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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의 위치

이재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책임연구원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 과학분과위원장)

해양학을 위한 해양조사의 주력은 연구선

지구과학은 관측자료에 근거하여 연구가 진행되며, 특히 해양학은 더욱 그러하다. 관측

자료가 해양학을 이루는 주인공인 셈이다. 언어의 의미에서도 해양학Oceanography은 바다

Oceano와 관련된 정보를 도상graphy으로 기록하는 학문으로, 해양조사 자료의 생산이 연구 

출발점의 하나다. 연구에 필요한 해양정보의 획득 수단은 선박이 으뜸이다. 인공위성과 

무인 이동체, 무인 플랫폼, 관측장비 계류 및 플로트 투하 등을 활용한 무인 해양조사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선박은 종합 해양조사의 주력 수단이라는 지위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해양탐사 역사책에서는 인데버호, 비글호, 챌린저호 및 디스커버리호 등의 이야기가 

앞 페이지를 장식한다. 탐사의 관점을 해양학으로 좁히면 150년 전 활동한 영국의 전함 

챌린저호에 ‘최초의 해양연구선’이란 별칭을 달기도 한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해양조사와 연구가 확대되고 오늘날 이용하는 연구선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연구

선의 운영은 국가와 연구기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선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선  

상황에 대해 몇 나라를 예로 들면, 우선 미국은 59개 학술 기관 및 국립 연구소로 구성된 

조직인 UNOLS●에서 연구선단의 운영 일정을 조정한다. NSF와 해군 소유의 연구선을 

포함한 21척의 대형 연구선과 57척의 소형 연구선들이 UNOLS 선박으로 지정되어 연

●	University-National Oceanographic Laboratory System

발간사



구소와 대학에 배치되어 있다. 해양대기청NOAA의 일부 연구선과 해안경비대의 쇄빙선도 

UNOLS와 협조한다. 일본은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에서 연구선 7척과 잠수정 4대를 

운용 중이다. 대학과 외국 연구자에게도 연구선 사용이 개방되어 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연구선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60여 척의 대형 연구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연구선 취항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학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해양연구기관이 

자체 대형 연구선을 보유하고 있다. 해양 관련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된 칭다오, 상하이 

및 광저우가 선단의 중심지다. 그들의 대양조사는 철저하게 정부의 관리를 받아 항차번

호가 부여된다. 중국을 제외하고 각국의 연구선들은 선박이 노후화되고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을 넘어서 ‘연구선 

국제 공동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미지의 잠재력 95%, 
우리는 지금 가능성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구선은 연구기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Philanthropy로 표현되는 기업의 사회환원활동은 

연구탐사선 기부 활용에서도 볼 수 있다. 

*	구글	CEO였던	Eric	Schmidt이 설립한	Schmidt	Ocean	Institute는 연구선	Falkor를 전세계 연구자들에
게 무상 제공하고 있다.	4,500m급	ROV	이용이 가능하며,	2022년에는	7,000GT급	Falkor를 추가 운영할 예
정이다.	세계 굴지의 헤지펀드인	Bridgewater	Associates	매니저	Ray	Dalio는 그가 설립한	OceanX	Media
를 통하여	4,000GT급 연구선	OceanXplorer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배에는 유인 잠수정	2대,	심해	ROV와	AUV	
각	1대,	헬리콥터	1대가 있다.	Microsoft	공동 창립자	Paul	Allen은	6,000m급 심해	ROV와	AUV를 탑재한	
3,000GT급 연구선	Petrel을	제공하여 심해 침몰선 탐사에 독보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2019년에는 미국	
Deep	Argo	프로그램 수행에	400만 달러를	NOAA에 기부하고 투하를 위한 항해에 연구선을 사용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억만장자	Kjell Inge Røkke가 설립한	REV	Ocean	이니셔티브에서는	2021년부터 과학자들에게 제
공 예정인 이사부호 두 배 크기의	1만 7,000GT급 연구탐사선	Ocean의	취항을 앞두고 있다,	유인 잠수정,	심해	
ROV,	헬리콥터 등이 탑재된다.	ROV	활용 연구에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MBARI는 연구소 설립자인	휴렛패커드
HP	창업자	David	Packard를 선명으로 새 연구선을 건조하여	2023년부터 사용할	예정이다.	

해양연구선단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 해양학 견인

KIOST에서는 연구선단, 해양관측기지, 해양관측위성 등 대형 관측 인프라를 개발・

운영하고 관측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보유하여 국내 해양학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현재 5척의 연구선으로 구성된 해양연구선단은 해양조사의 핵심 인프라다. 1980년 

전용 연구선인 반월호 취항으로 우리나라 순수 해양연구선 역사가 시작되었고, 1992년 

이어도호와 온누리호가 취항하여 우리나라 주변 해역과 대양연구의 초석을 놓았다. 내

만과 연안 해양조사에 적합한 소형 연구선 장목1호와 장목2호는 연안 해양조사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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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고 있다. 2016년에는 대형 연구선 이사부호 취항으로 해양조사 능력과 해양학 연구 

수준을 높여 선진 연구기관의 기반을 다졌다. 국내에는 수산・수로・기상・지구물리・빙

해역 등 특정 분야 중심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수 기능을 가진 연구선이 국립수산

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기상과학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극지연구소 등에서 운용 

중이다.

국내 대학에서는 실습선과 연구선을 보유하고 있지만, 순수 해양조사를 위한 이용에는 

시공간적 제약과 전문기술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관측 기반의 해양연구에 한계가 있다. 

산업체에서도 선박 활용의 수요에 비추어 연구선 이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KIOST는 이사부호 취항에 맞추어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이는 KIOST가 국내 해양연구를 지탱하는 기둥의 하나로서 선도자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사부호의 개방은 관측이 필요한 분야의 해양

학계에 많은 관심과 반향을 일으켰다. 연구비 지원과 함께 해양조사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이유다. 해양조사의 질적 우수성 측면을 고려하면 다음 세 가지 

사항도 그 배경이 된다. 

첫째, 이사부호의 선박 성능으로 Dynamic positioning system이 있다는 점이다. 선박의 

위치와 방향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및 해류의 환경

에서도 선체 위치와 방향을 고정적으로 유지해 수중 장비 설치나 코어링 작업 성공률을 

높여준다. 정선 상태에서 관측하는 자료의 오류가 낮아지는 것도 또 다른 혜택이다. 

둘째, 첨단 해양조사 장비의 혜택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Giant piston corer system은 

해저면에서 최대 30m까지 퇴적층 시료를 채취할 수 있어 고기후 연구자들에게 대환영을 

받고 있다. MOCNESS는 여러 특정 수심에서 생물 채집과 해양 환경자료 관측을 실시간 

제어할 수 있다. 그 덕에 부유생물 분야의 조사 효용성과 연구 스펙트럼이 높아졌고, 

고기후 연구에서도 활용된다. 또 여러 가지 음향장비는 해저 지층 구조에서부터 퇴적물 

상황, 그리고 수층의 생물체 군집 파악을 가능케 한다. 아울러 수층의 해양물리 현상과 

구조까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Ultra clean sampling system은 단어 그대로 채수 

과정에서 해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고안된 특수한 장비로 청정 실험실 컨테이너와 함께 

구성되는데, 미량원소 및 동위원소의 정교한 측정이 가능하여 해양생지화학 분야 연구

자의 버킷 리스트에 들어간다. 

셋째, 인적 인프라의 강점이다. 전문화된 관측사들과 해양조사의 누적된 경험 그리고 내공 

깊은 작업 숙련도를 지닌 승무원들은 성공적인 해양조사의 보자기 역할을 한다. 

발간사



연구해역을 확장시킨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를 수행한 결과 지금까지 나타난 무형의 성과는 무엇

보다 국내 해양조사 연구의 다양화와 연구 해역의 확장이다. 대부분 첨단 조사 장비의 

이용과 궤를 같이한다. 인도양과 태평양의 먼바다까지 해양조사와 연구 영역이 넓어

졌고, 많은 연구 주제와 아이디어가 집약되었다. 고기후 분야의 관측도 크게 활성화되었

으며, 대양에서의 해양조사 기회를 얻기 힘들어 은둔자처럼 지내던 해양학 관련 교수

들이 학술 교류의 현장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학문을 직업으로 선택

하고자 한 대학원생들의 승선 해양조사 경험은 강의실과 실험실에서 느끼지 못했던 면학에 

대한 특유의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었다. 승선 학생들이 보여준 탐사 완료 후 반응에서 

느끼는 연구선 공동활용 연구 성과의 기대감은 몇 편의 논문보다도 훨씬 값지다. 

전 지구적 관점에서 바다를 이해하고, 이용하며, 보존하는 일에 필수적인 해양조사는 양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수심의 경우 현재의 해저지형도는 대부분 

실측이 아닌 위성 관측자료에 근거한 간접적인 산출물이다, NOAA의 통계에 따르면 이제

까지 해저면 수심은 전체 해양의 약 20%가 조사되었을 뿐이다. 달과 화성의 겉모양 

관측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해저지형 조사가 해양학 당면 과제의 순위에서 앞에 

나오는 이유다. 무인 조사 장비에 의한 심해의 수층 조사는 전 세계 모든 조사를 누적

하여도 런던시의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도 있다. 탐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해양은 

대부분 미답지의 세계다. 저명한 해양물리학자 Henry Stommel은 1989년 미국 해양학회 

창립회의 기조연설에서 “해양의 현상학 관점에서 예측보다 발견이 더 많다”라고 하였다. 

바다에는 해양학자들이 모르는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의미로, 이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들어맞는 말이다. 

2020년대 들어 해양연구를 둘러싼 외적 환경은 새롭게 바뀌고 있다. 2021년 2월 유엔 해양

과학 10년(UN Ocean Decade, 2021~2030년) 출범 선포는 전 지구적 해양연구의 목적이 

연구목표 달성 자체가 아닌 연구결과의 활용성에 있음을 대변한다.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출범식 연설에서 “해양환경의 복구를 위해서는, 우리는 지식이 필요하고 해양

과학의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후손에게 물려줄 10년 후 바다가 바람직한 모습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까지의 해양연구가 연구자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었

다면, 이제는 해양의 모든 사용자 중심의 성과를 이루도록 하는 전에 없는 조직적 틀 속

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속적인 해양조사와 연구의 당위성을 

담보하는 판을 조성해 준 뜻도 된다. 향후 10년간 해양과 관련된 정책 결정과 연구 프로

그램의 개발 등에서 UN Ocean Decade가 방향타가 되고 이 용어로 포장될 것이다.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도 관성을 가지고 계속 지원되어 UN Ocean Decade 체제에 

기여하고 대양연구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KIOST는 연구선 공동활용을 통하여 이를 

실현하고, 국내 해양학 위상의 세계화를 위한 행진에 묵묵히 앞장서는 길잡이가 될 것

이다.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의 위치



연구선 공동활용사업 기획취지

바다는 인간이 탐험하고 싶어 하는 미지의 세계일 뿐 아니라 자원의 보고로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는 이러한 바다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해양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바다의 비밀들을 조금씩 밝혀내고 있다. 

특히 바닷속을 들여다보기 위해 첨단 과학 장비가 탑재된 연구선을 띄워 세계 곳곳을 

누비며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1992년 온누리호와 이어도호를 취항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양연구를 시작

하였다. 이후 KIOST는 장목1호(’05)와 장목2호(’12)를 차례로 취항하였고, 2016년 11월 

세계 8번째 5,000톤급 첨단 해양연구선 이사부호 확보로 우리나라 대양・심해연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종합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더욱이 그간 추진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의 고도화는 물론 국제 공동연구에 의존하던 기후변화연구 등의 독립적 

연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조사와 연구능력을 갖춘 이사부호 취항을 계기로 산업체・대학・연구

기관 연구자들의 대양 및 연근해 해역 탐사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 다변화 및 역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KIOST에서 운항하고 있는 5척의 해양연구선에 대학이나 산업체 연구원들이 직접 승선

하여 해양연구와 조사의 기회를 갖는 것이 우리나라 해양과학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해양수산 분야 인재 양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발간사

해양연구의 미래를 위한  

연구선 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연구의 미래로서 연구선 지원

지난 사업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

이사부호 등 연구선에 대한 산・학・연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

규정●을 마련(2016.2.)하였다. 동 규정에 따라 연구선 공동활용 계획의 수립, 연구선공동

활용위원회(2개 분과위원회 포함)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다.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는 최상위 심의・의결기구로 연구선 공동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실적

평가,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과학분과위원회는 공동활용과제 

우선순위 설정을 담당하고 연구선운영분과위원회는 연구선 운영계획의 파악 및 운항일정 

조정 등을 담당한다. 한편 운영규정 하위에 연구선 공동활용 연구사업 운영지침●●을 마련

하여 실제 사업수행 및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은 해양수산부 훈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며, 산・학・연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가 공모 및 선정과 평가 등을 공정하게 

심의하여 시행한다. 

연구사업은 크게 연구지원과제와 승선지원과제로 구분한다. 연구지원과제는 연구선을 

활용한 해양과학 연구를 통해 생태・환경특성을 밝히거나 탐사・관측 기장비의 현장 프로

세싱을 통한 관련 기술 고도화 등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와 연구선 승선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 승선지원과제는 대학이나 산업체 연구원들 중 연구비는 확보되어 

있으나 해양조사를 위해 연구선 승선이 필요한 경우에 연구선 승선을 지원한다. 이러한 

연구사업은 2017년 이후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왔다. 

2017년 4개 과제(16억 원)를 시작으로 2018년 5개 과제(16억 원), 2019년 7개 과제(26
억 원), 2020년 6개 과제(26억 원)가 시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14개 과제(26억 원)가 

시행될 계획이다. 또 연구 수요를 다양화하기 위해 소형・대형 연구과제를 신설하는 등 

개인별 연구비 지원범위를 개선하고, 연구 지역 범위를 북서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 확대

토록 개선하였으며, 2021년부터 대양연구선인 이사부호・온누리호뿐만 아니라 연안 

연구선인 이어도호와 장목1・2호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 기관의 만족도가 더욱 

증대되었다. 이와 함께 사업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시행 주체인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에 

민간 분야 공동위원장을 신설하고 산업계 위원 등을 확대하여 대표성을 보완하였다.

앞으로도 해양연구의 중요한 인프라인 연구선을 항시 첨단 체제로 유지・관리하면서 대양

연구를 확대하고 해양연구인력 양성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훈령 제301호
● ●	 KIOST	내부규정
● ● ●	 해양수산부 주체



해양연구를 바라보는 기관의 시각

예로부터 해양은 문명의 번영과 궤를 같이했다. 해양력이 강한 국가가 동시대에서 패권 

국가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류 삶의 터전이 대륙에서 해양으로 점차 옮겨갈수록 

우리나라는 더 이상 ‘자원 빈국’이 아닌 ‘천혜의 조건’을 가진 국가로 탈바꿈할 것이다.   

최근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해양강대국들은 전 지구적 해양공간 지배권 확대 및 

해양자원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해양패권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서태평양 제해권 확보전략, 한・일 간 독도 문제, 일・중 간 조어도 문제, 러・일 간 북방 4도 

문제 등 한반도 주변 해역과 북서태평양에서의 해양영토 분쟁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 실정

이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폭우, 폭염・폭풍, 한파・가뭄, 해안침식, 해수면 

상승 등 재해의 강도 및 규모 증가와 아열대화에 따른 새로운 전염병, 사라졌던 전염병의 

재발 등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미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 국가 미래핵심연구 분야로서 해양

개발을 원자력・우주개발과 함께 국가전략계획National Projects으로 선정하고 관련 연구기관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국격을 높여 왔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관련 재해 

증가, 해양안전 및 환경 문제, 자원・에너지 고갈 등으로 해양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며 지구 차원에서의 연구 필요성도 증대될 것이다. 

KIOST는 해양수산부 소속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1973년 설립 이후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에 

매진하여 왔다. 이러한 기관 설립목적과 기능 그리고 한층 성숙된 일반 국민의 수요 등을 

감안할 때 해양연구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해양연구 또는 해양개발 분야는 국방・우주・핵융합 등과 함께 대표적인 거대과학● 

분야로 분류된다. 거대과학의 특성인 거대예산Big Budget, 거대인력Big Staff, 거대장비Big Machines, 

거대실험실Big Laboratories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즉 거대과학은 

과학적 진리와 국가적 위상 제고 등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연구개발사업과 이를 

뒷받침할 대형장비 및 시설구축 사업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해 국제적 협력과 공동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둘째, 해양연구 또는 해양개발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될 수 있는 최적의 기술

혁신 분야로서 해양 신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고,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을 융합해 개인뿐만 아니라 경제・기업・사회에서 유례없는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는 등 범위와 깊이가 확장되었다”고 설파한 바 있다. 또한 시스템에 가해

●	 Mega 또는 Big Science

발간사



지는 충격이 사회 전체,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을 갖게 된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AI, 빅데이터, IoT, 로봇 등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해양연구에 빠르게 활용된다면 

바다에 대한 접근성과 연구영역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할 것

이다. 그리고 고난도 해양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학・연 협력사업을 개방형・

융합형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해양연구 발전에 대한 기대감

해양연구 또는 해양개발의 핵심인 해양과학기술은 대표적인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이다. 특히 전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는 해양이라는 특별하고 가혹한 조건에서 구현

되어야 하는 특수・극한기술로서 미답의 영역을 탐사하며 이에 도전하는 그 자체가 진취

적이고 모험성이 높은 프런티어 기술이며, 해양학뿐만 아니라 조선공학・기계공학・전자

공학・화(공)학・생명공학・지질학・토목공학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된 거대 복합 시스템 

학문 분야이다.   

또 해양과학기술은 산업기술이 결합되어 해양자원개발과 해양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예측능력을 제고하는 기술로, 기술개발 결과가 정부와 산업체는 물론 일반 국민 등 불특정

다수가 수혜대상인 공익성이 강한 기술이기도 하다. 최근 기후변화, 해양방사능, 해양

쓰레기(미세플라스틱 포함), 해양재난, 해양기인성 바이러스 등 복잡다단한 해양문제가 

출현함에 따라 문제해결형 해양연구에 대한 수요 등 사회적 역할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언택트, 제4차 산업혁명 등 기술 트렌드의 변화는 해양연구 분야의 영역을 확대

하는 좋은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태초부터 인류는 바다와 함께 살아왔다. 하지만 바다는 인간에게 속살을 쉽게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 1969년 아폴로11호를 달에 착륙시켜 지구 밖 우주 표면에 인류의 첫 

발자국을 남겼고, 1989년 지구로부터 40억km 이상 떨어진 해왕성에 보이저2호를 보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1995년이 돼서야 일본의 무인탐사선이 세계에서 가장 깊은 약 1만 

1,000m의 마리아나해구에 도달했을 뿐이다. 많은 해양학자들이 인류가 바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10% 미만이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미 우리는 바다가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새로운 에너지와 자원을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는 ‘보고寶庫’라는 

점도 분명히 알고 있다. 해양의 시대,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Made in SEA’, 우리나라의 

앞선 해양과학기술이 이끌어 가기를 기대한다.

해양연구의 미래로서 연구선 지원



해양조사와 연구능력을 갖춘 5,900t급  
첨단해양연구선 이사부호 취항을 계기로  
산업체·대학·연구기관 연구자들의 대양 및 연근해  
해역 탐사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 다변화 및 역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KIOST에서 운항하고 있는  
이사부호, 온누리호, 이어도호, 장목1·2호에  
대학이나 산업체 연구원들이 직접 승선하여 해양을  
연구〮조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과학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해양수산 분야 인재 
양성에 기여하여 국가의 미래핵심연구 분야인 해양과
학을 발전시키는 융합형 사업이다.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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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너지 	
극대화

목표

탐사 자료의 	
체계화

연구 기회 
확대

해양 미래 가치 
확장

비전

현장 중심의 
해양연구 선도

연구선 	
공동활용을 통한 	
해양 현장탐사 	
기회 확대와 	

해양과학기술 	
향상

목적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으로 해양과학의 미래를 열다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현장탐사를 통한 해양연구 발전과 연구기회 확대를 위한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은 2016년 11월 첫 시작 이후 2020년까지 22개의 연구과제가 진행됐다.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은 그동안 연안에 머물렀던 국내 해양과학의 탐사
영역을 대양으로 확대했으며, 더욱 많은 해양과학자와 미래인재들이 대양연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 동력을 제공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미지의 영역
이자 미개척지였던 해양을 잠재적 가능성의 세계로 바꾸어 가고 있다. 

비전 및 목표

전략 1

추진내용 추진내용

미래지향적 연구과제 개발
전략 2

연구과제의 효율적 지원

1 	
과제공모를 통한 	

과제 선정

2
소형·중형·	
대형 과제로 	

세분화

3
다년간·장기간 	
연구형 과제 	

신설 

1
이사부호, 온누리호, 	
이어도호, 장목1·2호 	

연구선 사용 확대

2
북서태평양	
→ 인도양 및 	
연안지역까지 	
탐사해역 확대

3
예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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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고	 연구선	공동활용	과제공모	실시 	|		’16.12.09.~12.30.
	 현장탐사연구과제 	|		응모과제 20개,	선정과제 6개, 7억 6,000만	원
	 대양연구기획과제 	|		응모과제 6개,	선정과제 5개, 1억	원
													
2차 공고	 연구선 공동활용 기획과제 공모 실시 	|		’17.03.06.~03.24.
	 대양연구기획과제 	|		응모과제 4개,	선정과제 1개, 2,000만	원

	
3차 공고	 연구선 공동활용 기획과제 공모 실시 	|		’17.04.13.~04.28.
	 대양연구기획과제 	|		응모과제 2개, 선정과제 2개, 4,000만 원

	

		 연구선 공동활용 과제공모 실시 	|		’18.05.01.~12.31.
	 현장탐사연구과제 	|		응모과제	10개,	선정과제 4개, 5억 8,000만	원
	 지정공모 	|		응모과제 1개,	선정과제 1개, 1억 7,000만	원
	 공동승선 	|		응모 1개,	선정	없음
	 인재양성과제 	|		응모과제 4개, 선정과제 3개, 7,900만	원
	 대양연구기획과제 	|		응모과제 1개, 선정과제 1개, 2000만	원

		

	 연구선 공동활용 과제공모 실시 	|		’19.02.01.~12.31.
	 대형 현장탐사연구과제 	|		응모과제 10개, 선정과제 2개, 4억 3,800만	원
	 중형 현장탐사연구과제 	|		응모과제 8개, 선정과제 6개, 8억 7,650만	원
	 소형 현장탐사연구과제 	|		응모과제 2개, 선정과제 1개, 8,000만	원
	 공동승선 	|		응모과제 1개, 선정과제 1개,	

													

		 연구선 공동활용 과제공모 실시 	|		’20.01.01.~12.31.
	 다년도 현장탐사연구과제 	|		응모과제 7개, 선정과제 3개, 3억 6,330만	원
	 단년도 현장탐사연구과제 	|		응모과제 9개, 선정과제 8개, 10억 4,100만	원
	 공동승선 	|		응모과제 1개, 선정과제 1개

	 연구선 공동활용 과제공모 실시 	|		’21.01.01.~12.31.
	 중·대형 현장탐사연구과제 	|		응모과제 3개, 선정과제 2개, 4억 2,750만	원
	 소형 현장탐사연구과제 	|		응모과제 3개, 선정과제 3개, 2억 2,200만	원
	 공동승선 	|		응모과제 3개, 선정과제 2개

추진 추이

2017 

2018

2019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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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선 공동활용 정책수립 및 	
예산확보, 운영 총괄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 지원
- 계획수립 및 과제선정 지원
- 위원회 회의 개최 지원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과제 협약 및 진도 관리

과제계획서 검토
- 연구분야별 연구과제 검토
- 연구수요조사서 검토

제안과제 사전검토
- 제안과제의 추진 타당성 검토
- 과제 중복성 및 연계방안 검토

추진체계

- 신청과제 우선순위 선정 
- 추진과제 결과평가

- 연구선 운항계획 파악
- 공동활용 우선순위 검토
- 승선인원 및 선박일정 조정

- 공동활용계획(매년) 수립 및 실적
- 평가분과위원회 구성 등 필요사항

연구선 	
공동활용위원회

연구선운영분과위원회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

연구선 운영기관(KIOST)

과제	공모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 

공모범위, 예산규모, 평가기준 등 명시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 

접수된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과제추진 타당성 검토 등 의견서 작성

KIOST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평가회 개최

과학분과위원회
도출된 자문의견 및 발표내용에 

근거하여 제안과제의 우선순위 선정

운영분과위원회
과학분과위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승선인원 및 선박운항 일정 조정

KIOST
과제 협약체결 및 예산 지급

과학분과위원회
수행과제의 실적 등	

최종평가
※	과제 종료	6개월 후

KIOST
평가위원회 구성 및	

결과평가회 개최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
분과위원회 평가결과 및 	
배정 예산을 바탕으로 	

최종 과제 선정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
당해연도 추진과제 및 분과위 
운영실적 등에 대한 종합 평가

전문가 자문

과제 선정평가과제선정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과제 결과평가 연구선공동활용실적 평가

과학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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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연구를 위한 재원 확보로  
연구 여건을 조성하다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은	그동안	연구선	승선	및	예산	확보가	어려워	대양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대학‧연구기관‧민간기업	등의 연구인력에게	연구선	및	
탑재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17년	3차에	
걸친	과제공모를	통해	현장탐사와	대양연구기획	과제	분야에서	총	32개의	응모과제가	접수
됐다.	이	중	4개의	과제가	실행됐으며,	2017년	사업에서는	총	16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2018년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은	현장탐사,	지정공모,	공동승선,	인재양성,	
대양연구기획 과제로	연구	구분을	더욱	세분화해	과제를	공모했다.	2018년에는	총	17개의	
구분별	응모과제가	접수돼	5개의	과제가	실행됐으며,	2017년과	동일한	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1년간	연구사업이	진행됐다.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은	2019년부터	대학‧연구기관‧민간기업	등에 더욱	
확장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예산을	전년	대비	63%	늘어난	26억	원으로	증액하고	
대형·중형·소형	현장탐사연구과제와	공동승선	응모과제로	구분해	진행했다.	2019년에는	
총	21개의	과제가	접수돼	이	중	7개의	과제가	실행됐다.	2020년에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다년도	현장탐사연구와	단년도	현장탐사연구로	과제를	구분해	기존	단년도	연구과제를	
개선해	진행했다. 이어	2021년에는	중·대형	현장탐사연구와	소형	현장탐사연구과제로	
구분해	연구	규모에	따른	사업진행을	도모하기도	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은	현재까지	22개의	
연구과제에	총	8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사업을	통해	여러 논문이 작성됐고	학회에	
보고됐으며,	여러	국제공동프로젝트를	국내	주도로	이끌 수 있었다.	또한	연구사업을	통해	
1개의	새로운	해양종이	발견돼	이사부호의	이름을	딴	학명이	등록되기도	했다.	이처럼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은	국내	해양학	관련	연구팀뿐만	아니라	지구과학‧대기과학	등	
해양과학기술	전	분야의	연구자에게	대양탐사	기회를	부여했고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며	
해양과학의	발전은	물론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시키고	있다.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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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연구를 실현한 	
연구선 공유 사업

해양탐사를	위한	기반	마련
바다연구에는 당연하게도 바다로 다가갈 배가 필요하다.	이 배는 아무 배가 아닌	
먼바다로 갈 수 있는 규모,	연구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기반,	정확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운항설비를 갖춘 전문 연구선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아주 작은 연구선부터	
쇄빙선까지 운용해 왔고,	2016년	5,900t급 대형 해양과학연구선인 이사부호의	
취항을 통해	5,000t급 이상의 연구선을 보유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반면 기업과 대학
에서는 해양연구를 위해 독자적인 연구선을 마련하고 운용하기에는 인프라와 인력·
장비·예산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연구와 실험이 필요한 기업과 학계를 위해 기술원의	
연구선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2016년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을	
만들어	KIOST가	우리나라의 산업계나	대학과 연구선을 공동 활용하여 한국해양
과학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해양연구인력 양성을 돕도록 준비했다.

우리가	연구하려는	바다는	어떤	곳일까?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인의 생활은 바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이런 바다에 대해 우리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 수심은	3,734m로 한라산 높이
(1,950m)의 두 배에 가깝다.	마리아나해구는 수심이	1만	1,000m에 달한다.	결국	
지구는 바다 위로 솟아 있는 면적보다 바다 밑에 잠겨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넓다.	
또 바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97%를 차지하며,	바닷속에 존재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 내는 산소는 우리가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의	
50~85%를 차지한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산소가	

01

02

많은 연구자와 학자들은 ‘바다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만큼 바다는 아직 연구할 대상과 분야가 많이 남아 있는 	
미지의 공간이다. 이 바다에는 육지에서 부족한 자원,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식량, 약품, 신소재가 잠들어 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우리의 	
생명과 생태계를 지키는 여러 생명이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많은 국가가 	
바다연구 경쟁을 하는 이유다. 

해양수산부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

22



대양연구를 실현한 연구선 공유 사업

바로 바다에서 생산된다.
이뿐 아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조업과 양식 산업이 전 세계 단백질 공급의	
20%를 담당하며,	지구 생명체의	50~80%가 바다에 서식한다.	그러나 이들 생물이	
서식하는 곳의 대부분은 아직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심해다.	그러기에 바다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다.

바다는 심해저 광물자원을 비롯해 해양심층수와 해조류,	어류 자원 등 무수한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특히 어류 자원은 인간의 먹거리와 직결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식량위기로	10억 명에 가까운 사람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지구촌의 현실을	
생각하면 바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식량자급률이	1999년	54.2%에서	2019년	
45.8%로 낮아진 가운데 세계	5위 곡물 수입국이 된 우리로서는 바다 개척에 절박
함마저 든다.	미지의 영역인 바다를 장기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다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14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이다.	대양은 대기로 배출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30%를 흡수하는	‘지구 기후의 최대 조절자’다.	그러나 지나친 남획과 지상으로부터의	
오염으로 인해 태평양에는 한반도의 약	7배에 이르는 쓰레기섬GPGP●이 생기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엔은	2020년	12월 총회에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국제해양과학	
10년Ocean	Decade’의 기간으로	채택하고	2021년	1월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사람과	
바다를 연결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전환적 해양과학 해결방안을 도출한다는	
비전이다.	또 지구의	70%에 달하는 해양을 대상으로 국제해양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해양에 관한 종합적 지식과 이해를 축적해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대 도전과제로는 오염의 해소,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과 회복,	지속가능한 식량	
제공,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구축,	해양과 기후 연계,	다중재해 경보체계 구축,	세계	
해양 관측시스템 마련,	디지털 종합 해양도 완성,	능력배양 및 자료 공유,	해양에	
대한 인식 및 행동의 전환 등을 꼽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30년까지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회복력을 지닌 바다,	생산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안전한 바다,	접근이	
가능하며 인류 복지 및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 영감을 주고 함께하는 해양 상태를	
기대한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연구를 통한 지식 축적이 선행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약	20년 동안 대양과 심해 연구를	‘온누리호’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1,400t급 온누리호가 대양연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연구선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온누리호를 통해 수많은 실적과 연구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더욱 큰 규모의 진화된 장비를 탑재한 연구선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마침내	2016년	

03

●		Great Pacific Garbage 
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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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차원의 상층해양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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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연구선	‘이사부호’가 등장했다.	이사부호의 취항을 계기로 해양수산부는	2017년
부터 현재까지	5년간 이사부호 등 연구선을 활용한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
사업’을 수행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다를	이해하는	첫걸음:	해양	순환
해류란 바다의 지속적이고 일정한 흐름을 의미하는데,	크게 심층해류와 표층해류로	
나눌 수 있다.	표층해류는 바람·강수·지형 등에 의해 발생하고,	심층해류는 대부분	
수온 및 염분 차이에 의해 생긴다.

표층해류의 순환은 지속적인 바람, 즉 대기 대순환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바람의	
마찰력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풍성 순환wind-driven	circulation이라고 부른다.	바닷
바람이 해수면에 힘을 가하면 위쪽에서는 강한 해류가 유도되지만,	수심이 깊어
질수록 효과는 작아져 약한 해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유도된 물의 움직임은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물체 본래의 진행 방향보다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쏠리며 수심에 따라 나선형의 형태를 보인다.	이른바	에크만 수송Ekman	

transport이다.	이로 인해	대양에 여러 해류가 생성된다.

심층해류는 전 지구 규모로 움직이며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움직인다.	심층
해류는 해수 밀도에 의해 발생하는데,	해수 밀도는 크게 염분과 수온에 의해 달라
진다.	염분이 높아질수록 밀도가 높아지고 수온이 높아지면 물이 팽창해 밀도가	
낮아진다.	이러한 밀도 차이로 전 지구적 규모의 흐름이 발생한다.

대서양 위쪽에서는 표층 바닷물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데,	그린란드 해역에	
도달하면 염도가 높고	온도가	차가워지면서 밀도가 높아진다.	밀도가 증가하면서	
표층 바닷물이 깊은 바다로 가라앉아 심층수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북대서양	
심층수는 심층을 통해 남쪽으로 수송돼 남극해에 도달하고,	다시 남극대륙 주변에서	
생성된 남극 저층수와 만나 남극 순환류를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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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일부는 인도양과 태평양 심층으로 서서히 이동해 대서양 표층으로	
되돌아와 다시 그린란드 해역으로 돌아오는 전 지구적인 대순환을 한다.

이를 두고 해수가 컨베이어 벨트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대양의 컨베이어 벨트’라고	
부른다.	또 수온과 염분,	즉 열과 염鹽에 의해 일어나는 순환이므로 열염 순환ther-

mohaline	circulation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순환하면서	심층해수가 주변 해수와	
섞이며 특성이 바뀐다.	표층해수와 심층해수가 서로 순환하는 것이다.
해류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한쪽에 있던 해수를 다른 특성의 해수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일이다.	저위도의 남는 열을 열이 부족한 고위도로 수송해 지구 전체적
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떤 해역에서는 난류가 유입돼	
열을 얻고,	다른 해역에서는 한류가 유입돼 열을 잃게 된다.	또 어떤 해역에서는 해양
에서 대기로 열을 방출하고,	다른 해역에서는 해양이 대기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등	
열의 흡수와 방출을 통해 대기와의 열 교환이 이루어진다.	

해류의 흐름과 대기의 순환 과정에서 지구의 날씨와 기후가 변화한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대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바다를 기후변화를	
조절하는	‘기후 조절자’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런 해류는 지형이나 지각변동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바다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그런 연구를 가능케	
할 장비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주만큼 미지의 세계인 바다를 주먹구구 셈법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양연구의	역사
예전에는 바다를 관측할 방법이 많지 않았다. 깊이 내려갈수록 어둡고 차가워지는	
데다가 수압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전에는 인간의 몸이 버틸 수 있는	
곳까지가 한계였다.	그야말로 수박 겉 핥기 식이었다.

그러던	해양연구에	‘혁명’을 일으킨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인	1872년		
영국의	해양연구선	챌린저호의 탐사다.	챌린저호는	4년 동안 대서양·태평양·
인도양을 탐험하며 해양학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업적을 쌓았다.	탐험항로는	12만	
7,600㎞에 이르며	362개 기지에서 관찰 자료를 수집하고,	492곳에서 측심 탐사를	
진행했으며,	133곳의 퇴적물을 분석했다.	챌린저호는 해양생물 채집과 해저생태계 
연구, 심해	수온과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해구의 깊이 측정까지,	
한마디로	해양연구	발전의 새로운 발판을 놓았다.

반면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연구선은	1980년에 어선을 개조해 만든	‘반월호’다.	
시기적으로도 한참 늦은 데다 장비도 별무신통이었다.	그러다가	1992년	‘온누리호’와	
‘이어도호’가 잇따라 취항하며 비로소 대양·심해·남극 연구의 초석을 다지기 시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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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톤급 온누리호는 노르웨이 칼슨 조선소에서 건조해 인수한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해양연구선이다.	온누리호의 등장으로 그동안 외국	연구선에 의존해 오던		
태평양 심해 망간단괴와 석유자원 탐사 등을 우리 힘으로 직접 해내며 대한민국	
해양과학 연구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어	1998년에는 수산자원연구선인	‘탐구	
1호’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여러 척의	‘탐구호’	시리즈가 출항했고,	2013년에는	
부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환경연구선	‘아라미1호’가 취항식을 가졌다.	그 뒤	
2014년	‘아라미2호’,	2016년	‘아라미3호’가 취항하며 대한민국 연안해역의 해양	
조사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그리고	2016년	11월 마침내 세계에서	8번째로	5,000톤급 이상의 대형 해양과학
연구선인	‘이사부호’가 취항했다.	지금의 울릉도인 우산국을 우리나라로 편입시킨	
신라 장군	‘이사부’의 이름을 딴 이 연구선은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한 최대 규모의	
연구선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사부호는 해저	1만	1,000m까지 탐사할 수 있는 스마트	연구선으로,	심해 영상	
카메라를 비롯한	40여 종의 첨단 관측장비를 갖췄다.	이 장비를 활용해 해저 지층과	
지질 탐구,	대양 순환에 의한 기후변화,	해양생물자원 연구를 통한 해양바이오 자원
개발,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 같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다.

물론 이에 앞서 우리가 보유한 연구선 온누리호를 활용해 신해양자원도 작성 연구,	
동중국해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 이상 번식 규명,	열대 동인도양 수중 통신환경		
조사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또 이어도호는 실시간 수직자동관측장치 운용,	
동해·동중국해 해역 주요 분지 규모 해양과정 연구 등에 운용됐다.	이들 업적도	
성과로나 의미 면에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온누리호와 이어도호는 넓은	
대양을 관측하기에는 규모와 시설이 부족했다.	그러기에 대형 해양과학연구선이	
절실히 필요했고,	마침내 이사부호가 건조되면서 한국은 대양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과학조사를 위해 독도로 진입하고 있는 온누리호



한편 현재 대서양,	북동태평양,	극지는 비교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북서태평양과 태풍의 발원지이기도 한 인도양의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연구팀이 이사부호와	
온누리호에 탑승해 미지의 영역인 북서태평양 바다와 인도양 바다를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도 그동안 사용료 부담 등으로 연구선 활용이 어려웠던 산업계·학계·
연구계가 연구선을 활용해	대양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연구선 산·
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연안 연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산·학·연의 연구가 태평양·인도양 같은	대양연구로 뻗어 나아
갈 수 있게 됐다.

서태평양과	인도양	연구에	주목하는	이유
서태평양은 우리나라 기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쿠로시오해류의 발원지다.	또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태풍이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이 해역에서는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이 만나면서 깊은 해저 골짜기가 생성되고,	해저 화산 활동과 지진이 빈번
하게 발생하는 등 복잡하고 다양한 지각 활동이 일어난다.	

또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해양생물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지구온난화의 영향
으로 북상하는 아열대	해양생물도 서태평양 열대 해역에서 우리나라 해역으로	
올라온다.	북서태평양 어장은 명태·대구·연어 등 우리가 즐겨 먹는 생선을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이 생산되는 곳이다.

인도양도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인도양 심해 중심부에 발달한 열수구는	
새로운 생물자원과 광물자원의 원천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인도양 심해 열수구에	
여의도 면적의	3,500배에 이르는 열수광상 광구를 설정하고,	독점적 탐사권을 확보
하기도 했다.	또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이 전 세계의 기후를 좌우한다.	
엘리뇨,	라니냐,	인도양 다이폴 모드 현상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으로	가능해진	다양한	대양연구
‘이사부호’를 사용한 <2017년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은 예산 증액	
책정의 적정성을 타진하며	3차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했다.	한국해양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천대학교 그리고	㈜지오리서치시스템 등	3개의 대학교와 산업체		
1곳이 선정됐다.	이후 첫 연구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완한	2018년 연구사업서에는	
예산을 증액해	KIOST	연구원들과 함께 태평양·인도양에서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지질·생물 등과 관련된	5개 과제를 경북대·부산대·서울대·한국해양대 연구팀이	
연구를 수행했다.

2019년에는 이사부호와 온누리호 등 연구선의 산·학·연 공동활용 및	대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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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연구를 실현한 연구선 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2018년	16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증액하고,	선정과제도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갔다.	이 사업에는 부산대 등 인도양 해역 연구과제	4개,		
인하대 등 태평양 해역 연구과제	4개,	공동승선 과제	1개	등이	선정됐다.	특히	
2019년부터는 공동활용 사용 날짜를	29일에서	44일로 늘려 더 많은 연구자가	
대양연구의 기회를 얻도록 했는데,	이는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공모 시 연구선 사용 신청 일수 제한을 완화하고 연구비에서도	2억 원 이상의 대형	
과제를 신설하는 등 연구 규모별(대·중·소형)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8년에	
비해 약	2배 늘어난	21개 과제가 접수되기도 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은	2017년	4개와	2018

년	5개,	2019년	7개의 연구과제를 각각 수행했다.	2020년부터는 단기간(1년)에	
성과 도출이 어려운 과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년도(2~3년)	과제를 신설	
했고,	총	6건의 연구과제가	실행됐다.	인하대 등 태평양 해역 연구과제	5개,	경상대	
등 국내 해역 연구과제	1개 등이다.	이들은 대양연구에서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	
위한 항해를 이어나가고 있다.
연구선 공동과제를 통해 어떠한 연구를 진행했는지 분야별로 대표적 사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해류의	변화와	기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물리해양학
물리해양학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 현상을 연구하고,	이를	
인간 생활에 활용하기 위한 학문이다.	대기와 해양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기후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들은 인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런 물리해양학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	▲해수의 온도,	염분,	밀도,	광학적 성질 등 해수의 물리적 특성 파악	▲
바닷물의 지속적인 움직임인 해수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남서인도양 적도 부근에 있는 세이셀레스-차고스 수온약층 언덕SCTR●	해역은	바람의	
영향으로 수심	200~300m	바닷물이 해면으로 솟아오르는 용승湧昇,	upwelling이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이 용승으로	인도양에서의 변화가 해양-대기	
사이의 열 교환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몬순 지역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북미 대륙까지 영향을 주는 원격상관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SCTR	해역에서의 수온 하강은 주로 해수면 아래
에서 발생하므로 인공위성을 활용한 해수면 수온 관측만으로는 용승의 강도와	
변동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	SCTR	해역은 해류가 강한 지역이라	‘이사부호’처럼	
강한 해류에도 안전하게 항해가 가능한 선박이 아니면 접근이 힘들다.

그러나	연구선을 활용한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서울대	연구팀이	지난	2019년	고정된	
위치에서 수심별로 연속적인 수온·염분·수압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된	
한국형 연속 시계열 관측 노드(스테이션	K)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세이셀 용승	
구조와 강도 변동에 대한 시계열 관측 연구를 수행했다.	SCTR	해역의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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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계류선을 설치해 관측하고 있으나 주변부에 설치한	
경우가 많은 데 반해 한국의 연구팀은 중심부에 설치하면서 주요 요점을 선점해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해양생태가	기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밝히는	해양생물학
해양생물학은 생물의 분포,	이동,	생물량의 변화를 해양의 물리학·화학·지질학적	
현상과 연결해 궁극적으로 해양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해양연구원(현	KIOST)의 연구사업으로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기초생태계의	1차 생산을 담당하는 주요 생물군으로 광합성 세균(남세균)을	
포함한 초미소남세균종의 다양성과 중요성에 대한 연구논문이 다수 발표됐다.	
또 최근 북대서양 연구에서 주요	1차 생산자인 초미소남세균과 초미소진핵생물의	
사망에 바이러스가 깊게 관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바이러스가 해양온난화의	
생태적 조절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이들 바이러스의 분포와 종류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
이다.	그러나 연구선을 활용한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우리도 초미소남세균과 초미소
진핵생물에 침투하는 바이러스의 다양성 자료를 확보하고 이들	1차 생산자와 바이
러스 배양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밝히고,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모델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바다의	과거를	지금의	바다를	통해	배우고,		
앞으로의	바다를	예측하는	해양지질학

해저의 지질을 대상으로 한 연구 분야인 해양지질학은	연안과 심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퇴적작용에 의한	해저표층의 조성 및 구조와 그 생성과정을 파악하고,	해저의	
역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기본적으로 바닷속 지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연구 수단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최근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양지질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역시 연구선을 타고 탐사를 진행할 때 물리
학적 연구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다.

열대 서태평양 웜풀은 고기후 및 고해양연구에 있어서 주요한 지역임에도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구역이다.	하지만 서태평양 웜풀과 민다나오해류 그리고 이 지역
에서의 해양·대기 상호작용 특성은 한반도 날씨와 기후변화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한국해양대 연구팀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이사부호를 활용하여 열대	
서태평양 웜풀의 시공간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해저퇴적물을 시추하는 동시에	
열대 서태평양 해양순환과	해양생물	펌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민다나오해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생물의 분포를 관찰했다.	이와 함께 해양대기	
관측을 목표로 대양 탐사에도 나섰다.	이 탐사를 통해 해양지질학·기후변화·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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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지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관측 탐사가 동시에 진행됐고,	2017년에 데이터 취득을	
위해 계류해 놓았던 장치를	2018년 성공적으로 수거함으로써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기초과학	분야에	기술력을	집적한	장비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와	접목하는	해양과학

잔류성 오염물질POPs●은 인체나 생태계에 장기간 잔류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화학
물질로,	생산·사용·처분에 있어 국제적 관리가 이루어진다.

생물에 직접 영향을 주는	POPs의 생물이용성 농도 검출을 위해서 측정 장비인	
수동형 채집기를 활용하고 있으나	POPs가 수동형 채집기에 수개월간 노출돼야	
하며,	장치 훼손 등의 문제로 연구가 미흡한 상태다.

경상대 연구팀은 오염물질의 농도를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채집기를 직접	
제작했다.	2019년 바닷물에 장치를 담가 배를 끌고 다니는 채집 방식을 개선해 해수
펌프를 활용한 고속회전형 수동형 채집기를 제작한 것이다.	이후	2020년 연구선에	
승선해 국내 외해를 탐사하면서 개발 장비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많은 데이터를 획득
했다.	처음으로 오염 수준이 낮은 외해에서	POPs의 생물이용성 농도측정이 이루어
지면서 국제적 기초자료 구축은 물론이고,	POPs의 생물학적 영향 및 관리 기준	
개선에 중요한 과학적 지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염 수준이 낮은 외해에서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천 톤의 해수를 
퍼 올려야 한다. 그러나 연구자가 일일이 수천 톤의 해수를 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보통 해수펌프가 갖춰진 배가 필요하다. 경상대 연구팀도 
‘온누리호’의 해수펌프로 원활히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과제를 통해 특히 
경상대 연구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채집기는 바다에 나가지 않고서도 해수펌프를 
활용해 지상에서 오염물질을 채집하는 방식으로, 장치 설계 시 수압 내구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제작 비용도 감소케 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연구가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를 통해 진행돼 
왔다. 이들 해양과학은 연구 분야에 따라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장기적인 관측을 통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 분야도 있다. 이들 연구 성과를 
지금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연구선 공동활용을 통해 비용
적인 부분에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던 대양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아직 시작 단계인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해양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연구가 가능해지고, 
많은 정보를 선점하는 이점도 얻게 됐다. 또 연구선에 직접 승선한 경험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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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융복합 연구와 	
국제협력

유기적으로 연결된 해양과학
바다의 생태가 물리적인 해수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물리해양은 해양과
학의 기초가 된다.	이 물리해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학해양·생물화학·지질해양
의 연구가 더 심도 있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
사업>	과제를 통해 총	22개 팀이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이사부호와 온누리호를	
활용해 탐사 및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 연구팀은 단일 분야로 연구하기도 하고,	연구
팀 구성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이 모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예전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샘플링해 개별 데이터를 구축했다.	
그러나 장비의 발전과 더불어	공동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한 번의 샘플링으로 세분화
되고 공통화된 데이터를 얻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들 데이터를 각 분야의 전문가가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더욱 발전된 단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에 참여한 공동연구진
2017년과	2018년 한국해양대 이경은 교수는 열대 서태평양 저위도 해양-대기	
환경변화를 주제로 지질해양,	물리해양,	화학해양,	대기과학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	
연합형 연구팀을 꾸려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공동연구를 통해 열대 서태평양	
지역 웜풀의 시공간적 변화를 복원하고,	민다나오해류의 시공간적 변동을 일으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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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다. 바다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해양과학은 지질해양·물리해양·화학해양·대기과학 등 여러 세부 분야로 	
나뉘어 있지만, 하나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다른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양탐사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양공학과 함께 	
해양물리·해양화학·해양생물의 융복합이 진행돼야 한다. 	
실제로도 이들 연구팀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의 문제는 전 지구적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하므로 국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나라에서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형태로 	
국제협력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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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지역 해양과 대기 상호작용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물의 변화를 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제협력 속에 이뤄진다.	

또	2019년 이사부호를 타고 서인도양	SCTR	해역으로 탐사를 나선 서울대 남성현	
교수의 연구팀은 서울대 해양환경관측연구실·물리해양학연구실·위성해양학연구실	
연구원들도 합류한 가운데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해양시계열그룹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한·미 인도양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 연구에서는	미국 스크립스	
해양연구소가 파일럿 계류 장비를 제공했다.	이후 한국은 제2차 국제인도양탐사IIOE-2●

에서 주도적으로 인도양 관측 운용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었다.	국제협력이 우리의	
연구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발판이 된 것이다.

한편 최근 바다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의 기원과 대량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020년 한양대 이원철 교수팀이 태평양으로 탐사를	
떠났다.	이 연구는 한양대 생물다양성연구실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수권환경
생지화학연구실 그리고	KIOST	해양생태연구센터의	공동연구로 진행된다.	연구팀은	
각각	▲종 다양성과 조성 파악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생태 지위 파악과 섭식	
관계 규명	▲색소와	DNA	분석을 통한 동물플랑크톤 먹이원 규명 및 먹이생물 군집	
조성 파악을 담당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DNA	분석 등은 생명과학	
분야 연구팀의 도움을 받아 해양과학과 생명과학의 융복합 연구가 이루어져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새로운 분야와 융복합을 시도하는 연구진
이처럼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각각의 연구팀은 다른 분야의 기술을	
자기 분야에 도입해 정확한 데이터를 획득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대양에서 더욱 간편하게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채취한 시료를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처리하는 등의 시도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연구선 산·학·연 공동
활용	연구사업 과제에 참여한 연구팀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새로운 시도들이 진행
됐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2019년 인천대 김일남 교수 연구팀은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온실기체인 아산화질소와	
메탄의 생산량을 측정하고 관련 미생물 기능 유전자를 활용해 질소의 순환을 분석
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생지화학 순환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팀은 해수 용존 기체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변화를 주었다.	그동안 주로 사용하던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방식에서 벗어나 대기 연구자가 사용하는 기법인	CRDS를 도입했다.	그 결과 하나의	
샘플로 여러 기체의 농도를 동시에 측정해 단시간에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미생물 기능 유전자 분석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위원소 분석법 대신	
최신 연구 분야인 분자생물학 기법을 도입했다.	분자생물학 분석법은 동위원소	
분석법보다 비용이 적고 시간은 짧게 걸려 이 분야의 연구를 한결 수월하게 만들
었다.	융복합이 가져다준 결과다.

●		International	Indian	Ocea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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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부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한국	Pacific	Array	사업’
공동연구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각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고,	하드웨어를 연구하는 팀이 소프트웨어를 연구하는	
팀과 서로 협력해 새로운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다.

2018년과	2019년 서울대 해양지질학과 지구물리학 연구진이 손을 잡고,	여기에	
세계 최고의 해저면 지진계BBOBS와 전자력계OBEM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도쿄대 지진연구소 연구진이 합류해 연구를 진행했다.	서울대 연구팀은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로 한국의 최첨단	연구선 이사부호를 활용해	
그동안 한국에서는 실시하지 못한 해양판의 지진파와 전자기적 특성을 연구할	
기회를 얻었고,	일본 연구팀은 일본학술진흥원JSPS으로부터 한국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재원을 확보했다.

이러한 한·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아직 보유하지 못한 정밀해저탐사기기의	
활용과 운용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세계적 기관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함
으로써 차세대 지구 관측 장비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미래 선진인력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구 변화 연구에 요구되는 해양관측,	국제공동연구와 국제협력으로 가능
바다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해양과학자가	
해양탐사와 위성 관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바다를 촘촘히 살피기
에는 아직 인간의 능력이 역부족이다.	특히 바닷속 깊은 곳은 빛이 통과하지 못해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 있고,	높은 수압 탓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양 관측은 표층에 한정돼 있었다.	물론 이마저도 넓은 바다를 커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사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광범위한 해양을 관측하고 심해를 탐사하는	
일은 쉽지 않다.	바다를 나누고 있는 나라마다 경제 여력이나 연구 환경이 다른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이상기후나 빈발하는 지진 등 지구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서는 전 지구적 데이터 확보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양관측에 소홀할 수 없다.
이는 한 국가가 모범적으로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다.	지구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과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지구 관측 정상회담이나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과	
같이 다양한 공동	연구를 통해 지구 규모의 관측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아르고Argo	계획에 의한 전 해양 규모의 모니터링 관측
아르고 계획은 세계기상기구WMO●●,	유네스코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IOC●●●	등의 국제
기관 및 각국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해	‘아르고’라는 프로파일링 플로트profiling	float를	
사용해 수온·염분·해류와 해양의 생물 광학적 특성을 관찰하는 계획이다.	전 세계	
30여 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해 해양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파악하는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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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06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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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 프로젝트로,	현존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제 공동 해양관측 네트워크 체계
라고 할 수 있다.	수집되는 정보는 전 지구 기후모형의 예측력을 향상하는 데 활용
된다.	예를 들어 기상청 중장기 예보의 정밀도를 높이거나 엘니뇨 현상을 예측하는 등	
우리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분야에 유용한 정보로 쓰인다.

2000년대 초부터	약 4,000개의	아르고가 전 세계 해양에 표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립기상과학원도	2001년부터 매년	10~15개의 플로트를 투하하고 있다.

전 지구 표류 부이 프로그램(GDP:	Global	Drifter	Program)
때아닌 호우와 지독한 가뭄 등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지구 기후변화에 빨간불이 켜진 듯하다.	이로 인해 엘니뇨나 인도 다이폴	
현상의 단기적인 발생 예측의 신뢰성 향상과 장기적인 기후변화 예측이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관측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도입된 것이 전 지구 표류 부이 프로그램GDP이다.	말 그대로,	표층해류를	
떠다니며 인공위성과 통신해 자료를 제공하는 표류 부이를 상시 운영하는 방식이다.	

07

1		투하 예정인 아르고 플로트들
2			2021년	6월 현재	3,865개의 아르고가		

활동하고 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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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는 표층해류·대기압·바람·염분을 전 지구적으로 정확하게 관측하기 위해	
전 해양을 대상으로	1,250개의 표류 부이를 상시 운영하고,	이러한 표류 부이 자료를	
과학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에	2017년 참여한	㈜지오시스템
리서치는	GDP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국제규격의 표류 부이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향후 국내 추격기술의 해외수출은 물론 다량의 표류 부이를 이용한 인도양 국제	
프로그램의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진해일 모니터링 시스템	
(Deep-Ocean	Assessment	and	Reporting	of	Tsunamis,	DART)

매년 수많은 쓰나미(지진해일)가 발생하지만 대부분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간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을 강타한 지진해일처럼 초대형 쓰나미는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	한 예로	1946년 하와이에서 일어난 대지진 때 발생한	
쓰나미로 힐로시 전체가 폐허가 됐다.	이 일로 전 태평양에 쓰나미 경보 체계가 구축
됐다.	이후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PTWC●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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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ific	Tsunami	Warning	
Center

DART	II	운용모식도	Pacific	Marine	Environmental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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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쓰나미 평가 및 보고 체계DART●●는 태평양 심해저에 여러 개의 고감도 수압	
센서망을 설치해 센서 위를 지나는 쓰나미의 특징적 수압변동을 측정해 지진해일을	
예측한다.	지진해일이 일어나 해수면에 변화가 생기면 수압이 달라지므로,	이러한	
해저 수압의 변동을 측정해 지진해일을 감시하는 것.	수압 센서가 해저면의 수압을	
측정한 후 측정 데이터를 수중 통신을 통해 인접한 다트 부이로 보내고,	부이는 다시	
인공위성을 통해 지상의 해양학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다트 부이는 불의	
고리Ring	of	Fire라 불리는 환태평양조산대를 따라 설치돼 있다.

해저지형의 구조와 지구의 기후 및 환경변화 과정을 밝히는		
국제 공동 해양 시추 프로그램(Integrated	Ocean	Drilling	Program,	IODP)

IODP는	26개국의 공동 참여로 모든 대양의 시추 코어를 분석해 지구에서 발생
하는 지구과학 분야의 여러 이슈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	공동연구	프로
그램이다.	한국은	1996년부터	IODP의 전 단계인	ODPOcean	Drilling	Program에 참여
했으며,	2006년부터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IODP에 컨소시엄 형태로 공식 가입
했다.	IODP에 공식 가입한 이후 시추선 승선 기회가 증가했고,	선진국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도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1개 정점을 포함하는	
IODP	시추가 동해에서 수행됐다.	또	2021년	2월에 동해 울릉분지 해저 사면에서의	
IODP	본 시추 제안서가 통과돼 오는	6월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시추는	
2024년부터 본격 진행될 계획이다.	이 과학 시추는 울릉분지의 해저 지질과 퇴적
구조 확인,	연대 측정,	심해 부존자원 탐사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2017년과	2018년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로 이사부호에	
승선한 한국해양대 이경은 교수 연구팀은 서태평양 저위도의 해역에서 심해 표층
퇴적물을 시추해	2만 년 정도의 해양환경과 기후변화를 복원할 수 있는 시료를 획득
했다.	이경은 교수는	“주로	IODP	프로젝트를 통해 심해저의 심부 시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국제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크고 작은 국제회의와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	17개 항목 중 하나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이 들어갈 정도로 바다는 인류의	
오늘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다.	인간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바다는 너무 넓고 깊어서 한 개인이나 국가가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영국 등 세계 패권을 다투던 선진국들이 기존	G7●●●을 넓혀 우리를	G8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 할 정도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가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은 우리나라 해양과학의 발전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앞
으로도 퇴보하지 않고 더욱 전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Deep-Ocean	Assessment	
and	Reporting	of	Tsunamis

09

●●●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협조	
및 조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주요	7개국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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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구에서의 장비의 중요성
장비 전쟁, 해양연구

민간에서부터	시작된	해양연구
해양연구의	첫	개척자는	이름	모를	어부들이다.	그들은	고기를	잡을	때	암초를	피하기	
위해	바다의	지형을	조사했다.	이때는	작은	배를	타고	나가서	사람이	직접	잠수해	살피
거나	무거운	추를	늘어뜨려	바다의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고작이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	1872년	영국의	해양연구선	‘챌린저호’가	등장하면서	본
격적인	해양탐사의	시대가	열렸다.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다양한	
방법으로	해양탐사가	이뤄지고	있다.	해양연구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	바닷속에	
관측기기를	넣어	탐사하거나	잠수정을	타고	심해에	들어가	해저	지형과	생물자원·
퇴적물을	조사하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인공위성을	이용해	단시간에	넓은	영역의	
자료를	얻기도	하고,	최근에는	무인관측	시스템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들여	왔음에도	인류가	탐사한	바다는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즉	지구의	71%를	차지하는	바다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며,	역으로	‘무한한	가능성
이	열려	있는	약속의	영역’이기도	하다.	이에	해양	선진국들은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활발한	연구지원과	함께	개발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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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71%를 차지하는 바다는 아직 인류가 개척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다. 	
미지의 땅은 그동안 인간에게 쉽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과 차가운 물,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압력으로 	
인간의 발길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인간은 바다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많은 국가가 연구기관을 앞세워 	
해양탐사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나라 ‘해양과학의 수준’은 	
곧 ‘장비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해양과학 연구에서 절대적 역할을 하는 	
탐사장비는 더없이 중요한 요소로, 지금 세계 각국은 	
‘장비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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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부호 온누리호	



한국 해양과학의 진보를 앞당긴 해양연구선	‘이사부호’
해양과학은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	만큼	직접	바다로	나가	관측하고	탐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주로	이용하는	것이	해양연구선인데,	해양연구선은	해양	관측
장비를	탑재하고	해상의	지형이나	기후와	해류의	흐름을	조사하는	선박을	가리킨다.	
해양연구선은	목적별로	기상관측선·수로측량선·지질연구선·물리탐사선·어업
연구선·쇄빙선	등으로	구분하는데,	일반	배와는	달리	배	위에서	실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한마디로	‘바다에	떠	있는	연구실’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약	20년	동안	대양과	심해	연구에	1,370t급	다목적	해양
연구선인	온누리호를	활용해	왔다.	하지만	1992년에	건조된	온누리호는	낡은	선체와	
장비,	규모,	기능적인	면	등에서	대양·심해	연구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새	연구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웃	나라	중국과	일본만	해도	4,000t급	이상의	해양연구선을	
4척씩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5만	7,000t급의	초대형	연구선도	보유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2년	대양연구선	건조에	돌입했고,	2016년	마침내	순수	국산	
기술로	국내	최대	규모의	대양연구선을	건조했다.	이사부호 건조는 우리나라 해양
과학의 새로운 연구 영토와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해양연구선	이사부호
이사부호의 최첨단 관측장비는	40여 종에 달한다.	전 지구의 대양을 탐사할 수 있도록	
수심	8,000m의 시료를 채취하고 탐사가 가능한 초정밀 염분·온도·압력 측정기CTD와	
심해 영상카메라 등의 관측장비를 탑재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심	1만	1,000m까지	
관측할 수 있는 다중음향측심기를 비롯해 과학어군탐지기와 음향유속측정기 등	
첨단 음향관측장비를 장착했다.	또 현장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 연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도 갖췄다.

한편 배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진동은 음파를 이용해 정밀한 관측자료를 얻어야	
하는 해양탐사에 큰 방해가 된다.	이에 이사부호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고자 배 엔진을	
전기로 작동하는 전기추진 방식을 채택했고,	저소음·저진동 운항 설비를 갖췄다.	

또한 이사부호는 바람과 파도의 영향에서도 정해진 위치에서 1m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초정밀 자율 위치 제어 Dynamic positioning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이 덕분에 5m 높이의 파도 속에서도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 안정성이 확보되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해양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장비의	세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는	틀니나	임플란트를	만드는	
기술이	없던	시절의	얘기다.	더욱이	임플란트	기술은	발전을	거듭하며	현대인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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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구에서의 장비의 중요성
장비 전쟁, 해양연구

해양연구선의	장비들	역시	나날이	발전하며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한	해양연구를	
뒷받침한다.	이사부호에도	해양의	지형·해류·수온·생태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최첨단	
장비들이	탑재돼	있다.	그	면면은	다음과	같다.	

음향	장비
물속에서는	전파가	통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다는	음파를	활용해	탐사를	진행
한다.	그러므로	해양연구에서	성능이	뛰어난	음향	장비는	연구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장비라고	할	수	있다.

그중	다중음향측심기Multibeam	Echo	Sounder는	배	밑에서	물속으로	다중음향신호를	
발사해	해저에서	반사돼	돌아오는	음파를	수신해	수심을	측정하고	해저지형을	파악
하는	장비다.	같은	원리로	수심	측량뿐	아니라	어군탐지나	어뢰탐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단시간에	넓은	해역의	수심,	형상,	해저	장애물을	정확히	탐사하는	데도	
유용하다.	실제로	연구선에	탑재된	다중음향측심기는	천안함	사건과	세월호	참사	
조사	및	탐사에	이용되기도	했다.	특히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에서	
이사부호에	승선한	21개	연구팀이	이	장비를	활용했을	정도로	대양연구의	기본	장비
라고	할	수	있다.

초음파	유속계ADCP●	역시	해양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다.	ADCP는	수중에	
초음파를	발사해	반사돼	오는	음파의	주파수가	변화하는	성질(도플러	효과)을	이용해	
수층별	해류의	속도와	크기를	측정한다.	이	장비는	전자해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05

●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심해측면주사소나와 심해저카메라

이사부호에 탑재된 심해용 다중음향측심기로 발견한 북서태평양에 위치한 해저화산으로 국가지명위원회에서		
KIOST해산KIOST	Sea	Mount으로 명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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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구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CTD,	ADCP,	해수	채취	
수층별	수온·염분	측정기	CTD는	‘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의	약자로,	
전기적인	방법으로	해양의	전기전도도(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수)와	수온·수심을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기기다.	이	기기는	염분이	증가할수록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는	성질을	이용해	염분을	계산한다.	배의	오버헤드	크레인과	윈치를	
사용해	수층별	수온과	염분	등	해양의	기본	물리적	파라미터를	관측하는	CTD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한다.	이	외에도	해수의	용존산소,	수소이온농도(pH),	식물
색소농도(클로로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장착해	동시에	다양한	요소를	측정
한다.

CTD	장비를 통해 얻은 데이터로는 바다의 기본적인 특성은 물론 해류의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음파로 바다의 깊이를 측정해 해저 지형도를 만들 수도 있다.	
한 마디로	CTD는 해양관측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다.	CDT는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에서 참여 연구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장비인데,	이 장비를	
활용해 본 연구진이 아쉬워한 점은 이사부호의	CTD는 한 정점에서 수심에 따른	
수직적인 정보만을 측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 운항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SCTD	장비를 탑재한 연구선도 있어 우리 또한	
장비의 보완이 필요하다.

해양과학에서 해수 채집을 통한 연구는 아주 중요하다.	해수를 채취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주로 채수병을 이용한다.	이 채수병은 관측자가 설정한 수심에서 병마개를	
닫는 방식으로 해수 샘플을 채취한 후 끌어올려 해수를 분석하게 된다.	대부분	CTD	
장비에 설치된 틀에 여러 개의 채수병을 원형으로 배열해 깊이별로 해수를 채취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장미를 담았다고 해서 로제 샘플러Rossette	Sampler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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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D	

사례로 본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의 성과와 가능성42



해양연구에서의 장비의 중요성
장비 전쟁, 해양연구

한편	연구	분야에 따라서는 바닷물에 아주 조금 녹아 있는 원소(미량원소)의 농도	
또는 미량원소의 동위원소를 분석해야 한다.	이때 극미량 원소의 농도를 정확히 측정
하기 위해서는 채수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오염을 배제해야 한다.	이사부호에 탑재된	
초순수 해수채취시스템TEI	ultraclean	sampling	system은 티타늄과 테플론 재질을 사용해	
채수 과정에서 금속 재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기중의 미세입자나 선박 매연에	
오염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청정해수를 채집함으로써	
연구자는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해양퇴적물	채취	장비
해양퇴적물	연구도	해양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지질해양학자는	해양
퇴적물에서	시료를	채취해	퇴적물의	성분과	특성을	분석한다.	또	생물학자들은	퇴적물	
속의	미생물을	연구하고,	화학해양학자는	퇴적물을	구성하는	원소	성분을	분석해	
퇴적물의	나이를	측정한다.	이러한	해양퇴적물을	채취하는	데는	다양한	장비가	
활용된다.

그중 그랩Grab	채취기는 말 그대로 해저면의 퇴적물을 잡아서 끌어올리는 장비다.	
마치 굴착기로 흙을 퍼 올리는 모습을 떠올리면 된다.	해저면에 장비가 도달하면	
집게가 닫히면서 바닥의 퇴적물을 퍼 올린다.	그랩 채취기는 지질학적 목적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측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	주로 퇴적물을 채집하고 연성기질	
조하대에서 서식하는 생물을 채집하는 데 이용된다.

영상지원형	그랩TV	grab은	이사부호에 탑재된 최첨단 그랩 채취기다.	수천 미터		
해저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최소 크기의 철제 프레임 그랩으로,	해저면의 퇴적물을	
비롯해 열수침전물과 생물 시료 등을 연구선의 실험실에서 실시간 동영상으로 관측
하고 확인하면서 채취한다.

드렛지Dredge는	현재	온누리호와	이사부호에서	활용하는	장비다.	주로	모양에	따라	
원형	드렛지,	대형	원형	드렛지,	사각	드렛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원형	드렛지가	
많이	사용되는데,	끝부분이	톱니	모양으로	돼	있다.	대형	원형	드렛지는	원형	드렛지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톱니가	없고	크기가	훨씬	크다.	사각	드렛지는	강력한	톱니가	달려	
있는데,	주로	평평한	곳을	작업할	때	사용한다.	이용할	때는	다중음향측심기로	목표	
지점을	선정한	후	해당	정점	부근에	드렛지를	내린다.	드렛지가	해저면에	도달하면	
대상	시료를	획득하기	위해	연구선을	이동해	드렛지를	끌고	간다.	일정	구간을	드렛지로	
훑은	다음에	천천히	선상으로	끌어올린다.	드렛지는	주로	암반	시료나	볼더	크기의	
퇴적물을	채취하는	데	활용된다.

한편	서울대	박정우	교수	연구팀은	‘리유니온	플룸과	중앙인도양해령의	상호작용이	
해저	지형	및	암석지구화학에	미치는	영향’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2019년	이사부호에	
승선했다.	이때	인도양	중앙해령	맨틀-플룸에서	드렛지를	사용해	현무암	시료	채취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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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피스톤 해저퇴적물 시료채취기

대형 피스톤 해저퇴적물	시료채취기Giant	piston	corer	system는	이사부호의	우현에		
설치돼	있다.	퇴적층을	관통해	시료를	채취하는	원통이나	원형	상자를	‘코어’라고	
하는데,	이	코어를	여러	개	연결한	뒤(수심	최대	6,000m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해저면	
10m	위	지점에서	코어를	자유낙하시키면	해저면을	관통하면서	코어	안으로	퇴적물이	
유입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코어가	깊이	들어갈수록	오래된	지층과	지질의	변화를	
연구할	수	있다.	2017년	부산대	김부근	교수	연구팀은	인도양	북동해역에서	플라이
스토세	후기에	이곳	해양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연구하기	위해	Giant	piston	
corer로	시추	코어를	획득했다.

또	2017년과	2018년	한국해양대	이경은	교수	연구팀은	Giant	piston	corer로	
300만	년	전	북반구	빙하기	도래와	관련된	서태평양	웜풀의	시공간적	변화를	추정
할	수	있는	퇴적물	시료를	성공적으로	채취했다.

영상지원형 그랩 드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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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	교수는	당시	이사부호의	Giant	piston	corer	못지않게	X-선형광분석기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X-선형광분석기는		
해양퇴적물	코어,	시추	코어	및	기타	시료를	비파괴적으로	분석하는	장비다.	XRF●,	
X-ray,	Radiographic	Camera를	사용해	육상	및	해양	시료의	화학	조성을	분석
하고	XRF	분석	및	이미지	자료로	출력할	수	있다.	해상력은	수백	마이크론에	이른다.	
이	교수는	이	장비	덕분에	14m	길이의	퇴적물을	분석한	데이터를	하선하기	전에	
얻을	수	있었고,	하선	후에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빠르게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생물	채집용	장비
해양생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생물종을	채집해야	한다.	채집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이사부호에서는	주로	네트를	활용하는	방법과	다층 플랑크톤 채집기라는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쓴다.

네트는	주로	근해나	표층	해수에서	많이	사용한다.	네트를	일정	수심에서	수직	방향
으로	끌어올리는	‘수직	채집’과	표층	또는	일정	수심에서	수평으로	끄는	‘수평	채집’	
그리고	바닥이나	일정	수심에서	비스듬히	끌어올리는	‘경사	채집’이	있다.	네트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		X-ray	Fluorescence,	X선형
광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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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구에서의 장비의 중요성
장비 전쟁, 해양연구

다층	플랑크톤	채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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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개폐식	네트MOCNESS●는	여러	개의	네트로	원하는	수층에서	생물을	채집할	수	
있는	장비다.	수온·염분	등의	해양관측	센서를	부착해	플랑크톤의	수심별	다층	채집과	
동시에	해양환경	관측을	수행할	수	있다.	다층 플랑크톤 채집기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샘플을	채집할	수	있고,	원하는	수심에서의	생물군	밀집도는	물론	수심별·시간대별	
종의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다.	

2020년	한양대	이원철	교수	연구팀은	이사부호에	승선해	필리핀	해역에서	쿠로시오
해류의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을 성공적으로 채집했다.	이때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의	
형태,	DNA,	단백질 데이터 등을 얻어 관해파리 신종을 발굴했고 이를 이사부호의	
이름을 따서	‘Halistemma	isabu	sp.	nov.’라고 명명했다.

다층 플랑크톤 채집기는	장점이	많지만	수집할	때	네트를	횡적으로	끄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샘플	채취가	힘들다.	또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의	경우는	개체	특성상	
형태	보존이	어렵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다중개폐식	네트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큰	잠수통을	투하해	생물의	생태를	그대로	관찰하고	샘플을	채취
할	수	있는	형태의	잠수정이	등장했다.	또	수조를	바다에	설치해	바다에서	장기적인	
관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도	장비	개발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절실하다.

기체분석	장치	및	기타	장비
바닷물	속	기체를	분석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기	연구에	
사용됐던	것을	해양	기체에	응용해	활용하기	시작한	최신	기술이	바로	공동	광자	감쇠	
분광기CRDS●●다.	미량	기체의	절대	농도와	극소	흡수계수를	직접	흡수법으로	측정
할	수	있는	고감도	레이저	분광기다.	기체	연구에서는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해양	기체를	분석하는	CRDS가	선내에	있다면	해양	기체	연구자
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2020년	아산화질소와	메탄	등	온실기체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연구한	
인천대	김일남	교수	연구팀은	“승선	당시에	채집한	시료를	연구실에서	CRDS로	분석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해외	연구선	가운데는	연구선	하부에	CRDS	장비를	설치해	
배가	움직일	때	실시간으로	채집한	시료를	분석해	배에서	정보를	바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춘	경우도	있어	이사부호도	이런	장비를	보유했으면	하는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연구선이	지나온	이동	궤적을	따라	바닷속	해양생물의	크기와	밀도	등을	
3차원으로	분석·조사하는	데	사용하는	과학어군탐지기,	선박	이동	중에도	어란을	
채집할	수	있는	연속어란채집기	등	다양한	장비가	이사부호에	탑재돼	있다.

●		Multiple	Opening-	Closing	
Net	Environmental	Sam-
p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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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vity	ring-down	spec-
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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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을	활용한	해양관측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양관측	기술도	비약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해양탐사를	위해서	
최첨단	장비와	뛰어난	연구진이	직접	연구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비행기나	인공위성처럼	먼	거리에서	드넓은	바다를	한눈에	관측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다.	최근에는	최첨단	통신	장비를	활용해	인공위성의	자료를	연구선에서	수신하면서	
무인	해양관측	장비가	획득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개발됐다.

2005년부터	미국과	유럽은	지구관측시스템GEOSS과	위성을	활용해	선박	항해	안전과	
해양감시,	해양관측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유엔의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선진국들은	
해양자원	개발과	심해저	자원	선점을	위해	해양영토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지진이나	해빙·해일	등	지구	규모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해양	안전과	자원개발,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
위성이	활용되고	있다.	세계	최초의	해양관측용	위성은	1978년	미국에서	발사된	
‘시셋Sessat’이다.	시셋은	적외선·마이크로파	센서로	해수면의	상태를	측정했다.	우리
나라도	2010년	정지궤도	해양관측	위성인	천리안1호를	발사하며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해양관측	위성을	보유하게	됐다.

천리안1호는	기상	탐사체와	세계	최초로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한	정지궤도	해양	
탑재체GOCI●●●를	싣고	올라갔다.	정지궤도	위성이란	지구의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이동하면서	같은	지역을	하루에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관측하는	위성을	일컫는다.

천리안1호는	매일	하루	8회씩	1시간	분량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해역의	변화를	
꼼꼼히	관측한다.	적조와	녹조의	이동	방향이나	표층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측하고	예측해	해양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천리안1호는	2020년	5월	동중국해에서	해류를	타고	한반도	서해와	제주도로	밀려
드는	‘괭생이모자반’의	거대한	띠를	탐지하기도	했다.	괭생이모자반은	열대성	해조류로	
어선	항해	및	조업에	지장을	주고	해안가	경관을	훼손하는	골칫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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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해양연구에서의 장비의 중요성
장비 전쟁, 해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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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우리나라는 더욱 정밀한 원격 탐사를 위해	2020년	2월 해양관측 위성 천리안
2B호를 발사했다.	천리안2B호도	1호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주변 해역의	
적조·녹조를 하루	10회 감시하고,	중국에서 유입되는 오염수의 이동과 수질도 감시
한다.	또 해양 재해재난에 대한 대응 및 과학적인 어장환경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순환,	해양생태계 변동 등 지구 환경	
적인 규모에서 연구할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천리안2B호의 아시아 대기		
관측 영상을	2021년	3월	22일부터 국립환경과학 환경 위성 센터 홈페이지
(https://nesc.nier.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한편	천리안1호와	천리안2B호	같은	인공위성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을	가늠케	
하는	첨단	기술을	뽐내고	있지만,	산업적	활용도가	매우	제한적이라서	경제성이	떨어
진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인공위성	산업의	경제적	효용	가치에	주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바로	위성을	활용한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다.	스페이스X가	
기획한	스타링크Starlink	프로젝트로,	2025년까지	수만	개의	초소형	나노	위성을		
발사해	지구에	거대한	거미줄	형태의	통신위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상용화
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2ℓ짜리	생수병	크기의	초소형급	
혹은	나노급	위성이다.	이	나노	위성을	활용한	민간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이	미국의	
‘플래닛Planet’이다.	이	기업은	위성	영상에	기반한	글로벌	커버리지와	데일리	모니터링
으로	연간	7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업의	구매	수요는	육지의	
건물·시설·농작물·자연환경	등에	한정돼	있고,	해양	구간에	대한	영상	확보나	분석	
기술	등은	아직	미진하다.

하지만	나노	위성의	등장으로	해양연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가	이	해양	나노	위성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이를	통해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의	진흥을	꾀한다.	또	나노	위성을	통해	해양으로부터	그동안	확보하지	
못하던	새로운	정보를	수집해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분석해	공공과	민간에서	ICT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다.	나노	위성의	개발이	한국	해양과학	분야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해양탐사,	무인	관측으로	영역을	넓혀가다
해저를	탐사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심해	탐사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심해는	
전체	해양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빛이	통과하지	못해	1,000m	
아래는	완전한	암흑의	세계다.	그러나	이러한	심해저에	개발	가치가	큰	광물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탐사하고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심해저는	칠흑	같은	어둠과	높은	수압	등으로	인간의	발길이	닿기	힘들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수중	탐사체	개발에	힘쓰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인간의	손과	눈을	대신할	무인	해양관측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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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해양관측기기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무인	관측기기에	최적화된	
해양	관측센서들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무인	해양관측의	중요성을	인식한	해양	
선진국들은	축적된	무인	수중관측	기술을	활용해	해양연구선에서	수중글라이더와	
같은	무인	관측기기를	함께	운용해	다양한	해양	현상을	관측하고	있다.	특히	통신
장비가	발달하면서	인공위성을	통해	얻은	정보와	무인	해양관측	장비에서	수집한	
정보를	연구선에서	실시간으로	융합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미지의	영역인	심해	연구를	위한	잠수정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해양탐사를	위한	잠수정Underwater	Vehicle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보통	잠수정이라	부르는	수중	로봇은	크게	무인잠수정과	유인잠수정으로	
나뉘고,	무인잠수정은	다시	원격무인잠수정ROV●과	자율무인잠수정으로	나뉜다.

세계	최초의	원격무인잠수정은	1953년	프랑스의	사진작가이자	발명가인	드미트리	
레비코프Dimitri	Rebikoff가	만든	‘푸들’이다.	또	자율무인잠수정은	1957년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음향실험	목적으로	개발돼	다양한	탐사에	사용됐다.

유인잠수정은	그	역사가	더	깊어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535년	이탈리아의	
발명가	구글리엘모	데	로레나Guglielmo	de	Lorena가	다이빙벨의	형태로	만들었다.	
20세기	중반인	1960년에는	미	해군이	유인잠수정	‘트리에스테Trieste’를	제작했다.	
트리에스테호는	수심	1만	916m까지	잠수하면서	유인잠수정에	의한	해저	정복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과학실험용	유인잠수정	‘해양	250’을	개발했다.	탑승	인원	
3명으로	해저	250m까지	탐사할	수	있으며,	수중카메라와	오디오·로봇팔	등을		
탑재하고	있다.	수심이	낮은	우리나라	서해	앞바다용으로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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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tely	Operated	Vihicle

해양연구에서의 장비의 중요성
장비 전쟁, 해양연구

무인 심해잠수정(해미래) 다족형 수중로봇(크랩스터) 해저자원 채광로봇(미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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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로봇의	연구와	개발도	활발히	진행돼	1980년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CROVConvertible	Remotely	Operated	Vihicle를	개발했고,	1998년에는	대우조선해양의	
6,000m급	자율무인잠수정	‘옥포	6000’이	등장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KIOST는 6,000m	심해까지	탐사할	수	있는	무인잠수정	‘해미래’를	비롯해	심해저	
광물	채취가	목적인	‘미내로’와	‘크랩스터’	등	다양한	원격무인잠수정을	개발했다.

탐사용	로봇뿐	아니라	수중건설	로봇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수중건설	
로봇은	‘경작업용’	‘중작업용’	‘트랙	기반’	등	3종으로	개발된다.	경작업용	‘URI-R’은	
수심	500m	이내의	바닷속에서	굴착기처럼	용도별로	다양한	공구를	갈아	끼워	
암반	파쇄와	지반	다지기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또	중작업용	로봇인	‘URI-L’과	트랙	
기반	로봇인	‘URI-T’는	수심	2,500m까지	내려가서	작업할	수	있다.	이들	수중건설	
로봇은	해양	플랜트와	해상	풍력발전소	같은	해양	건설	산업에	투입된다.

진화한	무인	관측기기

육지의	기상	변화도	심하지만,	바다의	기상	변화는	더욱	심하다.	인간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바닷속도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이런	지구의	온	바다를	연구선에서	실시간
으로	관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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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변화무쌍한 바다의 변화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무인	
해양관측 시스템이나 로봇 장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관측장비를	
바닷속 또는 해수면에 고정하거나 떠다니도록 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대표
적인 장비로는 웨이브 글라이더Waveglider와 수중 글라이더Underwater	Glider가 있다.

수중글라이더는	프로펠러와 같은 추진 시스템 없이 기본적으로 부력을 조절해	
움직이기 때문에 필요 전력이 매우 낮다.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이라고 해서	
수중 글라이더에 추진기를 탑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내부 배터리를	
무게추로 활용해 방향을 조절한다.	수중 글라이더는 적은 에너지로 움직이므로	
장기간 꾸준한 작동이 가능하다.	또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광범위한 범위를 동시
다발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연안같이	구조물이	많고	수심이	복잡한	해역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이나,	내부에	장착하는	센서와	제작	소재에	따라	이용	범위가	변하므로	이런	
단점을	보완해	대양과	연안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수중	글라이더는	자료	수집을	
위한	센서뿐만	아니라	신호를	송수신하는	위성안테나를	탑재해	다이빙을	마치고	
떠올라	해표면에	도달할	때마다	수집한	데이터와	위치정보를	위성으로	송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형	수중	글라이더	제작과	함께	수중	글라이더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수중	글라이더가	탐사한	데이터를	통해	얻은	정보는	적조	발생	감지,	
태풍	강도	예측,	유류	오염	환경평가,	어군탐지	등의	분야에	활용된다.	다른	장비와	
비교할	때	운용	비용이	저렴해	앞으로	해양연구에서	큰	활약이	기대된다.

한편	경북대	박종진	교수	연구팀은	이사부호	같은	대형	해양연구선에	최적화된	
수중	글라이더	개발	및	운용	기술	발전에	힘쓰고	있다.	경북대	연구팀은	2018년과	
2019년에	이사부호에	승선해	직접	개발한	수중	글라이더를	테스트했다.	연구선이	
직접	들어갈	수	없는	태풍	발생	지역이나	나쁜	기상	상황에	수중	글라이더를	운용해	
무인	해양관측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수중	글라이더와	같은	장기	운용	방식과	달리	단기간에	정밀한	탐사를	위해서	
추진체를	이용해	정밀한	운용이	가능한	자율	제어	수중	운동체AUV●를	사용하기도	
한다.	물속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체로	어뢰처럼	생겼다.	AUV는	직선	
이동을	하며	해저면의	다양한	정보를	획득한다.	해저면	탐사	장비와	수중	음파	카메라	
등을	장착해	기뢰와	같은	해저	접촉물을	탐지하거나	북극	얼음층	밑의	해저면	탐사	
등에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KIOST에서	개발한	‘이심이’를	비롯해	한화에서	만든	
‘한화	AUV’와	‘이심이	6000’	등	연구소와	학계의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해수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며	해양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대표적으로	
프로파일링	플로트Profiling	Float가	이용된다.	프로파일링	플로트는	수중	글라이더의	
전신으로,	간단히	말해	수중	글라이더에서	날개를	제거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프로파일링	플로트도	수중	글라이더와	마찬가지로	부력을	조절해	바닷속을		

●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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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내리며	수집한	정보를	위치정보와	함께	전송한다.	프로파일링	플로트는	10일을	
주기로	물	위로	올라오는데,	주로	수온과	염분	등의	측정을	통해	바다의	수직	구조를	
관측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동해에서	프로파일링	플로트를	시험했고,	2000년
부터	바다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파일링	플로트	관측은	국제	아르고ARGO	
프로젝트라는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발전하고	있다.

무인	해양탐사체에는	선박형	드론	웨이브	글라이더도	있다.	태양열	패널과	하단부로	
구성된	웨이브	글라이더는	파도와	태양광을	동력으로	삼아	장기간	수면	위를	떠다닌다.	
웨이브	글라이더의	본체인	플랫폼Platform은	바다에	떠	있고	아래에는	줄Tether이	달려	
있는데,	이	줄에는	수중	추진	시스템인	러더Rudder와	전동	추진기인	스러더Thrudder가	
연결돼	있다.	이	러더는	파도가	칠	때의	에너지를	이용해	글라이더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다.

웨이브	글라이더는	탑재하는	센서에	따라	다양한	운용이	가능하다.	또	위성과	통신
할	수	있는	통신	모듈을	달아서	운영하므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특히	
전파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웨이브	글라이더를	수중	통신	중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바닷속에	지진감지센서를	설치해	두고	웨이브	글라이더를	통신	
중계기로	활용해	실시간으로	지진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표층	뜰개Surface	drifter도	빼놓을	수	없는	무인	해양탐사체다.	표층에서	해류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뜰개의	궤적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장비다.	바다에	띄운	표층	뜰개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해류의	위치	정보와	이동	속도,	수온,	기압	등의	관측	정보를	
위성에	전송한다.
이들	뜰개를	활용한	전	지구적인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움직이지	않고	고정돼	시간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계류mooring	장비도	있다.	
그중	부이Buoy는	다양한	해양관측기기를	탑재한	부표로,	기상	및	해상활동을	관측
하고	무선통신으로	취득정보를	실시간	송신하는	관측	장비다.	주로	풍향·풍속·

수중글라이더	운용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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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 방식 비교

기압·기온·상대습도·수온·파랑	등을	관측하며,	무거운	추를	달아	물속에	넣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떠	있는다.	국내	해양연구산업체	㈜지오시스템리서치는	국제	규격의	
인공위성	추적	국산	표류	부이를	개발하고	있다.	지오시스템리서치의	연구팀은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를	통해	2017년	이사부호에	승선해	
자신들이	개발한	표류	부이를	투하해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
한	후	성공적으로	수거하기도	했다.	표면	계류선surface	mooring은	부이와	추를	연결
하는	와이어나	로프에	계류선으로	사용할	센서를	부착해	수심별	환경	변수에	따른	
변화를	측정한다.	미리	입력해	놓은	음향신호를	장치에	보내면	장치가	신호를	받아	
추와	연결된	고리를	풀도록	설계해	두고,	이	과정을	거쳐	계류장비가	물	위로	올라
오면	회수한다.	

국내	연구진은	이러한	계류장비를	바닷속에	설치해	놓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019년	서울대	남성현	교수	연구팀은	이사부호를	타고	인도양으로	나가서	
세이셀레스-차고스	수온약층	언덕	해역에	파일럿	시계열	계류선을	설치해	장기간	
시계열	관측	노드를	구축했다.	또	2018년과	2019년	서울대	‘한국	Pacific Array	
사업’팀은	태평양의	가장	오래된	해양판에	해저면	지진계BBOBS와	전자력계OBEM를	
설치해	1년	동안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했다.	2019년과	2020년	인하대	박재훈	
교수	연구팀은	이사부호와	온누리호를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와류와	내부	측정이	
가능한	‘유속압력계	장착	역전	에코사운더	CPIES●’를	필리핀해	동부	해역에	구축해	
다년간	관측했다.

이들	해양	관측장비는	기술의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	이를	활용한	
새로운	연구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를	
통해	이사부호에	승선해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은	“이사부호에	탑재된	장비	덕분에	
원활히	탐사를	진행했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이들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능숙하게	운영할	수	있는	승무원	인프라가	조직돼	있어	연구	진행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한편	연구선을	활용한	관측	외에도	다양한	무인	해양관측	네트워크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인공위성을	활용해	기상관측과	함께	해양관측도	적극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덕에	과거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정보보다	매년	새로이	쏟아
지는	정보가	더	많다.	해양관측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준	결과다.
그러나	이들	데이터로	지구의	71%를	차지하는	바다를	모두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바다는	너무나	넓고	깊으며,	아직	제대로	탐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나은	양질의	데이터를	얻으려는	세계	
각국의	경쟁은	피할	수	없다.	그	경쟁	속에서	어느	연구자는	관측장비	등의	기술력	
향상에	힘쓸	것이고,	어느	연구자는	그	장비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로	지구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두	연구자는	몸은	‘따로’이지만	해양	강국을	
향한	마음은	‘하나’다.	첨단	장비와	치열한	탐구	의지가	서로	뒷받침돼야	비로소	
해양과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		Current	and	Pressure-record-
ing	Inverted	Echo	So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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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의 바다, 	
인재를 키우다

해양연구	전문	인력	양성	
바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세기에 이르러 시작됐고,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남은 곳이 많다.	바다를 연구하려면 넓고 변화무쌍한 바다에 나가 오래 머물 수 있는	
고성능의 배가 있어야 하고,	인간의 감각이 미칠 수 없는 깊은 바다를 조사하기 위해
서는 최첨단의 연구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바다 연구에는 과학기술력이	
필요하고,	부족하나마 바다 연구가 이뤄진 것은 과학기술의 진보 덕분이다.
여기에 바다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탐구한 뛰어난 과학자가 있었기에 지금
까지의 바다 연구가 가능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개발돼도 이를 활용할 과학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추고 바다를 연구할 미래 과학인력을	
양성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대양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을	
통해 대학기관과 산업체 연구인력이 현장을 경험하면서 전문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01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면 지구는 푸른 바다와 	
녹색 산, 갈색 흙, 흰 구름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행성이다. 	
그 모습에 지구를 ‘푸른 행성’이라 부른다. 
그만큼 지구의 바다는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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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의 바다, 인재를 키우다

바다를	연구하는	사람들
바다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크게	‘해양과학연구자’와	‘해양공학연구자’로 나눌 수	
있다.	그중 해양과학연구자는 다양한 자연과학 지식을 바다에 적용해 바다에서 일어
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람이다.	세부 연구에 따라 해양지질
연구자,	해양물리연구자,	해양생물연구자,	해양화학연구자,	지구물리연구자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연구자는 물리,	화학,	수학,	천문학,	지질학 등 자연과학 분야를 공부한 후	
대학원에 진학해 좀 더 세분화된 해양학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연구자로	
나아가려면 박사 학위를 받아서 대학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해양지질연구자는 대륙붕이나 대륙사면과 심해저를 연구하고,	해저 지형도를 작성해	
지구의 기원을 밝히고자 노력한다.	해안에서부터 심해저에 이르기까지 바다의 바닥에	
쌓여 있는 퇴적물이나 해저 기반암 등을 연구하기도 한다.	해저의 퇴적물 연구를	
통해 해양의 지질학적 역사 및 지구 기후변화의 역사를 파악하는 일도 그들의 몫
이다.

02

계류 작업(ADCP	및	sediment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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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물리연구자는 바다의 온도와 밀도,	물결의 움직임 및 조류·해류 등의 물리적	
특성을 주로 연구한다.	수온·염분 등과 같은 해수의 물리적인 특성은 해수의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연구자는 현장에서 수온과 염분을 기본적으로 측정한다.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등도 해양물리학 분야의 연구주제이며,	수치 모델을 이용해	
해양의 물리 환경변화를 예측하는 일도 그들의 영역이다.	최근에는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해 해수 순환이나 열수지 등 지구적 규모의 해양물리 환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해수 표면에서 레이더로 관측된 작은 규모의 주름 따위를 이용한 표층 해류와 파도를	
연구하기도 한다.

해양생물연구자는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다.	바다에 사는 생물을 연구해	
해양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과정을 밝힌다.	바다에 사는 미생물·식물·동물 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해 바다에서 생물의 생태를 알아내기도	
하는데,	이를 위해 생물들의 분포·생활사·생리 등을 연구하며 먹이망 내에서 생물	
간의 영양 역학적 관계를 조사하기도 한다.

해양화학연구자는 바닷물을 구성하는 화학 성분을 분석하고,	바다와 대기 그리고	
심해저 사이의 상호관계를 조사한다.	인간의 활동 때문에 생긴 해양오염 등도 연구	
분야다.	각종 정밀분석 장비를 이용해 해수 중에 들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와	
중금속 등 미량의 화학물질이나 영양염 등을 조사하며,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의 산성화 문제와 해수면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유출입 등이 새로이 떠오르는	
연구 분야다.

해양공학연구자는 기초과학적 측면보다는 공학적 측면에서 바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새로운 배를 설계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항만을 만들기도 하며,	바다에	
여러 가지 구조물을 설계하기도 한다.	또 바다에서 조류나 조석 간만의 차	그리고 	
파도와 수온 차이 등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발전소를 설계하기도 하며,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한다.	관련 기업
으로는 해양 및 자원개발 업체,	해저 석유개발 업체,	해양 구조물 설계 및 제작 회사,	
항만장비 개발 회사,	해양환경 관련 업체 등이 있다.

이들 해양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려면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데이터는	
여러 방법으로 얻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연구주제에 맞게 직접 바다에 나가서	
획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바다에 나가 연구하기 위해서는 대형	
연구선 이용 등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동안 대학기관이나 산업체에서는 비용 부담	
때문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근해 연구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대양연구의 경우 해외 연구자료나 누구나 사용하는 오픈소스 데이터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제 해양수산부의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덕에 독점적인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연구선 공동활용 사업이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산업화를 연계해 해양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나라의 해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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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이끌어 가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해양 관련 학과 학생들도	
승선해 첨단장비 운영이나 해양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제’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	해양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살아	있는	교과서	‘바다’를	직접	경험하며	성장하는	해양연구	전문인력
바다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바다만큼	좋은	스승은	없다.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위성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정밀한	데이터를	얻으려면	바다에	직접	나가는	
것이	제일이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를 통해 대학교 및 산업체 연구팀이 대양연구선인	‘이사부호’와	
‘온누리호’에 올라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

4년간 진행된 과제에는 총	225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각 연구팀은 교수를 비롯한	
연구소 연구원,	박사 후 과정,	학위 과정 중인 학생으로 구성됐다.	그중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에 있는 예비 전문가의 참여 비율은 과제 첫해
에는	52.8%였다.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의 비율이 높아져	2020년에는 전체	
참여 인원의	60%를 웃도는	35명의 학생이 과제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예비 전문가
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연도별	과제	참여	인원과	참여	학생	비율

　 2017 2018 2019 2020 합계

참여	인원(명) 53 47 67 58 225

참여	학생(명) 28 26 40 35 129

학생	비율(%) 52.8 55.3 59.7 60.3 57.3	

학생의	참여	비율만큼	승선	비율도	중요하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직접	
승선해 장비를 다루어 보고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처리하고 분석해 보는 경험은	
학생들이 해양 인재로 성장하는 데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017년 연구선 공동활용 연구과제를 통해 이사부호와 온누리호에 승선한 인원은	
22명이다.	이후	2018년에는	30명,	2019년에는	50명으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29명의 인원이 승선해 태평양과 인도양	
탐사를 안전하게 끝내고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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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과제	참여	인원	및	승선	인원의	비율

2017 2018 2019 2020 합계

참여	인원(명) 53 47 67 58 225

승선	인원(명) 22 30 50 29 131

승선	비율(%) 41.5 63.8 74.6 50 58.2

한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	제한된	예산과	한	연구팀만으로는 해양 물리,	화학,	
생물,	지질의 다양한 해양환경 변수를 모두 관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이사부호	공동활용 연구를 진행하는 타 대학팀 또는	KIOST	내부 연구원들
과의	공동연구가 필요하고,	타 분야의 연구 인력과 공동으로 승선해 관측조사를 진행
한다면 연구의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연구선은 각 항차에	
따라 다르지만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승선해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서로	
교류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얻은 경우가 많았다.

승선한	연구진의	의견
2018년과	2019년에	온누리호와 이사부호에 승선해 한·일 공동 프로젝트	‘한국	
Pacific Array	사업’을 진행한 서울대 이상묵 교수와 김영희 교수 연구팀의 연구원은	
연구선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전한다.	이 연구팀은	2018년에 태평양에서 가장	
오래된 해양판에 지진계와 자기계를 설치하고,	2019년에는 축적된 데이터를 취득
하기 위해 장비를 수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때 사용한 장비는 일본 대학에서	
개발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장비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연구의 메인 테마였는데,	일본의 장비 전문가들과 함께 승선한 덕에 그들이 장비를	
운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당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힘든 상황이었지만,	뛰어난	승무원들의 도움으로	
탐사 장비를 성공리에 수거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뛰어난	승무원의 배 운영과 서포트,	
좋은 장비,	연구자의 실력 등	3박자가 잘 맞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팀은	“앞으로도 장비가 갖춰지고 승선 기회만 주어진다면 아직	
관측되지 않은 다양한 지역의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의 장비를 보면서 장비개발의 필요성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또 인하대 박재훈 교수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KIOST의 연구자와 함께 승선하면	
학생들은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연구자들이 일하는 모습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인력 양성의 측면에서라도 연구선에 경험이 많은 연구원과	
다른 연구팀이 함께 승선해 서로가 공유하는 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해양 관련 분야는 점차 세분돼 가지만,	국내에는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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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경상대 김기범 교수는	“정부 지원 사업 및 기타 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연구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이들 인력이 전문인력으로 거듭나야 새로운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학문 간의 융복합도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조언했다.

이상적인	해양	인력	양성	모델
특히	‘한국의	스티븐	호킹’으로	불리는 이상묵 교수는	“해양 인력 양성에서는 연구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기술 전문인력과 공학 전문인력을 두루 양성해 해양 산업의	
기본 구조를 갖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말한 해양연구 전문인력은 연구 중심 대학이나 정부의 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양성된다.	해양수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도	
해양연구 전문인력을 기르는 좋은 방법이다.

또 해양기술 전문인력은 연구선의 운항이나 연구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는 인력을 가리킨다.	이들은 풍부한 실전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자
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있는 관측사 제도의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해	
이들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해양공학 전문인력은 공학 전문 기술을 활용해	해양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인력을 일컫는다.	공학 지식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해양학 분야를 접하면서	
다양한 장비 개발의 길이 열리는데,	공동연구나 공모전을 통해 해양공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완성된	이사부호는 첨단 해양조사는 물론 태평양과 인도양까지 진출해	
해양자원개발 지원 및 기후변화 연구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해양과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이사부호를 활용한 국제공동연구가 추진돼 개도국과의	
해양개발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한몫한다.	특히 해양연구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를 통해 박사과정과	
석사과정 등 많은 예비 전문가에게 현장을 경험케 하고 있다.
국내 해양과학이 다방면으로 발전해 나갈 초석이 하나둘 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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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대 서태평양 해양과 대기의 환경변화 연구	–
과거와 현재

			인간 활동이 북서태평양의		
탄소-질소 연계 순환에 미친 영향 연구

			국산 인공위성 추적 표류부이를 이용한		
인도양 표층해류 분포와 단주기 변동성 연구

			서태평양 저위도 해양-대기 환경변화 감시와		
과거변화 복원을 위한 대학 연합형 연구

			대양연구선에서의 수중글라이더 활용		
기술개발 및 태풍시기 해양의 열용량 변동		
특성 연구

			한국	Pacific	Array	사업:	가장 오래된		
해양판에서의 탄성파/전자기파 해저면		
장기 관측을 통한 판구조론의 미스터리 규명

			에디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생물학적 반응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20182017

개별 연구과제 	
소개



			필리핀해 내부조석파와 중규모와류		
변동성연구–내부조석파 집중 해역 관측

			세이셀레스-차고스 수온약층 언덕		
파일럿 시계열 관측 이니시어티브

				한국	Pacific	Array	사업:		
가장 오래된 해양판에서의 탄성파/전자기파		
해저면 장기 관측을 통한 심부구조 연구

			북서태평양 유기물 순환과정과 생지화학 이해:		
태풍 전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다중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태풍시기 해양의 난류 혼합과정 연구

			리유니온 플룸과 중앙인도양해령의 상호작용이	
해저지형 및 암석지구화학에 미치는 영향

			연구선 활용을 통한 외해 생물이용성농도		
측정법 개발

				북서태평양	빈영양 해역에서		
부유성 일차생산자 바이러스의 다양성과		
생태적 기능 연구

			고속회전식 수동형 채집기를 활용한		
자유용존상 난분해성 오염물질 측정

			북서태평양 빈영양 해역에서 유기물 순환과정과	
생지화학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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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해 동부해역 중규모와류의 계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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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평양 웜풀 환경변화를 위한 종합적인 탐사
열대 서태평양 해양과 대기의 환경변화 연구는 고기후 및 고해양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당 해역은 쿠로시오해류와 민다나오해류가 동북아사아와	‘The	Maritime	Conti-

nent’	해역으로 전파되는 근원이다.	따라서 민다나오해류가 지나는 서태평양 웜풀	
해역의 해류 변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서태평양 해역에서의 열 및 물질	
수송의 이해가 필수적임에도 민다나오해류의 시공간적 변동성 관측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열대 서태평양 해역은 해수면 상승이 최근 들어 전 지구	
해양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 해역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열대 서태평양 웜풀 지역에서의 해양-대기 상호작용 특성은 이 지역에서 해양	
및 대기 원격상관성을 통해 한반도 날씨 및 기후 변동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해양-대기 상호작용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이사부호를 이용해 해당 해역에서 해저퇴적물 시추와	CPIES	계류를 통한	
관측 등이 진행됐다.

해저퇴적물 시추와 계류 관측
이번 연구는 크게	3가지 목표로 진행됐다.	첫 번째는 과거 열대 서태평양 웜풀의	
시공간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북위	16°와	6°에서 해저퇴적물 시추를 진행했다.	
2개 정점에서 해저퇴적물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통해 해당 해역의 표층변화와 수온
약층 변화 및 심층수 변화를 복원하고자 했다.	두 번째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관련해 열대 서태평양의 해양순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북위	7°	라인	5개 정점에서	
CTD/LADCP를 이용한 계류 관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해수물성 및 유속을	
관측함으로써 민다나오해류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펌프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동성과 생물 펌프의 시공간 변동을 유발하는 기후 및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지역 해양 표층의	O2/Ar	연속 관측,	해양 환경 인자 동시		
관측,	해양 상층부 주요 화학 인자의 수직 분포를 관측했다.	세 번째는 열대 서태평양	
해양-대기 상호작용 특성의 이해와 더불어 이 상호작용 특성이 한반도와 어떠한	
원격상관성 특성을 갖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라디오존데	40개 이상을 활용해 고층에서	
관측된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들은 기존 축적된 관측자료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현장 자료를 검증하고 신뢰성을 확보했다.	서태평양 웜풀 조사는 전 지구적 대기의	
환경변화와 고기후 및 고해양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중위도 원격상관성 역학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주요한 자료가 될 것
이다.

열대 서태평양 해양과 대기의 환경변화 연구는 과거 열대 서태평양 웜풀 환경변화 연구를 위해 
해저퇴적물을 분석하고 현재 해양과 대기 환경 모니터링 관측을 시행한 종합탐사다. 이를 위해 
이사부호에 승선해 서태평양 해역에서 탐사가 진행됐으며, 이 연구를 위해 2017년 3월부터 12월
까지 약 10개월 동안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외부 연구인력 총 10명이 투입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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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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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작업(ADCP	및	sediment	trap)

현장 관측 	
개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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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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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Feb Mar April May Jun Jul Aug Sept Oct Nov Dec

기존 자료 수집 및 분석

PIES	장비 준비 및 수중 계류선 설계

승선 조사 및 수집 자료 처리 보정

승선 조사 자료 및		
기존 자료 비교·분석

보고서 작성 및 논문 발표/투고

Piston	이용 퇴적물 시추	1개 정점
16o	3.978′N,	124o	42.029′E

Piston	이용 퇴적물 시추	1개 정점
6o	31′N,	126o	30′E

Piston	이용 퇴적물 시추	1개 정점		
6o	20.814′N,	125o	50.890′E	(예비정점)

CPIES	3개 정점 투입		
7o	0.0′N,	126o	29.4′E;	
7o	0.0′N,	126o	45.0′E;	
7o	0.0′N,	127o	01.2′E

CPIES	2개 정점 투입		
7o	0.0′N,	127o	57.0′E;	
7o	0.0′N,	120o	0.0′E

1일 차

2일 차

3일 차

4일 차

5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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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Piston	Core	작업

연구 해역

4

기대	
효과

다각적인 종합 연구를 통한 다각적 효과 창출
이번 연구는 서태평양에서 해저-해양-대기에 대한 다각적인 종합 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서태평양 웜풀	IODP	시추퇴적물에 적용해 장기간 변화해 온	
시공간적 변동 복원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서태평양의 생물펌프와 해양 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근거로,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하여 인공
위성 기반의 서태평양 생물펌프 추정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열대 서태평양 웜풀 지역에서의 해양-대기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
는데,	이는 짧은 시간 규모에서 열대 서태평양 웜풀 지역에서 대기·해양 물리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해양 및 대기 모델의 물리과정 모수화를 개선하는 등 과학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사업에서 이사부호에 구비돼 있던 코어스캐너가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만일 이 장비가 없었더라면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데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렸을 겁니다. 

본 연구는 미국・독일・일본 등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국제적인 프로젝트인데, 기존에는 

타국의 시료자료에 의존했지만 이번에 우리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연구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국제적 포지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과제 사업이 

더더욱 의미 깊었습니다. 

Ocean-Atmosphere System Integrated Study (OASIS) : 
Past and Present in the Western Equatorial Pacific

Multi	core	작업

우리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연구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국제적 포지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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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활동이 북서태평양의  
탄소-질소 연계 순환에 미친 영향 연구
Anthropogenic impacts on the coupled cycles of carbon and 
 nitrogen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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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 탄소와 질소의 연계 순환을 파악하다
인간 활동의 영향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양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북태평양은 아시아 대륙으로부터의 물질 유입,	엘리뇨ENSO	등의 단기	
기후변동,	지구온난화와 같은 장기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그 변화가	
현저히 큰 지역이고,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아시아 지역과도 연계된 지역이다.	현재
의 이러한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들이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물질순환의 근간이 되는 핵심 물질들이 탄소와	
질소로 구성돼 있다는 점과 그 원소의 순환이 연계돼 있다는 측면에서 이 두 원소를	
중심으로 당면한 기후 및 해양환경 문제들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북서태평양의 탄소-질소 연계 순환에 초점을 두고,	해양환경 특성에	
따른 질소고정 속도의 변화 및 이것이 탄소와 질소의 생지화학적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부연구목표 설정과 함께	
이사부호를 활용해 북서태평양 연구 해역에서 승선관측 기간 중 수층 탄소 변수	
(alkaliniy,	dissolved	inorganic	carbon)	관측,	질소고정 배양실험,	대기 미세	
입자 시료 샘플링 및 실험 등을 진행했다.	

북서태평양의 탄소-질소 순환의 기초자료 확보 
이번 연구는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3차례에 걸쳐 이루
어졌다.	2017년	9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북서태평양	전역의 대기입자
성물질 시료를 확보했고,	10월 현장 조사에서는 수층무기탄소 시스템 인자관측과	
현장배양실험도 병행하여 질소고정과 대기침적에 의한 탄소순환의 연계변화를	
파악하고자 했다.	수층 시료는 유광층·혼합층 위주로 확보했으며,	대기침적은 이사
부호의 이동 경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시료를 획득했다.	질소고정과 관련해서는 연
구해역에서 해역환경 특성에 따른 질소고정 속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질소,	인,	
철,	대기침적 시료 등을 첨가하여 생물 반응을 보는 실험을	3정점에서 수행했다.	
대기침적 연구와 관련해서는 대기 시료의 무기특성 및 대기 이동궤적 분석을 통한	
기원지 파악을 수행했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침적이 해양의 신생산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했다.	해양대기침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박
을 이용한 현장 관측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확보
한 자료의 의의가 크다.	이번 연구에서	북서태평양의 탄소-질소 연계 순환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육상오염물질의 기원이 되는	질소오염물질의 대기수송과	
이어지는 해양으로의 침적,	해양질소순환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본 연구는 북서태평양의 탄소-질소 순환과 인간 활동이 이것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 분야의 과학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이사부호에 승선해 북서
태평양 해역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인천대학교 산학
협력단 내외부 연구인력 총 12명이 투입돼 진행됐다. 

1

연구	
개요

2

연구	
내용

인간 활동이 북서태평양의 	
탄소-질소 연계 순환에 미친 영향 연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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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내용 조사(활동)내용

대기침적 추정 	9월·10월·11월	3차례	현장조사	참여	및	시료	확보

현장 배양실험 10월 현장조사에 참여하여 3개 정점에서 수행

수층탄소시료 10월 현장조사에 참여하여 9개 정점 시료 확보

모두 크루즈 준비 및		
사전 조사

모두 크루즈 준비 및		
사전 조사

모두 크루즈 준비 및		
사전 조사

승선조사 및	
시료 분석

승선조사 및	
시료 분석

승선조사 및	
시료 분석

April May Jun Jul Aug Sept Oct Nov Dec

기초현장
자료확보

대기침적에
의한 

영향분석

대기침적의 
신생산 	
기여도

질소고정
북서태평양
탄소-질소
연계 순환

탄소순환

대기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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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oN
110oE 120oE 130oE 140oE 150oE 160oE

East Asia

Southeast Asia Pacific Ocean

2017.09.09~2017.09.29

2017.10.19~2017.11.09

2017.11.18~2017.12.07

핵심기술

요소기술

Target 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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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미래 기후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이번 연구는 북태평양 지역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해양의 생지화학적 과정에 대한	
이해와 미래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대한 북태평양의 반응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사부를 활용하여 첫걸음을	떼는 기초연구 중에 하나였다.	이사부호를 활용
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결과가 축적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기후
변화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환경과	
관련한 해양과학의	국가 상위 어젠다 달성에 기여해 해양과학 분야의 국가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진 연구인력 및 대학원생이 직접 대양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질소
고정에 대한 연구결과가	한 차례 발표됐고,	대기침적이 해양탄소순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논문은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2021년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Anthropogenic impacts on the coupled cycles of carbon and 
 nitrogen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Ocean

2017년 쿠로시오 조사에 참여한	KIOST	연구원들과	
동승한 인천대 및	포항공과대 연구진

CTD	투하를 진행하는 모습

이번 연구를 위해 탐사를 계획하고 현장탐사를 나갔는데, 생각과는 달리 태풍 및 열대 

저기압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열대 태평양 지역은 기후변화가 심해 

연구팀은 물론이고 승무원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항해 경험이 많은 

승무원분들 덕분에 무사히 탐사를 마치고 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제외하면 대양에서 현장탐사를 수행할 기회가 없어 더 많은 대양탐사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대양탐사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인천대학교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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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인공위성 추적 표류부이를 이용한 
인도양 표층해류 분포와 
단주기 변동성 연구
Surface currents and variability in the Indian Ocean using 
domestic satellite-tracked surface drifters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지오시스템리서치 장경일 외 12명

●	장경일	 ㈜지오시스템리서치
	 승영호	 ㈜지오시스템리서치
	 정정민	 ㈜지오시스템리서치
	 김성준	 ㈜지오시스템리서치
	 전형석	 ㈜지오시스템리서치
	 이호영	 ㈜지오시스템리서치
	 임종승	 ㈜지오시스템리서치
	 김민철	 ㈜지오시스템리서치
	 이태규	 ㈜지오시스템리서치
	 이한신	 ㈜지오시스템리서치
	 정영한	 ㈜지오시스템리서치
	 곽현영	 ㈜지오시스템리서치
	 이동규	 부산대학교

이사부호
2 0 17

인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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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의 광범위한 탐사
최근 연구에 의해 인도양이 전 지구적 기후변화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인도양은	Madden-Julian	Oscillation의 기원 해역이고,	세이셀레스-
차고스	thermocline	ridge를 중심으로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활발하며,	인도양		
수온 분포는 엘니뇨를 유발하거나 감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한반도 주변을	
포함한 동아시아 몬순에 영향을 미치는 등 해양학적으로 중요한 해양이다.	반면
에 대서양과 태평양에 비해 인도양에서의 해양관측 결과는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관측자료 확보를 통해 인도양과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해양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하여	<International	Indian	Ocean	Expedition	2>와 같은 국제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표류부이를 이용한 표층해류 관측의 경우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21개국에서 전 대양에 국제규격의 표류부이를 투하하고 있으며,	미국	
NOAA의 전 대양 표류부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인도양에서의 표류부이를 이용한 해류 관측은 다른 대양에 비해 미진한 상황이다.

인도양 탐사와 국산기술의 수준을 높이다
이번 연구는 산업체가 참여한 유일한 공동과제 연구로 두 가지 연구목표를 위해		
진행됐다.	첫 번째는 국제규격의 인공위성 추적 표류부이 국산화를 위한 현장 성능	
검증이었고,	또 하나는 표류부이를 이용한 인도양 표층해류 변동성과 수평확산		
연구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오시스템리서치에서 자체 개발한 표류부이	14대를	
비롯해 국제규격 표류부이	4대 등 총	22대의 표류부이를 인도양 연구해역에 투하	
했다.	표류부이 중	5대는 표류부이 이동 중에 수심	50m	혹은	100m까지의 수온을	
측정함으로써 표층해류와 함께 상층의 수온 구조까지 동시에 관측 가능한 수온
센서 장착형 표류부이였다.	표류부이의 성능 검증을 위해 동시에 투하한 국제규격	
표류부이와의 궤적 상호비교,	다양한 바람 조건하에서 표류부이가	바람의 영향을		
받는 정도 등을 계산하여 국제규격에 부합하는지 분석했다.	그리고 표류부이를	
이용해	인도양 표층해류 패턴과 관성주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기의 표층해류	
변동성을 파악했고,	특히	Mascarene	Ridge	해역의 내부파에 의한 해류의 단주기	
변동과	Madagascar	해협 서안경계류와 소용돌이 해류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동일한 위치에 투하한 복수의 표류부이 궤적으로부터 수평확산계수를 산정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 외에도 인도양 탐사 기간 중 획득한	CTD,	ADCP	자료를 분석
하여 상층 해류의 수평·수직구조 및 표면 혼합층 수심을 파악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제작된 인공위성 추적 표류부이를 이용해 전 지구적 기후변화를 
조절하는 인도양의 표층해류와 변동성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산‧학‧연 연구과제 중 기업체가 
참여한 연구로,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지오시스템리서치 내외부 공동연구
인력 총 13명이 투입돼 진행됐다.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오시스템리서치에서는 연구책임자 	
장경일 박사와 이호영 선임, 이숭지 전임 등 직원 3명이 2017년 7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KIOST 대양연구선 이사부호에 승선해 인도양 해역에서 표류부이를 투하하고, 선박장착 장비를 
이용하여 획득한 CTD, ADCP 자료 등을 분석했다. 

1

연구	
개요

2

연구	
내용

국산 인공위성 추적 표류부이를 이용한 
인도양 표층해류 분포와 단주기 변동성 연구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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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국내 구매,	해외 구매

조사

기존 연구 추가 검토

분해기법 연구

HYCOM	분석

OSCAR	자료,	위성자료 분석

Intrasesonal	변동 분석

진폭,	위상 특성 분석

Slab/해석모델 구축 및 활용,	비교 분석

몬순해류,	Wyrtki	jets,	적도해류 분석

바람 영향 분석

기존 연구 추가 검토 수평확산 분석,	
층별 구조 파악

바람 영향 분석

국제규격 부이와의 궤적 비교

구축 운용,	가시화,	자료 내림받기 기능

Jan Feb Mar April May Jun Jul Aug Sept Oct Nov Dec

표류부이
  제작 및 구매

현장조사 및
표류부이 투하

해류 패턴,
  변동 분석

실시간 운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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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관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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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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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류부이 
제작 및  운용

  현장 투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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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층해류 
변동과 확산 분석

• 결과 보고서
• 	운용시스템 

소프트웨어

• 결과 보고서
• 논문 투고

• 결과 보고서
• 논문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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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이끌어내다
총	22대의 표류부이를 투하하여 최장 약	8개월간 표류부이 추적이 이루어져	
열대 인도양 해역 표층해류의 계절변화까지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국산 표류부이의	
문제점도 일부 발견돼 제품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	특히 이번 연구 이후 개선된	
수온센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정확도에 대한	
인증을 받았으며(인증번호	KMI	제18호),	개선된 수온센서 장착형 표류부이는 이후	
KIOST에 납품하여 북태평양 해역에서 사용된 바 있다.	현재는 태풍 통과 때 같은	
극한 해상상태에서도 장시간 관측이 가능하도록 제품의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루
어진 상태다.	본 사업의 과학적 성과는 국내학술대회(2건)와 국제학술대회(1건)에	
발표했고,	이 외에 특허출원	1건(출원번호	10-2018-0091995)과 표류부이 추적	
가시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저작권 등록(등록번호 제	C-2017-03130호)	실적을	
도출했다.	인도양과 같은 대양에서의 시험은 장시간에 걸친 표류부이의 운용성을	
파악하고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 산업체로서는 매우 귀중한	
기회였으며,	이 기회를 통해 정확도 높고 내구성이 강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큰 성과였다.	

기상 상태 실시간 파악과 관측정점 조정 등을 위한	
선상회의 참석

인도양 시험에서 사용된 국산 표류부이(오른편)와	
수입품인 국제규격 표류부이(가운데)

Surface currents and variability in the Indian Ocean  
using domestic satellite-tracked surface drifters

이번 과제에서 산업체로는 저희 업체가 유일하게 참여했습니다. 이사부호를 이용해 

대양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표류부이를 시험할 좋은 기회였고,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쓰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과학은 관측기술과 장비 및 플랫폼의 수준이 

국가의 해양과학 수준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산업체가 

참여한다면 대양의 과학적 연구와 병행하여 국내 해양과학기술력이 크게 도약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내 해양과학기술력이  

크게 도약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오시스템리서치 장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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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평양 저위도 해양-대기  
환경변화 감시와 과거변화 복원을 위한  
대학 연합형 연구
University collaborative research : present and past ocean and 
atmosphere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low-latitude western 
Pacific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한국해양대학교 이경은 외 12명  

●	이경은	 한국해양대학교
	 배시웅	 한국해양대학교
	 고태욱	 한국해양대학교
	 김령아	 한국해양대학교
	 이일택	 한국해양대학교
	 백찬엽	 한국해양대학교
	 하헌준	 인하대학교
	 정윤호	 인하대학교
	 채정엽	 인하대학교
	 구아영	 인하대학교
	 이인희	 부산대학교
	 신동엽	 부산대학교
	 이동원	 한양대학교

이사부호
2 0 18

서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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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평양 과거 환경 복원과 현 해역 관측
이번 연구는 크게 서태평양의 과거 복원과 현재의 모니터링이라는 두 가지 연구	
목표를 세우고 진행됐다.	먼저 과거 복원은 플리아스토세 서태평양 저위도 웜풀의		
변동성을 복원해 지난	300만 년간 진행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서태평양 웜풀의	
시공간적 변화를 추정하며 이와 함께 열대 서태평양 표층 변화,	수온약층 변화,	
심층수 변화를 복원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해당 해역의 현재 모니터링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빈영양 해역의	1차 생산 변화를 이해하고,	민다나오해류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유발하는 물리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연구팀은 이를 위해	2년 전		
이 지역에 계류했던	CPIES를 성공적으로 회수하고,	수층별	유공충을 채집하며	
CTD	관측 등을 진행했다.	

다자간 협력 체계로 이루어진 종합적인 탐사
이번 탐사연구는	4개 대학의 협력 연구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이사부호에 장착된	
멀티빔,	Sub	Bottom	Profiler를 이용하여 연구지점 주변의 해저지형 및 수심과		
해저면 이하 약	50m의 지층구조를 정밀하게 탐사했다.	이 외에도 한국해양대	
연구팀은 유공충의 종별 서식 깊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부호에 장착된	MOC-

NESS를 이용하여 플랑크톤을 채집하고 인하대학교 연구팀은	2년 전 계류된	
CPIES를 성공적으로 회수하였다.	또한 인하대팀에서	2개 정점에서의 멀티코어		
심해 표층퇴적물을 획득함으로써	Multi-corer를 이용한 해저표층퇴적물 특성 파악		
및	Erosion	Chamber	분석을 진행했다.	부산대학교 연구팀은	Underway	system/	
EIMS를 이용한 표층 순군집생산량의 연속 관측과	CTD/MIMS를 이용해 총일차
생산량과 순군집생산량,	군집호흡량을 수층별로 관측했다.	이때 순군집생산량의	
연속 관측을 위해 평형기 주입식 질량분석기를 이용했고,	군집호흡량 관측을 위해	
박막주입식 질량분석기와	O-18	배양법을 결합하여 선상에서 일차생산 주요 인자
들을 분석했다.	한양대학교 연구팀은 열대 서태평양 지역의 경계층 내부에서의 집중
관측을 통한 해양-대기 상호작용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Radiosonde를 이용한 대기	
관측을 진행했다.

서태평양 저위도 해양-대기 환경변화 감시와 과거변화 복원을 위한 이번 연구는 2017년 선행된 
연구에 이어 고기후 및 고해양 연구를 위해 열대 서태평양 해역의 해양-대기 상호작용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 대학이 참여해 다자간 협력 연구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대학교, 
인하대학교, 부산대학교, 한양대학교 연구진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이사부호에 승선해 인도양 
해역에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했다.

1

연구	
개요

2

연구	
내용

서태평양 저위도 해양-대기 환경변화 감시와 과거변화 복원을 위한 	
대학 연합형 연구75



현장 관측 	
개요

3

연구 	
Inside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Jan Feb Mar April May Jun Jul Aug Sept Oct Nov Dec

필리핀	EEZ		
허가 신청 및 완료

관측 장비별 탐사 준비

O-18	배양 및 분석법 개발

열대 서태평양 경계층 내부에서의 해양-대기 상호작용 이해 및	
연직 대기 구조의 연별·계절별 변화 특성 파악

심해퇴적물의 퇴적 역학적
거동 프로세스 규명

이사부호 현장관측 및 자료분석

-		Giant	Piston	Core	이용 최대	30m	퇴적물 시추	1개 정점	
(Site	GPC1,	16°	4.2’N,	124°	42.7’E)

-	Multi-core	sampler	이용 심해 표층퇴적물 시추	1개 정점

-		MOCNESS	이용 수층별 유공충 채집	
(코어 정점 주변)

-	CTD	full	cast

-		Multi-core	sampler	이용 심해 표층퇴적물	1개 정점(MP2)
-		수중음향 통신을 이용하여 지난	1년간의	CPIES	계류 자료 획득	
(MP2,	MP3,	MP4,	MP6	정점)

예비일		

예비일

이동 중 연속적인	underway	system	사용 관측
이동 중 및	GPC	정점 연속적인	Radiosonde	관측

1

2

3

4

5

이동 중		
연속관측

수심	3,000	m

수심	0-50,		
50-70,	70-90,		
90-110,		
110-130,		
130-150,		
150-170,		
170-200,		
200-300,		
300-400	m

정점 사용 장비 및 작업 내용 소요시간 비고

GPC1
멀티빔,	Sub-bottom	profiler를	활용한	
GPC1정점 주변 해저지형 및 지층 정밀탐사 6시간

GPC1 Multi-core를 활용한 표층퇴적물 시료 채취 3시간 약	3,000m

GPC1 MOCNESS를 활용한 코어 정점 주변 수층별 유공충 채집 12시간

GPC1 CTD	casting(full	depth) 3시간

GPC1 라디오존데 관측 24시간

MP2 Multi-core	및 표층퇴적물 채취 4시간 약	6,000m

MP2
Benthos	Deck	unit,	Hydrophone,	
CPIES	계류장비 수중음향 통신 3시간 약	6,000m

MP3
Benthos	Deck	unit,	Hydrophone,	
CPIES	계류장비 수중음향 통신 3시간 약	5,800m

MP4
Benthos	Deck	unit,	Hydrophone,	
CPIES	계류장비 수중음향 통신 3시간 약	4,000m

MP6
Benthos	Deck	unit,	Hydrophone,
	CPIES	계류장비 수중음향 통신	 3시간 약	4,8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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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시료 채취 및 분석 작업

연구 해역

4

기대	
효과

대학 연합형 연구를 통한 다각적 효과 창출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에서 해저-해양-대기의 다각적인 종합 연구를 수행했는데,	
연구결과는 과학적 측면에서 서태평양 웜풀	IODP	시추퇴적물에 적용해	장기간	
변화해 온 시공간적 변동 복원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위성 관측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민다나오해류 변동의 장기 시계열 작성에 활용될 것이다.	여러 대학이	
참여해 다자간 협력 연구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열대 서태평양	
웜풀 지역에서 대기·해양 물리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해양 및 대기 모델의 물리과정	
모수화를 개선하는 등 과학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한 연구였다.

University collaborative research :  
present and past ocean and atmosphere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low-latitude western Pacific

MOCNESS	작업(플랑크톤 채취)

 이번 연구사업은 4개 대학에서 공동으로 진행된 연구였습니다. 

해양과학은 흔히 ‘융합’의 과학이라고도 불리는데, 해양과학이 지닌 특성상 하나의 

영역에서 해양을 연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탐사연구는 4개의 대학에서 분야별 연구를 공동으로 탐사하고 

연구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보완・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으며, 만족할 만한 

연구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기존 연구를 보완・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으며,  

만족할 만한 연구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이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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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연구선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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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경북대학교 박종진 외 7명  

●	박종진	 경북대학교
	 김동영	 경북대학교
	 최은지	 경북대학교
	 김남준	 경북대학교
	 최은영	 경북대학교
	 김은정	 경북대학교
	 정화은	 경북대학교
	 정윤호	 경북대학교

이사부호
2 0 18

북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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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해양 관측에 특화된 무인로봇의 일종인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해 태풍시기의 해양 
열적 구조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무인해양관측망 구축 운용 기술 개발을 위해 진행됐다. 이는 태풍에 
대한 심층적인 해양의 반응 연구에 필수적인 관측 기술을 위한 것으로, 경북대학교 해양무인기 
운용지원센터 연구팀이 이사부호에 승선해 북태평양 해역에서 약 10일간 관측을 수행했고, 관련 
연구는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됐다.

1

연구	
개요

2

연구	
내용

수중글라이더로 첨단 해양무인관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태풍의 강도가	세지고	태풍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태풍이 해양의 심층으로 열을 공급하는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심층적인 해양의 반응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태풍에 의해 해양이 어떻게 반응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반세기 이상 이어져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제한된 관측
으로 인해 수치모델링에 의존하거나 선박을 활용한 관측에 의존해 왔다.	이런 이유로	
태풍에 의한 해양 반응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어려웠고,	태풍 강도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관측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기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해양	
관측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하기 위해 기본적인 운용 기술을 개발
하고 검증하는 연구를	이번에	국내 최초로 진행했다.	본 연구는 대양연구선에서 수중
글라이더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북서태평양에서 위치 유지virtual	

mooring	제어 시험을 실시하는 한편	태풍이 빈번하게 지나가는 해역에서	물성의 시공간	
분포 관측과 내부파 전파 특성 등을 연구함으로써 수중글라이더 운용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무인로봇으로 해양 관측의 영역을 개척하다
이번 연구는 대양연구선에서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하기 위한 운용 기술을 개발하고	
관측된 해양의 열적 분포 변동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수중글라이더 운용성을 검증
하기 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북서태평양 해류 환경 조사와 해양 물성 조사		
등과 같은 운용 환경 분석을 수행하고,	이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북서태평양 해역에		
적합한 부력 조정 기술을 개발했고,	운용 환경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임무 설계를 진행했다.	또한 대양연구선에서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하기 위해	
일반 관측선에 비해 건현이 높은 이사부호에서의 투하·회수 기술을 개발했고,	운용 중		
비상상황 대처를 위한 통신 시스템 구축도 진행했다.	개발한 기본 운용 기술을 검증
하기 위해 수중글라이더는 북서태평양에서 위치 유지virtual	mooring	제어를 통해 표층
부터 수심	800m까지 시계열 관측을 수행했으며,	수중글라이더에서 수집된 북서
태평양 시계열 관측 자료에서는 내부조석파가 뚜렷하게 나타날 정도로 정밀한 수온과	
염분 시계열 자료가 수집됐다.	대양연구선에서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대양연구선에서의 수중글라이더 활용 기술개발 및 	
태풍시기 해양의 열용량 변동 특성 연구79



수중글라이더를 동시 운용하는 이사부호 관측 모습

연구 해역

현장 관측 	
개요

3

연구 	
Inside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Jan Feb Mar April May Jun Jul Aug Sept Oct Nov Dec

북서태평양	수중글라이더 운용 환경 조사 및	
항법 알고리즘 개발 설계

수중글라이더		
virtual	mooring	실해역 시험

수중글라이더로부터 해류 산출 기술 개발 및		
준관성주기 내부파 분석

대양연구선에서의 수중글라이더		
기본 운용 기술 개발

태풍시기 해양의 열용량 변동 특성 연구

난류 측정 센서 수조 시험을 통한		
운용 기술 개발

소요일자 조사(활동)내용

1
수중글라이더	
투하

2~10
수중글라이더	
관측

11
수중글라이더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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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탐사를 위한 회의 모습수중글라이더 투하 모습

4

기대	
효과

신개념 관측기술과 가능성 확대
이번 연구는 선진국에서 앞다투어 구축하고 있는 무인 해양관측망의 핵심적	기기인	
수중글라이더를 이사부호에서 그리고 북서태평양에서 성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태풍 예측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대양 열적 환경 모니터링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더구나 선진국에서는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해		
해양 물리적 변수뿐 아니라 센서를 통한 생물 및 화학적 현상의 정밀한 관측도 진행
하고 있어,	태풍 등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바다의	생물이나 화학적 작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 사업을 통해 개발된 수중글라이더 운용 기술을 활용해	해양연구선과	
수중글라이더를	연계하는 최첨단 연구선 운용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추후 연구선에서 수중글라이더를 동시에 운용할 경우 한 번 출항으로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국내의	대양연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수중글라이더를 이용한 관측기술 개발은 상대적으로 현장관측	
자료가 부족한 해역에서 수중글라이더 관측을 통해 많은 양의 자료 확보가 가능해
지며,	관측된 자료는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연구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외에 이번 연구는 후학양성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학생들이 최첨단 관측 장비를	
탑재한 이사부호에	올라	우리나라 해양과학의 최전선 탐사현장에서 연구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현장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Development of underwater glider operation technology in open ocean and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heat content change induced by typhoon 

이번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수중글라이더라는 무인해양관측 

로봇을 이사부호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세계 

해양과학은 수중글라이더를 중심으로 한 무인관측 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많은 자료를 

얻는 연구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해양무인기를 대양에 투하해 

10일간 관측을 성공시킨 첫 사례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양에서 무인관측의 

새 장을 열었고, 대양에서의 수중글라이더 운용을 위한 중요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관측 시험 결과를 통해 수중글라이더의 유용성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태풍 연구를 위한 무인관측 시스템 구축 방안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해양무인기를 대양에 투하해 

10일간 관측을 성공시킨  

첫 사례였습니다. 

경북대학교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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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Pacific Array 사업:  
가장 오래된 해양판에서의 탄성파/전자기파
해저면 장기 관측을 통한 판구조론의 미스터리 
규명
Korean Pacific Array Project: Solving the Mystery of Plate 
Tectonics by Conducting Long-Term Seismic/Electromagnetic 
Observations on the Oldest Oceanic Plate Seafloor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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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Pacific Array 사업은 이사부호를 이용해 한·미·일 공동 차세대 해저 지구물리 관측망
(Pacific Array) 사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관측망 구축을 위해 
이사부호를 이용해 2018년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태평양에서 11일간 진행됐으며, 
35 대의 해저면 광대역 지진계와 전자력계를 투하하고, 1년 후 다시 새로운 지역에서 회수 및 
투하하면서 진행하는 장기 연구계획의 첫 시작점이었다. 

1

연구	
개요

2

연구	
내용

판구조론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공동연구
이번 연구사업	‘Pacific	Array’	탐사는 태평양판 해저 전반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진행한 국제 프로젝트다.	이 탐사는	2014년 미국	IRIS	워크숍에서 논의된 후 일본·
미국·유럽 등 세계 선도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2016년
부터 참가하고 있다.	판구조론은 지구과학을 혁명적으로 전환시킨 중대한 패러다임
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몇 가지 난제 또는 미스터리가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암석권·연약권의 경계Lithosphere-Asthenosphere	Boundary,	일명		
‘LAB’에 관한 것이다.	Pacific	Array	탐사는 이	LAB	관측과 관련해 이사부호를	
사용해 해저에	16개의 지점을 설정한 뒤 지점마다 광대역 해저면 지진계BBOBS,	

Broadband	Ocean	Bottom	Seismometer와 전자력계OBEM,	Ocean	Bottom	Electro-Magnetometer를		
하나의 관측망으로 구성해 운용하는 연구사업이다.	본 연구는	2018년	11월에	
‘Oldest-1’으로 표시된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 해저면 관측을 실시하고	2019년	11월에	
장비를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는 판구조론의 대표적 미스터리인 암석권·
연약권의 경계와 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학문적인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이사부호 활용으로 태평양 판구조론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한국	Pacific	Array’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일본 동경대 지진
연구소팀과 함께 이사부호를 활용해 태평양의 가장 오래된 해양판에	20여 대의	
광대역 해저면 지진계 그리고	15대의 해저면 전자력계를 설치했다.	이 연구에 일본
팀은 첨단 해저면 관측장비를 가지고	승선료를 직접 지불하며 참여했다.	2018년	
연구는 서태평양 해당 해역에서	11일간 진행됐는데,	2019년 관측장비 회수와	
함께 탐사를 종료하고 현재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지진파를 이용한	LAB에	
대한 연구는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LAB	연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전기적·자기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지진파 탐사에 비해 아직 연구가 깊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연구는 태평양판	Oldest-1에 전자력계를 관측망으로 구성함으로써	
그동안 깊게 진행되지 않았던 전자력계를 이용한 분석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 Pacific Array 사업: 가장 오래된 해양판에서의 
탄성파/전자기파 해저면 장기 관측을 통한 판구조론의 미스터리 규명83



A-2	배치 전	OBEM	및	BBOBS

연구 해역

연구 일정

4

연구 	
Inside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Jan Feb Mar April May Jun Jul Aug Sept Oct Nov Dec

제안서 작성 및 해당 도서국가에 해양탐사허가 신청

장비 부산항 선적
예전 자료를 이용한 워크숍	및 교육 진행

Oldest-1	지역에 대한 실해역 탐사 및 장비 투입

탐사에 앞서 해저면 장비 점검

일차 조사(활동)내용 비고

1 OL04	BBOBS	OBEM	–	설치	7hr,	이동(248	nm) 2	BBOBS,	1	OBEM

2 OL09	BBOBS	OBEM	–	설치	7hr,	이동(234	nm) 2	BBOBS,	1	OBEM

3 OL10	BBOBS	OBEM	–	설치	8hr,	이동(433	nm) 2	BBOBS,	2	OBEM

4 OL11	BBOBS	OBEM	–	설치	7hr,	이동(195	nm) 2	BBOBS,	1	OBEM

5 OL08	BBOBS	OBEM	–	설치	8hr,	이동(300	nm) 2	BBOBS,	2	OBEM

6 OL12	BBOBS	OBEM	–	설치	6hr,	이동(189	nm) 2	BBOBS,	1	OBEM

7 OL06	BBOBS	OBEM	–	설치	6hr,	이동(140	nm) 2	BBOBS,	1	OBEM

8 OL03,	OL01	BBOBS	OBEM	–	설치	6hr,	이동(134	nm) 3	BBOBS,	2	OBEM

9 OL02	BBOBS	OBEM	–	설치	6hr,	이동(118	nm) 1	BBOBS,	1	OBEM

10 OL05	BBOBS	OBEM	–	설치	6hr,	이동(174	nm) 2	BBOBS,	1	OBEM

11 OL07	BBOBS	OBEM	–	설치	6hr 2	BBOBS,	1	OB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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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ific Array 사업에 참여한 연구진

4

기대	
효과

국제적 위상과 국내 해양과학을 발전시키는 단초
Pacific	Array	탐사 연구는 국제 학술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표되는 논문은 세계적 저널에 실려 우리나라의 과학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판구조론의 중요한 미스터리인 암석권·연약권 경계를 해양판에서	
정확히 밝히고 그 특성을 알아냄으로써 지구과학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연구집단들과의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이사부호라는 새로운	대양연구선을 활용해	
우리나라가 그동안 몇몇 선진국들의 독무대였던 순수 기초 지구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데도 활용될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이사부호의 폭넓은 활용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나라가 해결해 가는 주도적인	
모습을 과시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광대역 정밀 지구
물리탐사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자체 기술력 확보 및 개발의 시발점으로 활용돼	현재	
자체 기술개발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번 국제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실용적 측면
에서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과거의	R&D	형태에서 벗어나 선진국다운 연구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Korean Pacific Array Project: Solving the Mystery of Plate Tectonics  
by Conducting Long-Term Seismic/Electromagnetic Observations on the Oldest Oceanic Plate Seafloor

대형 연구선 이사부호는 우리나라 해양과학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해양지구물리와 관련해 우리보다  

월등한 장비와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일본 동경대학교 연구팀이 자진해서  

선박료를 지불해 참여했습니다.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는  

우리 해양과학의 수준을 높이고 해양과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과학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상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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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생물학적 반응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New paradigm for biological response on  
eddy's physical characteristics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부산대학교 이상헌 외 12명   

●	이상헌	 부산대학교
	 조영헌	 부산대학교
	 강재중	 부산대학교
	 이재형	 부산대학교
	 이다빈	 부산대학교
	 조나은	 부산대학교
	 민준오	 부산대학교	
	 주희태	 부산대학교
	 박진구	 부산대학교
	 김대원	 부산대학교
	 이종석	 부산대학교
	 김명현	 부산대학교
	 김덕수	 부산대학교

이사부호
2 0 18

서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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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의 특성을 규명하다
에디는 해양의 중요한 물리적 특성 중 하나로,	주변 수괴의 생화학적 물질 재분배를	
통해 해당해역의 환경 특성을 결정한다.	특히 주요 에디 형태(시계방향,	반시계방향)에	
따른 해역의 수평·수직적 수주구조의 차이는 해양생태계의 기초 먹이공급원인 식물
플랑크톤의 군집 구조,	기초생산력,	신생산력,	생리상태 등의 변동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번 연구는 서태평양에 위치한 필리핀해에서 위성 및 저고도 시스템,	현장 관측	
자료의 결합을 통한 해양 에디의 물리적 특성과 그에 따른 환경 특성의 변동을 규명
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에디의 변동에 따른 생물학적 반응,	에디 생태계 관측 위성	
알고리즘,	에디의 발달 특성에 따른 생물학적 펌프biological	pump의 심층 수송량 산출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에디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생물학적 반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했다.

에디의 물리적 특성과 생물학적 반응 연구를 위한 다각적 분석
이번 연구에서는 필리핀해 서부해역에 분포하고 있는 뚜렷한 중규모의 사이클로닉	
에디와 안티사이클로닉 에디를 조사해	에디의 물리적 특성과 생물학적 반응을 연구
했다.	이를 위해 해당 연구 해역에서	CTD를 사용해 주요 물리 인자(수온·염분 등)를	
측정하고 생물 기본항목(POC,	chlorophyll-a	등)과 식물플랑크톤 기초생산 및 신생산을	
측정했다.	이를 위해	16개의 연구 해역 정점에서 수심별로 해수 시료를 채취해 이를		
분석했다.	크게	4개의 연구목표를 세우고 진행됐는데,	첫 번째는 에디의 물리학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수면 고도 및 해수면 온도,	클로로필 농도를	
파악하고 원격 탐사로 기반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에디의 수평·수직 분포도를 확보해	
에디 탐지 및 구조를 파악했다.	두 번째는 에디의 물리학적 특성 변동에 따른 식물	
플랑크톤 생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는 이번 탐사에서 채취한 식물플랑크톤을	
현장에서 관측해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을 통해 생태 특성자료를 도출했다.	세 번째는	
위성 해색 알고리즘을 활용한 에디 생태계 연구로,	생태계 연구를 위한 위성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관측값을 바탕으로 위성 자료를 검·보정하여 에디 생태계 연구를 위한		
새로운 위성 해색 알고리즘을 도출했다.	마지막 네 번째 연구목표는 에디의 물리적	
특성 변동에 따른 생물학적 펌프 수송량 평가인데,	이를 위해 현장관측 자료를 바탕
으로 유광층 내 생산량을 산출하고 이 결과값을 통해 생물학적 펌프의 수송량을 산출
했다.	부산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중 위성 자료를 활용해	
필리핀해역에서 시기별 에디의 발달과 규모,	공간적 분포에 대한 사전 조사와 에디	
발달 해역에서의 영양염 농도,	식물플랑크톤 생물량 및 일차생산,	신생산 변동 특성 등	
사전 분석자료를 현장관측 자료와 함께 비교·분석해 진행했다.

해양에서 에디는 매우 중요한 해양학적 열쇠를 쥐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해양 에디의 발달 
단계 및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생물학적 반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연구를 진행했는데, 8월부터 9월
까지 28일간 이사부호 항해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필리핀해 서부해역의 조사해역 정점에서 연구
조사를 진행했다.

1

연구	
개요

2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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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측 	
개요

3

연구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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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May Jun Jul Aug Sept Oct Nov Dec

저고도 원격 탐사를 이용한		
해양 에디 주변부의 정밀 관측 및 영상 처리

입자추적을 이용한		
해양 에디 탐지

문헌 조사를 통한 에디와		
생물학적 변동 사이의 상관관계 자료 수집	

에디 해역의 생화학적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에디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생화학적 반응 사전조사

현장관측을 통한		
에디 해역의 생화학적 자료 수집

현장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보정

에디 생태계 연구를 위한 새로운 해색 알고리즘 도출

에디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생화학적 변동 분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물학적 펌프 심층 수송량 산출

해양 에디의 생성부터 소멸까지의		
발달 단계 및 특성 파악

해양 에디 특성별 분류 및 사례별 생태학적 영향 평가

에디의 물리적 
특성 파악

위성을 활용한 
에디 생태계 연구

위성을 활용한 
에디 생태계 연구

에디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생화학적 반응 
변동 파악

해양 에디 생태계 관측 및 연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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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해역

4

기대	
효과

필린핀해 에디 특성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다
이번 연구로 위성 기반 입자추적을 통해 산출된 해양 에디 특성에 대한 장기적
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는 필리핀해역 내에서 수행되
는 물리·생물학적 상호작용에 관한 모든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저고도 원격 탐사 시스템을 적용해 이를 평가함으로써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필리핀해의 광역적 관측 자료를 마련했다.	본 연구 결과는	2020년	10월	
AGU(ADVANICING	EARTH	AND	SPACE	SCIENCE)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해양 분야에	<Weak	Response	of	Biological	Productivity	and	Com-

munity	Structure	of	Phytoplankton	to	Mesoscale	Eddies	in	the	Oligotro-

phic	Philippine	Sea>라는 제목으로 논문이 발표돼	국제적 호응을 이끌어 냈다.

New paradigm for biological response  
on eddy's physical characteristics

이사부호의 기관실 투어 후 인증샷 식물플랑크톤 배양 실험

해양에서 에디는 중요한 생태학적 역할을 합니다. 해양에서 에디는 종류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탐사를 해 보니 에디의 발달 단계나 강도에 따라 생태학적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해양 에디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관측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부호는 우리 해양과학자들에게 그 자체가 엄청난 장비이고,  

학문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부호는  

우리 해양과학자들에게  

그 자체가 엄청난 장비이고, 

학문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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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해 내부조석파와 중규모와류  
변동성 연구–내부조석파 집중 해역 관측
Variability of internal tides and mesoscale eddies in the 
Philippine Sea – Observation in the internal tide focal region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인하대학교 박재훈 외 7명

●	박재훈	 인하대학교
	 최영석	 인하대학교
	 전찬형	 인하대학교
	 서준영	 인하대학교
	 채정엽	 인하대학교
	 구아영	 인하대학교
	 정윤호	 인하대학교
	 이강녕	 인하대학교

이사부호
2 0 19

서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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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해 내부조석파 관측시스템 구축
전 지구 기후와 관련된 해양 컨베이어 벨트Ocean	Conveyer	Belt를 구성하는 자오면		
순환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에서 내부파에 의한 해양혼합이 상·하층 간 열교환을	
활발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해양 내부파의	
생성·전파·소산 과정에 대한 연구는 기후변화의 연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수행돼	왔고 현재도 수행되고 있지만,	내부조석파의		
생성·전파 특성의 기작과 내부파의 소산에 의한 해수 혼합의 물리적 과정 등은	
아직도 규명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역에서의 내부조석파	
관측을 목적으로 한 현장관측은 거의 전무했다.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필리핀해
에서 국내 연구진의 주도로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중규모
와류의 변동성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서태평양 필리핀해		
북위	17°,	동경	140°	부근 해역에서	PIESPressure-recording	Inverted	Echo	Sounder	4대,	
CPIESCurrent	and	Pressure-recording	Inverted	Echo	Sounder	1대를	1년간 계류시키기 위한 작업과	
CTD/LADCP	관측을 시행했다.	

관측시스템 구축을 통한 내부조석파 변동 메커니즘 규명
이 해역은 마리아나 아크Mariana	Arc에서 생성된 반일주기 내부조석파가 집중돼	강한	
내부조석파가 존재하는 해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북적도해류를 따라		
다양한 형태의 중규모와류가 마리아나 아크를 넘어 서쪽으로 전파되는 이 해역의	
와류들이 내부조석파의 생성해역과 전파해역의 성층 조건을 변화시켜 다양한 내부
조석파 전파 특성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한 데서 출발했다.	이에 해당 해역에	
5개 정점을 설정하고 내부파와 해양 성층 변화 관측에 특화된	PIES	4대와	CPIES	
1대를 내부조석파 집중 해역에	1년 이상 장기간 투입하여 이 해역에서의 내부
조석파 변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조석파의 전파 특성을 관측하기로 했다.	
이 작업을 통해 해저면에서 표층까지의 왕복음향전달시간의 시계열 관측 자료를	
획득하고,	왕복음향전달시간 관측자료 중	48시간 이하 변동 자료는 내부파 해석에	
이용하고	48시간 이상 변동 자료는 중규모와류 변동성 해석에 활용한다.	해저압력
센서는 태평양의 바람과 기압 변화에 따른	Basin	scale의	Barotropic	response를	
계측하고	CPIES를 이용한 해저 유속자료는 깊은 수심까지 전달된 준관성진동현상을	
관측한다.	연구팀은 필리핀해 내부조석파 관측 시스템 구축 외에도 중규모와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번 연구는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내부 연구인력 
총 8명이 투입된 가운데 필리핀해 동부 반일주기 내부조석파 집중 해역에서 이루어졌다. 이 해역
에서 내부조석파 변동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관측해 중규모와류의 변동에 기인한 내부조석파 
변동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탐사연구로, 이사부호를 사용해 2019년 12월에 4일간 진행됐다.

1

연구	
개요

2

연구	
내용

필리핀해 내부조석파와 중규모와류 변동성 연구– 	
내부조석파 집중 해역 관측91



연구 해역

현장 관측 	
개요

4

연구 	
Inside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Jan Feb Mar April May Jun Jul Aug Sept Oct Nov Dec

PIES/CPIES	정비,	테스트 및 운송

해수면 고도 자료,	자료동화된 수치모델 결과 획득 및		
분석을 통한 중규모와류의 장·중·단기 변동성 파악

PIES/CPIES	투입을 위한		
현장관측 준비 및 관측 참여

보고서 작성

IP01	정점	PIES	투입,	Deep	CTD/LADCP,	IP02	정점	PIES	투입,		
Deep	CTD/LADCP,	IP03	정점	PIES	투입

IP03	정점	Deep	CTD/LADCP,	IP04	정점	PIES	투입,		
Deep	CTD/LADCP,	IP05	정점	CPIES	투입

IP5	정점	Deep	CTD/LADCP,		
2시간 간격	Shallow	CTD/LADCP	(1000	m)	

예비일

1일 차

2일 차

3일 차

4일 차

로드아일랜드대학교 해양대학원

현장관측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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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내부조석파 연구를 통한 기후모델 제시
이번 연구 자료는 내부파를 고려한 해양 혼합 및 순환의 모수화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자료로,	단기 및 장기간에 걸친 기후예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내부파에	
의한 해양 혼합 및 물질순환의 정량적 평가 자료가 일반 고해상도의 해양순환 모델
뿐만 아니라 미래 기후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연구자료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후 모형들은 내부파 등의 프로세스를 대부분 무시하고 있거나	
간단한 모수화로 대체하고 있는데,	내부파에 의한 정확한 해양 혼합 모수화는 새로운	
기후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연구는 국제적 관심이 높은 내부파의	
생성·전파·소산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현장관측 자료가 거의 없는 연구해역에서	
내부파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여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후
변화와 연관된 필리핀해에서의 이번 연구결과 자료는 국가 경제·산업 분야의 기후
변화 적응과 관련한 비용 절감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Variability of internal tides and mesoscale eddies in the Philippine Sea 
– Observation in the internal tide focal region

PIES를 투하하기 전에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관측자료 분석을 위해 한데 모인 연구팀

우리 팀이 연구하는 내부조석파 연구는 이번 연구선 과제가 아니었으면  

연구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필리핀해에서 내부조석파를 위한 관측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연구는 우리 연구팀에 이 해역의 내부조석파 특성 연구에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특히 이 해역에서 1년 이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에 국제적 수준의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연구는  

우리 연구팀에 이 해역의 

내부조석파 특성 연구에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인하대학교 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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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셀레스-차고스 수온약층 언덕 
파일럿 시계열 관측 이니시어티브
Seychelles-Chagos Thermocline Ridge Pilot Time-series 
Observation Initiative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서울대학교 남성현 외 13명

●	남성현	 서울대학교	
	 박재형	 서울대학교	
	 노수연	 서울대학교	
	 이승우	 서울대학교	
	 이호준	 서울대학교
	 최연	 서울대학교	
	 나한나	 서울대학교
	 김찬미	 서울대학교	
	 박경애	 서울대학교
	 박지은	 서울대학교
	 우혜진	 서울대학교
	 박재진	 서울대학교
	 김희영	 서울대학교
	 이지현	 서울대학교

이사부호
2 0 19

 인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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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 기후변동에 집중한 연구조사
세이셀레스-차고스 수온약층 언덕 파일럿 시계열 관측 이니시어티브 연구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중장기 기후변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열대 인도·태평양	
웜풀warm	pool	해역의 워커순환과 해들리순환을 조사함으로써 그동안 미진했던 인도양		
기후변동을 조사하는 연구다.	세이셀레스-차고스는 인도양 내에서 상층 열용량이	
가장 낮은 독특한 해역이지만,	그동안 접근성의 제약으로	1957~1965년에	‘제1차	
국제인도양탐사’만 진행됐다.	이후	50여 년이 지난	2019~2020년에서야	‘제2차	
국제인도양탐사’가 진행되며 해당 해역에 대한 관측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주도의 인도양 관측 운용 프로그램은 추진되지 않았고,	이번 탐사 연구를	
통해 국제 인도양 관측망 기여도를 높이며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중장기 기후
변동 예측력 향상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축적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서인도양 세이셀의 용승 구조 및 강도 그리고 열대 인도양 기후의 변동 특성 상관성을	
규명하고	세이셀레스-차고스 수온약층 언덕SCTR	해역의 특성을 정량화하며,	세이셀레스-
차고스 수온약층 언덕	해역에 한국형 연속 시계열 관측소Station	K	파일럿 계류선을	
설치하기 위한 현장 탐사 작업이 진행됐다.

정확한 관측을 위한 파일럿 시계열 설치
이번 연구는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이사부호에서 현장 승선 관측과 함께 파일럿	
시계열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먼저 승선 관측은 연구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파일럿pilot	시계열 계류선subsurface	mooring을 설계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과거 자료를		
분석해 최적의 센서 운용 수심을 결정하고 계류 안정도 분석을 통한 계류선 설계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계류 위치인	Station	K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폐곡선	
형태의 항적을 따라 연구장비(ship	ADCP,	 lowered	ADCP,	CTD,	uCTD)를	
사용하여 고분해능 수온·염분 및 유속을 측정하고 인공위성을 통해 얻은 해표면	
수온 자료의 보정을 위해 이동형 복사 수온을 측정했다.	그리고 파일럿 시계열은	
시계열 계류 장비인	PIES를 계류 위치 인근 선박에 장착한 후 다중음향측심기로	
해저 지형을 조사했다.	이를 위해 계류 센서sensor	drift	보정을 위한 센서 부착,	계류	
현장 해상풍과 표층 해류에 의한 선박 드리프트 측정 및 계류선 계류,	PIES	계류,	
계류 후 음향조사를 통한 계류선 및	PIES	정밀 위치 확인 등이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현장탐사 이후 승선조사 수집 자료의 수렴·발산 분석을 통한 세이셀	용승 구조 분석,	
인공위성 원격탐사,	재분석장,	인도양 관측망(RAMA,	ARGO,	etc)	자료를 분석	
하는 한편	이 자료를 토대로 세이셀	용승 구조와 그 변동 분석에 관한 학술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열대 서인도양 세이셀레스-차고스 수온약층 언덕(Seychelles-Chagos Thermocline Ridge, 
SCTR) 구조 특성 파악 및 파일럿(pilot) 계류선을 통한 시계열 자료 획득을 위해 이사부호 승선 
관측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연구에는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서울대학교 산학
협력단 내외부 연구인력 총 14명이 투입됐다.

2

연구	
개요

3

연구	
내용

세이셀레스-차고스 수온약층 언덕 	
파일럿 시계열 관측 이니시어티브95



연구 해역

현장 관측 	
개요

4

연구 	
Inside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Jan Feb Mar April May Jun Jul Aug Sept Oct Nov Dec

기존 자료 수집 및 분석

PIES	장비 준비 및 수중 계류선 설계

승선 조사 및 수집 자료 처리 보정

승선 조사 자료 및		
기존 자료 비교 분석

보고서 작성 및 논문 발표/투고

월 주차 조사(활동)내용

2월

1~2주 차

K1	정점 도착.	CTD/LADCP/IR	SST	관측
K1	정점에서	K2	정점 이동 중	UCTD/SADCP	관측
K2	정점 도착.	CTD/LADCP/IR	SST	관측
K2	정점에서	K3	정점 이동 중	UCTD/SADCP	관측

3주 차

K3	정점 도착.	CTD/LADCP/IR	SST	관측
K3	정점에서	K4	정점 이동 중	UCTD/SADCP	관측
K4	정점 도착.	CTD/LADCP/IR	SST	관측
K4	정점에서	K1	정점 이동 중	UCTD/SADCP	관측

3월
1~2주 차

K1	정점 도착.	CTD/LADCP/IR	SST	관측
K1	정점에서	Station	K	정점으로 이동	Station	K	정점 도착.		
계류 센서	calibration	CTD	cast
다중음향측심기(MBES)	지형 조사
파일럿 계류선,	계류장비,	PIES	준비

3~4주 차 Station	K	정점에서	drift	test(wind	and	current)	파일럿 계류선 계류,	
PIES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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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세이셀레스-차고스에서 미래를 준비하다
이번 연구는 한반도를 포함한 전 지구적 기후변동에 미치는 열대 인도·태평양의	
표면 수온과 해당 용승 생태계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원양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도양을 대양	
시험장거점(test-bed)으로 삼아 차세대 대양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후속	
세대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인도양 주변국들과의 과학 외교적	
영향력 증대 및 기후변화 대응책 등 사회적 측면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밖에	우리나라가 인도양 관측 시스템의 열대 서인도양 감시 능력을 강화
하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연구 해역에	
대한 각종 수치모델의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도 있다.	

Seychelles-Chagos Thermocline Ridge Pilot  
Time-series Observation Initiative

한국형 연속 시계열 관측소(Station	K)	파일럿 계류선을 설치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모습

이번 연구에서는 인도양 기후변동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이사부호를 통해  

인도양 정점해역에서 현장관측과 함께 파일럿 시계열을 설치했습니다.  

연구를 위해 해당 해역의 과거 자료를 분석하는 등 사전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를 통한 현장탐사가 없었으면 엄두조차 

내지 못할 연구였습니다. 이번 현장탐사가 더욱 의미 깊었던 것은 대양을  

직접 경험한 학생들이 해양과학에 대한 꿈을 더 깊게 새겼다는 점입니다.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를 통한 

현장탐사가 없었으면  

엄두조차 내지 못할  

연구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남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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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Pacific Array 사업: 가장 오래된 
해양판에서의 탄성파/전자기파 
해저면 장기 관측을 통한 심부구조 연구
Korean Pacific Array Project: Deep Earth structure by long-term 
seismic/electromagnetic observations on the oldest oceanic 
plate seafloor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서울대학교 김영희 외 14명

●	김영희	 서울대학교
	 이상묵	 서울대학교
	 김광희	 부산대학교
	 장성준	 강원대학교
	 김은영	 서울대학교
	 김호겸	 서울대학교
	 강현선	 서울대학교
	 장효인	 서울대학교
	 홍길벗	 서울대학교
	 박준용	 서울대학교
	 배준형	 서울대학교
	 윤지나	 서울대학교
	 임호빈	 서울대학교
	 	Vincent Clement	 서울대학교
	 Pham Ngoc Kien	 서울대학교

온누리호
2 0 19

서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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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에서 가장 오래된 태평양판을 관측하다
‘Pacific	Array’는 국제 프로젝트로,	태평양판 해저 전반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해저면에	
여러 지점을 설정한 뒤 해저면 지진계와 자력계를 하나의 관측망으로 구성하여 운용
하는 프로젝트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의 현장 탐사를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가장 오래된 태평양판에서의 지구		
물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구 심부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국내 대학	
연구팀과 일본 동경대학교 연구팀은	2018년에	12대의 광대역 해저면 지진계와		
7대의 전자력계로 구성된	‘Oldest-1	Array’	관측망을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태평양
판에 설치했다.	2019년에는	온누리호를 사용해	2018년에 설치된 장비를 모두 수거
하는 데 성공했다.	취득한 지진계 및 자력계 자료는 태평양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 자료로,	궁극적으로 판구조론의 중요한 미스터리인 암석권lithosphere과 연약권
asthenosphere	경계 부근의 지구물리학적 특성을 밝히는 데 사용된다.

태평양판의 지진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	2019년에 수행된 연구에서는 오래된 서태평양	‘Pigafetta	Basin’	일대에	
설치된	‘Oldest-1	Array’에서 관측된 지구물리 자료를 활용해 태평양판 하부 암석권-
연약권 경계부Lithosphere-Asthenosphere	Boundary,	LAB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했다.	암석권		
아래 존재하는 연약권(지하	100~400㎞의 범위)은 맨틀 상부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줄어드는 구간이다.	LAB에서는 높은 압력과 온도로 인해 암석의 일부가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진파의 속도가 감소하고,	판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LAB는 여러 조건에 의해 지진파 속도가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10%)	
탐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LAB는 판구조론에서 판(암석권)의 이동과 맨틀 대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연구가 충분치 않다.	이처럼	
아직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LAB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태평양판의 가장	
오래된 지점에서 약	6,000m	깊이의 해저면에 지진계와 자력계를 설치하고 약	1년의	
관측 기간을 가졌다.	획득한 관측 자료를 통해 지진의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해양지각과 상부 맨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다.

이 과제는 2018년에 선행된 ‘Pacific Array 사업’의 2차연도 수행사업이다. 이 연구 사업은 
2018년에 구축된 ‘Oldest-1 Array’를 구성하는 12대의 해저면 지진계와 7대의 전자력계의 수거, 
관측 자료 취득 및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 6명과 일본 동경대학교 연구진 5명이 
온누리호에 승선해 2019년 10월 26일부터 15일간의 현장 탐사를 통해 총 19대의 장비를 전량 
회수했다. 

1

연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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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Pacific Array 사업: 가장 오래된 해양판에서의 탄성파/전자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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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Feb Mar April May Jun Jul Aug Sept Oct Nov Dec

타 공개 해저면 지구물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법 검토 및 습득

탐사 준비 및 실시

2018년	Oldest-1	Array에서 관측된 자료 처리

소요 일자 조사내용

1
OL02로 이동
BBOBS	회수

2
OL05로 이동
BBOBS	회수

3
OL04로 이동
BBOBS	회수

4
OL08로 이동
BBOBS,	OBEM	회수

5
OL07로 이동
BBOBS,	OBEM	회수

6
OL11로 이동
BBOBS,	OBEM	회수

소요 일자 조사내용

7
OL12로 이동
BBOBS,	OBEM	회수

8
OL10으로 이동
BBOBS,	OBEM	회수

9
OL06으로 이동
BBOBS,	OBEM	회수

10
OL09로 이동
BBOBS	회수

11
OL03으로 이동
BBOBS	회수

12
OL01로 이동
BBOBS,	OBEM	회수

	1년간 관측을 수행한 해저면 지진계를 회수한 연구팀

2019년 탐사에 참여한 연구팀과	승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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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국내 해양과학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제 연구 교류 선도
‘Oldest-1	Array’를 통해 확보한	1년간의 자료로	가장 연령이 높은 태평양판에서의	
지진 발생과 그 하부 구조를 규명하고 있다.	매우 안정적일 것이라 예상했던 태평양
판의 관측망 내부에서 규모	3~4에 해당하는 지진이 발생함을 확인했고,	지각 하부
에서	LAB	깊이까지의 지진파 속도 모델을 산출했다.	연구팀은 취득한 자료가 가장	
오래된 해양판의 생성 및 진화 그리고 이곳에서의 지진 발생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주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팀은	‘Pacific	Array	사업’을 준비하면서,	또 사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외 대학과	
긴밀한 연구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해저 지구물리 관측망 한‧일 공동 구축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2017년에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했고,	사업 기간 및 후에도 국제 학회	
세션을	3회 공동 진행했으며,	지난	5월에는 국제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연구 사업을	
통해 해저 지구물리 분야의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고 국제 공동연구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해양과학연구선을 활용하여 향후 해외 및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해저면 지구물리 관측망을 대비하는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	

Korean Pacific Array Project: Deep Earth structure  
by long-term seismic/electromagnetic observations on the oldest oceanic plate seafloor

해저면 지진계를 회수하고 있는 연구팀과 온누리호	승무원들

이번 승선은 지난 2018년에 설치한 지진계와 자력계를 모두 회수해 약 1년간의  

관측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당시 탐사에서는 항해 내내 태풍의 

영향권에 있어 승무원 또한 멀미에 시달릴 정도로 파도가 높고 날씨가 좋지 못했으며, 

항해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연구원의 단합과 승무원분들의 도움으로 모든 장비를 수거하여 성공리에 연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연구원의 단합과 

승무원분들의 도움으로  

성공리에 연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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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 유기물 순환과정과  
생지화학 이해 :  
태풍 전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Understanding organic matter cycling and the influence of 
typhoon in the northwest Pacific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서울대학교 황점식 외 12명

●	황점식	 서울대학교	
	 나태희	 서울대학교
	 류영진	 서울대학교
	 김규범	 서울대학교
	 조형미	 서울대학교
	 한희준	 서울대학교	
	 서호종	 서울대학교	
	 서준형	 서울대학교	
	 김지현	 서울대학교	
	 함도식	 부산대학교	
	 이인희	 부산대학교
	 신동엽	 부산대학교
	 권소연	 부산대학교	

이사부호
2 0 19

서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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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	물질 순환을 밝히기 위한 탐사
대양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빈영양 해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일차생산량으로	
인해 실험 방법에 따라 자가영양 대 종속영양 등 물질대사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10년 이상 빈영양 해역의 물질대사 상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해역
이다.	북서태평양은 해양 대순환의 종점에 가까운 곳으로 생지화학적 성격의 규명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이 해역에서 이렇다 할 연구가 수행된 예가 거의 없다.	현재	
전 세계	35개국의 과학자가 참여하고 있는 해양 생지화학 분야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	
‘GEOTRACES’	등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에서조차 북서태평양 빈영양 해역 탐사를	
수행한 적이 없다.	하지만 곧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황점식 교수 연구팀은	
이 해역의 연구를 선점하고 생산될 용존유기탄소,	휴믹유색용존유기물,	입자 중	
미량 금속의 농도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북서태평양의 생지화학적 물질 순환을 이해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자 했다.	

첨단 기법을 도입한	북서태평양	생지화학적 변화 특성 연구
이번 탐사 연구는	북서태평양의 유기물 순환과정과 생지화학을 이해하기 위한	
탐사로 북서태평양 북위	17~22°,	동경	126~134°	사이의 해역에서 시료 채취와		
선상 연구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빈영양 해역의 생물생산량(총생물생산량,	순군집
생산량,	군집호흡량)을 첨단 기법을 활용하여 정량화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장비의 운용이 용이하고 분석 효율을 높인 박막주입식 질량분석법을 도입했다.	
북서태평양 해수의 생지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층의 영양염,	용존유기탄소	
농도와 방사성탄소 함량,	유색용존유기물의 분포 및 형광특성을 동시에 측정했다.	
연구팀은 현장탐사에서 먼저	20여 개 정점을 설정하고 로젯을 이용하여 해수 시료를		
채취했다.	이어 미량금속 분석을 위하여	Niskin-X를 이용해	3~4개 정점,	상부	
800m	수층의	6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했다.	채취한 시료는 대용량 해수 여과기
(Large	Volume	In-Situ	Filtration	Unit,	McLane	Lab.)를 사용하여 수층의 입자	
시료를 채취했는데,	총	3~4개 정점에서	1회에 여과기	2기를	2시간 동안 운용하며	
200리터 이상의 해수를 여과했다.	이번 연구는	KIOST의 본 과제와 정점을 공유
하고	KIOST	본 과제의 물리해양학적 연구결과와 융합함으로써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공동승선을 통해 연구선 활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이번 연구는 비교적 연구가 덜 수행된 북서태평양 빈영양 해역에서 생물생산, 해수와 입자의 생지
화학적 특성과 순환을 이해하고 태풍과 같은 물리적 요인에 의한 상부 수층의 생지화학적 변화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2019년 2월부터 연구가 진행됐고, 8월부터 이사부호를 
사용해 북서태평양에서 약 한 달간 조사가 이루어졌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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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사용 장비 및 조사 내용

1 대용량 해수여과기 운용 입자 시료 채취

2 대용량 해수여과기 운용 입자 시료 채취

3 Niskin-X	채수기 운용	trace-metal	clean	해수 채수

정점 사용 장비 및 조사 내용 소요	시간

정점	1
(가칭)

대용량 해수여과기 운용
:	한 번에	2기의 여과기를 운용하며	1일 총	5회 운용

4시간	×	5회	=	20시간	
소요

Niskin-X	운용
:	수심	800m까지	6기의 채수기 운용	 4시간 소요

정점	2
(가칭)

대용량 해수여과기 운용
:	한 번에	2기의 여과기를 운용하며	1일 총	5회 운용

4시간	×	5회	=	20시간	
소요

Niskin-X	운용
:	수심	800m까지	6기의 채수기 운용	 4시간 소요

정점	3
(가칭)

대용량 해수여과기 운용
:	한 번에	2기의 여과기를 운용하며	1일 총	5회 운용

4시간	×	5회	=	20시간	
소요

Niskin-X	운용
:	수심	800m까지	6기의 채수기 운용	 4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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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 조사/사전 연구
-	승선 연구 계획 수립

승선 연구

시료 분석 및 자료 해석

학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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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북서태평양	생지화학 이해의 진보
이번 연구는 전 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연구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은 국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 시류로,	강한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적인 기후 예측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북서태평양의 생지화학 물질 순환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이를 파악함으로써 북서태평양의 생지
화학 이해를 진보시키고 향후 태풍으로 인한 탄소 순환의 반응이 기후변화 모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논문을 작성 중에 있으며,	발표될 연구는	SCI급 논문으로 국내 연구 수준 향상 및	
대외 인지도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Understanding organic matter cycling and the influence of  
typhoon in the northwest Pacific

이사부호에 설치돼	있는	CTD

북서태평양의 물질 순환을 규명하는 탐사가 우리나라 해양연구선 이사부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그간 뒤처져 있던 해양과학 분야의 수준과 위상을 끌어올리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특히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형식으로 대양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해양과학이 지닌 융복합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진과 후학인재들이 대양에서 해양과학의 미래를 밝혀 나가길 

기대합니다.

그간 뒤처져 있던  

해양과학 분야의  

수준과 위상을 끌어올리는 

견인차가 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황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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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태풍시기 해양의 난류 혼합과정 연구
Turbulent mixing characteristics in the upper and deep ocean 
during typhoon passage: Applications of underwater gliders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경북대학교 박종진 외 5명 

●	박종진	 경북대학교	
	 임세한	 해군사관학교
	 김동영	 경북대학교
	 최유준	 경북대학교
	 최은영	 경북대학교
	 김봉준	 경북대학교

이사부호
2 0 19

인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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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해양 무인관측 선도적 시스템 구축
해양 무인관측기기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며 무인관측기기에 최적화된 해양 관측	
센서들도 다양하게 개발돼	왔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무인관측기기를 함께 운용
하여 다양한 해양 현상을 관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류로 볼 때,	이사부호와 같은	
대형연구선에서 수중글라이더를 동시에 운용하게 되면,	해양관측에서 필수적인	
수온·염분에 대한 양질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한 번의 출항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자료의 시공간 영역을 크게 넓힐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난류 센서 탑재 및	
센서 운용 기술을 개발해	북서태평양	실해역에 적용함으로써 이제까지 확보하지	
못했던 태풍시기의 혼합과정과 생물 기원 혼합과정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세계 최초로	
수집할 가능성을 여는 연구다.	경북대학교 해양무인기 운용지원센터 연구팀은 현장	
탐사에서 수중글라이더에 난류 측정 센서인	MicroRider를	탑재하여 난류 혼합 관측과	
2기의 수중글라이더를 동시에 운용하는 운용 시험을 실시하며,	수중글라이더 운용	
기술 고도화를	꾀했다.

수중글라이더 운용 고도화와 해양 혼합과정 이해를 위해
다중 수중글라이더 활용과 태풍시기에 발생하는 해양의 난류 혼합과정을 파악
하기 위한 이번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는 대양연구선
에서	2기 이상의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하기 위한 운용 기술을 고도화하는 연구다.	
대양연구선인 이사부호에서의 수중글라이더 활용 가능성을 높여 이사부호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서 보다 많은 수의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하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최종목표를 설정했다.	두 번째는 북서태평양에서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해 태풍시기에	
열적 구조와 난류 혼합과정을 파악하는 연구다.	2018년 선행 연구를 통해 이사부호
에서의 수중글라이더 운용 시험 및	Virtual	Mooring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수됐으므로	
태풍과 같은 악기상 환경하에서 해양의 열적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해양 혼합과정 자료를 획득함으로써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해양 중상층부	
혼합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해양자료 획득을 연구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중층 동물플랑크톤의 대규모 수직 이동에 의한 혼합 강화 과정 연구다.	
선행 연구를 통해 대규모 수직 이동이 이사부호 관측 실험 중에 확인됐는데,	이렇게	
수중글라이더 관측을 통해 얻은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생물체 기원 혼합 연구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종 연구목표를 설정해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이사부호와 같은 대양연구선의 관측능력을 높여 효율적으로 대양을 관측하고 탐사
하기 위해 시작됐다. 무인관측로봇인 수중글라이더 선단을 활용하기 위한 운용 기술의 고도화 
및 전문 운용 인력을 양성하고, 북서태평양에서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난류 혼합 관측과 태풍
시기에 열용량 변동 및 중층 동물플랑크톤의 대규모 수직 이동에 의한 혼합 강화 과정 연구를 위해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진행됐다.

1

연구	
개요

2

연구	
내용

다중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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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해역

현장 관측 	
개요

3

연구 	
Inside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Jan Feb Mar April May Jun Jul Aug Sept Oct Nov Dec

북서태평양	수중글라이더 운용 환경 조사 및		
항법 알고리즘 개발 설계

냔류 측정 센서 탑재 기술 개발 및 수조 시험

북서태평양	최적화 임무 설계

다중 수중글라이더		
실해역 시험

수중글라이더 난류 센서 자료 처리 기술 및	
혼합도 산출 기술 개발

태풍시기 해양 상층부 열적 구조 및		
열용량 변동 분석

조사해역 정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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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해양탐사 장비 분야의 새 장을 열다
국내 최초로 대양연구선에서 다중 수중글라이더 운용 기술을 고도화하여	2기의	
수중글라이더를 손상 없이 성공적으로 운용하는 데 성공했다.	다수의 수중글라이더를	
동시에 운용하는 기술의 확보는 연구선을 활용한 관측 자료의 시공간 범위를 크게	
확장시켜 대양연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수중글라이더 부력 조정	
알고리즘을 고도화하여 수중글라이더 투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수중글라이더 선단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기술을	
확보했다.	해당 기술은 많은 수중글라이더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로,	최첨단 연구선 운용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태풍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북서태평양 환경에 대한 장기간의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추후 태풍	
경로와 강도 예측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Turbulent mixing characteristics in the upper and deep ocean during typhoon passage:  
Applications of underwater gliders

수중글라이더를	투하하기	전 기념촬영을 한 경북대학교 연구팀

미래 해양 관측은 로봇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이미 

무인관측시스템을 도입해 해양 관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인관측 시스템은 

연구선과 연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인관측시스템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연구선의 

장비를 통해 비교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양 

관측의 경우 연구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측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해양 무인관측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래 해양 관측은  

로봇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북대학교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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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유니온 플룸과 중앙인도양해령의  
상호작용이 해저지형 및 암석지구화학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interaction between Reunion plume and Central 
Indian Ridge on bathymetry and MORB geochemistry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서울대학교 박정우 외 3명 

●	박정우	 서울대학교
	 	Clement Vincent	 서울대학교
	 최성준	 서울대학교
	 김종욱	 KIOST

이사부호
2 0 19

인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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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중앙해령을 탐사하다
중앙해령(Mid-Ocean	Ridge;	MOR)은 대표적인 활동성 화산시스템으로서 지구	
표면의 약	60%가 중앙해령에서 형성된다.	맨틀 플룸mantle	plume은 하부맨틀에서	
연약권 상부로 상승하는 열 이상대로 다른 화산시스템들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보이는 해양지각을 형성한다.	이번 연구는 인도양의 휴양지인 리유니온과 모리셔스와		
같은 화산섬을 형성하는 맨틀 플룸이 리유니온뿐만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인도양중앙해령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플룸이	중앙
해령	및 상호작용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 지역
에서 플룸-해령 상호작용plume-ridge	interaction은 이들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연구는 플룸-	해령 상호작용이	인도양중앙해령의 해저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마그마의 조성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인도양중앙해령	중앙부
(남위	8~19°)에 대해 이미 연구한 경험이 있는	KIOST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플룸-해령 상호작용이 끝난 이후의 진화과정을 연구
이번 연구의 탐사지역인	인도양중앙해령	중앙부는	KIOST	연구진에 의해	기본적인	
지구물리학적-지구화학적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돼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는	
KIOST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해양지각의 형성 및 플룸-
해령 상호관계에 대한 모델을 검증하고 재해석하는 데 중요성을 두었다.	다른지역
에서 수행된 맨틀-플룸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상호작용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플룸-해령 상호작용이 끝난 이후의 진화과정을 연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에 특수성이 있다.	이번 연구는 첫 번째 연구목표인	인도양
중앙해령의 플룸-해령 상호작용이	인도양중앙해령	해저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하기 위해 판의 이동방향과 해령 세그먼트의 기하학적인 관계에 따른 해령 축 수심의	
변화와 측심데이터의 변화를	파악하고	Leading	edge	effect	모델의 검증에 들어
갔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인 플룸-해령 상호작용이	인도양중앙해령으로 인한 마그마의	
조성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중앙해령	세그먼트 내부에서 생성되는 현무암의 지구
화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Hotspot	leading	edge	effect	모델의 검증을 진행했다.	
2019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인도양	13-14°S,	66-67°E	부근에서	25개의	
정점을 설정하고 수심	3,500~4,000m에서 현무암 채취와 측심데이터를 확보했는데,	
이사부호에 장착돼	있는 고성능	dynamic	positioning과	multibeam	sonar	장치를	
이용해	원하는 위치에서 정확하게 시료를 채취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인도양중앙해령에서 기존에 제시된 플룸-해령 상호작용(plume-ridge interaction)의 
모델을 테스트하고 해양지각을 형성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박정우 교수 팀은 2019년 7월 인도양에서 
이사부호를 사용해 승선 탐사를 5일간 진행했다. 

1

연구	
개요

2

연구	
내용

리유니온 플룸과 중앙인도양해령의 상호작용이 	
해저지형 및 암석지구화학에 미치는 영향111



현장 관측 	
개요

3

연구 	
Inside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인도양중앙해령에서 채취한 현무암 시료 현무암 시료 채취 위치

정 점 사용장비 및 작업 내용 장비별 소요시간 비고

1	-	15
segment	5의	중앙해령	현무암	
시료 채취 및 측심데이터 획득

Dredge	(deploy	–		
sampling	–	
recovery)	총	4시간

수심	3,500	~	4,000	m	
기준

16	-	25
segment	4의	중앙해령	현무암	
시료 채취 및 측심데이터 획득

Dredge	(deploy	–		
sampling	–	
recovery)	총	4시간

수심	3,500	~	4,000	m	
기준

Jan Feb Mar April May Jun Jul Aug Sept Oct Nov Dec

탐사 및 시료 채취

측심데이터 취합 및 재해석

암석지구화학 데이터 수집 및 지구화학 분석

결과 해석 및 논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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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해역

4

기대	
효과

해양지각의 진화에 대한	이해도 높여
이번 탐사 연구로 획득한 결과를 통하여 플룸에 의한	중앙해령	해저지형의 변화와	
해양지각의 진화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일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조사
지역인 인도양중앙해령에서 리유니온 맨틀 플룸과는 상이한 또 다른 맨틀의 존재가	
확인됐다.	이것이 최근에 프랑스 연구진에서 제시한 또 다른 맨틀 플룸에 의한 영향
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박정우 교수 팀은 이번 조사지역의	
북단에 위치한	중앙해령을 연구할 계획이다.

Influence of interaction between Reunion plume and  
Central Indian Ridge on bathymetry and MORB geochemistry

탐사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팀

대략적인 탐사 경로

이번 인도양중앙해령 연구는 대양에서 현장탐사의 기회를 갖는다는 자체만으로도 

대학연구팀으로서는 큰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통해 이사부호가 세계적 

연구선임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이사부호에 장착돼 있는 

dynamic positioning과 multibeam sonar 장치를 이용해 원하는 위치에서 정확하게 

시료를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부호의 수준 높은 장비가 아니었다면 시료 채취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사부호의 수준 높은 장비가 

아니었다면 시료 채취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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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선 활용을 통한  
외해 생물이용성농도 측정법 개발
Development of Method to Detect Cfree on  
Offshore Using Research Vessel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경상대학교 김기범 외 4명

●	김기범	 경상대학교
	 정해진	 경상대학교
	 장유리	 경상대학교
	 정다영	 경상대학교
	 지호빈	 경상대학교

온누리호
2 0 19

남해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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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형채집기를 사용한 국내 최초의 해양 오염물 연구
국내 연구 분야 중 대기 분야에서는 수동형채집기Passive	Sampler,	PS가 폭넓게 사용
되고 있지만 담수나 해양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수동형채집기에 관해서는 실내		
실험에서만 연구가 수행돼 왔다.	따라서 해양 현장에서 수동형채집기를 활용한	
측정과 관련해 국내 연구사례는 없다.	이번 연구는 수동형채집기를 사용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해	
최초로 시도됐다.	수동형채집기가 가진 평형분배의 원리를 이용해 생물이용이	
가능한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한 것이다.	기존의 시료채집기를 이용해 인근 연안의	
해수나 퇴적물을 측정하는 기존 연구방법과 달리 이번 연구는 수동형채집기를	
이용해 초저농도의 난분해성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조사 시점의 농도가 아닌	
조사 기간 중 평균 농도Time-weighted	average	concentration를 측정함으로써 기존의 방법
으로 분석하기 힘든 초저농도의 자유용존상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측정했다.	수동형
채집기 측정은 온누리호의 윈치 및 기타 장치를 이용해	운항 중 수동형채집기 장치
Passive	Sampling	Device,	PSD를 해수에 잠긴 상태에서 예인함으로써 난분해성 독성오염
물질을 흡수시켜 해수 중 자유용존농도Freely	dissolved	concentration,	Cfree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개념 생물이용성농도 측정법
이번 연구는 온누리호의 이동경로 내에서 항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수동형	
채집기가 장착된 장비를 활용해	다양한 해역에서의 난분해성 오염물질의 생물	
이용성농도Cfree	값을 측정했다.	최근 해외 연구팀들은 연안해역에서 부표 및 고정
시설물에 연결해	수동형채집기를 설치하거나 특수하게 제작된 수동형채집기를	
잠수사가 직접 해저퇴적물에 설치해	해수와 퇴적물 공극수에서의 생물이용성농도	
값을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외해에서는 수동형채집기를 설치할 고정
시설물이 없거나 존재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선에 수동형채집기를 장착하여 외해에서 오염 농도를 측정
할 수 있는 장치Passive	Sampling	Device,	PSD를 설계했다.	또한 짧은 시간에 오염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연구선에 예인용	PSD를 설계하고 제작했다.	이 외에도 연구선 속도에	
따른 실행보정물질Performance	Reference	Compounds,	PRC을 사전에 첨가시켜 초저농도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했는데,	이번 연구 수행기간	중	수동형채집기의 예인이 필요
없는	‘고속회전식 수동형 채집기’를 제작해	예비실험을 동시에 수행했다.

생물이용성농도 측정법 개발 연구는 수동형채집기를 사용하여 외해 해양환경에서 난분해성 
오염물질 생물이용성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난분해성 오염물질 중 
생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함이다. 이번 연구는 온누리호를 
사용해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1

연구	
개요

2

연구	
내용

연구선 활용을 통한 	
외해 생물이용성농도 측정법 개발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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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4

연구 	
Inside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Jan Feb Mar April May Jun Jul Aug Sept Oct Nov Dec

연구선 활용 가능한 PS 설치 개발

다양한	POPs의	PRC	선정 및		
제거율을	이용한	Cfree	산출

현장 적용

자료해석 / 논문 및 
보고서 작성

A동형채집기를 투하하고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연구팀

온누리호에 탑승한 경상대학교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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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친환경적인 실험법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측정방법은 오염 정도가 심각한 국가에서 별도의 시료 채취		
없이 그 주변 해역을 통과하면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국내의 경우 연안 여객선에	
PSD를 설치함으로써 목적에 따라 일별·주별·월별·연간 상시적인 연안해역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또한 해수 채취를 위한 채수기 보관 장비 및 전문 인력이 필요 없게		
되며,	실험실에서 준비된 장치를 선박 후미에서 예인해 운항 후 회수하는 방식만으
로도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수동형채집기를 이용한 분석법은 기존의 분석법
(Soxhlet	추출법)에 비해 분석시간 단축,	용매사용량 감소,	낮은 검출한계로 인한	
초저농도 검출 가능,	정제과정 절차 생략에 따른 시약사용 대폭 감소 등의 장점이	
있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실험법이다.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로운 수동형채집기로서 비닐랩LLDPE의 적용 가능성:	외해에서의 자유용존상	
PAHs	측정,	2020.	J.	Korean	Soc.	Mar.	Environ.	Energy,	11,	277-285>	및		
<자유용존상	PAHs	측정을 위한	ex-situ	실험법 최적화 및 현장적용,	2020.	J.	
Korean	Soc.	Mar.	Environ.	Energy,	23,	109-116>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자유
용존상 소수성 유기오염물질 흡수장치(출원번호:	10-2019-0109854)>	특허를	
출원했다.

Development of Method to Detect Cfree on  
Offshore Using Research Vessel

연구 해역

L1

L2

L3

L4

L6

L7 L8

L5

37oN

124oE 126oE 128oE 130oE

37oN

36oN 36oN

34oN 34oN

35oN 35oN

Latitude Latitude

Longitude

1st:	July	2-6,	2019

33oN 33oN

우리 팀은 수동형채집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 공동활용 연구사업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실습선이나 작은 어선을 사용해 연안에서 짧은 기간 시험운용을 

해야 하는 실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온누리호에 올라 국내 연안에서 수동형채집기를 

사용해 폭넓게 시범 운용을 함으로써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승선한 

학생 연구원들 역시 현장탐사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수동형채집기를 사용해  

폭넓게 시범 운용을 함으로써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경상대학교 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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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 빈영양 해역에서  
부유성 일차생산자 바이러스의 다양성과 
생태적 기능 연구
Diversity and ecological function of viruses specific to 
planktonic primary producers in the oligotrophic Northwestern 
Pacific Ocean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서울대학교 황청연 외 10명

●	황청연	 서울대학교
	 강진경	 서울대학교
	 홍연우	 서울대학교
	 김복진	 서울대학교
	 김영은	 서울대학교
	 신동영	 서울대학교
	 최재호	 서울대학교
	 최지영	 서울대학교
	 최동한	 KIOST
	 양원석	 KIOST
	 노재훈	 KIOST

이사부호
2 0 19

북서태평양
대한민국 EEZ

온누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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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	열대해역의 바이러스 특성
본 연구는 빈영양 상태인	북서태평양	열대해역에서 중영양 상태인 남해에 이르는	
광역	대양연구를 통해 일차생산자에 특이적인 바이러스의 분포와 다양성을 조사
하고 생태적 역할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리나라의	북서태평양	생태계	
연구는	KIOST에서 지난	9년 동안 수행한	‘POSEIDON	사업(2006~2014년)’이	
거의 유일하다.	이 연구 결과,	대양과 연안 환경은 각각 초미소남세균picocyanobacte-

ria인 프로클로로코커스Prochlorococcus와 시네코코커스Synechococcus가 우점했으며,	
이 그룹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라 생존 해역 범위와 개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됐다.	이처럼 대양에서 일차생산자의 다양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고된	
일차생산자-바이러스 배양체는 매우 제한적이며,	바이러스의 생태 기능적 특성 규명을	
위해서는 다양한 숙주-바이러스 시스템의 확보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
에서는	2020년	2월에 온누리호를 사용해	우리나라	EEZ,	일본 남부 공해,	필리핀	
공해	등	3개 해역을 탐사하고	5월에는 이사부호를 사용해 우리나라	EEZ와 필리핀	
공해를 탐사하며 정점별 시료 채취를 위한 현장 조사를 수행했다.

일차생산자 바이러스 연구를 위한 현장탐사 및 연구 협력
본 연구는 일차생산자 바이러스의 분포와 다양성을 연구하기 위해 현장 대양 탐사를	
수행했는데,	남해에서	북서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에 대해	2회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
다.	2020년	2월과	5월 탐사 해역의	총 12개 정점에서 연구선의	CTD	casting을		
사용해 수심	200m까지의 해양 미생물 시료를 채집했다.	채취한 시료를 바탕으로	
바이러스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서는 총 바이러스 개체수를 파악하기 위해		
형광 염색 후 에피형광현미경과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해	채취한 시료를 측정
했다.	그리고 일차생산자 바이러스 개체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특이적인 바이러스		
유전자를 대상으로	real-time	PCR	정량 방법을 사용했다.	바이러스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현장 바이러스 농축 및 핵산 추출 후 특이적인 바이러스 유전자를 대상
으로	PCR	amplicon	확보 후	NGS	서열 분석을 진행했다.	이 외에 일차생산자	
숙주와 바이러스,	환경 요인과의 관련성 연구와 일차생산자 숙주와 바이러스의	
배양체 확보 및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은	KIOST가 함께 참여해 연구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주변해를 포함한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바이러스의 다양성 및 생태 기능적 역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 때문에 이 일차생산자에 특이적인 바이러스가 하위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이번 연구는 이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연구로,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북서태평양 공해公海에서 온누리호와 이사부호를 
사용해 현장 탐사를 시행했다. 

2

연구	
개요

3

연구	
내용

북서태평양 빈영양 해역에서 	
부유성 일차생산자 바이러스의 다양성과 생태적 기능 연구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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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생산자 바이러스의 분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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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생산자 숙주와 바이러스	
환경 요인과의 관련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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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유전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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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미생물 생태연구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바이러스가 미생물 먹이망에 미치는 영향과	
특성에 대한 연구기반을 구축했다.	또 일차생산자 숙주-바이러스 배양 시스템을	
이용해 기후변화에 따른 상호관계의 변동성 및 예측을 위한 모델시스템 제반자료를	
확보했다.	그리고 일차생산자에 특이적인 바이러스의 유전체 서열을 이용해 정량	
분석을 위한	PCR	primers	제작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이용해 시기적·공간적인	
분포 특성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지기도 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은 기존에	
바이러스 연구가 제한돼 있던 북서태평양 해역의 바이러스를 연구함으로써 관련	
분야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수준의 논문을 작성하고 있고,	발표될 논문은 북서
태평양 미생물 생태 연구에 대한 우리나라 과학 기술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Diversity and ecological function of viruses specific to planktonic primary producers  
in the oligotrophic Northwestern Pacific Ocean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황청연 교수 연구팀

북서태평양 빈영양 해역에서 부유성 초미세 일차생산자 다양성 및 생태적 기능과 

관련한 연구는 KIOST가 지난 2014년까지 수행한 것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특히 

이 해역에서 일차생산자를 조절하는 바이러스의 다양성과 생태 기능 연구는 거의 

전무했죠. 이번 사업을 통해 초미세 일차생산자와 바이러스의 광역 분포 및 다양성을 

조사할 수 있었고, 빈영양 해역에서의 해양 바이러스 생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빈영양 해역에서의  

해양 바이러스 생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황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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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회전식 수동형채집기를 활용한 
자유용존상 난분해성 오염물질 측정
Determination of Freely Dissolved POPs Using High Speed 
Rotation-Type Passive Sampler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경상대학교 김기범 외 5명 

●	김기범	 경상대학교
	 이효진	 경상대학교
	 정해진	 경상대학교
	 장유리	 경상대학교
	 정다영	 경상대학교
	 김나영	 경상대학교

온누리호
2 0 2 0

국내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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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측정을 위한 개선
2020년 연구는	2019년 선행연구에 이어 수동형채집기를 사용해 외해에서 초저농도	
오염물질의 생물이용성도Freely	dissolved	and	bioavailable	concentration,	Cfree를 측정하는	
연구다.	2019년 연구에서는 연구선에 수동형채집기PS를 장착해 외해에서	Cfree를		
측정할 수 있는 예인형 수동형채집장치passive	sampling	Device,	PSD를 설계하고,	또한	
짧은 시간에	Cfree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Performance	Reference	Com-

poundsPRC를 사전에 첨가(Preloading	기법)하여 외해에서의 초저농도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했다.	2020년 연구에서는	2019년 선행된 연구에서 개발된 원심분리를	
응용한 프로토타입의 회전형 수동형채집기를 개선해 현장에 투입했다.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개선된 수동형채집기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난분해성 오염
물질 측정 기법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욱 개선된 생물이용성농도 측정법 개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2019년 연구를 통해 외해에서 일정속도로 이동
하는 연구선에	PS가 부착된 적절한 장치(PSD)를 해수에 잠긴 상태에서 일정 시간		
예인하면서	PS에 흡수된	POPs의 양과	PRC의 제거율로부터 외해에서의	POPs의	
Cfree를 측정했다.	이를 통해 실제 외해에서 수동형채집기를 통한	Cfree	측정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19년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해 최초로 시도된 생물
이용성농도 측정법 개발 연구는 많은 현장 경험을 가진	KIOST	연구진과의 교류를	
통해 현장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2019년 연구를	통해 개발된 예인형	PS의		
경우 윈치를 사용함으로써	PS	교체에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들고 대형 그랩 등과		
같은 장비의 동시 사용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었다.	연구팀은 윈치의 사용 없이 연구선에	
장착된 해수자동채집장치를 활용해	연구실 내에서 수동형채집기를 해수에 노출	
시켜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고속회전식 수동형채집기High	Speed	Rotation	-Type	Passive	

Sampling	Device,	HSR-PSD의 프로토타입 개발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개발해	
2020년 연구에 적용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KIOST	남해연구소와 연계하여 외해
에서의 오염물질분석을 위한 대표적 방법인	High	Volume	Sampler를 이용해	함께	
자료를 산출하여 개선된	HSR-PSD를 통해 측정된	Cfree	값을 비교했다.	이를 위해	
온누리호 동선에 따라	4일간 한반도 인근 해역을 운항하며	HSR-PSD에 펌프로		
채수한 해수를 자동으로 채우면서 흡수된	PE에서 양으로부터 물-PE	분배계수
KPE-W를 이용하여 해수에서의 자유용존상농도Cfree를 측정했다.	

생물이용성농도 측정법 개발 연구는 수동형채집기를 사용하여 외해 해양환경에서 분해가 어려운 
오염물질의 생물이용성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2019년에 이어 진행됐다. 2019년 연구에서는 
예인형 수동형채집기를 활용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수동형채집기를 
개발해 보다 간편히 생물이용성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측정하고자 했다.

1

연구	
개요

2

연구	
내용

고속회전식 수동형채집기를 활용한 	
자유용존상 난분해성 오염물질 측정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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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새로운 친환경 실험법을 제시하다
수동형채집기를 이용한 분석법은 기존의	POPs	분석법(Soxhlet	추출법)에 비해		
분석시간을 단축하고 용매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또 낮은 검출한계로 초저농도	
검출이	가능하며,	정제과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시약 사용을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수동형채집기를 이용한 자유용존상 난분해성	
오염물질 측정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실험법이다.	이 외에도 퇴적물 공극수와	
같은 고농도가 아닌 대양에서 초저농도의 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시도를 통해 분석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현장 적용에 대한 경험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연구목적 이외	
에도 해양조사원·해양환경공단·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상시적으로 일정 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20년 개선된	HSR-PSD의 프로토타입은 수직형	
난분해성 유기오염물질 채집장치(출원번호:	10-2020-0105928)로 특허를 출원	
했으며,	이를 활용한 자유용존상 난분해성 오염물질 측정 연구는 논문<Possi-

bilities	of	poly(methyl	methacrylate)	as	a	passive	sampler	for	deter-

mination	of	bioavailable	concentrations	in	seawater,	2021.	Sci.	Total	
Environ.,	776,	146005>로 발표됐다.

Diversity and ecological function of viruses specific to planktonic primary producers  
in the oligotrophic Northwestern Pacific Ocean

1			경상대학교 연구팀
2			수동형채집기로 시료를 채취하는		

연구팀

1

2

 이번 연구는 2019년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한 수동형채집기를 개선하고 이를 

시범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 연구팀에서 진행했던 2년의 과제사업은 

해양학문적 측면 외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3개의 논문과 2개의 특허출원으로 기술개발과 해양과학 

인재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대학교 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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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 빈영양 해역에서  
유기물 순환과정과 생지화학 이해
Understanding organic matter cycling in the oligotrophic 
northwest Pacific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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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형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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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	물질 순환을 밝히기 위한	2차 탐사 연구
이번	2차연도 연구는	1차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보완된 탐사와 정밀화된	
연구를 진행했다.	북서태평양 빈영양 해역의 생물생산량 연구	1차연도에 탐사 시	
연구 해역 서쪽을 통과한 태풍	LingLing이 해당 해역의 표층 수온,	염분,	형광값	
그리고 산소·아르곤 포화도를 약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태풍으로	
인한 표층 해수의 혼합이 값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 해역에서의 생물	
생산량 연구는 호흡량과 함께 총일차생산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2019년 탐사 시 각 정점의 깊이별로 시료는 두 개씩 측정됐다.	2019년 연구는 태풍	
전후의 변화를 미약하게나마 관측할 수 있었지만,	태풍 전후 비교 연구는 운이 따라
주어야 하는 것이기에	2020년 연구에서는 보다 확실한 변동 요인인 에디의 내·외부	
비교 연구에 중요도를 두고 진행했다.

북서태평양	생지화학 물질순환 파악을 위한 연구 지속	
2020년 연구에서는 에디의 내·외부 비교 연구를 위해 대용량 해수 여과기를 이용해	
다량의 입자 시료를 채취했다.	채취한 시료는 다양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북서
태평양	수층 입자의 생지화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분석을 진행했는데,	유광층	
해수 중	U-Th	비평형 방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유광층 하부로의 입자물질(입자
유기탄소)	플럭스를 정량화하기로 했다.	2020년 연구는	북서태평양의 북위	17~26°,		
동경	126~134°도 사이의 해역에서 시료 채취 및 선상 연구를 수행했는데,	해수		
시료 채취로 총	20여 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했다.	이를 통해 영양염,	용존	
유기물,	용존산소,	용존산소 동위원소 등을 측정했다.	또한 수층 입자 시료 채취는	
대용량 해수 여과기(Large	Volume	In-Situ	Filtration	Unit,	McLane	Lab.)를		
사용하여 수층의 입자 시료를 채취했는데,	총	3~4개 정점에서	1회에 여과기	2기를		
2시간 동안 운용하여	200리터 이상의 해수를 여과했다.	2019년 연구가 태풍과		
같은 물리적 요인에 의한	북서태평양	빈영양 해역의 생지화학적 변화 특성을 규명
하고자 했다면,	2020년 연구는 해양 에디에 중요도를 둔 만큼 연구 해역에서 에디의	
변화 전후비교를 통해 유기물 순환과정과 생지화학 이해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는 유기물과 미량 원소의 생지화학 순환을 이해하기 위한 전문가	3인으로	
연구 그룹을 구성해	방사성탄소를 이용한 용존유기탄소 순환,	용존유기물 농도 및	
형광특성,	영양염 순환,	미량 금속 순환,	방사능 핵종을 이용한 침강입자 플럭스,	
산소·아르곤을 이용한 순군집 생산,	산소동위원소를 이용한 총일차생산·순군집
생산·군집호흡량을 연구했다.	또한	KIOST의 본과제와 정점을 공유하고	KIOST	
본 과제의 물리해양학적 연구 결과와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이번 연구는 비교적 연구가 덜 수행된 북서태평양 빈영양 해역에서 생물생산, 해수와 입자의 
생지화학적 특성과 순환을 이해하고 태풍과 같은 물리적 요인에 의한 상부 수층의 생지화학적 
변화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2019년 2월부터 진행됐던 동일 해역 연구를 보완하고 
정밀화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사부호를 사용해 북서태평양에서 31일간 조사가 
이루어졌다. 

1

연구	
개요

2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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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해역

4

기대	
효과

북서태평양의 생지화학적 특성을 밝히다
2020년 연구는	2019년 연구를 통하여 처음으로	북서태평양	여러 수심에서 대용량	
해수 여과를 실시하여 채취한 시료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항목의 분석이 가능
했다.	이는 수층의 입자 시료에서 다양한 미량원소들과	Th의 비율을 측정하면 이들이	
유광층 하부로 침강입자의 형태로 수송되는 플럭스를 정량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현재 논문 작성 중에 있다.	2차연도에 걸친 이번	북서태평양	생지
화학 연구는 항해 기간에 태풍과 에디 등의 물리적 요인 변화에 따른 생지화학 연구를	
조사해	북서태평양	생지화학적 변화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생지화학 이해를 증진시킨	
의미 있는 연구였다.	

Understanding organic matter cycling  
in the oligotrophic northwest Pacific

 1・2차 탐사를 통해 열대 태평양 빈영양 해역의 생물생산 등 생지화학적 특성을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1개년의 단일 연구였다면, 현장탐사의 요건상 

한정된 자료 획득으로 더 좋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사부호라는 

세계적 수준의 대양연구선을 통해 대양탐사의 기회를 얻었고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우리 해양과학자들이 더욱 의미 있는 

해양연구를 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사부호라는 세계적 수준의 

대양연구선을 통해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황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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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 해역에서 강력한 온실기체인
아산화질소(N2O)와 메탄(CH4)의 생산량  
추정 및 관련 미생물 기능성 유전자 분석
Estimating climate-relevant nitrous oxide(N2O) and 
methane(CH4) productions and analyzing their microbial 
functional genes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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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김일남 외 6명 

●	김일남	 인천대학교		
	 윤주은	 인천대학교	
	 김성수	 인천대학교	
	 허장무	 인천대학교		
	 김효련	 인천대학교	
	 엄상민	 인천대학교	
	 박기태	 극지연구소

이사부호
2 0 2 0

북서태평양

130



온실기체의 해양 메커니즘
인위적인 인간 활동에 의해 대기에	온실기체들(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CO2)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온실기체인 아산화질소(N2O)와 메탄(CH4)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인간 활동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해수 중	
용존산소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Deoxygenation’	현상이 큰 문제로 제기됐고,	
산소 농도 변화에 민감한 아산화질소와 산소가 고갈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메탄의	
생산성 변동과 조절 인자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북서태평양의	
중층에 산소가 낮은 산소 최소층(Oxygen	Minimun	Layer:	OML)에서 아산화질소와	
메탄의 발생량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융복합 방식을 활용한 측정법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북서태평양 빈산소 수층 탐사에 앞서 접근성이	
좋은 국내 빈산소 수층 내 온실기체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빈산소 수층 내 아산화
질소와 메탄 분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 방법을 확립한 후 북서
태평양 조사에 들어갔다.	연구팀은 괌~한국의 이동경로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 해역에	8개의 정점을 선정하고 각 정점에서 현장탐사를 진행했다.	기존		
아산화질소와 메탄의 측정방법은 해수 중에 용존된 아산화질소와 메탄 농도를		
주로	Purge	&	Trap	방식을 이용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를 통해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각 정점에서 채취한 샘플을	
레이저로 측정하는 광학장비인	CRDSCavity	Ring-Down	Spectrometer	기반의 측정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를 확립했다.	이 방식은 대기중 미량기체 농도를 측정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CRDS	기기의 장점을 차용했는데,	Head-space	extraction	기법을	
이용하여 추출한 수층 내 아산화질소와 메탄 기체의 농도를	CRDS	기기를 이용해	
측정했다.	이 외에도 이번 연구는 북서태평양에서 물리·생지화학적(수온,	염분,	용존
산소,	영양염)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해양 질소 순환에서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질산화 과정과 탈질산화 과정에 의한 아산화질소 발생 기작 및 조절을 이해하고자	
했다.	또한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메탄생성반응에 의한 메탄 발생의 기원을 추적
하기 위해서 미생물의 군집 분석과 기능성 유전자 분석을 적용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는 인간 활동에 의해 변화하고 있는 북서태평양에서 강력한 기후변화 기체인 아산화질소
(N2O)와 메탄(CH4)의 농도 분포 및 발생량을 비교·분석해 기후변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북서태평양의 환경 데이터를 획득하고 해수 중 용존 질소와 메탄 농도를 
측정하고 미생물 분석을 위한 해수 샘플링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이사부호를 사용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진행됐다.

1

연구	
개요

2

연구	
내용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강력한 온실기체인 아산화질소(N2O)와 메탄(CH4)의 생산량 	
추정 및 관련 미생물 기능성 유전자 분석131



현장 관측 	
개요

4

연구 	
Inside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CTD	및 샘플러 캐스팅

Jan Feb Mar April May Jun Jul Aug Sept Oct Nov Dec

문헌조사 및 과거 자료 분석을 통한	북서태평양	해역의	
해양환경 특성 파악 및	N2O/CH4	사전 연구 수집

북서태평양	빈산소 수층 내	N2O/CH4	조사,	분석 방법 확립 및		
상호 비교를 위한 국내 빈산소 수층 내	N2O/CH4	사전조사

현장 조사 참여를 통한 해수 샘플링 및		
현장 데이터(CTD,ADCP)	획득

수집된	N2O/CH4	농도 측정 및		
해양-대기	N2O/CH4	발생량 추정

미생물 군집 및 기능성 유전자 분석

종합 분석을 통한	N2O/CH4	
발생 및 조절요인 규명

정점 사용장비 및 작업 내용 장비별 소요시간

1

ADCP,	CTD	casting	및		
Niskin	bottles를 이용한 해수 샘플링

ADCP,	CTD,	Niskin	:	4h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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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해역

4

기대	
효과

새로운 기법으로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아산화질소와 메탄의 농도 및 발생량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네트
워크인	<Marine	Methane	and	Nitrous	Oxide	database>	등에 공유하고 참여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산소 환경 변화에 따라 앞으로 증가할		
‘Deoxygenation’	해역에서 온실기체의 발생량 변화를 예측하고,	전 지구적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예측 모델 개발의 시나리오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북서태평양이 갖고 있는 독특한 환경과 관련하여 인간 활동 및 산소 농도와 온실	
기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Head-space	ex-

traction’	기법을 이용한	CRDS	활용측정 방식의 정립은 측정 시간 단축을 통한	
대량의 샘플분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연구의 관련 논문은	2021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Estimating climate-relevant nitrous oxide(N2O) and methane(CH4) productions and  
analyzing their microbial functional genes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1		아산화질소 및 메탄 용존 시료 채취
2			연구실	CRDS	장비		 	

(아산화질소 및 메탄 측정용)

1

2

이번 연구는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해 해양에서의 아산화질소와 메탄 농도 발생량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상관측에서 주로 사용하던 광학장비인 CRDS 
기반의 측정 방식을 해양연구에 도입해 이를 확립했는데, 이는 현장 탐사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과제 사업을 통해 대학원 학생과 학부 학생들이 선상관측 및 

실험실 실험 분석과 자료 분석 등 현장 연구 활동을 진행했는데, 후학을 양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회이자 계기로 생각합니다.

후학을 양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회이자  

계기로 생각합니다

  

인천대학교 김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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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로시오 출현 젤라틴성  
부유동물의 연대기를 위한  
미지의 다양성 및 영양단계 연구
Gelatinous zooplankton chronicle in 
Kuroshio current focusing on biodiversity and trophic level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한양대학교 이원철 외 15명

	
●	이원철	 한양대학교		
	 신경훈	 한양대학교
	 박나연	 한양대학교	
	 염지수	 한양대학교	
	 이소민	 한양대학교		
	 김재현	 한양대학교	
	 김희린	 한양대학교
	 원은지	 한양대학교
	 최현태	 한양대학교	
	 최지수	 한양대학교	
	 김지은	 한양대학교		
	 노재훈	 KIOST
	 이연정	 KIOST
	 이호원	 KIOST
	 김지훈	 KIOST
	 원종석	 KIOST

이사부호
2 0 2 0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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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플랑크톤과 해양생태계 구조의 상관관계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의 지속적인 대량 발생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다양한 젤라틴성 동물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업을 방해하거나 원자력발전소의 취수구를	
막는 등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과 더불어 특정 해파리
에만 국한된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고 기원과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으로 발생하는 해양생태계 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를 위해 이사부호 태평양 경로를 따라 연구 해역 내	
11개의 정점에서 샘플을 채집해 쿠로시오 해역들에서 출현하는 젤라틴성 동물
플랑크톤의 종조성과 분포 및 생물량을 파악했다.	또한 해양 생태 먹이망 구조 및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과 다른 동물플랑크톤의 섭식-포식 관계를 파악했다.	이 외
에도 종조성,	분포,	생물량,	먹이망 조사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출현하는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들이 정확히 어느 곳에서 기원했고,	어떤 환경과 먹이를 찾아 우리
나라 해역까지 오는지 그 경위를 파악하는 데 연구목표를 두었다.

기원과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조사	
이번 연구는 이사부호를 사용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선행된 연구에서 확보한	
MOCNESS	샘플을 통해 장기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본 연구는	
쿠로시오 해역	11개 정점에서 쿠로시오 발원지와 지류 및 주변 해역을 조사대상으로		
했는데,	2020년	5월	15일부터	6월	8일까지 이사부호 승선조사를 통한	MOC-

NESS와 플랑크톤 네트를 이용한 현장 채집을 진행했다.	이렇게 채집된 샘플은 다양한	
분석을 위해 여러 가지 고정 방법을 사용해 연구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에	
발생하는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의 기원 탐사 및 향후 지속성을 예측해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들이 향후 열대성 환경과 다른 우리나라에 적응하지 못해 사라질 것
인지,	혹은 잘 적응해 더 크고 잦은 대량 발생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예측 등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젤라틴성 동물플라크톤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필리핀제도 
해역부터 해류 경유지인 일본, 우리나라 연안에 이르는 지역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젤라틴성 동물
플랑크톤 샘플을 확보하고 다각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했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12개월 동안 내외부 연구인력 총 16명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했다. 

1

연구	
개요

2

연구	
내용

쿠로시오 출현 젤라틴성 부유동물의 연대기를 위한 	
미지의 다양성 및 영양단계 연구135



연구 해역

현장 관측 	
개요

3

연구 	
Inside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Jan Feb Mar April May Jun Jul Aug Sept Oct Nov Dec

연구	및	승선계획	수립

승선조사 준비

	5~6월 이사부호 승선조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CTD CTD	채수 모습

ISABU
- GPS : 34o 59.5898 ′	N / 128o 40.5631′ 	E
- SPD : 0.3 kts
- HDG : 159.2o
- COG : 234.4o

WIND
- SPD : 1.7 m/s
- DIR : 175.6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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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해양생태계에 잠재된 생물의 다양성과 변화의 이해	
본 연구를 통해서 쿠로시오해류를 따라 서식하는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의 다양성 및	
풍부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확보한 주요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의 형태,	
DNA,	단백질 데이터를	쌓았다. 이 밖에	탐사연구 과정에서 관해파리 신종을	
발굴해	이사부호의 이름을 따서	<Halistemma 	isabu 	sp.	nov.>라고 명명했다.		
이 내용은 국제학술지에	실렸다.	그리고	동위원소와 색소,	NGS	분석을 통해 주요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의 먹이원에 대해서도 밝혀냈다.	이러한 내용은 논문을 통해	
향후 국제학술지에	실릴	예정이다.	

Gelatinous zooplankton chronicle in 
Kuroshio current focusing on biodiversity and trophic level

연구선 내 실험실

시료 관찰 시료 처리

이사부호를 사용해 현장탐사에서 획득한 시료를 통해 이번 연구의 주요 목표인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의 형태, DNA, 단백질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번 탐사에서 관해파리 신종을 발굴했는데, 이 신종의 이름은 이사부호의  

이름 따서 학계에 보고됐습니다. 이번 과제사업과 같은 기회를 통해  

앞으로 우리 해양과학이 세계 해양과학을 주도하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우리 해양과학이  

세계 해양과학을  

주도하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한양대학교 이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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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해 동부해역 중규모와류의  
계절 및 경년변동성과 
내부파와의 상호작용 관측 
Observation of seasonal to interannual variability of  
mesoscale eddies and their interaction with internal waves  
in the eastern Philippine Sea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인하대학교 박재훈 외 6명

●	박재훈	 인하대학교		
	 채정엽	 인하대학교
	 구아영	 인하대학교	
	 이은주	 인하대학교	
	 이강녕	 인하대학교		
	 김송학	 한양대학교	
	 송하진	 한양대학교

이사부호
2 0 2 0

북서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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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걸쳐 중규모와류 연구를 지속하다
북서태평양	해역은 태평양 중부에서 생성된 다양한 형태의 중규모와류가	Izu-Bo-

nin-Mariana	Arc를 넘어 서쪽으로 전파되는 해역으로 이 와류들은 태평양의		
물질순환,	열염순환,	해양-대기 상호작용,	해양생태계 변화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중규모와류 중 난수성와류warm	eddy는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여		
한반도 주변으로 접근하는 태풍을 급속히 강화시키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계속해서 서진한 중규모와류는 쿠로시오를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쿠로시오의 변동은 한반도 주변 해역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북서태평양의 중규모와류는 물리 및 생지화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규모와류의 변동성 관측을 주목적으로 하는 현장관측	
연구는 해양수치모형결과 혹은 해면고도위성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 외에는 거의	
없다.	이번 연구는 필리핀해 동부 마라아나 아크를 넘어 서향하는 중규모와류의		
계절 및 경년변동성을 현장 관측하고 위성관측자료와 현장관측자료 비교를 통한	
중규모와류 장기 변동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진행됐다.

중규모와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다
필리핀해 동부 북위	17°,	동경	140°	인근 해역은 마리아나 아크Mariana	Arc에서 생성된	
반일주기 내부조석파가 집중돼 강한 내부조석파가 존재하는 해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해역은 북적도해류를 따라 다양한 형태의 중규모와류가 마리아나 아크를 넘어	
서쪽으로 전파되는 해역이다.	연구팀은 이 해역 위성관측자료를 통해 이 해역에서	
4~10월 사이 난수성 와류가 집중되는 계절적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이 해역을 통과
하는 중규모와류는 강한 경년변화를 보이며,	이 변화는 북태평양의 기후변화 시그널과	
상관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9년 계류했던 관측망을 확대해	
추가로	CPIES	4대를 투입하여 중규모와류 관측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연구해역		
정점에서	2시간 간격으로	24시간 동안 정선 관측을 수행함으로써 내부파 관측을	
통해 이론적 내부파 전파특성과 실제 관측자료를 비교하면서 중규모와류에 의한	
준관성진동과 내부조석파 전파특성 변동 메커니즘을 규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항해 일수가 부족해 이 관측은 수행하지 못했다	.	

필리핀해 내부조석파와 중규모와류 변동성 연구는 2019년과 2020년 2차연도로 진행된 연구다. 
2020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내부 연구인력 총 7명이 
투입돼 필리핀해 동부해역에서 중규모와류의 계절 및 경년변동성과 내부파와의 상호작용을 
관측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온누리호를 사용해 2020년 7월에 10일간 연구해역에서 
탐사를 진행했다.

1

연구	
개요

2

연구	
내용

필리핀해 동부해역 중규모와류의 계절 및 경년변동성과 
내부파와의 상호작용 관측 139



현장 관측 	
개요

3

연구 	
Inside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

Jan Feb Mar April May Jun Jul Aug Sept Oct Nov Dec

CPIES	장비 정비,	테스트,	운송

중규모와류의 계절 및 경년변동 특성 파악	
기후변화와의 상관성 분석	

CPIES	투입을 위한 현장관측 준비 및 관측 참여

관측자료 분석,		
연구논문 및 보고서 작성

일차 조사 내용 비고

1~2일차 IP06	정점	CPIES	투입,	Deep	CTD/LADCP	
IP01	정점	Deep	CTD/LADCP	

3
IP02	정점	Deep	CTD/LADCP
IP03	정점	Deep	CTD/LADCP	
IP04	정점	Deep	CTD/LADCP

4
IP09	정점	CPIES	투입,	Deep	CTD/LADCP
IP10	정점	CPIES	투입,	Deep	CTD/LADCP

5 IP08	정점	CPIES	투입,	Deep	CTD/LADCP

6
IP05	정점	2시간 간격	Shallow	CTD/LADCP	
(1,000m)	
24시간 관측

관측기간 중 대조기 시기에 따라	
24시간 연속관측 시기 조정

정점 위도 경도 수심	(m)

IP01 17.170°N 139.520°E 4,440

IP02 17.998°N 140.652°E 4,816

IP03 17.170°N 141.120°E 4,738

IP04 16.324°N 140.661°E 4,852

IP05 17.170°N 140.320°E 4,794

IP06 17.998°N 139.987°E 5,135

IP07 16.324°N 139.987°E 4,820

IP08 17.998°N 141.452°E 4,635

IP09 16.324°N 141.452°E 4,699

IP10 17.170°N 141.920°E 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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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해역

4

기대	
효과

중규모와류에서 해양순환의 정확한 모델을 제시하다	
2019년과	2020년 진행된 연구에서 북태평양 중규모와류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관측한 현장자료와 그 연구결과는 중규모와류에 큰 영향을 받는 물질순환,	열순환,	
생지화학적 프로세스와 해양-대기 상호작용 연구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 결과는 다학제 간 대형 연구과제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해양	
수치모델을 재현한 중규모와류 변동성 비교 연구는 수치모델의 기술적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를 통한 중규모와류와 상호작용하는 내부파의 전파
특성의 이해는 해양 혼합 및 물질순환의 정량적 평가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 고해상도의 해양순환 모델뿐만 아니라 미래 기후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내부파에 의한 정확한 해양 혼합 모수화가 가능해져 미래 기후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Observation of seasonal to interannual variability of mesoscale eddies and  
their interaction with internal waves in the eastern Philippine Sea

CPIES를 투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19년 필리핀해에 관측시스템을 마련했고 여기서 생산된 자료를 통해 중규모와류에 

큰 영향을 받는 물질순환, 열순환, 생지화학적 프로세스와 해양-대기 상호작용 연구 

등에 활용도가 높은 자료와 연구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번 과제사업과 같이 앞으로도 

이사부호를 활용한 장기 연구 프로젝트들이 현장탐사를 통해 깊이 있는 연구로 진행돼 

우리 해양과학이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미래 해양과학을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양-대기 상호작용 연구 등에 

활용도가 높은 자료와  

연구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인하대학교 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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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관계자 설문

  

KIOST 관계자 인터뷰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에서 	

시작된 해양과학의 미래

  

이사부호 승무원 인터뷰  
출항부터 입항까지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들

  

참여 연구책임자 설문

  

연구책임자 인터뷰	
해양과학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참여 대학생 설문

  

대학생 승선수기 #1 
이사부호를 타고 	
꿈에 그리던 태평양을 만나다

  

대학생 승선수기 #2 
온누리호와 함께 황해를 탐하다



참여 연구책임자 설문

의견과 평가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은 2017년 처음 시작돼	현재까지	5년간	
지속돼 오고 있다.	2017년 이사부호 건조와 더불어 대양탐사 영역을 더욱 확장한	
본 과제 연구사업은 산·학이 함께 연구선을 공동활용함으로써 해양과학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사부호를 사용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2개 과제 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들에게 본 과제 연구와 이사부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은	산·학이 해양연구를 위해 제출한 과제
계획서를 토대로 심사해 선별한다.	연구과제 기획부터 실행계획까지 연구책임자들은	
대양에서의 현장탐사와 획득한 현장 자료를 토대로 과제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	5년간 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들에게 본 사업과 연구선에 대한 만족도	
및 사업 가치 등을	물어	향후 본 과제 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보완점을 파악하고자	
이뤄졌다.	

만족도를 묻는	3가지 유형의 질문에 연구책임자들은	100%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는 탐사와 관측에 기반하는 해양과학 분야에서 현장탐사 및 조사의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선 산·학·연 공동
활용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들은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다양한 연구성과를	
창출했으며,	이 사업이 우리나라 해양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업 만족도

해양과학 발전에  
필요하다

100%

연구에 도움이 됐다

100%

재참여 의사

100%

사업만족도

조사 기간
2021년 3~4월 1개월간

조사 대상
사업 참여 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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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구책임자 설문

복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 가치 항목에서 지난	4년간 이 사업에 참여한 연구	
책임자들은 이번 사업의 최우선 가치를 연구선 공동활용에 두었다.	이어 후학 양성과	
연구 진흥 등이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의 중요 가치라고 답변했다.	
또한 연구에 가장 도움이	된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선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연구장비와 예산 순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의 가치는 위의 세 가지 측면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들은 앞으로 이어질 이 사업의 가능성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학	
양성과 연구 진흥이라는 미래 가치에도	높은 평점을 주었기 때문이다.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의	보완점에 관한 조사는 크게 연구 분야와	
연구선 이용 분야로 나누어 설문이 이루어졌다.	연구와 관련된 이 사업의 보완점에	
대해서는 일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 운영지원과 사업 참여 조건	
등의 항목 등이 있었다.	이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대양 탐사에서 일정 및 설치 장비	
보완이 가장 많은 것을 보면 탐사 및 관측 대비 이 사업이 갖는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기대 또한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사업 가치

사업 보완점

사업 가치	

연구 분야

연구 지원

연구선 이용 분야

연구선 공동활용

일정

설치 장비

100%

후학 양성

참여조건

항속 거리

88%

연구선 88%

연구 진흥

운영지원

항해 루트

78%

연구 장비 78%

78%

예산 55%

55%

88%

88%

2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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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별 답변 결과

기타 의견

01  
 이 사업이 해양과학(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응답수 응답률

필요하다(강	) 9 100%

필요하다(약	)

보통이다

필요 없다(강	)

필요 없다(약	)

9명

100%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의견작성 답변에는 계획수립의 중요성부터 출항 전	
항로 사전협의와 참여 기회의 확대와 같은 의견에서부터 승선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조언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적혔다.

확충·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연구 장비는 무엇입니까?

▪	Multiple	core,	Box	core	(있다면 활용을 잘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ROV

▪	해저면지진계	20기,	해저면전자기측정계	20기,	ROV/AUV	무인잠수정 각	1대씩

연구선에 승선하게 될 다른 연구자에게 조언하고 싶은 사항을 적어 주세요.

▪	모든 게 다 준비돼	있는 배입니다!

▪	매우 가변적인 운항 일정에 대비한 유연한 계획 수립이 중요함.

▪	항해 출발 전 항해사 혹은 선장님과 항해 경로에 대한 협의가 우선 필요함.

▪		항해루트는 날씨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출항 전 항해사 혹은 선장님과 사전협의를 해 놓는 게		

좋을 듯합니다.

▪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제한된 승선시간과 현장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 외에 추가 및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

▪	1년 차 연구 후에 추가 참여 제한이 있는데,	다년 참여가 원칙이	됐으면 합니다.

▪	연구선 활용 일정 결정 시 연구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제 공동승선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비입니다.	배에	딸려 있는 장비는 그냥		

쓸 수 있지만 진짜 세계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선 이외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장비 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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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구책임자 설문

9명

9명

02  
이 사업이 귀하가 참여한 연구(사업)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05  
사업 참여 결과,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에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은 
무엇입니까?(복수 선택)

06  
승선한 연구선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복수 선택)

07  
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03  
이 사업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선택)

04  
이 사업에서 부족한 점(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응답 응답수 응답률

도움이	됐다		
(강) 9 100%

도움이	됐다		
(약)
보통이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	)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강	)

응답 응답수 응답률

연구선(장비)		
공동활용 9 100%

연구비 지원 5 55%
후학 양성 8 88%
연구 진흥 7 77%
대학(민간	)	
연구발전 지원 6 66%

응답 응답수 응답률

예산 2 22%
일정 8 88%
연구선 1 11%
연구장비 3 33%
운영지원 1 11%
참여조건 2 22%

응답 응답수 응답률

예산 5 55%
일정 2 22%
연구선 8 88%
연구장비 7 77%
운영지원 4 44%
참여조건 2 22%

응답 응답수 응답률

항해 루트 5 55%
연구선의 크기 2 22%
설치장비 8 88%
항속거리 7 77%
탑승가능 인원 4 44%
항해	/연구지원 인력 2 22%
기타 2 22%

응답 응답수 응답률

있다 9 100%
모르겠다 0

없다 0

100%

100%

연구선	
(장비)		

공동활용

연구비 
지원

후학		
양성

연구	
진흥

대학		
(민간	)	

연구발전	
지원

예산 일정 연구선 연구	
장비

운영	
지원

참여	
조건

예산 일정 연구선 연구	
장비

운영	
지원

참여	
조건

항해		
루트

연구선의 	
크기

설치	
장비

설치	
장비

탑승	
가능		
인원

항해	/	
연구	
지원		
인력

기타

2명
22%

8명
88%

1명
11%

3명
33%

1명
11%

2명
22%

5명
55%

2명
22%

8명
88%

7명
77%

4명
44%

2명
22%

5명
55%

2명
22%

8명
88%

7명
77%

4명
44%

2명
22%

2명
22%

9명
100%

5명
55%

8명
88%

7명
77%

6명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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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 우리나라 해양과학의 영역은 연안 또는 연구실에 국한
될 수밖에 없었다.	해양과학이 가진 융복합적 연구와 현장 탐사의 기반 없이 해양
과학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연구를 진행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연구책임자들에게는	
큰 과제였다.	2016년 이사부호가 건조되고 출항하기 전까지 국내 산·학 연구진과	
학생들에게 현장 그리고 융복합 연구의 기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부터 이사부호와 온누리호를 활용한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대양 탐사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국내 대학교	
연구책임자들이 안고 있던 여러 고민은 희망으로 전환됐다.	국내 해양과학 관련	
학과의 연구진은 물리‧지질‧화학‧생물 등의	분야에서 이 사업을 통해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연구팀에 소속된 학생들은 대양 관측 및 탐사를 진행하며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이 사업은 대양 탐사에서 시작되는 해양과학의 학문적 발전과	
미래 해양과학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고 있다.

이 사업 이전 우리나라 해양학 관련 대학들은 현장 탐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 진행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관측 자료나 채취된 시료 자료 데이터를 구해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바다에 전혀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 대학 및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습선 등을 사용하거나 일반 어선을 사용해 연안에서의	
관측 및 시료 채취 등을 벌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연안에 국한된	
환경적 특성상 관측 및 시료의 한계로 원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 문제도 있는데,	대학교 연구팀의 예산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기가 사실 어렵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공모 이후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라면 다양한 지원과 함께	
태평양과 인도양 등 대양에서의 현장 연구가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예산과	
환경적 제약으로 학문적 목마름이 심하던 대학연구팀들에는 좋은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구비 지원과 대양에서의 현장 탐사가 가능했기에 이 사업은 대학
연구팀에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해양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장 시료와 관측 자료입니다.	
해양을 연구하는 일에 이 두 가지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아닐 것
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연구를 진행하며 외부 자료에	

		이 연구사업 공모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과학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의견과 평가

연구책임자 
인터뷰

현장 탐사는		
연구에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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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해 왔기 때문에 연구 진행도 자료에 따른 선택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
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연구 방향성에서부터 방법까지 의도적 연구를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탐사 및 관측을 통해 얻은 자료를 기존 데이터 자료들과 비교
하고 필요에 따라 시료나 관측 자료를 연구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 이론을 뒷받침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형성하는 기초자료로 또	
다른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시너지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다른 방향의	
연구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해양은 기후‧생물‧물리‧지질 등 모든 지구과학 분야가 유기적
으로 맞물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분야의 연구자료들
이 토대가	돼야 해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런 측면

에서 많은 가능성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돼야 할지 좌표를 설정해 준	
사업이었습니다.	각 대학에서 각기 다른 분야별 연구팀이 승선해 함께 현장 탐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얻은 자료를 각 분야의 전문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공유함으로써	
연구의 깊이와 성과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 학문적 교류를 통해 연구를 보완하고 나아가 방향성 설정에 대한 의견
까지 나눌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해양학과 학생들은 기존 데이터 자료를 통해 학문적	
지식을 쌓았습니다.	즉 현장이 아닌 연구실이나	강의실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를 토대로 해양을	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대양 현장을 경험한 학생들은 승선을 통한 대양의 기후를 비롯해	현장 시료	
채취부터 관측,	자료 분석 및 보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해양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 학생들은 해양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앞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
까지 폭넓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특히 현장 탐사 이후 연구를 대하는 태도부터 변화를	
보였는데,	더욱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주제로 자신이 하고 싶은 해양연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 틀을 답습하며 단순하게 학문적 암기와 이해라는 사무
적인 접근에서 현장 경험을 통한 학문으로 해양에 대한 접근방식의 틀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해양과
학자로서 자신의 꿈을 꾸게	됐다는 것입니다.

연구책임자 인터뷰

각 사업참여 연구팀 개별 인터뷰를 기반으로 작성됨

공동연구 과제로 연구선에		
타 분야 연구팀들이 함께했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현장을 경험한		
학생들의 이후 변화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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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관계자 설문

의견과 평가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은 해양연구선을 대학·기업 등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공자원인 연구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산업계와 대학 간 공동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추진됐다.	이사부호	
건조와 함께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그간	
진행된 사업을 토대로	KIOST	관계자 의견을 모았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산·학	
연구자들과 달리	KIOST	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의 기회를 마련해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의 평가와 향후 방향성을 짚고자 했다.		

전체 문항 총괄표

■ 강한 긍정    ■ 약한 긍정    ■ 그 외

강한 긍정
67%

약한 긍정
29%

기타
4%

사업만족도

사업이 본격화된 지난	5년간의 사업을 평가하는 전체 문항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KIOST	관계자들은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응답자	24명 중 이 사업이 우리나라 해양과학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16명이	‘많이 기여했다’고 응답했고,	7명이	‘기여했다’고 약한 긍정을 나타냈다.	
KIOST	내부 응답자 중	96%가 이 사업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다.	이는 앞서 이	
사업에 참여한 산·학 연구자와 유사한 비율로,	이 사업에 대해 자타가 그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공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과학 발전에 적당히 기여한다

해양과학 발전에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16명

7명

1명

조사 기간
2021년 3~4월 1개월간

조사 대상
KIOST 관계자

참여 인원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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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관계자 설문

이번 관계자 설문은 사업평가를 위해 사업의 가치를 묻는 문항과 향후 사업 개선을	
위한 보완점 및 향후 세부 항목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했는데,	이를 통해	KIOST가	
5년간 이끌어 온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에 대해	KIOST	내의 자체
적인 개선 의지와 외부 지원의 필요성이 엿보인다.	

문항별 답변 결과

응답 응답수 응답률

연구선	(장비	)	공동활용 14 58%

연구비 지원 6 25%

후학 양성 11 46%

연구 진흥 10 42%

대학(민간	)	연구발전 지원 14 58%

응답 응답수 응답률

예산 10 42%

일정 13 54%

연구선 13 54%

연구장비 8 33%

운영지원 11 46%

참여조건 6 25%

응답 응답수 응답률

항해 루트 8 33%

연구선의 크기 3 13%

설치장비 9 38%

항속거리 2 8%

탑승가능 인원 8 33%

01  
이 사업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수 선택)

02  
이 사업에서 부족한 점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수 선택)

03  
본 사업의 발전을 위한 향후 사업과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연구선	
(장비)		

공동활용

연구비 
지원

후학		
양성

연구	
진흥

대학		
(민간	)	

연구발전	
지원

14명
58%

6명
25%

11명
46%

10명
42%

14명
58%

예산 일정 연구선 연구	
장비

운영	
지원

참여	
조건

10명
42%

13명
54%

13명
54%

8명
33%

11명
46%

6명
25%

항해	
루트

연구선의 
크기

설치	
장비

항속	
거리

탑승가능		
인원

항해	/	
연구지원		

인력

생활공간		
및 시설

없음 기타

8명
33%

3명
13%

9명
38%

2명
8%

8명
33%

17명
71%

8명
33%

1명
4%

4명
17%응답 응답수 응답률

항해	/연구지원	
인력 17 71%

생활공간 및	
시설 8 33%

없음 1 4%

기타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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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16년	‘이사부호’의 취항을 계기로 제정한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
규정’	훈령과 더불어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 사업은	
한국해양과학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해양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KIOST는	이 과제 수행의 주관기관으로서 이사부호·온누리호 대양탐사연구선 운용과	
함께 사업 전반에 걸친 제반 환경을 관리·시행하고 있다.	연구선을 활용한 대양 탐사는	
전 지구적 해양의 생태·환경특성을 밝히는 학술연구 측면과 탐사·관측기 장비의	
현장 운용을 통한 관련 기술 고도화 등 기술적 측면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은 해양연구선을 대학·기업	
등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16년도 연구선	
공동활용 계획’을 고시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 우리 기술원이	

보유한	‘온누리호’를 이용해 한반도 해역 신해양자원도 작성 연구,	동중국해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 이상 번식 규명,	열대 동인도양 수중 통신환경 조사 등에 총	55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또 이어도호는 실시간 수직자동관측장치 운용,	동해·동중국해	
해역 주요 분지규모 해양과정 연구 등에	9일간 운용됐습니다.	하지만 온누리호와	
이어도호는 더욱 넓은 대양을 관측하기에는 연구선의 규모가 부족했고,	관측과 탐사에	
기반을 둔 해양과학을 위해 대형 해양과학연구선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했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0년	4월에 해양과학연구선	‘이사부호’	건조를 시작해	2016년	
11월에 취항식을 가졌습니다.	이사부호의 건조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5,000톤급 이상의 대형 과학연구선을 보유한	8번째 국가가	됐고,	해양수산부가	
공공자원인 연구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산업계와 대학 간 공동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선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확대해	
나아간 것이 이번 사업의 토대가	됐습니다.

〈연구선 공동활용 연구사업〉에서 
시작된 해양과학의 미래

의견과 평가

KIOST 
관계자 
인터뷰

이재학 KIOST 책임연구원
이재성 KIOST 연구관리실장 
김현석 KIOST 연구선운항팀장

이 연구사업의 기반은 어떻게 조성됐고		
초기 사업은 어떠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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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부호를 사용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사업 중	<2017년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은 예산 증액 책정의 적정성을 타진
하며	3차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천대학교 그리고	㈜지오리서치시스템 등	3개의	

대학교와 산업체	1곳이 선정됐습니다.	

이후 첫 연구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완한	2018년 연구사업에는 예산을 증액해	
KIOST	연구원들과 함께 태평양·인도양에서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지질·생물 등과	
관련된 주제로 약	72일 동안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에는 이사부호·온누리호	
등 연구선의 산·학·연 공동활용 및 대양연구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전년도	16억 원
에서	26억 원으로 증액하고,	선정과제를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아갔습니다.	

이 사업에는 부산대 등 인도양 해역 연구과제	4개,	인하대 등 태평양 해역 연구과제,		
공동승선 과제	등이 선정됐습니다.	2019년부터는 공동 활용일수를	29일에서	
44일로 늘려 더 많은 연구자들이	대양연구의 기회를 갖도록 했는데,	이는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공모 시 연구선 사용 신청일수 제한을 완화하고		
연구비에서도	2억 원 이상의 대형 과제를 신설하며,	연구 규모별(대·중·소형)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에 비해 약	2배 늘어난	21개 과제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단기간(1년)에 성과 도출이 어려운 과제도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다년도(2~3년)	과제를 신설했고,	총	6건의 연구과제가	실행됐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인하대 등 태평양 해역 연구과제	5개,	경상대 등 국내해역 연구과제	
1개 등으로 대양연구에서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 위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KIOST 관계자 인터뷰

2017년부터 본격화된 이 사업이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과 사업 규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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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선진국들은 해양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해양개발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경쟁의 전선은 빠르게 확대돼	가고 있습

니다.	우리나라는 아라온호에 이어 건조된 이사부호로 열대 대양탐사가 가능해
졌습니다.	이사부호는 태평양과 인도양까지 진출해서 해양자원개발 지원 및 기후
변화 연구 등 종합적인 해양탐사연구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해양과학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사부호를 활용해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며	
국제적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구선을 활용한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은 우리나라 해양과학의 발전은	
물론 이 사업을 통해 해양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인재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다시 융합연구로 이어지며 해양과학 분야에서 다방면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해양을 알기 위해서는	‘연구’와	‘탐사’가 선행돼야 하며 연구와	
탐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구선 공동활용 사업은	
해양과학에 연구·탐사를 위한 인프라이자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과학	‘R&D의 확장’	‘연구

영역의 확대’	‘인재양성의 동기부여’를	이룬 것이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치는	
지금까지의 투자를 훨씬 뛰어넘는 다양한 효과와 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본격화될 해양개발 경쟁에서 점진적인 우위를 점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으로,	
더욱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기도 합니다.

의견과 평가

	이 사업이 우리나라 해양과학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4년간 과제 사업을 통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이 사업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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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관계자 인터뷰

해양과학 분야는 장비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자격을 얻어 북극항로 운항과	
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극대륙에 제2남극과학

기지인	‘장보고 기지’를 준공하며,	남극연구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구축해 온 해양과학거점과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업의 경우 연구수요와 공급의 시각 차이에 따른 다양한 보완점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최우선 순위를 두고 말한다면,	탐사	
기회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에	
비해 기회의 수는 정량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선 확충,	
연구선 운용을 위한 예산 확대 등 연구를 위한 기반 인프라와 비용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은	2016년	1,400톤급	
연구선	‘온누리호’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5,900톤급 첨단	
대형연구선	‘이사부호’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오며 대학

이나 산업체의 연구원들이 연구선에 직접 승선해	대양을 연구할	기회를 제공했습
니다.	이는 우리나라 해양과학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해양수산 분야 인재양성에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양연구선 수요와 운영 요건의 한계로 더 확대된	
사업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면 세계 해양과학의 시류는	무인관측	
시스템 등 연구선을 기반으로 다양한 탐사연구 방법들이 제시되고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도 세계적 시류와 미래 해양과학 비전을 겨냥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은	대양연구의 바닷길을 열었고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대양연구 사업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정부를 비롯한 산·학·연	
여러 관계자분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시기이며,	우리 기술원 역시 더욱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으로 제반	분야를	확충하고 해양과학 발전을 위해 연구선 공동
활용	연구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과제 사업에서 나타난,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본 사업 발전을 위해		
향후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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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바다는 알려진 것보다 밝혀낼 것이 더 많은 미지의 세계로 거론된다.	
KIOST는	해양과학연구선	‘이사부호’를 통해 태평양과 인도양을 넘나들며 심해저의	
광물자원 및 해양 바이오 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등 전 지구적 스케일의 해양
과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 시작된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전부터	KIOST와 산·학이 연구선을 공동으로 활용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돼 왔다.		
이 사업은 국내 해양과학 발전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우리 해양과학의 위상을 견인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KIOST	관계자들과 국내 대학 연구팀이 안전하게 바다	
위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선 운용을 책임지는 승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배가 바다로 떠날 때부터 육지로 되돌아오는 순간까지 대양에서 연구에 필요한 현장		
관측과 탐사를 위해 장비 운용과 연구원들의 안전 등을 책임진다.	승무원들은 이 사업	
전반의 현장을 책임지는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의 조력자다.

항해사와 기관사,	갑판수,	조기수 등 수많은	승무원들이 이사부호에	
올라 연구에 동행합니다.	항해사는 항해 계획 수립, 선박의 운항 
및 선내 업무 총괄을 담당하며, 기관사는 배의 심장인 엔진 등 각종 

선박 장비를 운용관리합니다. 갑판수는 조타 업무, 선박 정비 업무외 연구지원 
장비를 운용하여 연구 현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기수는 엔진 등 각종 선박 장비의 
유지 보수 업무, 조리수는 선내 위생 및 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승선하지 않는 이사부호에서는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한 항해사들이	
승선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집니다.	비상시에	대비해	이사부호에는 특별한 전문
의약품들을 구비해 두었으며,	MOU를 맺은 부산대학교	해양의료 연구센터	연결해	
기본적인 생체측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항부터 입항까지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들

의견과 평가

이사부호	
승무원 	
인터뷰 

	승무원들은 이사부호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이사부호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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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에서의 작은 부주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선에 승선할	
승선원들을 상대로 사전 안전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의 깊게 듣고 새기면	

좋겠습니다.	본선에는 구명조끼를 비롯한 기본적인 안전장구가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안전화와 작업복은 구비돼	있지 않아 배에 오르기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데크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는 필수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화를	
신어야 하지만 종종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잔잔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는 어떤 소용돌이가 일지 모르기		
때문에 육지에서의 연구보다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합니다.

바다 위에서의 연구이다 보니 날씨로 인해 생기는 변수가 가장	
큽니다.	날씨에 대한 견해로	승무원들과 연구원들 사이에서 입장이	
갈리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물론 날씨가 뚜렷하게 좋지 않은	

날에는 모두가 한마음이	돼	피항하지만,	날씨는 맑은데 파도가 높거나 바람이 부는	
날에는 입장 차가 생깁니다.	승무원들은 피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하루가 소중한	
연구원들은 어떻게든 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안전에 대한 저희의 통제와 제안들을 잘 따라 주었으면 합니다.

이사부호는 다른 연구선과 달리 관측장비를 운영하고 관측자료를 
관리하는 관측사가 승선하고 있습니다. 본선의 연구장비로 실시간	
상시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요청할 경우
에는	배에서 측정한 관측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료에		

따라	Raw	Date로 전달하기도 하며,	가공을 요청하는 경우	2차 가공 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혹 연구가 끝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가공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승선 전 사전 미팅 시에 미리 협의하고 요청하는 것이 양질의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연구선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값이 필요합니다.	이사부호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연구에 위치값이 확인된다면	Raw	Date를 수월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연구진의 데이터는 조율과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승선 전 사전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 시간을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부호에서는 관측사가 승선하고 있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사부호 승무원 인터뷰

이사부호에서의 연구 시	
가장 큰 변수는 어떤 것입니까?

	이사부호에 승선해 연구 시		
현장 연구자료와 관련해		
당부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승선해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진에게 안전과 관련해		
가장 강조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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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학생 설문

의견과 평가

지난	2017년부터 이사부호를 사용한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에	
참여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1개월간 연구선	
승선과 관련해 설문을 진행했다.	본 설문은 연구 책임자와는 달리 해양과학을 배우는	
학생이 본 연구를 통해 처음 대양을 접하고 경험한 연구선에서의 탐사를 바탕으로		
그들의 시선에서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었다.	이 설문을 통해 해양과학에 뜻을 둔 미래 인재들의 관점에서 본 연구
사업의 현주소와 지향점을 짚어 보았다.
질문은 크게 다섯 개의 문항으로,	대양 현장이 아닌 연구실에서 해양을 연구하던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접한	경험,	그 경험을 통해 받은 영향,	앞으로의 진로,	
재참여 등을 묻고 주변 동료에게도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의 역할과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전체 문항 총괄표

■ 강한 긍정    ■ 약한 긍정    ■ 그 외

강한 긍정
96%

약한 긍정
3%

그 외
1%

연구 영향

17명

학문적 도움

17명

사업만족도

진로 결정

11명 2명 4명

재참여 의사

17명

추천 의사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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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학생 설문

문항별 답변 결과

응답 응답수 응답률

도움이 됐다(강	) 17 100%

도움이 됐다(약	)

보통이다

도움이 안 됐다(강	)

도움이 안 됐다(약	)

응답 응답수 응답률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17 100%

영향을 주지 않았다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응답 응답수 응답률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강	) 11 64%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약	) 4 24%

모르겠다 1 6%

영향을 주지 않았다(약	) 1 6%

영향을 주지 않았다(강	)

응답 응답수 응답률

있다 17 100%

모르겠다

없다

응답 응답수 응답률

있다 17 100%

모르겠다

없다

17명

100%

17명

100%

17명

100%

17명

100%

11명
1명

1명

4명
64%

24%

6%
6%

01  
연구선 승선 경험이 귀하에게 
학문적(기술적)으로  
도움이 됐습니까?

02  
연구선 승선 경험이  
귀하가 생각하고 있던  
해양과학 분야 연구에 대해 
영향을 주었습니까?

03  
연구선 승선 경험이  
귀하의 해양과학 연구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04  
연구선 승선 기회가  
다시 온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05  
연구선 승선을 주변 
(동료, 선후배)에  
추천할 의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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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부호를 타고  
꿈에 그리던  

태평양을 만나다
김예진 부산대학교

대학생
승선수기

#1

# 이사부호에서



2018년	7월의 어느 날 교수님께서	“예진아,	이사부호 타고 태평양 한번 연구해	
볼래?”라고 말씀하셨다.	그전까지는 대양보다 연안 위주로 연구를 했기에 작은	
어선을 타고	출장을 다녔던 터였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연구는 대한민국	
최대	해양연구선인 이사부호를 타고 가는 연구였기 때문에	정말	설렜다.	큰 연구선을	
타는 것도,	한 달 정도 장기 출장을 가는 것도 처음이었다.	가기 전까지	‘옷은 몇 벌을		
챙겨 가야 하지?’	‘한 달 정도 배에 있는데,	간식도 챙겨 가야 하나?	비상약도 챙겨	
가야 하나?’	‘내가 과연 큰 배를 타서 잘할 수 있을까?	뱃멀미는 없는데,	설마 멀미가	
생기진 않겠지?’	등등	여러 생각에 출발 전부터 설레어 잠도 잘 이루지 못했다.	

이사부호에 짐을	싣고,	출항	한참 전에 미리 승선했다.	이사부호를 처음 본 심정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였다.	짐을 풀면서,	주로 우리가 실험할	Wet	
lab과 CTD	room	그리고 회의실을 살펴보았는데,	내가 생각한	크기보다 더 넓고	
쾌적했다. 내가 혼자 편하게 쓸 침실 또한 생각보다 넓고 침구도 푹신했다(이번	
항차에는 연구자 모두	1인	1실을 사용할 수 있었다).	육지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적도	
근처의 태평양으로 가니 엄청 더울 것 같아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질 거라는 생각에	
아이스크림을 쟁여놓고(잘못된 선택이었다.	매끼 아이스크림이 제공되었다),	정점
까지 이동할 동안 볼 영화나 드라마를 마지막으로 내려받으며,	출발 전날 밤을 보냈다.	

배가 출항하면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모두 안 터져서 육지와의 연락이 모두 끊길 것	
같았지만,	다행히도 이사부호에는 위성전화기가 있었다.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이나	
사진의 전송은 느려서 불가하지만,	안부를 주고받을 정도로는 신호가 터졌다.	처음	
출발 전 회의 때 전자장님께서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면(특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앱 등)	자동으로 그 고유	IP주소를 차단한다고 하셔서,	항상 쓸	
때마다 혹시 차단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사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트북의		
데이터가 어느 순간부터 터지지 않았다.	알고 보니 이사부호 공용 폴더에 있는	
영화나 드라마들을 내 컴퓨터에 옮긴 후 재생해야 하는데,	나는 그 공용 폴더에서		
바로 재생을 해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쓰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엔 너무 부끄러워서		
‘전자장님한테 어떻게 말하지,	전자장님께서 풀어 주실까?’라는 생각에 이틀 정도	
데이터 없이 지냈다.	나는 끝내 견디지 못하고 전자장님을 찾았고,	다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됐다.	그 일 이후로는 배에서 내릴 때까지 엄청 조심스럽게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에디의 발달 단계 및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생물학적 반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었다.	따라서 에디의 물리적 특성 변동에 따른 생물학적	
반응(chlorophyll-a	농도,	크기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군집 구조,	기초생산 및	
신생산)을	규명하기 위해 매일매일 회의실에서 회의하며,	SSHA	자료를 다운받아	

2018년 8월 28일  
출항 하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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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의 변하는 모양을 파악했다.	이번 항차에서는	
warm	eddy가	2개,	cold	eddy가 1개 관측	
됐기에 최대한	에디 모양을 유지하는 정점에서	
채수하기 위해 다른 박사님들과 상의하여 정점을	
선정했다.	매일 회의를 하며	SSHA	변동을 파악
할 뿐만 아니라 태풍 강화에 따른 해양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했기 때문에 태풍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며,	항해 일정을 조정했다.	매일		
회의를 할 때마다,	항차마다 주어지는 방명록에	
같이 탄 경북대에서 온 화은이와 하루하루 일기를		
쓰듯이 그때 들었던 마음들(땅을 밟고 싶다는	
생각이 주였다),	먹고 싶은 음식들을 적으며 회의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의 행동이 유행처럼 번져	
박사님들께서 익명으로 그림을 그려주시기도	하

고 승무원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다(이사부호의 대부분 항차 중 유일하게	
활발했던 방명록이라고 한다).	

열심히 채수하고 필터링하며 정점들을 해치우고 있던 중에 태풍 망쿳이 우리 연구
해역을 강타하며 지나가게 됐다.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먼 해역으로	4일 정도 피항을	
하러 가게 됐는데,	그전까지는 열심히 일했으니 피항 기간 중 열심히 쉬자는 생각
으로 항해 항차에 같이	탄	대학원생들이 모두 모이게 됐다.	처음엔 서로 낯을 가렸
지만,	모두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차 친해져 휴식실에서 다 같이 매일 저녁	
영화를 보기도 했다.	이사부호의 저녁엔 포도주와 맥주 같은 주류가 같이 제공
됐는데,	한 캔씩 챙겨 저녁 후 다 같이 영화를 보면서 감자전·김치전을 직접 해서	
먹거나 냉동고에서 피자를 꺼내 먹어도 된다고 해서 맥주와 함께	1일	1피자를 하기도	
했다(그다음 항차에는 냉동고를 개방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일까?).	이사부호는 연구선이라고 해서 연구하는 장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휴게실과	
장기간의 크루즈를 견디기 위한 여가시설이 많이 존재했다.	우리는 피항 기간에 지하에	
있는 운동 시설에서 같이 탁구를 하기도 하고,	노래방을 이용하기도 하며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단 하나 사용하지 못한 여가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우나실
이다.	사우나실은 격일로 다른 성별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됐지만,	여성연구원이	
많이 없었을뿐더러 혼자 사용하기엔 부담이 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해 아쉬웠다.	
다음에 또 이사부호를 탈 수 있다면,	사우나실을 이용해 보고 싶다.

열대 태평양에서  
태풍을 만나다

의견과 평가

이사부호에서 현장 탐사 관측자료를 보며 회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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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기간에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하나씩 말해 보자면,	이사부호는 깊은 곳은 약	2,000m까지	CTD를 내리기 때문에		
압력 차에 의해 스티로폼 재질을	CTD에 매달아 깊은 곳까지 넣게 되면,	매우 압축이	
된다고 한다.	언제 또	2,000m까지	CTD를 내릴 수 있을지 모르니	TX17	정점에서	
관측사님의 도움을 받아 스티로폼을 매달아 내려봤다.	하지만 재질이 달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압축이 덜	돼서 좌절하고 있던	중에	전자장님이 우리가 불쌍했는지 어디서	
스티로폼 컵을 구해 주셨다.	그 결과 매우 압축된 기념품을 가질 수 있었고,	지금도	
내 방에 소중히 보관돼	있다.	또 이사부호에서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추억 중 하나는	
오징어 낚시였다.	오징어 낚시는 밤에 이루어졌는데,	불을 환하게 켜 놓고 잠시	
정박해 있으면 이	불빛이 매우 밝다 보니,	오징어가 잘 모인다고 한다.	그래서 갑판원
분들은 잠시 오징어 낚시를 즐기기도 했는데,	나 또한 쉬는 정점에서 낚싯대를 빌려	
오징어를 낚으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기술이 부족한 탓인지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	이사부호를	세 번쯤 타다 보면,	낚을 수 있는 것 같긴 하다.	그 외에도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지날 때	일본 정찰기가 이사부호를 맴돌기도 했고,	
기관실 투어도 할 수 있었으며,	쉬는 정점마다 별을	보려고 갑판에 머물렀던 즐거운	
기억들이 많다.	이사부호라는 큰	연구선을 경험하며 필드에 대한 경험도 늘 수 있었을
뿐더러 많은 추억까지 쌓을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승선 기간에 연구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박사님들과	관측사님·
승무원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사부호를	
타고 또 다른 대양을 연구하고 싶다.	

대양과 함께  
추억을 쌓다

대학생 승선수기 #1

여가시간에 승선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양 항해를 나서는 이들의 개인물품을 가득 담은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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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호와 함께  
황해를 탐하다

장유리 경상대학교

대학생
승선수기

#2

# 온누리호 승선을  

 
기대하며...



본 연구실은 해수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다양한 형태 중 생물에게 실질적으로	
이용돼	체내에 축적되는 자유용존상 유기오염물질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자유
용존상 유기오염물질의 효과적인 측정을 위해	수동형채집기를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진은 연구선 공동활용 사업을 통해	황해 및 남해에서의 자유용존상 유기오염
물질을 연구하고자	2019년	7월과	2020년	5월	2회에 걸쳐 수동형채집기를 온누리호	
연구선에 싣고 조사를 수행했다.	

2019년에는	연구선	후미에 설치해 끌고 다니는	‘예인식’	수동형채집 장치를 제작
하여 국내 연안과 외해에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연구선 운항팀과의 사전미팅 당시	
1,400톤급의 배가	12노트의 빠른 속도로 항해해야 하므로 수동형채집 장치가	
견딜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또한 수동형채집 장치를 해수에 노출된	
상태로 항해하기 때문에 연안에서는 양식장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접근해야	
했으며,	외해의 경우 황해에서 중국 측	EEZ	때문에 조사 경로에 제한이 컸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경상대학교와 제주대학교의 연구선으로	5~6차례 예비	
테스트를 거쳐 장치를 보완했으며,	운항팀 측의 도움을 받아 조사 경로를 수정했다.

대학생 승선수기 #2

2019년  
온누리호에서

예인식 수동형채집 장치를 투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경상대학교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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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사업은	1년에 딱 한 번 현장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진행	
돼야 해서 설렘보다는 긴장을 많이 했다.	
조사 장비가 문제없이 잘 작동하는지뿐만	
아니라 시료 채취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전처리를 어디서 할 건지 등을 파악하고자	
현장조사 전 두 차례 연구선에 타서 미리	
동선을 짜 두었으며,	장치를 미리 설치하면서	
빠트린 물품들은 없는지 일일이	체크했다.	
선박이 흔들릴 경우에 대비해 장치를 고정	
할 수 있는 끈과 공구함‧멀미약은 반드시	
챙겨야 하며,	wet	room에 콘센트가 많이	
없으므로 길이가 충분한 멀티탭도 필요하다.	
또한 장기간 항해하기 때문에 연구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들을 챙기는 것
도 좋다.	
2019년 조사 당시	예인식 수동형채집 장치를	
연구선	후미에 설치해	해수에 노출된 상태로		
항해해야 했기 때문에 연구선 운항팀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다행히 장치에 그물이나 어망이 걸리는 위험한 순간은 발생하지	
않았다.	수동형채집 장치에 설치된 시료는	10~12시간마다 교체하고,	대용량 해수	
채집의 경우	1시간 간격으로 해수를 채취해야 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교대로 시료를	
채취했다.	다행인 점은 연구선에 자동 펌프가 설치돼 있어 힘들이지 않고도 해수를	
채취할 수 있었다.	다만 자동 펌프를 활용하려면 밸브에 맞는 호스를 챙겨 가야	
하므로 사전에 사이즈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예인식 수동형채집 장치와 채니기는	
윈치에 연결해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선박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퇴적물	
채취의 경우 외해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져	112m까지 내렸어야 했는데,	사질이나	
암반 지대이면 퇴적물이 채취되지 않아 몇 번씩 시도하는 상황도 있었다.	

2020년에는 해수를 고속으로 회전시키는	‘고속회전식’	수동형채집 장치를 개선해	
동일한 해역에 적용했다.	개선된 장치에서 해수가 새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조사	2일 차	
때는 강한 비바람 때문에 목포에서 하루 피항하는 바람에 조사해역이 줄어들어	
아쉬움이 남았지만,	본 연구실에서 예비 테스트로 진행 중인 대기용 수동형채집기를	
연구선 선미와 후미·갑판실 등 모두	6곳에 설치함으로써 대기에서의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농도를 파악하고 대기-해수 사이의 플럭스를 조사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오염 수준이 매우 낮은 외해에서	pg/L	수준의 초저농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2020년  
다시 만난 온누리호

의견과 평가

대기용 수동형채집 장치가 설치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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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와 퇴적물 시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일반 어선
이나 작은 연구선으로 대용량 시료를 채취하려면 엄청난	
노동이 필요했을 테지만,	연구선에 설치된 자동 해수 펌프를	
활용함으로써 매우 편리하게 시료를 채취할 수 있었다.	또한	
수동형채집기는 수온·염분·풍속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가 확보돼야 하는데,	이 또한 연구선에 장착된	
TSG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았다.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시료 보관용 냉동고나 전처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협소했다.	본 조사는 단독으로 수행됐고 정점 수가	
많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다른 연구팀들과 함께 승선
하게 됐다면 시료 보관이나 전처리 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5일간 선박에서만 생활하면서 멀미도 오고 밤샘		
작업으로 힘든 상황도 많았지만 제대로 갖춰진 연구선을	
활용해 연구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추후 극지나	
대양 탐사를 다른 연구팀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또다시 참여하고 싶다.	

대학생 승선수기 #2

항해 전 온누리호 앞에서 경상대학교 연구진이 단체 촬영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고정식 수동형채집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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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구선 승선 생활 Quest Top 7

연구선 승선 생활 FAQ

장기간 대양을 항해하는 연구선 승선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준비를 요구합니다. 	
안전에서부터 여가생활까지 연구선 운항 중 다양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7가지를 선별해 그에 대한 답을 준비했습니다. 

연구선 승선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되나요?

선내 세면도구 등 생활용품은  
어떻게 구비돼 있나요?

운항 중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가요?

	우리	연구선은	선주배상책임보험(P&I)에	가입돼 
있어	승선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샴푸〮비누〮치약 등 기본적인 세면도구는 비치돼 
있으며, 칫솔〮수건 등 개인적인 용품은 직접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사부호 및 온누리호는 속도가 제한적이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SNS와 Web Browsing은 
가능하나, 실시간 동영상 시청과 자료 다운로드 
및 업로드 등 대용량 사용은 제한돼 있습니다.

  이어도호는 text 정도 송수신이 가능한 별도의 
이메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목1호와 장목2호는 국내 연안 휴대폰 
통신가능 해역에서 가능합니다. 

# 1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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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용품은 지급이 되나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상비약을  

준비해야 하나요?

	 안전모〮구명조끼가 구비돼 있으며, 안전화는 
개인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선내에 기본적인 상비약은 비치돼 있으며, 
국제항해를 하는 이사부호와 온누리호의 경우 
전문의약품까지 취급 가능하여 증상에 따른 	

약 처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사부호는 부산대학교병원과 

원격진료시스템을 갖추어 의사와 화상 통화로 
직접 상담 및 문진, 개인 상태 확인(혈압, 맥박 등 
실시간 검사)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박은 	

일반 유선 전화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 5

# 7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현장 조사 작업 중 식사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해요?

 정해진 식사시간에 먹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먹을 수 있나요?

식사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작업으로 인해 다수의 인원이 	
제 시간에 먹지 못할 경우 작업 시간에 맞추어 준비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식사가 어려우며, 별도 준비된 간식이 있습니다. 

# 6

선내 세탁실이  
따로 있나요?

	이사부호‧온누리호‧이어도호에는 세탁실이 있고, 	
장목1호‧2호에는 선박이 작아서 세탁실이 

없습니다. 이사부호에는 여성 전용 세탁실이 따로 
있습니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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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은 이렇습니다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A to Z

연구사업 관리 FAQ

2017년 이사부호 출항과 함께 본격화된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은 	
대학이나 산업체 연구원들에게 연구선을 활용한 해양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50여 개의 연구과제가 수행되거나 수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참여하고 시행될까요?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1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부훈령 제441호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연구선 운용기관인	KIOST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선을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진행합니다.

# 2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는 연구선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각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과제선정	및 연구선	운항일정 조정을 의결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과제를 선정하며 전년도	
공동활용실적을	평가합니다.	분과위원회 중 과학분과위원회는 연구선 공동활용	
신청과제 수요를 파악하여 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연구선운영분과위원회는	
연구선 운항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정된 과제의	승선인원	및	선박운항 일정을	
조정합니다.	

# 3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신규과제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산업체가 사업 공고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연구선 운용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 4

연구책임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책임자를 신청하는 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를 충족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5

연구선 공동활용을 통해 
사용 가능한 연구선은 

무엇입니까?

연구선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연구선은	KIOST에서 보유하고 있는	
5척의 연구선입니다.	대양탐사용	이사부호‧온누리호,	근해탐사용 이어도호,	
연근해탐사용 장목1호와	장목2호가 있습니다.	
또한 극지탐사용 아라온호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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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연구 지역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현재는	태평양,	인도양,	우리나라	연안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사부호의	경우	필요시	극지를	제외한	전지구해역	연구가	가능합니다.

# 7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절차를  

알려 주세요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 절차는 아래의 순서와 같습니다.
➊		과제공고 후 접수과제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검토,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➋		접수과제에 대한	1차 서면평가	후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 과학분과위원회에서	

2차 대면평가를 실시
➌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 운영분과위원회에서	승선인원 및 운항일정을 확정
➍		평가위원회 및 공동활용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한 후 협약체결	진행

# 8

연구비 집행 및 연구협약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한	연구비 소요명세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변경내용 발생 시 위탁연구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책임자 변경,	주요 연구내용 변경,	3,000만	원 이상의		
장비 구매 시에는 연구협약변경을 위해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9

연구선 사용 가능일수와 
사용료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선 사용일수는	이사부호는	5일 이내,	온누리호 및 이어도호는		
10일 이내로 지원 가능합니다. 연구선 사용료는 별도로 관리하여 연구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10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계획서에 계상할 수 

있나요?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연구에 활용하는 기기·장비(범용성 장비 제외)는	
과제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도착이 완료되어야 하며,	기자재 구입은		
총 연구비의	20%	이내로 제한합니다.

# 11

관련 규정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관련 규정 적용은	아래의 순서로	이뤄집니다.
➊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1.1.1.일부 제정)
➋		위탁연구기관 연구수당 관련 지침	→	관련 지침이 없을 시에는 해양과기원	

주요사업 운영요령,	연구수당 지급지침
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6호)
➍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2020.04.29.일부 개정)

# 12

연구비 사용 및 과제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관 연구기관에는	별도의 연구비 카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연구기관의 연구비 카드와 지급처리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또한 과제정산은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주관 연구기관에		
우편으로 제출하며,	지정된 회계법인에서 정산을 시행합니다.

# 13

해당연도에 연구선 
운항일정을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획한	연구선 운항일정을 수행하지 못한 사유가 개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과제수행을 중지하며,	그 외 외부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차기연도 이월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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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대양은 처음이지?

연구선 활용을 위한 초보자 가이드

가급적 항차 후반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	

커피가 오래됐더라도	
뒤에 공개할수록	

희소가치가 올라간다.

샴푸,	린스,	폼클린저,	
슬리퍼 등 개인이 쓰는	
물건은	직접	가져가야 	

한다.

컵·텀블러를		
가져가야 한다.

누구도	
컵을 건네지 않는다.

배는	24시간 작업하며	
시끄러우니 귀마개는 필수!

연구선에 없다.	
준비 안 하면	

다른 분들과 손해 보는	
물물교환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간간이	간식이 될 수 있는	
초코바 같은	것을 챙겨 

가는 것이 좋다.

멋진 일출과	
일몰 사진을	

놓치지	말기를….

가볍고,	꽉 잘 막히는	
록&록	통도 필수품이다

(개인의	작은 소품들 또는	
간식	등을 보관할 때 

용이하다).

우리나라 해양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든다.

에너지 효율적인 작은	
헤어드라이어는 오랜	

승선에 지친 내 머릿결과	
환경을 지켜 준다.

해양과학자로서 대양으로 나아가 현장 경험의 꿈을 꾸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장기간 대양 승선의 세계는 현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탐험하지 못한 미지의 바다와도 같기 때문이다. 

KIOST 연구원들이 그동안의 다양한 대양 항해 승선경험을 공유했다. 
장기간 항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승선 준비물부터 안전·태도 등 

연구선 활용을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을 알아보았다. 

# 1 대양 승선에서 나만의 소장품은 나의 가치를 만든다.

장기간 승선 생활을 하다 보면 나만의 비장의 비품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승선 기간 중 영향력을	나만의 비품으로 행사해 보면 어떨까?	

커피 원두 공개

개인용품 준비

개인용 컵·텀블러

귀마개

수건

간식

사진기

록&록 통

사명감

헤어드라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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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업
20회부터 시작하여	
하루	1회씩 증가.	

30일 후면 한 번에	50회	
달성할 수 있다.

➊	생강으로	만든	것이	‘멀미	안녕’에는	최고다.
❷	씹는	종류의	껌이나	캔디,	오징어	실채	등이	필요하다.	
❸		타월과	아이스팩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멀미	때에	타월을	물에	적셔서		

아이스팩을	감싸	머리에	얹어	놓고	잠시	누우면	상당	부분	멀미를	줄일	수	있다.
❹	멀미가	심한	사람에게는	포카리스웨트	가루가	좋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가지고 타
면 좋다.	멀미	때나 여가시간을 보낼 때 그 무엇보
다 유용하다.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취미 생활을	
하면 하루 종일	24시간 배를 활용하기에	그만이
다. 일출이나 일몰,	화창한 하늘이나 흐린 날의 구
름,	비 오는 날의 바다 등 다양한 바다를 사진에 
담을 수 있다.	더 여유가 있으면 캠코더로	자기	항
차의 핵심적인 것들을 촬영해 두는 것이 좋다.	두
고두고 기념적인 영상이 돼	후에 소중하고 중요한	
추억거리가 된다.

“ 	연구선 승선 시 대부분 	
긴 시간을 배에서 보내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여가시간에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승선 전에 목표를 정하여 
꾸준히 행동으로 옮긴다면 	
알차게 승선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 2 슬기로운 선내 건강생활

오랜	기간	승선해 있으면,	대양의	다양한 환경이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	
건강한 승선생활을 위해 단순하면서도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선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 3 멀미 대비 비상식량을 준비할 것!

연구선 탑승 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뱃멀미를 하게 된다.	

# 4 배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 워라밸

연구작업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접해 보지 못할 망망대해를 갈 경우	
날씨가 좋은 날	톱	브리지에 올라가서 은하수도 보고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자.	

걷기
1일	1만	보	걷기.	작업할 때도	

기록이 되니 충분하다.	
와이파이가 필요 없어 통신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수분섭취
선내에서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실 것.

피부관리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피부보습제	등도 필히		
가져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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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해의 경우 특히	여권 및 카드의 복사는 필수다.	더불어	비상연락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연구선에서 본인과 관련된 장비들에 대해서는 그 제원 등에 대해	승선 전에 반드시 파
악하고 있어야 한다.	관측사나	승무원분들이 시료 채집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 그 장비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양질의 시료를 획득할 수 있다.

# 5 배를 타기 전에 이건 꼭! 준비하길

장기간 승선할 때	빼놓고 챙기지 않았다면,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 찾아올지 모를 특별한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칠 수도 있다.

# 6 승선 후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한다.

연구선의 후미진 곳을 갈 경우 
옆에	있는	동료	등에게	반드시	
얘기해야	하며	가능한 한 	
동반하는	것이	좋다.	특히	
톱브리지	등의	한적한	곳은	
더더욱	누군가와	함께	다니는	
것이	좋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기상 상황, 철제구조물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기에 데크 
작업 시 안전장비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주변 동료가 
안전장비를 착용치 않았거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 강력히 조언해야 한다.

연구선 탑승자와의 관계
연구선 탑승자 그 
누구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서로 간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비상훈련 
비상훈련은 반드시 수행하는 

게 좋다. 비상교육 훈련 
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시간을 항상 
엄수해야 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 숙지가 안 돼 있어 
시간이 지체될 경우 주변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갑판(우드데크)에서는 항시 작업화를 신고, 안전모를 쓰고, 라이프 재킷을 입고 작업하세요. 	
날씨가 좋든 좋지 않든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넘쳐도 모자랍니다. 	

안전은 본인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연구작업에 있어 승선생활 자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환경입니다. 
언제 어디서 비상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작업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작업 전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특이점이 있을 경우 

승무원에게 보고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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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
국외	출장을	30일	이상	다녀오시면	

건강보험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수급자가	1인이면	전액,	

동반한 가족이	있으면	50%~!

30일	이상국외	출장	

미리 준비하고 점검
대양	탐사는	시간과의	싸움이지요.	

즉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점검해	놓아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연구선에 승선해 값진 연구를 하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파도와 며칠 싸우면 자기도 모르게 훌륭한 해양학자가 될 것입니다.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선내생활을 하세요. 
멀미는 주량에 반비례합니다.”

# 7 승선 사전 노하우

Ya!	너도	할 수 있어

# 8 승선 알!쓸!신!잡!

빠르고 실패 없는 라벨링을 위하여	
연필,	유성펜,	가위,	포셉,		
15센티미터 자 등을 한꺼번에	
넣은	록&록	통을 준비하는 게 좋다.	
라벨링을 못 하면 낭패를 겪는다.

연구작업 시 무전기 사용법
숙지가 필요하다.	
항상 상대방을 먼저 호출한	후	
본인을 소개한다.

1.	무전 사용 시 목소리는	천천히,	또박또박(너무 빠르거나 늘어지지 않게 주의)	한다.
2.	1회만 말해도	괜찮으나,	중요한 사항이나 헷갈릴 수 있는 숫자들은	2번 언급한다.
3.	송신 버튼을 누르고	1초 정도 후에 말한다(버튼을 누르고 바로 말하면 앞부분이	잘림).
4.	무전기상에서 현재 교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사용한다.
5.	선박 승무원의	직급 체계 및 명칭에 대해	숙지한다.	사관(항해사,기관사), 부원(갑판수, 조기수, 조리수)

인터넷 사용이 느리고,	먹통일 때를	
대비하여	각종	e-book,	movie	
등을 저장한 외장하드를 준비한다.

록&록 통

무전기

Bridge와	Life	boat	등	
선박기본구조,	주요장소		
위치 및 접근 방법	숙지가	
필요하다.	

외장하드

방법	노트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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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

99.8m
항해속력

순항 12노트
최대 15노트

승선인원

60명
승무원 25명, 연구원 35명

선폭

18.0m
국제총톤수

5,894톤

이사부호 
R/V ISABU

크레인
해양연구에 사용하는 각종 중량물을 
이동할 때 사용되며 최대 5톤의 
중량물 인양이 가능하다.

A-Frame
수중 투하용 관측 장비를 갑판에서 해상으로 이동하거나 
장비의 진수 및 회수를 위한 장비로, 	
알파벳 A 모양으로 되어 있어 A-frame이라 불린다. 
큰 중량을 견인하면서도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 갑판에서 
장비를 준비하고 연구하게 해준다.

소음을 고려한 추진모터
이사부호에 탑재된 2,500Kw급 모터 
2대는 연구용 센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진동‧고음‧수중방사음 시험을 거쳐 
설치되었다.

Z-Drive 전방위 추진기
360도 회전하는 2대의 추진기는 	
정확한 연구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2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하며, 	
최고 속도는 15노트이다.

연료
이사부호는 60만ℓ(95%)의 
디젤유를 탑재하여 
19,000㎞의 항속거리를 
운항할 수 있다.

윈치실
이사부호의 모든 크레인과 윈치는 

윈치실에서 통합 관리한다.

탐사준비 공간
해양탐사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장비 보관‧준비‧정비에 
최적화하여 만들어졌으며, 탐사결과물 처리와 	
무균탐사 등을 지원하는 첨단 공간도 위치하고 있다.

크레인
연구장비와 컨테이너 등 각종 중량물을 이동할 때 사용되며 
최대 25톤의 중량물 인양이 가능하다.
해양과학기술원은 다양한 연구에 맞는 장비들을 
컨테이너형으로 개발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 적재하여 
연구에 활용한다.

Inmarsat	 870-773-111-189
Fax	 870-783-112-511
인터넷전화	 070-4296-2495~8

핸드폰	 010-4435-1055
E-mail	 isabu@sea-one.com

업무전화

배출가스 저감장치
친환경 연구선으로 설계된 이사부호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여 
IMO Tier 3 급으로 배출한다.



USBL
잠수정 등 수중 연구장비와 통신하여 
수중 장비의 위치 및 선체의 위치 
유지 기능에 활용된다.

전방위 어군탐지기
해양생물의 시공간 구조 파악이 가능하도록 
전방위에서 측정이 가능하여 생물 분포의 광역 조사에 
활용된다.

위성통신장비
VSAT라 불리는 위성통신장치로 
C-Band 및 Ku-Band 주파수를 
활용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든 
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여 원격의료도 
가능하다. 
이사부호의 승무원들은 
의료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원격진료가 가능한 의무실도 
갖추고 있다.

자이언트 피스톤코어 
(Giant Piston Corer)
수중에 투하되어 해저면 하부 최대 30m까지 
지질 시료를 채집하는 장치이다. 

CTD 장비 투하/회수 장치
자동화된 CTD 장비 투하장치는 CTD 
장비를 선미가 아닌 현측에서 안전하게 

투하 및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연구실
이사부호에 설치된 각종 센서 

측정장비를 통합 모니터링하는 
공간이다.

엔진(발전)
총 6대, 9,184Kw의 발전 용량을 가진 
이사부호는 추진속도와 운항형태에 
따라 엔진을 조합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엔진룸은 저소음‧진동방지 설계로 
음향장비를 사용하는 탐사계통에 영향을 
적게 주도록 만들어졌다.
-  �주엔진 1980Kw × 4대 / �

정박용 970Kw / 비상용 294Kw

자동 기상정보관측시스템(Auto weather station)
실시간으로 선체 주변의 기상정보(대기압, 온도, 강우량, 이산화탄소, 
일사량, 순복사량, 미세먼지량 등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위성 DGPS 수신장치 
(DGPS system)
다른 지형지물이 없는 바다에서의 
연구는 정확한 위치를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 장비는 위성신호를 
수신하여 선박의 위치정보를 0.1~1m 
오차범위 안에서 관측하여 제공한다.

인입식 추진기 
(Retractable Thruster)
추진기의 하나로, 360도 회전하며 연구 작업 중 
정밀한 선체 위치 유지 시 사용된다. 필요시 선저면 
아래로 내려서 사용하며, 저수심 항해 또는 일반 
운항 시 저항을 낮추기 위하여 선내로 인입할 수 
있다.

음향관측장비 센서돔(Sensor dome)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음향관측장비가 밀집되어 설치된 곳이다. 돔 내부에는 
다중음향측심기(Multibeam echo sounder), 천부지층탐사기(Sub bottom profiler), �
해류계(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가 장착되어 있다. 

유체분사추진장치(Pump Jet Thruster)
추진기의 하나로, 해수를 흡입 후 배출하는 �
힘에 의해 선체를 이동하거나 정밀 위치 유지 또는 
입출항 시 사용되며, 진동과 소음이 적어 연구선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9개의 데크
1 floor �
F� 각종 통신 안테나 등
E� 선교
D� 공기조화실(에어컨 시스템)
C� 거주구역, 선수 갑판, 구명정 등
B� 거주구역, 계류윈치실, 컨테이너 격납실, 중량물 크레인 등
A� 식당, 회의실, 창고 등
Main� 연구실, 갑판, 각종 창고 등

2 floor� �
거주구역, 작업 윈치실, 추진기실, 각종 창고, 체력단련실, 사우나 등 
플랫폼� 기관조종실, 발전기, 선수추진기 및 각종 기관기기 등

구명장비
이사부호는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기준 이상으로 
안전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  대빗진수식구명정 2(60인승 2대)
-  모터구명정 2대 / 구조정 1대 / 구명뗏목 6대
-  구명조끼 등 69인분
-  수색 및 위치 확인장치, 트랜스폰더, VHF전화 등 

Provision 크레인
선수 측에 위치한 식재료 창고와 물품 장고에 식재료나 �
물품 등을 선적하기 위한 크레인으로, 육상에서 창고까지 
물품을 운반하며 최대 2톤의 중량물 인양이 가능하다. 
이사부호는 60명의 탑승인원이 1개월 이상 사용할 식료품 
등을 적재한다.

●� �IMO Tier 3: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한 대기오염 방지 규제로, 이사부호는 1‧2차 규제보다 더 높은 �
3차 규제를 충족하고 있다.

● ● �� �CTD: 수층별수온염분(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측정기로 해양조사의 기초자료가 된다.

Non Bulb 형태의 선수
연구선은 해저지형 탐사 센서 등 정밀한 연구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사부호는 여러 선수 형태를 시험하여 
선수에서 선미 쪽으로 따라 흐르는 파형이 수평이 되도록 설계하여 
탑재 센서에 오작동을 방지하는 Non Bulb(둥근 모서리가 없는) 
형태를 만들었다.

선교(Bridge)
선박의 항해와 선체 제어 및 선내 모든 활동을 
관제하는 곳이다. 연구자들의 안전한 연구를 위해 
이사부호의 모든 기능과 활동을 감시‧통제하고 
있다.



크레인
연구장비와 물품 등 각종 물품을 선적하고 
갑판에서 중량물을 이동할 때 사용되며, �
최대 10톤의 중량물 인양이 가능하다.

A-Frame
수중 투하용 관측 장비를 갑판상에서 해상으로 이동, 
장비의 진수 및 회수를 위한 장비로 알파벳 A 모양으로 
되어 있어 A-frame 이라 일컫는다.

가변 피치 추진기
축(Shaft)의 회전 속도 및 방향이 아닌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하여 전후진 속도를 제어해 일반 선박보다 추진기 사용이 
수월하도록 되어 있어 연구 작업 시 운용이 용이하다. 12.5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하며, 최고 속도는 15노트이다.

연료
온누리호는 35만ℓ(95%)의 디젤유를 탑재하여 �
최대 30일간 탐사할 수 있다.

선미 터널식 추진기
선체의 횡 방향으로 추진하여 선체의 위치 유지 및 
입출항 시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엔진(발전)
소음 및 진동을 줄일 수 있는 설계가 적용되어, 

2대의 방진형 엔진이 하나의 축에 동력을 
전달하도록 제작되었다. 일반 발전기 2대 이외 

축의 회전에 의한 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최대 추진기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주엔진 – 1,160Kw × 2대

위성 DGPS 수신장치(DGPS system)
위성신호를 수신하여 선박의 위치정보를 0.1~1m 
오차범위 안에서 관측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구명장비
온누리호는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기준 
이상으로 안전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  대빗진수식구명정 1(41인승 1대)
-  모터구조정 1대  
-  구명뗏목 6대(각 20인승)
-  구명조끼 등 41인분
-  수색 및 위치 확인장치, 트랜스폰더, VHF전화 등 

온누리호
R/V Onnuri

Fax� 870-783-112-511
핸드폰� 010-3577-1519

E-mail� onnuri@sea-one.com업무전화

전장

63.80m
승선인원

41명
승무원 17명 �
연구원 34명

선폭

12.00m
국제총톤수

1,370톤
항속거리

10,000마일
항해속력

12.5노트

주요 연구조사 지역 Major Research Sites

전�지구 해양
The�ocean�all�over�the�world

2020년 운항실적 Total Distance and Days

운항거리�20,083km,�운항일수�142일
(20,083km,�142days)

이사부호 제원 Specifications

취항� 2016년 11월 
대양종합연구선� 5년

이사부호
R/V ISABU

‘이사부’는�신라시대�장군으로�지금의�울릉도인�우산국을�우리나라�역사에�최초로�편입시킨�인물이다.�
바다의�광개토대왕이라�할�수�있는�‘이사부�장군’의�정신을�이어받아�더�멀고�큰�바다로�진출해�해양
강국을�이루겠다는�의지를�표현한�것이다. 대양에서도�안정적으로�연구를�수행할�수�있는�5,000톤급�
이상의�대형�해양연구선은�대양연구·광물자원�개발�등을�위해�반드시�필요한�해양�인프라의�기본적인�
요소로,�망간단괴·열수광상�등�태평양·인도양�대양에서의�심해저�광물자원�및�해양�바이오�자원�확보�
개발과�급속한�기후변화에�따른�전�지구적�스케일의�대양에서 해양과학연구를 수행하는 데�활용된다.

다중�음향측심기�EM122,�EM710(Multibeam�Echo�
Sounder),�음향측심기�EA600(Hydrographic�Echo�
Sounder ) , � 해상중력계� MGS6 (Mar ine � Grav i t y�
Meter),�음향�도플러�유속계�OS38,�OS150(Acoustic�
Doppler�Current�Profiler),�수층별�수온‧염분�측정기�
SBE911(Conductivity�Temperature�Depth),�초순수�
해수채집장비�Ultra�Clean�CTD(TEI�Ultraclean�Sampling�
System),�천부지층탐사기�P70(Sub�Bottom�Profiling�
System),�과학어군탐지기�EK80,�SH90,�ME70(Scientific�
Echo � Sounder ) , � 표층� 수온‧염분� 측정기� SBE45 ,�
SBE38(Thermosalinograph),�소모성�음속측정�시스템�
XBT�MK21(The�Expendable�Bathythermograph),�
자동항해정보시스템� DGPS ,C � NAV,MarineSTAR ,�
Seapath�330+,�위치/자세�탐지기�PHINS,�Seapath�
330+,�MRU+5(Attitude�&�Motion�sensor�with�Gyro),�
수중�위치�측정기�HiPAP�101,HiPAP�mini(Underwater�

Positioning),�자동�기상정보관측�시스템(Auto�Weather�
Station),�염분측정기�AutoSAL�8400B(Salinometer),�
음향동기화시스템�K�sync(Acoustic�Synchronization�
Unit),�시간동기화�장치(Time�Synchronization),�사이즈믹�
공기압축기(Air�Compressor�for�Multichannel�Seismic),�
대형 해저�퇴적물�시료채취기(Giant�Piston�Corer�System),�
수중영상� 촬영,� 지질시료� 채집장비� T V � grab (Video�
Guided�Hydraulic�Grab),�다층�플랑크톤�채집기(Multi�
layer�plankton�sampler),�연속�어란�채집기(Continuous�
Underway�Fish�Egg�Sampler),�파고측정기(Wavemeter),�
이산화탄소�자동분압�측정�시스템�pCO2(Autonomous�
Analytical�System�for�Measuring�CO2� in�Oceanic�
Sur face � Water), � 지질시료분석장비� ITRA X(Core�
Scanner)(Multichannel�Seismic�System),�심해저�측면�
주사�소나(Deep�tow�side�scan�sonar),�심해저�카메라�
시스템(Deep�Sea�Camera�System)�

주요 관측 장비 Major Re search Equipment



CTD장비 투하/회수 장치
CTD 장비 투하장치는 CTD 장비를 선미가 아닌 
현측에서 안전하게 투하 및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주 작업윈치
10,000m 길이의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어 
심해에서의 현장 관측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심해용 다중음향측심기	
(Deep see multi beam echo 
sounder)
실시간으로 해저 수심과 지형을 관측하는 
장비이다. 약 10,000m 이내 수심 관측이 
가능하며, 최대 8,000m 내외의 수심에서 지형 
관측도 가능하다.

Sensor dome(음향관측장비 센서돔)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음향관측장비가 
밀집되어 설치된 곳이다. 돔 내부에는 연안용 
다중음향측심기(Multi beam echo sounder), 
천부지층탐사기(Sub bottom profiler), 
측심기(Depth recorder), 해류계(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가 장착되어 있다. 

선수 터널식 추진기
선체의 횡 방향으로 추진하여 선체의 위치 유지 및 
입출항 시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선교(Bridge)
선박의 항해와 선체 제어 및 선내 모든 활동을 
관제하는 곳으로, 선교 당직자(항해사)의 허가 
없이는 선내 모든 작업이 불가하다.

위성통신장비
VSAT라 불리는 위성통신장치로 Ku-Band 
주파수를 활용하여 극지를 제외한 전 세계 
어디에서든 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자동 기상정보관측시스템	
(Auto weather station)
실시간으로 선체 주변의 기상정보(대기압, 온도, 
강우량, 이산화탄소, 일사량, 순복사량, 미세먼지량 
등)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주요 연구조사 지역 Major Research Sites

태평양, 동중국해, 우리나라 연근해

2020년 운항실적 Total Distance and Days

운항거리 18,702㎞, 운항일수 126일
(18,702㎞, 126days)

온누리호 제원 Specifications

취항	 1992년 01월 
대양종합연구선	 29년

온누리호
R/V Onnuri

‘온누리(ONNURI)’는	‘온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전 세계 대양을 대상으로 해양조사 연구활동
을 펼쳐 해양과학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뜻과 의지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영문표기와 발음이 쉬
워 온누리호의 국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훌륭한 이름으로 평가받아	선명으로 선정됐다.
1987년 노르웨이 칼슨조선소와 건조계약하여	1992년	3월에 인수한	1,370t급의 이 연구선은 대부
분 우리나라에는 처음 도입되는 정밀 탐사 장비를 가득 싣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진하던 해양
과학연구에 기폭제가 됨은 물론 외국 배에 의존해 오던 태평양 심해저 망간단괴와 석유자원 탐사도	
우리 힘으로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다중 음향측심기 EM120(Multibeam Echo Sounder), 
음향측심기 EA600(Hydrographic Echo Sounder), 
음향 도플러 유속계 OS75, OS150(ADCP :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수층별 수온‧염분 측정기 
SBE911(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천부지층탐사기 P70(Sub Bottom Profiling System), 표층 
수온‧염분 측정기 SBE21, SBE38(Thermosalinograph), 
소모성 음속측정 시스템 XBT MK21(The Expendable 
Bathythermograph), 자동항해정보시스템 DGPS, 

Fugro, Trimble212 ,Seapath 380+, 위치/자세 탐지기 
Hydrins, Seapath 300+, MRU+5(Attitude & Motion 
sensor with Gyro), 자동 기상정보관측 시스템(Auto 
Weather Station), 이산화탄소 자동분압 측정 시스템 
pCO2(Autonomous Analytical System for Measuring 
CO2 in Oceanic Surface Water), 탄성파 지질탐사 장비 
Sercel(Multichannel Seismic System), 심해저 측면 주사 
음향 측심기(Deep tow side scan sonar), 심해저 카메라 
시스템(Deep Sea Camera System)

주요	관측	장비	Major	Re	search	Equipment



주요 연구조사 지역 Major Research Sites

국내 연근해 지역
Coastal waters and seas around the Korea Peninsula

다중 음향측심기 EM710(Multibeam Echo Sounder), 
음향측심기 EA400(Hydrographic Echo Sounder), 
음향 도플러 유속계 OS38, OS150(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수층별 수온‧염분 
측정기 SBE911(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천부지층탐사기 Chirp Ⅲ(Sub Bottom 
Profiling System), 표층 수온‧염분 측정기 SBE21, 

357톤12knots32명8.6m

순항속도 
Cruising 
Speed

총톤수 
Gross 
Tonnage

승선인원 
Complement 
연구원 18명 
승무원 14명

선폭 
Breadth 
(moulded)

49m전장 Length Over All 

이어도호
R/V Eardori

주요 관측 장비 Major Research Equipment

2020년 운항실적 Total Distance and Days

운항거리 13,807㎞, 운항일수 159일
(13,807㎞, 159days)

이어도호 제원 Specifications

취항	 1992년	03월	
연근해종합연구선	 29년

SBE38(Thermosalinograph), 소모성 음속측정 시스템 
XBT MK21(The Expendable Bathythermograph), 
자동항해정보시스템 Trimble SPS 356, Seapath 200+, 
자동 기상정보관측 시스템(Auto Weather Station), 
이산화탄소 자동분압 측정 시스템 pCO2(Autonomous 
Analytical System for Measuring CO2 in Oceanic 
Surface Water)



주요 연구조사 지역 Major Research Sites

국내	연해지역	Inner coastal areas of South Korea

2020년 운항실적 Total Distance and Days

운항거리	3,356㎞,	운항일수	74일(3,356km,	74days)

주요 관측 장비 Major Research Equipment

다중	음향측심기	EM3002(Multibeam	Echo	Sounder),	
음향측심기	EA400(Hydrographic	Echo	Sounder),	음향	
도플러	유속계	Workhorse	Mariner	300kHz(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수층별	수온‧염분	측정기	
SBE911(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천부지층탐사기	HMS622(Sub	Bottom	Profiling	System),	
표층	수온‧염분	측정기	SBE21,	SBE38(Thermosalinograph),	
자동항해정보시스템	Seapath	320+,	자동	기상정보	시스템(Auto	
Weather	Station)

주요 연구조사 지역 Major Research Sites

국내	연해지역	Inner	coastal	areas	of	South	Korea

2019년 운항실적 Total Distance and Days

운항거리	2,814㎞,	운항일수	76일(2,814km,	76days)

주요 관측 장비 Major Research Equipment

다중	음향측심기	EM2040(Multibeam	Echo	Sounder),	
음향측심기	EA400(Hydrographic	Echo	Sounder),	음향	
도플러	유속계	Workhorse	Mariner	300kHz(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수층별	수온‧염분	측정기	
SBE911(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천부지층탐사기	
HM3300(Sub	Bottom	Profiling	System),	표층	
수온‧염분	측정기	SBE21,	SBE38(Thermosalinograph),	
자동항해정보시스템	Seapath	330+,	자동	기상정보	시스템(Auto	
Weather	Station)

41톤13knots15명5.2m

순항속도 
Cruising 
Speed

총톤수 
Gross 
Tonnage

승선인원 
Complement
연구원 11명 
승무원 4명 

선폭 
Breadth 
(moulded)

24m전장 Length Over All 

35톤16knots12명4.8m

순항속도 
Cruising 
Speed

총톤수 
Gross 
Tonnage

승선인원 
Complement 
연구원 8명
승무원 4명

선폭 
Breadth 
(moulded)

24m전장 Length Over All 

장목1호
R/V Jangmok 1

장목2호
R/V Jangmok 2

장목1호 제원 Specifications

취항	 2005년	11월	
연안종합연구선	 16년

장목2호 제원 Specifications

취항	 2012년	03월	
연안종합연구선	 9년



선체 위치(GPS) 및 자세측정(Motion) 시스템으로 연구선의 운항 및 탑
재된 연구장비 운영 시 측정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 주며, 배의 흔들림에 의
한 자세를 보정해 주는 시스템이다. 육상 기준점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위
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DGPS로 구동된다. 

수중에서 USBL/LBL 방식으로 위치 측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ROV 위치 
추적 혹은 탐사 장비의 수중 위치 측정과 DPS 위치 유지 기능에 활용된다.

#2	 위성항법장치     
DGPS / C-NAV 3050, SeaSTAR 9205, Seapath 330+, PHIN

#1	 수중위치측정기     
Underwater Positioning System / HiPAP 101 Kongsberg maritime AS / Norway 

➊ Accuracy: Horizontal <10cm, Vertical <15cm
➋ 	Multi-constellation support and tracks GPS, GLONASS, Galileo, 

C-Nav, other SBAS (WAAS/EGNOS) signals, and accepts 
external RTCM input

➌ Heading Accuracy - 0.01°, Roll and pitch accuracy - 0.01°
➍ Heave accuracy: 5cm or 5% whichever is highest

➊ Operating Range: 1-10,000m / Operating beam: 120°
➋ Positioning accuracy in % of Range: 0.2%
➌ Receiver frequency band: 13.0 ～ 15.5 Khz
➍ Telemetry frequency band: 12.0 ～ 13.0 Khz 
➎ Transmitter frequency band: 10.0 ～ 12.5 Khz

연구선의 마스트에 설치되어 기상에 대한 전반적인 물리적 현상을 측정하
기 위해 구성되었다. 연구활동에 필요한 기상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기록‧저장하고, Display한다.

#3	 자동기상관측시스템           	
Auto Weather Station / ELP

➊ 측정항목
	 	풍향,	풍속,	온도,	습도,	기압,	강우,	일사,	자외선,	지구복사,	광량자,	순복사,	대기입자를	

측정하는	기상관측장비와	이산화탄소(CO2)	및	수증기(H2O)의	플럭스를	관측하는	
플럭스	분석장비로	구성

➋ 	데이터 저장, RS-232 통신사용 자료 동시공유(Broadcasting) 가능

이사부호 주요 장비 
Major Equipment



선저에서 다중음향신호를 발사하여 수심과 해저지형을 동시에 관측·기록
하는 Blister 형태에 장착된 기기로 송·수파 가능 범위의 해저 횡단면 전
체를 동시에 측심할 수 있다. 

선저 중심에 설치되어 운용되는 해양생물 관측용 음향 장비들로서 해양생
물분포 측정 시스템이다. 이동 궤적 전체에 대한 생물 산란체의 3차원 광
역조사, 해양생물분포의 3차원 광역조사, 자원 생물군의 분포와 이동 조
사 등 생물분포 특성 파악에 사용된다.  

#4	 다중음향측심기 	
Multibeam Echo Sounder / EM122, EM710 Kongsberg maritime AS/Norway 

#5	 과학어탐기     	
Scientific Echo Sounder / EK80, SH90, ME70 Kongsberg maritime AS/Norway 

➊ 수심, 해저지형 측정 
➋ 데이터 저장, RS-232 통신사용 자료 동시공유(Broadcasting) 가능 
➌ EM 122 
 - Transducer 1°×1°, 최대폭(Coverage) 약 30,000m
	 -	Depth	Range	:	20	～11,000m

➍ EM 710
 - Transducer 0.5°×1°, 최대폭(Coverage) 약 2,400m
 - Depth Range : 0 ～ 2,000m

➊ EK 80(Frequencies 18, 38, 70, 120, 200, 333 kHz) 
	 -	해양생물(동물플랑크톤, 자치어, 어류 등) 시공간 구조의 2차원 연속 파악
	 - 음향 자료로부터 분포 밀도 정량화 

➋ ME70(Scientific Multi-beam system / Frequency 70 to 120 kHz )
	 -	정밀	해저	지형과	생물	분포를	동시에	측정
	 -	Multi-frequency	시스템으로	종	분리,	생물	분포의	3차원	광역	조사에	활용

➋ SH 90	
	 (360° Omnidirectional sonar / 90° Vertical tip / Frequency 114 kHz )
	 -	해양	생물의	시공간	구조	파악,	생물	분포의	광역	조사에	활용
	 -	연구선을	중심으로	360°	전체	생물	분포	측정(Range	scale:	50	to	2000	m)	

연구선의 우현에 설치되어 Corer handler를 이용하여 Piston Corer를 
내려 해저의 퇴적층을 원통형으로 최대 30m까지 채취하는 시스템이다.

#6	 대형 피스톤 해저퇴적물 시료채취기            	
Giant Piston Corer System / OSIL

➊ Maximum Corer Length : 30m(5×6m Corer barrels) 
➋ Barrel Diameter : 140mm, Internal Corer diameter : 100mm 
➌ Trigger corer length : 2m
➍ GPC Weight : Approx. 5,990kg
➎ Cradle Weight : Approx. 3,000kg



항해 및 탐사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 즉 선체의 움직임 정보나 선박 운
항 관련 정보, 탐사장비 운용 정보, 선내 네트워크 등 연구선에서 운용되거
나 활용되는 모든 장비들의 정보를 연구선 내 연구원들에게 공유하기도 하
고 분배해 주는 기능이 있다.

#9	 탐사정보관리시스템      	
Survey Management System / 자체제작

➊ 연구탐사지역의 사전 탐사계획 작성 및 수정
➋ 	선박위치정보, 자세 및 관측정보 보정, 선박위치정보, 윈치운영정보, 

탐사정보 공유 등 도식화
➌ 	해양연구 활동지원과 필수적인 관측항목을 수집하고 통합 정리하여 모니터와 

Web을 통해 Display하고, 기록하고, 타 장비로 필요 자료를 전송

선박의 오버헤드 크레인과 윈치를 사용하여 수층별 수온‧염분을 측정
(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해 해양의 기본 물리적 파라미
터를 관측하는 장비로 Single Conductor Cable을 이용하여 선상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고 저장한다.

#8	 수층별 수온·염분 측정기          
CTD Profiler / SBE 911+ & Water Sampler

➊ Measurement Range
	 	-	Temperature:	-5	to	+35	°C	/	Conductivity:	0	to	7	S/m	

-	Pressure:	0	to	1400/2000/4200/6800/10500	meters

➋ 	Initial Accuracy
	 	-	Temperature:	0.001	°C	/	Conductivity	:	0.0003	S/m
	 	-	Pressure:	0.015%	of	full	scale	range

➌ 	옵션 센서는 Oxygen, Transmissometer, Fluorometer, PAR(Irradiance) 
및 Altimeter가 장착, 12ℓ Niskin Bottle을 36개까지 채수 가능

선박 운항 중 표층 해수의 수온, 염분, pCO2를 실시간 연속적으로 관측하
는 시스템으로 선수 Clean Seawater pump room에 온도센서가 설치
되어 있으며 Wet box와 Dry box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7	 표층 수온·염분 pCO2 측정기      
pCO2 Measuring System / Model 8050 General Oceanics Inc.

➊ NDIR(Non-Dispersive Infrared) Analyze
	 	-	Range:	0	to	3000	μmol/mol	,	Accuracy:	1%	nominal
	 	-	Zero	Drift	(with	temperature)	:	<	0.1	μmol/mol/℃
	 	-	Water	Sensitivity:	<	0.1	μmol/mol	CO2/mmol/mol	H2O

➋ 	Temperature
	 	-	Range	:	-3	to	50	Deg.C	,	Accuracy	:	0.003	Deg.C
	 	-	Resolution	:	0.0002	Deg.

➌ Conductivity
	 	-	Range	:	0	to	7	mS/cm	,	Accuracy	:	0.003	mS/cm
	 	-	Resolution	:	0.0003	mS/cm



중력에 의한 탄성변형을 이용하여 중력을 측정하는 장치로 1/100mgal까
지 고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다. 배의 동요를 소거하기 위해 완충기가 설치
되어 있다.

#11	해상중력계         
AirSea Gravity Meter / MGS-6 / Micro-G LaCoste / USA

➊ Resolution 0.01 mGal, Accuracy At Sea 1.0 mGal 
➋ 	Static Repeatability 0.05 mGal
➌ Platform range: 25° of roll and 22° pitch 
➍ Platform Period 4 Minutes
➎ Platform Damping 0.707 of critical damping
➏ Drift: 3.0 mGal

수천 미터 해저에서의 시료 채취를 위한 철제 프레임 그랩으로 해저면의 퇴
적물, 열수침전물, 생물시료 등을 연구선의 실험실 내에서 동영상을 이용하
여 실시간으로 관측‧확인하면서 채취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12	해저영상 그랩 관측기      	
TV Grab / OKTOPUS 

➊ 	채집기 제어 방식: Hydraulic powered Grab or others
➋ 해저면 채집활동 모니터링: Xenon Light & Color Video Camera
➌ 운용 수심: 6,000m
➍ 	해저면의 퇴적물, 열수침전물, 생물시료 등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인하면서 

채취 가능

대양에서 미량원소 및 동위원소에 대한 전 지구적 분포 및 순환 사이클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 6,000m 깊이 수심까지의 해수 채취와 해수의 특
성 관측이 가능하다. 갑판에 초순수 실험실로 사용할 수 있는 청정 실험실 컨테
이너로 구성되어 있다.

#10	초순수 해수채취시스템               
TEI Ultra Clean Sampling System / NIOZ 

➊ 	NIOZ UHP PVDF butterfly valve bottles 26 pieces (2 spares) / 	
12 liter volume 

➋ Ultra High Purity PVDF material
➌ CTD-frame: full titanium for contamination free, 6,000m 
➍ 	CTD system (Seabird SBE 9 plus) c/w MCBH - connectors, 

titanium casing 
➎ 	Transport system: aluminium transport pallet, stainless steel 

strengtened pallet trolley 
➏ 	Clean Room Container: High cube 20ft container - Air 

Conditioning: 3 stage filter : G4, F9, H13



동물플랑크톤 채집기로서 여러 개의 네트로 원하는 수층에서 생물을 채집할 
수 있는 장비다. 또한 수온‧염분 등의 해양 관측 센서를 부착하여 플랑크톤의 
수심별 다층 채집과 동시에 해양 환경 관측을 수행할 수 있다.

#13	다층 플랑크톤 채집기                     
MOCNESS(Multiple Opening / Closing Net and Environmental Sampling System)

➊ 	Opening Size of Net: 1 square meter, Net Size: 333 micron mesh 
➋ Depth rating: 6,000m
➌ Conductivity Sensor
	 	-	Measurement	Range:	0.0	to	7.0	S/m
	 	-	Initial	Accuracy:	0.0003	S/m
	 	-	Resolution:	0.00004	S/m	at	24Hz

➍ 	Temperature Sensor
	 	-	Measurement	Range:	-5.0	to	+35	℃
	 	-	Resolution:	0.0003℃	at	24	samples	per	second
	 	-	Initial	Accuracy:	±0.001℃

해수의 염분을 측정하는 장비로 교정용 기기이다.

#14	염분관측기                 	
Salinometer  8400B - Guildline 

➊ Measurement Range 0.0001:1.15 Conductivity Ratio
	 -	0.004	to	76mS/cm
	 -	0.005	to	42	Equivalent	Practical	Salinity	Units	(PSU)

➋ 	Accuracy < ± 0.0001 Conductivity Ratio, @ same set point 
temperature as standardization and within -2℃ and +4℃ of 
ambient. By calculation & substitution in the Bennett equation 
or the UNESCO tables, < ± 0.002 Equivalent PSU.

고해상도의 해저 지층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장비로서 Parametric 
음원으로 해저면을 포함한 해저 지층에서 반사되어 온 신호를 처리하여 
하부의 지층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15	천부지층탐사기          	
Sub - Bottom Profiling System / P70 ATLAS  

➊ 	Using Frequency: Primary: 18 - 33 kHz, Secondary: 0.5 kHz - 6 kHz 
➋ Penetration range: Up to > 200m(approx.)
➌ Beam width: 4.5°x 5.0°
➍ Depth range: 10 m –11,000m
➎ Pulse length: 0.33 － 25ms
➏ Resolution: 6cm
➐ 	Pulse type: Continuous wave(CW), 	

Chirp(frequencymodulated), Barker-coded(11 bit) 



코어 분석기는 해양 퇴적물 코어, 시추 코어 및 기타 시료를 비파괴적으로 
분석하는 장비이다. XRF(X-ray Fluorescence, 선형광분석기), X-ray, 
Radiographic Camera를 사용하여 해양 시료의 화학조성을 분석하고 
XRF 분석 및 이미지 자료로 출력할 수 있다. 수백마이크론의  해상력으로 
측정한다.

#16	퇴적물분석기              
ITRAX Corer Scanner - COX Itrax Core Scanner

➊ Maximum core length is 1.75m as standard.
➋ 	Sample thickness range is 30-60mm for split cores as standard, 

i.e. 60-120mm full circle. 
➌ 	Scan time
	 Down	to	~0.5	s/point	for	radiography,	and	~1.5s/point	for	XRF.

선박이 이동 중에도 어란을 채집할 수 있는 장비이다. 수심 3m 이내의 물
을 선체로 인입하여 이 중 일정 크기(약 500μm)의 어란 및 미립자를 걸러
내고 남은 물은 선체 외부로 배출하며, 걸러진 어란 및 미립자는 시료 채집
기로 이동‧저장된다.

#17	어란채집기               	
CUFES(Continuous Underway Fish Egg Sampler)

➊ Concentrator 
	 	- 높이: 81.2㎝, 폭: 30㎝, 넓이: 61㎝
	 - 중량: 60kg
	 - 재질: Aluminium (Hard anodizing)

➋ 	Sample collector
	 	- 높이:	60.96㎝,	폭:	33.02㎝,	넓이:	43.18㎝
	 	- 중량:	19kg
	 	- Frame	재질:	Aluminium(Hard	anodizing),	Tank	재질:	Polyethylene

음파를 발사하여 움직이는 물체에서 반사되는 음파의 주파수가 변화되는
성질(도플러효과)을 이용하여 수층별 해류의 속도와 크기를 측정하는 장
비이다. 주파수 대역별로 38KHz와 150KHz가 설치 되었으며, 주파수별
로 측정 수심은 최대 1,000m와 400m까지 가능하다.

#18	해류측정시스템      	
Acoustic Doppler Current Meter / OS38, OS150 RD Instruments

➊ 수심별 수평 및 수직 성분의 유속/유향 측정
➋ 	Communications
	 	RS-232	or	RS-422.	hex	ASCII	or	binary	output	at	1,200～115,400	baud.	

➌ Velocity long-term accuracy(typical): ±1.0%, ±5 mm/s 
➍ Velocity range: -5 to 9 m/s	
➎ 	OS 38: Water profile (Maximum): 1,000m, Max ping rate: 

38kHz(0.4Hz)
➏ 	OS 150: Water profiler (Maximum): 400m, Max ping rate: 

150kHz(1.5 Hz)



이사부호 연구장비 목록

구분 목록 비고

위치 측정
DGPS(C-NAV,	SeaSTAR,	Seapath) Horizontal:	10cm,	Vertical:	15cm

선박자세 측정 센서(PHIN,MRU5+) Heading	Accuracy:	0.01°	Roll	and	pitch	accuracy:	0.01°

수중 위치 측정 Underwater	Positioning	System Operating	Range:	1	～	10,000m	Positioning	accuracy	in	%	of	
Range:	0.2%

음향 장비

과학 어군탐지기 18,	37,	70,	120,	200,	333kHz

다중 어군탐지기 70	~	120kHz

고주파 방향성 어군탐지기 114kHz,	2000m

정밀 측심기 12,	38,	200kHz

다중음향 측심기(천해/심해) 70~100kHz,	2,000m	/	12kHz,	11,000m

천부 지층 탐사기 11,000m

음향 도플러 유속계 38,150kHz

Acoustic	Synchronization	System -Display	resolution	(horizontal):	50ms
-	Timing	resolution	of	synchronization:	1ms

음속 측정
Sound	Velocity	Probe ±0.05m/s

Sound	Velocity	Sensor 6,000m,	±0.05m/s

수온 염분 측정

Expandable	Bathy	Thermograph Temp	resolution	0.1℃,10Hz

Thermosalinograph T	:	0.003℃,	Cond.:	0.003mS/cm

Salinometer	8400B 	Accuracy	<	±	0.0001

중력 Marine	Gravity	meter	 	0.01mGal

기상관측

Meteorological	Observation	system 	Temperature,	Wind	speed,	Wind	Direction,	3D	sonic	wind	
sensor,	Flux	analyzer,	Quantum	sensor	etc.

Satellite	Data	Acquisition	System L-Band	Frequency:	1670	~	1720MHz,	Size	1.5m

Wave	meter Resolution:	0.1m

CO2 Underway	pCO2	system Real-time	Monitoring

채집기

CTD	System	 12L	*	36	Bottles

Giant	Piston	Corer 30m

Ultra-Clean	water	sampling	system 12L	*	24	Bottles,	PVDF,	Titanium

Continuous	underway	fish	egg	sampler Vertical	cast	Iron	Vortex	rotation

Multiple	Layer	Plankton	Sampler Max.	9nets	1㎡

TV	Grab 6000m,	0.6㎡

실험	/	분석기기

Core	Scanner Max	corer	length	1.75m,		
Sample	thickness	range	30	~	60mm	

Clean	Bench Width	4”,	Exhaust	Volume	269-296	CFM

Fume	Hood(Wet	Scrubbing	system) PVC

Vacuum	Freeze	Dryer 4.5	liter

Secondary	Evaporation

Non-Vibration	Bench Payload	range	4.5	~	14Kg

Oven 151	liter,	+5℃	to	250.0℃

Deep-Freezer -50	~	-86	℃

Autoclave 79	liter,	Range:	105℃	to	135℃	

Diamond	Saw Horse	Power	10HP,		
230V	3	phase,	Blade	Guard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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