters in northeast Asia. Finally, we established the foundation for effective marine resource
management policy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제3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본 사업은 ‘제2차 독도기본계획’에 대한 성과평가와
독도관리 여건 변화 분석 등을 통해 ‘제3차 독도기본계획(2016～2020)’을 작성하였으며, 동 내용은 ‘독도의 지식
기반 관리 강화 및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목표로 3대 관리원칙, 5대 추진전략, 24개 추진과제, 52개 세부추진과제
로 구성되어 향후 5년간 추진될 계획이다.

Establishment of the Third Integrated Management Plan for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According to the ‘Act on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ould establish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for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in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every five years. KIOST drafted the ’Third Integrated Management
Plan for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and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the Plan through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second management plan and analyses on the accomplishment
of Dokdo projects. The ‘Third Integrated Management Plan for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aims
to establish a knowledge-based a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n the pursuit of this
purpose, under 3 principles, 5 strategies (24 initiatives, 52 sub-projects) will be promoted over the
next five years.

남북한 해양수산협력

South and north Korea Maritime and Fisheries
Cooperation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Vision and goal of th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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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해양수산 발전계획 수립
이 사업은 충청남도 환경에 맞는 비전과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을 통해 해양수산 정책추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충청남도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해양을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아시
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건도(建道) 충남’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목표(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풍요와 역동의 바
다, 세계를 향한 교류의 바다)와 6대 추진전략 및 98개 중점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분야 간(해양환경, 수산, 해양
관광․레저, 해양신산업, 항만․물류, 인프라) 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높은 과제들을 선별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
화된 ‘충남 골든오션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계획은 충청남도가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
한 밑거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A Study on Establishment Ocean and Fisheries Development Planning in Chungcheongnam-do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set the direction of the ocean and fisheries policy of
Chungcheongnam-do, one of the provinces of Korea, by establishing the overall vision and the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In this project, we suggested “New Center of Ocean
Cluster, an Alliance Capital in Asia, Chungcheongnam-do” as a new vision, and the following
three goals; ‘Clean and Healthy Ocean‘, ‘Abundant and Dynamic Ocean‘, ‘Global Trading Ocean‘.
Six strategies and the 98 projects were suggested as well. Furthermore, we suggested ‘The
Chungnam Golden Ocean Programs” for securing synergistic effects through convergence
among different areas (Environment, Fisheries, Tourism & Leisure, New industry, Port & Logistic,
Infrastructure). This plan is being used as a foundation for helping Chungcheongnam-do to be a
new center of Asia.

충청남도 골든오션 프로그램

Golden Ocean Programs of Chungcheongnam-do

2030년 충청남도 서해안의 미래 발전상

The schematic diagram of Chungcheongnam-do Future
Development Plan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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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연구소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남해연구소는 남해권역 유일의 해양전문연구기관으로 대형 연구선단 운영 및 남해안의 해
양환경 보전과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남해안 시대에 발맞춰
각종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도 동참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인 현안 해결을 위
한 초석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및 국내환경 현안을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해특성
연구센터 및 선박평형수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유류오염, 선박평형수, 미세 플라스틱 오염,
해양병원체, 해역 건강성평가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지원을 위한 기반시설로
해양시료도서관 및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육상시험설비 육상시험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5,900톤급 대형연구선 이사부호의 진수와 함께 KIOST가 세계 일류 해양연구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남해연구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As the only marine research organization in the South Sea region, the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operates a major fleet of research vessels and conducts foundational research to
preserve the maritime environment and manage the marine ecosystem on the coasts of the
South Sea. With the dawn of the South Sea era, the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participates
in various local issues and continues to build the foundation which helps KIOST resolve
national level issues. The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uses its South Sea Environment
Research Center and the Ballast Water Research Center to solve local and domestic
environment issues proactively. Its research topics include oil pollution, ballast water, microplastic pollution, marine pathogens, and the evalu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s health. It
operates infrastructure facilities for research including the Library of Marine Samples, landbased test facility for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With the christening of the Isabu, a
5,900 ton class large research vessel, the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aims to play a leading
role in helping KIOST develop as a world class marine researc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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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종류

Microplastics in the marine environment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위해성 연구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규명’을 최종 연구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연
안해역과 외해역, 해변과 부유를 아우르는 국내 해양환경 전반에 걸친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과 생물축적 현황
을 규명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의 환경 중 노출 수준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플라스틱의 풍화과정, 유입
과 이동,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1차년도인 2015년에는 부유·해안 미
세플라스틱의 시료채취·분석기법을 확립하고, 이를 기초로 남해 주요만의 오염평가를 실시하였다. 플라스틱 해
양시료에 대해 비표적 스크리닝 분석(non-target screening analysis)을 시도하여 해양플라스틱에 함유된 오염물질
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였으며, 스티로폼 해양쓰레기와 미세알갱이에 함유된 첨가제의 노출 현황을 평가
하였다. 더불어,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어류의 급성·만성 표준시험법을 개발하였다. 이 사업의
결과는 해양플라스틱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저감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search on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of Microplastics in the Marine Environment
This research has as its goal the ‘identification of environmental risk due to microplastic pollution
in the marine environment’. The project involves developing the techniques for assessment of
microplastic pollution and biological effects, and applying the techniques for comprehensive
evaluations on the exposure level and environmental risk of microplastics in the Korean marine
environment. In 2015, the first year of the project, the standardized methods for the sampling,
identification, and quantification of microplaitcs were established, and pollution evaluation was
conducted for the key bays along the southern coast of Korea using these techniques. For the
marine plastic debris, non-target screening analysis was attempted to offer new information on
potential hazardous chemicals associated to marine plastics. It also evaluated the environmental
exposure of additives in styrofoam marine debris and their fragments. Additionally, standardized
testing methods for acute and chronic diseases for saltwater fish were established.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scientific support to reduce and prevent the pollution of plastic marine
debris and microplastics in the marine environment.
해양환경 유해물질의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이 연구는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그 예측기법을 개발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생태
위해성 진단 및 오염의 원인 물질 규명을 위한 요소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양환경 관리기술을 확립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중금속 및 신규 유해물질에 대한 고민감도 모니터링기술 개발, 국내 서
식종 대상 생물축적 및 생태독성 평가기법 개발과 표준화, 국내 서식종 이용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바이오마커 개
발과 오염해역 위해도 진단 및 해양 배출수 및 오염퇴적물 원인물질 규명기술 개발을 위한 분야별 기반연구가 진
행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유해물질 해양환경 모니터링 체계의 선진화, 해양생태계 및 인간건강 보호를 위한
한국형 해양환경 기준 설정, 오염해역 우선관리대상물질 선정 및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환경 유해물질의 평가 및 관리기술개발을 위한
접근방법

A framework for fully integrating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in Coastal
region

The Evaluation of Hazardous Materials in the Marin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f
Management Technology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risk of pollutants that threaten the marine environment, and to
develop forecasting techniques to diagnose the risk to the marine ecosystem. This, in turn, is
expected to establish effective technology to manage the marine environment. Key research
areas include fundamental research such as developments of highly sensitive chemical
monitoring technologies, methods and models for bioaccumulation and toxicity tests, biomarkers
using indigenous species, and methods for environmental risk diagnoses and stressor
identifications and evaluations.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advancing the monitoring system for hazardous materials, to establish the Korean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protecting marine ecosystems and human health, and enhance efficiency
in determining and managing priority pollutants in site assess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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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복원연구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과 생태계 영향을 평가･분석하고, 환경복원기술을 개
발하여 미래해양 유류 유출사고에 대한 국가과학기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3단계 10년에 걸쳐 수행될 예정이며, 2015년에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출사고 해역
환경영향 평가, 유류오염 환경･과학기법 개발, 유류오염 생태독성평가기법 개발, 유류오염 현장지원체계 구축 및
유류오염 환경복원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사업은 사고해역의 환경오염과 그 생태계 영향을 과
학적으로 입증하여 환경피해 및 경제적 피해보상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장지원체계 분야의 한국형
ERMA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양오염 영향법적 조사기관 교육훈련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향후 유류오염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연차별로 축적된 유출사고 해역의 유류오염 평가 및 환
경복원 기법은 미래 해양오염 사고 시 환경피해 저감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nvironmental Impact Evaluation of Oil Pollution and Study on Environmental Restoration
This project aims to evaluate and analyze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ecological effects
following the oil leak from the Hebei Spirit, and to develop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that will enhance our national capacity (both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to defend against
future ocean oil leaks. This project will be carried out over three phases across ten years from
2009 to 2019. In 2015, the project evaluated the environmental impact in the waters affected by
the oil leakage from the Hebei Spirit, developed environmental and scientific techniques against
oil pollution, developed ecosystem poison evaluation techniques against oil pollution, established
field support systems during oil pollution, and developed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against oil pollution. The project played a key role in compensating for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damage by scientifically proving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damage
to the ecosystem where the spillover occurred. It created a Korean-style ERMA platform for the
field support system and conducted educational training for investigative branches of the
government in charge of maritime pollution and its effects. These efforts are expected to help our
country enhance its national competency in responding to oil pollution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evaluation data on oil pollution in spillover areas accumulated on an annual basis and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ique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reducing environmental
damage when maritime accidents that pollute the ocean occur.

태안의 대표적인 펄갯벌 해안 내 유류오염의 시공간적 분포

Spatial distribution of alkylated PAHs in mud flat of Sogeunjin Bay, Ta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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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구소

East Sea Research Institute
동해연구소는 동해 해양연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개소하였으며,
2개의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동해특성연구센터에서는 동해를 대상으로 대기-해양,
표층-심층물질 순환, 해수 중 이산화탄소의 분포 및 거동, 사질 해안지형 변화 정밀 관측,
고부가 해양식량 및 생물자원개발 연구, 해양심층수자원의 수질 분석 연구, 심해침몰선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독도전문연구센터는 국가 지정 독도전문 연구기관으로서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생태계 및 환경 보전을 위한 독도 종합 해양과학 조사와 독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독도 4D 종합시뮬레이터 구축 및 운영, 독도 관련 국가 정책수립 지원 등
국가 주요 현안인 ‘독도’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기반 마련과 대국민 영토주권 의식 고취 및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해 기여해오고 있다.
동해연구소는 앞으로도 연구를 통해 발견되는 해양과학 신지식 등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
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고 흥미롭게 독도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동해안 연안침
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연안환경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 수행과 관련 자료를 축적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동해 해양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며 그 변동 양상을
모니터링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사회적 현안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The East Sea Research Institute, which plays a major role in studies on the East Sea, was
established in October, 2008 and consists of two research centers. East Sea Environment
Research Center conducts basic researches on material circulation system of air-sea and
surface-deep; distribution and movement of CO2; precise observations on the changes of
sandy shores; development of marine food fish and biological resources; and water quality
analysis of deep-sea water, and deep-sea shipwreck exploration. Dokdo Research Center is
designated as a research center focusing on Dokdo by the Korean government, in order to
preserve the marine ecosystem around Dokdo though comprehensive marine science
research, database building, 4D simulator building, and national policy building regarding
Dokdo. We will continue making contributions to the nation by providing new scientific
findings and research results, which will help people to understand and take an interest in
Dokdo. To investigate the coastal erosion causes in the eastern coast, we are going to
perform long-term monitoring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accumulate the relevant data.
We plan to lay the basis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resources and
contribute to responses to social and national issues related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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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책임연구원
E-mail: ylkim@kiost.ac.kr

노충환 책임연구원
E-mail: chnoh@kiost.ac.kr

동해 심해 유입물질 특성과 서식생물 영향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동해 울릉분지 심해로 유입되는 물질의 특성 및 플럭스 변화가 저서 생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표층 생물생산 변화에 따른 심해 유입물질 특성 및 플럭스 변화 연구, 해저퇴
적물 조성과 유입물질과의 상관성 분석, 저서생물군의 먹이망 구조 분석, 침강유기물과 표층퇴적물의 유기물 및
저서생물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 동해 울릉분지의 입자태 유기탄소(POC)의 수지 산정과 심해
주요 저서 생물의 먹이망 내 유기물 기원을 파악했다. 이 연구결과는 표층 생물생산력의 변화가 울릉분지 심해
저서생물에 미치는 영향 및 대게, 붉은대게 등 주요 수산생물자원량의 유지･조절요인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것
으로 기대된다.

Deep-Sea Environment & Ecosystem Project of East Sea with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I
The goal of this project is to determine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and fluxes of input materials
to the deep sea and to know their impact on benthic organisms and ecosystem. The project
consists of the following 4 research areas: (1)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and fluxes of input
materials by changes in primary production; (2) correlation between input materials and sediment
composition; (3) analysis of food web structure of benthic organisms; and (4) correlation analysis
among sinking organic materials, organic materials in surface sediment, and benthic organisms.
The estimation of mass balance of 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 in Ulleung-basin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origins of organic materials in the food web of main benthic organisms are
the main results of this project. This project will contribute to identifying how changes in surface
biological production impact on benthic organisms in the Ulleung-basin and which factors control
and maintain the population of main fishery resources like snow crabs and red snow crabs.
바리과 어류의 수출형 고부가 육종종자 개발
이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 어류인 바리류를 생물공학적 기법을 통해 수출이 가능한 육종종자로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까지 국내외 바리과 어류 5종(붉바리, 자바리, 능성어, 대왕바리, 갈색점바리)을 어미로 사용
하여 29개 교잡구를 생산하였으며, 이로부터 가장 뛰어난 두 개 교잡구를 신품종으로 개발하였다 (붉바리♀×대
왕바리♂; 대왕붉바리, 자바리♀×대왕바리♂, 대왕자바리). 이 두 교잡품종은 고수온(27∼31℃)에서 성장이 빠르
고, 저수온에서 내성(10℃)이 강한 점이 특징이며, 가장 큰 소비시장인 중화권에서 선호하는 체형과 체색을 보인
다. 현재 이 두 교잡품종은 수출대상국인 대만 현지에서 시험사육 중이며, 향후 수출이 가능한 유망 품종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Development of Golden Seed Lines for Groupers
The aim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new fish lines of worldwide high value groupers for export
using aqua-cultural biotechnology. Recently, two promising hybrid grouper lines named giant
red-spotted grouper and giant kelp grouper were developed through twenty nine hybridizations
using five grouper species (red-spotted grouper, kelp grouper, seven-band grouper, giant
grouper, tiger grouper). These fishes have high resistance to low water temperature (8~10°C)
unlike other grouper fishes, as well as faster growth characteristics in subtropical and tropical
offshore temperature conditions. Moreover, they also have the body shape and body color
preferred in Chinese-speaking countries. The newly developed two hybrid lines are being
evaluated for feasibility with regard to aquaculture in Taiwan since December last year (2015),
and we expect them to be promising items for export in a few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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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수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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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이 연구에서는 독도 종합해양과학 조사를 통한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특성 파악과 모니터링 및 수중 과학잠수 조
사를 통한 서식지 매핑 등 독도 해저생물 서식지의 특성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해 나가고 있
다. 또한, 동 조사를 통해 획득한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자료들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독도종합정보 시스템을 통
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독도 종합해양과학 조사 결
과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기반 마련 및 해양영토분쟁 발생 시 영유권 주장 근거자료로 활용
되는 등 독도 관련 국가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search on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We are focusing on understanding and secu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through Dokdo comprehensive marine science research and collecting detailed
data in order to understand seabed creatures’ habitat and changes through habitat mapping.
Furthermore, we are trying to build a database with the data we have collated through the Dokdo
comprehensive marine science research and share it with people using Dokdo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In the future, we expect the results of Dokdo comprehensive science
research will be utilized as a base resource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Dokdo as well as
for national policy.
독도 생물주권 확립을 위한 종합인벤토리 구축사업
이 연구과제는 독도의 육상 및 다양한 해양 서식지에 분포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인벤토리 구축을 목적
으로 독도 생물자원의 종합 종 목록집을 발간하였다. 동 자원의 분류군별 확증표본과 미기록종 및 신종 발굴 가
능성이 높은 미동정 표본과 생태사진 및 화보집 자료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벤토리 구축을 실현
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독도에 서식하는 독도 생물자원의 실물표본에 대한 확증표본 확보를 통해 독도 생물주
권의 중요성에 대한 범정부 및 국민적인 인식전환을 유도하여 향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독도의 생물다양성 보
호 및 보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독도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데 일조할 것
으로 기대된다.

Development of Synthetic Species Inventory for Biological Sovereignty of Dokdo
This study aims to set up a comprehensive synthetic inventory system about the fauna and flora
of Dokdo which provides the total species list of biological resources, permanent boucher
specimens, discovering unrecorded and new species, and obtaining ecological photographs and
detailed illustrations of ecologically dominant species around Dokdo. In addition, this study not
only secures permanent boucher specimens and environmental data but also informs the public
of the importance of biological resources in Dokdo in order to conserve the biodiversity and
promote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we will be able
to offer basic data to conserve the biological resources in Dokdo.

독도 수중생태지도(산 73번지, 혹돔굴)

Underwater Eco-map of Dokdo(San 73, Hokdomgul)

독도 생물다양성 종합 인벤토리

A comprehensive synthethic inventory on the biodiversity of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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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The Jeju International
Marine Science Center for
Research and Education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ㆍ지원센터는 제주해역 및 동중국해 연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5년 6월에 개소하였으며, 제주권역 해양생물을 활용한 해양바이오 산업화 연구
와 기후변화가 제주도 근해 해양환경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변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양식장 부근의 환경오염 및 갯녹음 발생에 대해 조
사하고, 생태계 복원방안을 연구하는 등 제주 현안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국제기구와 연계
한 국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반도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변화 연구의 핵심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제주 현안문제 해결과 국가 미래전
략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Jeju International Marine Science Center for Research and Education was established
in June 2015 to serve as a base for research in Jeju waters and the East China Sea. It
conducts research to support local marine biotech-industry using marine organisms as well
as research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the marine environment of Jeju
waters. In the future, it plans to investigate environmental pollution near fish farms and
albinism in rocky shore ecosystem. It also expects to develop the means to restore the
ecosystem in Jeju and study other standing issues pertinent to Jeju area. The Jeju
International Marine Science Center for Research and Education will also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develop and conduct international research programs.
Through such researches, it aspires to serve as a sentinel post in climate change research
and marine environmental change research in the Korean waters while solving local issues
in Jeju Island and supporting strategic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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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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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양환경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상보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 근해는 전 세계 해양에서 지난 30년 동안 가장 빨리 온난화가 진행된 해역 중 하나이고, 자
체 인간 활동 증가 뿐만 아니라 관광인구의 증가 등은 국지적인 환경오염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연구는 이
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제주 해역의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및 침식, 수질 및 저질오염, 생물생산성, 생물다양성
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종합･분석하고 제주도 해양환경 현황과 변화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여 이
를 바탕으로 제주 연안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상태, 경향, 특이현상에 대한 정보를 집대성
하여 제주 해양환경을 평가한다. 이 연구자료는 과학적 근거를 적시한 보고서, 정책입안자를 위한 정책용 요약집,
일반대중과 교육기관을 위한 소책자 및 주제도로 제작되어 연구 및 교육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Analysis and Detailed Report on Jeju Marine Environmental Status
The surrounding sea of Jeju is one of the fastest warming areas in the world during the last 30
years. Increased human activities, coupled with growth of tourism, are leading to a rapid increase
in local environmental deterioration in Jeju. To deal with these issues, it is important to collect all
the existing data on climate change, sea level rise, coastal erosion, sea water and sediment
contamination, biological productivity, biodiversity and conduct scientific analysis on the marine
environmental status of Jeju. Through the compilation of collected data, we will produce scientific
reports, executive summaries for policymakers, brochures for the public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matic maps by each subject.

제주 주변해역의 (a) 평균 20℃ 표층 수온 등온선 변화 및 (b) 1993-2014년 평균 해수면 변화

Change of average 20℃ sea surface isothermal line (a) and change of average sea level in 1993-2014 (b) in Jeju waters

제주 해역에서 발견된 유해 생물

Harmful organisms plaguing Jeju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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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ctivities

하이브리드 배양시스템 기술 및 고농도 seed 배양기술 개발
이 연구사업의 목적은 기존 식량 및 산림자원과 겹치지 않고, 성장효율이 뛰어난 바이오매스인 해양 기원의 미
세조류로부터 저비용·고효율 바이오디젤을 상용화하기 위한 해양-육상 하이브리드 배양시스템 기술을 개발하
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인하대학교,한국석유관리원과 연계하여 미세조류 생산성 20g/m2/day 이상 구현이 가능한
0.5ha 규모의 하이브리드 파일럿시스템을 영흥화력발전소 부지에 설계하였으며 건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향후 석유 기반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할 것으
로 기대된다.

Developments of Hybrid System and Culture Technique for Intensive Concentration of
Marine Microalga
Algae can be grown in salt or brackish water as well as freshwater. Their growth is galvanized by
sunlight using a photosynthetic pathway with carbon dioxide, water and inorganic nutrients such
as nitrate, ammonium and phosphate. Energy from sunlight can store 9% of chemical energy in
the biomass under ideal growth conditions. We are developing renewable bio-fuel that are
inexpensive and highly-efficient from marine microalgae based on the new technologies of a
hybrid culture system with highly intensive culture concentrations (20g/m2/day) instead of utilizing
food sources and wood materials. These technologies can be substituted for fossil fuel and
reduce carbon dioxide.

해양-육상 하이브리드 배양시스템 개념도

Concept for hybrid system combined to attain better productivity between onshore and offshore
microalgae culture system

육상에서 바라본 미세조류 배양시스템 전경

A view of onshore microalgae culture system to off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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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구선 운영

The KIOST
Fleet
KIOST 종합해양연구선단은 선진 종합해양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전 해역을 넘어 세계의 해양을 누
비고 있다. 한국 최초의 종합해양연구선인 온누
리호를 비롯해 이어도호, 장목 1호 및 2호, 그리
고 2016년 취항 예정인 5,900톤급 대형 연구선
이사부호는 대한민국과 글로벌 해양 연구라는 미
지의 길을 꾸준히 개척하며, 무한한 해양의 잠재
성과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증명해낼 것이다.

Marine research vessels which represent the
research capacity of KIOST are accelerating with
efforts in advanced marine researches in the seas
across the world. Onnuri, Eardo, Jangmok 1&2
and the large Marine Research Vessel Isabu(with
a capacity of about 5,900 ton, scheduled to be
sailing in 2016) will continuously pioneer domestic
and global marine researches, and prove the
limitless potentials of the ocean.

온누리호 R/V Onnuri
주요 연구조사 지역
2015년 운항실적
Major Research Sites
Total Distance and Days

대양 및 심해저 자원 탐사를 위한 태평양 해역
운항거리 27,775마일, 운항일수 224일
Pacific and Indian Oceans for deep-sea ocean resources
surveys, open eco-enviromental studies
27,775 nautical miles, 224 days

2015년 온누리호 운항실적 A cruise Log of R/V Onnuri
운항일정
Cruise
Period

운항목적
Cruise Objective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02.10 ∼ Development of the best practical technology and
02.13 management options for the national disposal of wastes
at sea(XI)
03.05 ∼ 상가수리
03.15 Dry docking
03.17 ∼ 헬기 수색 작업 지원
03.20 Searching for missing helicopter
03.24 ∼ 관할해역 해양지질 및 지구조 연구
study of maarine geology and geological structure in
04.03 The
the Korean jurisdictional seas)
04.08 ∼ 장비테스트
04.10 Research and observation equipment test
제2울릉-육지간 해저 통신케이블 설치를 위한
04.11 ∼ 상세 해양조사
04.20 Detailed marine survey for 2nd submarine(fiber optic)
cable installation between Hosan and Ulleung Island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04.27 ∼ Development of the best practical technology and
05.07 management options for the national disposal of wastes
at sea(XII)
동중국해 수중음향 특성파악을 위한 한미 공동
05.14 ∼ 연구
05.28 Korea-USA collaboration research of underwater
acoustics in East China Sea
05.31 ∼ 한반도해역 신해양자원도 작성연구
study on the new atlas of marine resources inn the
06.09 A
adjacent seas to Korea.
심해 유무인 잠수정 기술개발 및 운용인프라
06.12 ∼ 구축
06.26 Development of manned submersible and unmanned
underwater vehicle, and supporting infrastructure
07.18 ∼ 통합 기후예측을 위한 열대 서태평양 관측
in the tropical western Pacific Ocean for
08.05 Observation
unified climate prediction

조사지역
Site

책임자
Chief Scientist

동해
East Sea

정창수
Chang-Soo Chung

남해
Yeosu
소흑산도
Soheuksando
황해
Kunsan Basin,
Yellow Sea
동해
East Sea

조경래
Kyung-Lae Jo
조경래
Kyung-Lae Jo
정갑식
Kap-Sik Jeong
조경래
Kyung-Lae Jo

동해
East Sea

신동혁
Dong-Hyeok Shin

동해
East Sea

정창수
Chang-Soo Chung

동중국해
김병남
East China Sea Byoung-Nam Kim
동중국해
강래선
East China Sea Rae-Seon Kang
동해
East Sea

김웅서
Woong-Seo Kim

서태평양
Equatorial
Western Pacific
Ocean

이재학
Jae-Hak Lee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해저 열수
서태평양
08.06 ∼ 광상, 망간각)개발
문재운
Pacific Jai-Woon Moon
10.08 Exploration of seafloor hydrothermal deposits and Fe-Mn Western
Ocean
crusts in the southwestern Pacific and the Indian oceans
황해
10.19 ∼ 관할해역 해양지질 및 지구조 연구
정갑식
study of maarine geology and geological structure in Kunsan Basin, Kap-Sik Jeong
11.03 The
the Korean jurisdictional seas
Yellow Sea
11.06 ∼ 한반도해역 신해양자원도 작성연구
동중국해
강래선
study on the new atlas of marine resources in the
11.15 A
East China Sea Rae-Seon Kang
adjacent seas to Korea.
11.19 ∼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망간단괴)개발
동해
지상범
11.23 Development of deep seabed mineral resources
East Sea
Sang-Bum Chi
11.30 ∼ 남동해역 지진활동
동해
허식
on the characteristics of geohazards safety system
12.03 Study
East Sea
Sik Huh
in the southeastern territory of Korean seas
12.06 ∼ 남동해역 지진활동
동해
허식
on the characteristics of geohazards safety system
12.09 Study
East Sea
Sik Huh
in the southeastern territory of Korean seas
12.10 ∼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망간단괴)개발
동해
지상범
12.10 Development of deep seabed mineral resources
East Sea
Sang-Bum Chi
12.17 ∼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망간단괴)개발
동해
지상범
12.23 Development of deep seabed mineral resources
East Sea
Sang-Bum 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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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호 제원 Specifications
총톤수 Gross Tonnage

1,422톤

전장 Overall Length

63.08m

수선간장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55.50m

선폭 Breadth (moulded)

12.00m

순항속도 Cruising Speed

15.00노트

항속거리 Cruising Range

10,000마일

승선인원 Complement

41명

주요연구장비 Major Research Equipment
Single Beam Hydrographic Echo Sounder (EA 600), Multichannel Seismic
System, Acoustic Doppler Current Proler, Gravitymeter, Deepsea Camera,
Traction Winch, Piston Core, Konmap System, CTD (Seabird 911), Multi Beam
Hydrographic Echo Sounder (EM120), Deep Tow Side Scan Sonar, SubBottom
Proler, Thermosalinograph (TSG/SBE 21)

이어도호 R/V Eardo
주요 연구조사 지역
2015년 운항실적
Major Research Sites

국내 연근해지역
운항거리 20,968마일, 운항일수 210일
Coastal waters and sea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otal Distance and Days 20,968nautical miles, 210days
이어도호 제원 Specifications

총톤수 Gross Tonnage

546톤

전장 Overall Length

48.95m

수선간장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45.00m

선폭 Breadth (moulded)

8.60m

순항속도 Cruising Speed

12.00노트

항속거리 Cruising Range

5,000마일

승선인원 Complement

32명

주요연구장비 Major Research Equipment
Single Beam Hydrographic Echo Sounder (EA 502), Acoustic Doppler Current Proler,
Subbottom Proler, CTD(Seabird 911), Sparker Array System, XBT MK-9, Multi Beam
Hydro graphic Echo Sounder(EM710), Thermosalinograph (TSG/SBE 21)

장목1호 R/V Jangmok 1

주요 연구조사 지역
국내 연해지역
2015년 운항실적
운항거리 11,682마일, 운항일수 212일
Major Research Sites
Inner coastal areas of South Korea
Total Distance and Days 11,682nautical miles, 177days
장목호 제원 Specifications
총톤수 Gross Tonnage

41톤

전장 Overall Length

24.22m

수선간장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21.80m

선폭 Breadth (moulded)

5.20m

순항속도 Cruising Speed

17.00노트

항속거리 Cruising Range

380마일

승선인원 Complement

15명

주요연구장비 Major Research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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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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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2호 R/V Jangmok 2
주요 연구조사 지역
국내 연해지역
2015년 운항실적
운항거리 6,214마일, 운항일수 127일
Major Research Sites
Inner coastal areas of South Korea
Total Distance and Days 6,214nautical miles, 127days
장목2호 제원 Specifications
총톤수Gross Tonnage

35톤

전장Overall Length

23.97m

수선간장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21.20m

선폭Breadth (moulded)

4.80m

순항속도Cruising Speed

18.00노트

항속거리Cruising Range

300마일

승선인원Complement

12명

주요연구장비 Major Research Equipment
Single Beam Hydrographic Echo Sounder(EA 400)

이사부호 R/V Isabu

주요 연구조사 지역
전 지구해양
Major Research Sites The ocean alll over the world
이사부호 제원 Specifications
총톤수Gross Tonnage

5,900톤

전장Overall Length

99.80m

수선간장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86.00m

선폭Breadth (moulded)

18.0m

순항속도Cruising Speed

12.00노트

항속거리Cruising Range

10,000마일

승선인원Complement

60명

주요연구장비 Major Research Equipment
DGPS, Ultra Short Baseline Underwater Positioning System, Coring Winch, CTD
Overhead Boom, Acoustic Synchronization System, Sound Velocity Probe,
Expandable Bathy Thermograph, Marine Gravitimeter, Meteorological Observation
system, Underway pCO2 system, Multiple Layer Plankton Sam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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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기술인재 양성

KIOST
Academic
Programs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대학 간 연구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세계적 해양과학기술 연구교육기관으로 도약하고
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KIOST 캠퍼스
와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OST-School)을 운영하
고 있다. KIOST는 향후에도 보다 체계적으로 해양과
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해양강국, 대한
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해양과학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KIOST has been making diverse efforts to develop
talented students in the ocean sciences, who will
map out the future of the nation in regard to
maritime power. As part of the ocean sciences
education programs, a wide range of projects are
being operated with an aim to develop the nextgeneration global oceanographic experts. KIOST
will continuously develop education programs on
ocean sciences in a systematic manner to foster
next-generation ocean science specialists, who
will lead the future of the nation.

Research Supporting Activities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운영
해양과학기술분야 현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UST-KIOST 캠퍼스는 해양융합과학, 해양
생명공학, 해양생물학, 해양환경과학 총 4개의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교원
85명이며, 석사 6명, 박사 11명, 통합과정 15명이 재학 중이다. 2015년에는 석사 4명, 박
사 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그중 박사학위 수여자 1명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해양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Operation of the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UST)
The KIOST campus of the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UST) fosters
experts in the field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Four majors that the USTKIOST campus offers are: Integrated Ocean Sciences, Marine Biotechnology,
Marine Biology, Marine Environmental Science. Currently, there are 85 faculty
members and 32 students(6 in master’s courses, 11 in Ph.D. courses and 15 students
in the master-Ph.D. integrated programs). In 2015, 4 and 3 graduates obtained
master’s degree and Ph.D degree, respectively. In particular, one of Ph.D graduates
had the honor of winning the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inister’s Award.
KIOST campus is committed to training excellent R&D professionals in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OST-School) 공동운영
한국해양대학교와 공동으로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OST-School)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과학기술융합학과 내 해양기후, 해양생명, 해양환경, 해양에너지자원, 해양안전재
해, 해양선박플랜트 분야의 연구 및 교육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해양정책과의 연
계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여 해양과학기술 개발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인
재를 육성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교원은 KIOST 교원 49명과 한국해양대학교 교원 62
명이며 석사과정 27명, 박사과정 11명이 재학 중이다. 2015년도에는 첫 졸업생을 포함
하여 총 10명의 석사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Joint Operation of the Ocean Science & Technology School (OST-School)
KIOST jointly operates the Ocean Science & Technology School with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KMOU), through research and education on Ocean
Climate, Marine Bioscience, Marine Environment, Ocean Energy & Resources,
Marine safety & Disaster, and Ship & Offshore Plant. OST fosters highly qualified
R&D professionals that can understand and promot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fields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Currently, there are 49
faculty members from KIOST and 62 faculty members from KMOU, respectively. 27
master's degree and 11 Ph.D. degree students are in OST School and total 10
graduates obtained the master’s degree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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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KIOST는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과학연구
기관으로서 국내외 해양 유관기관과의 협
력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네트워
크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IOST, Korea’s only comprehensive marine
research organization, is serving as the hub
of the nation’s marine sciences network in
cooperation with domestic and foreign
organizations.

대외 협력체계 공고화
•KIOST 홍기훈 원장은 제38차 런던협약 및 제9차 런던의정서 합동과학그룹 총회
(2015.4.20~4.24, 영국 런던) 의장, 제37차 런던협약 및 제10차 런던의정서 합동당
사국 총회(2015.10.12~10.16, 영국 런던) 부의장으로서 전 세계적 해양폐기물 관련
현안이슈 해결논의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KIOST는 유엔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전세계 해양환경상태 보고 및 평가(UNRP)’ 프로
그램에 대응하는 한국 사무국으로서 UNRP 1차 주기의 산출물인 ‘제1차 세계해양환경평가보
고서’ 초안에 대한 우리나라측 검토 총괄을 담당하여 유엔해양법률국(DOALOS)에 대한 우리
나라 정부의 검토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제1차 세계해양환경평가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발적
신탁기금(20,000천 원)을 유엔해양법률사무국에 공여했다.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2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공동학술대회(2015.5.11~5.13,
중국 청도)를 개최하였으며, 본 행사에서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제8차 황해·동중국해
해양과학 국제 심포지움, 제4차 핵 안전을 위한 해양모니터링 및 방사성 핵예보시스템 개발
워크숍, 제6차 황해·동중국해 해양환경예보시스템 워크숍 등을 통해 그간의 협력사업 성과들
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제28차 정부간 해양학위원회(IOC) 총회 및 제48차 집행이사회(2015.6.15~25, 프랑스 파리),
제10차 IOC/WESTPAC 총회(2015.5.12.~5.15, 태국 푸켓), 2015 유엔세계해양환경평가
(UNRP) 전체작업반회의(2015.9.8~9.11, 미국 뉴욕),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관리위원회
(2015.5.12, 중국 청도),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2015.10), 제
37차 런던협약 및 제10차 런던의정서 합동당사국 총회(2015.10.12~10.16, 영국 런던) 등 해
양 관련 정부 간 회의에 참석하여 의제 분석 및 우리정부 측 대응을 지원했다.
•이태리 해양연구소(ISMAR), 러시아 해양연구소(IMB), 필리핀대학교 해양연구소(MSI)와 해
양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통해 해외 연구소들과 공통관심분야에서의 상호호혜
적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Consolid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Dr. Gi-Hoon Hong, the president of KIOST, lead the discussions on the global marine
wastes issues as a chairperson of the 38th Meeting of the Scientific Group of London
Convention(April 20-24, London, UK) and as a vice-chairperson of the 37th Meeting of
Consultative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to the London Convention and the 10th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to the Londong Protocol(October 12-16, London, UK).
•KIOST played an important role as the Korea Secretariat to respond to UN Regular
Process for Global Reporting and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social-economic aspects, so called UN Regular Process. KIOST was in
charge of reviewing the draft of the 1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orld
Ocean Assessment I) and submitting the comments of the Korean government to UN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DOALOS) after engaging in
discussion and mediation with Korean ocean experts. In addition, KIOST contributed
a voluntary trust fund (20 million KRW) for the UN Regular Process.
•Korea-China Joint Ocean Research Center(Korea-China Center), operated by KIOST
of Korea and FIO of China, hosted an event to mark its 20th Anniversary. At this event,
Korea-China Center reviewed the outcomes of the collaborative works and discussed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future through the 8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rine Sciences of the Yellow Sea and East China Sea, the 4th China-Korea
Workshop on Oceanic Monitoring and Development of Prediction System of
Radionuclide for Nuclear Safety, and the 6th China-Korea Joint Workshop on Marine
Environment Forecasting System for the Yellow Sea and East China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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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supported Korean governments at ocean related intergovernmental
meetings such as the 28th Session of the IOC Assembly and the 48th Session
of the IOC Executive Council(Jun 15-25, Paris, France), 10th Intergovernmental
Session of the IOC Sub-Commission for the Western Pacific(WESTPACX)(May 12-15, Phuket, Thailand), Ad Hoc Working Group meeting of the Whole
of the General Assembly for the UN Regular Process(Sep 8-11, New York, US),
Management Committee meeting of Korea-China Joint ocean Research
Center(May 12, Qingdao, China), Joint Commission meeting of the Korea-Peru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Center for Latin America(Oct 27,
Lima, Peru) by analyzing agendas, establishing counter strategies, and advising
Korean delegations at the governmental level.
•KIOST signed three Memorandum of Understandings for collaborations
in marine science technology with Institute of Marine Sciences of Italy
(ISMAR, Italy) and Russian Institute of Marine Biology(IMB, Russia), and
Marine Science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MSI). KIOST
established the foundations to strengthen KIOST’s mutual cooperation
with those institutes.

해양과학기술 대외 이전 및 역량 배양
•KIOST는 전 세계 해양과학분야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그동안 습득한 과학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이전 및 역량 배양에 이바
지하고 있다. 여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공적 개발원조사업(인도
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외 페루 기후변화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제안
한 KOICA 부처제안사업(700만 불)이 2015년 한국 정부로부터 최종 확정을
받아 2016년부터 수행될 예정이다.

Capacity 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As a leading institution in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all over the
world, KIOST is assisting developing nations through technology
transfer and by building capabilities in these countries, based on its
accumulated high-level knowledge and experience. In addition to
Official Developing Assistance(ODA) projects with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Bangladesh as a part of the Yeosu Project, KIOST will
carry out a KOICA’s Project, ‘Building the capacity for forecasting
regarding climate variability in Peru and its impact on the Marine
Ecosystem (7 million USD) from 2016, which was approv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15.

Research Supporting Activities

최신 국제동향 파악을 통한 국내 인프라 지원
•2015년 5월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중기회의(2015.5.18.~5.20,
부산)를 개최하고, 10월에는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연차총회
(2015.10.14~10.25, 중국 청도)에 참석하여 집행이사회, 재정행정위원
회, 과학평의회, 6개의 과학분과위원회 및 각종 워킹그룹 등의 주요 의제
에 적극 대응하고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차세대 과
학자들에게 국제학술대회에서의 발표와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3명의 신진과학자들의 총회 참석을 지원했다.
•KIOST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과 관련한 국제동향을 분석해
2015년 ‘국제해양과학기술동향집’을 총 5회 발간하였으며, 이를 원내·외
에 배포하여 관련 기관 및 정부에 실질적이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Support for Infrastructure of Korea through the latest International
Trend
•KIOST hosted the 13th PICES(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Inter-sessional Science Board Meeting(May 18-20, Busan, Korea). During
the 2015 Annual meeting of PICES(Oct 14-25, Qingdao, China), KIOST was
actively involved in the major agendas of the Executive Council, 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Science Board, 6 Scientific Committees
and all kinds of Working Groups, leading discussions on emerging issues,
and identified the latest research trends. KIOST supported 3 young and up
and coming scientists and provided them with the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research outcomes at an international level and build global
connections at meeting.
• KIOST has published ‘Global Ocean Science Technology Trends’
periodically, total 5 times in 2015, which analyzed global trends
regarding KIOST’s research projects and suggested ideas for the
future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and useful information for related
institutions and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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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운영 및 출판

전문도서관 운영

Ocean
Science
Library &
Publications

KIOST 해양과학도서관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지정한 해양분
야 전문정보센터로서 실질적인 국가 해양과학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연구자
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 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최대의 해양과학 연구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공유와 개방형 플랫폼의 첨단 디지털도
서관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FAO/ASFA의 Korean National Partner로 지정되어
한국해양수산정보 자료입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내 핵심저널에 수록된 논문의
서지정보를 색인 분석 입력 제공하여 국내 해양학자의 연구정보가 국제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해양과학도서관은 국내 최고 수준의 해양지식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국민 해양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해양과학 분야 전문학술
지인 OSJ와 OPR 발간을 통해 국내외 해양과학 지식
발굴과 해양과학 학술커뮤니케이션을 선도함으로써
해양지식 보급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he Ocean Science Library provides top-notch
infrastructure for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the field of marine studies and
offers maritime knowledge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the public. Additionally, it publishes
academic journals in the field of marine science
such as OSJ and OPR to promote and disseminate
maritime science and knowledge in bo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lead academic cooperation and discussion. Using
these resources, KIOST continues to assert itself
as a reputable base for the dissemination of
maritime knowledge.

Ocean Science Library
The Ocean Science Library (OSL) operates as an Oceanographic Information Center
and a national library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OSL has established
Korea's largest ocean science research database and provides a digital library with
an open platform to promote information sharing and to support research projects.
OSL was also designated as the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National Partner for Aquatic Sciences and Fisheries Abstracts
(ASFA), which houses Korea's ocean and fisheries database. The database allows
international access to Korean research data by offering and managing a
bibliographic search system

해양과학 전문학술지 발간
한국해양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는 영문학술지 『Ocean Science Journal(OSJ)』은 해
양학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SCIE에 등재되었으며, SpringerLink를 통해 전 세계 연구자에
게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해양과 극지분야의 『Ocean and Polar Research(OPR)』
는 전세계 최대의 국제 공개출판 학술지 DB인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에 등재된 바 있다. 이들 학술지는 모두 세계적인 학술지 인용색인 DB인 Elsevier의
Scopus 등재 학술지이며, 해양분야 우수논문 발표 및 KIOST 연구성과 확산의 장으로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Publication of Ocean Science Journals
The Ocean Science Journal (OSJ), an international scholarly journal on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published jointly by KIOST and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is being distributed worldwide through SpringerLink. OSJ will be
accredited to the Science Citation Index (SCI) in the near future. In addition, Ocean
and Polar Research (OPR) was registered in the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DOAJ), the world's largest open access journal database. Both OSJ and OPR are
included in Elsevier and Scopus databases, while maintaining their qualification
status through continuous assessments conduc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he two journals serve to promote both KIOST's research
accomplishments and outstanding papers in the field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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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포토뉴스

Photo News

2015. 1. 2.

2015. 1. 31.

2015 시무식
New year's kick-off ceremony

부산이전추진사무소 개소식
Opening ceremony of the Office of Promoting Relocation to Busan

2015. 3. 11.

2015. 4. 28.

PEMSEA 사무국장 내방
Courtesy call paid by Executive Director Stephen A. Ross, PEMSEA

제 1차 국가해양안전포럼
The 1st National Maritime Safety Forum

64  65

Appendix

2015. 5. 15.

2015. 5. 18.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방
Courtesy call paid by Minister Ki-June Yoo,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해양전략연구소 MOU 체결
MOU with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2015. 6. 19.

2015. 6. 30.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개소식
Opening ceremony of Jeju international Marine Science Research
and Logistics Center

개원 3주년 기념식
The 3rd anniversary celebration ceremony of 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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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2.

2015. 9. 2.

심동현 상임감사 취임식
Inauguration ceremony of Audior Dong-Hyeon Sim

포항 수중건설로봇 복합 실증센터 착공식
Groundbreaking ceremony of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ics
R&D Center

2015. 9. 17.

2015. 10. 14.

부산신청사 착공식
Groundbreaking ceremony of new KIOST complex in Busan

태평양 축 학생 우리원 방문
Courtesy call paid by students of Chuuk State, Micr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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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3.

2015. 11. 24.

이사부호 진수 명명식
Christening the 'ISABU', a cutting-edge marine science research
vessel

평화의집 김장봉사
Public outreach Campaign (kimchi sharing)

2015. 12. 4.

2015. 12. 15.

국립해양생물자원관 MOU 체결
MOU with 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

2015 성과보고회
The 2015 KIOST annual outpu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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