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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initial perturbation is an important issue related to the improvement in the current 
seasonal climate prediction. In this study, we have applied the empirical singular vector (ESV) method 
to ensemble ENSO prediction with the SNU coupled GCM. It is found that from the empirical linear 
operator the leading singular mode, which represents the fast-growing error mode in the tropical 
Pacific, shows El Nino-like perturbation in the present coupled model. When the singular vector 
is used as an initial perturbation, the forecast skill of ENSO is significantly improved. Further, it is 
demonstrated that the predictions with the singular vector have a more reliable ensemble spread, 
suggesting a potential merit for a probabilistic forecast. coupled GCM. It is found that from the 
empirical linear operator the leading singular mode, which represents the fast-growing error mode in 
the tropical Pacific, shows El Nino-like perturbation in the present coupled model. When the singular 
vector is used as an initial perturbation, the forecast skill of ENSO is significantly improved. Further, it 
is demonstrated that the predictions with the singular vector have a more reliable ensemble spread, 
suggesting a potential merit for a probabilistic forecast.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doi : 10.1029/2010JC006851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doi : 10.1029/2011GL048521

Empirical Singular Vector (ESV) Method for 
Ensemble ENSO Prediction with a Coupled GCM.

Kwon, MinHo
Climate Change & 
Coastal Disaster 
Research Department
•
mhkwon@kordi.re.kr

The latest El Niño event in 2009–2010, which is classified as warm pool El Niño, holds a unique 
ground in that it marks the strongest warming signal in the central Pacific but rapidly decays to 
strong La Niña. The strong eastward-propagating cold anomaly at the subsurface level is found to be 
a key factor, and two possible mechanisms are suggested that resulted in the fast phase transition 
of the 2009–2010 event: 1) The anomalously warm Indian Ocean induces a surface easterly over 
the western edge of the Pacific, which generates the forced Kelvin waves. 2) The record-breaking 
high sea surface temperature in the central Pacific excites a strong Rossby response that is to be 
reflected as an upwelling Kelvin wave at the western boundary. The strong subsurface anomaly then 
propagates eastward and results in an unusually fast phase transition of the 2009–2010 warm pool 
El Niño event. The strong eastward-propagating cold anomaly at the subsurface level is found to be 
a key factor, and two possible 
mechanisms are suggested 
that resulted in the fast phase 
transition of the 2009–2010 
event: 1) The anomalously 
warm Indian Ocean induces 
a surface easterly over the 
western edge of the Pacific, 
which generates the forced 
Kelvin waves. 2) The record-
breaking high sea surface 
temperature in the central 
Pacific excites a strong Rossby 
response that is to be reflected 
as an upwelling Kelvin wave 
at the western boundary. The 
strong subsurface anomaly 
then propagates eastward and 
results in an unusually fast 
phase transition of the 2009–
2010 warm pool El Niño event.

The unique 2009–2010 El Niño event: A fast phase 
transition of warm pool El Niño to La Niña

(Figure 1) ESV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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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Ho Kim
Climate Change & 
Coastal Disaster 
Research Department
•
yhkim@kordi.re.kr

In the mature season of El Niño, Rossby waves do not easily propagate into the polar region, 
and the seasonal climatology of sea ice is minimal. Austral summer is a barrier to the persistent 
Antarctic dipole pattern (ADP) in sea ice. The 
sea surface temperature (SST) anomaly of 
central Pacific type El Niño (CP-El Niño) in 
the central Pacific contributes to a strong 
Rossby wave response and weakening of 
the polar-front jet that yields strong ADP in 
austral spring just before the ADP barrier. The 
strong ADP produces intensive sea-ice-air 
feedback, which allows the ADP anomaly to 
breach the barrier. In the conventional El Niño 
(EP-El Niño) events, the upper-level structure 
cannot contribute to the strong anomalous 
high pressure. In EP-El Niño events, the 
anomalous high in the Bellingshausen Sea 
is replaced by an anomalous low after the 
austral autumn following the mature season, 
whereas the anomalous high pressure 
persists up to the austral winter in the CP-
El Niño. In the CP-El Niño, the ADP persists 
until austral winter after the mature season 
of El Niño, whereas, in the EP-El Niño, it does 
not persist after austral summer. The central 
Pacific cold SST anomaly of La Niña together 
with the seasonal SST

climatology prolongs the opposite phase 
of the ADP anomaly up to the austral winter. 
Consequently, the tropical climate anomaly is 
exported to extratropics at the central Pacific 
in the Southern Hemisphere.

The central Pacific as the export region of the El 
Niño-Southern Oscil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anomaly to Antarctic sea ice

Shin, Hyeon Ho
Library of Marine 
Samples
•
shh961121@kordi.re.kr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s of dinoflagellate cysts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conditions from 
southern coast of Korea, surface sediment samples collected from 11 stations in Gamak Bay, Yeoja 
Bay and the offshore area of Yeoja Bay were analyzed. Dinoflagellate cyst assemblages observed in 
the study area included many species commonly reported from other temperate regions. Among 
them, Polykrikos cysts were dominant, together with Brigantedinium spp. and Spiniferites spp. Based 
on cluster analysis, dinoflagellate cyst assemblages were divided into two main groups; Group I, 
located in Yeoja Bay, and Group II, located in Gamak Bay and the offshore area of Yeoja Ba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dentified differences in salinity levels as the main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dinoflagellate cyst assemblages in the study area. Gamak Bay is 
a typical eutrophied area as result of extensive human activities around the bay, and heterotrophic 
cysts, including Polykrikos cysts, are remarkably abundant and likely to be a useful indicator for 
eutrophication in Gamak Bay.

Dinoflagellate cysts in surface sediments from 
southern coast of Korea

(Figure 1) 
D e n d r o g r a m  a n d 
separated areas based 
on results from cluster 
analysis.

(Figure 1)
The composite of sea-ice concentration (SIC) 
anomalies, measured by area fraction (≤ 1). The 
dot shows the 95% significance region. The bold 
line designates the 0.01 value for SIC climatology. 
The contour interval for the SIC anomaly is 0.2. for 
(a) CP-El Niño and (b) EP- El Niñ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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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Hee Jae
Marine Biotechnology 
Research Depar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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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activity-guided isolation for the new/novel metabolites from the EtOAc extract obtained from 
the culture broth of a marine Bacillus sp. 09ID194 followed by chromatographic fractionations and 
subsequently HPLC purifications led to the isolation of two known macrolides, macrolactins A (1) 
and Q (2), together with a new glycosylated marcrolide, macrolactin W (3). The chemical structures of 
compounds 1–3 were assigned based on extensive MS and NMR spectral data analysis and literature 
review. Compound 3 showed potent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both Gram-positive and Gram- 
negative pathogenic bacteria.
The strain 09ID194 produced more amount of compounds 1–3 only in low salinity (12 psu) compare to 
high salinity (32 psu) and it may be due to maintaining osmoregulation in their physiological process.
In conclusion, macrolactinW(3) is a new 24-membered glycosylated lactone compound isolated from 
the culture broth of a marine Bacillus sp. 09ID194. Macrolactin W showed potent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both Gram-positive and Gram-negative bacteria which may serve for the development of new 
antibacterial agent.

Macrolactin W, a new antibacterial macrolide from 
a marine Bacillus sp.

(Figure 1) Antimcribial Macrolactins from a 
Marine Bacillus sp.

(Figure 2) Photomicrographs of some dinoflagellate cysts collected in surface sediments from the southern coastal 
waters of Korea: A Spiniferites bulloideus, B Spiniferites bentorii, C Lingulodinium machaerophorum, D Cyst of 
Alexandrium affine type, E Tuberculodinium vancampoae, F Cochlodinium spp., G Cyst of Gymnodinium catenatum, 
H Diplopelta parva, I Cyst of Protoperidinium americanum, J Brigantedinium irregulare, K Cyst of Protoperidinium 
cf. minutum, L Quinquescuspis concreta, M Selenopemphix quanta, N Trinovantedinium applanatum, O Cyst of 
Polykrikos kofoidii, P Cyst of Polykrikos schwartzii, Q Stelladinium reidii, R Votadinium spinosum, S Selenopemphix 
nephroides, T Votadinium calvum, U Trinovantedinium pallidifulvum, V Protoperidinium latissimum, W Cyst of 
Alexandrium catenella / tamarense type under normal light after staining with primuline, X Cyst of Alexandrium 
catenella / tamarense type under UV light after staining with primuline. Scale bars: 10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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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in liver with known function identified by DD-PCR

Clone Size Putative identitya DD-PCRb

L5-300-1
L13-300-1
L15-C-1
L26-300-2
L29-300-2
L33-300-1
L33-C-1
L67-C-1
L71-300-1
L86-300-1
L89-300-1
L90-C-1
L117-300-1

247
355
451
205
533
257
477
539
428
240
975
291
613

Salmo salar clone ssal-rgf-508-063 Hsp70-binding protein 1 putative mRNA
Homo sapiens D-cadherin precursor
Sparus aurata fatty acid binding protein-like protein mRNA
Oreochromis niloticus liver hepcidin propeptide mRNA
Tetraodon nigroviridis mRNA for tissue factor 2
Paralichthys olivaceus ribosomal protein large P2 mRNA
Oryzias latipes hox gene cluster, complete cds, contains hoxDb
Carassius auratus beta-catenin mRNA
Gillichthys mirabilis ribosomal protein S13 mRNA
Danio rerio NFKB activating protein-like, mRNA
Lophiomus setigerus mRNA for goosefish kalliklectin
Danio rerio aldo-keto reductase family 1, member A1b (aldehyde reductase)
Oncorhynchus mykiss biotinidase fragment 1

Up
Up
Dn
Up
Up
Up
Dn
Dn
Dn
Up
Up
Dn
Up

a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BlastX) at NCBI 
b Up- or down-regulated in toxaphene exposed marine medaka (24 hr) 

(Table 1)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in head with known function identified by DD-PCR

Clone Size Putative identitya DD-PCRb

H3-300-1
H7-C-1
H25-300-1
H29-300-1
H30-300-1
H48-C-2
H48-300-1
H67-300
H100-300-a
H100-300-b
H108-300
H112-C
H113-300
H119-C-2

130
210
499
181
121
191
607
131
296
295
104
171
499
144

Cyprinus carpio cSmad4-1-2 mRNA for Smad4 type1
Danio rerio gamma M3-crystallin mRNA
Oreochromis mossambicus cytochrome c oxidase chain VIc-like mRNA
Paralichthys olivaceus protein tyrosine phosphatases epsilon variant 1 mRNA
Danio rerio adenylosuccinate synthase 
Protein similar to protein phosphatase 2C magnesium-dependent catalytic subunit 
Salmo salar clone HM5-2534 betaine-homocysteine methyltransferase (bhmt) mRNA
Oryzias latipes hox gene cluster, complete cds, contains hoxBa, evx homologue on hoxBa
Rattus norvegicus mRNA for myosin 9b 
Human myosin-IXb mRNA
Salmo salar aryl hydrocarbon receptor 1b (AhR1)
Salmo salar clone ssal-rgf-508-271 Coiled-coil domain-containing protein 98 putative mRNA
Bos taurus OMA1 homolog, zinc metallopeptidase
Solea senegalensis RPL36a mRNA

Up
Dn
Up
Up
Up
Dn
Up
Up
Up
Up
Up
Dn
Up
Dn

a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BlastX) at NCBI 
b Up- or down-regulated in toxaphene exposed marine medaka (24 hr) 

Seungshic Yum
South Sea Environment 
Research Department
•
syum@kordi.re.kr

Differential gene expression profiles were established from the head and liver tissues of the marine 
medaka fish (Oryzias javanicus) after its exposure to toxaphene, a persistent organic pollutant and 
insecticide, using differential display polymerase chain reaction. Twenty-seven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were identified, which were associated with the cytoskeleton, development, metabolism, 
nucleic acid/protein binding, and signal transduction. Among these genes, those encoding molecular 
biomarkers known to be involved in metabolism, ATP hydrolysis, and protein regulation were strongly 
induced at the transcription level, and genes encoding one structural protein subunit or involved in 
lipid metabolism were strongly downregulated. The same trends in gene expression changes were 
observed with real-time PCR analysis of 12 selected clones. The genes identified could be used as 
molecular biomarkers of biological responses to polychlorinated camphene contamination in aquatic 
environments.

Transcriptional response of marine medaka
(Oryzias javanicus) on exposure to toxaphene

(Figure 1) Differentially expressed clones by toxaphene exposure on agarose gel. PCR products using several 
primer combinations (GP8-14)were displayed on gel and a down-regulated (red arrow) and an up-regulated 
clone (green arrow) were shown among the GP11 combination products. M, DNA marker; C, control group; T, 
toxaphene-exposed group.

COMPARATIVE BIOCHEMISTRY AND PHYSIOLOGY C
doi : 10.1016/j.cbpc.2010.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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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ene ontology (GO) analysis of complete genome sequence from Flavobacteriaceae family strain S85

(Figure 2) Phylogenetic tree of relatedness of 
Flavobacteriaceae family based on the 16s rRNA 
gene sequences

Chulhong Oh
Marine Biology and 
Living Resources 
Research Department
•
och0101@kordi.re.kr

An agar-degrading marine bacterium identified as a novel member of the family Flavobacteriaceae 
(strain S85) was isolated from seawater in Micronesia. The sequenced strain S85 genome is 
composed of 3,384,629 bp in a circular chromosome, which includes 2,883 complete open reading 
frames. The strain S85 genome includes promising candidate genes for 84 polysaccharide-degrading 
enzymes, including 10 agarases, and 11 antioxidant-related enzymes. The analysis of the whole-
genome sequence of the novel marine strain S85 from the family Flavobacteriaceae promotes the 
understanding of genes involved in catalytic activities of polysaccharide-degrading enzymes of this 
bacterium.

Complete Genome Sequence of Strain S85,
a Novel Member of the Family Flavobacteriaceae

(Figure 1) Observation of colony and cell shape 
of Flavobacteriaceae family strain S85

Journal of Bacteriology
doi : 10.1128/JB.059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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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circular view of the draft genome sequence of Kordia algicida OT-1. The colored bands on each semicircle indicate the Clusters of 
Orthologous Groups of Proteins (COG) functions of genes at the given position, with the COG/color relationship indicated in the key on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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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 Sook Lee
Marine Biotechnology 
Research Center
•
leeh522@kordi.re.kr

Kordia algicida OT-1 is an algicidal bacterium against the bloom-forming microalgae. The genome 
sequence of K. algicida revealed a number of interesting features, including the degradation of 
macromolecules, the biosynthesis of carotenoid pigment and secondary metabolites, and the capacity 
for gliding motility, which might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of algicidal mechanisms.

[Figure 1] Micrographs of the lysing process of algae strains, Chaetoceros curvisetus, Cochlodinium 
polykrikoides, and Skeletonema costatum treated with culture filtrates of Kordia algicida OT-1.

Genome Sequence of the Algicidal Bacterium Kordia 
algicida OT-1

Journal of Bacteriology
doi : 10.1128/JB.05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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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Hyuk Y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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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Department
•
uhyim@kordi.re.kr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in December 2007, mixtures of three types of Middle East crude 
oil were stranded along 375 km of coastline in Western Korea. Stranded oils were monitored for 
their identity and weathering status in 19 stations in three provinces. The results obtained using a 
weathering model indicated that evaporation would be a dominant weathering process immediately 
after the spill and the sequential changes of chemical composition in the field verified this prediction 
positively. In the early stages of weathering, the half-life of spilled oil was calculated to be 2.6 
months. Tiered fingerprinting approaches identified background contamination and confirmed the 
identity of the stranded oils with the spill source. Double ratios using alkylated phenanthrenes and 
dibenzothiophenes in samples 
after the spill clearly reveal the 
impact of weathering on oil. 
However, to derive defensible 
f i ngerpr in t ing  for  source 
identification and allocation, 
recalcitrant biomarkers are 
extremely useful. Weathering 
status of the stranded oils was 
evaluated using composition 
p r o f i l e s  o f  s a t u r a t e d 
h y d ro ca r b o n s ,  p o lyc yc l i c 
aromatic hydrocarbons and 
various weathering indices. Most 
samples collected 8 months 
after the spill were categorized in 
either the advanced or extreme 
weathering states. Gradual 
increase in toxic components 
in the residual oil  through 
weathering emphasizes the need 
for adaptive ecotoxicological 
approaches.

Fingerprint and weathering characteristics of 
stranded oils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BIOORGANIC & MEDICINAL CHEMISTRY LETTERS
doi : 10.1016/j.bmcl.2011.09.072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doi : 10.1016/j.jhazmat.2011.09.055

Lee, Hyi Seung
Marine Biotechnology 
Research Department
•
hslee@kordi.re.kr

Dibrominated resorcinol dimers were synthesized by reaction of 4-bromoresorcinol with aldehydes 
under reflux in ethanol in the presence of HCl. Subsequent dehalogenation yielded the corresponding 
monobrominated compounds and a fully dehalogenated dimer. Of the dimers, 6,60-((4-hydroxyphenyl) 
methylene)bis(4-bromobenzene-1,3-diol) (4) displayed potent antibacterial activity and inhibitory 
activity against isocitrate lyase Candida albicans. 

Synthesis and antimicrobial activity of brominated 
resorcinol dimers

(Figure 1) Bioactive bromophenols from red algae Odonthalia corymbifera

(Figure 2) Synthetic bromophenols 
(Figure 1) GC-FID chromatograms of stranded oils according 
to their weathering stages and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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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Coastal Research (Special Issue)

Hak-Soo LIM
Marine Environment & 
Conservation Research 
Department
•
hslim@kordi.re.kr

We have developed a suite of Saemangeum operational oceanography network (SOON) system that 
consists of modeling and GIS modules. The modeling part comprises of atmospheric and hydrodynamic 
models coupled with three-dimensional hydrodynamics, wave, sediment transport and water quality 
modules. The hydrodynamic variables are forecasted in the 72- hours base. The predicted results 
are exported to the web-GIS system for real-time dissemination to the public. The SOON system has 
been developed exclusively for the Saemangeum tidal lake and coastal waters where 33km-long sea 
dyke has been constructed in the southwestern coast of Korea. The water of landward lake separated 
by the dyke takes the area of 40,100 ha that is planned for new land development by reclamation in 
next 10 years. The huge man-made engineering development requires the environmental and ocean 
state data under any circumstances for safety and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The SOON is 
one of such tools that provide the existing and future state of environmental condition. It is based on 
community models such as WRF for meteorological surface forcing, ROMS for hydrodynamics and 
SWAN for waves. We use the ArcGIS of ESRI for the GIS engine. Each model has been calibrated 
with observed data and verified with process-based features in the Saemangeum waters. We focus 
on the development 
o f  t h e  S O O N  a n d 
observation-based 
calibration/verification 
b y  a p p l y i n g  t o 
Saemangeum tidal 
l a ke  a n d  c o a s t a l 
waters where long-
term monitoring data 
is available.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results of operational 
practice of the SOON 
for the Saemangeum 
coastal waters that are 
under the engineering 
project.

SOON: The Saemangeum Operational Oceanography 
Networks

(Figure 1) Process of Saemangeum Operational Oceanographic Networks (SOON)

(Figure 2) 
Double ratio plots using 
biomarkers. (A) Ts/Tm 
vs H29/H30, (B) C28ββ
(C27ββ+C29ββ) vs C29ββ
(C27~C28β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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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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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lian silicate dust of the 328 cm long piston core KODOS 02-01-02 from the northeast equatorial 

Pacific was analyzed for chemical compositions and Nd, Sr, and Pb isotopic ratios to evaluate their use as 

hemispheric dust source discriminator and to examine the potential influence of authigenic smectite on 

these source signals. Neodymium and 

Sr isotope ratios of the core determine 

a change from southern to northern 

hemisphere dust deposition at about 

7.6 Ma. Samples deposited between 

15.5 to 7.6 Ma resemble southeast 

equatorial Pacific surface and down-

core dust values, while younger samples 

correspond to signatures typical for 

dust derived from central Asia, thus 

identifying the change from southern 

hemisphere to northern hemisphere 

dust depositional regimes in the late 

Miocene and placing the paleo-position 

of the ITCZ at 12 ±2 °N at 7.6 Ma. 

Lead isotope results of the core lack 

prominent down core variation with 

changing source regimes as reported 

above. A compilation of Pacific Pb 

isotope dust records reveals that Pb 

isotope ratios vary as a function of 

silicate dust extraction procedures. It is 

concluded that of the Pb isotopic dust 

records published so far, only a few are 

useful for dust source identification. 

Further optimization to retrieve the 

pristine silicate dust Pb isotopic 

composition is required.

Lead, Nd and Sr isotope records of pelagic dust: 
Source indication versus the effects of dust 
extraction procedures and authigenic mineral growth

(Figure 1) Plots of εNd (A) and 87Sr/86Sr ratios (B) versus age 
in core KODOS 02-01-02 and other Pacific cores. DSDP 598 
and the older section (>40 Ma) of GPC3 core were sourced 
from the Central and South America (Stancin et al., 2006; 
Pettke et al., 2002), while others were sourced from Asia and 
West Pacific arc systems (Pettke et al., 2000).

Journal of Coastal Research (Special Issue)

Kyung Tae Jung
Marine Environment & 
Conservation Research 
Department
•
ktjung@kordi.re.kr

Two kinds of numerical tidal models are used to produce a database of tidal constituents for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The traditional FDM-based model allows easy setup and operation. 
Despite the difficulty of constructing the mesh system, the FEM-based model offers advantages 
for resolving the complicated coastline and for considering bathymetric shape. We developed and 
demonstrated a compact GUI prediction system based on the POL DLL (dynamic link library) with 
database of tidal constituents derived from numerical simulation on real time. This system could be 
useful in hydrographic surveys for the sea level correction, and also in determining the tidal datum 
around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A series of these works essentially aims at creating RTWL 
(Real-Time Water Level) prediction system. The measured bathymetry from a GPS-based hydrographic 
survey is defined relative to the reference ellipsoid or the sea surface according to vessel position and 
measured time. We must also define the tidal datum (HAT/LAT, MSL) in spatial and temporal terms 
to transform various vertical datum values (GPS height, ellipsoid, tidal datum). A RTWL system for the 
Yellow Sea was proposed to KHOA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dministration)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the measured tide information and predicted sea states.

A Harmonic-Constants Dataset Derived from the 
FDM and FEM Tidal Models, and Real-time Tidal 
Prediction for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Figure 1) Areas of regional rapid prediction showing examples of a GUI program for tidal elevation and 
current using the tidal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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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dust values, while younger samples 

correspond to signatures typical for 

dust derived from central Asia, thus 

identifying the change from southern 

hemisphere to northern hemisphere 

dust depositional regimes in the late 

Miocene and placing the paleo-position 

of the ITCZ at 12 ±2 °N at 7.6 Ma. 

Lead isotope results of the core lack 

prominent down core variation with 

changing source regimes as reported 

above. A compilation of Pacific Pb 

isotope dust records reveals that Pb 

isotope ratios vary as a function of 

silicate dust extraction procedures. It is 

concluded that of the Pb isotopic dust 

records published so far, only a few are 

useful for dust source identification. 

Further optimization to retrieve the 

pristine silicate dust Pb isotopic 

composition is required.

Lead, Nd and Sr isotope records of pelagic dust: 
Source indication versus the effects of dust 
extraction procedures and authigenic mineral growth

(Figure 1) Plots of εNd (A) and 87Sr/86Sr ratios (B) versus age 
in core KODOS 02-01-02 and other Pacific cores. DSDP 598 
and the older section (>40 Ma) of GPC3 core were sourced 
from the Central and South America (Stancin et al., 2006; 
Pettke et al., 2002), while others were sourced from Asia and 
West Pacific arc systems (Pettke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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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kinds of numerical tidal models are used to produce a database of tidal constituents for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The traditional FDM-based model allows easy setup and operation. 
Despite the difficulty of constructing the mesh system, the FEM-based model offers advantages 
for resolving the complicated coastline and for considering bathymetric shape. We developed and 
demonstrated a compact GUI prediction system based on the POL DLL (dynamic link library) with 
database of tidal constituents derived from numerical simulation on real time. This system could be 
useful in hydrographic surveys for the sea level correction, and also in determining the tidal datum 
around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A series of these works essentially aims at creating RTWL 
(Real-Time Water Level) prediction system. The measured bathymetry from a GPS-based hydrographic 
survey is defined relative to the reference ellipsoid or the sea surface according to vessel position and 
measured time. We must also define the tidal datum (HAT/LAT, MSL) in spatial and temporal terms 
to transform various vertical datum values (GPS height, ellipsoid, tidal datum). A RTWL system for the 
Yellow Sea was proposed to KHOA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dministration)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the measured tide information and predicted sea states.

A Harmonic-Constants Dataset Derived from the 
FDM and FEM Tidal Models, and Real-time Tidal 
Prediction for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Figure 1) Areas of regional rapid prediction showing examples of a GUI program for tidal elevation and 
current using the tidal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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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thic ecosystem in Gwangyang Bay, a fast developing industrial area with steel production, port 
container handling, petroleum and other chemical processing in South Korea was studied. The average 
levels of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in the benthic components were: Seawater 2.99 ± 0.13 (ng/L); 
Sediment 294 ± 118 (ng/g TOC); [biota=ng/g lipid] Starfish 92; Prawn 131 ± 2; Mussels 127 ± 22 ; Crab 
182 ±114; Clam 187; Polychaeta 215; Sea-cucumber 497 ± 90; Squill 603 ± 38; Fish 396 ± 159. Levels in 
the inner bay samples were higher than the outer bay samples suggesting land based pollution. Good 
correlation (r2=0.79; p <0.05) existed between PCB concentration and lipid content indicating partioning 
processes in action. PCB signature in the abiotic and biotic components shows enrichment of lower 
chlorinated congeners emitted by a unique source nearby, viz. steel manufacturing plant.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in a benthic 
ecosystem in Gwangyang Bay, South Korea

MARINE POLLUTION BULLETIN
doi : 10.1016/j.marpolbul.2011.09.005

[Figure 1] Map showing Gwangyang Bay 
neighborhood and sampling locations 
(inner and outer bay). Shaded areas refer to 
intertidal mudflat zones.

Organism Location (St.#) Sample 
size (n) PCBs Enrichment factor

(Inner to Outer bay)

Clam 
(Scapharca broughtonii) Inner bay (1) 8 187 -

Sea-cucumber 
(Protankyra bidentata) Inner bay (6a) 12 497±90 -

Squill 
(Squilla oratoria)

Inner bay (6) 5 629
1.1

Outer Bay (13) 6 579

Polychaeta 
(Tharyx sp. & 
Lumbrinerislongifolia)

Inner bay (3, 6) * 35 215 -

Crab (Charybdis japonica)
Inner bay (1, 3) 26 245±47

4.4
Outer Bay (13) 15 56

Prawn 
(Leptochela gracilis) Inner bay (1, 8) 11 131±2 -

Starfish 
(Asterias amurensis) Inner bay (6) 20 92 -

Fish 
(Pleuronichthys cornutus)

Inner bay * 4 396±159
1.9

Outer bay * 6 213±58

Mussels 
(Mytilus galloprovincialis)

Inner bay 
(4, 7, 9) 45 126±22 -

(Table 1) Concentration of SPCB (ng/g lipid wt.) in organisms from 
inner or outer bay. Concentration values in the inner and outer bay 
are compared for those available at both locations and enrichment 
factors are calculated (last column on the right).

a = duplicate samples were obtained
* = due to scarcity of specimen, samples collected from various stations were po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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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ber of caribou and muskoxen samples from the western Alaskan Arctic and fish samples 
from the Aleutian Islands were collected between 1998 and 2006 and analyzed for anthropogenic (90Sr 
and 137Cs) and natural radionculides (40 K, 210Pb and 226Ra), as part of the radiological assessment for 
the regional subsistence hunting communities in the first half of 2000s.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ivities of these nuclides with the size of the fish. In caribou samples, concentration 
of 90Sr in muscle was below the detection limit of 0.14 Bq kg−1 and 137Cs concentration in bones was 
below the detection limit of 0.15 Bq kg−1.137Cs activity varied over an order of magnitude in caribou 
muscle samples with an average value of 2.5 Bq/kg wet wt. Average 137Cs activity in muskoxen muscle 
was found to be 9.7 Bq/kg wet wt.

However, there were a little variation (less than 60%) in 210Pb, 40 K, and 226Ra in both muscle and 
bone of both caribou and muskoxen. The activities of total 210Pb in caribou and muskox bones were 
found to be 1–2 orders of magnitude higher than that of parent-supported 210Pb indicating the potential 
for dating of bones of terrestrial mammals (time elapsed since the death of the animal) based on 
the excess 210Pb method exists. In 
fish muscle samples, 137Cs activity 
varied from below detection limit to 
154 mBq/kg wet wt. and its content 
increased with the size of the fish 
due to its transfer through the food 
chain. Among the seven fish species 
investigated, 210Pb activities varied 
almost an order of magnitude; 
however, 40K and 226Ra activities varied 
less than a factor of two. Total annual 
effective dose due to 90Sr and 137Cs 
from the ingestion of those terrestrial 
and marine meats was estimated to 
be negligible (ca. 9 μSV/a) compared 
to the natural radionuclides present 
thus posing negligible radiological 
threat to humans.

Anthropogenic and natural radionuclides in caribou 
and muskoxen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doi : 10.1016/j.scitotenv.2011.06.044

(Figure 1) Time series activity concentration in caribou 
population in the Arctic region along with the 90Sr (red-dotted) 
fallout measured in Nome in Alaska by Environmental 
Measurement Laboratory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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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술은 다중대역 통신시스템과 방법, 이를 이용한 실시간 해양 물류 위치 추적 방법 및 

해양 네트워크에 관한 것임

• 본 기술에 따른 해양 네트워크를 위한 다중대역 통신 시스템의 일례는 통신 모드에 따른 통

신 비용을 나타내는 코스트 매트릭스(Cost-Matrix)에 따라 고주파(High Frequency ; HF) 대

역 통신, 초고주파(Very High Frequency ; VHF) 대역 통신 또는 위성 통신 중 어느 하나로 선

택된 통신 모드에 따라 통신 모드 전환동작을 수행하며, 전환된 통신 모드에 따라 IP(Internet 

protocol)에 기반한 백본(Backbone) 네트워크에 연결된 지상기지국과 데이터 정보를 송수신

하는 물리적 계층 코스트 매트릭스(Matrix)에 따라 어느 하나의 통신 모드를 선택하고, 물리적 

계층이 선택된 통신 모드로 전환동작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데이터 링크 계층 및 데이터 링

크 계층이 초고주파(VHF) 대역 통신을 통신 모드로 선택한 경우, 이웃하는 선박을 통하여 지

상기지국과 초고주파(VHF) 대역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최단 경로를 검색하는 네트워크 계층

으로 이루어짐

• 국토해양부는 한·중·일 삼국간 물류정보 공유 워크숍을 통해 국내 해운항만물류정보센

터(SP-IDC), 중국의 물류정보시스템(LOGINK), 일본의 컨테이너물류정보시스템(COLINS)을 

상호 연계하여 선박 입출항 정보와 항만간 컨테이너 이동정보 공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로 함

• 특히 국내와 유사한 형태의 수출입구조를 지닌 중국과 일본 간 물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자 하며, 이와 더불어 부산항의 물류정보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임

•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BPA-NET)은 부산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부산

시 등 유관기관과 업체에 흩어져 있는 항만물류정보를 통합·연계함으로써 물류비 절감과 고

객편의를 도모하는 정보화 사업으로서 토탈소프트뱅크 컨소시엄(토탈소프트뱅크, 동아대학교 

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으로 진행됨

•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BPA-NET)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통합 항만 서비스(Uni 

Port Service)와 최상 물류 서비스(Ultra Logistics Service), 가치 제고 서비스(Utmost Value 

Service), 유비쿼터스 인프라서비스(Ubi Infra Service)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94

억 원이 투자되어 진행됨

• 본 기술은 다중대역 통신 시스템 및 방법을 이용하여 다중대역 통신시스템이 장착된 선박과 지상기지국을 포함하는 해양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를 제공하고, 다중대역 

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해양 물류 위치 추적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물류IT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적용이 용이한 기술

로 판단됨

[ 기술성 ]

[ 시장성 ]

[ 사업성 ]

[ 대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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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역 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해양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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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술은 해저 퇴적물에 대한 시료채취 시 훼손과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시료채취기에 구

비된 슬라이드 방식의 코어 리테이너임. 본 시료채취기에 구비된 슬라이드 방식의 코어 리

테이너는 구동 유닛을 통해 해저에 삽입되는 샘플관의 선단부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는 캐

처홀더 및 캐처홀터 선단부의 내주연에 설치되고 탄성에 의해 샘플관 내로 퇴적물의 유입을 

허용하고 유입된 퇴적물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캐처를 포함함. 캐처홀더에는 슬라이딩 작

동에 의해 캐처의 열림과 닫힘을 제어하기 위한 개폐부재가 구비됨

• 이와 같이 구성된 시료채취기에 구비된 슬라이드 방식의 코어 리테이너에 의하면, 샘플관의 

선단부가 열린 상태로 해저에 삽입되고 시료를 채취하는 동안에 닫힐 수 있도록 제어함으로

써, 부드러운 표층퇴적물을 흩뜨리지 않고 용이하게 채취할 수 있고 유실을 방지하여 채취된 

시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샘플관의 규격에 따라 맞게 형성 가능하여 다양한 코어

러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음

• 세계적으로 해양탐사의 최대 관심은 미지의 세계로 알려진 심해 탐사이며, 이를 위해 유/무인 

잠수정 개발과 탐사가 주요 연구과제가 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로 6000m급 심해 

무인잠수정 ‘해미래’가 2005년에 개발되어 우리도 심해탐사의 역량을 갖추고 있음

• 무인 잠수정을 이용한 심해의 시료 채취는 기존의 선상에서 사용한 시료 채집 장비보다 고도

로 정밀하고 독창적인 채취기가 요구됨. 현재 무인 잠수정을 이용한 장비 개발과 이용 현황은 

초기상태로서 선진 해양조사기관들의 심해 탐사의 영역과 내용의 확대로 인해 다양한 채집 장

비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심해 무인 잠수정을 이용한 창조적인 시료 채집 장비로

서 가치는 있으나, 지금의 상황에서 국내외 시장 여건은 제한적임

• 본 기술과 관련되어 해외에 유사기술이 존재하며, 심해 무인잠수정을 이용한 무교란 해저 퇴

적물 채집을 위한 장비기술은 특수분야에 해당되어 국내외 시장규모는 작을 것으로 예상되므

로 본 기술에 대한 상용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그러나 미래 미답지 탐사와 자원의 보고인 심해저 탐사를 위해 국가 연구사업 개발과 대기업

의 참여가 기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장비개발 기술의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기술성 ]

[ 시장성 ]

[ 사업성 ]

시료채취기에 구비된 슬라이드 방식의 코어 리테이너

Slide type core retainer having sampler

시료채취기에 구비된 슬라이드 방식의 코어 리테이너

국내 최초 6000m급 심해

무인잠수정 해미래

[ 대표도 ]

선사

선사

선사

GCTS

SP-IDC

Others

Others

OthersLogink

Collins

System A

System A

System A

System B

System B

Request /
Response

Request /
Response

NEAL-NET Request /
Response

Publish
Web-Service

3et
Web-Service Info

Web Service
Directory

물류
정보

물류
정보

물류
정보

운송사

운송사

운송사

화주

화주

화주



28 KORDI S&T

PATENTS

29No. 5  April  2012

PATENTS

등록번호 10-1062711(2011.08.31)

발명자 : 윤창호, 조아라, 박종원, 김승근, 박진영, 임용곤

• 본 기술은 다중대역 통신시스템과 방법, 이를 이용한 실시간 해양 물류 위치 추적 방법 및 

해양 네트워크에 관한 것임

• 본 기술에 따른 해양 네트워크를 위한 다중대역 통신 시스템의 일례는 통신 모드에 따른 통

신 비용을 나타내는 코스트 매트릭스(Cost-Matrix)에 따라 고주파(High Frequency ; HF) 대

역 통신, 초고주파(Very High Frequency ; VHF) 대역 통신 또는 위성 통신 중 어느 하나로 선

택된 통신 모드에 따라 통신 모드 전환동작을 수행하며, 전환된 통신 모드에 따라 IP(Internet 

protocol)에 기반한 백본(Backbone) 네트워크에 연결된 지상기지국과 데이터 정보를 송수신

하는 물리적 계층 코스트 매트릭스(Matrix)에 따라 어느 하나의 통신 모드를 선택하고, 물리적 

계층이 선택된 통신 모드로 전환동작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데이터 링크 계층 및 데이터 링

크 계층이 초고주파(VHF) 대역 통신을 통신 모드로 선택한 경우, 이웃하는 선박을 통하여 지

상기지국과 초고주파(VHF) 대역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최단 경로를 검색하는 네트워크 계층

으로 이루어짐

• 국토해양부는 한·중·일 삼국간 물류정보 공유 워크숍을 통해 국내 해운항만물류정보센

터(SP-IDC), 중국의 물류정보시스템(LOGINK), 일본의 컨테이너물류정보시스템(COLINS)을 

상호 연계하여 선박 입출항 정보와 항만간 컨테이너 이동정보 공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로 함

• 특히 국내와 유사한 형태의 수출입구조를 지닌 중국과 일본 간 물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자 하며, 이와 더불어 부산항의 물류정보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임

•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BPA-NET)은 부산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부산

시 등 유관기관과 업체에 흩어져 있는 항만물류정보를 통합·연계함으로써 물류비 절감과 고

객편의를 도모하는 정보화 사업으로서 토탈소프트뱅크 컨소시엄(토탈소프트뱅크, 동아대학교 

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으로 진행됨

•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BPA-NET)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통합 항만 서비스(Uni 

Port Service)와 최상 물류 서비스(Ultra Logistics Service), 가치 제고 서비스(Utmost Value 

Service), 유비쿼터스 인프라서비스(Ubi Infra Service)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94

억 원이 투자되어 진행됨

• 본 기술은 다중대역 통신 시스템 및 방법을 이용하여 다중대역 통신시스템이 장착된 선박과 지상기지국을 포함하는 해양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를 제공하고, 다중대역 

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해양 물류 위치 추적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물류IT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적용이 용이한 기술

로 판단됨

[ 기술성 ]

[ 시장성 ]

[ 사업성 ]

[ 대표도 ]

다중대역 통신시스템과 방법,

이를 이용한 실시간 해양 물류 위치 추적 방법 및 해양 네트워크
Multiband communication system and method, real-time maritime logistics 
location tracking method and maritime network using these

다중대역 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해양 네트워크 구조

자료 : NSP통신, 국토부,한중일 삼국간 물류정보 공유 워크숍 개최, 2011.04.25

한·중·일 삼국간 물류정보 시스템 연계 구성도

등록번호 10-1062218(2011.08.30)

 발명자 : 최동림, 조성록, 심원준, 김문구, 김관국

• 본 기술은 해저 퇴적물에 대한 시료채취 시 훼손과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시료채취기에 구

비된 슬라이드 방식의 코어 리테이너임. 본 시료채취기에 구비된 슬라이드 방식의 코어 리

테이너는 구동 유닛을 통해 해저에 삽입되는 샘플관의 선단부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는 캐

처홀더 및 캐처홀터 선단부의 내주연에 설치되고 탄성에 의해 샘플관 내로 퇴적물의 유입을 

허용하고 유입된 퇴적물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캐처를 포함함. 캐처홀더에는 슬라이딩 작

동에 의해 캐처의 열림과 닫힘을 제어하기 위한 개폐부재가 구비됨

• 이와 같이 구성된 시료채취기에 구비된 슬라이드 방식의 코어 리테이너에 의하면, 샘플관의 

선단부가 열린 상태로 해저에 삽입되고 시료를 채취하는 동안에 닫힐 수 있도록 제어함으로

써, 부드러운 표층퇴적물을 흩뜨리지 않고 용이하게 채취할 수 있고 유실을 방지하여 채취된 

시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샘플관의 규격에 따라 맞게 형성 가능하여 다양한 코어

러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음

• 세계적으로 해양탐사의 최대 관심은 미지의 세계로 알려진 심해 탐사이며, 이를 위해 유/무인 

잠수정 개발과 탐사가 주요 연구과제가 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로 6000m급 심해 

무인잠수정 ‘해미래’가 2005년에 개발되어 우리도 심해탐사의 역량을 갖추고 있음

• 무인 잠수정을 이용한 심해의 시료 채취는 기존의 선상에서 사용한 시료 채집 장비보다 고도

로 정밀하고 독창적인 채취기가 요구됨. 현재 무인 잠수정을 이용한 장비 개발과 이용 현황은 

초기상태로서 선진 해양조사기관들의 심해 탐사의 영역과 내용의 확대로 인해 다양한 채집 장

비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심해 무인 잠수정을 이용한 창조적인 시료 채집 장비로

서 가치는 있으나, 지금의 상황에서 국내외 시장 여건은 제한적임

• 본 기술과 관련되어 해외에 유사기술이 존재하며, 심해 무인잠수정을 이용한 무교란 해저 퇴

적물 채집을 위한 장비기술은 특수분야에 해당되어 국내외 시장규모는 작을 것으로 예상되므

로 본 기술에 대한 상용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그러나 미래 미답지 탐사와 자원의 보고인 심해저 탐사를 위해 국가 연구사업 개발과 대기업

의 참여가 기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장비개발 기술의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기술성 ]

[ 시장성 ]

[ 사업성 ]

시료채취기에 구비된 슬라이드 방식의 코어 리테이너

Slide type core retainer having sampler

시료채취기에 구비된 슬라이드 방식의 코어 리테이너

국내 최초 6000m급 심해

무인잠수정 해미래

[ 대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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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10-1072393(2011.10.05)

발명자 : 김선영, 오재용, 박세길

• 본 기술은 투명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 현실 시스템 및 증강 현실 구현 방법에 관

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사용자가 바라보는 선박 외부의 배경과 사물에 이들의 정보를 가상 

환경으로 덧입혀 항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항해 

정보를 직관적으로 판단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선박 운항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항 부주의

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본 기술에 따른 투명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 현실 시스템은 선박의 조타실 유리창

에 설치된 투명 디스플레이, 선박의 위치와 항해자의 머리 및 눈동자 방향을 인식하는 인식

부, 선박의 위치 및 항해자의 머리 및 눈동자 방향에 따라 외부 영상 데이터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부, 수신부로 수신된 외부 영상 데이터와 유리창을 통한 실제 외부 영상과의 일치를 조

정하는 정합부, 정합부를 통해 조정된 외부 영상 데이터의 정보를 실제 외부 영상의 위치에 

투명 디스플레이를 통해 출력하는 출력부로 구성됨

[ 기술성 ] [ 대표도 ]

투명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 현실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

A augmented reality system for vessel using transparent display device and 
the method using thereof

등록번호 10-1091585(2011.12.02)

발명자 : 심재설, 김선정, 전인식, 박광순, 김진아

• 본 기술의 파일의 지지력 증가장치는 상부에 관측장비 또는 소정 기능을 갖는 구조물이 구비되어 연안이나 수중의 지반에 관

입되고 솔리드 타입 또는 중공형 타입으로 된 파일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날개부재가 파일의 관입시에 파일의 외주면에 밀

착되도록 접혀지고, 인발 또는 압축시에는 펼쳐져 파일의 지지력을 증가시키도록 회동가능하게 결합되는것이 특징임

• 또한, 연약지반에 관입시에는 고압 워터펌프를 이용하여 관입함으로써 파일을 관입하는 작업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파일에 고압의 물을 공급하여 파일 주변의 지반을 무르게 함으로써 파일의 회수가 용이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

으며 파일의 재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파일의 재사용에 따른 경비 절감, 항타에 의한 소음 방지 및 사용 후 회수되지 못한 파일

에 의한 환경오염이 방지됨

• 본 특허기술인 파일의 지지력 증가장치는 해양관측장비 및 구조물의 설치 등에 적용되는 기

술로서, 해양건축물 등 해양시공 관련 분야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술성 ]

[ 사업성 ]

파일의 지지력 증가장치 및 그 시공방법

Holding power increasement apparatus of pile and construction
method of pile having thereof

• 본 기술과 관련된 해양 및 연안 토목공사 분야의 시

장을 살펴보면, 해양시공분야 중 하나인 해양플랜트 

시장은 에너지 수요 증가와 이로 인한 oil major들의 

장기 투자 계획이 맞물려 안정적인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음

• 이와는 반대로 국내 토목시장은 기업들이 해외시장

으로 주력을 바꾸고 있어 하락 추세가 예상되므로 국

내에 적용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시장성 ]

• 2014년까지 IMO에서 e-navigation 전략 이행 계획이 완성됨에 따라, IT 기술을 

활용한 항해장비의 시장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의 선박 장착률이 2020년까지 전체 선박의 10% 까지 늘

어난다고 가정할 때, 국내시장 및 국제시장 규모는 각기 550억원과 3조 3천억원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시장성 ]

• 본 기술은 항해자가 견시를 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항해 정보들을 한 눈에 보고 

파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항해자의 안전 항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존 INS(Integrated Navigation System)에 추가 기능으로 더하여 특성화된 INS

로 제작된다면 큰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사업성 ]

자료 : 한국투자증권, 기계, 2012.1.30

5대 대형사 해외 수주잔고 및 매출액

자료 : 한국투자증권, 기계, 2012.1.30

Big3 조선업체 해양플랜트 부문 수주 비중 상승 추세

(십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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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국내 75 165 272 399 549

국외 4,500 9,900 16,335 23,958 32,942

계 8,235 18,117 29,893 43,843 60,284

증강현실 기반 항행정보 제공 시스템 국내/국외 시장 규모 (단위 : 억원)

[구성요소] 

10 : 파일

12 : 축공

20 : 날개부재

22 : 결합부

24 : 지지부

25 : 걸림부

26 : 저항부

30 :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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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10-1072393(2011.10.05)

발명자 : 김선영, 오재용, 박세길

• 본 기술은 투명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 현실 시스템 및 증강 현실 구현 방법에 관

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사용자가 바라보는 선박 외부의 배경과 사물에 이들의 정보를 가상 

환경으로 덧입혀 항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항해 

정보를 직관적으로 판단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선박 운항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항 부주의

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본 기술에 따른 투명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 현실 시스템은 선박의 조타실 유리창

에 설치된 투명 디스플레이, 선박의 위치와 항해자의 머리 및 눈동자 방향을 인식하는 인식

부, 선박의 위치 및 항해자의 머리 및 눈동자 방향에 따라 외부 영상 데이터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부, 수신부로 수신된 외부 영상 데이터와 유리창을 통한 실제 외부 영상과의 일치를 조

정하는 정합부, 정합부를 통해 조정된 외부 영상 데이터의 정보를 실제 외부 영상의 위치에 

투명 디스플레이를 통해 출력하는 출력부로 구성됨

[ 기술성 ] [ 대표도 ]

투명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선박용 증강 현실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

A augmented reality system for vessel using transparent display device and 
the method using thereof

등록번호 10-1091585(2011.12.02)

발명자 : 심재설, 김선정, 전인식, 박광순, 김진아

• 본 기술의 파일의 지지력 증가장치는 상부에 관측장비 또는 소정 기능을 갖는 구조물이 구비되어 연안이나 수중의 지반에 관

입되고 솔리드 타입 또는 중공형 타입으로 된 파일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날개부재가 파일의 관입시에 파일의 외주면에 밀

착되도록 접혀지고, 인발 또는 압축시에는 펼쳐져 파일의 지지력을 증가시키도록 회동가능하게 결합되는것이 특징임

• 또한, 연약지반에 관입시에는 고압 워터펌프를 이용하여 관입함으로써 파일을 관입하는 작업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파일에 고압의 물을 공급하여 파일 주변의 지반을 무르게 함으로써 파일의 회수가 용이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

으며 파일의 재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파일의 재사용에 따른 경비 절감, 항타에 의한 소음 방지 및 사용 후 회수되지 못한 파일

에 의한 환경오염이 방지됨

• 본 특허기술인 파일의 지지력 증가장치는 해양관측장비 및 구조물의 설치 등에 적용되는 기

술로서, 해양건축물 등 해양시공 관련 분야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술성 ]

[ 사업성 ]

파일의 지지력 증가장치 및 그 시공방법

Holding power increasement apparatus of pile and construction
method of pile having thereof

• 본 기술과 관련된 해양 및 연안 토목공사 분야의 시

장을 살펴보면, 해양시공분야 중 하나인 해양플랜트 

시장은 에너지 수요 증가와 이로 인한 oil major들의 

장기 투자 계획이 맞물려 안정적인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음

• 이와는 반대로 국내 토목시장은 기업들이 해외시장

으로 주력을 바꾸고 있어 하락 추세가 예상되므로 국

내에 적용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시장성 ]

• 2014년까지 IMO에서 e-navigation 전략 이행 계획이 완성됨에 따라, IT 기술을 

활용한 항해장비의 시장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의 선박 장착률이 2020년까지 전체 선박의 10% 까지 늘

어난다고 가정할 때, 국내시장 및 국제시장 규모는 각기 550억원과 3조 3천억원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시장성 ]

• 본 기술은 항해자가 견시를 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항해 정보들을 한 눈에 보고 

파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항해자의 안전 항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존 INS(Integrated Navigation System)에 추가 기능으로 더하여 특성화된 INS

로 제작된다면 큰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사업성 ]

자료 : 한국투자증권, 기계, 2012.1.30

5대 대형사 해외 수주잔고 및 매출액

자료 : 한국투자증권, 기계, 2012.1.30

Big3 조선업체 해양플랜트 부문 수주 비중 상승 추세

(십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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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국내 75 165 272 399 549

국외 4,500 9,900 16,335 23,958 32,942

계 8,235 18,117 29,893 43,843 60,284

증강현실 기반 항행정보 제공 시스템 국내/국외 시장 규모 (단위 : 억원)

[구성요소] 

10 : 파일

12 : 축공

20 : 날개부재

22 : 결합부

24 : 지지부

25 : 걸림부

26 : 저항부

30 :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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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10-1060153(2011.08.23)

발명자 : 강희진, 이동곤

• 본 기술은 전시 주요 함정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위협세력을 기만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 

함정의 RCS(Radar Cross Section), IR(Infra Red), 시각신호, 전기신호, 항적 등을 모사하여 

위협세력을 유인, 기만할 수 있는 기만선박에 관한 것임

• 소형선체(7) 위에 보호대상 함정과 유사한 RCS 특성을 갖는 다중반사체 구조의 레이더 반사

체(1)를 구성하고 레이더 반사체(1)를 보호대상 함정의 외형을 모사하여 위성 및 육안에 의한 

식별이 어렵도록 고안된 위장색이 칠해져 있는 대형 플라스틱백(2)으로 둘러싸고 플라스틱백

(2) 안에 더운 공기를 채워 넣어 보호대상 함정의 IR신호를 모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온풍생성

기(3)와 보호대상 함정의 수중방사소음과 유사한 소음을 수중으로 방출하는 소음생성기(4)와 

전기신호발생기(5) 및 항적 위장을 위한 항적발생기(6)를 탑재한 구성임

• 본 기술에 따른 기만선박은 해군의 핵심 전력을 적의 탐지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전투력

을 온전히 유지하도록 하여 피격 및 손상 상황으로부터 핵심전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작

전 효율을 높이게 함

[ 기술성 ] [ 대표도 ]

함정 피격성 향상을 위한 위협세력 기만선박

Deception ship to enhance the susceptibility of the naval vessels

등록번호 10-1071379(2011.09.30)

발명자 : 박종원, 임용곤, 한정희, 윤창호, 최영철, 김승근, 박진영, 이판묵

• 본 기술은 항만에 임시 야적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포함한 감시대상물에 대해 감

시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 보안 감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광대한 항만 시설 

내로의 수상, 수중, 공중 및 지상을 통한 침입여부를 감시 및 추적할 수 있는 특

징을 가짐

• 광대역을 촬상 가능한 중앙 카메라 및 할당된 로컬 영역을 촬상할 수 있는 복수

개의 로컬 카메라, 중앙 카메라의 촬상방향 변동에 대한 위치 정보를 검출하는 

위치정보 제공부, 중앙 카메라의 촬상방향 전방에 있는 물체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리 측정기, 침입여부를 검출할 수 있는 침입검출 센서, 침입검출 센서의 출력신

호로부터 칩입여부를 판단하는 침입검출부, 이동 물체의 유무를 검출하는 레이

더, 정보를 수신 처리하여 저장하고 카메라의 촬상 방향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관

리 서버로 구성됨

[ 기술성 ]

항만 통합 보안 감시 시스템

Port watching system

•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KISA)에 따르면, 국내 보안시장은 분야별로 정보보안 

8072억, 물리보안 2조 7000억의 시장규모(2009년 기준)를 가짐

• 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물리보안 시장의 경우, 2009년 물리보안 시장에서 물

리보안 시스템은 6352억 원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보안카메라가 6708억 원 규모

를 보임. 물리보안 솔루션에서는 바이오인식 제품이 733억 원으로 가장 많은 매

출을 보였으며, 무인전자 경비서비스인 물리보안 서비스는 1조72억 원의 시장을 

형성함

•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물리 보안 시장이 2009년 2조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약 

7.7%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3조 9000억원 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시장성 ]

• 최근 획득되는 함정은 첨단, 대형화되는 추세로 한국해군의 이지스급 함정의 경우 단위 함정

의 함가가 1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고가임 

• 첨단대형 함정은 동시에 여러 척을 획득하기 어렵고, 손상시 전력간의 비대칭성을 심화시킬 

뿐 만 아니라 아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전력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함

• 향후 10년간 세계 방산시장 규모는 약 9,800억 달러이며, 이 중 함정분야는 2,080억 달러로 

함정 보호를 위한 자함방어시스템 및 기만기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기만선박은 함정의 보호 뿐 만 아니라 은밀성, 기동성을 요하는 작전 수행에 있어 전력의 이

동 방향과 목적을 은닉, 교란할 수 있어 방산 시장 확대 및 함정 전력 증강과 함께 소요 증가

가 예상됨.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동일 개념의 기만기를 개발, 운용(또는 시험) 중에 있어 

향후 각국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기술장벽화와 시장선점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시장성 ]

• 본 기술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 볼 때 항만 뿐 만 아니라 물리보안 분야로의 적

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2008년 2월 방화로 인한 숭례문의 화재사건의 경우, 2012년 2월 현재 168

억 원의 복구 예산이 투입된 사례로서, 본 기술은 문화재, 군사시설, 주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성 ]

[ 사업성 ]

[구성요소] 

1 : 레이더 반사체,  2 : 플라스틱백,  3 : 온풍생성기,  4 : 소음생성기,

5 : 전기신호발생기,  6 : 항적발생기,  7 : 소형 선체

함정 피격성 향상을 위한 위협세력 기만선박의 전체적인 구성

자료 :  미사일에 피격된 함정(좌, Newsweek 1978), 

작전지역 노출로 테러를 당한 함정(우, AP Photo 2000)

자료 : 주요 국가의 방산 지출 규모(좌, Frost & Sulivan 2008), 함정용 기만기(우, Airborne systems사)

• 소수의 대형 주력함정이 적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작전 수행에 

있어 전력의 이동 방향과 목적을 은닉 교란할 수 있도록 실함정(보호대상 

함정)의 신호를 모사하여 위협세력을 유인, 기만할 수 있는 기만선박은 

주요 방산업체, 장비제작사의 참여로 사업화 및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대표도 ]

항만 통합 보안 감시 시스템

자료 : ’2014년 보안시장 5조 넘긴다’ 디지털 데일리, 2010.03.04 기사 재인용

물리보안 분야별 시장규모

물리보안 시장

CAGR7.7% (2014년 까지)

(단
위

 :
 백

만
원

)

2008년

시스템

프로덕트

솔루션

서비스

577,281

850,547

141,966

947,770

635,248

937,282

159,304

1,007,156

1,008,059

1,571,916

297,965

1,057,514

1,481,169

2,418,587

502,088

1,057,514

2009년 2015년 2020년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0

물리보안
27,000 억원

77%

정보보안
8,072 억원

23%

2009년 국내 보안 시장 규모

자료 : ’2014년 보안시장 5조 넘긴다’ 디지털 데일리, 2010.03.04 기사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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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10-1060153(2011.08.23)

발명자 : 강희진, 이동곤

• 본 기술은 전시 주요 함정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위협세력을 기만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 

함정의 RCS(Radar Cross Section), IR(Infra Red), 시각신호, 전기신호, 항적 등을 모사하여 

위협세력을 유인, 기만할 수 있는 기만선박에 관한 것임

• 소형선체(7) 위에 보호대상 함정과 유사한 RCS 특성을 갖는 다중반사체 구조의 레이더 반사

체(1)를 구성하고 레이더 반사체(1)를 보호대상 함정의 외형을 모사하여 위성 및 육안에 의한 

식별이 어렵도록 고안된 위장색이 칠해져 있는 대형 플라스틱백(2)으로 둘러싸고 플라스틱백

(2) 안에 더운 공기를 채워 넣어 보호대상 함정의 IR신호를 모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온풍생성

기(3)와 보호대상 함정의 수중방사소음과 유사한 소음을 수중으로 방출하는 소음생성기(4)와 

전기신호발생기(5) 및 항적 위장을 위한 항적발생기(6)를 탑재한 구성임

• 본 기술에 따른 기만선박은 해군의 핵심 전력을 적의 탐지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전투력

을 온전히 유지하도록 하여 피격 및 손상 상황으로부터 핵심전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작

전 효율을 높이게 함

[ 기술성 ] [ 대표도 ]

함정 피격성 향상을 위한 위협세력 기만선박

Deception ship to enhance the susceptibility of the naval vessels

등록번호 10-1071379(2011.09.30)

발명자 : 박종원, 임용곤, 한정희, 윤창호, 최영철, 김승근, 박진영, 이판묵

• 본 기술은 항만에 임시 야적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포함한 감시대상물에 대해 감

시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 보안 감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광대한 항만 시설 

내로의 수상, 수중, 공중 및 지상을 통한 침입여부를 감시 및 추적할 수 있는 특

징을 가짐

• 광대역을 촬상 가능한 중앙 카메라 및 할당된 로컬 영역을 촬상할 수 있는 복수

개의 로컬 카메라, 중앙 카메라의 촬상방향 변동에 대한 위치 정보를 검출하는 

위치정보 제공부, 중앙 카메라의 촬상방향 전방에 있는 물체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리 측정기, 침입여부를 검출할 수 있는 침입검출 센서, 침입검출 센서의 출력신

호로부터 칩입여부를 판단하는 침입검출부, 이동 물체의 유무를 검출하는 레이

더, 정보를 수신 처리하여 저장하고 카메라의 촬상 방향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관

리 서버로 구성됨

[ 기술성 ]

항만 통합 보안 감시 시스템

Port watching system

•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KISA)에 따르면, 국내 보안시장은 분야별로 정보보안 

8072억, 물리보안 2조 7000억의 시장규모(2009년 기준)를 가짐

• 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물리보안 시장의 경우, 2009년 물리보안 시장에서 물

리보안 시스템은 6352억 원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보안카메라가 6708억 원 규모

를 보임. 물리보안 솔루션에서는 바이오인식 제품이 733억 원으로 가장 많은 매

출을 보였으며, 무인전자 경비서비스인 물리보안 서비스는 1조72억 원의 시장을 

형성함

•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물리 보안 시장이 2009년 2조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약 

7.7%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3조 9000억원 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시장성 ]

• 최근 획득되는 함정은 첨단, 대형화되는 추세로 한국해군의 이지스급 함정의 경우 단위 함정

의 함가가 1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고가임 

• 첨단대형 함정은 동시에 여러 척을 획득하기 어렵고, 손상시 전력간의 비대칭성을 심화시킬 

뿐 만 아니라 아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전력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함

• 향후 10년간 세계 방산시장 규모는 약 9,800억 달러이며, 이 중 함정분야는 2,080억 달러로 

함정 보호를 위한 자함방어시스템 및 기만기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기만선박은 함정의 보호 뿐 만 아니라 은밀성, 기동성을 요하는 작전 수행에 있어 전력의 이

동 방향과 목적을 은닉, 교란할 수 있어 방산 시장 확대 및 함정 전력 증강과 함께 소요 증가

가 예상됨.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동일 개념의 기만기를 개발, 운용(또는 시험) 중에 있어 

향후 각국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기술장벽화와 시장선점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시장성 ]

• 본 기술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 볼 때 항만 뿐 만 아니라 물리보안 분야로의 적

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2008년 2월 방화로 인한 숭례문의 화재사건의 경우, 2012년 2월 현재 168

억 원의 복구 예산이 투입된 사례로서, 본 기술은 문화재, 군사시설, 주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성 ]

[ 사업성 ]

[구성요소] 

1 : 레이더 반사체,  2 : 플라스틱백,  3 : 온풍생성기,  4 : 소음생성기,

5 : 전기신호발생기,  6 : 항적발생기,  7 : 소형 선체

함정 피격성 향상을 위한 위협세력 기만선박의 전체적인 구성

자료 :  미사일에 피격된 함정(좌, Newsweek 1978), 

작전지역 노출로 테러를 당한 함정(우, AP Photo 2000)

자료 : 주요 국가의 방산 지출 규모(좌, Frost & Sulivan 2008), 함정용 기만기(우, Airborne systems사)

• 소수의 대형 주력함정이 적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작전 수행에 

있어 전력의 이동 방향과 목적을 은닉 교란할 수 있도록 실함정(보호대상 

함정)의 신호를 모사하여 위협세력을 유인, 기만할 수 있는 기만선박은 

주요 방산업체, 장비제작사의 참여로 사업화 및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대표도 ]

항만 통합 보안 감시 시스템

자료 : ’2014년 보안시장 5조 넘긴다’ 디지털 데일리, 2010.03.04 기사 재인용

물리보안 분야별 시장규모

물리보안 시장

CAGR7.7% (2014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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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보안
27,000 억원

77%

정보보안
8,072 억원

23%

2009년 국내 보안 시장 규모

자료 : ’2014년 보안시장 5조 넘긴다’ 디지털 데일리, 2010.03.04 기사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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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발해만 기름유출 사고 일지

 6월 4일 펑라이(蓬萊) 19-3 유전 B플랫폼 부근서
  기름 유출

 7일 코노코필립스, 기름띠 확산에 따라
  차단막 설치

 12일 중국 국가해양국, 기름띠 성분 분석과
  위성 검측 결과를 토대로 기름 유출 확인

 13일 국가해양국, 코노코필립스 측에 유정
  감압 조치 요구

 17일 코노코필립스, C플랫폼서도 기름유출
  확인, 펑라이 19-3 유전 시추 중단하고

  기름 제거 작업 돌입

 18일 B플랫폼 기름띠 면적 158Km2로 확산.
  코노코필립스 감압조치 실시.

 19일 C플랫폼 C20 유정 시멘트로 봉쇄 조치.
  B플랫폼 감압조치 이후 기름 유출 급감

 30일 중국 내 미니블로그에서 보하이만 기름
  유출 사고 소식 전파. 중국해양석유,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언급

 7월 1일 중국 언론 기름 유출 사고 보도

 5일 국가해양국, 기름 유출사태 공식 발표.
  오염 면적이 840Km2에 이른다고 밝혔으나,
  유출량은 비공개

작년 미국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 
발생 한 달 뒤 바다에 대형 기름띠가 
떠다니는 모습.

2010년 4월 20일~9월 19일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 보하이만 원유유출 사고 2011년 6월 4일~진행중

유출된 원유량

피해보상금 재산 피해규모

약 32조원

사망자

약 21조원

490만배럴

200억달러 300억달러 11명

최소6500km2 해저1500m

원유유출 오염지역

최대 18만km2 추산

기름유출 지점 유출된 원유량

피해보상금 재산 피해규모 사망자

원유유출 오염지역 기름유출 지점

로이터

?(미공개) 840km2 해저27~28m

없음?(미정) ?(미정)

펑라이(蓬萊) 19-3 유전
매장량 총 74억배럴(가채량 46억배럴), 일일 생산량 15만배럴

소유 지분 중국해양석유 51%, 미국 코노코필립스 49%

운영 주체 美 코노코필립스, 규모 5개 플랫폼
자료 : 바이두(百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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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10-1054365(2011.07.29)

 발명자 : 최영웅, 박흥식, 강도형, 김한준, 이대원, 정윤환, Abu Affan, 노섬

• 본 기술은 해마치어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해마치어용 사육수조에 관한 것

으로서, 해마치어가 사육될 수 있도록 해수가 채워진 수조와, 주광성 특징을 갖는 

해마치어의 먹이생물이 수조에 채워진 해수의 중앙영역에 모일 수 있도록 수조에 

채워지는 해수 내부에 위치하며 빛을 발산하는 등(lamp)으로 구성됨

• 이러한 구성을 통해 해마치어의 먹이생물이 해수 중앙영역에 모이도록 하여 해마치

어가 섭식 중에 수면의 기포를 들이마셔 폐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짐

[ 기술성 ] [ 대표도 ]

해마치어용 사육수조

Rearing tank for seahorse larvae

등록번호 10-1062617 (2011.08.31)

발명자 : 이문진, 김선동, 오상우, 김혜진, 이승현, 이종무, 최현택

• 본 기술은 해상유출유 모니터링 실험을 위한 유출유 대용 실험 장비에 관한 것으

로서, 두겹 또는 다수겹으로 적층되어지는 부유체의 임의의 다수곳에 부력을 가

지는 다수의 부력체를 삽입하고, 부유체의 테두리와 주변을 압착시켜 형성하고, 

부유체의 일단에 위성신호 송출장치를 연결하여 운반실험선을 통해 해상에 투입 

또는 회수하며, 위성에서 위성신호 송출장치에서 송출되는 위치신호와 위성에서 

촬영한 부유체의 확산 또는 유동 방향을 지상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관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 해상에서 발생되는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 유출유를 대체하도

록 부유체를 구성하여 해상에 투입한 후 해수의 유동에 의해 부유체가 유동되어

지는 현상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이 관찰하여 실제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예측을 할 수 있으며, 위성신호 송출장치가 연결되어 손실 또는 망실을 방

지하면서도 해양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최근 미래 자원으로 해양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름유출사고

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

러한 사고는 자원이 일정지역에 집중화되어 있어 국가간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보고서’에 따르면, 2007

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는 3520억~4240억 원으로 추정되며, 구체

적으로는 방제작업 1100억 원, 어업 및 양식업 1700억 원, 관광업 720억~1440억 

원으로 추정됨

• 이와 같은 해상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효율적인 방제를 통해 피해규

모를 축소시킬 수 있는 기술로 판단됨

[ 기술성 ]

[ 시장성 ]

해상유출유 모니터링 실험을 위한 유출유 대용 실험 장비

A substitute for spilt oil on the sea with an accident

• 본 기술은 부유체가 유동되어지는 현상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이 관

찰하여 실제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예측을 할 수 있으며, 실험장비로써 실제 사

고시 즉각적인 대처방안 능력과 피해확산 시뮬레이션 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방재 분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기업들

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사업성 ]

• 본 기술은 해마치어용 사육수조는 빛을 발산하는 등이 해수의 내부에 위치하거나 수조의 전면측 외부 중

앙에 위치하므로 동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해마치어의 먹이생물이 등 근처로 몰려 해마치어가 용이하게 

섭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마치어가 먹이생물을 섭식하는 도중에 수면 근처의 기포를 들이마셔 해

마치어의 부레에 가스가 차는 것을 방지하므로 해마치어의 초기 생존율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

• 이에 유사 사업분야를 가진 곳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성 ]

[ 대표도 ]

자료 : 아시아경제, IOPC 태안 기름유출 피해 3520억~4240억 원, 2008

중국 기름 유출 규모(중국 발해만)

본 기술에 따른 해상유출유 모니터링 실험을 위한

유출유 대용 실험 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도

해마치어용 사육수조를 도시한 단면도

[도면의 간단한 설명]

102 : 수조,  103 : 바닥면,  104 : 해수주입라인,

105 : 내관체,  106 : 외관체,  107 : 배수스크린 망,

108 : 배수라인,  109 : 에어스톤,  110 : 등

[ 시장성 ]

• 해마는 일반적으로 관상용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해마는 예전부터 신

(腎)을 보하고 생식 기능을 높이며 기

(氣)의 순환을 조절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음

• 또한 음위(陰   ), 유뇨(遺尿), 허(虛)해

서 일어나는 기침, 난산(難産)등을 치

료하는 약재로 이용되었으나 최근 멸

종 위기에 처한 보호종으로 지정됨

• 멸종위기인 해마는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아 수요 대비 개체 수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국내에서도 

이를 인공적으로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기술상용화 업체를 찾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해마, 가시고기 등 수산 애완동물을 전략품종으로 지정하여 2020년까지 종자

산업 연구·개발(R&D)에 1조원 투자를 발표함

• 농림수산식품부의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살펴보면 2009년 3000만 달러 수준인 종자수출을 2020년까지 

2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하고, ‘R&D 투자 확대’, ‘육종 인프라 구축’ 등을 세부계획으로 하고 있음

자료 : 뉴시스 기사 :

“수산과학원, 멸종위기‘해마’ 완전양식 성공”, 2010.07.26

(단위 : 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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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농식품부 종자산업 예상효과 작성 재인용(2009)

농식품부 종자분야 R&D투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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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발해만 기름유출 사고 일지

 6월 4일 펑라이(蓬萊) 19-3 유전 B플랫폼 부근서
  기름 유출

 7일 코노코필립스, 기름띠 확산에 따라
  차단막 설치

 12일 중국 국가해양국, 기름띠 성분 분석과
  위성 검측 결과를 토대로 기름 유출 확인

 13일 국가해양국, 코노코필립스 측에 유정
  감압 조치 요구

 17일 코노코필립스, C플랫폼서도 기름유출
  확인, 펑라이 19-3 유전 시추 중단하고

  기름 제거 작업 돌입

 18일 B플랫폼 기름띠 면적 158Km2로 확산.
  코노코필립스 감압조치 실시.

 19일 C플랫폼 C20 유정 시멘트로 봉쇄 조치.
  B플랫폼 감압조치 이후 기름 유출 급감

 30일 중국 내 미니블로그에서 보하이만 기름
  유출 사고 소식 전파. 중국해양석유,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언급

 7월 1일 중국 언론 기름 유출 사고 보도

 5일 국가해양국, 기름 유출사태 공식 발표.
  오염 면적이 840Km2에 이른다고 밝혔으나,
  유출량은 비공개

작년 미국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 
발생 한 달 뒤 바다에 대형 기름띠가 
떠다니는 모습.

2010년 4월 20일~9월 19일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 보하이만 원유유출 사고 2011년 6월 4일~진행중

유출된 원유량

피해보상금 재산 피해규모

약 32조원

사망자

약 21조원

490만배럴

200억달러 300억달러 11명

최소6500km2 해저1500m

원유유출 오염지역

최대 18만km2 추산

기름유출 지점 유출된 원유량

피해보상금 재산 피해규모 사망자

원유유출 오염지역 기름유출 지점

로이터

?(미공개) 840km2 해저27~28m

없음?(미정) ?(미정)

펑라이(蓬萊) 19-3 유전
매장량 총 74억배럴(가채량 46억배럴), 일일 생산량 15만배럴

소유 지분 중국해양석유 51%, 미국 코노코필립스 49%

운영 주체 美 코노코필립스, 규모 5개 플랫폼
자료 : 바이두(百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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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10-1054365(2011.07.29)

 발명자 : 최영웅, 박흥식, 강도형, 김한준, 이대원, 정윤환, Abu Affan, 노섬

• 본 기술은 해마치어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해마치어용 사육수조에 관한 것

으로서, 해마치어가 사육될 수 있도록 해수가 채워진 수조와, 주광성 특징을 갖는 

해마치어의 먹이생물이 수조에 채워진 해수의 중앙영역에 모일 수 있도록 수조에 

채워지는 해수 내부에 위치하며 빛을 발산하는 등(lamp)으로 구성됨

• 이러한 구성을 통해 해마치어의 먹이생물이 해수 중앙영역에 모이도록 하여 해마치

어가 섭식 중에 수면의 기포를 들이마셔 폐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짐

[ 기술성 ] [ 대표도 ]

해마치어용 사육수조

Rearing tank for seahorse larvae

등록번호 10-1062617 (2011.08.31)

발명자 : 이문진, 김선동, 오상우, 김혜진, 이승현, 이종무, 최현택

• 본 기술은 해상유출유 모니터링 실험을 위한 유출유 대용 실험 장비에 관한 것으

로서, 두겹 또는 다수겹으로 적층되어지는 부유체의 임의의 다수곳에 부력을 가

지는 다수의 부력체를 삽입하고, 부유체의 테두리와 주변을 압착시켜 형성하고, 

부유체의 일단에 위성신호 송출장치를 연결하여 운반실험선을 통해 해상에 투입 

또는 회수하며, 위성에서 위성신호 송출장치에서 송출되는 위치신호와 위성에서 

촬영한 부유체의 확산 또는 유동 방향을 지상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관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 해상에서 발생되는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 유출유를 대체하도

록 부유체를 구성하여 해상에 투입한 후 해수의 유동에 의해 부유체가 유동되어

지는 현상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이 관찰하여 실제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예측을 할 수 있으며, 위성신호 송출장치가 연결되어 손실 또는 망실을 방

지하면서도 해양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최근 미래 자원으로 해양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름유출사고

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

러한 사고는 자원이 일정지역에 집중화되어 있어 국가간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보고서’에 따르면, 2007

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는 3520억~4240억 원으로 추정되며, 구체

적으로는 방제작업 1100억 원, 어업 및 양식업 1700억 원, 관광업 720억~1440억 

원으로 추정됨

• 이와 같은 해상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효율적인 방제를 통해 피해규

모를 축소시킬 수 있는 기술로 판단됨

[ 기술성 ]

[ 시장성 ]

해상유출유 모니터링 실험을 위한 유출유 대용 실험 장비

A substitute for spilt oil on the sea with an accident

• 본 기술은 부유체가 유동되어지는 현상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이 관

찰하여 실제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예측을 할 수 있으며, 실험장비로써 실제 사

고시 즉각적인 대처방안 능력과 피해확산 시뮬레이션 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방재 분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기업들

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사업성 ]

• 본 기술은 해마치어용 사육수조는 빛을 발산하는 등이 해수의 내부에 위치하거나 수조의 전면측 외부 중

앙에 위치하므로 동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해마치어의 먹이생물이 등 근처로 몰려 해마치어가 용이하게 

섭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마치어가 먹이생물을 섭식하는 도중에 수면 근처의 기포를 들이마셔 해

마치어의 부레에 가스가 차는 것을 방지하므로 해마치어의 초기 생존율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

• 이에 유사 사업분야를 가진 곳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성 ]

[ 대표도 ]

자료 : 아시아경제, IOPC 태안 기름유출 피해 3520억~4240억 원, 2008

중국 기름 유출 규모(중국 발해만)

본 기술에 따른 해상유출유 모니터링 실험을 위한

유출유 대용 실험 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도

해마치어용 사육수조를 도시한 단면도

[도면의 간단한 설명]

102 : 수조,  103 : 바닥면,  104 : 해수주입라인,

105 : 내관체,  106 : 외관체,  107 : 배수스크린 망,

108 : 배수라인,  109 : 에어스톤,  110 : 등

[ 시장성 ]

• 해마는 일반적으로 관상용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해마는 예전부터 신

(腎)을 보하고 생식 기능을 높이며 기

(氣)의 순환을 조절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음

• 또한 음위(陰   ), 유뇨(遺尿), 허(虛)해

서 일어나는 기침, 난산(難産)등을 치

료하는 약재로 이용되었으나 최근 멸

종 위기에 처한 보호종으로 지정됨

• 멸종위기인 해마는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아 수요 대비 개체 수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국내에서도 

이를 인공적으로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기술상용화 업체를 찾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해마, 가시고기 등 수산 애완동물을 전략품종으로 지정하여 2020년까지 종자

산업 연구·개발(R&D)에 1조원 투자를 발표함

• 농림수산식품부의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살펴보면 2009년 3000만 달러 수준인 종자수출을 2020년까지 

2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하고, ‘R&D 투자 확대’, ‘육종 인프라 구축’ 등을 세부계획으로 하고 있음

자료 : 뉴시스 기사 :

“수산과학원, 멸종위기‘해마’ 완전양식 성공”, 2010.07.26

(단위 : 만 달러)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CAGR 18.8%

종자수출 증가목표 추이

(단위 : 억원)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10,488

524

2009년 2020년

CAGR 31.3%

자료 : 농식품부 종자산업 예상효과 작성 재인용(2009)

농식품부 종자분야 R&D투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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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10-1077786(2011.10.24)

 발명자 : 이택견, 김소정, 우선옥, 염승식, 박소윤

• 본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해조류(seaweeds)를 이용하여 항동맥경

화 및/또는 항당뇨 활성이 있는 추출물과 분획물을 제조하는 방법임

• 분획물 제조방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짐

1) 참모자반을 동결건조하고 분쇄하여 분말화하는 단계

2) 상기 분말화된 해조류 분말을 열수추출하고, 원심분리기로 상등액을 분리하는 단계

3) 상기 분리한 상등액을 건조시켜서 추출물을 얻는 단계

4) 상기 얻은 추출물을아세톤/메탄올 용매에 혼합시키는 단계

5) 상기 혼합시킨 혼합물을 여과하는 단계

6) 상기 여과한 여과액을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는 단계

7) 상기 정제한 정제물을 건조시키는 단계

• 해조류는 참모자반(Sargassum fulvellu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조류로부터 항동맥경

화 및 항당뇨 활성이 있는 추출물의 제조 방법임

[ 기술성 ] [ 대표도 ]

해조류로부터 항동맥경화 및 항당뇨 활성이 있는 추출물 및

분획물의 제조방법과 이에 따른 추출물 및 분획물

Production process for hot-water extract and fraction having anti-arteriosclerosis 
and anti-diabetes activities from sea algae and extract and fraction using the smae

등록번호 10-1053504(2011.07.27)

발명자 : 신희재, 이희승, 김태식, 박정렬, 최인권, 권호정

[ 기술성 ]

혈관신생유도 억제 활성을 갖는 피롤리딘 화합물,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
Pyrrolidine compound with activity of angiogenesis inhibition, manufacturing method 
for the same and pharmaceutical composition comprising the same

• 본 기술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만성염증, 당뇨병성 망막증, 혈관종 등의 질병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류마티스성 관절염 시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2009년 기준 

180억 달러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엔브렐, 레미케이드, 휴미라가 판매 중임

•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신약분야 또는 바이오의약품으로써 연구 및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시장성 ]• 본 기술은 항동맥경화와 항당뇨에 대한 해조류 추출물에 관한 기술로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시장인 당뇨치료제 시장은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리서치 전문업체인 프로스트앤설리번(Frost & 

Sullivan) 자료에 따르면, 당뇨 및 그 합병증의 예

방과 치료에는 2010년 3760억 달러였으며 2030

년까지 49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 바이오파마 투자 컨설팅업체인 이벨류에이트파

마(EvaluatePharma)는 세계 처방 항당뇨제 시장 

규모를 작년 306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473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7.5% 성장해 전체 제약시장

에서 5.3%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 시장성 ]

• 본 기술은 혈관신생유도를 유효하게 억제할 수 있는 피롤리딘 화합물 및 그 화합

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혈관신생유

도 억제제(angiogenesis inhibitor)는 암의 성장 기작을 밝히는 단서가 되고, 암의 

조기 진단, 예방 및 치료에 응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신생유도와 관련된 

질병인 류마티스성 관절염, 만성염증, 당뇨병성 망막증, 혈관종 등의 질병 치료에

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의약품 사업에 활용될 수 있음

[ 사업성 ]

[ 대표도 ]

세계시장 매출 상위 15개 의약품 매출 현황

본 기술에 따른 분획물 제조방법

• 디지틀보사 자료에 따르면, 세계 성인의 6.4%에 해당하는 2억8500만 명이 당뇨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해당질병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시장규모는 

큰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본 기술의 특징인 해조류라는 측면에서 구하기 쉽고, 화학약품 보다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측면에

서 유사한 사업분야를 하고 있는 업체가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업성 ]

당뇨인구

6.4%

2억 8500만 명

세계 성인인구 중 당뇨인구 비율

자료 : 디지틀보사 기사 참조 작성 재인용

자료 : 디지틀보사 기사 참조 작성 (프로스트앤설리번 자료 재인용)

제품명
2009

시장규모 전년대비 증감율 점유율

Lipitor (콜레스테롤 조절제) 13,288 -0.3 1.77

Plavix (동맥경화용제) 9,100 7.9 1.21

Nexium (소화성궤양용제) 8,236 7.1 1.10

Seretide (천식 치료제) 8,099 8.9 1.08

Seroque (정신병 치료제) 6,012 13.4 0.80

Enbrel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5,863 9.3 0.78

Remicade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5,453 13.1 0.73

Crestor (콜레스테롤 조절제) 5,383 39.2 0.72

Zyprexa (정신병 치료제)1 5,357 9.3 0.71

Humira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5,032 31.8 0.67

Avastin (대장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5,015 27.2 0.67

Singulair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4,986 8.9 0.66

Mabthera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4,681 9.5 0.62

Abilify (정신병 치료제) 4,673 31.7 0.62

Lovenox (항응고제) 4,572 8.1 0.61

15개 제품 합계 95,750 12.73

Global Market (Total) 752,022 6.7 100.00

자료 : IMS Health(2009) IMS Health Midas.

• 본 기술은 혈관신생유도 억제 활성을 갖는 피롤리딘 화합물,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본 기술에 따른 혈관신생유도 억

제 활성을 갖는 피롤리딘 화합물은 심해 퇴적물로부터 얻어지며 스트렙토마이스

세스(Streptomyces) 속의 미생물로부터 생산될 수 있음

• 상기 R1, R2, R3 및 R4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메틸, 에틸, 프로필, 이소프로필, 

할로겐 원자, 수산기, 아미노기, 질산기, 메톡시, 에톡시 및 부톡시로 이루어진 군

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이며, 혈관신생유도 억제 활성을 가지는 피롤리딘 화합

물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음
(a) 혈청이 없는 상태; (b) VEGF만 있는 경우; (c) VEGF + streptopyrrolidine(10 마이크로몰); (d) VEGF 

+ SU11248(10 마이크로몰). 약품으로 처리한 후 VEGF의 자극을 받은 HUVECs가 형성한 좁거나 깨진 관

스트렙토피롤리딘이 HUVECs의 혈관신생유도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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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10-1077786(2011.10.24)

 발명자 : 이택견, 김소정, 우선옥, 염승식, 박소윤

• 본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해조류(seaweeds)를 이용하여 항동맥경

화 및/또는 항당뇨 활성이 있는 추출물과 분획물을 제조하는 방법임

• 분획물 제조방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짐

1) 참모자반을 동결건조하고 분쇄하여 분말화하는 단계

2) 상기 분말화된 해조류 분말을 열수추출하고, 원심분리기로 상등액을 분리하는 단계

3) 상기 분리한 상등액을 건조시켜서 추출물을 얻는 단계

4) 상기 얻은 추출물을아세톤/메탄올 용매에 혼합시키는 단계

5) 상기 혼합시킨 혼합물을 여과하는 단계

6) 상기 여과한 여과액을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는 단계

7) 상기 정제한 정제물을 건조시키는 단계

• 해조류는 참모자반(Sargassum fulvellu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조류로부터 항동맥경

화 및 항당뇨 활성이 있는 추출물의 제조 방법임

[ 기술성 ] [ 대표도 ]

해조류로부터 항동맥경화 및 항당뇨 활성이 있는 추출물 및

분획물의 제조방법과 이에 따른 추출물 및 분획물

Production process for hot-water extract and fraction having anti-arteriosclerosis 
and anti-diabetes activities from sea algae and extract and fraction using the smae

등록번호 10-1053504(2011.07.27)

발명자 : 신희재, 이희승, 김태식, 박정렬, 최인권, 권호정

[ 기술성 ]

혈관신생유도 억제 활성을 갖는 피롤리딘 화합물,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
Pyrrolidine compound with activity of angiogenesis inhibition, manufacturing method 
for the same and pharmaceutical composition comprising the same

• 본 기술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만성염증, 당뇨병성 망막증, 혈관종 등의 질병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류마티스성 관절염 시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2009년 기준 

180억 달러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엔브렐, 레미케이드, 휴미라가 판매 중임

•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신약분야 또는 바이오의약품으로써 연구 및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시장성 ]• 본 기술은 항동맥경화와 항당뇨에 대한 해조류 추출물에 관한 기술로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시장인 당뇨치료제 시장은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리서치 전문업체인 프로스트앤설리번(Frost & 

Sullivan) 자료에 따르면, 당뇨 및 그 합병증의 예

방과 치료에는 2010년 3760억 달러였으며 2030

년까지 49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 바이오파마 투자 컨설팅업체인 이벨류에이트파

마(EvaluatePharma)는 세계 처방 항당뇨제 시장 

규모를 작년 306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473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7.5% 성장해 전체 제약시장

에서 5.3%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 시장성 ]

• 본 기술은 혈관신생유도를 유효하게 억제할 수 있는 피롤리딘 화합물 및 그 화합

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혈관신생유

도 억제제(angiogenesis inhibitor)는 암의 성장 기작을 밝히는 단서가 되고, 암의 

조기 진단, 예방 및 치료에 응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신생유도와 관련된 

질병인 류마티스성 관절염, 만성염증, 당뇨병성 망막증, 혈관종 등의 질병 치료에

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의약품 사업에 활용될 수 있음

[ 사업성 ]

[ 대표도 ]

세계시장 매출 상위 15개 의약품 매출 현황

본 기술에 따른 분획물 제조방법

• 디지틀보사 자료에 따르면, 세계 성인의 6.4%에 해당하는 2억8500만 명이 당뇨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해당질병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시장규모는 

큰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본 기술의 특징인 해조류라는 측면에서 구하기 쉽고, 화학약품 보다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측면에

서 유사한 사업분야를 하고 있는 업체가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업성 ]

당뇨인구

6.4%

2억 8500만 명

세계 성인인구 중 당뇨인구 비율

자료 : 디지틀보사 기사 참조 작성 재인용

자료 : 디지틀보사 기사 참조 작성 (프로스트앤설리번 자료 재인용)

제품명
2009

시장규모 전년대비 증감율 점유율

Lipitor (콜레스테롤 조절제) 13,288 -0.3 1.77

Plavix (동맥경화용제) 9,100 7.9 1.21

Nexium (소화성궤양용제) 8,236 7.1 1.10

Seretide (천식 치료제) 8,099 8.9 1.08

Seroque (정신병 치료제) 6,012 13.4 0.80

Enbrel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5,863 9.3 0.78

Remicade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5,453 13.1 0.73

Crestor (콜레스테롤 조절제) 5,383 39.2 0.72

Zyprexa (정신병 치료제)1 5,357 9.3 0.71

Humira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5,032 31.8 0.67

Avastin (대장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5,015 27.2 0.67

Singulair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4,986 8.9 0.66

Mabthera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4,681 9.5 0.62

Abilify (정신병 치료제) 4,673 31.7 0.62

Lovenox (항응고제) 4,572 8.1 0.61

15개 제품 합계 95,750 12.73

Global Market (Total) 752,022 6.7 100.00

자료 : IMS Health(2009) IMS Health Midas.

• 본 기술은 혈관신생유도 억제 활성을 갖는 피롤리딘 화합물,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본 기술에 따른 혈관신생유도 억

제 활성을 갖는 피롤리딘 화합물은 심해 퇴적물로부터 얻어지며 스트렙토마이스

세스(Streptomyces) 속의 미생물로부터 생산될 수 있음

• 상기 R1, R2, R3 및 R4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메틸, 에틸, 프로필, 이소프로필, 

할로겐 원자, 수산기, 아미노기, 질산기, 메톡시, 에톡시 및 부톡시로 이루어진 군

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이며, 혈관신생유도 억제 활성을 가지는 피롤리딘 화합

물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음
(a) 혈청이 없는 상태; (b) VEGF만 있는 경우; (c) VEGF + streptopyrrolidine(10 마이크로몰); (d) VEGF 

+ SU11248(10 마이크로몰). 약품으로 처리한 후 VEGF의 자극을 받은 HUVECs가 형성한 좁거나 깨진 관

스트렙토피롤리딘이 HUVECs의 혈관신생유도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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