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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찾는 국민의 행복!
인류에 공헌하는 해양과학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들이 모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국내외 해양 문제를 해결하는
우수연구를 수행하고 미래의 인력을 양성합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인류에 공헌하는
연구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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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s Happiness Found in the Ocean!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Contributing to Humanity!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which gathers
together the finest researchers in the world, performs extraordinary research
and nurtures talented individuals for the future, in order to solve ocean-related
problems at both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We are taking the lead in
research that makes people happy and contributes to humanit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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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Greetings from the President

2018년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2017년 말에 KIOST 본원이 부산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2018년 7
월에는 부산 신청사를 터전으로 대양으로 나가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며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KIOST는 「바다에서 찾는 국민의 행복, 인류
에 공헌하는 해양과학기술」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수월성과 전문성을 갖춘 집단지성의 허브로, 또한 글로벌 해양 연구의 구심점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KIOST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의미 있는 연구성과도 있었습니다. ‘미세플라스틱 오염 영향 평가기술 확립 및 오염실태 규명’ 과제가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로 선
정되어 국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KIOST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를 활용하여 인도양 해역에서
세계 4번째로 새로운 심해 열수분출공을 발견하였으며, 서태평양에 KIOST의 이름을 딴 ‘키오스트 해산’을 세계 공식 지명으로 등재시켜 대한민국
의 해양과학기술력을 온 세계에 널리 알리는 값진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이어도, 가거초, 소청초에 세운 우리나라 3대 해양과학기지가 유엔 산하 국제 장기해양관측망인 ‘대양관측망 네트워크’에 등록되었고, KIOST
에서 개발한 KOOS(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가 ‘글로벌 해양자료동화 해양 전망’이라는 국제보고서에 게재되었으며, ‘2018년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쌓아가는 KIOST의 연구성과들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고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인구 증가와 자원 고갈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바다가 21세기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KIOST가 찾아내는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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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KIOST, 2018 was a meaningful year that brought new changes. At the end of 2017, KIOST headquarters finished relocating to Busan.
In July 2018, we held a declaration ceremony, which marked the beginning of a new voyage into the ocean with the new Busan office as
headquarters. With our new vision “Finding public happiness in the ocean,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contributing to mankind,” we
want to become a collective intelligence hub possessing the facility and expertise and the core of global ocean research. KIOST wants to
leap forward with the public.
We had significant research results. The task “Founding technologies for assessing the impact of microplastic pollution and investigating
the status of contamination” was selected as an Outstanding Achiev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2018, which
shows that KIOST's efforts to solve the country’s problems have been fruitful. Aboard the Isabu, Korea’s largest marine science research
vessel, we were the fourth in the world to find a new deep-sea hydrothermal vent in the Indian Ocean. In the Western Pacific, KIOST listed
“KIOST Sea Mount” as an official international geographical name. These valuable achievements promoted Korea’s maritime science and
technology on the world stage.
Additionally, Korea’s three major marine science bases in Ieodo, Gageocho, and Socheongcho were registered in OceanSITES, the
UN’s international long-term sea monitoring system. The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KOOS), developed by KIOST, was
published in an international report entitled GODAE OceanView. KIOST was also selected as an excellent institution for 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 and start-up in 2018.
KIOST’s accumulating research results will become a competitive advantage for Korea and a lighthouse for the future of mankind. Faced
with population growth and resource depletion, the ocean is seen as a growth engine that will lead the 21st century.
Support KIOST as we create Korea’s future hope in the infinite possibility of the ocean. Thank you.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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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IOST

인력현황 Personnel

183 명
115 명
27 명

2명

342 명

15 명

총계

임원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Total

Board Members

Research Scientists

Technician / Specialists

Admin. Assistants

Tech. Supports

재정현황 Financial Activities

건물 및 부지 현황 Headquarter & Branches

Million KRW

건물 Building Area

159,726 백만 원

71,827.79 m

수입

부지 Ground Area
2

334,198.6 m

2

(단위: 백만 원)

정부출연금

85,121

자체수입

74,605

정부수탁

67,297

민간수탁

4,100

기타연구

500

기술료

600

기타

2,108

총계

159,726

지출

(단위: 백만 원)

인건비

37,944

직접비

91,962

주요사업

38,448

정부수탁

49,214

민간수탁

3,800

기타연구

500

경상운영비

9,504

기타

20,316

시설비

15,850

기타

4,466

총계

159,7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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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6 m
95,890 m
2

2

동해연구소
East Sea Research Institute

44,059.79 m
159,633.6 m

2

13 ,100 m
62,146 m

2

2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산 본원)
Headquarter

남해연구소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6 , 612 m
16,529 m

2

2

제주국제해양연구 지원센터
Jeju International Marine Science Center
for Research and Education

KIOST Annual Repo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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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현황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논문 Research Paper(SCIE)

2017년       

2018년

특허 Patent

2017년       

220 건

2018년

출원 Application

228 건

78 건

97 건
국내

82건

국내
68건

기술이전 Technology Transfer

계약명

책임자

계약일

실시자(실시기업명)

해양 환경 피해 저감 기술(재계약)

정경태

2018.03.01

㈜코리아오션텍

국외

국외

15건

10건
고파랑 대응 소파블록

오영민

2018.03.09

㈜인디고존

고리매개 등온증폭법 기반
이리도 및 노다바이러스 검출기술

이택견

2018.03.23

㈜서린바이오사이언스

해양생물 제어장치(재계약)

명정구

2018.04.01

오션파트너즈㈜

피라미드식 강제어초(재계약)

명정구

2018.06.22

금상건설㈜

대왕범바리의 양성 및 수정란
생산기술

노충환

2018.08.31

다오리씨푸드
(베트남기업)

굴패각을 활용한 수중구조물
인공어초 및 해중림초 제작기술

윤길림

2018.11.05

㈜풍원석회

해중림의 지속 성장을 위한
조식동물 침입방지 장치

김민석

2018.12.10

㈜해영이엔지

2017년

2018년

등록 Registration

112 건

57건
국내

피라미드식 강제어초

명정구

2018.12.31

㈜우미

수저오염퇴적물 정화처리 시스템

김경련

2018.12.31

에이치플러스에코㈜

복수의 그룹 빔 형성기법을
이용한 수중음원 방향성 탐지 기술

조성호

2018.12.31

㈜에이더블테크놀러지

신형식 합성 기둥/타워 비선형
해석 프로그램 솔버 엔진 3.0

한택희

2018.12.31

에프이에이코리아㈜

표층수 흐름을 관측하는 표류부이

송규민

2018.12.31

㈜리버앤씨

Energy Harvesting Technique을
박요섭
이용한 파력엔진 개발

2018.12.31

㈜유에스티21

무선 다층 수중 환경 측정장치

2018.12.31

㈜시스코어

101건
국내

53건

국외

강돈혁

11건

국외
4건

2017년

2018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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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8 KIOST 뉴스

History

2018 KIOST Main News
김웅서 신임원장 취임

“해양과학기술을 통한 비전 제시

Woong-Seo Kim inaugurated as new director

세계적 해양강국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 양성
쉼 없는 전진과 눈부신 성과의 KIOST”

2018년 5월 17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대 원장으로
김웅서 책임연구원이 취임하였다.
On May 17, 2018, KIOST’s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Woong-Seo Kim became its tenth director.

1973
10. 30

1990
06. 01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창립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KORDI) was established under KIST

재단법인 한국해양연구소 설립
(KIST로부터 분리독립)
Separated from KIST

2001
01. 01

2004
04. 16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Adopted new corporate identity

극지연구소 부설기관으로 승격
(인천 송도)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KOPRI)
established in Incheon as independent
subsidiary body

2012
07. 01

2014
01. 0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명칭 변경
Renamed as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KIOST)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설기관으로
승격(대전 유성)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KRISO)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subsidiary body

2017
12. 2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 이전
(부산 동삼혁신지구)
Relocation of the head office of the KIOST
to Busan Science & Technology(KIOST)

2018
05. 17

Jan.

May

18. 1

18. 5

KIOST, 울릉도·독도 수중사진전 개최

서태평양에 ‘키오스트 해산’ 명칭 확정

KIOST holds Ulleung-do and Dok-do
underwater photo exhibition

‘KIOST Sea Mount’ confirmed in the
Western Pacific

KIOST의 부산 이전을 기념하여,
부산시청(1.16-25)과 영도문화예술회관
(1.29-2.8)에서 ‘2016 울릉도·독도
국제초청 수중사진 촬영대회’의 입상작
총 25점을 전시하였다.

이사부호의 탐사 중 발견한 북태평양
괌 동측 공해상에서 수중화산을 발견하고,
‘키오스트 해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 이 명칭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0월 국제 공식지명으로
등재되었다.

Celebrating KIOST’s relocation to Busan,
25 winning entries from the 2016 Ulleungdo and Dok-do International Invitation
Underwater Photo Contest were exhibited
at Busan City Hall (1.16-1.25) and Youngdo
Culture & Arts Center (1.29-2.8).

During Isabu’s voyage, an underwater
volcano was discovered in the open waters
east of Guam in the North Pacific. It was
named “KIOST Sea Mount.” The name was
reviewed by the Korean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and added as an
international geographical name in October
201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10대 김웅서 원장 취임
Woong-Seo Kim was inaugurated as the
10th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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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아트 전시 개최
Micro-art exhibition
KIOST와 국립해양박물관이 공동으로
〈오션 사이언스 아트 : 바다, 미시, 미감〉
전시를 개최하고, 김웅서 원장 등이
출연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KIOST and the National Maritime
Museum co-hosted the exhibition Ocean
Science Art, and Director Woong-Seo Kim
and others gave a talk.

글로벌비전선포식 개최

인도양 열수분출구 발견

Global Vision Declaration

Discovery of deep-sea hydrothermal vents in the
Indian Ocean

2018년 7월 13일, 부산 본원에서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한
외빈과 부산시민 약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신청사 개청 글로벌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On July 13, 2018, the Global Vision Declaration
for the Opening of Busan Headquarters was
held with the Vice Minister of Minstry of Oceans
and Fisheries Kang Joon-Suk and Mayor of
Busan city Oh Keo-don, with 700 Busan citizens
attending.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의 이사부호 항해 중
인도양 공해상에서 새로운 심해 열수분출공을
발견하고, 그곳의 생태계를 이룬 극한생물시료를
대량으로 확보하였다.
During RV ISABU’s voyage from May to June 2018,
a new deep-sea hydrothermal vent was discovered
in the international waters of the Indian Ocean.
Large quantities of organism samples were acquired
from extremely cold regions.

Jul.

Sep.

Oct.

Dec.

18. 7

18. 9

18. 10

18. 12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지, 세계 해양관측망과 협력
Korea’s marine science base cooperates with
global marine observation networks
KIOST와 국립해양조사원의 협력으로 우리나라의 3대
해양과학기지(이어도, 신안 가거초, 옹진 소청초)가 유엔 산하의
‘대양관측망 네트워크’에 등록되었다.
With the cooperation of KIOST and the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Korea’s three major marine science bases
(Ieo-do, Shinan Gageocho, and Ongjin Socheongcho) have been
registered in the United Nations’ Ocean SITES.

KIOST, 201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및
우수기관 선정
KIOST listed in top 100 for excellent results i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voted excellent institut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하는 「2018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에 KIOST 홍상희 박사(책임연구원) 연구팀의
과제가 선정되고, 연구소기업을 설립 등의 공을 인정받아
「2018년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The research assignment of Dr. Hong Sang-hee (senior
researcher) of KIOST was listed in the 2018 Excellent Results
in R&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lso, in recognition of its contribution to establishing
a research institute, KIOST was voted an Excellent Institution
for 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 and Start-up
in 2018.

11

2018연보_내지_part1 (3).indd 11

2019-04-02 오전 11:01:09

조직도
Organization Chart
이사회
The Board

감사부
Division of Audit &
Inspection

감사

원장

Auditor

President

부원장
Vice President

혁신조정실
Innovative
Coordination
Section

·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Korea-China Joint Ocean
Research Center

· 한페루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Korea-Peru Joint Ocean Research Center

· KIOST-NOAA Lab
· KIOST-PML Lab

연구개발부
국제협력부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 태평양해양과학기지

Research Project
Development
Division

· 연구개발실

Korea · 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Research Project Development
Affairs Section

· 연구관리실
Research Project Services
Section

· 미래전략실

· 기술사업화실

Strategy Section

· 해양법 제도연구실
Oceans Law & Legal Regime
Research Section

· 해양신산업연구실

해양정책연구소

Technology Transfer &
Commercialization Section

Ocean Policy
Institute

Ocean Innovative Market Research
Section

· 기획실
Planning Section

· 예산실
Budget Section

· 홍보실

기획부
Management
and Planning
Division

Public Relations Section

· 인사실
Human Resources Management Section

· 총무시설안전실
General Affairs & Safety and Security
Section

· 재무실
Account Section

· 구매실
Procurement Section

행정부
Operation and
General Business
Support
Division

· 이사부호기반시설건설사업단
Task Force for Construction of RV ISABU
Suppor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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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전문적인 연구와 분야 간 융합이 가능한 조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과학기술 연구 기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민의 행복과 인류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KIOST) is being shaped into the world’s best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through specialized research and is an organization
in which the convergence of different fields is possible. We are contributing to the happiness of citizens
and development of humanity with a sincere and responsible attitude.

해양환경·기후 연구본부

해양자원연구본부

해양공학연구본부

해양영토연구본부

해양연구기반부

Marine Environmental &
Climate Research Division

Marine Resources
Research Division

Coastal & Ocean
Engineering Division

Marine Domain Management
Research Division

Ocean Research, Operations &
Support Department

· 해양방위 안전연구센터

· 해양위성센터

· 해양순환 기후연구센터

·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

Ocean Circulation and Climate
Research Center

· 해양생태연구센터

Marine Biotechnology Research
Center

· 심해저광물자원연구센터

Marine Ecosystem Research
Center

Deep sea Mineral Resources
Research Center

· 해양환경연구센터

· 대양자원연구센터

Marine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 해저활성단층연구단
Marine Active Fault Research
Center

Global Ocean Research Center

· 해양생물자원연구단
Marine Bio-Resources Research
Unit

· 연안개발 에너지연구센터
Coastal Development and
Ocean Energy Research Center
울돌목조류발전기지
Uldolmok Tidal Power Station

· 해양 ICT 융합연구센터
Maritime ICT R&D Center

· 수중건설로봇사업단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ics Unit

Marine Security and Safety
Research Center

· 해양재난 재해연구센터
Marine Disaster Research
Center

· 관할해역지질연구단
Korean Seas Geosystem
Research Unit

Korea Ocean Satellite Center

· 해양기기개발 운영센터
I nstrumental Development &
Management Center

· 해양과학데이터운영실
Ocean Data Science Section

· 해양학술정보실
Ocean Science Library

· 정보전산실
 omputing Information
C
Section

통영해양생물 자원기지
Tongyoung Marine Living

· 종합연구선견조사업단
Research Vessel Building Unit

East Sea

Jeju Island

South Sea

남해연구소

동해연구소

제주연구소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East Sea Research Institute

Jeju Research Institute

· 생태위해성 연구부
Ecological Risk Research Division
위해성분석연구센터

East Sea Environment Research
Center

Risk Assessment Research Center

연안침식연구팀

선박평형수연구센터

Coastal Morphodynamics Team

Ballast Water Research Center

KIOST스쿨
KIOST School and Academic
Programs Division

· 동해환경연구센터

· 해양시료도서관
Library of Marine Samples

· 연구선운영실
Vessel Management Section
연구선관측팀
Marine Observation Team

· 제주특성연구센터
Jeju Marine Research Section

· 운영관리실
General Management Section

· 독도전문연구센터
Dokdo Research Center

· 운영관리실
General Management Section

·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Ulleungdo·Dokdo Ocean
Research Station

연구선운항팀
Vessel Operation Team

· 운영관리실
General Managemen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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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추진전략
Vision and Strategy

해양 신산업 발굴, 육성 및
산업화 기반 기술 개발
Discovering and cultivating marine
new industries and Development of
Industrialized-based Technology

도전적 융복합연구로
선도적 해양과학기술 역량 강화

국가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체계적 해양과학기술 지원

Reinforce leading maritime science and
technology capabilities through
challenging convergence research

Systematic support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for national and social issues

경영목표
Managerial objective

핵심가치
Core value

1

2

3

4

수월성

책임성

개방성

공정성

Effectiveness

Responsibility

Openness

Fairness

· 세계최고수준의 우수연구
A Study on the World’s
Highest Level of Excellence

· 우수인력양성 및 유치
Training and hosting of
outstanding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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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해양현안문제 해결
Solv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problems

· 국제사회 공헌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society

· 산·학·연 협력 및 연계 강화
Strengthening the links and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partners

·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Collaborative use of research
infrastructure

·	공정하고 질서있는 상생의
조직문화
A fair and orderly culture of
organization

· 투명·윤리 경영
Management in transparent and
ethical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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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

바다에서 찾는 국민의 행복,
인류에 공헌하는 해양과학기술

Development of the national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and secur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happiness of the people at sea,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contributing
to the humanity

임무

비전

Mission

Vision

추진전략
Strategy

임무중심 조직 운영 및
과제 대형화

공정·윤리기반
연구중심 경영체제 확립

Mission-driven organization
operations and enlargement of
research assignment

Establishment of management
system for research center based
on fairness and ethicality

4차산업혁명 대응
해양산업 허브 조성

국민생활 공감형
협력연구 수행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reating
a marine industry hub

Conducting a collaborative
research on a feeling of
nation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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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RESEARCH
ACTIVITIES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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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환경·기후연구본부
Marine Environmental & Climate Research
Division
2	해양자원연구본부
Marine Resources Research Division
3	해양공학연구본부
Coastal & Ocean Engineering Division
4	해양영토연구본부
Marine Domain Management Research Division
5	해양연구기반부
Ocean Research, Operations & Support
Department
6	해양정책연구소
Ocean Policy Institute
7	남해연구소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8	동해연구소
East Sea Research Institute
9	제주연구소
Jeju Research Institute
10	2018 논문목록
2018 Paper List(SCI, S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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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기후연구본부에서는 해양환경과 기후변화를 진단·예측하고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감시를 위해 해양관측망을 구축하고 수치모형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부영양화와 방사능과 같은 인위적 오염의 영향과 한반도
주변해와 대양에서 물질순환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기후와 환경의 압력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물리, 화학, 지질, 생물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우리원의 해양과학기술 개발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The Marine Environmental & Climate Research Division conducts research to
understand and predict marin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s and how
these pressures affect a marine ecosystem. Establishing ocean observation
systems and developing numerical modeling techniques is essential for
climate monitoring. Environmental studies target biogeochemical processes
in the marginal seas and open ocean as well as pollution issues resulting from
eutrophication and radionuclides. Through these studies fused by physical,
chemical, geological and biological experts and focusing on understanding
ecosystem structure and response to climate and environmental change,
the Division plays a fundamental role in KIOST’s ocean science and technical
development.

Marine
Environmental &
Climate Research
Division
해양환경·기후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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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상호작용 및 태풍
급강화 현상 연구
Study on air-sea interactions and
process of rapidly intensifying typhoons
in the Northwestern Pacific
02	인공지능 기반 양식장 해역
환경관리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marine environment
monitoring and management system in
aquafa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03	인도양 중앙해령대 심해열수공
생명시스템 이해
Understanding the deep-sea biosphere
near hydrothermal vent systems in the
Central Indian Ridge

04	탄성파 해양학을 활용한 수층 혼합 구조
가시화와 정량화 연구
A study on the visualization and
quantification of the ocean mixing using
seismic ocea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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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해양환경·기후연구본부

01.
연구책임자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상호작용 및
태풍 급강화 현상 연구

강석구 / 책임연구원
Sokkuh Kang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skkang@kiost.ac.kr

Study on air-sea interactions and process of rapidly intensifying
typhoons in the Northwestern Pacific
태풍은 북서태평양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해양-대기 현상으로서, 지구전향력이 존재하고, 해
표면의 수온이 높게 나타나는 저위도에서 많이 발생한다. 태풍은 북서진하면서 강화되거나 약
화되며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에 상륙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북서태평양 난수괴 해역을 통과하면서, 난수성 에디로부터 막대한 해양 에너지를 받아 태
풍이 하루 만에 30노트 이상 강화되는 급강화 특성이 나타나는데, 급강화 태풍은 통상 4-5등
급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다. 태풍 예측 모델은 급강화 현상에서 예측에 많은 오차를 보이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큰 오차가 단기간의 해양-대기 상호작용 현상과 관련된 모수화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가설 하에, 북서태평양에서 태풍 통과 시 해양-대기 상호작용 이해
를 위한 해양과 대기에서의 다양한 변수를 관측하는 하계 현장 조사(그림 3, 4)와 모델링(그림
1)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하계 9월 ~ 10월 시기 중 모두 5개의 태풍이 조사해역과
인근 해역을 통과하였으며, 이례적으로 모두 최고 5등급 태풍까지 강화되었다.
Typhoons, phenomena of air-sea interactions in the Northwestern Pacific (NWP), intensify
or weaken during northwestward movement, causing heavy damage upon landing in
areas such as Japan, Korea, China, and Taiwan. In particular, typhoons, in the process of
rapid intensification (RI) can reach a wind speed of higher than 30 knots over 24 hours.
Over warm eddies in the NWP, this intensity can lead to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trong typhoons with Categories of 4 and 5. The typhoon forecasting model does not
accurately forecast typhoon intensity. Under the assumption that such a large forecasting
error is probably due to the lack of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yphoon-ocean interaction,
a research program with summertime measurements is being carried in the NWP (Figs.
3 and 4); a modeling study is also being conducting (Fig. 1). Between September and
October 2018, the five typhoons near the study area in the NWP intensified to Category 5.

MANGKHUT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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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발생한 세계에서 가장 강한 태풍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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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태풍 망쿳의 관측 강도(미해군연구소) 및 한, 미, 일 예보기관(JTWC, KMA, JMA)의 강도 예측 결과
Fig. 1. Observed Intensity of typhoon Mangkhut(NRL) and intensity forecasting results by major institutes(JTWC,
KMA, JMA)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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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ctivities
Marine Environmental & Climate Research Division

All observation in 2018
27°N

그림 2(좌). 2018년 8월31일~9월22일 실시한 관측기간
중 조사한 북서태평양 관측해역 및 통과한 태풍 ‘제비’ 및
‘망쿳’ - 1등급(초록)에서 5등급(자주)까지의 강도 변화를
색깔로 표기함.
Fig. 2(left). Measurement area in the Northwestern
Pacific during cruise from August 31 to September
22 and two tracks of typhoons, JEBI and MANGKHUT,
during observation period - Category 1 (Green) to
category 5 (purple) are represented in terms of color in
the figure.

33°N
31°N

25°N

29°N
23°N
27°N
21°N

25°N
23°N

19°N
21°N
17°N

19°N

그림 3(우). 조사 기간 중 투하한 표층 부이의 거동 및
태풍의 궤적(실선) - 태풍 궤적의 색깔은 태풍 강도를
나타냄.
Fig. 3(right). Movements of surface drifters deployed
during observation and tracks(solid line) of typhoons
during observations. - The colors of typhoon tracks
denote the categories of typh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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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태풍 통과 전(좌측 상) 및 통과 후(좌측 하) CTD 관측에서의 열용량 변화 - 태풍 통과 전의 CTD 관측점(우상) 및 통과 후 관측점(우하)이 하얀색 상자로 표기됨. 태풍 통과 후
수온의 용승 특성(우측 하)이 뚜렷이 나타남.
Fig. 4. Change of ocean heat content(OHC) before(left upper) and after (left down) typhoon Mangkhut - Left figures with white box shows the CTD casting station before
typhoon(right upper) and after typhoon(right down). The upwelling feature(right down) appears clearly after typhoon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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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해양환경·기후연구본부

02.

인공지능 기반
양식장 해역 환경관리시스템 개발

연구책임자

최상화 / 책임기술원
Sang-Hwa Choi / Principal Research Specialist
choish@kiost.ac.kr

Development of marine environment monitoring and management
system in aquafa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17년부터 진행된 이 연구는 먹이 급이 등 양식 활동과 양식장 구조물의 존재로 인한 해양오
염 잠재력이 큰 양식장 설치 해역의 해양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수층과 생태계, 퇴적물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
여 통영해양생물자원기지에서 현장시험을 수행했으며, 예측 기술 확보를 위해 해양혼합과 생
지화학이 접합된 하위생태계 역학모형과 인공신경망 자료기반모형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수층 모니터링을 위해 표층 부이와 열염분기록계(TSG, Thermosalinograph), 수층 프로파일러
운영기술을 확보하였다.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해 엽록소 a와 일차생산력의 현장연속관측 운영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플로우캠(FlowCAM)을 이용해 표층해수 중 식물플랑크톤을 자동으로 검
출하는 기술을 개발·시험하였다. 퇴적물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통해 연안 양식장에서 활용 가능
한 벤틱랜더(Benthic lander)를 제작하여 양식장 해역 퇴적물의 유기물 분해율과 영양염 플럭
스를 산출하였다. 예측기술 개발을 통해서는 표영생태계와 저서생태계를 접합시킨 역학모형을
수립하였으며, 텐서플로우(TensorFlow)를 이용한 자료기반모형 시범개발을 통해 역학모형 결
과물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원천기술은 다양한 해양조사 연구사업과 수산·양식
관련 현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has been in progress since 2017 and aims to develop a management system and
the source technology for marine environment monitoring in aquafarm areas where there
is high potential for contamination of both organic substances and nutrients. In this study,
we have tested the developing techniques to monitor surface seawater and the water

퇴적물 경계면에서의 물질플럭스 측정을 위한
벤틱랜더(위), 현장 설치과정(아래)
Benthic lander for material flux measurements at the
seawater-sediment interface

column, ecosystem, and seawater-sediment interface at the KIOST Tongyoung Marine
Living Resources Station. In addition, we have developed the low-trophic level ecosystem
dynamics model and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data-driven model for ecosystem
prediction. For physical and chemical parameters in monitoring of surface seawater and the
water column, we have deployed and operated a surface buoy, TSG (Thermosalinograph),
and profilers for 18 months. For ecosystem monitoring, we measured chlorophyll-a levels
and primary production both in-vivo and in-situ. We have also developed the autosampling and cleaning unit for FlowCAM to automatically obtain the phytoplankton
abundance in surface seawater. For seawater-sediment interface monitoring, we made a
small-sized Benthic lander for shallow water and estimated benthic nutrients and carbon
fluxes from sediments to the water column. For ecosystem prediction, we have developed
and improved a pelagic-benthic coupled ecosystem dynamics model. In addition, we have
developed a data-driven model based on deep learning by using the TensorFlow. The
source technology developed in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various research on ocean
observations and actual operations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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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해양환경·기후연구본부

03.

인도양 중앙해령대
심해열수공 생명시스템 이해

연구책임자

김동성 / 책임연구원
Dongsung Kim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dskim@kiost.ac.kr

Understanding the deep-sea biosphere near hydrothermal vent systems
in the Central Indian Ridge
본 연구는 인도양 중앙 해령의 심해 열수분출공과 같은 특이한 환경 및 생태계의 구조 특성을
규명함과 동시에 극한환경에 적응한 생명 기능을 해석함으로써 생명의 기원을 추적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2018년 연구 조사선인 이사부호를 활용하여 인도양 열수구의 동물 다양성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 및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인도양에서 새롭게 발

Bathymodiolus marisindicus

Neolepas marisindica

Bathymodiolus sp.2

Limpet sp.

Austinograea rodriauez

Rrmicaris kairei

Alviniconcha sp.

Munidopsis laticorpus

Eochionelasmus sp.

Chrysomallon squamiferum

견된 열수구인 ONNURI VENT FIELD(OVF)에서 다양한 열수 생물들을 획득하는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환경 자료들도 확보하는 쾌거를 얻었다. 이러한 심해 열수구의 정밀 탐사
기술 노하우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과학 분야의 국제 경쟁력
을 고양하게 될 것이다. 또한, 획득된 정보들은 열수구와 같은 극한 환경에 적응한 생명들의 적
응 기작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The ultimate aim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life’s origins by
analyzing a peculiar environment and ecosystem structures of hydrothermal vents found
along the Central Indian Ridge., as well as to comprehend the functional adaptions present
in such extreme environments. In 2018, a field campaign on board the RV ISABU,
investigated the environmental and ecosystem characteristics of the hydrothermal vent
system,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biodiversity of micro- and meiofauna. The 2018
campaign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intended goal of obtaining various hydrothermal
fauna and important environmental data from the ONNURI VENT FIELD (OVF), a newly
discovered hydrothermal vent field in the Indian Ocean. In exploring the deep-sea
hydrothermal vents by utilizing the precise technology on the RV ISABU, KIOST is able
to compete internationally in the field of deep-ocean science through the production of a
relevant database and survey know-hows. Based on continuing research and the resulting
information, this projec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evolution of
adaptations necessary for living organisms to survive in the extreme environment of
hydrothermal vents.

인도양 열수 해역에서 채집된 생물
The fauna on hydrothermal vent fields collected from
the Indian Ocean

Onnuri vent field

Edmond

Soiltaire

인도양 탐사에서 촬영된 열수분출공 사진(좌측부터
Onnuri vent field, Edmond, Soiltaire)
Photographs of hydrothermal vents taken from the
Indian Ocean using TV grab(From left: OVF, Edmond,
Solit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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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구책임자

탄성파 해양학을 활용한
수층 혼합 구조 가시화와 정량화 연구

이상훈 / 책임연구원
Sanghoon Lee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sanglee@kiost.ac.kr

A study on the visualization and quantification of the ocean mixing using
seismic oceanography
최근 해양 지질 및 지구 물리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던 탄성파 원리를 수층에 적용하여 수층의
분포 및 구조를 영상화하여 연구하는 탄성파 해양학이 활발하게 수행되기 시작했다. 해저활성
단층연구단은 2018년 하반기부터 수층 내 탄성파 신호 처리 등 탄성파 해양학에 필수적인 기
초 과학·기술을 확보하여(그림 1) 동해와 서태평양 해역에서 수층의 혼합 구조를 영상화하고 정
량화하는 탄성파 해양학 연구를시작하였다. 탄성파 해양학은 정점 위주의 기존 해양물리 연구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수층 혼합과 같은 역학 특성을 가시화하고 정량화여 해양 순
환 모델·예측 연구 분야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Seismic oceanography is a study for visualizing distributions and structures of the interior
ocean by applying seismic principles used in marine geology and geophysics. The MARU
succeeded in imaging the Yellow Sea Bottom Cold Water which has significant effects on
climate, environment, and fishing (Fig. 1). The MARU recently undertook visualization and
quantification of ocean mixing in the East Sea and the Western Pacific Ocean. The MARU
seeks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ocean circulation, mixing, and prediction by
visualizing and quantifying ocean dynamic characteristics.
CDP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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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탄성파 해양학을 활용하여 획득된 황해 중부 수층구조의 영상도
Fig. 1. Visualization of ocean structures in the mid YellowSea using seismic ocea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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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연구본부는 해양 생물자원 및 광물자원의 확보와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신자원
발굴을 위한 대양 및 극한지 탐사를 수행하고 있다.

Marine Resources Research Division carries out research activities to secure bio
and mineral resources and explores extreme ocean environment for the new
potential resources.

Marine
Resources Research
Division
해양자원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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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 단백질 기반 바이오메디컬 소재 개발
Development of Biomedical materials
based on marine proteins

02	국제해저기구 의무이행 및 심해저
개발역량 확충연구
Fulfillment of obligations accruing from
the contract with the ISA and capacity
building for the commercial mining of
polymetallic nodules

03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Exploration of seafloor hydrothermal
deposits and Fe-Mn crusts in the
southwestern Pacific and Indian oc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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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golden seed lines of
gro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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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해양자원연구본부

01.
연구책임자

해양 단백질 기반
바이오메디컬 소재 개발

이정현 / 책임연구원
Junghyun Lee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jlee@kiost.ac.kr

Development of Biomedical materials based on marine proteins
본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중심이 되어 세계 최초로 해독·분석한 고래 유전체의 결과
를 바탕으로 신약 개발을 위한 단백질 기반 비임상 후보 진입이 가능한 물질을 개발하는 중이
다. 약 6,000만 년 전에 육상에서 생활하던 포유류이었지만 해양환경에 적응한 고래와 같은 해
두꺼운
피하지방

양 포유류의 특이한 생리적 특성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여 인간 질환 기작 이해의 아이디어를

반복된
잠수 및
해수 생활

제공하거나 해양단백질 활성을 이용하여 단백질 의약소재 개발을 목표로 한다. 해양 포유류의

숨을 참고
장시간 잠수

생리적 특성인 저산소증 저항성, 빠른 상처 치유능과 관련된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Fibroblast
염도 높은
바다 생활

Growth Factors, FGFs)와 기타 해양동물 유래 유전자(단백질)의 분자진화 및 조절 기작을 규명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래류 유래 섬유아세포 성장인자의 대사성 질환 치료능 및 상처 치유 효
능을 분석하고 단백질 개량을 통해 과제를 수행 중이다.
We are developing protein drug candidates for non-clinical tests based on research of the

고래의 생리적 특징

whale genome that has been sequenced and analyzed mainly by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We aim to understand and clarify human disease mechanisms by
studying the unique physiological features of marine mammals that are adapted to the
aquatic environment. We also hope to create a non-clinical drug candidate composed of
therapeutic recombinant marine proteins that is based on the genetic characteristics of
스트레스 연구

marine mammals. We are also investigating molecular evolution and action mechanisms
of marine animal-derived proteins as well as cetacean FGFs (Fibroblast Growth Factors)

노화 연구

related to cetacean-specific physiological features such as hypoxia resistance and fast

당뇨 연구

wound healing. We are researching both the therapeutic activity of cetacean FGFs on

신장 질환 연구

metabolic diseases and/or wound healing and the development of FGFs as therapeutic
proteins.

비만 연구

심혈관계 질환
연구

퇴행성 뇌질환
연구

향후 연구

고래 유전체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
Information from whale genome analysis

해양유전자/단백질
정보 데이터 마이닝

해양단백질
의약 활성 검증
난발현
해양단백질
발현

물성/효능 최적화
구조기반
해양단백질
효능 개선

바이오메디컬 소재
비임상후보 물질 도출
(TRL 6단계)

연구 과제 개요
Overview of research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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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책임자

국제해저기구 의무이행 및 심해저 개발역량
확충연구

지상범 / 책임연구원
Sangbum Chi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sbchi@kiost.ac.kr

Fulfillment of obligations accruing from the contract with the ISA and
capacity building for the commercial mining of polymetallic nodules
본 과제에서는 태평양 공해상에 위치한 대한민국 단독개발광구의 심해저에 분포하는 망간단
괴 자원개발을 목표로, 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관리와 개발권 획득을 위한 정밀환경자료 확보
및 자원량 평가 지침 개발, 심해저 광물자원 상업개발 단계 진입을 위한 상업개발 전략수립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연구과제에서는 광구해역 탐사를 통해 망간단괴
가채량 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기반구축을 위한 자료를 획득하였다. 또한 정밀 개발 타당성(경
제성) 평가 및 심해저 광물자원 국내법 입법을 추진하였다.
The main purposes of this project are acquisition of environmental data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stablishment of guidelines for both resourc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xclusive exploration rights, application of polymetallic nodules for
exploitation rights, shaping of development strategies and establishing a cooperative
network to advance toward the commercial mining stage. During this past year, we

광구 내 거대 저서생물
Megabenthos in KR5 block

assessed the minable abundance of manganese nodules and studied the environmental
impact through exploration of Korean contracted areas. Also, we carried out a precis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for commercial development and the potential to draft
domestic legislation regarding the deep seabed miner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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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해양자원연구본부

03.
연구책임자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손승규 / 책임연구원
Seungkyu Son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skson@kiost.ac.kr

Exploration of seafloor hydrothermal deposits and Fe-Mn crusts in the
southwestern Pacific and Indian oceans
2018년 연구과제에서는 인도양 공해상에 확보한 해저열수광상 탐사광구를 대상으로 열수광체
의 형성을 확인하기 위한 탐사를 수행하였다. 탐사광구 북쪽의 1-3구역에서 수행된 해저면 관
측을 통해 모두 3곳의 활동성 및 비활동성 열수광체를 확인하였다. 탐사구역 1에서 확인된 비
활동성 열수광체는 확장축에 인접한 사면부의 침강구조를 따라 분포하는데, 이는 해양핵복합
체(OCC) 구조의 형성과 관련된다. 탐사구역 2에서는 확장축 사면의 단층대를 따라 2곳의 비활
동성 광체 군집이 확인되었다. 탐사구역 3에서는 비변환경계에 형성된 OCC 구조의 정상부에
서 활동성 열수분출대를 발견하였다. 새로 발견된 열수분출대는 탁도 변화 없이 산화환원전위
변화가 큰 것이 특징이며, OCC 구조를 형성한 분리단층을 따라 공급된 열수에 의해 형성된 것
으로 판단된다.
In 2018, a research cruise was designed to study the massive sulfide deposits within the

탐사구역 1에서 확인된 비활동성 열수광체 분포
사진(왼쪽) 및 채취된 열수광체 사진(오른쪽)
Photographs of inactive vent field observed in Cluster
1 (left) and photographs of massive sulfide deposit
samples (right)

Korean exploration area. During the 2018 cruise, we performed seafloor observations and
identified new active and inactive vent fields at three locations. Inactive chimney clusters
were found in the Western flank of Cluster 1 at the topographic depression parallel to
the spreading axis,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formation of ocean core complex (OCC).
Another two hydrothermal fields were found on a typical abyssal hill of a symmetrical
section in Cluster 2. The active vent field, characterized by significant ORP anomaly without
optical backscattering, was discovered at the summit of the OCC in Cluster 3. OCC forming
a detachment fault might be a primary path for hydrothermal fluid at this off-axis location.

탐사구역 3의 OCC 구조 정상부에서 발견된 활동성
열수분출대 사진
Photographs of active hydrothermal field discovered
at the summit of OCC structure formed in the Cluster 3
(insert)

Item

-8

CTD
-9

-10

MOCNESS

Acquired Plankton samples from Water
columns(2 stations)

Rock
Dredge

Acquired Rock & Chimney samples from
seabed(4 stations)

DSC

Acquired Seabed Image Data from seabed(16
lines, 92km)

MB

Multi Beam 436km(2 lines, 436km)

MC

Acquired Sediment samples from seabed(7
stations)

-11

-12

Remark
Acquired physio-chemical data and water
samples from seawater columns(21 stations)

CTD TOYO

Acquired physio-chemical data from seawater
columns(9 lines, 92km)

TVGrab

Acquired Rock & Chimney & Sediment samples
from seabed(4 stations)

-13

-14

Net
66

67

68

Acquired Plankton samples from Water
columns(4 stations)

2018년도 탐사 수행내용 요약
Summary of survey items operated in the 2018 cru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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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ctivities
Marine Resources Research Division

04.
연구책임자

노충환 / 책임연구원

바리과 어류의 수출형 고부가 육종품종 개발

Choonghwan Noh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chnoh@kiost.ac.kr

Development of golden seed lines of grouper

바리과 어류는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 품종이며, 주로 동아시아에서 양식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
의 목적은 수산생물공학 기법을 적용하여 수출이 가능한 바리과 어류의 육종품종 개발이다. 최
근에 국내외 바리과 어류 7종(자바리, 붉바리, 능성어, 대왕바리, 갈색점바리 등)을 어미로 사용
하여 120개 종간 잡종구를 생산하였으며, 이로부터 형질이 가장 뛰어난 대왕자바리(자바리♀×
대왕바리♂)와 대왕붉바리(붉바리♀×대왕바리♂)를 신품종으로 개발하였다. 이 두 품종은 열대
와 아열대 환경(수온 27~31℃)에서 성장이 매우 빠르면서 저수온에서 내성(8~10℃)이 강한 특
징을 가지며, 부가적으로 가장 큰 소비시장인 중국, 대만 그리고 다른 동남아국가에서 선호하는
체형과 체색을 보인다. 현재 이 두 교잡품종은 수출대상국인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험사육을 통해 품종의 우수성이 검증되었으며, 향후 수출이 가능한 유망 품종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바리과 어류 종간 잡종 수정란의 난 발생
Embryonic development of inter-specific hybrid
grouper

Groupers have high economical value, and grouper aquaculture is especially active in East
Asia. The aim of this project is to use aquaculture biotechnology to develop new grouper
lines for export. Recently, two promising hybrid grouper lines named “giant red-spotted
grouper”(red-spotted grouper♀ × giant grouper♂) and “giant kelp grouper”(kelp grouper
♀ × giant grouper♂) have been developed through 120 hybridization trials using seven
grouper species (red-spotted grouper, kelp grouper, seven-band grouper, giant grouper,

tiger grouper etc.). Unlike other groupers, these hybrid fish have high resistance to low
water temperature (8-10°C), as well as faster growth in subtropical and tropical offshore
temperatures (27-31°C). Moreover, they also have the body shape and color preferred in
China, Taiwan and other East Asia countries. The two newly developed hybrid lines are
being evaluated for aquacultural feasibility in Taiwan, Malaysia, Vietnam, and Korea, and
we expect these fish to be a promising export in a few years.

대왕붉바리
Epinephelus akaara♀ × E. lanceolatus♂
紅龍石班魚, 龍紅班
red spotted-giant hybrid grouper

대왕자바리
Epinephelus bruneus♀ × E. lanceolatus♂
云龍石班魚, 龍紅班
longtooth-giant hybrid grouper

개발한 바리과 어류 신품종 (위; 대왕붉바리, 아래; 대왕자바리)
Newly developed inter-specific hybrid lines of grouper (top; giant red-spotted grouper, bottom; giant kelp gro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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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학연구본부에서는 창조적 연안 공간 개발, 청정한 미래 에너지 확보, 안전한
바다를 향한 지속가능한 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연안, 항만, 해양에너지, 수중로봇, ICT
융합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Coastal & Ocean Engineering Division conduct the researches on the coastal,
harbor, ocean energy, underwater robotics and ICT fusion technologies to
realize the development of a creative coastal spaces and clean energy, and safe
sea life.

Coastal & Ocean
Engineering
Division
해양공학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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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한 항만도시를 위한 가동식 호안
기술개발
Technology development of a barrier
system with moveable crown wall for
securing safe port city

02	해양·항만구조물의 수명연장을 위한
수중코팅 재료 및 공법개발
Underwater coating system
development for lifetime extension of
offshore and coastal structures

03	해수전지 시스템 및 해양 IoT활용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sea-water battery
system and IoT application

04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사업단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ics R&D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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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해양공학연구본부

01.

안전한 항만도시를 위한
가동식 호안 기술개발

연구책임자

오상호 / 책임연구원
Sangho Oh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ohsangho@kiost.ac.kr

Technology development of a barrier system with moveable crown wall
for securing safe port city
항만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시민들이 워터프론트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게 되며, 이에 따라 연
안재해 발생 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특히 부산 수영만 일대 마
린시티 또는 마산만처럼 호안 배후에 큰 도시가 발달하고 거주지가 있는 곳에서는 비정상적인
조위 상승 또는 월파에 의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
에서는 수위 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호안에 설치되어 비상시 자동으로 일어나는 형식의 방벽
시스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방벽 시스템은 평상시에는 호안의 마루 아래에 있어 시민들의
바다 접근성 및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상 조위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기립하여 연안 침
수를 방지한다. 그리고 수위가 다시 낮아지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올해에는 방벽 시스
템에 대한 수치해석 및 수리실험을 수행하여 기본적인 구조 및 수리성능을 검토하였다. 향후, 보
다 정교한 작동 메커니즘에 근거한 방벽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With the development of a port city, citizens are likely to enjoy various activities around the
waterfront, which requires facilities to safeguard people from coastal disasters. Abnormal
tidal rise or wave overtopping can cause substantial damage or casualties around largelydeveloped port hinterlands or residential amenities adjacent to the sea. Hence, it is urgent
to establish countermeasures in those regions. In this study, we proposed a conceptual
design of a barrier system that is installed in a seawall and automatically stands up to
cope with unusual water level rise and prevent coastal flooding. This barrier system is kept
underneath the crest of a seawall to ensure accessibility of the public and the right to view
the sea in its normal state. When tidal level ascends abnormally, the barrier spontaneously
rises to prevent coastal flooding. As the tidal level descends, the barrier returns to its
original position. Numerical analyses and physical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understand fundamental structural and hydraulic performance of the barrier system.
Further research will be pursued in coming years to develop a moveable barrier system
that incorporates more sophisticated working mechanisms.

Y
X
Z
제안된 가동식 호안의 개념도
Conceptual design of the proposed barrier system
with moveable crown wall

가동식 호안 모형을 이용한 수리실험
Physical experiment with the barrier syste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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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ctivities
Coastal & Ocean Engineering Division

02.
연구책임자

이진학 / 책임연구원
Jin-Hak Yi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yijh@kiost.ac.kr

해양·항만구조물의 수명연장을 위한
수중코팅 재료 및 공법개발
Underwater coating system development for lifetime extension of
offshore and coastal structures
해양·항만구조물, 대형 선박 구조물은 불가피하게 수중에서 표면처리 및 보수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중보수 기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
다. 실제 현장에서 수중 코팅제 도포는 전문 장비가 아닌 손이나 브러쉬(Brush)를 사용하게 되
므로 작업속도가 매우 느리며, 작업 중 도료 손실률이 7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따라서
수중보수는 전문 코팅장비의 사용 및 적정 보수 범위를 선정하여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수중에
서도 코팅제 성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수중전용 코팅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러한 연구 배경 및 기술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현재 연안개발·에너지연구센터에서는 “수중코팅
원천기술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제의 목적은 해양·항만구조물의 수명연장을 위하
여 수중코팅장치를 개발하고, 개발된 수중코팅 시스템을 평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중코팅과

동시에 구조물 표면세척과 코딩이 가능한 수중코팅
시스템의 개념도
Concept of underwater coating system for surface
cleaning and coating of structures

관련된 구조물의 유지관리 보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발된 기술들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In the case of marine, coastal, and large ship structures, surface treatment and coating works
sometimes must be carried out underwater. However, there is not enough knowledge,
experience, and technology on underwater coating technology. Due to the inefficient use of
hands or brushes rather than specialized underwater equipment, the application of underwater
coatings in the field is very slow. The loss rate of coating agent during work can be as high as
70%;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se appropriate underwater coating agents and equipmen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operation. Based on research background and significance, Coastal
Development and Energy Research Center is currently carrying out a research project entitled
”Underwater Coating Technology for Marine and Coastal Concrete Structures“. This project is
aimed at developing an underwater coating system that extends the lifetime of marine and
coastal structures.

소형에어펌프와 도료탱크를 구비한 간이 수중분사장치
Underwater coating device with small air pump and
coating tank

(a) Front Veiw

(b) Top Veiw

(c) Side Ve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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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해양공학연구본부

03.

해수전지 시스템 및 해양 IoT활용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sea-water battery system and IoT application

연구책임자

백승재 / 선임연구원
Seungjae Baek / Senior Research Scientist
baeksj@kiost.ac.kr

해수배터리는 사실상 무한 자원인 해수를 이용하여 전력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친환경,
저비용의 안전한 전지 시스템으로, 해수에 녹아있는 나트륨 이온과 물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
기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이다. 리튬-이온 등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는 기존 배터리 대비 2배의 용량 혹은 절반의 크기에 동일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
하며, 반복적인 충·방전에 의한 성능저하가 유발되지 않는다. 본 과제에서는 강력한 파급효과
를 가지는 친환경 해수배터리 시스템 및 이에 기반한 다양한 해양 IoT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 300Wh급 소형 해수배터리 시스템, 해수전지의 부착생물의 친환경 제거를 위
한 전자기적 제거 기술, 해수전지 시스템 기반 전력 허브 부이를 개발하였고, 향후 중/대형 해수
배터리 시스템과 이에 기반한 해수 담수화/CCS 등 해수배터리 시스템 기반 해수자원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Seawater battery is a low cost, eco-friendly, and safe battery system that stores electrical

300Wh 급 해수배터리 시스템
300Wh class seawater battery system

energy by utilizing the chemical reaction between seawater sodium ions and water
molecules. Compared to the more broadly used lithium-ion batteries, seawater batteries
can double storage capacity while keeping the same physical size. Alternatively, the
volume of the battery can be halved while keeping the same storage capacity. Seawater
batteries are also appealing because they do not deteriorate over charge/discharge cycles.
The main goal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an eco-friendly seawater battery system with
applications to various IoT (Internet of Things) systems. In particular, we have developed
a 300Wh class seawater battery system, antifouling technology based on electroshock
circuits, and a seawater battery-based energy hub buoy. As follow-up research, we plan to
increase the capacity of seawater battery systems to 1kWh and 5 kWh classes and further
develop desalination and Carbon Capture Systems (CCS) based on the large capacity of
seawater battery systems.

발전소, 공장 등
CO₂ 배출업체

CO₂

해수배터리(SWB)

Na₂CO₃

배터리, 비누, 의약품 업체
및 배양시설

Charge
Ceramic    
membrane

Cathode
(Na+, Seawater)

용암해수, 울릉심층수

Anade
(Na,C)

담수화, 살균

담수화 비용 절감
고염수 처리 비용 절감

신개념 비즈니스 모델
Groundbreaking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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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구책임자

장인성 / 책임연구원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사업단

In Sung Jang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isjang@kiost.ac.kr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ics R&D center
해양플랜트나 해상풍력 등 해양구조물의 수요가 증대되고 그 수심도 깊어짐에 따라 해양구조
물 건설을 위한 수중건설로봇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100% 해외 임대에 의존
하고 있는 수중건설로봇을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것으로, 수심 500~2,500m 내외의 수
중건설 작업을 위한 3가지 종류의 수중건설로봇을 개발한다. 2018년에는 수조와 천해에서 성
능 검증을 마친 수중건설로봇 3종을 동해 수심 500m 실해역에 투입하여 기능 및 작업 성능에
대한 시험 평가를 진행하였고, 성공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된 수중건설로봇은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실적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산 수중건설로봇이 국내
외 해양구조물 건설 및 해체 작업에 활발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URI-L의 수심 500m 실해역 테스트
URI-L 500m depth sea area test

With a growing demand for offshore structures such as offshore plants and wind power,
needs for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s for building such offshore structures are
also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s, which have been totally dependent on foreign countries, only with South Korea’s
technologies. With this purpose in mind, we have developed three types of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s for underwater construction work at a depth 500–2,500m. In 2018,
three types of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s, which have previously been tested in
water tank and the shallow sea, were put into the 500m deep East sea area to test and
evaluate function and work performance. By deploying the robots ender field conditions,
we achieved successful test results and verified the reliability of the robots. Our own

URI-T의 수심 500m 실해역 테스트
URI-T 500m depth sea area test

technologies used for creating the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s will be actively utilized
for construction and decommissioning of offshore structures.

URI-R의 수심 500m 실해역 테스트
URI-R 500m depth sea are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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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영토연구본부는 2018년 7월 1일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신설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해양방위·안전, 해양재난재해, 해저지층과
관련된 과학적 연구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해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전장환경정보를 적시에 생산하고,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여 사고현장의 해양환경과 피해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관할해역의 체계적 관리와 개발을 지원하고
해양과학기술적 지식정보를 축적하여 해양공간, 자원, 환경개발, 보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과학적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The Marine Domain Management Research Division was established on July
1, 2018. It protects lives and property while promoting national interests by
conducting variou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related to marine
security, marine safety, marine disasters, and marine strata. Particularly, the
purpose is to provide naval operations with the Rapid Environment Assessment
(REA) for maritime disasters and geo-spatial intelligence (GEOINT). Also, the
Division is contributing to ocean science-based knowledge and information
services, as well as supporting policy-making for th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marine space, resources, and environment in the Korean
jurisdictional seas.

Marine Domain
Management
Research Division
해양영토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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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할해역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해양지질
과학조사 자료 확보 및 관련정책 수립

연구책임자

허식 / 책임연구원
Sik Huh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sikhuh@kiost.ac.kr

연안-대륙붕-대륙사면-심해 퇴적층서 확립 및 지구조 운동에 따른 지질 특성 규명

Study of marine geology and geological structure in the Korean
jurisdictional seas
Coastal-continental shelf-continental slope-basin floor sedimentary sequences establishment and
geotectonics characterization

인공지능형 지구물리·지질 DB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반도 주변 관할해역에서 연안-대륙붕-대
륙사면-심해 퇴적층서 및 지구조 운동을 1cm의 빈틈도 없이  규명하였다(그림 1). 구축된 3D
탄성파 시스템은 해외에서 판매하는 시스템의 각 장비를 단순화시키거나 자체 제작하는 방법
으로 구축비용을 80% 이상 절감하였다. 이 시스템의 전체 규모를 소형화시키고, 관할해역 탐
사에 적합하도록 장비 종류와 성능을 현지화 시켜 수심이 50m보다 낮은 연안 해역에서도 탐사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활용한 실해역 탐사로 시추공 및 물리검층 자료와 연계한 인공지능
요소기술 개발로 해저자원 분포, 퇴적층서, 지구조, 수층구조, 해저지형, 고수로, 단층, 화산체
등을 종합적으로 동시에 밝힐 수 있는 해석기술을 개발 중이다(그림 2).
This project has established AI (Artificial Intelligence)-type geophysical and geological
DB system (Fig. 1) to thoroughly define the coast - continental shelf - continental slope
- basin floor sedimentary sequences and geotectonics at the jurisdictional sea areas.
The established 3-D seismic acquisition system cut costs by 80% by simplifying and selfproducing equipment. Exploring coastal waters less than 50m deep has become possible
through miniaturizing this system and localizing equipment suitable for exploring the
jurisdictional sea areas. Development of AI elementary technology affiliated with borehole
and well-log data by geophysical exploration in the Korean jurisdictional seas, can now
synthetically and simultaneously determine and analyze the distribution of marine
resources, sedimentary sequences, tectonics, water layer structures, sea-floor topography,
paleo-channels, faults, volcanic edifices, etc. (Fig. 2).

그림 1. 지구물리·지질 DB 구축으로 통합적인 인공지능
해석기술 서비스를 수행(a) 및 취득한 3D 고해상 탄성파
자료 해석(b)
Fig. 1. Comprehensive AI analysis technology system by
establishing geophysical and geological DB(a) and the
interpretation of acquired 3D high-resolution seismic
data(b)

Tow cable
NaviPac point
Streamer cable
Paravane buoy rope
Spur line : 20m
PP grip to PP grip :
5m rope
Air Gun

그림 2. 현재 업그레이드 중인 4개 스트리머 라인의
3D 고해상 탄성파탐사 시스템(a) 및 구축된 3D 탄성파
시스템의 탐사 장면(b)
Fig. 2. A design of 3D high-resolution seismic
exploration system of upgrading 4 streamer lines(a)
and exploration scene of established 3D seismic
acquisition syste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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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책임자

권재일 / 책임연구원
Jae-ll Kwon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jikwon@kiost.ac.kr

해양수치모델링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해양예측 정확도 향상 연구
Improvements of ocean prediction accuracy using numerical model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본 연구의 목표는 해양예측시스템 구축과 정확도 향상 등의 요소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해
역에서 보다 정확한 예측정보를 생산하고, 다양한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지구 해양기상/해양순환 예측시스템, 북서태평양 해양순환예측
시스템, 연안정밀예측시스템, 대기-해양-파랑 결합예측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해양예측시스템,
자료정보시스템, 사용자 활용시스템, 예측정확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
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 해역에 최적화된 해양예측시스템으로 안정
적이고 신뢰도 높은 해양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하며, 독자적인 해양예측기술 확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와 기술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produce and provide to various users reliable marine
prediction information on Korean waters by developing an integrated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that consists of global atmospheric and ocean circulation prediction
systems, Northwestern Pacific Ocean circulation prediction system, high-resolution coastal
해양예측시스템 개요
Schematic diagram of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circulation system, atmospheric-ocean-wave coupled prediction system, AI-based ocean
prediction system, data management system, application system, and skill assessment
system. We expect to have the best-fitting operational forecasting system for Korean waters
with timely, continuous, and accurate marine prediction information.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KOOS) will accelerate technology independence of ocean science
and will secure the nation’s competitiveness in ocean forecasting. Finally, we will produce
world-leading technology in the development of an operational ocean forecasting system.

해양예측시스템 수치모델 구성
Components of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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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특성
조사사업 수행

연구책임자

이용국 / 책임연구원
YONG KUK LEE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yklee@kiost.ac.kr

Naval oceanographic environment survey project

해양특성 조사 사업은 해군본부 주관 사업으로 함정, 항공기, 잠수함 등 해군의 다양한 입체 전
력이 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연안 해저의 작
전해역 조사, 한반도 근해 지자기 조사, 연합 대잠전 훈련해역 대잠환경 조사, 군항만 조사 등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해양 환경 조사뿐 아니라, 해양 기상 예보모델, 부유물 표류 경로
분석 모델, 기뢰전 해양환경지원체계 등 해군의 성분작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결심보
좌 알고리즘 및 지원체계를 개발하여 해군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The naval oceanographic environment survey project was initiated to provide naval ships,
aircrafts, and submarines with customized information funded by the Republic of Korea
Navy. This project includes various surveys of coastal seabed features, geomagnetic and
anti-submarine warfare parameters; decision-aid systems for maritime aircraft operations
and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re also being developed.

사이드스캔소나를 이용한 기뢰전 Q-route 조사
Q-route survey to support mine warfare using a side scan sonar system

무인탐사체계를 이용한 해양환경특성 조사
Military survey with an unmanned maritim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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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강돈혁 / 책임연구원
Donhyeok Kang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dhkang@kiost.ac.kr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조 탐지·예측
시스템 구축 및 실증화
Establishment and demonstration of red tide detection and prediction
system for minimizing red tide damage

유해 적조(Harmful algal bloom; red tide)는 여름철에 남해안을 비롯한 연안의 양식장에 막대
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적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
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적조 발생 및 이동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적조 탐지
방법은 대부분 선박을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간 적조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적조 탐지 및 정보 제공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MT-BT-IT-ST 등 탐지 요소 기술, 모
델 기반의 예측 및 이동, ICT 기반의 적조 통합 정보 구축, 가시화 체계  운용을 통해 실시간으로
적조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세부적으로는 실시간 적조 탐지·예측 시스템 개발, 시
스템 현장 적용,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 하계 시기에 통영 및 여수 해역에
적조 탐지 장비 운용 및 적조 정보 서비스 체계를 성공적으로 운용하였다. 실시간 적조 탐지 및
정보 서비스 체계는 향후 어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적조 정보를 제공하여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
는데 기여하며, 정책적으로 적조 관리를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Harmful red tides, especially in the summer, are causing substantial economic damage
to coastal farms including those by the southern coast. The most efficient way to prevent
such red tide damage is to provide fishermen with information on red tide occurrences in
real time. However, until now, red tide detection using ships has limitations in real-time
tide detection. In this study, to overcome the lack of red tide detec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 we use element technology such as MT-BT-IT-ST, prediction and movement
models, integration of red tide information based on ICT, and operation of a visualization
system. The detailed purpose is the development of a real-time red tide detection and
prediction system, which is applicable on-site, and a provision of real-time red tide
information service. In the summer of 2018, we successfully managed the operation and
service system of red tide detection equipment in Tongyeong and Yeosu waters. Real-time
red tide detection and an information service system will contribute to minimizing red tide
damage by providing red tide information in real-time to fishermen in the future; this will
also be useful information for policy management.

GOCI

KOOS

이동확산모델

NFRDI(적조속보)

준 실시간 자료
적조 음향탐지 시스템

통합서버

고수온 탐지 시스템

실시간 자료
(LoRa)
가시화 체계 (기관/연구소)

기상 관측 시스템
SMS서비스

실시간
자료

실시간 적조 탐지·예측 시스템 가시화 체계
Visualization system of real-time red tide detection & prediction

실시간 자료
준실시간 자료

(관리자, 어민)

실시간 적조 탐지 및 정보 제공 체계 흐름도
Flow chart of real-time red tide detection and inform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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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구기반부에서는 해양연구에 기반이 되는 기기개발 및 운영, 과학데이터와
학술정보의 제공, 전산 지원 및 연구선 건조는 물론 위성자료의 확보 및 보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

The Ocean Research, Operations & Support Department is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equipment, the provision of scientific data and
academic information, computing support and research vessel building, and
management and disseminating satellite data based on ocean research.

Ocean Research,
Operations
& Support
Department
해양연구기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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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차세대 해양관측위성 및 지상국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geostationary ocean color satellite and
the ground segment system

02	천리안 위성영상을 활용한
해양현안분석정보 서비스
The service for anlaysis information of
oceanic issues using the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03	다중 플랫폼/센서 통합분석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multi-platform/sensor
integrated analy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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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해양연구기반부

01.

차세대 해양관측위성 및 지상국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geostationary ocean color satellite
and the ground segment system

연구책임자

박영제 / 책임연구원
Young-Je Park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youngjepark@kiost.ac.kr

이 연구는 천리안 위성의 해양관측 임무 승계를 위하여 후속위성 및 지상국 시스템의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에는 천리안 해양위성 2호(2020년 발사 예정)의 본체조립시험
을 수행하였다. 60분 이내 ‘수신-보정-처리-배포’  수행을 목표로 하는 지상국 시스템을 구현
하였으며, 특히 산출물 알고리즘의 형상/검증/안정성/현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
환경(ADE, Algorithm Development Environment), 자료 수집 배포를 위한 자료 서비스 환경
(DSE, Data Service Environment) 그리고 효율적인 위성 운영을 위한 업무환경(SOE, System
Operation Environment)을 구축하였다. 이 외에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 및 기술문서 작성, 고속
자료처리 기술 개발, 정밀 보정 알고리즘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The project aims to develop GOCI-II and the ground segment system, which will be
launched in 2020 as the successor mission of the GOCI projects. In 2018, the GOCI-II was
integrated in GeoKompsat-2B. The development of a ground segment system, which needs
to complete the ‘reception-correction-processing-distribution’ of GOCI-II data within 60

Raw,
L0,
L1A,
L1B

Raw,
L1A,
L1B,
L2

minutes, was implemented. In particular, the Algorithm Development Environment (ADE),
Data Service Environment (DSE), and System Operation Environment (SOE) were developed
to efficiently support the form/verification/stability/practical use of algorithm codes,
data collection/distribution, and ground system operation. In addition, development and
documentation of ocean color algorithms, high-speed data processing technology, and
algorithm research for precision calibration were conducted.
L1B, L2A

L2A, L2

L0,
L1A,
L1B,
L2

GOCI-II SOE 자료 분석 예시화면
GOCI-II data analysis software of SOE (example)

품질요소
검증정보

L0, L1A, L1B

GOCI-II SOE 시스템 전산장비 네트워크 구성도
Hardware network configuration of G2GS SOE

GOCI-II 지상시스템 구성도
Configuration diagram of GOCI-II grou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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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ctivities
Ocean Research, Operations & Support Department

02.
연구책임자

천리안 위성영상을 활용한 해양현안분석정보
서비스

박영제 / 책임연구원
Young-Je Park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youngjepark@kiost.ac.kr

The service for anlaysis information of oceanic issues using the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해양위성센터는 천리안 해양위성 1호(이하 GOCI)의 주관운영기관으로서, 2010년 6월 위성 발

45

사 후 현재까지, 일 8회 GOCI에서 관측한 13종의 해양현안 분석정보를 국내외 연구자 및 관련

Latitude(°N)

40

유관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실시간 위성영상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해양현안분석정보 서비스를

35

제공함으로써 현업기관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양위성센터에서 제공한 괭생이 모자반
분포자료를 이용하여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립

30

환경과학원에서는 미세먼지 탐지를 위하여 에어로졸 광학 두께 분석 결과를 이용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천리안 해양위성 해무탐지기술'을 개발하여 해무탐지 성공률을 획기적으

25

Aerosol Optical Depth(AOD)
120

125

130

135

140

Longitude (°E)

미세먼지 탐지를 위한 AOD 분석
Aerosol Optical Depth analysis for detection of fine
particle matter(14 May 2018, 03UTC)

로 개선하였으며, 이는 천리안 해양위성 발사 이후 최초로 국내 산업체에 기술 이전하는 최초의
실용화 성과를 달성하였다.
The KOSC(Korea Ocean Satellite Center) is the main operating institute of the
GOCI(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It has provided 13 kinds of oceanic analysis
information from GOCI, 8 times per day, to the related organizations, university, and other
users.
We effectively support the related organizations by providing services for the operational
application of GOCI on various national issues. GOCI-derived flating algae(Sargassum horneri and
Enteromorpha prolifera) distribution helped local governments(Jeollanam-do and Jeju special selfgovering province) to mitigate the damage from Sargassum horneri accumulation. And GOCI-

36°N

based AOD(Aerosol Optical Depth) analysis are used for detecting and forecasting of fine particle
matter in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dditionally, the sea fog detection algorithm based on machine learning has been
developed using GOCI and AHI data and it increases the success rate of the sea fog
detection. This algorithm was transferred to domestic company for the first time from GOCI

33°N

launched.

30°N
120°E

123°E

126°E

부유조류 탐지 알고리즘 결과
Result of the floating algae detection algorithm based
on GOCI image(18 May 2017, 03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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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해양연구기반부

03.

다중 플랫폼/센서 통합분석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multi-platform/sensor integrated analysis system

연구책임자

유주형 / 책임연구원
Joo-Hyung Ryu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jhryu@kiost.ac.kr

국가 해양영토에 대한 해양 불법행위, 영해 침범 등 안보위협사항과 해양사고, 해양오염에 따른
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 이용 및 효율적인 해양자원 개발을 위해서
는 통합적인 해양 감시체계를 필요로 한다. 이 연구는 불법선박 및 적조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
중 플랫폼(위성, 무인항공기, HF 해양 레이더) 통합감시 시스템 기반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한다.
2018년에는 선박/적조 통합현장조사를 통해 개별 플랫폼에서 획득된 자료 간의 융합 분석을
테스트하였다. 선박탐지 연구에서는 불법 선박의 유무, 위치, 크기뿐만 아니라 선박의 속도와
방향까지 분석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적조탐지 연구에서는 적조 발생지역의 위치, 면적을
더욱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였고, 초다분광 센서의 적용을 통해 적조 원인종을 구분하고, 셀 농
도를 추정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무인헬기를 도입하여 광학, 열화상, 초다분광 센서
를 탑재하여 통합관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An integrated surveillance system is required to prepare for security threats (e.g., illegal
maritime activities and intrusion into territorial waters), to reduce the damage caused by
marine accidents and marine pollution, as well as for the development of a safe, clean, and
efficient use of marine resources. The final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integrated
surveillance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of illegal ships and red tides using multiplatforms, such as satellites, UAV (Unmanned Aerial Vehicle), and HFR (High Frequency
ocean Radar). In 2018, we conducted a fusion analysis based on data obtained from
different platforms during a vessel/red tide integrated field study. New ship detection
techniques were developed for the analysis of vessel speed and direction, and for the
identification, location, and size estimation of illegal ships. The location and areas of the red
tide region was analyzed more accurately. Especially, a hyper-spectral sensor was adopted
for the identification of red tide species and the estimation of their cell concentrations.
Lastly, an integrated observation system based on unmanned helicopter was completed
by on-board multi-sensors, such as optical, thermal infrared, and hyper-spectral sensor.

DC 컨버터
- 전원 레귤레이터
(24V > 5V)
- 광학 및 열적외선 전원

초다분광 센서
- GPS/IMU 내장
- 288 분광밴드 획득
- 0.4 ~ 1.0 um 파장대역

리튬 배터리
- 폴리머 및 이온 사용가능
- 센서 시스템 전원 공급
- 6셀 24V 배터리

무인헬기
Unmanned Helicopter

컨트롤 박스
- 비행자세 데이터 획득
- 센서 위치정보 입력
- GPS 자료 획득

광학 센서
- 소니 A6500 카메라
- 스틸컷 및 동영상
- 자동 트리거 수행

열적외선 센서
- FLIR VUE PRO R
- 스틸컷 및 동영상
- 자동 트리거 수행

다중센서
Multi-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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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ctivities
Ocean Research, Operations & Support Department

광역감시망 개념도
Concept map of Wide Integrated Surveilaance System

Spectral Profile
Oil sp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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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유출 테스트
Oil outflow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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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연구소에서는 국제해양질서 변화와 주변수역 해양분쟁에 대한 국가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해양과학기술을 통한 해양신산업 창출과 미래전략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KIOST is proposing national response to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and leading the creation of new ocean industries and establishment of
future strategies through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Ocean Policy
Institute
해양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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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북아 해양갈등 관리를 통한 남북한
해양정책 수립 연구
A study on establishment of ocean
policies in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conflict management of sea
domains in Northeast Asia

02	BBNJ 정부간회의 국가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national response to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BBNJ

03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Establishment of a mid- to long-term
roadmap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ocean and fishery industry

04	언론을 통한 해양과학기술 정책이슈 식별
Identification of R&D policy issues on
ocean science from th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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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해양정책연구소

01.

동북아 해양갈등 관리를 통한 남북한 해양정책
수립 연구

연구책임자

양희철 / 책임연구원
Hee Cheol Yang / Principle Research Scientist
ceaser@kiost.ac.kr

A study on establishment of ocean policies in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conflict management of sea domains in Northeast Asia
이 연구는 남북한 해양자원의 합리적 관리 및 지역해 협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
한의 수산자원 분포, 주요 어항, 수산 정책 등을 포함하는 북한 해양수산정보 DB를 구축하여 국
민에게 북한 해양수산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과 제3차 환황해해양발전포럼
을 공동개최하였으며, 남북 학자들의 직접교류를 위한 남북 해양수산협력포럼 개최에 관한 실
무협의를 추진하였다.
This project is designed to reasonably manage South and North Korea’s ocean resources,
and establish a basis for cooperation in the regional seas. The North Korean maritime
and fishery information DB provides the North Korean maritime and fishery as open
information service including the geographic distribution of fishery resources, main
fishing ports, and fishery policies. This project co-hosted the Third Ocean Development
Forum on Cooperation in the Pan-Yellow Sea Region with China in 2018. The project also
strengthened working-level consultations in the South and North Korea Maritime Fisheries
Cooperation Forum, which promoted direct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scholars.

환황해해양발전포럼
Ocean development forum of pan the yellow sea

북한수산자원분포도
The North Korean fisheries resource distribution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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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ctivities
Ocean Policy Institute

02.
연구책임자

이창열 / 책임연구원

BBNJ 정부간회의 국가 대응방안 연구

Changyoul Lee / Senior Research Scientist
winkstone@kiost.ac.kr

A study on national response to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BBNJ
이 연구는 BBNJ 정부간회의의 주요의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바이오와 원양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쟁점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제1차 BBNJ 정부간회의 주요의제에 대한 국가 입장
정립을 위하여 주요의제 검토와 자문을 수행하였고,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주요의제에 대
한 현장대응을 지원하였다. 이 연구는 2019년 BBNJ 정부간회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This project aims to analyze the issues identified in the package agreed in 2011, and to
establish an appropriate national response. We collected opinions from bio and ocean
industries, and carried out a data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main issues. Moreover, a
series of reviews and consultations were conducted to establish the national position
on the issues of the first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BBNJ. We
attended the first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BBNJ as governmental
delegations and supported the on-site response to the main matters. This project plans to
continue research for responding the 2019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BBNJ.

한국 대표단
The Republic of Korea’s delegations

제1차 BBNJ 정부간회의
The first session of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BB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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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해양정책연구소

03.
연구책임자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박세헌 / 책임연구원
Se Hun Park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shpark@kiost.ac.kr

Establishment of a mid- to long-term roadmap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ocean and fishery industry

본 연구는 국내 해양수산 신산업의 여건 및 실태를 분석하고, 해양수산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집

비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

중 육성하기 위한 해양수산 신산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해양
[창업]

신산업 성장동력화를 위한 주기별, 산업분야별 메트릭스 전략을 수립하였다. 특히 R&D가 필요

해양수산 혁신 창업 기업 200개 육성
목표
('22년)

한 부문, 초기시장 여건 조성 부문, 공공 주도 부문 등 산업과 기업 여건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
고, 공공기관을 활용한 사업화 및 창업기반 조성,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정부 차원

[규모]
해양수산 신산업 매출액 3.5조원 달성('17년 2조원)
[기술]
세계 선도 기술 15개 확보('17년 7개)

의 정책 대안을 발굴하였다.
추진 전략

추진전략으로서는 R&D 시스템 혁신,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지속적 성장기반 확충, 8대 전략 신
산업의 집중 육성을 제안하였다. 8대 전략 해양수산 신산업은 해양에너지, 해양자원 개발, 첨단
해양장비, 해양바이오, 수산식품가공, 스마트양식, 스마트해상물류, 친환경선박을 선정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ditions of the new ocean and fishery

추진 과제

전략 1
R&D
시스템 혁신

1-1. 민간 주도형 R&D 확대
1-2. 혁신성장을 이끄는 R&D 체계 구축

전략 2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2-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2-2. 중소벤처 창업 활성화

전략 3
3-1. 신산업 추진체계 정비
지속적
3-2. 금융자본 확충 및 투자여건 조성
성장기반 확충 3-3. 핵심인력 공급기반 확충

industry in South Korea, and establish a mid- to long-term roadmap to strategically foster
the new marine fishery industry. In particular, we presented strategies which are applicable

전략 4
8대 전략
신산업 집중
육성

to industries and business, in sectors that require R&D, initial market conditions, and public
initiatives.

해양에너지

해양자원 개발

첨단해양장비

해양바이오

수산식품가공

스마트양식

스마트해상물류

친환경선박

We also found policy alternatives at government level,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commercialization and start-up base utilizing public institutions, and measures to support
investments in start-up companies. In addition, we proposed the innovation of the R&D
system, commercialization and start-ups, expansion of a sustainable growth base, and
intensive cultivation of eight new strategic industries.
8대 전략 신산업
해양에너지
목표

해양자원 개발

발전설비 규모

목표

산업 창출 규모

('17) 254MW -> ('22) 279MW

('17) 1,800억 원 -> ('22) 1조 원

• 정책기반 조성 「해양에너지 개발 계획」수립

• 심해저광물 법 제정(~'20) 등 기반 마련 및

및 REC 제도 개선('18~)

채광 가능량 등 조사('18~)

• 기술개발 조류·파력발전 시스템 및
해수온도차 실증플랜트 개발 (~'21)
•인프라 구축 조류·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
구축 ('20~)

•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19~)
• 해양치유 권역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시범지구 4개소 지정('19~)

수산식품가공
목표

스마트양식

강소기업 수

('17) 24개 -> ('22) 50개
• 식품개발 소비자 수요 맞춤형 식품(간편식
등) 및 기능성 식품 개발('18~)
• 인프라 가공시설 자동화·현대화 지원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19)
• 클러스터 부산권 R&D·기업지원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추진(~'22)

목표

양식생산량

('17) 238만 톤 -> ('22) 350만 톤
• 정책기반 조성 양식산업 종합대책
수립('18)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정('19~)
• 기술개발 스마트양식 핵심기술 개발 및
기자재 국산화 추진('18~)
• 클러스터 시범 클러스터 조성(~'22) 후
권역별 확산 추진(총 3개소, '22~)

첨단해양장비
목표

해양바이오

산업 창출 규모

목표

산업 창출 규모

('17) 254MW -> ('22) 279MW

('17) 5,369억 원 -> ('22) 8,100억 원

• 실용화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실용화

• 자원확보 국가전략 자원 선정 및 글로벌

사업을 통해 운용 실적 확보('19)

협력거점 확대(4->8개소, ~'20)

• 기술이전 무인선 및 수중건설로봇 핵심
기술 민간 이전 추진('18~)

• 자원관리 극지 특수 시료관(~'21) 및
해양바이오 소재 은행(~'19) 구축

• 투자유치 수중로봇 박람회 등 행사 개최를
통해 투자유치 지원('18)

• 기술개발 해양바이오 소재 기능성·안정성
평가 및 대량배양 기술 확보('18~)

친환경선박

스마트해상물류
목표

산업 창출 규모

('17) 0억 원 -> ('22) 4,000억 원
• 스마트항안 자동화 항안 선도산업 추진 빛

산업 창출 규모

('17) 5,000억 원 -> ('22) 1조 원
• LNG 추진선 선사 인센티브 제공, LNG
벙커링 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18~)

터미널 운영체계 혁신 ('19~)
• 자율운항선 자율운항선박 체계 구축을

• 수소 등 미래연료 '미래 친환경연료
선박센터' 구축 및 과제 발굴 ('18~)

위한 R&D·제도개선 등 추진 ('18~)
• e-Navigation 국제선도기술 확보 및 관련
법령 제정 등 기반 구축 ('18~)

목표

• 선박평형수 핵심부품 국산화 및 국제
표준화 선도 추진 ('18~)

8대 전략 해양수산 신산업
Eight new strategies of the Ocean and Fisher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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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ctivities
Ocean Policy Institute

04.
연구책임자

장덕희 / 책임연구원

언론을 통한 해양과학기술 정책이슈 식별

Duckhee Jang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jdh73@kiost.ac.kr

Identification of R&D policy issues on ocean science from the media

최근 사회문제의 복잡성이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공익과 정책문제를 식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은 미디어가 갖고 있는 정보
를 활용해 정책의제를 도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뉴스 기사에 기초한 텍스
트 분석기법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 정책문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997
년~2018년 8월까지 게재된 2,305,485건의 중앙일간지 기사 가운데, 유효기사 1,243,082건을
활용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키워드 빈도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클러스터링 등과 같
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과정에서, 해양과학기술 분야를 크게 네 개의 분야(기후변화예측 및 해양환경개선, 해
양바이오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 해양공학핵심기술 및 첨단장비 개발, 해양안보 영토수호와 해
양안전 강화)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분야에서 수행한 언론분석을 바탕으로 정책문제를 식별
하고, 이를 관련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개발수요를 식별하는 전략을
적용하였다.
Since social problems have become increasingly complicated today, the government has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identifying public interests and policy issues. To relieve this
difficulty, several public policy studies tried to draw a policy agenda using information from
the media. In this study, we try to derive issues regarding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text analysis of news articles. Out of 2,305,485 news
articles published from 1997 to August 2018, 1,243,082 articl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o analyze the data, we used several analytic methods, including word frequency, keyword
network, and clustering analyses. The analysis was divided into four areas: Climate Change
Prediction and Improve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Development of Marine-Bio
an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ies and Advanced Devices for
Marine Engineering, and Enhancement of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Moreover, twelve
sub-areas were identified within the ocean and fisheries policies.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 the production of imperative policy agendas for the practical demand of
technology development, based on the opinions of experts.

언론을 통한 해양과학기술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
Result of keyword network analysis on ‘Ocean Science’ from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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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연구소는 유류유출, 미세플라스틱, 해양병원체, 선박평형수 등 다양한 해양 환경
현안들의 생태 위해성 평가 및 해양시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해양시료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conducts ecological risk assessment of emerging
environmental issues including oil spill, microplastics, marine pathogens, ballast
water, and manages library of marine samples.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남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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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동물 유전체정보 생산 및 분석
Genome analysis of marine animals

02	유지문감식 선진화기법 개발
Development of an advanced oil
fingerprinting system

03	IMO 평형수 관리협약 이행 ICT 기반 PSC
대응기술 개발
Development of an ICT-based PSC
countermeasure technolog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MO BWM
Convention

04	낙동강 하구 을숙도갯벌에 서식하는
일본재첩의 개체군 연구
Population dynamics of Corbicula
japonica in the Eulsuk-do tidal flat
Nakdong River es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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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남해연구소

01.
연구책임자

해양동물 유전체정보 생산 및 분석

염승식 / 책임연구원
Seungshic Yum / Principle Research Scientist
syum@kiost.ac.kr

Genome analysis of marine animals
본 연구과제의 목적은 해양동물(전략종 포함)의 유전체 생산, 처리, 표준지도 구축 및 고급 기능
분석을  통해 1)해양동물의 진화 양상과 해양환경 변화 대응 전략을 이해하고 2)해양생물자원
주권을 확립하며 3)해양바이오 신소재를 발굴함으로써 학문적, 국가·사회적, 산업적 가치를 확
보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해양 동물 17종 및 전략종 10종에 대한 유전체 구조와 정보를 확보
하여 해양동물의 비교유전체 분석을 통해 해양동물 진화의 핵심 원리를 연구하며, 해양환경변
화(염도, 수온, pH)에 대응하는 해양동물 유전자군의 기능을 해석한다. 독도의 해양동물 유전체
를 해독함으로써 해양생물주권을 확립하며, 산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해양동물 기원 단백질
의 생물학적 특성을 해석한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해양동물 27종의 유전체 정보, 특이 조직, 발
생과정 등의 해양동물 진화양상 정보,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전략 정보, 해양영토 및 생물주
권 주장을 지지하는 과학적 정보, 그리고 의약품 및 화장품 개발을 위한 해양단백질 신소재 후
보들이 확보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obtain new data on marine animals, which could be
applied in the academic, national, social, and industrial fields: we plan to produce and
analyze (also through advanced bioinformatics treatments) genome sequences, and
generate reference genome data and performing advanced bioinformatics treatments
on marine animals. Specifically, we will: 1) determine the genome structure and genomic

다양한 해양동물
Variety of marine animals

information of 27 marine animals; 2) study the main evolutionary principles in marine
animals, through comparative genomic analyses; 3) conduct a functional characterization
of animal gene families related to marine environmental adaptations; 4) enhance the
sovereignty over marine animal resources and the marine territory through the genome
analysis of marine animals distributed in Dokdo I. ; 5) characterize some proteins which
could be of industrial interest. The results of this project will: 1) elucidate the evolutionary
trends in marine animals and the strategy for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2) strengthen the scientific basis of our claims on marine territory and
sovereignty over biological organisms; 3) propose novel protein materials derived from
marine animals, which can be used for pharmaceutical and/or cosmetic purposes.

게놈연구재단

해양동물 진화 양상 해석

해양환경 변화 대응 전략 이해

KIOST, 충북대, 서울대, 전남대

KIOST, 전남대, KOPRI, 미시건대

해양생물자원주권확립
게놈연구재단 UNIST KIOST

해양동물 유전체
정보생산 및 분석
(KIOST)

U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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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 신소재 발굴
KIOST, 순천항대, 전남대, 이화여대

‘해양동물 유전체정보 생산 및 분석’ 과제의 구성
The organization of the project, ‘Genome analysis of
marine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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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ctivities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연구내용 1. 해양동물 진화 양상 해석

연구내용 2. 해양환경변화 대응

말레이해파리
무성생식 및 변태과정의 분자조절
곤충류/양서류와의 비교연구

개불
체절형성 유전자군/
근육 및 신경형성의 진화
유전학적 해석

윤형동물류
동일 속 내의 담수종 및 해수종간의
비교/ 종내 cryptic species의 유전체
해독 및 비교분석을 통해 염도적응
및 종내 진화 양상해석

이매패류 3종
해수/담수종을 대표하는 이매패류
3종에 대한 유전체 분석 및 비교연구를
통해 환경변화 대응 적응진화 특성을
규명

꼬막
헤모글로빈 보유
특성의 생물학적
유의성 해석/
비교유전체 연구에
의한 활용성 탐색

혹기생바다거미
절지동물의 원시적
형질을 보존하고 있는
바다거미류(협각류)
연구를 통해 절지동물의
계통/진화 연구

황복
해수와 담수를 왕래하는 광염성
어류. 유전체 해독/비교유전체
연구를 통해 해수-담수 적응기전 및
다양한 생명현상 원리 해석

유착나무돌산호
멸종위기종 2급, 백화현상으로
훼손된 열대해역의 산호초 복원 및
보전전략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
제공

돌기해삼
해삼의 재생,
상처회복, 하면 등의
DNA 메틸화 조절
기전 연구

연구내용 3. 해양생물자원 주권 확립

가시배새우(Lebbeus groenlandicus) 물렁가시붉은새우(Pandalopsis japonica)   

연구내용 4. 해양바이오 신소재 발굴

입방해파리

미역치

해파리 독 단백질 항암 bioassay

우리나라 독도 인근에 서식하여 속칭
'독도새우'라고 불리는 새우류 중, 2종에 대해
유전체 해독을 진행함. 독도의 해양생물연구가
대한민국 과학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홍보될 것이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도 각인될 것임

미국대통령 청와대 만찬(2017)

-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독 유전자
정보를 확보
- 독 단백질을 생산하는 발현계를
개발
- 대량 발현된 단백질을 이용하여,
배양 세포계를 대상으로
생물활성을 스크리닝
- 독 단백질 기능을 고려하여
항암제, 항균제, 항진균제, 진통제,
혈전제거제 등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확보

- 선행연구를 통해 확보되어 있는
해파리류 독 단백질들을 대상으로
암세포주를 이용한 항암효과 검증

‘해양동물 유전체정보 생산 및 분석’ 과제의 연구내용
The contents of the project, ‘Genome analysis of marine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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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유지문감식 선진화기법 개발
Development of an advanced oil fingerprinting system
국내 유류오염 발생 빈도 및 규모는 연평균 270건 이상으로 국가적인 오염 예방 대비에도 불구

연구책임자

임운혁 / 책임연구원
Un Hyuk Yim / Principle Research Scientist
uhyim@kiost.ac.kr

Sample

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오염 방제활동과 동시에 사고를 낸
행위자를 적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유지문감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후화된
분석기법, 연구개발 투자미흡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유지문감식의 신뢰도가 낮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현장용 유지문감식 시스템 및 실험실 정밀분석용 유지문감

Paper
Sample loading

식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현장용 유지문감식 시스템은 현장 도착 후 3시간 이내
에 현장 유지문 스크리닝이 가능한 체계구축이 목표이다. 현장용 분석장비 개발, 유류 물성·화
학적 조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케모메트릭 기법, 응용기법 개발 등이 주요 연구내용이며, 시제
품이 개발되어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유지문감식 자동화 프로그램은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유지문감식의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시료접수 12시간 내 신뢰도 95% 이상의 유지문감식이 목표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크로마토그
램 분석 알고리즘 개발, 유지문 프로토콜 선진화, 신규 유지문 화합물 탐색, 통계기법 개발 등이
며 프로그램 베타버전이 개발되어 성능향상이 진행 중이다. 현재 국내외 학계 산업계 및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성과확산을 위

solvent

해 노력하고 있다.

Despite continuing national efforts regarding oil spill prevention and preparedness in
Korea, annual statistics indicate that the number of oil spill incidents is very high compared

Elution and Detection

with that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Korea Coast Guard (KCG) should respond
to every oil spill case for cleanup of spilled oil and forensic identification of spiller. More
than one day is required to perform oil spill identification, from sampling to instrumental
analyses phase; moreover, the number of field monitoring devices and analytical tools is
extremely limited. Although the KCG has been performing oil spill identifications for 30
years, its core competency is still underdeveloped compared with that of foreign agencies.
This project aims at developing a field oil fingerprinting screening system and an
automated oil spill identification system to support the KCG forensic work. The goals of the
field oil fingerprinting screening system are to produce screening results within 3 hours in
the scene and to develop portable instruments, an oil database, and chemetric tools.

다차원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유지문 정밀분석
Detailed analysis of oil fingerprints using GCxGC

The automated oil spill identification program aims at the automation of manual
fingerprinting analyses, using an automation program. Main research contents include the
development of a chromatogram analysis algorithm, the update of the oil fingerprinting
protocol, the development of new oil fingerprinting compounds or indices, statistical tools.
The prototypes of the field instruments and automated programs were developed and
tested under real environmental conditions. To accomplish the goal of this study, we are
actively collaborating with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유지문감식 자동화 프로그램
Prototype of automated oil spill identifi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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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h

1h

2h

3h

사건발생

현장도착

시료채취

현장감식
완료

목표

현장용
유지문
감식

6h

현장용
유지문감식 시스템
및
유지문감식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12h

실험실
정밀 유지문
감식

시료접수
분석·감식

24h
분석·감식
완료

유지문감식 선진화기법 개발 과제의 목표
Schematical goal of this project

현장용 유지문감식 시스템

유지문감식 자동화 프로그램

Field Oil Spill Identification System

Automated Program for Oil Spill Identification

레이저 형광검출기

스마트폰 센서기술

유지문감식능

사용자 편이성

Laser-induced fluorescence detector

Smartphone based sensor

Performance of oil spill identification

User-friendliness

1 소형화 수준 Miniaturization

1 소형화 수준 Miniaturization

1 신속성 Immediacy

: 무전기 크기 hand-held size

: 무전기 크기 hand-held size

: 시료접수 12시간 내 완료

2 유종판별 Oil type analyses

2 유종판별 Oil type analyses

: 정확도 70% 이상 accuracy > 70%

: 정확도 80% 이상 accuracy > 80%
3 유지문스크리닝

Screening of oil chemistry

: 밀도, 점도, SARAdensity, viscosity, SARA

complete within 12 hours after receipt of samples

2 유종판별 Oil type analyses

1 해경 내부망 및 개별 프로그램 이용
Stand-alone or intranet program

: 시료접수 12시간 내 완료
complete within 12 hours after receipt of samples

: 정확도 90% 이상 accuracy > 90% 이상

2 GIS D/B 구축 기능 GIS D/B function

3 동질유 판별 Oil fingerprinting

3 현장용 유지문감식 시스템 연동

: 정확도 95% 이상 accuracy > 95%

Sync with field monitoring system

4 자동 리포트 생성 기능
Automatic report generation

현장용 유지문감식 시스템 및 유지문감식 자동화 프로그램의 성능목표
Performance goal of thi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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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구책임자

IMO 평형수 관리협약 이행 ICT 기반 PSC
대응기술 개발

신경순 / 책임연구원
Kyoungsoon Shin / Principle Research Scientist
ksshin@kiost.ac.kr

Development of an ICT-based PSC countermeasure technolog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MO BWM Convention
선박을 통한 수서 생물 이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ICT 기반 PSC 대응기술 개요
Concept design of ICT-based PSC countermeasure
technology

발효되어(2017년 9월 8일), 국제항을 운항하는 선박은 선박평형수를 처리하기 위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협약이 발효되어 BWMS가 설치가 의무화되었
더라도, 항만국(PSC)은 선박의 선박평형수 운영과 관리를 감시하고 협약 준수를 확인해야 한다.

A01 - BWMS운전자료 중 수집대상자료 선별
(Selection of data among BWMS operation data)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BWMS 운전자료를 변환시켜 하나의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A02 - 데이터표준화, 데이터베이스 설계
(Data standardization & Database design)

하고, 자료의 위변조 방지를 포함한 자료의 수집, 저장, 전송장치 개발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
하고, 분석된 결과를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의 웹을 통해 가시화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A03 - 전용RTU 데이터수집 표준 인터페이스 개발
(Development of standard interface for RTU data collection)

선박(운전자)은 축적된 자료를 이용하여 BWMS 자가진단과 운전 시뮬레이션 엔진을 구축하여

A04 - RTU 수집데이터 보안(암호화)기술 개발
(Development of RTU data security(encryption) technology)

BWMS 상태를 진단하고 BWMS 운전 범위와 운전 지역을 미리 진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In order to reduce the transfer of aquatic organisms through ships, the Ballast Water

A05 - 수집데이터 저장 및 전송체계 개발
(Development of collection data storage and transmission
system)

Management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s entered into
force (September 8, 2017), as a consequence on-going vessels engaged in international

A06 - BWMS 자가진단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BWMS self-diagnosis technology)

voyage are presently obliged to install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BWMS) to
treat ballast water. Even if the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making the installation of

A07 -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Real-time database
construction)

the BWMS compulsory, the Port State Control (PSC) should still control and manage of the
ship’s ballast water and confirm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To support these things,

A08 - 운전자료 분석 및 평가 정보 관리, 활용
(Analysis, evalu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of
operation data & Utilization)

we will build up data standardization by converting the operation data of various BWMS,
develop a data collection, storage and transmission device including prevention of forgery

A09 -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가시화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real time monitoring and visualization
system)

and alteration of data, and conduct research on visualizing the analyzed results through
the web on desktop PC and mobile device. In addition, the accumulated data will be used

A10 - 실증테스트 및 시스템 안정화
(Demonstration testing & System stabilization)
*RTU: Remote Terminal Unit

to build a self-diagnosis and virtual operation (simulation) engine, which might be used by
an operator to check the status of BWMS, and will be able to diagnose the operation range
and area in advance.

BWMS 운전결과 모니터링

검사, 평가정보

BWMS 운전결과 모니터링

BWMS 이상유무 관리

선박검사 결정(합격/불합격)

BWMS 이력정보 조회

선박별 (누적)통계분석
PSC(항만국통제)
보안(등급)설정
제한적 정보제공

BWMS 자가진단 정보

A 06

오존살균
선박서버

유선망 무선망
A 01~04

표준화 (데이터, 통신규칙)

BWMS
정보(운전,
관측)

무선 통신망(LTE, 위성)

RTU
RTU 펌웨어 :
신호입력, 신호변환,
정보저장, 정보송신,
자가진단

BWMS 자가진단

호
수
신

RTU 고장시

신

신호수신

표준화 (데이터, 통신규칙)

A 05

자외선(UV) 살균

전기분해 살균

-실시간 운전정보
-이상유무 실시간분석
-입항허가 여부 판별

A 08~09

BWMS 플랫폼
자동로딩 스케쥴링

A
File (수집)서버
선박식별정보,
운전정보, 관측정보 등
스토리지 구조, 파일
네이밍룰 지정

-리포팅 및 알림
-통계분석, 가시화
-BW처리 시뮬레이션

C

A 07

DB관리

선사(주)

B

통합관리/활용
데이터베이스 설계

BWMS 통합DB 서버
선박별 BWMS 정보 축적,
정보통계 및 (시계열)분석,
가시화, 모니터링

서버정비> A:파일(수집)서버, B:데이터베이스서버, C:Web서버

RTU 고장시 선박서버에서 직접 송신(FTP)

실증테스트

시스템 안정화

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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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구책임자

최진우 / 책임연구원
Jin Woo Choi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jwchoi@kiost.ac.kr

낙동강 하구 을숙도갯벌에 서식하는
일본재첩의 개체군 연구
Population dynamics of Corbicula japonica in the Eulsuk-do tidal flat
Nakdong River estuary
1980년대 후반 낙동강에 하구둑이 건설된 이후 하구의 퇴적상이 사질에서 니질로 변동하였고,
담수 공급의 제한으로 염분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서식지 환경변화로 인하여 낙동강 하구유역
에 분포하고 있던 재첩의 서식지가 축소되었고, 개체군 밀도도 감소하여 현재에는 을숙도 남단
의 일부 사질 조간대 해역에서만 재첩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낙동강 하구역에 서식하고
있는 재첩의 종에 대한 정보도 알려진 바가 없으며, 재첩의 서식생태, 연령조성, 생산량, 자원량
등에 대한 생태학적 정보가 하구둑 건설 이후에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해 낙
동강 하구 을숙도 갯벌에 서식하는 재첩의 종을 파악하고, 서식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체

낙동강 하구 을숙도 갯벌 전경. 현재 재첩은 을숙도
갯벌의 중부 조간대 모래 퇴적물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
The study site located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군 연구를 통하여 생리, 생태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재첩 개체군의 생태학적 정보는 자
원증식 및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향후 낙동강 하구둑이 전면 개방된
이후에도 패류 수산자원의 보존 및 증식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Nakdong River estuary dike in the late 1980s, the habitats of
the brackish water clam Corbicula japonica have narrowed, the sedimentary facies have
changed from sand to mud, and the bottom salinity has increased, due to limited fresh
water supply. Hence, the distribution of C. japonica has been reduced to a sandy intertidal
zone in the southern part of the Eulsuk-do tidal flat. There is scarce ecological information

을숙도 갯벌에서 채집한 일본재첩(Corbicula japonica)과
채집 모습. 재첩의 서식밀도는 평균 50개체/m2, 각장 크기
25mm 내외의 개체 비중이 가장 높았음.
The collected clams of Corbicula japonica. Their
average shell length and population density were
25mm and 50 ind./m², respectively at the Eulsuk-do
tidal flat.

(e.g., age composition, growth, and reproduction) concerning the Corbicula population,
which is at risk of local extinction in the near future. One of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identification of Corbicula spp. in the Eulsuk-do tidal flat of the Nakdong River
estuary. This study allowed the collection of some important ecological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 Corbicula population, through the monitoring of habitat conditions
and population dynamics of Corbicula japonica. This ecological information will be
useful for the stimulation of clam resources proliferation and for providing a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se resources.
When the dike of Nakdong River will be fully opened, the data of this study could be used for the
preservation and enhancement of the Corbicula population in the restored estuarine ecosystem.

Filtration rate (ml min⁻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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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숙도에서 채집한 일본재첩 생식소의 발달 단계 모습
(A~D: 암컷, E~F: 수컷). 본 재첩은 6월부터 9월까지
산란함. 현장에서 4mm 내외의 치패가입이 7월에 가장
높았음.

을숙도 서식 일본재첩의 여과율 실험 결과 섬진강 하구에 서식하는 일본재첩은 15psu 이하에서만 섭식을 하였으나,
을숙도 일본재첩은 30psu에서도 섭식활동을 하였음.
The filtration rate of C. japonica on the Eulsuk-do tidal flat indicating their physiological adaptation under the
higher salinity regime.

The gonad tissues of C. japonica showing the maturity
and spawning periods during June to September and
expecting their spat recruitment in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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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구소는 동해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특성과 변동 모니터링,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및 가치 제고를 위한 해양과학조사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We are conducting various researches such as monito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of the East Sea, observing the changes,
sustainable use, management and value enhancement of Dokdo.

East Sea Research
Institute
동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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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동해연구소

01.
연구책임자

동해 울릉분지 침강물질 특성 및
플럭스 변화 연구

김영일 / 책임연구원
Young-Il Kim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yikim@kiost.ac.kr

Characteristics and flux of settling particulate matter in the Ulleung
Basin, East Sea
본 과제는 동해 울릉분지로 유입되는 침강물질의 특성 및 플럭스 변화를 조사하여 표층의 생물
생산력과 침강플럭스의 상관관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울릉분지의 POC 물질수지를 계산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1)위성자료를 활용한 울릉분지의 표층 생물생산 변화
조사, 2)울릉분지 해저로 침강하는 물질의 특성 및 플럭스 조사, 3)울릉분지 POC(Particulate
Organic Carbon)의 수지를 산정하는 것이다. 당해 연도 주요 연구결과는 위성자료를 활용한 울
릉분지 표층의 생물생산력 변화양상 파악, 동해 울릉분지 사면 퇴적물의 퇴적속도 계산 및 울릉
분지의 POC 수지 계산 등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표층 생물생산력의 변화가 울릉분지 심해
저서생물에 미치는 영향 및 대게, 붉은대게 등 주요 수산생물 자원량의 유지·조절 요인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s in particulate flux have been observed by sediment trap

동해 울릉분지에서 침강입자 포집기 계류
Sediment trap mooring at Ulleung Basin

experiments aimed at both understanding relationships between primary production and
flux of settling particles, and calculating the 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 budget in
Ulleung Basin, East Sea.
This study will 1)evaluate fluctuations of surface primary production using data from
satellites, 2)determine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s in particulate fluxes, and 3)estimate
mass balance of POC in the Ulleung Basin.
In 2018, surface primary production data were collected by analyzing satellite datasets,
sedimentation rate was calculated at the continental slope of Ulleung Basin, and mass
balance of POC in the study areas was estimated.
This study will evaluate the roles of surface primary production and the effect such
production has on benthic organisms and main fishery resources, such as snow crabs, in
the Ulleung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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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Particulate Organic Carbon) budget of Ulleung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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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ctivities
East Sea Research Institute

02.
연구책임자

박찬홍 / 책임연구원
Chan-Hong Park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chpark@kiost.ac.kr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Sustainabl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okdo

본 연구는 독도 종합해양과학 조사를 통한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특성 파악과 모니터링 및 수중
과학잠수 조사를 통한 서식지 매핑 등 독도 해저생물 서식지의 특성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올해부터는 독도의 영토주권강화를 위한 독도-울릉도 형성원
인 규명연구를 착수하여 화산체 해저암석 채취 등의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연
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조사를 통해 획득한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자료들을 데이터베이
스화하여 독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
고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독도 종합해양과학 조사 결과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에 필
요한 기반 마련 및 해양영토분쟁 발생 시 영유권 주장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등 독도 관련 국가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We are focusing on understanding and secu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of Dokdo through comprehensive marine science research
and collecting detailed data in order to understand seabed creatures’ habitats and
related changes through habitat mapping. To strengthen the sovereignty of Dokdo, we
have launched a study on the formation of Ulleungdo-Dokdo, conducting surveys such
as the collection of rocks of submerged volcanic bodies. This study will be continued
and expanded in the future. Furthermore, we are trying to contribute raising concern
about Dokdo by building a database containing information from our comprehensive
marine science research and share it with people using the Dokdo Information System.
In the future, we expect that these comprehensive results will be utilized as fundamental
독도에서의 온누리호와 해저암석채취 모습
Photograph of R/V Onnuri and submerged volcanic
rock sampling in Dokdo

resources for the sustainable use and management of Dokdo as well as for national policy.

독도 수중생태지도(탕건봉)
Underwater Eco-map of Dokdo(Tanggeon-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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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동해연구소

03.

동해 연안
Eco-mapping 연구

연구책임자

노현수 / 책임연구원
Hyun Soo Rho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hsrho@kiost.ac.kr

Eco-mapping and characterization of soft and hard-bottom area of the
East Sea shores
본 연구는 동해 연안의 대표적 서식지인 사질-수중암반 해양생태계 파악을 목적으로 동해 연
안에서 대표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Eco-mapping 연구기법을 적용하여 서식환경과 서식생물
상호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1) 동해 연안의 대표 연구거점
을 북부(강릉 십리바위), 중부(울진 후암), 남부(울산 선암)로 선정하였고, 2) 정량적인 연구기법
(Eco-mapping 연구기법 매뉴얼 화) 적용을 통해 일관되고 지속성 있는 연구결과물을 획득하
였다. 3) 기존의 서식지 맵핑 연구 보다 구체적이면서 서식환경과 서식생물과의 상관관계를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는 “동해 연안 환경생태도(Eco-map)”를 제작하여 동해 연안 서식지 관리에
효율성을 높였다. 대표 연구거점에서 제작된 “동해 연안 환경생태도” 발간물 시리즈는 해양산
업(양식, 환경기술 등)과 문화산업(생태관광, 레저산업 등)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종
합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동해 연안의 보존 및 활용에 과학적으로 기여할 수

동해 연안 환경생태도 발간
Publication of Eco-map

있는 기반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a representative model station for the
characterization of underwater soft and hard-bottom ecosystems, both of which represent
subtidal of the East Sea. In addition, we will study habitat characteristics and biodiversity
by applying eco-mapping technique. The main conten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 model stations of the East Sea coastline are: Northern part (Sibri rock, Gangneung),
Middle part (Huam, Uljin) and Southern part (Seonam, Ulsan). 2) Consistent research
results were obtained based on the application of eco-mapping, a quantitative research
technique. 3) The efficiency of coastal habitat management was improved through ecomapping, more efficient wa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abitat environment
and biodiversity than existing habitat mapping technique. These publications on ecomapping can be applied by the marine industry (aquaculture, environmental technology,
etc.) and cultural industry (ecotourism, leisure sports, etc) as synthetic scientific baseline
data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the East Sea coastline.

동해 연안 울산 선암 수중생태지도
Underwater ecology map in Ulsan Sun-am, East Sea
coa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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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구책임자

후정리 해안수리·침식 모니터링 시스템 인프라
운영 고도화

진재율 / 책임연구원
Jae-Youll Jin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jyjin@kiost.ac.kr

Advanced operation of the coastal hydrodynamics and beach erosion
monitoring system infra in Hujeong
동해연구소가 위치한 후정해안은 1988년 완공된 한울원자력발전소로 인해 겨울철에 북측 해
안으로부터 공급받던 모래가 차단되어 서서히 침식되고 있다. 동해연구소는 후정해안의 수리·
지형역학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친환경적인 침식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니터링 시
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은 후정해안의 백사장 면적이 계절적 변동
을 보이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백사장 표고와 수심 측량에 따르면 최근 2년
(2016년 7월~2018년 7월) 동안 99,000m³의 모래가 침식되었다. 후정해안 침식현상을 보다
동력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해안선변화 실시간 관측을 위한 비디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다. 또한, 백사장 표고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기 위해 30개 정점에서 지중압력센서 시스템,
동해연구소 비디오 모니터링 타워 (높이 30m, CCTV 8대)
Video monitoring tower of ESRI (height 30m, 8 CCTVs)

파랑특성 공간분포 실시간 관측을 위한 X-band 레이더, 해저경계층 수리·표사 정밀관측을 위
한 2조의 BBL 시스템을 이용하는 2018-2019 동계관측이 수행 중이다.   
Hujeong Beach on the Korean eastern coast where ESRI is located has been suffering
gradual erosion since 1988 due to Hanul NPP’s interruption of the winter sand supply
from its northern beach. ESRI has been constructing and operating various hydromorphodynamic monitoring systems to obtain a quantitative understanding of the
processes for eco-friendly countermeasures. ESRI’s video monitoring system shows that
overall sand in the beach area has been gradually decreasing. According to the beach
and bathymetric surveys, a total sand volume of 99,000 m3eroded from July 2016 to July
2018. For a more understanding of the dynamic behavior of beach processes, the ongoing
2018-2019 winter field campaign is using the video system for real-time monitoring of
the shoreline change, beach pressure sensors at 30 sites for real-time monitoring of the
beach elevation changes, an X-band Radar for real-time and spatial monitoring of the wave
characteristics, and two instrumented tripods for monitoring BBL (Bottom Boundary Layer)
dynamics.

SPHINX : KIOST BBL system

129°24′30″E

129°25′30″E

37°4′30″N

37°5′30″N

129°23′30″E

후정해안 백사장표고 및 수심변화 (침식체적 99,000m3)
Bed change of Hujeong beach (eroded volume
99,000m3)

후정해안선 비디오 모니터링 및 파랑관측 결과
Time series of Hujeong beach area, wave height an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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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책임자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울릉도·독도 해양생태계
반응 및 대응 연구

김윤배 / 책임기술원
Yun-Bae Kim / Principal Research Specialist
dokdo512@kiost.ac.kr

A study on the changes in Ulleung-do’s and Dok-do’s marine ecology
reaction and response, given changes in the marine environment
동해 외해에 위치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한반도 해역 기후변화 감시의 최적지인 울릉도·독
도 해역은 한반도 주변 해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표층수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연안의 바다사
막화 현상 또한 확산되고 있다. 해양환경변화 대응 및 기후변화 감시를 위해 장기 해양환경 모
니터링 정점 운영, 기후변화 지시생물 정밀 모니터링, 울릉도·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및 해양생
물 지리 분포특성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울릉도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을 기반으로 독
도 정밀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Given its geographical location in the open East Sea, the Ulleung-do and Dok-do waters,
which are the best locations for monitoring climate change around the Korean Peninsula,
have the highest increase ratio for surface water temperature, while sea desertification

실시간 독도해양관측부이
Real-time Dokdo Ocean Observation Buoy

is also spreading along the coast.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marine environment
and monitor climate change, we are conducting long-term marine environment fixed
point monitoring, precision monitoring for designated organisms in climate change, and
research on marine biodiversity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in Ulleung-do and Dokdo. In addition, precision monitoring research is being conducted in Dok-do based on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Ulleung-do.

Day(>20)

울릉도 죽도의 해송류(국제적 보호권고종)
Antipathes Japonica found on Jukdo, Ulleungdo
(The international protected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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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표층수온 20℃이상 날수의 연변화
Yearly changes in the number of days with over 20°C in Ulleung-do’s wate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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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연구책임자

울릉도 해양수산자원 증양식 및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연구(지역현안대응)

임장근 / 기지대장
Jang-Geun Lim / Principal Administrative Associate
jglim@kiost.ac.kr

A study on expanding Ulleung-do’s marine resources and promoting
high value-added industries(response to local issues)

최근 울릉도는 수산물 판매액의 약 96%를 차지하는 대표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10년 전에
비해 1/10수준으로 급감함에 따라 오징어 대체 수산자원 육성 및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육성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현안 대응을 위해 정치성구획어업 시험어장 운영 등 새로
운 어법의 개발, 표층가두리양식장 운영 등을 통한 수산자원 증·양식 연구, 기존 취수중인 해양
심층수를 활용한 수산자원육성연구, 울릉도·독도 유용 수산물의 브랜드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Recently, catching of the squid, a flagship species that accounts for around 96 percent of
seafood sales in Ulleung-do, has dropped sharply to one-tenth of what its sales was ten
years ago. Hence, creating alternative sea resources and promoting a high value-added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서 운영 중인 정치성
구획어업 시험어장
An experimental fishing sector for the fixed shore net
fishing

marine industry are urgent tasks. The following measures are being taken to respond to
this local issue: developing new fishing methods, e.g., test-managing stationary fisheries;
studying methods for expanding sea resources by operating floating fish cages; studying
how to promote sea resources using existing deep sea water; and researching how to
marketize seafood products from Ulleung-do and Dok-do.

시험어장에서 포획한 참돔
Netted a Pagrus major in experimental fishing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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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의 연변동
Yearly change in the squid catch in Ulleu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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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소는 제주연안의 청정한 해양생물을 활용한 해양바이오 산업화 연구와 제주도
연안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KIOST Jeju Institute conduct research on marine bio-industry using an endemic
marine organisms and relevant research areas using marine organisms
observed around Jeju as well as research on marine environmental change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the marine environment near
Jeju Island.

Jeju
Research Institute
제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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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주 연안 환경오염 현황과
해양생태계 변화

연구책임자

유신재 / 책임연구원
Sinjae Yoo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sjyoo@kiost.ac.kr

Statu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hanges in the coastal
ecosystems of Jeju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 근해는 전 세계 해양에서 지난 30년동안 가장 빨리 온난화가 진행된 해
역 중 하나이고, 도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관광인구의 증가 등은 국지적인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제주 연안 해역의 오염 원인과 이로 인한 생태계 변
화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제주도 해양환경 현황과 변화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주 연안 오염원인 육상양식장 배출수, 하수처리장 배출
수, 대기 침적물질 및 해저지하수의 유입량을 산정하고 연안과 외해 간 물질 교환량, 침강 플럭
스, 저층 플럭스를 산정하였다. 또한 기초생산성, 영양염, 해조류, 식물플랑크톤, 간극생물 및 미
생물 등 지시자 조사를 통하여 연안오염이 해양생태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제주 한동 연안역의 탄소와 질소 순환도
Carbon and nitrogen cycle in coastal area of Handong,
Jeju

결과 한동 지역에서의 양식장 배출수를 통한 유기물 플럭스는 해저지하수를 통한 유기물 플럭
스에 비해 탄소는 30배, 질소는 3배 높았다. 양식장이 밀집되어 있는 한동 연안해역에 Box 모
델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해류교환량의 10% 증감에 따라 엽록소는 각각 -7.9%,
+12.3% DIN은 각각 -7.1%, +8.1% 변하였으며, 양식장 배출수인 경우 10% 증감에 따라 엽록소
는 각각 -1.8%, +2.6%, DIN은 각각 -7.2%, 8.0% 변하였다. 탄소, 질소 수지 분석의 결과, 한동
연안에 유기탄소와 질소가 누적되고 있으며 장래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The sea around the Korea Peninsula, including Jeju, has been one of the fastest warming areas in
the world for the last 30 years. Moreover, increased human activities coupled with tourism growth
are leading to a rapid increase in the local environmental pollution around Jeju. To manage
these problems, we collected and analyzed reliable data on the status and changes of the coastal
environment. Our objective was to reveal any relationship between the coastal pollution sources
and the marine ecosystem changes. In particular, we focused on the major pollution sources: land-

Atmospheric deposition

based aquaculture effluents, sewage treatment effluents, atmospheric deposition and submarine

M₂

Air

ground water seepage. To determine the 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we calculated the
organic contaminant fluxes from all the major pollution sources. We also estimated the water
mass exchange rate, sediment flux, and sediment-to-water flux in the study area. In addition,
the impacts of coastal pollution on the marine ecosystem were assessed using several indicators

N₂
DIN
DIC

Fish
Farm
Effluent

PP
(macro/micro)

(e.g., primary productivity, nutrients, algae, phytoplankton, meio-benthos, microorganisms). The
coastal pollution of Jeju is aggravated by land-based aquaculture and wastewater treatment plant
effluents. Nutrients, organic matter and antibiotics are typical pollutants. Our results indicate that

POC
PON

SGD
DOC
DON

the flux of organic matter from aquaculture facilities in the Handong area was approximately 30
times higher in carbon and about 3 times higher in nitrogen compared to the organic flux from
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s. The results of a Box simulation model for the aquacultureintensive areas indicate that if the seawater exchange rate is reduced (or increased) by 10% in the
Hangdong area, the phytoplankton biomass and DIN in the area will change by -7.9%, (+12.3%)

Water

and -7.1% (+8.1%),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an aquaculture effluent reduction (or increase)
of 10%, would correspond to a reduction (increase) in phytoplankton biomass and DIN of -1.8%,

Sediments

(+2.6%) and -7.2% (+8.0%), respectively. The C and N budget estimates indicate that C and N are
being accumulated in the Handong coastal area, and that coastal pollution is likely to worsen in
the future.

한동 연안 물질수지 변동 분석을 위한 Box 모델 모식도
A schematic diagram of the box model for the material
budget in Handong inshor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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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책임자

유전자 재조합 기능성 단백질의 산업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기술 확립

오철홍 / 책임연구원
Chulhong Oh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och0101@kiost.ac.kr

Enhanced production of recombinant functional proteins in E. coli for
industrial applications
0.01mM IPTG, 10˚C, 7days
SER
T

S

0.01mM IPTG, 15˚C, 3days
SER

SER-L
IS

M

T

S

IS

M

T

S

이 연구의 목표는 고가의 바이오 화장품 원료로 활용 가능한 기능성 단백질(상피세포성장인자,

SER-L
IS

M

T

S

항산화효소, 한천분해효소)들을 대장균 세포시스템을 이용 저비용-고순도로 대량생산 할 수 있

IS

는 산업화 기술을 확립하는데 있다. 2016~2018년 연구에서는 타겟 단백질을 대장균의 세포
내막과 외막 사이로 이동시킬 수 있는 해양미생물 유래 신규 신호펩타이드를 발굴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신호펩타이드와 전사체 조절을 통해 대장균에서 타겟 단백질의 막 이동 증강 및 용융
성 형태의 단백질 생산성 향상 기술을 확립하였다. 또한, 세포 내막과 외막 사이로 이동된 단백
질을 하나의 용액 처리만으로 쉽게 정제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립하였다. 더 나아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리보좀의 새로운 기능을 확인하였다.
This project aims at promoting industrial techniques for the development of low-cost and
high-purity mass production of functional proteins (epidermal growth factor, superoxide
SP

SER
hEGF R7

ATG

SP

SER-L
hEGF R7

ATG

TAA

dismutase and agarase) in Escherichia coli. During our study, between 2016 and 2018, we

BSL

TAATG

TAA

T: total cell lysate

found a novel signal peptide derived from marine microorganism which can be transferred
to the cell membrane with a target protein in E. coli. By combining the signal peptide and

S: soluble protein from total cell lysate
IS: insoluble protein from total cell lysate

the transcript control in E. coli, we improved the membrane transfer of the target protein

M: protein marker

as well as productivity of the protein in its soluble form. Also, we developed a novel, simple

대장균에서 재조합 상피세포성장인자의 막 이동 및
생산성 향상 기술 확립
Membrane transfer and protein productivity
improvement of epidermal growth factor in E. coli.

0.01mM
M

BI

T

S

0.1mM
IS

BI

T

S

method for the purification of periplasmic recombinant proteins using one solution.
Furthermore, we identified new functions for the ribosomes involved in protein synthesis.

1mM IPTG
IS

T

S

IS

Gilvim arinus agarolyticus JEA5

Original Gaal 6b agarase
SP
agarase

CBM6

CBM6

BI: before inducted cell

ATG

SP

TAA

ATG

T: total cell lysate
S: soluble protein from total cell lysate

Modified Gaal 6b agarase
ATKAV
agarase

IS: insoluble protein from total cell lysate

TF
TAATG

TAA

대장균에서 한천분해효소의 아미노산 변형을 통한 용융성 단백질 생산기술 확립
Soluble protein production with modified Gaa16b aga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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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홍해삼 유래 다목적 산업소재 활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multipurpose industry material using Stichopus
japonicus

연구책임자

허수진 / 책임연구원
Heo, Soo-Jin /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sjheo@kiost.ac.kr

제주 특산자원 중 하나인 홍해삼은 오래전부터 ‘바다의 인삼’이라 불렸으며 최고의 한방약재로
사용돼 왔다. 해삼은 여러 고대 문헌을 통해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왔지만 이에 대한 과
학적 근거는 매우 미흡한 편이며, 대부분 원물형태로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해삼을 고부가가
치화 시켜 세계 시장경쟁에서 가치를 높여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홍해
삼을 활용하여 현대사회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질환 개선 효능(항염증, 항암, 항산화, 항비만,
근육강화, 세포증식 등)을 탐색하고, 유용성분 생산을 위한 공정기술을 개발하여 식품·의약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용 기능성이 함유된 음료 및 향장 제
품을 개발하였고, 치료가 힘든 심각한 화상이나 피부 결손을 입은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공학 소재로서의 상처부위 도포용 밴드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홍해삼의 우수성에 대
한 과학적 근거를 증명하였고 이를 통해 홍해삼의 가치증진 및 다른 제주특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red sea cucumber (Stichopus japonicus), a species abundant in the proximity of Jeju,
is used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is called ‘Ginseng of the sea’. The sea cucumber
is known for possessing various bioactive compounds. However, many of the functional
properties mentioned in the folklore do not carry scientific merits. The sea cucumbers are
sold as raw materials and scientific studies of their functions would increase their value in the
world market. Herein, we evaluated the therapeutic and nutraceutical effects of the red sea
cucumber (e.g., anti-inflammation, anti-cancer, anti-oxidant, anti-obesity, muscle growth, and
skin cell proliferation). Moreover, we developed new methods attempted to develop methods

홍해삼을 활용한 시제품
Red sea cucumber prototypes

for the processing of functional compounds, targeting the production of functionalized
food and drugs. We also developed a functional drink, cosmetics, and a 3D type hydrogel.
Consequentially, this study provides a scientific basis, which would be a positive fact for the
utilization and proper industrialization of red sea cucumber and other marine resources
available in Jeju.

홍해삼 기반 고기능성 바이오 제품화 공정 개발

고효율
복합공정
기술 개발

대사증후군
개선 효능 및
메커니즘 규명

국내 및 거대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한 특화소재 개발

해양생명과학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제주특산 홍해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핵심 연구
기술
홍해삼을
활용한
음료개발

피부상처
치료용 융합형
의공학소
재 시작품 제작

고효율 복합추출 공정 개발 및 핵심원료 대량생산 기술확보

해양바이오 분야 + 의공학 분야

과제의 추진전략
A schematic diagram of the box model for the material budget in Handong inshor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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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세포 재생 효능

Post injury (Days)
0

2

4

6

8

10

12

14
60
No treatment

Control

Gauze

Wound defect area(㎟)

50

PVA

RSC/PVA

PVA
RSC/PVA

40
30
20
10

EpiDerm
0

0

4

8

12

Time (days)

항암 효능

HCC-38

p62

Lyso Tracker

DAPI

Merge

Control

Apoptotic
cell death (%)

si

ro

l
si Control

si

p62

Actin

p62

Actin

p62

Actin

Co

nt

SJ -IR-D

Con

p6
2

SJ -IR-D
SJ -IR-D

Con

si p62

SJ -IR-D

SKBR3

7AAD

HCC-1419

Annexin V

150
100
50

Relative protein
expression level

NO production(%)

Cell vlability (%)

항염증 효능

150
100
50

Con

3

LPS

LPS+D-15min

LPS+D-30min

2
0

0
Con LPS

10

20

50 100

Con LPS

LPS+VD-D(㎍/ml)

10

20

50 100

LPS+VD-D(㎍/ml)

1

LPS
15min
30min
0

p-ERK1

p-ERK2

p-JNK1

p-JNK2

p-p38

K

ER

p-

K2

ER

K

JN
p-

K
JN

38

p
p-

tin

8
p3

Ac

LPS+VD-D (50㎍/ml)

Con

홍해삼의 대표적인 효능
Bioactivities of red sea cuc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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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hloro-4,5-dihydroxybenzaldehyde inhibits adipogenesis in 3T3-L1
adipocytes by regulating expression of 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s and
AMPK activation

A Study of the Contaminated Sediment Management System in Korea, with
Suggestion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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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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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inuous-flow and on-site mesocosm for ocean acidification experiments
on benthic organisms

Kim JH, Kang EJ, Kim K, Kim KY
Algae, 33:359–366
A Cost-Effective Ship Safety Data Transfer in Coastal Areas

Yang H
J Coastal Res, SI 85:1206–1210
A critical re-assessment of the primary productivity of the Yellow Sea, East
China Sea and Sea of Japan/East Sea Large Marine Ecosystems.

Yoo S, Kong CE, Son YB, Ishizaka J
Deep-Sea Res Pt II, (in press)
A heptameric peptide isolated from the marine microalga Pavlova lutheri
suppresses PMA-induced secretion of matrix metalloproteinase-9 through the
inactivation of the JNK, p38, and NF-kappa B pathways in human fibrosarcoma
cells

Ko SC, Heo SY, Choi SW, Qian ZJ, Heo SJ, Kang DH, Kim N, Jung WK
J Appl Phycol, 30:2367–2378
A joint typicality approach to compute-forward

Lim SH, Feng C, Pastore A, Nazer B, Gastpar M
IEEE T Inform Theory, 64:7657–7685
A Novel Glycosyl Hydrolase Family 16 beta-Agarase from the Agar-Utilizing
Marine Bacterium Gilvimarinus agarilyticus JEA5: the First Molecular and
Biochemical Characterization of Agarase in Genus Gilvimarinus

Lee Y, Jo E, Lee YJ, Hettiarachchi SA, Park GH, Lee SJ, Heo SJ, Kang DH, Oh C
J Microbiol Biotechn, 28:776–783
A numerical simulation of long-term sea level change in the East Asian
marginal seas

Kim CH, Jang CJ, Kim MW
J Coastal Res, SI 85:546–550
A preliminary study on the role of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in the
bioavailability of oil-derived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to oysters

Loh A, Yima UH, Ha SY, An JG
Sci Total Environ, 643:1084–1090

Kim KO, Lim HS, Choi JY, Kim SS
J Coastal Res, SI 85:906–910
Abundance, composition, and distribution of microplastics larger than 20 mu
m in sand beaches of South Korea

Eo S, Hong SH, Song YK, Lee J, Lee J, Shim WJ
Environ Pollut, 238:894–902
Accuracy improvement of particle-tracking simulation considering wind speed
using various drift objects

Choi JW, Kwon JI, Heo KY, Park KS, Choi JY
J Coastal Res, SI 85:901–905
Acidification at the Surface in the East Sea: A Coupled Climate-carbon Cycle
Model Study

Park YG, Seol KH, Boo KO, Lee J, Cho C, Byun YH, Seo S
Ocean Sci J, 53:437–448
Acoustic target strength measurements for biomass estimation of aquaculture
fish, redlip mullet (chelon haematocheilus)

Kim H, Kang D, Cho S, Kim M, Park J, Kim K
Appl Sci-Basel, 1.4
Acoustic-Elastic coupled full-waveform inversion in the laplace domain with
scaled gradient for improved density recovery

Kang SG, Jang U, Kim HJ, Jou HT, Shin C, Hong JK, Jin YK
J Seism Explor, 27:487–504
Acute toxic effects of zinc oxide nanoparticles on Hydra magnipapillata

Yamindago A, Lee N, Woo S, Choi H, Mun JY, Jang SW, Yang SI, AntonErxleben F, Bosch TCG, Yum S
Aquat Toxicol, 205:130–139
Adverse effects and immune dysfunction in response to oral administration of
weathered Iranian heavy crude oil in the rockfish Sebastes schlegeli

Lee EH, Kim M, Moon YS, Yim UH, Ha SY, Jeong CB, Lee JS, Jung JH
Aquat Toxicol, 200:127–135
Altered GnIH precursor gene expression during early development of Nile
tilapia, Oreochromis niloticus.

Kim J-H, Park JW, Kwon JY
Biol Rhythm Res, (in press)
An eastward shift of the North Pacific Oscillation after the mid-1990s and its
relationship with ENSO

Yeh SW, Yi DW, Sung MK, Kim YH
Geophys Res Lett, 45:6654–6660
An effective method for detecting prey DNA from marine dinoflagellates
belonging to the genera Dinophysis and Phalacroma using a combination of
PCR and restriction digestion techniques

Nishitani G, Kosaka Y, Nagai S, Takano Y, Kim YO, Ishikawa A
Plankton Benthos Res, 13: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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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sively developing extratropical cyclone associated with the high
wind-waves along the east coast of Korea

Automatic discrimination approach of sea ice in the Arctic Ocean using
Sentinel-1 Extra Wide Swath dual-polarized SAR data

Heo KY, Choi JY, Park KS, Kwon JI, Min IK, Ha T
J Coastal Res, SI 85:716–720

Hong DB, Yang CS
Int J Remote Sens, 39:4469–4483

An Improved Method of Land Masking for Synthetic Aperture Radar-based
Ship Detection

Automatic mapping technique of sea ice in the coastal waters of the Arctic
Ocean using Sentinel-1 data

Yang CS, Park JH, Harun-Al Rashid A
J Navigation, 71:788–804

Hong DB, Bae JJ, Yang CS
J Coastal Res, SI 85:556–560

Analysing decadal-scale crescentic bar dynamics using satellite imagery: A
case study at Anmok beach, South Korea

Bathyal records of enhanced silicate erosion and weathering on the exposed
Luzon shelf during glacial lowstands and their significance for atmospheric
CO2 sink

Athanasiou P, de Boer W, Yoo J, Ranasinghe R, Reniers A
Mar Geol, 405:1–11
Analysis and design of floating prestressed concrete structures in shallow
waters.

Jiang D, Tan KH, Wang CM, Ong KCG, Bra H, Jin J, Kim MO
Mar Struct, 59:301-320
Analysis of Positioning Accuracy of PPP, VRS, DGPS in Coast and Inland Water
Area of South Korea

Jang W, Park H, Park S
J Coastal Res, SI 85:1276–1280
Analysis of the draft genome of the red seaweed gracilariopsis chorda provides
insights into genome size evolution in rhodophyta

Lee J, Yang EC, Graf L, Yang JH, Qiu H, Zelzion U, Chan CX, Stephens TG,
Weber APM, Boo GH, Boo SM, Kim KM, Shin Y, Jung M, Lee SJ, Yim HS, Lee
JH, Bhattacharya D, Yoon HS
Mol Biol Evol, 35:1869–1886
Analysis on the estimation errors of the lowest and highest astronomical tides
for the southwestern 2.5 GW offshore wind farm, Korea

Ko DH, Jeong ST, Cho HY, Kang KS
Int J Nav Arch Ocean, 10:85–94
Anti-inflammation effects of 8-oxo-9-octadecenoic acid isolated from Undaria
peterseniana in lipopolysaccharide-stimulated macrophage cells

Kang MC, Ham YM, Heo SJ, Yoon SA, Cho SH, Kwon SH, Jeong MS, Jeon YJ,
Sanjeewa KKA, Yoon WJ, Kim KN
Excli J, 17:775–783
Anti-inflammatory effect of Apo-9’-fucoxanthinone via inhibition of MAPKs
and NF-kB signaling pathway in LPS-stimulated RAW 264.7 macrophages and
zebrafish model.

Kim E-A, Kim S-Y, Ye B-R, Kim J, Ko S-C, Lee WW, Kim K-N, Choi I-W, Jung
W-K, Heo S-J
Int Immunopharmacol, 59:339-346
Antimalarial activity of the isolates from the marine sponge Hyrtios erectus
against the chloroquine-resistant Dd2 strain of Plasmodium falciparum

Xu ZK, Li TG, Clift PD, Wan SM, Qiu XH, Lim D
Chem Geol, 476:302–315
Biological Impact Assessment of Sediments:A Preliminary Study for Using Pore
Water and Elutriate as Exposure Media

Gang Y, Choi JY, Ra K, Lee KW, Chung CS, Kim K, Won EJ
J Coastal Res, SI 85:1431–1435
Bioprospecting from marine coastal sediments of Colombian Caribbean:
screening and study of antimicrobial activity

Quintero M, Velasquez A, Jutinico LM, Jimenez-Vergara E, Blandon LM,
Martinez K, Lee HS, Gomez-Leon J
J Appl Microbiol, 125:753–765
Bis (3-bromo-4,5-dihydroxybenzyl) ether, a novel bromophenol from
the marine red alga Polysiphonia morrowii that suppresses LPS-induced
inflammatory response by inhibiting ROS-mediated ERK signaling pathway in
RAW 264.7 macrophages

Choi YK, Ye BR, Kim EA, Kim J, Kim MS, Lee WW, Ahn GN, Kang N, Jung WK,
Heo SJ
Biomed Pharmacother, 103:1170–1177
Bisphenol A induces a distinct transcriptome profile in the male fish of the
marine medaka Oryzias javanicus

Kim BM, Jo YJ, Lee N, Lee N, Woo S, Rhee JS, Yum S
Biochip J, 12:25–37
Brewster Angle Damping Observed in the TerraSAR-X Synthetic Aperture
Radar Images of Man-Made Targets

Ouchi K, Yang CS
IEEE Geosci Remote S, 15:532–536
Bromopyrrole Alkaloids from the Sponge Agelas kosrae

Kwon OS, Kim D, Kim H, Lee YJ, Lee HS, Sim CJ, Oh DC, Lee SK, Oh KB, Shin J
Mar Drugs, 16:513
Cellular properties of the fermented microalgae Pavlova lutheri and its isolated
active peptide in osteoblastic differentiation of MG-63 cells

Ju E, Latif A, Kong CS, Seo Y, Lee YJ, Dalal SR, Cassera MB, Kingston DGI
Z Naturforsch C, 73:397–400

Qian ZJ, Ryu B, Kang KH, Heo SJ, Kang DH, Bae SY, Park SJ, Kim JI, Kim YM,
Kim YT, Jung WK
Mol Med Rep, 17:2044–2050

Application of full waveform inversion algorithms to seismic data lacking lowfrequency information from a simple starting model

Changes in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Walleye Pollock Related to
Demographic Changes in the East Sea During the Late 20th Century

Jun H, Shin J, Shin C
Explor Geophys, 49:434–449

Bang M, Kang S, Kim S, Jang CJ
Mar Coast Fish, 10:91–99

Assessing environmental changes in Lake Shihwa, South Korea, based on
distributions and stable carbon isotopic compositions of n-alkanes

Characterization of Deep-sea Macrofauna in the Korean Exploration Claim
Area in the 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 Northeastern Pacific Ocean

Kim D, Kim JH, Kim MS, Ra K, Shin KH
Environ Pollut, 240:105–115

Yu OH, Lee HG, Kim D, Wi JH, Kim KH, Yoo CM
Ocean Sci J, 53:301–314

Assessment of tidal current energy potential at Uldolmok in the southwestern
coast of Korea

Ko DH, Park JS, Lee KS
J Coastal Res, SI 85:1301–1305
Assessment of UAV Photogrammetric Mapping Accuracy in the Beach
Environment

Jeong E, Park JY, Hwang CS
J Coastal Res, SI 85:176–180

79

2018연보_내지_part1 (3).indd 79

2019-04-02 오전 11:02:31

Characterization of endocrine disruption potentials of coastal sediments of
Taean, Korea employing H295R and MVLN assays-Reconnaissance at 5 years
after Hebei Spirit oil spill

Constant exposure to environmental concentrations of the antifouling biocide
Sea-Nine retards growth and reduces acetylcholinesterase activity in a marine
mysid

Liu XS, Jung D, Zhou KR, Lee S, Noh K, Khim JS, Giesy JP, Yim UH, Shim WJ,
Choi K
Mar Pollut Bull, 127:264–272

Do JW, Haque MN, Lim HJ, Min BH, Lee DH, Kang JH, Kim M, Jung JH,
Rhee JS
Aquat Toxicol, 205:165–173

Characterizing the signature of a spatio-temporal wind wave field

Corallibacterium pacifica gen. nov., sp. nov., a novel bacterium of the family
Vibrionaceae isolated from hard coral

Benetazzo A, Bergamasco F, Yoo J, Cavaleri L, Kim SS, Bertotti L, Barbariol F,
Shim JS
Ocean Model, 129:104–123
Chelonodontops bengalensis (Tetraodontiformes: Tetraodontidae): A New
Species of Puffer Fish from the Northern Bay of Bengal Based on Morphology
and DNA Barcode

Hettiarachchi SA, Lee SJ, Lee Y, Kwon YK, Kwon KK, Yang SH, Jo E, Kang
DH, Oh C
Curr Microbiol, 75:835–841
Cyclic lateral performance evaluation of precast double-skinned composite
tubular columns

Habib KA, Neogi AK, Oh J, Lee Y-H, Kim C-G
Ocean Sci J, (in press)

Lee YW, Seo J, Kim S, Kang YJ, Won D
Int J Steel Struct, 18:97–113

Chemical Characteristics of Size-Resolved Aerosols in Coastal Areas during
KORUS-AQ Campaign; Comparison of Ion Neutralization Model.

Cyclopeptides from the Sponge Stylissa flabelliformis

Bae M-S, Lee T, Schauer JJ, Park G, Son Y-B, Kim K-H, Cho S-S, Park SS, Park K,
Shon Z-H
Asia-Pac J Atmos Sci, (in press)
Chitosan nanoparticles: A positive immune response modulator as display in
zebrafish larvae against Aeromonas hydrophila infection

Nikapitiya C, Dananjaya SHS, De Silva BCJ, Heo GJ, Oh C, De Zoysa M, Lee J
Fish Shellfish Immun, 76:240–246
Chronic adverse effects of oil dispersed sediments on growth, hatching, and
reproduction of benthic copepods: Indirect exposure for long-term tests

Won EJ, Lee Y, Gang YH, Kim MS, Kim CJ, Kim HE, Lee KW, Chun CS, Kim K,
Lee JS, Shin KH
Mar Environ Res, 137:225–233
Ciona intestinalis calcitonin-like peptide promotes osteoblast differentiation
and mineralization through MAPK pathway in MC3T3-E1 cells

Nguyen VT, Ko SC, Heo SJ, Kang DH, Oh C, Kim KN, Jeon YJ, Kim YM, Park
WS, Choi IW, Park NG, Jung WK
Process Biochem, 67:127–138
Coastline change measurement using shipborne mobile LiDAR in Anmok
Beach, Gangneung, Korea

Kim CH, Kim HW, Park CH, Kim WH, Lee MH, Choi SY, Do JD
J Coastal Res, SI 85:601–605
Comparative analysis of distinctive transcriptome profiles with biochemical
evidence in bisphenol S- and benzo[alpha] pyrene-exposed liver tissues of the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Jung JH, Moon YS, Kim BM, Lee YM, Kim M, Rhee JS
PLOS One, 13:e0196425
Comparison of Aerosol Reflectance Correction Schemes Using Two NearInfrared Wavelengths for Ocean Color Data Processing

Ahn JH, Park YJ, Fukushima H
Remote Sens-Basel, 1.660416667
Comparison of Internal Waves in Various Ocean Field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Kim H, Son YB, Jeong JY, Jo YH
J Coastal Res, SI 85:466–470
Comparison of measurements from pressure-recording inverted echo
sounders and satellite altimetry in the North Equatorial current region of the
Western Pacific

Jeon C, Park JH, Kim DG, Kim E, Jeon D
Ocean Sci J, 53:2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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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OS, Kim CK, Byun WS, Oh J, Lee YJ, Lee HS, Sim CJ, Oh DC, Lee SK,
Oh KB, Shin J
J Nat Prod, 81:1426–1434
Daily to seasonal variability of the mixed layer depth in the central Yellow Sea:
Effects of atmospheric forcing

Kim YS, Jang CJ, Jeong JY, Shim JS
J Coastal Res, SI 85:576–580
Daily variation in the prokaryotic community during a spring bloom in shelf
waters of the East China Sea

Choi DH, An SM, Yang EC, Lee H, Shim J, Jeong J, Noh JH
Fems Microbiol Ecol, 94
De novo transcriptome assembly of brackish water flea Diaphanosoma
celebensis based on short-term cadmium and benzo[a]pyrene exposure
experiments

Kim BM, Kang S, Kim RO, Jung JH, Lee KW, Rhee JS, Lee YM
Hereditas, 155:36
Decadal-scale variations of sedimentary dinoflagellate cyst records from the
Yellow Sea over the last 400 years

Kim SY, Roh YH, Shin HH, Huh S, Kang SH, Lim D
Estuar Coast Shelf S, 200:91–98
Deep Fault Plane Revealed by High-Precision Locations of Early Aftershocks
Following the 12 September 2016 M-L 5.8 Gyeongju, Korea, Earthquake

Kim KH, Kim J, Han M, Kang SY, Son M, Kang TS, Rhie J, Kim Y, Park Y, Kim
HJ, You QY, Hao TY
B Seismol Soc Am, 108:517–523
Degrees of freedom of full-duplex multiantenna cellular networks

Chae SH, Lim SH, Jeon SW
IEEE T Wirel Commun, 17:982–995
Detection of Metallothionein in Javanese Medaka (Oryzias javanicus), Using a
scFv-Immobilized Protein Chip

Lee E, Jeon H, Kang C, Woo S, Yum S, Kwon Y
Sensors, 18:1069
Diatoms associated with seaweeds from Moen Island in Chuuk Lagoon,
Micronesia

Park JS, Lobban CS, Lee KW
Phytotaxa, 351:101–140
Diet source of Euphausia pacifica revealed using carbon- and nitrogen-stable
isotopes in the Yellow Sea Cold Water Mass in summer.

Kim H, Ju S-J, Kang J-H, Shin K-H
J Oceanogr, 7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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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hlorethohydroxycarmalol Attenuates Methylglyoxal-Induced Oxidative
Stress and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Formation in Human Kidney Cells

Euzebyella algicola sp nov., a marine bacterium of the family Flavobacteriaceae,
isolated from green algae

Cha SH, Hwang Y, Heo SJ, Jun HS
Oxid Med Cell Longev, 2018:3654095

Kwon YM, Kim KW, Kim JYH, Choi TY, Yang SH, Oh CH, Kwon KK, Kim SJ
Int J Syst Evol Micr, 68:764–768

Distribution and Variability of the Meiobenthic Assemblages near the Korean
Polymetallic Nodule Claim Area of the 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
(Subequatorial NE Pacific)

Experimental generation of solitary waves by a thin bump traveling on sea bed

Min WG, Kim D, Rho HS, Chi SB, Son SK
Ocean Sci J, 53:315–336
eDNA-based bioassessment of coastal sediments impacted by an oil spill

Xie YW, Zhang XW, Yang JH, Kim S, Hong SJ, Giesy JP, Yim UH, Shim WJ, Yu
HX, Khim JS
Environ Pollut, 238:739–748
Effect of Feeding Frequency on Growth, Food Consumption, Proximate
Composition, and Blood Chemistry of Juvenile Dark-banded Rockfish, Sebastes
inermis

Oh SH, Lee DS, Choi J
J Coastal Res, SI 85:461–465
Experimental study of aerodynamic damping of a twisted supertall building

Kim W, Yoshida A, Tamura Y, Yi JH
J Wind Eng Ind Aerod, 176:1–12
Exposure to sublethal concentrations of tributyltin reduced survival, growth,
and 20-hydroxyecdysone levels in a marine mysid

Kim BM, Saravanan M, Lee DH, Kang JH, Kim M, Jung JH, Rhee JS
Mar Environ Res, 140:96–103
Fate of residual oils during remediation activities after the Wu Yi San oil spill.

Oh SY, Maran BAV, Park JW
J World Aquacult Soc, 49:994–1001

Loh A, Yim UH, Ha SY, An JG, Shankar R
Mar Pollut Bull, 138:328-332

Effects of Abalone Farming Cage Removal on the Benthic Foraminiferal
Assemblages

Feasibility study of submerged floating tunnels moored by an inclined tendon
system

Choi JU, Lee YG, Jeong DU, Choi YH, Woo HJ
J Coastal Res, SI 85:321–325

Won D, Kim S
Int J Steel Struct, 18:1191–1199

Effects of bisphenol A and its analogs bisphenol F and S on life parameters,
antioxidant system, and response of defensome in the marine rotifer
Brachionus koreanus

Field experiment to check the performance of new wave dissipating block

Park JC, Lee MC, Yoon DS, Han J, Kim M, Hwang UK, Jung JH, Lee JS
Aquat Toxicol, 199:21–29
Effects of waterborne copper on toxicity stress and apoptosis responses in red
seabream, Pagrus major

Kim TH, Choi JY, Jung MM, Oh SY, Choi CY
Mol Cell Toxicol, 14:201–210
Efficient production of 1,3-propanediol from crude glycerol by repeated fedbatch fermentation strategy of a lactate and 2,3-butanediol deficient mutant
of Klebsiella pneumoniae

Oh BR, Lee SM, Heo SY, Seo JW, Kim CH
Microb Cell Fact, 17:92
Eight-Phase integration of powers of bed shear velocity for entrainment and
bed load vector

Kim H, Min B, Lee S, Park D, Yoo J
J Coastal Res, SI 85:1151–1155
Enhanced Hydrogen-Storage Capacity and Structural Stability of an Organic
Clathrate Structure with Fullerene (C60) Guests and Lithium Doping

Woo Y, Kim BS, Lee JW, Park J, Cha MJ, Takeya S, Im J, Lee Y, Jeon TI, Bae H,
Lee H, Han SS, Yeo BC, Kim D, Yoon JH
Chem Mater, 30:3028–3039
Enhancement of wave radar observation data quality at the Socheongcho
ocean research station

Min Y, Jeong JY, Min IK, Kim YS, Shim JS, Do K
J Coastal Res, SI 85:571–575
Environmental assessment of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 treated with
solidification agents: Directions for improving environmental assessment
guidelines

Oh Y, Kim S
J Coastal Res, SI 85:1076–1080
Fine-scale microbial communities associated with manganese nodules in deepsea sediment of the Korea deep ocean study area in the Northeast Equatorial
Pacific

Cho H, Kim KH, Son SK, Hyun JH
Ocean Sci J, 53:337–353
Flavobacterium sediminis sp. nov., a starch-degrading bacterium isolated from
tidal flat sediment

Bae SS, Kim MR, Jung Y, Yang SH, Kwon KK, Baek K
Int J Syst Evol Micr, 68:3886–3891
Flocculation Effect of Alkaline Electrolyzed Water (AEW) on Harvesting of
Marine Microalga Tetraselmis sp

Lee SJ, Choi WS, Park GH, Kim TH, Oh C, Heo SJ, Kang DH
J Microbiol Biotechn, 28:432–438
Flux and distribution of methane (CH4) in the Gunsan Basin of the
southeastern Yellow Sea, off the Western Korea

Lee JH, Woo HJ, Son SK, Kim M, Lee DH, Tsunogai U, Jeong KS
J Environ Sci Heal A, 53:457–466
Formation of microplastics by polychaetes (Marphysa sanguinea) inhabiting
expanded polystyrene marine debris

Jang M, Shim WJ, Han GM, Song YK, Hong SH
Mar Pollut Bull, 131:365–369
Frontal collision of internal solitary waves of first mode

Terletska K, Jung KT, Maderich V, Kim KO
Wave Motion, 77:229–242
Future changes in the sea surface wind over the East Asian marginal seas
projected by regional climate models

Gang Y, Won EJ, Ra K, Choi JY, Lee KW, Kim K
Mar Environ Res, 139:193–200

Jang CJ, Choi W, Shin HJ, Kim CH
J Coastal Res, SI 85:591–595

Estimating degree of degradation of spilled oils based on relative
abundance of aromatic compounds observed by paper spray ionization mass
spectrometry

Genetic identification of eggs from four species of Ophichthidae and Congridae
(Anguilliformes)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Kim D, Ha SY, An JG, Cha S, Yim UH, Kim S
J Hazard Mater, 359:421–428

Choi HY, Oh J, Kim S
PLOS One, 13:e019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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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ome-wide identification of 99 autophagy-related (Atg) genes in the
monogonont rotifer Brachionus spp. and transcriptional modulation in
response to cadmium

Kang HM, Lee JS, Kim MS, Lee YH, Jung JH, Hagiwara A, Zhou BS, Lee JS,
Jeong CB
Aquat Toxicol, 201:73–82
Grazing Impact of the Copepod Calanus sinicus on Phytoplankton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in Late Spring

Kim G, Kang HK
Ocean Sci J, 53:225–237
High diversity and potential translocation of DNA viruses in ballast water

Hwang J, Park SY, Lee S, Lee TK
Mar Pollut Bull, 137:449–455
Hindcast of long-term shoreline change due to coastal interventions at
Namhangjin, Korea

Chang YS, Huisman B, de Boer W, Yoo J
J Coastal Res, SI 85:201–205
Historical trends of perfluoroalkyl substances (PFASs) in dated sediments from
semi-enclosed bays of Korea

Shen A, Lee S, Ra K, Suk D, Moon HB
Mar Pollut Bull, 128:287–294
Holobiont transcriptome of colonial scleractinian coral Alveopora japonica.

Integration of the nuclease protection assay with sandwich hybridization
(NPA-SH) for sensitive detection of Heterocapsa triquetra

Park M, Park SY, Hwang J, Jung SW, Lee J, Chang M, Lee TK
Acta Oceanol Sin, 37:107–112
Intraspecific bloom succession in the harmful dinoflagellate Cochlodinium
polykrikoides (Dinophyceae) extended the blooming period in Korean coastal
waters in 2009

Park BS, Kim JH, Kim JH, Baek SH, Han MS
Harmful Algae, 71:78–88
Joint optimization of radio resources for uplink multihoming networks.

Song Y, Choi Y, Han Y
IEEE Syst J, 12:671-681
Korean East Coast wave predictions by means of ensemble Kalman filter data
assimilation

Caires S, Kim J, Groeneweg J
Ocean Dynam, 68:1571–1592
Lagrangian Approach for a New Separation Index of the East Korea Warm
Current.

Pak G, Kim YH, Park Y-G
Ocean Sci J, (in press)
Late Pleistocene sequence architecture on the geostrophic current-dominated
southwest margin of the Ulleung Basin, East Sea

Ryu T, Cho W, Yum S, Woo S
Mar Genom, 43:68-71

Choi DL, Shin DH, Kum BC, Jang S, Cho JH, Jou HT, Jang ND
Geo-Mar Lett, 38:259–272

Horizontal and Vertical Distribution of Microplastics in Korean Coastal Waters

M2 Tidal Current Estimation from One-day Observation Data off the Western
and Southern Coasts of Korea.

Song YK, Hong SH, Eo S, Jang M, Han GM, Isobe A, Shim WJ
Environ Sci Technol, 52:12188–12197
Hourly Observed Internal Waves by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y in the
East/Japan Sea

Kim H, Son YB, Jo YH
J Atmos Ocean Tech, 35:609–617
Hourly variation of green tide in the Yellow Sea during summer 2015 and 2016
using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data

Harun-Al-Rashid A, Yang CS
Int J Remote Sens, 39:4402–4415
Hydraulic gradient reduction effects on sand-water mixture flows caused by
electro-magnetic force generation

Yoon GL, Cho HY, Kim YS, Kwon SH
J Coastal Res, SI 85:1141–1145
iMGEins: detecting novel mobile genetic elements inserted in individual
genomes

Bae J, Lee KW, Islam MN, Yim HS, Park H, Rho M
Bmc Genomics, 19:944
Improved Chlorophyll-a Algorithm for the Satellite Ocean Color Data in the
Northern Bering Sea and Southern Chukchi Sea

Lee SH, Ryu J, Park JW, Lee D, Kwon JI, Zhao JP, Son S
Ocean Sci J, 53:475–485
Improved Detection of Tiny Macroalgae Patches in Korea Bay and Gyeonggi
Bay by Modification of Floating Algae Index

Harun-Al-Rashid A, Yang CS
Remote Sens, 10:1478
Indole alkaloids from tropical sponge hyrtios spas isocitrate lyase inhibitors.

Park SI, Lee YJ, Won H, Oh KB, Lee HS
Nat Prod Commun, 13:683–685

Lee S, Oh K-H, Jang S-T, You HY, Park J, Song K-M
Ocean Sci J, (in press)
Magnetic Properties of Deep-Sea Sediments From the North Pacific: A Proxy of
Glacial Deep-Water Ventilation

Shin JY, Yu Y, Seo I, Hyeong K, Lim D, Kim W
Geochem Geophy Geosy, 19:4433–4443
Mapping distribution of cysts of recent dinoflagellate and Cochlodinium
polykrikoides using next-generation sequencing and morphological
approaches in South Sea, Korea

Jung SW, Kang D, Kim HJ, Shin HH, Park JS, Park SY, Lee TK
Sci Rep-Uk, 8:7011
Marinirhabdus citrea sp nov., a marine bacterium isolated from a seaweed

Yang SH, Oh JH, Seo HS, Lee JH, Kwon KK
Int J Syst Evol Micr, 68:547–551
Measurement of Sediment Concentration of the Oscillatory Flow in the Surfand Swash-zone

Wang J, Qu Z, Wu Z, Shim JS, Liang B, Lee DY
J Coastal Res, SI 85:1231–1235
Microdevice-based solid-ph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for rapid detection
of pathogenic microorganisms

Pham QN, Trinh KTL, Jung SW, Lee NY
Biotechnol Bioeng, 115:2194–2204
Migration of the Kuroshio Extension in the Northwest Pacific since the Last
Glacial Maximum

Seo I, Lee Y, Yoo CM, Hyeong K
Palaeogeogr Palaeocl, 496:323–331
Modelling Shoreline Evolution at Anmok Beach by Using CST3D-WA

Lee S, Kim H, Park D, Lim HS
J Coastal Res, SI 85:1241–1245

Insights into macroinvertebrate burrowing activity and methane flux in tidal
flats

Kang J, Koo BJ, Jeong KS, Woo HJ, Seo J, Seo HS, Kim MS, Kwon K
J Coastal Res, SI 85:68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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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Applications for Multifunctional Unmanned Surface Vehicles in
Marine Coastal Environments

Kum BC, Shin DH, Lee JH, Moh T, Jang S, Lee SY, Cho JH
J Coastal Res, SI 85:1381–1385
Monitoring Coastal Chlorophyll-a Concentrations in Coastal Areas Using
Machine Learning Models

Kwon YS, Baek SH, Lim YK, Pyo J, Ligaray M, Park Y, Cho KH
Water-Sui, 1.125
Monitoring of Structural Dynamic Characteristics of Socheongcho Ocean
Research Station

Kim W, Yi JH, Min IK, Shim JS
J Coastal Res, SI 85:1191–1195
Monitoring of the Changjiang River Plume in the East China Sea using a Wave
Glider

Moh T, Cho JH, Jung SK, Kim SH, Son YB
J Coastal Res, SI 85:26–30
Monitoring the seasonal dynamics of microalgae in the South Sea of Korea by
use of a cytochrome c oxidase I DNA barcode

Park M, Park SY, Hwang J, Lee J, Jung SW, Chung Y, Lee TK
Aquat Ecosyst Health, 21:10–18
Monthly variations in the intracellular nutrient pools of phytoplankton in
Jaran Bay, Korea

Nonylphenol induces mortality and reduces hatching rate through increase
of oxidative stress and dysfunction of antioxidant defense system in marine
medaka embryo

Lee DH, Jo YJ, Eom HJ, Yum S, Rhee JS
Mol Cell Toxicol, 14:437–444
Numerical Modelling of a Solitary Wave Propagating over a Submerged
Rectangular Breakwater

Paik J, Shim JS
J Coastal Res, SI 85:1026–1030
Numerical simulation and large-scale physical modelling of coastal sand dune
erosion

Do K, Shin S, Cox D, Yoo J
J Coastal Res, SI 85:196–200
Numerical simulations of a meteotsunami using both atmospheric and phaseresolving wave models in the Yellow Sea

Ha T, Yoon JS, Heo KY
J Coastal Res, SI 85:786–790
Observation of Surface Water Temperature and Wave Height along the Coast
of Pohang using Wave Gliders

Ko SH, Hyeon JW, Lee S, Lee JH
J Coastal Res, SI 85:1211–1215
On the Effects of Subpacketization in Content-Centric Mobile Networks

Lee JH, Kim HC, Lee T, Lee WC, Kang JJ, Jo N, Lee D, Kim KW, Min JO, Kang S,
Lee SH
J Coastal Res, SI 85:331–335

Malik A, Lim SH, Shin WY
IEEE J Sel Area Comm, 36:1721–1736

Morphology and phylogeny of an unarmored dinoflagellate, Karlodinium
jejuense sp. nov. (Gymnodiniales), isolated from the northern East China Sea

Lim HS
J Coastal Res, 34:229–237

Li Z, Shin HH
Phycol Res, 66:318–328
N-2 production through denitrification and anammox across the continental
margin (shelf-slope-rise) of the Ulleung Basin, East Sea

Na T, Thamdrup B, Kim B, Kim SH, Vandieken V, Kang DJ, Hyun JH
Limnol Oceanogr, 63:S410–S424

Open channel flow friction factor: Logarithmic law

Performance of a salt-resistant mixture of bentonite and field soil as
impermeable material in solid waste landfills

Xu X, Liu XF, Rezania S, Oh M, Park J, Chen YF
Mater Test, 60:1232–1240
Pharmacokinetics and Metabolism of Streptochlorin and Its Synthetic
Derivative, 5-Hydroxy-2’-isobutyl Streptochlorin, in Mice.

Nemopilema nomurai jellyfish venom exerts an anti-metastatic effect by
inhibiting Smad- and NF-kappa B-mediated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in HepG2 cells

Zhou Y, Choi YJ, Kim E, Oh MH, Shin HJ, Kim SK, Lee K
Biol Pharm Bull, 41:326-337

Lee H, Pyo MJ, Bae SK, Heo Y, Choudhary I, Hwang D, Yang H, Kim JH, Chae
J, Han CH, Kang C, Yum S, Kim E
Sci Rep-Uk, 8:2808

Philippiphonte aspidosoma gen. et sp n., a radically divergent member of the
Laophontidae from shell gravel in the East Sea, South Korea, including a review
of Folioquinpes Fiers & Rutledge, 1990 (Copepoda, Harpacticoida)

Neotectonics of the Eastern Korean Margin Inferred from Back-arc Rifting
Structure

Kim HJ, Jou HT, Lee GH
Ocean Sci J, 53:601–609
Next-generation sequencing reveals the diversity of benthic diatoms in tidal
flats

An SM, Choi DH, Lee H, Lee JH, Noh JH
Algae, 33:167–180
Noise directionality estimated using ship tracking data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Huys R, Lee J
Zookeys, 775:15–46
Physical and biological control of aragonite saturation in the coastal waters of
southern South Korea under the influence of freshwater

Kim D, Park GH, Baek SH, Choi Y, Kim TW
Mar Pollut Bull, 129:318–328
Physical-Layer Network Coding Based Throughput-Optimal Transmission for
Bidirectional Traffic

Noh W, Lim SH, Kim TS
IEEE T Veh Technol, 67:3130–3144

Park JS, Kang D, Cho S
Jpn J Appl Phys, 57

Planktonic bivalve larvae identification and quantification in Gomso Bay,
South Korea, using next-generation sequencing analysis and microscopic
observations

Nonlinear Transformation of Storm Waves and Impacts on Nearshore Mound in
Haeundae Beach, Korea

Jung SW, Kim HJ, Park JS, Lee TK, Shin K, Jeong SY, Hwang JY, Yoo JW
Aquaculture, 490:297–302

Park WK, Moon YH, Chang SY, Jeong WM, Chae JW, Ryu KH, Chang YS, Jin
JY
J Coastal Res, SI 85:1131–1135

Plasma biomarkers in juvenile marine fish provide evidence for endocrine
modulation potential of organotin compounds

Min BH, Kim BM, Kim M, Kang JH, Jung JH, Rhee JS
Comp Biochem Phys C, 21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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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Genetic Structure of Rock Bream (Oplegnathus fasciatus Temminck
& Schlegel, 1884) Revealed by mtDNA COI Sequence in Korea and China

Park HS, Kim CG, Kim S, Park YJ, Choi HJ, Xiao ZZ, Li J, Xiao YS, Lee YH
Ocean Sci J, 53:261–274
Proteomic Investigation to Identify Anticancer Targets of Nemopilema nomurai
Jellyfish Venom in Human Hepatocarcinoma HepG2 Cells

Choudhary I, Lee H, Pyo MJ, Heo Y, Chae J, Yum SS, Kang C, Kim E
Toxins, 10:194
Radiosensitization by Marine Sponge Agelas sp. Extracts in Hepatocellular
Carcinoma Cells with Autophagy Induction

Choi C, Son A, Lee HS, Lee YJ, Park HC
Sci Rep-Uk, 8:6317
Rare Earth Elements and Other Critical Metals in Deep Seabed Mineral
Deposits: Composition and Implications for Resource Potential

Pak S-J, Seo I, Lee K-Y, Hyeong K
Minerals, 9:3
Real-time tracking of a surface ship using a bottom-mounted horizontal array

Byun G, Song HC, Kim JS, Park JS
J Acoust Soc Am, 144:2375–2382

Revisiting Head Loss of the Perforated Wall with Vertical Slits

Chun I, Kang H, Lim HS
J Coastal Res, SI 85:1056–1060
Rock Magnetic Approaches Used on Deep-sea Sediments in the Northeastern
Equatorial Pacific

Park CK, Lee GC
Ocean Sci J, 53:369–380
Role of cold water and beta-effect in the formation of the East Korean Warm
Current in the East/Japan Sea: a numerical experiment

Kim YY, Cho YK, Kim YH
Ocean Dynam, 68:1013–1023
Rol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Enhancing Resilient Coastal
Community i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Choi YE, Jin JY, Chang YS, Jang B, Chon J
J Coastal Res, SI 85:1466–1470
Sands Escaping Haeundae Beach

Lee HJ, Do JD, Kim SS, Lim HS
J Coastal Res, SI 85:1006–1010

Recent surface cooling in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and the associated
North Pacific climate regime shift

Seasonal production of dinoflagellate cysts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 Jinhae-Masan Bay, Korea: One-year sediment trap
observation

Kim YS, Jang CJ, Yeh SW
Cont Shelf Res, 156:43–54

Shin HH, Li Z, Lim D, Lee KW, Seo MH, Lim WA
Estuar Coast Shelf S, 215:83–93

Relationship between wave height and sampling interval: revisiting individual
wave analysis method

Seasonal Variation of Submesoscale Flow Features in a Mesoscale Eddydominant Region in the East Sea

Cho HY, Choi HJ, Jeong ST, Ko DH
J Coastal Res, SI 85:1136–1140

Chang YS, Choi BJ, Park YG
Ocean Sci J, 53:191–206

Reliable paleointensity determinations from Late Cretaceous volcanic rocks in
Korea with constraint of thermochemical alteration

Seasonal variations and long-term trends of the coastal upwelling along the
southwestern coast of the East Sea/Japan Sea

Kim W, Doh SJ, Yu Y
Phys Earth Planet In, 279:47–56

Shin CW, Kim DG, Jang CJ
J Coastal Res, SI 85:471–475

Remote quantification of Cochlodinium polykrikoides blooms occurring in the
East Sea using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Seasonal Variations in the Siliciclastic Fluxes to the Western Philippine Sea and
Their Impacts on Seawater epsilon(Nd) Values Inferred From 1Year of In Situ
Observations Above Benham Rise

Noh JH, Kim W, Son SH, Ahn JH, Park YJ
Harmful Algae, 73:129–137
Removal of non-aqueous phase liquids (NAPLs) from TPH-saturated sandy
aquifer sediments using in situ air sparging combined with soil vapor
extraction

Xu ZK, Li TG, Colin C, Clift PD, Sun RT, Yu ZJ, Wan SM, Lim D
J Geophys Res-Oceans, 123:6688–6702
Sedimentary mercury (Hg) in the marginal seas adjacent to Chinese high-Hg
emissions: Source-to-sink, mass inventory, and accumulation history

Lee JH, Woo HJ, Jeong KS
J Environ Sci Heal A, 53:1253–1266

Kim J, Lim D, Jung D, Kang J, Jung H, Woo H, Jeong K, Xu ZK
Mar Pollut Bull, 128:428–437

Research Funding and Performance of Academic Researchers in South Korea

Sedimentary processes of barrier-lagoon system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Busan, South Korea

Doh S, Jang D, Kang G-M, Han D-S
Rev Policy Res, 35:31–60
Resource Assessment of Polymetallic Nodules Using Acoustic Backscatter
Intensity Data from the Korean Exploration Area, Northeastern Equatorial
Pacific

Woo HJ, Lee JH, Kang J, Choi JU
J Coastal Res, SI 85:1–5
Shaping characteristics in alginate hydrogel encapsulation via a two-fluid
spraying method

Yoo CM, Joo J, Lee SH, Ko Y, Chi SB, Kim HJ, Seo I, Hyeong K
Ocean Sci J, 53:381–394

Seong B, Kim J, Jung S, Kang G, Lee J, Byun D, Lee KS, Jang HS, Ko JH
J Coat Technol Res, 15:1157–1165

Response of intertidal meiofaunal communities to heavy metal contamination
in laboratory microcosm experiments

Simulation of storm-induced cross-shore sediment transport at Anmok Beach
with wave-resolving CST3D-WR

Kang T, Oh JH, Hong JS, Kim D
J Coastal Res, SI 85:361–365

Park D, Kim H, Lee S, Lee J, Yoo J
J Coastal Res, SI 85:1001–1005

Response of nematode community structure to hypoxia in an enclosed coastal
sea, Omura Bay, for three consecutive years

Simulation of the 1953 storm surge in the North Sea

Nguyen QTD, Ueda R, Mori F, Kang T, Kim D, Shimanaga M, Wada M
Plankton Benthos Res, 13: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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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 of typhoon Chaba over Korean Peninsula using HWRF modeling
system

Study of Holocene paleo-environmental evolution using cores from the
downstream area of the Nakdong River Delta, Korea

Kim H, Heo KY, Kwon JI, Park KS
J Coastal Res, SI 85:751–755

Jeong EJ, Woo HJ, Kang J, Lee JH, Choi JU
J Coastal Res, SI 85:626–630

Simulation of vertical water temperature structure variation in the Yellow Sea
typhoon MEARI

Suppression of RANKL-induced osteoclastogenesis by the metabolites from
the marine fungus Aspergillus flocculosus isolated from a sponge Stylissa sp.

Kwon YY, Jeong JY, Choi JY, Shim JS, Hyun SK, Kwon JI
J Coastal Res, SI 85:1016–1020

Shin HJ, Choi BK, Trinh PTH, Lee HS, Kang JS, Van TTT, Lee HS, Lee JS, Lee
YJ, Lee J
Mar Drugs, 16:14

Simultaneous Wireless Information and Power Transfer for Internet of Things
Sensor Networks

Chae SH, Jeong C, Lim SH
IEEE Internet Things, 5:2829–2843
Sinking Particle Flux in the Subtropical Oligotrophic Northwestern Pacific from
a Short-term Sediment Trap Experiment

Kim HJ, Kim J, Kim D, Chandler MT, Son SK
Ocean Sci J, 53:395–403
Soft Coral Dendronephthya puetteri Extract Ameliorates Inflammations by
Suppressing Inflammatory Mediators and Oxidative Stress in LPS-Stimulated
Zebrafish

Kim EA, Ding YL, Yang HW, Heo SJ, Lee SH
Int J Mol Sci, 19:2695
Spatial and temporal characteristics and removal methodology of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speckles from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data.

Lee M-S, Park K-A, Moon J-E, Kim W, Park Y-J
Int J Remote Sens, (in press)
Spatial mapping of underwater noise radiated from passing vessels using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data

Cho S, Kang D, Park JS, Hahn J
Jpn J Appl Phys, 57
Spatial variations of Ra-226, Ra-228, Cs-134, and Cs-137 concentrations in
western and southern waters off the Korean Peninsula in July 2014

Inoue M, Shirotani Y, Nagao S, Aramaki T, Kim YI, Hayakawa K
J Environ Radioactiv, 182:151–156
Spatio-temporal characteristics of storm surge events in the Korean Peninsula

Kwon JI, Choi JW, Lee JC, Min IK, Park KS
J Coastal Res, SI 85:891–895
Spatio-Temporal Variability of the Habitat Suitability Index for Chub Mackerel
(Scomber Japonicus) in the East/Japan Sea and the South Sea of South Korea

Lee D, Son S, Kim W, Park JM, Joo H, Lee SH
Remote Sens, 10:938
Spirulina maxima extract prevents cell death through BDNF activation against
amyloid beta 1-42 (A beta(1-42)) induced neurotoxicity in PC12 cells

Koh EJ, Kim KJ, Choi J, Kang DH, Lee BY
Neurosci Lett, 673:33–38
Stability assessment formulas for an interlocking caisson breakwater under
oblique wave conditions

Park WS, Won D, Seo J, Lee BW
J Coastal Res, SI 85:1236–1240
Streptoglycerides A-D with a Rare 6/5/5 Tricyclic Ring Skeleton from a Marine
Actinomycete Streptomyces species

Choi BK, Park SY, Choi DK, Shin B, Shin YH, Oh DC, Lee HS, Lee HS, Lee YJ,
Lee JS, Lee JH, Shin HJ
Org Lett, 20:6037–6040
Structure, evolution and phylogenetic informativeness of eelpouts (Cottoidei:
Zoarcales) mitochondrial control region sequences.

Turanov SV, Lee Y-H, Kartavtsev YP
Mitochondr DNA, 30:264–272

Survey on Perkinsus Species in Manila Clam Ruditapes philippinarum in Korean
Waters Using Species-Specific PCR

Kang H-S, Yang H-S, Reece KS, Cho Y-G, Lee H-M, Kim C-W, Choi K-S
Fish Pathol, 52:202–205
Swelling Capacity and Hydraulic Conductivity of Polymer-Modified Bentonite
under Saline Water Conditions

Xu X, Liu XF, Oh M, Park J
Appl Sci, 8:1025
Synthesis, Molecular Engineering, and Photophysical Properties of Fluorescent
Thieno[3,2-b]pyridine-5(4H)-ones.

Sung D-B, Mun B, Park S, Lee H-S, Lee J, Lee Y-J, Shin HJ, Lee JS
J Org Chem, 84:379-391
The Application of Dynamic Tidal Power in Korea

Park YH
J Coastal Res, SI 85:1306–1310
The Application of Mathematical Analysis to Examine the Beach Erosion along
the Upper Texas Coast

Youn D, Park YH
J Coastal Res, SI 85:846–850
The Community Structure and Grazing Rates of Meiobenthos in Chunsu Bay,
West Coast of Korea

Min WG, Kwon KK, Rho HS, Kim D
J Coastal Res, SI 85:401–405
The Effects of Nourishments Using the Grain-Size Trend Analysis on the
Intertidal Zone at a Sandy Macrotidal Beach

Choi TJ, Choi JY, Park JY, Um HY, Choi JH
J Coastal Res, SI 85:426–430
The marine kd and water/sediment interaction problem

Perianez R, Brovchenko I, Jung KT, Kim KO, Maderich V
J Environ Radioactiv, 192:635–647
The record-breaking heat wave in 2016 over South Korea and its physical
mechanism

Yeh SW, Won YJ, Hong JS, Lee KJ, Kwon M, Seo KH, Ham YG
Mon Weather Rev, 146:1463–1474
The role of fluid mud in the formation of extensive mud sheets during summer
on the Duuri macrotidal flat, west coast of Korea

Baek YS, Chun SS, Chang TS, Kim JK
Geosci J, 22:19–32
Thermal Stratification Modeling in the Inner Coastal Bays

Lee GS, Cho HY, An SM
J Coastal Res, SI 85:1451–1455
Thyasira tokunagai as an ecological indicator for the quality of sediment and
benthic communities in the East Sea-Byeong, Korea

Kim YR, Lee S, Kim J, Kim CJ, Choi KY, Chung S
Mar Pollut Bull, 135:873–879
Tidal influences on biotic and abiotic factors in the Seomjin River Estuary and
Gwangyang Bay, Korea

Lee M, Park BS, Baek SH
Estuar Coast, 41:1977–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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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xicological effects of irregularly shaped and spherical microplastics in a
marine teleost, the sheepshead minnow (Cyprinodon variegatus)

Choi JS, Jung YJ, Hong NH, Hong SH, Park JW
Mar Pollut Bull, 129:231–240
Tracing the pollution source using Pb isotopes in sediments of the coastal
region surrounding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Korea

Jeong H, Ra K, Kim KT, Kim ES, Lee SY, Choi MS
J Coastal Res, SI 85:1456–1460
Turbulent mixing induced by cold water intrusion over the southwestern East
Sea

Seo S, Park YG, Jeon C, Min HS, Kim DG, Park JH
J Coastal Res, SI 85:476–480
Ultimate Behavior of Steel Cable-Stayed Bridges During Construction.

Kim S, Won D, Kang Y-J
Int J Steel Struct, (in press)
Uncovering the role of micro silica in hydration of ultra-high performance
concrete (UHPC)

Lee NK, Koh KT, Kim MO, Ryu GS
Cement Concrete Res, 104:68–79
Variability in Particle Mixing Rates in Sediments with Polymetallic Nodules in
the Equatorial Eastern Pacific as Determined from Measurements of Excess Pb210

Hyeong K, Seo I, Lee HB, Yoo CM, Chi SB, Um IK
Ocean Sci J, 53:355–368
Variability of Wave-induced Current Analyzed with Intensive Field
Measurements in the Coastal Waters of Anmok

Lim HS, Kim M, Do JD, Kim SS, Lee HJ, Kim DH
J Coastal Res, SI 85:686–690
Variations of nearshore currents induced by seasonal waves in Haeundae

Kim M, Lim HS, Do JD, Kim SS, Lee HJ, Shim JS
J Coastal Res, SI 85:1551–1555
Voyage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VEIS) for safe navigation support
in the coastal waters of the Arctic Ocean

Yang CS, Kim KO, Lim HS, Kim CH, Kim MW, Hong DB
J Coastal Res, SI 85:561–565
Web-based Geovisualization System of Oceanographic Information using
Dynamic particles and HTML5

Kim J
J Coastal Res, SI 85:1491–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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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활동
해양연구선 운영

해양연구선 운영
The KIOST Fleet

KIOST 종합해양연구선단은 선진 종합해양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전 해역을 넘어 세계의 해양을 누비고 있다. 한국 최초의 종합해양연구선인
온누리호를 비롯해 이어도호, 장목1호 및 장목2호, 그리고 2016년 취항한 5,900톤 급 대형 연구선 이사부호는 본격적인 대양탐사를 시작함
으로써 대한민국을 글로벌 해양 연구라는 미지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KIOST의 연구선들은 무한한 해양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지속
적으로 증명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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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부호 R/V ISABU
이사부호 제원 Specifications

주요 연구조사 지역 Major Research Sites

취항

2016년 11월

전 지구해양

대양종합연구선

2년차

The ocean all over the world

18

m

선폭
Breadth
(moulded)

60

명

15

knots

승선인원
Complement
연구원 35명
승무원 25명

순항속도
Cruising
Speed

5,897

톤

총톤수
Gross
Tonnage

2018년 운항실적 Total Distance and Days
운항거리 72,539km, 운항일수 263일
(72,539km, 263days)

주요 관측 장비 Major Research Equipment

전장 Length Over All

99.8

m

다중 음향측심기-EM122, EM7 10 M ultibeam
Echo Sounder, 음향측심기 EA600: Hydrographic
Echo Sounder, 해상중력계 Marine Gravity
Meter, 초음파 유속계 ADCP;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수층별 수온, 염분 측정기 CTD:
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지층탐사기
SBP(Sub Bottom Profiling system), 과학어군탐지
기 Scientific Echo Sounder / EK60, SH90, ME70

Kongsberg maritime AS/Norway, 표층 수온, 염
분 측정기 Thermosalinograph, 자기수심수온측
정기 The Expendable Bathythermograph, 표층
음속측정기 SV probe & SVP Profiler, 탐사정보 관
리 시스템ISABU-Net, 위성항법장치 DGPS / C-NAV
3050, SeaSTAR 9205, Seapath 330+, 위치・자세 탐
지기 Attitude & Motion sensor with Gyro / PHIN
IXblue, Seapath 330+, 수중 위치 측정기 Underwater
positioning(USBL) / HiPAP 101 Kongsberg maritime
AS/Norway, 자동 기상정보 시스템Auto Weather
Station, 윈치 운용실 Winch Room, Attitude &
Motion with gyro, 염분측정기 Salinometer, 음향동
기화시스템 Acoustic Synchronization unit 2set 시간
동기화 장치 Time synchronization, 사이즈믹 공기압
축기 Air compressor for multichannel seismic sys,
해저 퇴적물 시료채취기 Giant piston corer system /
OSIL, 해저영상그랩 관측기 TV grab, 다층 플랑크
톤 채집기 Multi layer plankton sampler(MOCNESS),
연속 어란 채집기 Continuous underway fish egg
sampler(CUFES), 파고측정기 Wavemeter, 기상위성
수신시스템 Satellite data acquisition system, 실시
간 기상데이타 수신장치, 초순수 해수채취시스템 TEI
ultraclean samp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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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활동
해양연구선 운영

온누리호 R/V Onnuri
온누리호 제원 Specifications

주요 연구조사 지역 Major Research Sites

주요 관측 장비 Major Research Equipment

취항

1992년 03월

동중국해 대한해협

연근해종합연구선

26년

East China Sea Straits of Korea

다중 음향측심기-EM120 Multibeam Echo Sounder,
다중채널 탄성파 지질 탐사장비 M ultichannel
Seismic System, 자동항법장치 Seapath200, 자동 기
상정보 시스템 Auto Weather Station, 음향측심기
EA600: Hydrographic Echo Sounder, 해상중력계
AirSea Gravity Meter, 음향 도플러 유속계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수층별 수온, 염분 측정
기 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천부지층탐사
기 SBP(Sub Bottom Profiling system), 표층 수온, 염
분 측정기 Thermosalino Graph, 음속 측정 X-BT The
Expendable Bathythermograph, 음속 측정 및 자료
획득 장비 Sound Velocity Profiler, 항해제어 시스템
Konmap, 육상 DGPS 시스템 MBX Beacon Receiver,
선박 자세 측정센서 MRU Sensor, Trimble Beacon
DGPS, OMNISTAR DGPS Beacon Receiver, Hydrins,
심해저 측면 주사 음향 측심기 Deep tow side scan
sonar, 심해저 카메라 시스템 Deep Sea Camera
System

12

m

선폭
Breadth
(moulded)

41

12.5

명

승선인원
Complement
연구원 24명
승무원 17명

전장 Length Over All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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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ts

순항속도
Cruising
Speed

m

1,370
총톤수
Gross
Tonnage

톤

2018년 운항실적 Total Distance and Days
운항거리 16,747km, 운항일수 193일
(16,747km, 193days)

KIOST Annual Report 2018

2019-04-02 오전 10:52:10

Research Support Activities
The KIOST Fleet

이어도호 R/V Eardo
이어도호 제원 Specifications

주요 연구조사 지역 Major Research Sites

주요 관측 장비 Major Research Equipment

취항

1992년 03월

국내연근해지역

연근해종합연구선

26년

Coastal waters and seas around the Korea Peninsula

자동 기상정보 시스템 Auto Weather Station, 표층 수
온,염분 측정기 Thermosalino Graph, 수층별 수온, 염
분 측정기 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음속
측정 센서 Sound Velocity Sensor, 음속 측정 및 자
료 획득 장비 Sound Velocity Profiler, 음향 도플러 유
속계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음향측심기
EA400: Hydrographic Echo Sounder, 음속 측정 X-BT
The Expendable Bathythermograph, 다중 음향측심
기-EM710 Multibeam Echo Sounder, 천부지층탐사
기 Chirp III: Sub Bottom Profiling system, 자동항법
장치(Seapath200) MBX Beacon Receiver, 선박 자세
측정센서(MRU Sensor) Trimble Beacon DGPS

8.6

m

32

선폭
Breadth
(moulded)

12

명

승선인원
Complement
연구원 18명
승무원 14명

전장 Length Over All

49

knots

순항속도
Cruising
Speed

357

톤

총톤수
Gross
Tonnage

2018년 운항실적 Total Distance and Days
운항거리 29,985km, 운항일수 183일
(29,985km, 183day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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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활동
해양연구선 운영

장목1호 R/V Jangmok 1
장목1호 제원 Specifications

주요 연구조사 지역 Major Research Sites

주요 관측 장비 Major Research Equipment
표층 수온·염분 측정기 Thermosalino Graph, 수층별
수온·염분 측정기 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음속 측정 센서 Sound Velocity Sensor, 음속 측정 및
자료 획득 장비 Sound Velocity Profiler, 음속 측정 및
자료 획득 장비 Sound Velocity Profiler, 음향 도플러
유속계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음향측심
기 EA400: Hydrographic Echo Sounder, 다중 음향측
심기-EM3002 Multibeam Echo Sounder, 천부지층
탐사기 Chirp III: Sub Bottom Profiling system, 자동
항법장치(Seapath100) MBX Beacon Receiver, 선박
자세 측정센서 MRU Sensor

취항

2005년 11월

국내 연해지역

연근해종합연구선

13년

Inner coastal areas of South Korea

5.2

m

선폭
Breadth
(moulded)

15

13

명

승선인원
Complement
연구원 11명
승무원 4명

전장 Length Ove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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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knots

순항속도
Cruising
Speed

41

톤

총톤수
Gross
Tonnage

2018년 운항실적 Total Distance and Days
운항거리 5,093km, 운항일수 163일
(5,093km, 163day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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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2호 R/V Jangmok 2
장목2호 제원 Specifications

주요 연구조사 지역 Major Research Sites

주요 관측 장비 Major Research Equipment

취항

2012년 03월

국내 연해지역

연근해종합연구선

6년

Inner coastal areas of South Korea

표층 수온·염분 측정기 Thermosalino Graph, 수층별
수온·염분 측정기 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음속 측정 센서 Sound Velocity Sensor, 음속 측정 및
자료 획득 장비 Sound Velocity Profiler, 음향 도플러
유속계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음향측심
기 EA400: Hydrographic Echo Sounder, 다중 음향측
심기-EM3002 Multibeam Echo Sounder, 천부지층
탐사기 Chirp III: Sub Bottom Profiling system, 자동
항법장치(Seapath100) MBX Beacon Receiver, 선박
자세 측정센서 MRU Sensor

4.8

m

선폭
Breadth
(moulded)

12

16

명

승선인원
Complement
연구원 8명
승무원 4명

전장 Length Over All

24

knots

순항속도
Cruising
Speed

35
총톤수
Gross
Tonnage

톤

2018년 운항실적 Total Distance and Days
운항거리 8,102km, 운항일수 152일
(8,102km, 152day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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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활동
해양연구선 운영

2018년 연구선(이사부호,온누리호) 운항실적 A cruise Log of R/V ISABU, R/V Onnuri
이사부호 운항실적 A cruise Log R/V ISABU
운항일정 Cruise Period

운항목적 Cruise Objective

조사지역 Site

책임자 Chief Scientist

01.12-01.25

상가수리 및 보증수리(Dry Docking)
Gaurantee repair

부산
PUSAN

김덕진
DugJin Kim

01.26-01.29

연구장비 테스트
Sea trial of research and observation equipment

동해
East Sea

김덕진
DugJin Kim

01.30-02.02

동해/동해 기후변화 인자(미량금속 등)시료 채취 및 관측
Oceanic material cycle of climate sensitive parameter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 East Sea

동해
East Sea

강동진
DongJin Kang

03.05-03.18

이동 항해(거제 → 콜롬보)
Transit cruise(Geoje → Colombo)

인도양
Indian Ocean

이사부호
ISABU

03.22-03.31

CUFES를 이용한 인도-태평양 어류의 산란가입
Spawning recruitment of the Indo-Pacific fishes using CUFES: Indian Ocean

인도양
Indian Ocean

김성
Sung Kim

04.04-04.29

인도양 쌍극진동 변동에 따른 인도양 내부 물질순환 변동이해
Study on the variabilities of circulation, internal material cycles in relation to Indian Ocean Dipole variation

서인도양
Western Indian Ocean

노태근
TaeKeun Rho

05.04-06.02

인도양 중앙해령/인도양 중앙해령 해저 열수광상 광물자원 탐사
Exploration of seafloor hydrothermal deposits and Fe-Mn crusts in the southwestern Pacific and Indian oceans

인도양
Indian Ocean

손승규
SeungKyu Son
형기성
KiSeong Hyeong
박상준
SangJoon Park

IMO 규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선광잔류물 특성규명 및 환경친화 처리 기술개발
Characterization of deep seabed mine tailings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friendly reduction/
processing technologies
대양저 퇴적물의 희유금속 자원 잠재성 연구
Resource potentiality of rare-earth metals in deep-seabed sediments
06.13-06.30

인도양 중앙해령 대심해열수공 생명시스템 이해
Understanding the deepsea biosphere on seafloor hydrothermal vents in the Indian Ridge

인도양
Indian Ocean

김동성
DongSung Kim

07.02-07.18

플라이스토 후기동안 인도몬순의 발달과 해양환경 변화
Marine environmental change and the evolution of India monsoon during the late Pleistocene

인도양
Indian Ocean

김부근(부산대학교)
BooGeun Kim
현상민
SangMin Hyun

이사부호를 이용해 획득한 시추코아 퇴적물을 활용한 고해양학 전공 인재양성을 위한 단기교육 과정
Short-team training course for specialists majoring in pale oceanography using core sediments acquired by R/V Isabu
저위도 인도-태평양 기후변화 변동성 연구
Study on the low latitude Indo-Pacific climate variability
07.30-08.20

쿠로시오 확장의 물질순환의 변동 특성연구
A study on the variation of material cycles in the Kuroshio Extension

북태평양
North Pacific Kuroshio
Extension

박영규
YoungGyu Park

08.29-09.22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상호작용 및 태풍 급강화 현상 연구
Study on air-sea interaction and process of rapidly intensifying typhoon in the Northwestern Pacific

필리핀해/북서태평양
Philippine Sea of the
Northwestern Pacific

강석구
SokKuh Kang
강동진
DongJin Kang
박종진(경북대학교)
JongJin Park
이상헌(부산대학교)
SangHeon Lee

북태평양
North Pacific Ocean

조양기(서울대학교)
YangKi Cho
김태욱(고려대학교)
TaeWook Kim
이지민
JiMin Lee

북서태평양에서의 태풍에 의한 해양탄소순환 변화 연구
Changing of oceanic carbon cycle by typhoon in the NW Pacific
대양조사선에서의 수중글라이더 활용 기술개발 및 태풍시기 해양의 열용량 변동 특성 연구
Development of underwater glider operation technology in open ocean and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heat content change induced by typhoon
필리핀해/에디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생물학적 반응의 새로운 페러다임 구축
New paradigm for biological response on eddy's physical characteristics
10.16-10.27

북서태평양 해양환경변화 추적자로서 미세플라스틱 거동 기작 활용연구
Study on the fate of micro plastics as tracer of environmental change in Northwest pacific Ocean
해양탄소순환 연구분야 인재 양성 사업
Education program for ocean carbon cycle research
북서태평양 심해저서생물의 생물지리학적 분포 특성
Bio-geographical distribution of deep-sea benthic fauna in the Northwest Pacific

10.30-11.10

한국Pacific Array 사업: 가장 오래된 해양판에서의 탄성파/전자기파 해저면 장기관측을 통한
판구조론의 미스터리 규명
Korean Pacific Array project : Solving the mystery of piate tectonics by conducting long-term seismic/
electromagnetic observations on the oldest oceanic plate seafloor

태평양
Pacific Ocean

동경대
Tokyo University
이상묵(서울대학교)
SangMook

11.13-12.04

통합기후 예측을 위한 열대 서태평양 관측
Observation in the tropical western Pacific Ocean for unified climate prediction

태평양 (필리핀해)
Pacific Ocean
(Philippine Sea)

이재학
JaeHak Lee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상호작용 및 태풍 급강화 현상연구 및 통합 기후 예측을 위한 열대 서태평양 관측
- Study on air-sea interaction and process of rapidly intensifying typhoon in the Northwestern Pacific
- Observation in the tropical western Pacific Ocean for unified climate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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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호 운항실적 A cruise Log R/V Onnuri
운항일정 Cruise Period

운항목적 Cruise Objective

조사지역 Site

책임자 Chief Scientist

01.09-01.25

전문수리
Technical repair

남해
South Sea

김덕진
DugJin Kim

02.28-03.0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A Sustainabl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okdo

동해
East Sea

박찬홍
ChanHong Park

03.11-03.14

수중 장거리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the wide-area underwater mobile communication systems

남해
South Sea

임용곤
YoungKon Lim

03.19-03.30

상가수리 및 연구장비 테스트
Dry Docking and Sea trial of research and observation equipment

남해
South Sea

김기복
KiBok Kim

04.03-04.14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Development of the Best Practical Technology and Management Options
for the National Disposal of Waster at Sea

동서해
East Sea & Yellow Sea

정창수
ChangSoo Chung

04.20-04.30

동중국해의 동해 유입물질 수송과정 연구
Understanding the transport process of material inflow into the East Sea from the East China Sea

동중국해
East China Sea

이재학
JaeHak Lee

05.29-06.01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Development of the Best Practical Technology and Management Options
for the National Disposal of Waster at Sea

동서해
East Sea & Yellow Sea

정창수
ChangSoo Chung

07.11-07.30

탄성파 지질탐사용 공기압축기 교체공사
Main replacement work of seismic compressor

거제
GEOJE

김덕진
DugJin Kim

07.31-08.0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A Sustainabl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okdo

동해
East Sea

박찬홍
ChanHong Park

08.05-08.09

SHAREM 해역 해양/음향 환경조사
SHAREM Ocean Physical Properties/Underwater Acoustic Environment Observation

동해
East Sea

최복경
BokKyoung Choi

08.11-08.25

탄성파 지질탐사용 공기압축기 교체 추가공사
Additional replacement work of seismic compressor

거제
GEOJE

김덕진
DugJin Kim

08.28-09.01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
Construction of ocean research stations and their application studies

동중국해
East China Sea

심재설
JaeSeol Shim

09.04-09.08

대형해양과학조사선 관측사, 해양관측장비 기술자 및 해양 데이터 분석사 양성을 위한 시범교육사업
A pilot education project for training ocean observing supervisors. oceanographic instrumentation
technicians and ocean data analysts

동중국해
East China Sea

김홍선 (사)한국해양수산
기업협회
HongSun Kim
조양기 (서울대학교)
YangKi Cho

북서태평양 해양환경변화 추적자로서 미세플라스틱 거동 기작 활용연구
Study on the fate of micro plastics as tracer of environmental change in Northwest pacific ocean
09.09-09.14

탄성파 지질탐사장비 및 공기압축기 연동 시운전
Compatibility testing for seismic and compressor

거제
GEOJE

김덕진
DugJin Kim

09.15-09.21

탄성파 지질탐사 해상 시운전
Sea acceptance test for seismic compressor

동해
East Sea

김기복
KiBok Kim

09.19-09.21

지진재해 대응을 위한 해저단층활동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Constructing the spatial information system of marine fault activities for earthquake disaster response

동해
East Sea

허식
Sik Huh

관할해역 해양지질 및 지구조 연구(2단계)
The study of marine geology and geological structure in the Korean Jurisdictional Seas(II)
10.07-10.13

탄성파 해양학을 활용한 수층혼합 구조 가시화와 정량화 연구
A study on the visualization and quantification of the ocean mixing using seismic oceanography

동해
East Sea

이상훈
SangHoon Lee

10.15-10.19

황해생태계 기후/환경 변화 영향파악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 연구
A pilot study for achievement of a performance goal, understanding of ecosystem responses to climate/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Yellow Sea

황해남동부
South East Yellow Sea

최동한
DongHan Choi

10.22-10.26

탄성파 지질탐사용 공기압축기 육상 시운전(2차)
Final commissioning for seismic compressor

거제
GEOJE

김기복
KiBok Kim

12.03-12.06

수중광역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개발
Development of the wide-area underwater mobile communication systems

남해
South Sea

임용곤
YoungKon Lim

12.10-12.31

DP 시스템 업그레이드
UPGRADE of DP SYSTEM

거제
GEOJE

김기복
KiBo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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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구선 운영

2018년 연구선(이사부호,온누리호) 운항항적 Voyage route of R/V ISABU, R/V Onnuri

이사부호 운항 항적 voyage route

7

1

8

10
9

11

2

6

3
4
5

❶ 동해 기후변화 인자(미량금속 등) 시료채취 및 관측 ▶ ❷ CUFES를 이용한 어란 수집(김성) ▶ ❸ 인도양 쌍극 진동 변동에 따른 인도양 순환 및 내부 물질순환 변동 이해(노태근)
▶ ❹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개발 연구(손승규) ▶ ❺ 인도양 중앙 해령대 심해 열수공 생명시스템 이해(김동성) ▶ ❻ 저위도 인도-태평양 기후변화 변동성 연구(현상
민) ▶ ❼ 쿠로시오 확장의 물질순환 변동 특성 연구(박영규) ▶ ❽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상호작용 및 태풍 급강화 현상 연구 &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에 의한 해양탄소순환 변화 연
구(강석구,강동진) ▶ ❾ 북서태평양 심해 저서 동물의 생물지리학적 분포특성(이지민) ▶ ❿ Pacific Array 사업: 가장 오래된 해양판에서의 탄성파/전자기파 해저면 장기 관측을 통
한 판 구조론의 미스터리 규명(이상묵) ▶ ⓫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상호작용 및 태풍 급강화 현상 연구 &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에 의한 해양탄소순환 변화 연구(이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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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Support Activities
The KIOST Fleet

온누리호 운항 항적 voyage route

1

6
11
3

10

12

5

2

4
9

8

7

❶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 연구(박찬홍) ▶ ❷ 수중 광역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김승근) ▶ ❸ 폐기물 해양 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정창수) ▶ ❹ 동중국해에서 동해 유입
물질의 수송 과정 이해(이재학) ▶ ❺ 폐기물 해양 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정창수) ▶ ❻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 연구(박찬홍) ▶ ❼ SHAREM 해역 해양/음향 환경조사(최복
경) ▶ ❽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 연구(심재설) ▶ ❾ 북서태평양 해양환경 변화 추적자로써 미세플라스틱 거동 기작 활용 연구(임동훈) ▶ ❿ 동해 남동부 해역 탄성파 탐사
및 전용 공기압축기 성능시험(허식) ▶ ⓫ 탄성파 해양학을 활용한 수층 혼합 구조 가시화와 정량화 연구(이상훈) ▶ ⓬ 황해 생태계 기후/환경 변화 영향 파악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
한 사전 연구(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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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기술 인재 양성

해양과학기술 인재 양성
KIOST Academic Programs

KIOST는 선진 해양의 미래를 설계할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과학 교육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차세대 글로벌 해양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다. KIOST는 앞으로도 해양과학 관련 교육 프로
그램 개발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해양과학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KIOST has been engaged in wide-ranging efforts to train talented students in the field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these
students will map out the future of the nation with respect to its maritime power and status. As part of the ocean sciences
education program, various projects are being implemented to develop next-generation global oceanographic experts. KIOST
will continue to develop these programs in a systematic manner to foster ocean science specialists and future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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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Academic Programs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해양과기원 캠퍼스 운영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OST school)
공동운영

Operation of the KIOST campus of the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UST)

Joint operation of the Ocean Science & Technology
school(OST school)

KIOST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설립 당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

KIOST는 2013년도부터 한국해양대학교와 공동으로 해양과학기술전문

하고 있으며, 현재 해양과기원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OST 스쿨에는 해양기후, 해양생명, 해양환경,

KIOST스쿨 인증을 획득하여 2019년 1학기부터는 KIOST스쿨로 운영 예

해양에너지·자원, 해양안전·재해, 해양선박·플랜트 분야 등 6개의 연구그

정이다. UST-KIOST 스쿨에는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

룹이 있다. 2018년 12월 현재, 교원은 해양과기원 교원 58명과 한국해양

표로 해양과학 단일전공이 있으며 그 아래에 해양학과 응용해양과학 두

대 교원 74명이며, 석사과정 21명, 박사과정 12명이 재학 중이다. 2018년

개의 세부전공을 두었다. 2018년 12월 현재, 교원은 57명이며, 석사과정

도에는 석사 5명, 박사 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0명, 박사과정 19명, 통합과정 26 명 등 55명이 재학중이다. 2018년도
에는 석사 4명, 박사 1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Since 2013, KIOST and the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KMOU) have been jointly operating the Ocean Science & Technology

KIOST has been a leading participant in the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its establishment and now operates the KIOST
campus. KIOST obtained the KIOST school certification in 2018 and
will begin operating the KIOST school in 2019. The UST-KIOST school,
which houses the Ocean Science major, aims to foster experts in
the field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The Ocean Science major
has two specialized sub-majors, Oceanography and Applied Ocean

school. The OST school has six research groups: ocean climate, marine
bioscience, marine environment, ocean energy and resources, marine
safety and disaster, and ship and offshore plants. As of December
2018, there are 58 faculty members from KIOST and 74 faculty
members from KMOU. The OST school has 21 Master degree students
and 12 doctoral degree students. In 2018, OST conferred 5 Master’s
degrees and 3 doctoral degrees.

Science. As of December 2018, there are 57 faculty members and
55 students (10 students in the Master’s program, 19 students in
the doctoral program, and 26 students in the Integrative program).
In 2018, four students obtained Master’s degrees and ten students
obtained doctoral degrees.

2018년도 UST-KIOST 캠퍼스 교원 및 학생 워크숍

2017학년도 후기 대학원 학위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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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KIOST는 해양 관련 양자간·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IOC, PICES, IMO, ISA 등의 국제기구와의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해양 관련 국제레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중국, 영국, 미국, 페루, 미크로네시아에 있는 해외거점을 통해
서도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상호호혜적 협력도 증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KIOST는 기후변화, 해양환경 악화 대응 등 전 지구
적 해양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해양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KIOST has been actively engaged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including multilateral and bilateral cooperation
in ocean areas. We have been responded in advance to emerging ocean regimes through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OC, PICES, IMO, ISA. We also have been promoted mutual beneficial cooperation wi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ocean fields, especially through overseas regional bases located in China, Peru, England, USA, and
Micronesia. Through these efforts, KIOST has been contributed to addressing the global ocean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deteriorating marine environment and developing ocean sustain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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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거버넌스 대응
Response to international ocean governance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북태평양해양과학기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KIOST) is actively

구(PICES), 해양과학연구위원회(SCOR) 활동에 적극 참여·대응하고 있다.

partaking in and responding to the activities of the Intergovernmental

특히 올해는 IOC에서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해양과학10

Oceanographic Commission (IOC), North Pacific Marine Science

개년(UN Decade)’의 집행기획위원회(EPG) 20인에 우리원 이윤호 박사
가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원 유신재 박사는 SCOR의 부의장(임
기 2년)으로 선출되었다.

Organization (PICES), and Scientific Committee on Oceanic Research
(SCOR). In particular, Dr. Lee Yoon-ho from KIOST was elected as
one of the 20 members of the Executive Planning Group (EPG) of
the IOC’s United Nations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r. Yoo Shin-jae from KIOST was elected as Vice
Chairman of SCOR (two-year term).

제51차 IOC 집행이사회 단체사진

2018년 PICES 연차총회 단체사진

2018 PICES 연차총회 참석 전문가 간담회

2018년 SCOR 연차총회 참석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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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학위원회(KOC, Korea Oceanographic Commission) 활동
Activities by Korea Oceanographic Commission

한국해양학위원회(KOC)는 정부의 국제기구 활동에 자문을 제공하기 위
해 총회 및 산하 소위원회를 다수 개최했다. 그리고 12월 20일~22일 간 제
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제5차 차세대해양과학자 워크숍은 해양
과학국제동향 소개, 해양관련 주요기관 및 주요 국제기구 소개 등으로 진
행되었으며, 젊은과학자 4인을 초청한 ‘젊은 과학자와의 만남’ 을 통해 학
생들의 진로고민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고,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Korea Oceanographic Commission (KOC) held a number of meetings
and created subcommittees to give advice on the government’s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5th Next Generation
Marine Scientist Workshop was held at the Maison GLAD Hotel in Jejudo from Dec. 20 to 22. It focused on introducing international trends
in marine science, major marine-related agencies, and prominent

2018 SCOR 총회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Meeting with Young Scientists”
program, where four young scientists were invited to speak, was an
occasion for students to ask questions and get advice about their
career paths.

제5차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개회식

제5차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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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Korea-China Joint Oceanographic Research Center

2018년 5월 11일,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이하 ‘한·중센터) 제11·12
기 임원 이·취임식이 개최되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오영민 박사와
중국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소 류하이싱(劉海行, Haixing LIU) 주임이
각각 소장과 부소장으로 임명되어 2020년 5월 12일까지 2년 간, 한중센
터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018년 7월 19일에는 중국 청도
에서 2018년도 한중센터 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017년 사업성과 및
결산보고와 2018년 계획을 승인하였고, 남·북·중 3자 협력 추진과 동아
시아 해양협력 플랫폼에서의 협력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공동과제 추진
과 관련하여 4건의 공동워크숍과 10회 이상의 기술회의 개최를 통해 양
국 간 활발한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On May 11, 2018, an inauguration ceremony was held for the 11th

해양에너지 워크숍

and 12th executives of the Korea-China Joint Oceanographic Research
Center (Korea-China Center). Dr. Oh Young-min from KIOST and
Haixing Liu (劉海行), director of the First Ocean Research Center of
the China Bureau of Ocean Research, were appointed as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respectively. They will be in office as executive directors
of the Korea-China Center for two years, until May 12, 2020. On July
19, 2018, the Korea-China Center Management Committee met in
Qingdao, China. The committee approved the project results and
settlement reports for 2017 and future plans for 2018. It also reached
an agreement on the promotion of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as well as a collaboration on the
East Asian maritime cooperation platform. In addition, the committee
provided support for active joint research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holding four joint workshops and more than 10 technical meetings
in connection with the promotion of joint projects.

임원 이취임식

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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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해양과학기술협력연구센터
Korea-Indonesia Joint Research Center of Oceanographic Science and Technology

2016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해양협력 MOU’가 체결되었으며, 2016

In 2016, a marine cooperation MOU was signed between Korea and

년 12월에 해양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양국 간 해양과학기술협력 증진을

Indonesia. In December 2016, the Korea-Indonesia joint maritime

위한 협력연구센터 설립을 합의하였다.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committee agreed to establish a cooperative research center to

(이하 ‘한·인니센터’) 설립을 위해 2017년 11월 TFT를 구성 및 운영하였으
며, 2018년 5월 한·인니센터 설립을 위한 IA(이행협정)를 체결하였다. 동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A TFT as started in November 2017 to establish the
Korea-Indonesia Joint Research Center of Oceanographic Science

해년도 9월 센터 개소식을 제1차 공동워크샵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하

and Technology (Korea-Indonesia Center), and in May 2018, an

였으며, 11월에는 제1차 한·인니센터공동위원회와 제2차 공동워크샵을

implementation agreement (IA) was signed for the establishment of

개최하였다. 공동위원회에서는 신임 공동소장, 운영지침을 승인하였으며,

the Korea-Indonesia Center. In September 2018, an opening ceremony

2019년도에 추진할 공동연구 주제로 한·인니 해양과학협력 중장기 계획,

was held successfully along with the first joint workshop, and in

운용해양예보시스템, 해양위성, 해양에너지, 해양쓰레기를 선정 및 승인
하였다.

November, the first Korea-Indonesia Center Joint Committee meeting
and a second joint workshop were held. The committee approved the
new co-chairman and operation guidelines. As joint research topics
to be pursued in 2019, it selected and approved the mid- and longterm plans for cooperation in marine science between Korea and
Indonesia, operation and marine forecast systems, ocean satellites,
marine energy, and marine waste.

2018년 9월 14일 한·인니센터 개소식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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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NOAA Lab (NOAA-KIOST Lab)

KIOST-PML Science Office

미 연방 해양대기청 (U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플리머스해양연구소(Plymouth Marine Laboratory, PML)을 비롯한 영

Administration 약칭 NOAA)은 물론 미국 해양과학계 전반의 최신동향

국과 유럽의 해양과학기술 관련 최신동향 21건을 분석하여 제공하였으

을 입수·분석하여 연구개발진에 제공(20편/년)하는 한 편, 우리 정부(해

며, 2018년 5월에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81건의 연구

양수산부)와 NOAA간의 ‘한미해양과학기술협력사업’(*) 해양과학연구분

동향을 정리하여 연구동향 모음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2019년 9월 퇴임

과 운영책임을 맡아 북서태평양 해양-태풍 상호작용 공동모니터링, 서태

예정인 Stephen de Mora PML 소장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그의 지금까

평양 기후해양변동성 공동모니터링, 남태평양 해양산성화 공동모니터링,

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PML의 강점과 그 비결, 해양과학분야의 향후

미국 럿거스대가 개발한 수중글라이더의 제주-이어도 구간 시범투입 등

연구 방향, KIOST에 대한 제언 등이 포함된 연구동향분석 자료를 작성하

을 지원하였는데, 특히, 당랩이 참여한 한미공동 인도양연구(**) 계획은

였다.

‘제2차 국제공동 인도양 종합탐사’(***)의 공식인증(endorsement)를 취
득(12월 16일)하였다.

Twenty-one recent trends related to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UK and Europe, including the Plymouth Marine Laboratory,

The latest trends in the US maritime science community, including
the U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were acquired, analyzed, and provided to the research team (20/
year). The lab took charge of managing the Korea-US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Program (*)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NOAA. It also
supported the joint monitoring of the North Pacific Ocean-Typhoon

were analyzed and provided. In May 2018, 81 research trends dating
from September 2015 to May 2018 were compiled and published.
Also, receiving advice from PML director Stephen de Mora, who
is scheduled to retire in September 2019, a document analyzing
research trends was prepared regarding the strengths and fortes
of PML,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 marine science, and advice for
KIOST.

interaction, Western Pacific climate-change, South Pacific acidification,
and the pilot deployment of underwater gliders between Jeju-do and
Ieo-do, developed by Rutgers University. In particular, the Korea-US
joint Indian Ocean Research (*) plan, in which this lab participates,
obtained official endorsement by the 2nd Joint International Survey
(***) on the Indian Ocean (December 16).
* Joint Project Agreement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in Integrated Coastal and Ocean Resource Manag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U.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JPA)
** Korea-US Indian Ocean Scientific Research Program on Physical,
Biogeochemical, and Ecological Dynamics of the Seychelles Chagos
Thermocline Ridge (KUDOS)
*** Second International Indian Ocean Expedition (IIOE-2)

플리머스 해양연구소 소장
(Stephen de Mora)

Stephen de Mora PML 소장님 자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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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활동
국제협력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Korea-Peru(Central and South America) Joint Research
Center of Oceanographic Science and Technology
2018년 6월 1일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출판기념회
를 페루 국회의사당에서 페루 영세산업체생산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
였다. 이를 통해 총 5개의 센터 주요활동과 협력활동 성과에 대한 보고서
를 소개하여 센터의 활동을 국내외적으로 홍보하였다. 2018년 11월 12일
~23일 페루 산마르코스국립대학에서 우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페루
산마르코스대학과 공동으로 페루 생산부, 대학교수, 수산자원량평가 전
문가 총 15명을 대상으로 수산자원량평가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교
육훈련은 이론과 실습, 개별·팀별과제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페루 일간지
와 국내 언론지에 동 행사내용이 배포되었다.
또한 2018년 10월 8~12일 페루 양식전문가 2명을 대상으로 우리원 제주
연구소에서 양식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교육훈련생의 평가결과, 교육
훈련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종묘관리법과 먹이변환과정 및 비율, 그

수산자원량평가 교육훈련

리고 사료 제작방법에 대한 교육을 높게 평가하였다.
On June 1, 2018, the Korea-Peru Center’s publication ceremony was
held jointly with the Peruvian Commission of Small and Medium
Industries at the National Assembly in Peru. The center’s activities were
presented at domestic and abroad through a report of the results in
the five major activities of the center and its cooperative activities.
From November 12 to 23, 2018, 15 experts from the Peruvian Ministry
of Production, university professors, and experts in fishery resource
assessment received training at Peru’s National University of San
Marcos in collaboration with KIOST, Korea Maritime Institute, and the
National University of San Marcos. This training was based on theory
and practice, with individual and team tasks. The event was reported
in Peru’s daily papers and local media.
Also, two Peruvian fishery experts received training in fishery at

페루 양식전문가 양식교육훈련 실습현장

KIOST’s Jeju Research Center from Oct. 8 to 12, 2018. Assessment
results by the trainees showed a high satisfaction level. They were
especially impressed by the Jongmyo management methods, food
conversion process and proportions, and feed produc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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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수산자원량평가 교육훈련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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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활동
홍보

홍보
Public Relations

KIOST는 해양과학기술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해양과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청소년이나 일반인
들이 해양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 높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해양과학에 대한 호감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를 위한 해양분야의 사회적 이슈에도 대응하여 해양과학 인식 제고와 해양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Based on research findings on marine science technology,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has
been committed to informing the public of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marine science. We develop various kinds of
highly readable content so that teenagers and ordinary people can easily understand marine science, and thereby increase
their preference and access to marine science. We also devote ourselves to spreading the awareness and culture of marine
science by responding to marine-related social issues for different expert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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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기술 연구성과를 적극 알리는 언론홍보 활동

Active media promotion activities raise awareness of research achievements in marine science

2018년의 홍보활동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성과를 널리 알리고,
대양과 심해를 연구무대로 하는 글로벌 해양연구기관으로서의 기관 이미
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인도양에서 세계 4번째로 새로운 심해 열
수분출공을 발견하고 극한생물시료를 확보한 연구성과는 KIOST의 심해
연구 역량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사부호를 이용한 대양연
구에 KBS 취재팀이 동승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함으로써 KIOST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Media outreach in 2018 focused on widely promoting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KIOST) and establishing an image of the institute as a world-class
marine research center that conducts research in the oceans and deep
sea. KIOST discovered the world’s fourth new deep-sea hydrothermal
vent in the Indian Ocean and obtained extremophile specimens.
Both developments were good opportunities to promote KIOST’s
deep-sea research capabilities. Moreover, a team of KBS journalists
joined an ocean research trip on the Ocean Science Research Vessel
“ISABU.” Later on, they produced and broadcast a documentary that
significantly helped raise awareness of KIOST and it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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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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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활동
홍보

‘해양과학자의 꿈을 키워드립니다’ 해양과기원의 교육기부활동
“We cultivate the dreams of those wanting to become marine scientists”
– KIOST’s donations to education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출연연

As social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education-related donations

구기관의 교육기부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과기원도 다양한

continue to expand, KIOST is also playing an active role in donating

형태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간물 및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교육

to education. As part of its efforts to increase interest in marine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양과학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본원의 부산 이전 이후 교육기부활동을 위한 시설인프라로

science among young people, KIOST runs a wide range of handson programs and uses publications and online mediums to provide
educational information. Before moving the KIOST headquarters to

행정동 로비 공간에 홍보공간을 구축하였으며, 제주연구소에도 홍보관을

Busan, the institute established a “promotional space” in the lobby of

설치하는 등 체험전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its administration building to allow its own facilities to become a site
for furthering education. The Jeju Research Institute also established
a promotional booth as part of continued efforts to expand hands-on
exhibition spaces.

본원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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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Support Activities
Public Relations

대중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온라인 홍보활동
Online promotional outreach expands communication with the general public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외소통창구로
서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블로그, 페이스북에 해양 관련 콘
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8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에서 기타 공공기관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성
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동삼동 해양클러스터 내에 이웃한 기관인 국립해
양박물관과 공동으로 <오션사이언스 아트 : 바다, 미시, 미감> 테마전을
열어 해양과학지식콘텐츠를 예술적인 전시기법으로 대중에게 전파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KIOST continues to conduct promotional activities using online
mediums, whose role as a way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is
expanding. As a result of efforts to provide marine science-related
content on the institute’s blog and Facebook page to improve its
communication with the general public, KIOST received the grand
prize in the 2018 Social Media Awards’ “public institution” category.
Moreover, KIOST opened an exhibition entitled “Ocean Science

오션사이언스 아트

Art: Ocean, Microscopy, Aesthetics” in collaboration with the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which is located near KIOST in the
Dongsam-dong “marine cluster.” The exhibition contributed to the
local community by spreading marine science-related knowledge
through the medium of an art exhibition. The institute continues to
conduct promotional activities to further improve communication
with the general public.

2018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수상

오션사이언스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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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활동
도서관 운영 및 출판

도서관 운영 및 출판
Ocean Science Library & Publications

해양학술정보실은 해양과학 분야 국내 최고수준의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국민 해양지식 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제학술지 2종(OSJ, OPR) 발간 및 해양지식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해양과학기술의 국제화와 대중화를 도모하고 있다.

The Ocean Science Library has the best library infrastructure in marine sciences in the country, systematically providing
marine knowledge and information services to the public. In addition, the center is promoting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popularization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the publication of two international journals (OSJ, OPR),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marine knowledg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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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Support Activities
Ocean Science Library & Publications

전문도서관 운영
Ocean science library

해양과학도서관은 해양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학술정보자원을 통합적
으로 수집 및 구축하여, 개방형 플랫폼의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나아가 해양과학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학술성과 분석 등 전문
적인 계량정보분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KIOST의 연구 및 홍보활동, 역사로부터 발굴된 사진 및 영상자료
를 구축하여 iPhoto Library를 제공하고 있으며, FAO/ASFA의 Korean
National Partner로 지정되어 한국해양수산정보 자료입력센터를 운영하
고 있다.
도서관 소개

Ocean Science Library provides an open platform digital library
services through the integrative collection and building of scholarly
information resources that marine researchers require. The library also
provides professional informetric analysis services, such as research
trend analysis and scholarly performance analysis.
In addition, iPhoto Library is provided by collecting the research and
promotion activities of KIOST and historical photographs and image
data. The library was designated as the Korean National Partner of the
FAO/ASFA and operates the Korea Maritime and Fisheries Information
Data Entry Center.
사진DB

한국해양학회 부스 운영

지식나눔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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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활동
도서관 운영 및 출판

해양과학 전문학술지 발간
The publication of marine science journals

해양학술정보실은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의 학술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전문학술지 2종을 발간하고 있다. 특히, 한국해양학회와 공동으로 발간
중인 『Ocean Science Journal (OSJ)』은 해양학 분야의 국내 최초 SCIE
등재지로서, 2018년 제53권 1~4호(총 62편)를 발행하였고 특별호 ‘Deep
Seabed Mining Resources’을 수록하였다. 또한 해양과 극지 분야의
『Ocean and Polar Research(OPR)』는 Elsevier社의 SCOPUS 등재지로
서, 2018년 제40권 1~4호(총 27편)을 발간하였다.
The Marine Research Information Center publishes two specialized
journals to expand the academic influence of the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of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Ocean Science
Journal (OSJ), which is being published in cooperation with the
Oceanological Society of Korea, is the first SCIE registered domestic
journal in the field of oceanography, and issues 1 through 4 of volume
53 (a total of 62 articles) were published in 2018; and a special issue
of “Deep Seabed Mining Resources” was also included. Ocean and
Polar Research (OPR) in the field of ocean and polar region research is
registered in the SCOPUS database of Elsevier, and issues 1 through 4

『Ocean Science Journal (OSJ)』

of volume 40 (a total of 27 articles) were published in 2018.

『Ocean and Polar Research (O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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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Support Activities
Ocean Science Library & Publications

해양지식 콘텐츠 출판
Publication of ocean knowledge content

해양학술정보실은 해양과학 대중화를 위하여 청소년 대상의 교양도서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KIOST의 연구를 사진과 일러스트로 소개하는
‘과학으로 보는 바다’ 시리즈를 기획하여 발간하고 있다. 또한 해양과학을
좀더 깊이 알고자 하는 대중을 위한 ‘해양과학총서’와 ‘해양 전문도서’ 시
리즈도 발간하고 있다. 2018년에는 『울릉도·독도의 바다생태계』, 『바다
의 눈, 소리의 비밀』(‘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대양탐사 대항해에 도전
하는 이사부호』(‘과학으로 보는 바다’), 『세계컨테이너 터미널 견문록』(‘전
문도서’) 등 4권이 발간되어 국민의 해양적 교양을 높이고 기관의 역량을
알렸다.
The Marine Research Information Center is planning and publishing
a series of “Marine Library: Dreaming of the Future”, cultural books
for adolescents, and “The Sea in the Eyes of Science”, a series that
introduces the research of KIOST with photographs and illustrations,
for the popularization of marine science. In addition, “Marine Science
Collection” for members of the public who want to know more about
marine science and a series of “Marine Professional Books” have also
been published. In 2018, four books, namely, “The Marine Ecosystem
of Ulleungdo Island and Dokdo Island”, “The Eyes of the Sea, the
Secret of Sound” (Marine Library: Dreaming of the Future), “The RV

『세계컨테이너터미널 견문록』

ISABU Challenging the Great Voyage of Ocean Exploration” (The Sea in
the Eyes of Science), and “The Travelogue of the Container Terminals
of the World” (Professional Book Series), were published to increase
public knowledge about the sea and the capacity of the organization.

『울릉도·독도의 바다 생태계』

『바다의 눈, 소리의 비밀』

『대양 탐사 대항해에 도전하는 이사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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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IOST 포상
2018 KIOST R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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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Support Activities
The KIOST Reward

1. KIOST인상

8. 보안유공자상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위해성분석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홍상희

총무시설안전실

무기계약직기능원(신)

홍영훈

2. 장기공로상

9. 에너지절약유공상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심해저광물자원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경용

운영관리실

무기계약직행정원

이유현

심해저광물자원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희일

해양방위·안전연구센터

책임행정원

김성렬

10. 안전관리유공

관할해역지질연구단

책임기술원

정갑식

소속

직급

성명

KIOST스쿨

책임기술원

김봉채

남해연구소 운영관리실

무기계약직기능원

안중혁

위해성분석연구센터

책임기술원

최진우

해저활성단층연구단

연구사업인력

이수환

연구선운항팀

기능원(선)

박용권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

무기계약직기술원

이성목

행정부

책임행정원

김재순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

연구사업인력

김재영

11. 최우수논문상

3. 청렴공직자상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구매실

무기계약직행정원

서경덕

남해연구소

책임연구원

심원준

12. 우수논문상

4. 우수연구업적상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해양법·제도연구실

선임연구원

이문숙

위해성분석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홍상희

해양생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최동한

연안개발·에너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박영현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연주

제주특성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허수진

해양ICT융합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신창주

해양생태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이연정

해양재난·재해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정진용

관할해역지질연구단

선임연구원

강정원

13. 최우수부서상 및 우수부서상상

해양시료도서관

책임연구원

임동일

구분

부서

비고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전문연구사업인력

민원기

최우수부서상

제주특성연구센터

제주특성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손영백

우수부서상

해양시료도서관
해양재난·재해연구센터

5. 우수연구지원상
소속

직급

성명

14. 최우수지원부서상 및 우수지원부서상

연안개발·에너지연구센터

선임기술원

장세철

구분

부서

관할해역지질연구단

연구사업인력

정의용

최우수지원부서상

남해연구소 운영관리실

해양과학데이터운영실

무기계약직기술원

김태훈

기획실

종합연구선건조사업단

책임기술원

이근창

재무실

동해환경연구센터

연구사업인력

권지남

우수지원부서상

6. 우수근무업적상

비고

연구관리실
해양학술정보실
KIOST스쿨
제주연구소 운영관리실

소속

직급

성명

기술사업화실

무기계약직행정원

박재욱

기획실

행정원

이태희

15. 특별상(격려상)

인사실

선임행정원

정연우

구분

부서

연구선운항팀

기술원(행)

손영우

특별상(격려상)

인사실

운영관리실

무기계약직기능원(신)

김태웅

소속

직급

성명

총무시설안전실

무기계약직기능원(신)

고광국

운영관리실

용역직

김수복

운영관리실

용역직

조영호

비고

7. 명예근로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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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프라
Research Infrastructure

국내거점  Domestic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현포2길 127

동해연구소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48

본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남해연구소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1길 41

동영해양생물자원기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연명마을 지선

제주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670

동해연구소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환동해권 해양연구의 메카

동해의 오아시스, 울릉도·독도에 펼쳐진 푸른 꿈!

East Sea Research Institute
A hub of marine research in the pan-East Sea
regioner

Ulleungdo Dokdo Ocean Science Station
Ulleungdo and Dokdo island, the dreamy, blue oases
of the East Sea!

동해의 특화된 연구수행
국가 독도전문 연구기관

울릉도·독도 주변해역 해양생태계 변동 감시 및 해양
생태계 보전
울릉도·독도 주변해역 해양수산자원 증·양식 및 고부
가 가치 해양산업 육성

남해연구소

제주연구소

최첨단 종합해양연구선의 중심

해양과학, 그 이상의 감동을 제주에서!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Home to cutting-edge, fully equipped marine
research vessels

Jeju Research Institute
Ocean Science and More on Jeju Island!

해양생태계 기능 연구
해양환경위해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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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바이오 산업 연구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변화 연구

통영해양생물자원기지

본원

해양과학기술의 현장 연구 중심 인프라

새로운 해양부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다

Tongyoung Marine Living Resources Station
A core part of the infrastructure for onsite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KIOST
KIOST aims to guide Korea toward fulfilling its dream
of becoming a maritime power

해양생물자원확보 사업
해양생물자원의 분류 및 보존 기술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해양관련 기기·장비기술개발과 검·교정

KIOST Annual Repo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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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점 및 국외협력센터 KIOST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KIOST–PML Science Lab
영국 플리머스

KIOST-NOAA Lab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미국 워싱턴 DC Silver Spring

중국 청도

태평양해양과학기지
마이크로네시아 축주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한·인니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인도네시아 치르본, 자카르타

페루 리마(IMARPE 내 위치)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태평양 해양과학기지

Korea-China Joint Ocean Research Center

Korea 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	중국 및 동중국해 해양과학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

·	국내 보유 생물자원의 확보 및 열대해양환경을 활용한

거점 확보

해양과학 연구 전진기지
·	An advanced base for ocean science and research
established in a tropical marine environment to
secure biological resources for Korea.

· 한국의 대중국 기술개발 활동의 전진기지 설치
·	Securing a basis for joint research and exchange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with China in the East
China Sea.
·	Establishing an advanced base for Korea’s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partnership with China.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공동 연구센터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Korea-Peru Research Laboratory on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OPE-LAR)

Korea-Indonesia Marine Technology
Cooperation Research Center

·	중남미 지역에서의 R&D허브 설치 및 운영

·	한국-인도네시아간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 발굴

·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an R&D hub in the
South and Central American region.

및 추진, 석박사 해양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between Korea and
Indonesia, and the development of master’s marin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KIOST–NOAA Lab

KIOST–PML Lab

·	세계인류 해양과학기술연구기관인 NOAA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우리 연구

·	영국 플리머스해영연구소와 기관간 장점을 극대화한 연구성과의 시너지 창출 및

인력교류 활성화 및 공동 연구 발굴
·	Vitalizing the exchange of research personnel and facilitating joint research activities
through partnership with NOAA, a globally renowned research institute for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유럽의 해양과학연구 역량흡수
·	Increasing Korea’s ocean science research capabilities and creating synergy among
research activities by maximizing the strengths of KIOST and the UK’s Plymouth Marine
Laboratory (P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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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구선  

이사부호 5,894톤 | ’16.11 취항

온누리호 1,400톤 | ’92. 3 취항

이어도호 350톤 | ’92. 2 취항

R/V ISABU   5,900 tons | Launched in October 2016

R/V ONNURI  1,400tons | Entered service in March 1992

R/V EARDO   350 tons

‘이사부’는 신라시대 장군으로 지금의 울릉도인 우산국

‘온누리(ONNURI)’는 ‘온 세상’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

‘이어도(EARDO)’는 실제적으로는 동중국해 중앙

을 우리나라 역사에 최초로 편입시킨 인물이다. 바다의

로써, 전 세계 대양을 대상으로 해양조사 연구활동을

에 위치하며 국제적으로는 해도상에 소코트라 암초

광개토 대왕이라 할 수 있는 ‘이사부 장군’의 정신을 이

펼쳐 해양과학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뜻과 의지를 담

(Socotra Rock)라고 표기되어 있는 수중 암초의 우리

어받아 더 멀고 큰 바다로 진출하여 해양강국을 이루겠

고 있을 뿐 아니라 영문표기와 발음이 쉬워 온누리호의

말 이름이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전설에 나오는 환상의

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국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훌륭한 이름으로 평가되어 선

섬, 피안의 섬으로 알려져 있어 연구선 이어도호를 활

“Isabu” was named after General Isabu of the Silla Dynasty,

명으로 선정되었다.

용해 해양과학의 발전으로 이상향 건설을 지향한다는

who conquered the nation of Usan-guk, which occupied

“Onnuri” a pure Korean word meaning “the whole

큰 뜻을 담고 있다.

present-day Ulleungdo Island, and incorporated it into

world” was selected by KIOST as the name for our

Korea. This name was given to the research vessel to

“Eardo” is the Korean name for a submerged rock, known

research vessel so as to express the institute’s hope and

signify KIOST’s adventurous spirit, akin to that of General

internationally as Socotra Rock, located in the middle of

willingnes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cean

Isabu, and dedication to expanding its influence in the

the East China Sea. It is also known as a mythical island,

science by conducting research and surveys within our

area of marine science in order to help Korea become a

or a land of enlightenment, in the legends of Jeju Island.

territorial waters and abroad. Since the word is easy to

leader in the global maritime community.

KIOST named its research vessel Eardo based on its hope

pronounce and write in English, it also helps to express the

of using the vessel to advance the status of the nation’s

internationality of RV Onnuri.

ocean science and improving the lives of all Koreans.

장목 1호

40톤 | ’05. 1 취항

장목 2호

35톤 | ’12. 3 취항

R/V JANGMOK 1 40 tons

R/V JANGMOK 2 35 tons

‘장목(JANGMOK)’은 연구선 모항인 남해연구소가 위

‘장목(JANGMOK)’은 연구선 모항인 남해연구소가 위

치한 거제도 동북부의 지역명이다. 한국연안해역의

치한 거제도 동북부의 지역명이며, 장목1호 건조 이후

해양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연근해 탐사 및 관측을 위

소형연구선이 1척 더 건조되면서 장목2호로 명명하게

한 소형연구선이다.

되었다.

RV Jangmok was named after “Jangmok” a town in the

“Jangmok” is the name of a town in the northeastern

northeastern region of Geoje Island, where the South

region of Geoje Island, where the South Sea Research

Sea Research Institute and research vessel home port is

Institute and the home port of our research vessels is

located. It is a small research vessel used for exploration

located. After the RV Jangmok, a second small research

and observation of Korea’s coastal waters.

ship named thd RV Jangmok 2 was built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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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사업 홈페이지
Related Websites

해양시료도서관
Library of Marine Samples

수중건설로봇사업단(UCRC)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ics R&D Center

한·페루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Peru-Korea Joint Ocean Research Center

http://lims.kiost.ac

http://www.ucrc.re.kr

http://www.kope-lar.org

한국해양학위원회
Korea Oceanographic Commision

독도종합정보시스템
Dokdo Information System

해양위성센터
Korea Ocean Satelilte Center

http://www.kocean.or.kr

http://www.dokdo.re.kr

http://kosc.kio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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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록
Contact
01

국내
Domestic

본원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385, Haeyang-ro, Yeongdo-gu, Busan Metropolitan City, 49111, South Korea

T. 051-664-3000
F. 051-405-9330

(53201)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1길 41
41, Jangmok 1-gil, Jangmok-myeon, Geoje, Gyeongsangnam-do, 53201,
South Korea

T. 055-639-8400
F. 055-635-3913

(36315) 경북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48
48, Haeyangscience-gil, Jukbyeon-myeon, Uljin-gun, Gyeongsangbuk-do, 36315,
South Korea

T. 054-780-5200
F. 054-780-5249

(633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670
2670, Iljudong-ro, Gujwa-eup, Jeju, Jeju Island, 63349, South Korea

T. 064-798-6000
F. 064-798-6039

(40205)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현포2길 121
121, Hyeonpo 2-gil, Buk-myeon, Ulleung-gun, Gyeongsangbuk-do, 40205,
South Korea

T. 054-791-8406

Ulleungdo·Dokdo
Ocean Science Station
통영해양생물자원기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연명마을 지선

Headquarters
남해연구소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동해연구소
East Sea
Research Institute
제주연구소
Jeju Research Institute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Tongyoung Marine
Living Resources Station
울돌목 조류발전기지

(58906)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명량대첩로 89길

Uldolmok Tidal Power Station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

(37553)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1104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ics R&D Center

02

해양연구선
Marine Research Vessels

이사부호
R/V ISABU

온누리호
R/V Onnuri

이어도호
R/V Ea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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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ARSAT. 001-870-773-111-189
T. 070-4296-2495~8
F. 001-870-783-112-511

장목 1호

INMARSAT. 001-870-7731-10860
001-870-7731-10864
F. 001-870-7831-11859

장목 2호

T. 010-8503-1518

R/V Jangmok 1

T. 010-6241-1520

R/V Jangmok 2

INMARSAT. 001-870-7731-10925
T. 010-3577-1518
F. 001-870-7831-1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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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외거점 및 국외협력센터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한·중

Korea-China Joint Ocean Research Center 6 Xianxialing Road, High-tech Park,
Qingdao 266061, Shandong CHINA

T. +86-532-8896-4987
F. +86-532-8896-4779

Peru-Korea Joint Ocean Research Center, Esquina Gamarray
General Valle S/N Chucuito Callao, Peru

T. +51-14-208-8605
F. +51-14-7461-1436

KIOST–NOAA Lab

1315 East-west Highway, Silver Spring MD 20910, USA

T. +1-301-427-2462

KIOST–PML Lab

Prospect Place, Plymouth, PL1 3DH, United Kingdom

T. +44-1752-633-100
F. +44-1752-633-101

태평양해양과학기지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P.O.Box Weno, Chuuk State,
FSM 96942

T. +691-330-5729
F. +691-330-5730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Korea-China Joint Ocean
Research Center
한·페루
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Korea-Peru Joint Ocean
Research Center

Korea-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Jl. Fatahillah, No. 24 RT/RW : 02/04, Kelurahan Watubelah,
Kecamatan Sumber, Kab Cirebon, Jawa Barat 45617

Marine Technology
Cooperation
Research Center(MTCRC)

04

부설기관
Subsidiary Organization

부설 극지연구소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199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26, Songdomirae-ro, Yeonsu-gu, Inchen, 21990, South Korea

T. 032-770-8400
F. 032-770-8709

(3410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32, Yuseong-daero 1312 beon-gil, Yuseong-gu, Daejeon, 34103, South Korea

T. 042-866-3114

The King Sejong Station, King George Island, Punta Arenas, CHILE

T. 032-770-8570

The DASAN Arctic Station, N-9173 Ny-Alesund, Norway

T. +47-79-02-6844

The Jang Bogo Station, Terra Nova Bay,
Northern Victoria Land, Antartica

T. 032-770-8585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g
남극세종과학기지
Antartic King Sejong Station
북극다산기지
Arctic DASAN Station
남극장보고과학기지
Antartic
Jang Bogo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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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한국해양수산연수원

01.
부록

KIOST 본원 건물배치도
KIOST Headquaters Government Office Building Layout

키오스타광장

I

안내동
Public Information
Building

A

행정동
Administration Building

활력마당
(축구장)

KIOST 본원 건물배치도 위치
Locatios
해양영토연구본부
Marine Domain Management Research Division

R2

해양생태연구센터
Marine Ecosystem Research Center

R1
R3
R4

해양환경연구센터
Marine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R1

해저활성단층연구단
Marine Active Fault Research Unit

R1

R4

해양재난·재해연구센터
Marine Disaster Research Center

R4

관할해역지질연구단
Korean Seas Geosystem Research Unit

R1

해양연구기반부
Ocean Research, Operations&Support Department
해양위성센터
Korea Ocean Satellite Center

해양자원연구센터
Marine Resources Research Division

R1

해양방위·안전연구센터
Marine Security and Safety Research Center

R4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
Instrumental Development & Management
Center

E

R1

해양과학데이터운영실
Ocean Data Science Station

R2

대양자원연구센터
Global Ocean Research Center

R1

해양학술정보실
Ocean Science Library

R1

해양생물자원연구단
Marine Bio-Resources Research Unit

R4

정보전산실
Computing Information Section

R2

종합연구선건조사업단
Research Vessel Building Unit

A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
Marine Biotechnology Research Center

R3

심해저광물자원연구센터
Deep sea Mineral Resources Research Center

해양공학연구본부
Coastal & Ocean Engineering Division
연안개발·에너지연구센터
Coastal Development and Ocean Energy
Research Center

R2

해양ICT융합연구센터
Maritime ICT R&D Center

R2

E
교육연수동
Education & Training
Building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Ocean Circulation and Climate Research Center

제1연구동
Research Building No.1

해양환경·기후연구본부
Marine Environmental & Climate Research Division

해양정책연구소
Ocea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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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박물관

Appendix
2018 KIOST News

해미래광장
자재야적장
폐수처리장
(주차장하부)

L3
수리실험동
Laboratory Building
No.3

W

제4연구동
Research Building No.4

R4

후생동
Welfare Building

해바라기쉼터

제3연구동
Research Building No.3

R3
제2연구동
Research Building No.2

R2

L1

L2
생물실험동
Laboratory Building No.2

연구장비정비동
Laboratory Building
No.1

교육연수동
Education & Training
Building

E
해수탱크

해누리마당

한국해양대학교 제2캠퍼스

2018연보_내지_part3 (2).indd 129

129

2019-04-02 오전 10:46:03

JANUARY

한눈에
보는

KIOST의
1년

FEBRUARY

MARCH

C Ocean Science Meeting

APRIL

MAY

C EGU 2018 참석

A 페루북부해역 적도전선 모니터링 장비 설치

C CREAMS AP meeting, NPOCE OSS 및 SSC meeting

R 태평양소도서국 해양산성화 관측시스템 구축(팔라우)
C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 공동연구
E 동해/동해 기후변화 인자 (미량금속 등) 시료 채취 및 관측 탐사
C 이사부호 서태평양 관측 Data 워크숍
C NGS를 이용한 미생물 다양성 연구 세미나

E 폐기물 해

C UN 정규과정 전체작업반회의

C 4단계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수립 자문회의

해양환경기후연구본부

E 동중국해의 동해 유입물질 수송과정 연구를 위한 탐사

C 한국해양

C OQEANOUS 한일 학술교류 워크숍
C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서태평양지역위원회 산호초생물다양성 국제공동연구 워크숍

E 경기만 단
E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탐사

F GAIA 지구시스템 모델 개발자 워크숍

Marine
Environment &
Climate Research
Division

E 이사부호 승선 인도양 관측

C EGC 2018 학회
C 한국지구과학연합회 연합학술대회
C SETAC EUROPE 28차 연례회의 참석
C 15차 ICS 심포지움

C 제16차 NOWPAP CEARAC Focal Points Meeting

A 미래해양자원 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E 심해저서 생태연구 승선 조사

E 인도양 중앙해령/인도양 중앙해령 해저 열수광상 광물자원 탐사

R 국제해저기구 의무이행 및 개발역량 확충연구 과제협약
R

연구 및 주요사업 Research

C

회의 및 워크숍 참가 Conference

F

기관행사 및 개최 Function

A

성과 Achievement

E

탐사 Exploration

A 인도양 공해상의 중앙해령에서 새로운 심해 열수분

E 2018년 태평양 심해저 망간단괴 및 선광잔류물 특성연구 탐사

R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과 공동연구 협의
E CUFES를 이용한 인도-태평양 어류의 산란가입 탐사
C European Geosciences Union General Assembly

R 가리비 정

C 국제해저기구 제24차 3월 이사회 및 법률기술위원회

해양자원연구본부

A 공해상 망간각광구에 대한 탐사계약 체결

Marine Geology and
Geophysics Division

E IMO 규제 선제적 대응을 위한

R 통영바다목장 사후관리 정기 자원량 모니터링 조사

C 북서태평양 광역 환경관리계획
R 필리핀 해역 해양생물 채집 및 공동연구 협의

C 블루카본 공정보고회 및 세미나

C 2, 3핵심용 공통인양고리 Factory Acceptance Test

R URI-R (트랙로봇) 실증실험
A 쇄석 인터로킹을 활용한 오픈셸 케이슨 공법

신기술 인증

C UCSD 간섭제어 협력 연구 컨퍼런스 회의

C UCSD 간

C IEEE WONS

F 트랙기반 중작업용 수중로봇 기술 개발 6차년도 착수회의

C IPIU 2018 영상처리 및 이해에 관한 워크숍

R 이동형 해양 방사선 측정 시스템 수조 테스트
C 해양 무인이동체 기반 중계기술 회의

F 수중코팅 원천기술 개발 과제 회의

F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개발

C 한국로봇종합 학술대회

R 수중로봇 실증실험 (해저케이
R 차세대 해양로봇 ICT융합 기술개발사업 공청회

R 이동형 해양방사선 측정 시스
C 조류발전 상용화 추진 회의

R 드론쇼 코리아 참가

C 제28회 통신정보 합동학술대회 (JCCI) 실험

C UCSD 간섭제어 협력 연구 컨퍼런스

해양공학연구본부

C 해양 무인이동체 기반 중계기술 회의

R 드론기반 이동통신 협력 연구 회의

Coastal
Engineering Division

R USV 기반 수질/환경조사 시험

C ICT 기반 수산자원관리 연구센터 구축 제안 협의

C 딥러닝 워크숍

A 해군 순회교육 강연

F ‘KIOST 수중로봇챌린지’

C 한국음향학회 춘계학술발표 대회

C 조류-양수 융합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과제 책임자 회의

C 해양 무인이동체 기반 중계기술 회의

A 국내 최초 무인수상선 활용한 정밀해저지형 관측 성공

C 산업자원부 남북유전개발 회의
C International Syposium Remote Sensing

R 낙동강 하구역 동계 현장조사
F 미래 해양자원 기술개발 사업 협약체결

C 제주 ICC

C 세월호 유실화물 조사사업 설명회

C 한국해양

C 해군1함대 전술토의

C 해군3함대

C 제4회 해
C 한국 해양학회 지질해양학 분과회

R 낙동강 하구역 수질환경 현장조사
C 기뢰전발전 자문회의

R 선박추인기 소음 기반기술 및 소음저감 설계 핵심기술 개발
R 미해군 기상해양 사령부 업무협의

해양영토연구본부
Marine Domain
Management Research
Division

R 해상실험

F 중앙특수 구조단 수색구조 전문가 자문회의

C KGU학회

C 해군2함대 해양전술 세미나

C 15th ICS*

C 제1회 KGU*
C 한국음향학회 춘계학술대회
R 해양특성 조사사업 물리환경 현장조사
F 연안침식 대응기술 개발(3세부) 연구성과 설명회

일러두기
F 제3차 G2GS 산출물 워크숍

C IOCCG-23 위원회

3. 각 현황별 진행 기간을 실선으로 표기하였다.

C 울진 비행훈련원 방문 및 위성영상 표출시스템 협의

C Ocean Science Meeting

C 천리안 해양위성 2호 수신안테나 및 RF시스템 상세설계 검토회의
C 천리안 위성 운영워크숍

해양연구기반부
Ocean Research
Operations & Support
Department

R GOCI 괭생이 모자반 분포 모니터링
A OSJ(53호 1권) 발간
A OPR(41호 1권) 발간

C ISRS
C International Coastal Symposium

C 제2차 한-불 우주포럼

2. ‘기관행사 및 개최’는
개최한 기관 행사의 명칭만 기재하였다.
4. 명칭 앞과 뒤의 2018년도 표기는 생략하였다.

R G2GS 개발서버장비 센터전산실 설치
E 인도양 쌍극진동 변동에 따른 인도양 내부 물질순환 변동이해 탐사

1. ‘회의 및 워크숍 참가’는
참가한 회의 및 워크숍의 명칭만 기재하였다.

C European Geosciences Union
C 해양공간계획 워크숍

JUNE

JULY

AUGUST

A 인도양 심해 열수생물 채집과 환경자료 획득

E 쿠로시오 확장역 물질순환의 변동 특성연구 탐사

C ASLO summer meeting

C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워크숍

C IAEA주관 MODARIA WG7 중간회의
F 시화호관리위원회 실무협의회

F 한국해양학회 해양지질분과회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탐사

SEPTEMBER

C 제73회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

C Deep Sea Biology Symposium

C 한일 원생생물학회 공동학술대회

E 울릉도-독도 탐사

E 북서태평양 심해저서 생물의 생물지리학적 분포 특성 탐사

C C-PIES 자료 해석과 공동 연구 협의

C 한국연안 방재학회

C 북극해 해저자원환경 연구 워크숍
C 기후 변화 감시 정보 공유 워크숍 및 IPCC 대응 국내 전문가 포럼

C 대한민국 탄소포럼

C MDIS

C 한국기후변화학회 심포지움

C 14차 Pan Ocean Remote Sensing Conference

C ICAMG학회

R 기상청 지진화산기술 종료사업 최종보고서 제출

R 시화호 주변 수계 하계 집중조사

C 국제해양연구 위원회 연차총회

C Goldschmidt Conference

C ECSA57 conference

C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15th Annual Meeting

DECEMBER
C ARGO 자료 관리팀 Meeting

F 시화호 연안 오염총량관리 기술검토단 회의 C Pacific Arctic Group 회의

C 제4회 새만금 수질개선 연구회 토론

C 새만금 외해역 과학위원회 자문회의

단층활동 해석연구 지구물리 탐사

NOVEMBER

E 황해생태계 기후/환경 변화 영향파악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 연구를 위한 탐사

R 파랑모델 및 자료동화 관련 공동연구

C UN 세계해양환경평가 정규과정 11차 전체작업반회의

C 해양환경생태계 관련 모니터링 사업 합동 워크숍

양학회 2018 춘계학술 발표대회

OCTOBER

R 페루북부해역 적도전선 모니터링 자료 획득과 장비 유지보수

C 5회 Plasma spectro-metry 워크숍

C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성과교류회

C 한국지구물리· 물리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C EAS Congress 및 PNLG
C 관측자료를 활용한 해양예측기술 개선 연구사업 성과보고회
E 탄성파 해양학을 활용한 수층 혼합 구조 가시화와 정량화 연구 지구물리탐사

R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 사업 협약

C 한-중 공동 세미나
C 제4차 기후역학 및 미래변화에 관한 워크숍

E 동중국해 해양조사

R 해양-태풍 상호작용 관련 공동연구

R 독일 AWI 및 GeoMar와의 공동연구
E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상호작용 및 태풍 급강화 현상 연구 탐사

R 시화호 내·외 유역 하천 조사

E 동중국해 쿠로시오와 오키나와 열도 주변 탐사
E 시화호 주변 수계 하계 집중조사

C UN해양과학 10개년 계획 집행기획위원회의

C 제2차 한미 인도양 공동 워크숍

F 해양환경 종합보고회

C PICES 회의

C 학연관 기후예측기술 교류 워크숍

C 금강하구해역 전문위원회
C 추계지질과학 연합학술대회

C 제6회 심해미생물 국제워크숍
F 해양단백질 기반 바이오메디컬 소재개발 과제 워크숍

C 한국기후변화 학회

C 국제해저기구 제24차 총회 및 이사회, 법률기술위원회

C 태평양 블루카본 워크숍 및 3차 IPBC Meeting

F 시화호 해양환경개선 연구사업 최종보고회
F 해양 지구물리탐사를 이용한 수중탐사

C 연구장비전문가 자격 구술시험 위원

세미나

F 4단계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설명회

A 해양배출 위탁업체 정부합동 실사 및 배출저감 상담 지원

C IWSS

C PICES 회의
C 대한지질학회

C 국제해저기구 워크숍
C 한국 수산학회 추계학술대회
C 47th Underwater Mining Conference

정기성장실험 계측 조사

달성 워크숍

C 관측부이 관련 기술 습득 및 관측점 확장 관련 협의

C PICES 2018 Summer School
E 지구물리 탐사

분출공 발견

C TPOS 2020 SSC meeting

C 한국 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 C 황해생태계 기후/환경 변화영향 파악의 성과목표

C 준설토사 유효활용 개정을 위한 간담회

g

A 연구교류 교환협정

(日토요하시 공대) 체결

C 해양바이오 연구팀 워크숍

C 한중 해양 지속가능 포럼

R 해양생물독 (biotoxin) 분석기법 세미나

C 해양경제영토 개척 및 미래해양 광물자원 개발광량 확보방안 수립 결과 평가회

F 심해저자원개발 협의회 총회 및 기술세미나

C 부생가스 전환 해양고세균 안정성 및 고도화연구 과제 워크숍
C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Festival

E 대양저 퇴적물의 희유금속 자원 잠재성 연구를 위한 탐사

C 경남 고성군 어업인 현안문제 기술확산 발표

C 15th AOGS Annual Meeting

한 선광잔류물 특성규명 및 환경친화 처리 기술개발 탐사

R 베트남 바리과 어종의 교잡(hybrid) 수정란 생산

획 워크숍
A Ocean Science Journal 심해저광업 특별호 발간

간섭제어 협력 연구 컨퍼런스

C UCSD 국제 협력 연구 정기 기술 회의

C 국제해양에너지 실해역 시험장 연구자 회의 및
C 남북한 해양에너지 협력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C 한중 해양지속발전 포럼

C ICAMG 학회

C 한국해양바이오 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C 국제해저기구 체약자회의

C SCOR - InterRidge 워크숍

C 제10회 한중 심해저자원개발협력회의

C 통가 해저열수광상 개발 사업 참여기업체 간담회

발사업 현장시연회

C ATC

R 수중건설로봇3핵심 장비 실해역 현장 실험

F 실해역 시험평가선 건조 및 시스템 구축 전략 세미나

이용한 항만구조물 장대화 기술창업)

C 한중 해양에너지 워크숍

고염분수 처리 성능 검증 실험

R 수중건설로봇사업단 3개 핵심과제의 실해역 실증 실험
A 굴패각 생태블록 기술이전 의향서 체결

C 한일 공동 워크숍

R 해수배터리 시스템 실해역 성능 검증실험

R 해수배터리 시스템의

스템 수조 테스트

험 운용 실험

발표평가

C 해상처분장 특별 세미나

R 폐기물 해상 최종 처리장 고정형 센싱시스템 테스트

A 2018년 국가연구개발 우수기관 선정(오픈셸 케이슨을
C Tensorflow 활용 딥러닝 강좌

C 해양단백질 기반 바이오메디컬 소재개발

AWTEC 학회

C 해양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사업 간담회

C 통신학회 하계 종합학술발표회

이블 매설)

C 한국미생물학회연합 학술대회

C 해양 환경에너지 학회 특별세션 발표
C 실해역 시험평가선 3차 워크숍

R 수중건설로봇사업단 2, 3핵심과제 연근해 실험 착수

R 이동형 센싱 시스템 기반 실해역 테스트

C 글로벌 해양인재포럼

R 수중건설로봇 컨트롤밴 화면 공유 시스템 구축

C 해양로봇·ICT 융합기술 개발 Move4.0 기획 회의

R 수중건설로봇 3핵심 장비 육상 성능실험
R USV 기반 이동형 수질/지형 계측 시스템 수조 테스트

R 조류발전 실해역 시험장 과제 현장컨설팅

C 제4차 한중 수중로봇 공동워크숍

R USV 기반 이동형 수질,지형 계측/ 방사선 계측 시스템 실해역 테스트

C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Festival
R 해수전지 시스템 부착생물 제거장치 실해역 테스트
C 5G new radio 표준 워크숍

C 조류발전 실해역 시험장 구축 과제 설계평가 자문회의

R 수중건설로봇 3핵심 장비 천해역 실험 전 최종육상테스트
C 선박 및 인명 대피 지원 기술 개발 중간보고회

C, 한국해양학회

F 연안침식 대응기술 개발 최종보고회

C ICAMG학회

E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를 위한 탐사

C 전략목표 RFP 작성 중간 간담회 발표

F KIOST-(주)ETL MOU 체결식

R 낙동강 하구역 7월 정기 현장조사

양환경 에너지학회
A 3대 해양과학기지, 대양관측망 네트워크 등록

R 수중글라이더 및 웨이브글라이더 이용 해양음향 관측

대 방문 해양현장조사 협의
R 한반도 연안 물리특성조사

해군 단기 전문교육과정 강의

C 민군겸용 기술개발사업 제안서 발표

A 정갑식 박사 철탑산업훈장 수상
C 제5회 해양정보 협력기관 협업 워크숍

E SHAREM 해역 해양/음향 환경조사를 위한 탐사

C 국방기술 품질원 단계평가
C 연안방재학회

C 제3회 HVD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자문회의

C 수중문화재 조사기관 연구사례 발표회

R 해양특성조사사업 현장조사

C 국제해양, 안전대전

E 지진재해 대응을 위한 해저단층활동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탐사

R 연안 해저작전 환경 조사
E 저위도 인도-태평양 기후변화 변동성 연구를 위한 탐사

A 종합 해양과학기지 최종발표회

C 제5회 해군 단기전문 교육 강의
C 해군 잠수함사 수중전술 세미나 발표

R 해군 Q-루트 해양조사사업 현장조사

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자문회의

C AOGS 15th Annual Meeting

C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제안 발표

A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협약 체결

C 한중 학술행사

R 한-태도국 협력기금 사업 진도점검회의 참석 및 IUU 현황조사

C 항만감시체계 정밀루트조사 발표회

C 해군 해난 구조발전 자문위원회

C 한국 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
C IGARSS

C ECSA 57 학회

C Ocean Optics 및 IOCCG 위원회

R 무인헬기를 이용한 해양오염 감시 시험 비행 F 해양공간 계획체계 구축 연구(GIS) 최종보고회
E 통합 기후 예측을 위한 열대 서태평양 관측

C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15th Annual Meeting

R 적조탐지 통합현장조사

F 환황해해양발전 포럼

F 한국해안 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

A 고수온 현상과 관련한 장기 분석자료 발표

C 한국 컴퓨터 종합학술대회

A 해양지식콘텐츠 4권 출판
F 전지구 해양원격탐사 학술대회 (PORSEC 2018)

R 적조 방제 합동 모의 훈련
A OSJ(53호 2권) 발간
A OPR(41호 2권) 발간

A OSJ(53호 4권) 발간
A OPR(41호 4권) 발간

C 한중일 동북아항만 국장회의 실무연구자 모임

C 한국습지학회 2018년 정기학술 발표대회

A OSJ(53호 3권) 발간

C 한중 녹조사업 성과보고회

A OPR(41호 3권) 발간

C 한미인도양 공동연구 워크숍
C 공간정보 공동 추계학술대회
C 대한원격 탐사학회 2018 추계학술대회

F 3rd China-Korea Workshop on Marine Environment and Disaster Monitoring Using Remote Sensing in the Yellow Sea 워크숍

R 성과관리 프로그램 개편
C 다중플랫폼 기반 선박 및 적조탐지 통합시스템 개발 자문회의
C 한국해양 환경에너지 학회 추계학술대회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F 수중글라이더 핵심 장비 및 4
F 해양신산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 과제 최종 보고 회의

C IMO 제105차 법률위원회 대표단 참석

C 독도 관계기관 협의회

F 해양바이오 기업대상 전문가 회의

F 경기도 해역재생 방안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C ICT융합 수중드론 부품소재 개발 연구전략 세미나
C 아시아-태평양 산호초 심포지엄 (APCRS) 참석

F 해양수산분야 이슈연구회 구성궳운영

C 대송단지 및 시화호 수면 공간 재생 사업 관련 회의

F 해양공간 계획 체계 구축 관련 워크숍

C 독도 지속가능 이용 위원회 (국

C 해양정책 및 남북해양수산 협력 워크숍
C 18-1차 충청남도 해양수산분과 정책자문위원회 참석

F 춘계 세계국제법 협회 한국본부 해외석학 초빙 회의

F 미래융합협의회 창립 총회 개최
C 서해안 연안 및 하구해역 복원 및 관리 방안 관련 업무협의

F 경기만 해역재생 토론회
F 연구사업 선정평가 발표회

C DILA-KOREA+KIOST 2018년 춘계 연구발표회

해양정책연구소

C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가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계약체결

Ocean Policy
Institute

C 독도 워크숍

C 국제원격 탐사학회

C 춘계 적도 해양포럼 운영위원회 및 특별세미나

C 서해안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 방안 관련 관계기관 워크숍

F 해양환경 안전학회 춘계학술대회

C 제67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F 해양공간 통합관리 추진 관계기관 회의

C 남북협력 해양생태계 워크숍

F 한중 해

C 충남 제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1차 회의
R 선박평형수 처리설비의 정부형식승인 선상시험 품질관리

R 실시간

R 선박평형수 과학기술 전문위원회

C 한-중 해사안전 워크숍
R 패류 정화장치 시료채취 실증실험 지원

C GESAMP WG40 전문가회의

R IMO 선박 국제규제 선도기술개발 사업 평가 발표

South Sea

C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 규정 개정(안) 자문 및 설명회 참석
C NOWPAP-TEMM Joint 워크숍

R 와편모조류 씨앗개체군 분포도작성 시료채취 지원

남해연구소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C IMO 72차 MEPC 대책회의 참석

R 제25회 International Molecular Medicine Tri-Conference 참가

C 해양생명자원 발굴을 위한 공

A 동중국해 Sanchi호 충돌사고 대응
F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워크샵 개최
C 제1회 물리해양 관측워크샵

E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를 위한 탐사

C AOGS

R 후정해안 현장조사

R 한반도 근해 지자기 조사 현장

C 독도 해양생태계 및 환경 모니터링
A ‘카리브해 해안 리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백사장 침식 모니터링 및 조사사업’ 계약

C 고리원전 주변 해양환경 방사능 거동평가 회의 참석

R 폐기물 배출해역 해저퇴적물 건강 상태 진단

C 경상북도 해양관련 재해대응 워크숍
R 2017년 울릉도 오징어 조업 실적에 관한 업무 협의

R 홍합 모패채취 작업
R 동해 울릉분지 침강물질 특성 및 플럭스 변화 연구 춘계 현장조사

R 홍합양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F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워크숍

R 춘계 심층수 취수해역 수질조사 및 취수관 시료채취

R 울릉도 항구 수질 모니터링 착수

C KGU 연합학술대회

A ‘2018년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수질검사 용역’계약

R 울릉 연안 수중생태계 조사

C ACS 관련국 공무원 국내초청 연수(ICS 2018)
R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수질검사 동계 조사

East Sea

R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현장조사

R 겨울철 독도 연안 해양환경 및 생태계 조사

C KOICA ODA 사업 관계기관회의 참석

R 독도연안 수중생태계 조사 및 환경 관측 장비 계류

F KAOSTS 2018 연안침식 저감기술 및 관리정책의 선진화 토론회
R 독도 연안 주요 서식지환경 장기생태 모니터링

F 독도-울릉도 성인 연구 추진회의

동해연구소

F 울릉도 해양심층수 이용 활성화 방안 워크숍

R 독도 연안 해양환경 및 생태계 조사

East Sea Research
Institute

R 독도 연

C 한국해양학회 춘계학술대회

R 울릉도 연안 무인도서 및 수중암초 예비 전수 조사

R 울릉도 연안 기준선 월 정기 조사

R 동해 연안 Eco-mapping 연구 현장조사

R 울릉도 연안 실시간 해양관측부이 계류

R 울릉도 독도 조사
R 울릉 연안 수질환경 및 부유생태계 조사

C 울릉도 독도해역 산학연 업무 협력 회의

R 독도 연안 생태지도 작성 및 생물종 조사
R 독도 해양생태계 및 환경 모니터링 조사
R 해양환경 관리공단 공동 독도 성게 구제 작업

C 기술 보증기금과의 기술가치평가 협의
C EGU 총회

C 제주도 주관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 회의
C 해조류 활용 제품 개발 및 글로벌화 전략 세미나
R 제주연안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변화 현장조사

Jeju Island

F 한국해양학회 특별세션 (MarineGEO 국제심포지엄)

R 제주연안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변화 현장조사

R 기능성 단백질 생산 관련 연구협의

C 한-중 YSLME (황해광역생태계
C 제주바이오포럼 회장단회의

제주연구소
Jeju Research
Institute

R UST 2018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R UST 2018학년도 전기 박사과정 자격시험
F OST&UST 전기 학위수여식

R UST/OST 2018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R 해군 교육 강사지원(해양학)

R 해군 교육 강사지원(수음향학)

R 제4회 해군 단기전문 교육과정(해양학) 운영

KIOST스쿨

R 전국 해

JULY

AUGUST

SEPTEMBER

4D 운용기술 개발 연구전략 세미나

OCTOBER

R 실해역 시험평가선 건조 및 시스템 전략 세미나 개최

NOVEMBER

DECEMBER

F 제3차 독도기본계획 변경계획 방향성 정립 회의

국회 본위원회) 지원

F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의제 검토회의
C 제1차 BBNJ 정부간회의 정부대표단

F KIOST - 중국 외교부 해양법 및 해양협력 세미나

F 국제해양법학회 세미나

F 한중 MSP (해양공간계획) 워크숍

F 해양신기술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C BBNJ 정부간회의 관련 한국원양협회 간담회
F 부산R&D주간 해양과 4차 산업혁명 전문가포럼

C 울진 원전온배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 사이언스타운 조성계획(안) 협의

C KIOST 경쟁력분석 지표개발을 위한 전문가회의

F 동해안 미래해양기획 토론회 개최
C 충남 해삼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문가 자문회의

나

F 언론분석 결과를 활용한 해양과학기술 대국민 니즈 식별 세미나
F 실해역 시험평가선 건조 및 시스템 구축 전문가 회의

C 해양과기원 동해연구소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

F 해양수산 전문가대회
F 순천만 국가정원 계획수립 및 운영궳관리 관련 특별강연

F 해양신기술 인증센터 설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F 충남 해삼산업 클러스터 조성

중간보고회 및 민관협의회

C 독도 콜로키움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회담
C IMO 제73차 해양환경보호 위원회(MEPC) 의제분석 및 대책회의

간 적조 탐지·예측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A 미세플라스틱 오염/영향 평가기술 확립 및 오염실태 규명’ 과제 201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F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형식승인 과학기술

전문위원회
R Northern Fulmar 해부 및 시료채취 (JPA사업)

A 해양바이러스 현장 진단 기술 이전

C 해양 대기 상호작용 미니 워크숍

C 다학제 융합클러스터 기획회의

R 태평양 연구센터 인근해역 해양미생물 채집 및 전처리

C 해양생명자원 발굴을 위한 공동 조사

R 해양생명자원 발굴을 위한 공동 조사

C PICES
C 유출유 감식·분석 정도관리 평가 및 결과 발표

C 추계 해양학회

C 미래해양 기초원천 R&D 전략 1차 총괄회의

공동 조사

C 추계학술대회

장조사

E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를 위한 탐사

R 독도 연안 주요서식지 환경 장기생태 모니터링 수중과학잠수 현장조사

C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과제 워크숍
A 대한민국 독도 이사부 컨퍼런스

F 동해연구소 개소10주년 기념식

A ICAMG 학회
C 지구를 위한 콜라보 토론회
R 후정해안 수심 해빈표고 관측

R 한반도 근해 지자기 조사

F 국립중앙과학관 독도특별전 공동개최

C 국립 해양과학 교육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심포지엄

R 독도 최단거리 기준점 바위 해양생태계 조사
R 4분기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수질검사 현장조사

F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사업 최종보고회

C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추진회의
R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일본 니가타 현장조사 R 울릉도 주변 오징어 어장

F 울릉도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이용방안 워크숍

해양환경 조사

R 독도-울릉도 성인규명 연구 육상 현장조사

R 해양수산 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현장점검

C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및 환경오염 대책’ 초청 강연 및 자문회의

R 독도 해양생태계 및 환경 모니터링 10월(추계) 조사

F 한국해양대 해양 환경학과와 공동 세미나

C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중간보고회

A 독도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F 추계지질 과학연합 학술대회 ‘독도성인 및 진화연구 특별세션’ 개최

R 독도 연안 해양환경 및 생태계 조사

R 독도 연안 생태계 조사

R 울릉도 연안 무인도서 및 수중암초 조사

최종보고회

R 해양심층수 취수관 육상조사

C Society of Environmental Toxicology and
C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과제 하반기 워크숍

F 해양특성 조사용역 한반도 근해 지자기조사

C 독도 성인연구 기획 회의

Chemistry Asia-Pacific

R 제주 연안역 난류 영향권 생태계 조사 및 ARMS 설치

C 해양선형 동물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성과점검회

R 후정해안 수심 해빈표고 관측

A 독도 및 주변 해산 심해 암석 시료 입고

C ACS 관계자 해외 초청 연구 및 자메이카 비디오 모니터링 타워 설치 현지조사(ICCE 2018)

C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수질검사 용역 최종보고회
C 한일연안공학 공동워크숍

A 인도양 중앙해령대 심해열수공 생명시스템 이해 연구계 진도보고회

R 독도 해양생태계/환경 모니터링, 해저지형/퇴적환경 조사

연안 해양환경 및 생태계 조사

계)

F 제4회 해양오염 영향조사 워크숍
C 국가해양 생물유전체 사업단 종선정위원회

R 독도 연안 해양생태계 조사

C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관리 활성화
방안 워크숍
A 독도 특수목적

R 울릉군 심층수 관로 훼손 지역 무인 ROV 조사

입도객
지원센터 설치

R 울릉군 해양심층수 취수관로 훼손 탐색 지원
R 독도-울릉도 성인규명 연구 해양 현장조사

R 울릉연안 6개 정점 수중생태계 모니터링

R 독도 및 울릉도 연안 암반생태계 및 환경 조사
R 울릉도 연안 무인도서 및 수중암초 조사

C PICES

R 닭새우 친하 (Lobster Broodstock) 성성숙 연구

R 제주 한동 해역 현장조사
R 해양극지 기초원천 연구기술 개발사업 연구현장 컨설팅

C 연안이상현 발생원인규명 및 대응체제구축 워크숍

C 제주해양생물 활용 관련 워크숍

C 홍해삼 과제 결과 활용 기술이전 관련 협의
C 국제 해양학 위원회 (SCOR) 연차 총회

A 제주 용암해수 스피룰리나 활용 천연오일 생산 기술 이전 의향서 체결
C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C 해삼산업 클러스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워크숍
C Ocean Color

C 제10회 제주물 세계포럼

C 홍해삼 용역 과제 최종보고회
C International Biotechnology congress

R 제주 한동리 해역 현장조사

F 한일원생 생물학회 심포지움

C 제8차 한중일 IMBER 심포지움
C 한국 해양바이오 학회 이사회
C 국가 R&D 연구과제 연구현장 컨설팅

C MarineGEO 국제 공동 프로그램 수행

C UNRP 보고서 워크숍

R UST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선발
R 해군 교육 강사지원(해양학)
F 2017학년도 후기 OST 학위수여식

해양과학 분야 학과 학부생 대상 현장실습 프로그램

R 2019년도 과학교사 해양 관측·실습 연수 참가 모집

R 해군 교육 강사지원(수음향학)
R 제5회 해군 단기전문 교육과정

R UST 교원·학생 워크숍

(수중음향학) 운영
C OST 교원·학생 워크숍

F 하계방학 현장실습 우수 실습생 포상 수여식
A KIOST스쿨 인증
F 후기 UST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F 후기 UST-KIOST 캠퍼스 학생 개강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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