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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관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데 좋은 여건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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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교류 및 연구결과 확산을 촉진하고 미래 해양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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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협력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해양과학 분야
진로탐색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함

④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소양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해양과학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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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KEYWORDS

KIOST has been engaged in efforts to train talented students who will

lead the future in the field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The major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KIOST in Busan, Ulsan and

Gyeongsangnam-do Province. In order to accomplish this, we have

performed to ① ‘Research Vessel Boarding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② 'Support Program of Conference for Students in KIOST' and

so on to foster future global experts in the field of ocean science.

(KEYWORDS :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과의 학연협력,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KIOST in Busan, Ulsan and Gyeongsangnam-do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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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내용

 가. 연구개발 목적 

본 연구는 해양과기원 부산시대의 성공적 정착 및 해양과기원의 정관 제2조 설립목적에 의거하

여 해양 분야 우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부산 및 울산, 경남지역 대학과의 학연협력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1. KIO-Dream 연구선 승선 프로그램 운영 2. 대학원생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발표 대회 개최 3. 원내 학생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지원 4. 차세대 해

양과학자 프로그램 참여 지원을 포함한다.

 나. 연구개발 필요성

○ 기술적 측면

-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의 인적 자원과 해양과기원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증진으로 공동 연구 활성화 및 연구수월성 확보

○ 경제․산업적 측면

- 해양산업 관련 분야의 연구사업 참여를 통한 현장중심의 특성화된 인력 배출

○ 사회․문화적 측면

- 부산·경남지역 대학과의 학연 협력을 통한 글로벌 소양을 갖춘 해양과학기술 분야

지역맞춤형 우수 인재 육성 지원 및 부산이전과 연계된 해양과기원의 인재양성기

능 확대

다. 기대효과

○ 부산·경남지역 대학과의 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맞춤형 우수 인재 육성 지원

-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과의 학연 협력을 통한 글로벌 소양을 갖춘 해양과학기술

분야 지역 맞춤형 우수 인재 육성 지원 및 부산이전과 연계된 해양과기원의 인재

양성 기능 확대

- 현장 연구중심의 교육으로 산업 및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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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협력을 통한 연구 활성화

- 부산·경남지역 대학의 인적 자원과 해양과기원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증진

으로 공동 연구 활성화 및 연구수월성 확보

○ 해양 분야 우수 인력 확보 지원

-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해양과기원에서 수행하는 연

구과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양 분야의 우수 인력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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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기술개발 현황

○ 국가적 아젠다(정부 국정과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와의 연계성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은 매년 지역산업 및 인재 육

성, 지역인재 주민지원을 위한 지역 공헌사업 등을 포함한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

을수립·시행해야 한다.(법 제29조의3)

○ 해양과기원 기관 고유미션 및 연구성과계획서와의 연계성

- 기관 간 협약: 부산대 및 부경대 간의 교육·연구 협력 협약서 제3조(교류협력분야)

공동연구 및 협력교육 수행, 인력 및 정보 교류, 학연협동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임무: 해양과기원 정관 제2조(목적) 해양 분야 우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 연구성과계획서

* 경영목표 : 연구지원부문 영역 1(임무중심형 연구환경 조성), 성과목표 1(우수 인력

양성 전략), 성과지표 ◯1 우수인력 및 체계적 정착 지원

* 경영목표 : 연구지원부문 영역 3(성과관리·활용 확산), 성과목표 3(대외협력 및 소

통체계), 성과지표 ◯1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및 산·학·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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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 KIO-Dream 연구선 승선 프로그램 운영

1. 추진목적

- 해양과기원의 연구선을 활용한 연구선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전반적인 관심과 소양을 높이는데 기여함

-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지역맞춤형 차세대 해양과학

기술 분야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대학과 해양과기원 간의 학연 협력 활성화에 기여

- 연구선(온누리호)의 인지도 제고 및 해양과기원의 브랜드 가치 제고

2. 추진내용

(1) 일정 및 장소: 2019.8.13~8.14, 온누리호 및 남해연구소

(2) 대상: 해양과학기술에 관심 있는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 이공계 학부생 및

대학원생

(3) 선발: 12명 선정/ 27명 지원

-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 학생 10명(경북대 1명, 경상대 2명, 동아대 2명, 부경대

3명, 부산대 1명, 인제대 1명)

- 2019년 하계방학 현장실습생 중 우수실습생 2명(부산대 1명, 해양대 1명)

이름 소속 전공 학년 비고
1 강도경 경상대학교 해양환경공학과 3
2 김동규 부경대학교 화학과 4
3 김동우 부경대학교 자원생물학과 2
4 김민호 경북대학교 해양학과 3
5 배영진 부산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2
6 심호석 해양대학교 해양생명과학부 3 우수실습생
7 박희정 동아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3
8 이은지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3
9 이홍금 경상대학교 지질과학과 4
10 정현정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3 우수실습생
11 태수지 부경대학교 해양학과 2
12 허지영 동아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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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습내용

- CTD 운용 및 해수채취, Grab Sampler 운용 및 퇴적물 채취, Bongo Net 운용

등 선상실습

- 강연: ‘바다를 관측하는 방법’, ‘동물플랑크톤 소개’, ‘해양저서생태계의 이해’ 등

일 시
내 용

장 소
1조 2조

8.13 / 08:30 온누리호 장목항 출항
KIOST

남해연구소(거제)

8.13 / 12:00 온누리호 부산항 입항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

입구
8.13 /
12:00~13:00

참석자 집결 및 단체사진 촬영
부두 및 온누리호

앞
8.13 / 13:00 승선자 승선 온누리호 식당

8.13 /
13:10~14:00

인사말씀 (원장님, 선장) 온누리호 식당
선실 배정 및 입실 온누리호 식당
안전교육 (일항사) 온누리호 식당
온누리호 내부시설 투어 (삼항사) 온누리호 전역

8.13 / 14:00 온누리호 부산항 출항
8.13 /
14:00~16:00

실습안내 및 이론 강의 1 (강동진 박사)
온누리호 식당

이론 강의 2 온누리호 관측장비 (이경목, 허상도)
8.13 / 17:00 석식 (함박스테이크) 온누리호 식당

8.13 / 18:00
▪ 정점1 도착
CTD/Net (갑판 및
Lab)

간담회 (식당)
정점1 (100 m)
34° 47.0‘N
129° 07.0’E

8.13 / 18:30
▪ 정점1 출발
이동 중 시료처리 등
실습

8.13 / 20:30
▪ 정점2 도착
Grab (갑판)

정점2 (90 m)
34° 30.0‘N
128° 47.0’E8.13 / 21:00

▪ 정점2 출발
이동 중 시료처리 등 실습

8.13 /
22:00~24:00

이론 강의 3 (강정훈 박사)
온누리호 식당

이론 강의 4 (유옥환 박사)
8.14 /
00:00~07:00

휴식 각 침실

8.14 / 07:00 조식 온누리호 식당

8.14 / 08:00

간담회 (식당)

▪ 정점3 도착
CTD/Net (갑판 및
Lab)

정점3 (70 m)
34° 50.0‘N
128° 53.0’E

8.14 / 08:30
▪ 정점3 출발
이동 중 시료처리 등
실습

8.14 / 10:00 온누리호 장목항 입항 각 선실

8.14 / 실습 보고서, 만족도 조사 설문지 작성 및 선실 온누리호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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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정점 위치

- 실습 현황

10:00~11:00 청소

8.14 / 11:00 중식

8.14 /
11:30~12:00

수료식 남해연구소 홍보관

8.14 /
12:00~13:00

휴식

KIOST
남해연구소(거제)

8.14 /
13:00~15:00

남해연구소 견학

8.14 / 15:00 해산 / 버스렌트(남해연구소-중앙역-부산본원)

2019 KIO-Dream 연구선 승선 프로그램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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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습결과: 연구선 승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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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발표 대회 개최

1. 추진목적

-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과 해양과기원 간의 교육 및 연구분야 협력 강화 및 인재

양성 협업체계 구축

- 대학원생들의 발표력을 향상시키고, 연구 동향 파악 및 해양과학 분야의 인적 네트

워크 구축 지원

- 대학과 해양과기원 간의 학연 협력 활성화에 기여

2. 추진내용

(1) 일정 및 장소: 10.31(목)~11.1(금),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 바부다홀3,4

(2) 참석대상: 전국 해양과학 전공 대학원생, 해양과기원 연구원 및 각 대학 지도

교수 등

(3) 발표자: 전국 해양과학 전공 대학원생 8명

연번 이름 학교 발표제목

1 이종민 부산대
Long-term variation of the Indian monsoon
activity in the Andaman Sea and the Bay of
Bengal

2 정다영 경상대 Ex-situ 실험을 통한 퇴적물 내 생물이용성농도 측정

3 장유리 경상대
개선되어진 수동형채집기를 활용한 생물이용성 농도 측
정

4 김예슬 UST
How does oxygen isotope of seawater explain
the water mass mixing in the western Indian
Ocean?

5 남기택 부경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유독와편모조류 Alexandrium
pacificum의 마비성패독(PSP) 변화

6 이원규 UST
Effect of Inorganic Micronutrients on Cell
Growth and Biochemical Components of
Arthrospira

7 서효정 부경대
Seasonal dynamics and diversity of marine
microbial eukaryotes in the Jeju Strait, Korea

8 유용균 UST
Ideal culture method and application for
microalga, Haematococcus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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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대회 일정

- 세션구성: 학생발표, 질의응답 및 연구원・교수 코멘트(인당 15분)

3. 추진결과

- 부산・울산・경남권역 대학원생의 역량강화의 기회가 됨

- 다양한 분야의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해양과기원과 대학 간

협력 활성화에 기여함

- 이후 부산・울산・경남권역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가 필요함

(1) 우수발표자 선정 및 포상

연번 이름 학교

1 이종민 부산대

2 김예슬 UST

3 장유리 경상대

일시 시간 내용 좌장

15:00-15:05 5′ 개회식

15:05-16:05 60′
발표, 질의응답 및 코멘트(4명)

①이종민(부산대), ②정다영(경상대),

③장유리(경상대), ④김예슬(UST)

이희승

16:05-16:15 10′ 휴식

16:15-17:15 60′

발표, 질의응답 및 코멘트(4명)

⑤남기택(부경대), ⑥이원규(UST),

⑦서효정(부경대), ⑧유용균(UST)

강동진

17:15-17:25 10′ 휴식

17:25-17:35 10′
우수발표자 포상 및 폐회식

※ 원장님 인사말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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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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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표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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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 학생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지원

1. 추진목적

- 국내 및 국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학술교류 및

연구결과 확산을 촉진하고, 차세대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함

- 지역대학과 해양과기원 간 우수 연구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증진 교육 및 연

구분야 협력 강화, 협업체계를 구축함

2. 추진내용

(1) 지원기간: 2019년 7월 ~ 11월에 개최되는 국내・외 학술대회

(2) 지원항목: 여비 및 학회등록비

(3) 신청자격

신청자격 비 고

원내 UST, OST, 협동연구생, 연수생

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

2019년 7월~11월에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제1저자로 발표가 확정된 자

Oral/Poster 모두 가능,

해양과기원 소속으로 등록

(소속대학 동시 등록 가능)

(4) 지원자 선발: 5명 선발(연수생 2명, OST 1명, UST 2명) / 7명 지원

이름 부서 학회명 직급 발표제목
구두/

포스터

정해창

해양생명

공학연구

센터

Thermophiles 2
019, 15th intern
ational congress
on thermophiles

UST

Direct Electron Tran
sfer between the frh
AGB-Encoding Hydr
ogenase and Thiored
oxin Reductase in a
Non-Methanogenic
Archaeon Thermococ
cus onnurnieus NA1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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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균

위해성분

석연구센

터

PICES-2019 An
nual Meeting; C
onnecting Scienc
e and Communit
ies in a Changin
g North Pacific

UST

Succession phenom
enon of two dinoflag
ellates Cochlodinium
polykrikoides and Al
exandrium affine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in summer of
2017

구두

강준수
해양시료

도서관

PICES-2019 An

nual Meeting

연수

생

Zooming in microbio

me dynamics for sho

rt and intensive obs

ervation (replace) d

uring Akashiwo san

guinea (Dinophyta)

blooms

포스터

구성민

해양ICT

융합연구

센터

Oceans 2019 OST

KIO-Gaon: a modul

ar designed Remotel

y Operated Vehicle f

or versatile operatio

ns

포스터

김도균

해양ICT

융합연구

센터

OCEANS 2019 S

EATTLE

연수

생

Comparison of Singl

e Image Enhanceme

nt Techniques for U

nderwater Color Ima

ging

포스터



- 32 -

3. 추진결과

(1) 관련사진

해양ICT융합연구센터 김도균(연수생) 위해성분석연구센터 임영균(UST)

해양시료도서관 강준수(연수생) 해양ICT융합연구센터 구성민(OST)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 정해창(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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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석 결과보고서

국내·외 학회 참석 결과보고서

성    명  정해창 부    서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

직    급  UST학생연구원 학    교  UST

전    공  해양생명공학 학    년  통합 7년

 1. 국제학술행사 일정 및 개요

9.02(월): ◦ Thermophiles 2019, 15th international congress on Thermophiles

학회등록 및 세부일정 확인

             ◦ Opening Ceremony 참석

             ◦ Opening Session (3건) 발표 경청  

    9.03(화): ◦ Keynote lecture (6건), Oral session (12/24건) 발표 경청 

             ◦ Poster 발표 진행 및 여러 전문가들과의 심층토론 

    9.04(수): ◦ Keynote lecture (6건) 발표 경청 

    9.05(목): ◦ Keynote lecture (9건), Oral session (6/12건) 발표 경청 

              ◦ Banquet 및 Poster Awards Ceremony 참석, Poster Awards 수상

    9.06(금): ◦ Keynote lecture (9건), Closing session (2건) 발표 경청 

             ◦ Closing Ceremony 참석

2. 본인의 국제학술행사 참여 활동

제목 : Direct Electron Transfer between the frhAGB-Encoding Hydrogenase and

Thioredoxin Reductase in a Non-Methanogenic Archaeon Thermococcus onnurnieus

NA1

1)발표내용요약:

해양 열수 분출 공에서 분리 된 초고온성고세균 Thermococcus onnurinues NA1의 기능이 알

려지지 않은 단백질의 새로운 역할과 상호작용에 대해발표하고자 한다. 메탄 생성균에서 연구

되어온 F420-reducing hydrogenase (Frh) 단백질은 메탄생성과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비 메탄생성균인 T. onnurnieus NA1 균주의 frhAGB-encoding

hydrogenase는 기존 의 Frh와 유사한 단백질 서열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메탄생성균과는 다른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기능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

다. frhAGB-ecoding hdrogenase는 수소의 산화로부터 생성 된 전자를 thioredoxin reductase

(TrxR)라고 하는 다재다능한 단백질로 전달하고 이로부터 세포 내 여러 단백질을 조절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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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두 단백질간의 상호작용 및 전자전달 실험

등의 연구결과를 본 학회에서의 발표를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2) 활동 후기 : 참가배경, 활동내용, 소감 등 ※ 사진 첨부

UST KIOST 캠퍼스에서 6년간의 학위과정을 진행하며, 연구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발표하는 시

점에서 본 학회에서의 발표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고세균을 연구 해 오신 해외 과학자 분들과 의

견을 나누고, 세션을 수강함으로써 과학적 기반을 넓히고 포스터 발표를 통하여 해외 과학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고자하는 목적으로 학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5회를 맞은 Thermophiles

2019 학회에는 초고온성 생물을 연구하는 국내외 약 230여명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석

하였고 구두발표 72건, 포스터 발표 95건이 발표되었습니다. 학회에 참석하여 준비한 포

스터를 해외 선진 과학자들에게 발표를 하는 기회를 맞아 공통언어인 영어를 통해 소개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KIOST에서 진행해 온 연구에 대해 심층적인 질의에 응답함

으로써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야의 선진

연구자들의 세션발표를 듣고 연구동향과 함께 새로운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는 기회가 되

었습니다. 본 학회에 참가함으로써 졸업을 앞둔 학생의 입장에서 많은 자극이 되었고 졸

업 후에 연구 방향에 대해 생각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회 포스터발표> <Poster Awards 수상>

3. 학술활동 성과 및 활용계획 : 본 학회의 성과 및 차후 활용 계획

본 학회의 포스터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연구내용에 대한 외국의 선진 연구자들의 다른 시각에서

다양한 질문에 대응하며 새로운 접근과 함께 영어발표의 경험을 통해 발표 시에 개선해야 될 부분

들을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Thermophiles2019학회에 발표 된 95건의 포스터 발표 중

우수 포스터 5건을 선정하는 Poster Awards에서 수상을 하게 되어 향후에 더욱 의미 있는 연구를

하고자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각국의 선진 과학자 분들의

발표를 경청하며, 현재까지 진행 해 온 연구에서 한발 나아간 연구를 하기위한 실험 기법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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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들을 습득하였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실험실에서 연구 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함에 있

어 큰 도움이 될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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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학회 참석 결과보고서

성    명 임영균 부    서 위해성분석연구센터

직    급 UST 학생연구원 학    교 UST KIOST School

전    공 해양학 학    년 1학년

   1. 국제학술행사 일정 및 개요

 - 2019 Annual PICES meeting은 학술대회 이전에 정부간 회의 일정이 잡혀있어, 정부 

간 회의 및 각 분야의 워크샵 이후, 학회가 진행됨. 

○ 2019년 10월 19일(토) 

- 캐나다 빅토리아 2019 PICES의 학회장인 ‘Victoria Conference Center’에 도착하

여, 학회 등록 후 적조생물의 워크샵인 S-HABs에 참석함. HABs의 캐나다,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학자들이 각국의 HABs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경제적 피해를 막

기 위한 제어 방안에 대한 논의 및 발표를 진행함.

워크샵 회의 및 발표사진 

○ 2019년 10월 20일(일) 

- HABs Meeting에 참여하여 캐나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의 HABs 경향에 대

한 국가 보고서 발표를 들음. 이후 국가 보고서 이외의 HABs 관련 연구발표를 수행하

였고, 본인도 ‘Succession phenomenon of two dinoflagellates Cochlodinium 

polykrikoides and Alexandrium affine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in summer of 

2017’에 대한 구두 발표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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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회의 및 발표사진  

○ 2019년 10월 21일 (월)

- PICES 학회의 개회사 및 PICES가 국가협력기구로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토의하였으

며, 각 분야에 기여한 과학자들의 수상이 이루어짐. 발표내용은 주로 과학과 관련하여 

규제, 정책, 인간의 연관성, 기후변화가 수산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등 주로, 인간

의 실생활과 관련한 발표가 주를 이룸.

학회 개회사 및 발표사진 

○ 2019년 10월 22일 (화)

- Plenary Session에서 영양염의 공급이 어떻게 변화하여, 북태평양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강연이 진행됨. 또한 이후 ‘Trends in ocean and coastal 

ecosystems and their services and its future’ session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성층과 

영양염의 변동특성 등을 수괴구조의 변화와 관련한 발표들을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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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장 발표사진

○ 2019년 10월 23일 (수)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영양염의 거동 및 식물플랑크톤의 생태학 및 조류에 의한 생산

과 관련하여, 본 연구진과 가장 밀접한 주제의 세션에 참석함. 먼저 중국 발표자의 발

표자료에서 영양염 지수를 계산하여 해역의 영양지수를 평가하는 것을 통해 현장조사

에서 나타나는 영양염 농도를 통해, 지수화 시켜 우리 연구결과와 접목시킬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함. 또한 미국 NOAA의 발표에서는 지방산의 분포를 통해 규조류와 와편모

조류의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환경변화와 연관 지은 연구결과를 통해 현미경 검경이 

아닌 화학적 분석을 통해 생물상을 구분 짓는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음. 흥미로운 연

구결과로는 어류 폐사에 관여하는 유해미세조류 중 하나인 Heterosigma akashowo의 

hemolytic 독성의 생성이 빛의 파장에 따라 그 농도가 유의하게 달라진다는 연구결과

를 들음. 파장별 빛을 내는 색깔 중 Red, Blue, Violet 일 때, 광 스트레스를 받아 광보

호 색소가 나타나고, 이때 독성의 생산력이 증가를 보임. 이를 통해 유해미세조류의 

발생 메커니즘에 수온, 염분 뿐만 아니라 빛과 관련한 요인도 다각도로 분석해야겠다

는 아이디어를 얻음.

학회장 발표사진

○ 2019년 10월 24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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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해양환경에서 매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세션에 참석하여 발

표를 들음. 발표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의 해양환경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대형 플

라스틱에서 미세 플라스틱까지 변화하는 상황과, 어떠한 경로로 분해되고 생성되는지

에 대한 국가별 발표를 들을 수 있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심원준 박사님의 발

표를 통해 파도와 같은 물리적 작용 이외에 단지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 만으로도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보았으며, 홍상희 박사님의 발표를 통

해서는 바다 거북의 많은 개체가 플라스틱을 삼킴으로 인해 생명을 잃으며, 바다 거북

의 식습관, 서식환경 등에 따라 먹는 플라스틱 종류가 다르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봄. 

- 이후 포스터 세션에서 많은 과학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연구결과에 대해 토의하였고, 

일본 남부해역의 동물플랑크톤 중 gelatinous한 cladocerans류가 여름철 주로 우점한다

는 연구결과를 듣고, 현재 연구중인 본 연구팀의 결과에서도 gelatinous한 동물 플랑크

톤이 점차 많아지는 경향을 통해 기후가 온난해 짐에 따라 일본에서도 gelatinous한 동

물플랑크톤이 많아지고 있는 경향인지에 대한 토의를 진행함. 하지만 현재 일본 연구

팀의 결과로써는 특이적으로 기후가 온난해 짐에 따라 gelatinous한 동물플랑크톤이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음.

 

발표사진 및 포스터 발표사진

 2. 본인의 국제학술행사 참여 활동

 1) 발표내용 요약 : ‘Succession phenomenon of two dinoflagellates Cochlodinium 

polykrikoides and Alexandrium affine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in summer of 

2017’에 대한 구두 발표를 수행함. 발표 내용은 2017년 하계에 발생한 와편모조류
의 천이현상을 현장에서 관찰된 장강 기원의 고수온 및 저염분수에 초점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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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Cochlodinium polykrikoides와 Alexandrium affine 의 수온과 염분의 변화에 따른 
생리 및 경쟁실험을 통해 현장에서의 천이현상을 해석한 내용임.

  2) 활동 후기 : 유해미세조류 대발생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선박의 이동 및 선박평형수를 통해 외래종이 유입되기도 하며, 해류를 통해 

유입될 수 있음. 따라서 인접한 다양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유해조류의 종류 및 특성의 

최근 연구동향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PICES의 HABs 워크샵은 인접한 국가

들의 연간 보고서 내용을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됨. 또한 대부분 각국의 연구기관

의 중견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토의를 할 수 있었고, 구두

발표를 통해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함. 

 구두발표 사진 (임영균)

   3. 학술활동 성과 및 활용계획 : 본 학회에 참가함으로써, HABs 워크샵 뿐만아니라, 

다양한 세션의 발표를 들으면서, 해양연구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한국에서 수괴의 성층화 지수에 대한 주제로 이메일로 교신하였던 미국 NOAA의 

Carol Ladd 박사가 발표자로 참석하여, Chukchi해의 성층화지수와 영양염, 수괴구조의 

변화에 대해 발표를 들음. 발표 이후 현재 본인이 연구 중인 성층화 지수와 식물플랑

크톤과의 종천이와 관련하여 토의를 진행하여, 코멘트를 받고, 논문이 완성되면 메일

로 교신하여, 연구방향에 도움을 주기로 이야기 함. 추가적으로 지방산을 이용한 규조

류와 와편모조류의 분포, 광파장에 따른 유해미세조류의 독생산량의 변화는 앞으로의 

분석 및 연구방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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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학회 참석 결과보고서

성    명 강준수 부    서 해양시료도서관

직    급 연수생 학    교 부경대학교

전    공 해양학과 학    년 박사 1년

1. 국제학술행사 일정 및 개요

- PICES-2019 Annual Meeting: The 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PICES)은 북태

평양 인접 국가인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의 많은 과학자 및 연구원들이 참가하여 국가 간

해양연구를 장려하고 연구 활동에 따른 기후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많은 지식을 공유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와 추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협력을 위해 만들어졌고, 2019년

에는 “Connecting Science and Communities in a Changing North Pacific”의 주제로 2019. 10. 16

- 2019. 10. 27 까지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개최되며, 400-500여명의 참석하는 대규모 학회임.

2. 본인의 국제학술행사 참여 활동

1) 발표내용 요약

Zooming in microbiome dynamics for short and intensive observation (replace) during

Akashiwo sanguinea (Dinophyta) blooms의 제목으로 harmful algal blooms (HA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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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uinea가 일어나는 동안 미세 생태계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HABs-A. sanguinea 발생기간 동안

집중적인 조사를 통하여 미세 환경과 미생물(Virus-Bacteria)변화를 metagenomics로 분석하였다.

HABs-A. sanguinea에서 분출되어지는 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s(EPS) 생지화학적인 변

화(인과 탄소)를 야기시켰다. HABs-A. sanguinea 발생동안 상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미생

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미생물, 또한 기생하는 Amoebophrya sp.는 풍부도가 증가에 하여

HABs-A. sanguinea 감소하는 것을 확인되었다. 또한 거대바이러스인 Pandoraviridae는 HABs-A.

sanguinea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였고, Phycodnaviridae는 HABs-A. sanguinea 감염은 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ABs-A. sanguinea는 EPS가 나옴에 따라 미세 생태계내의 생지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종별 Virus, Bacteria, 기생성생물 등 관련된 미생물 군집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내용

으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A. sanguinea 적조는 EPS물질이 삼출되어 나와 생지화학적 변화를 통해 미생물 군집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종 특이적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및 기생성 미생물의 변화를 야기

2) 활동 후기

-참가배경 : 박사과정동안 하고자 하는 연구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 및 연구원들의 어떠한 방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와 연구동향(Oct. 24 POSTER SESSION / RECEPTION)을 파악

하여 수학하고자하는 연구가 알맞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이번 학회참석

배경이었습니다.(S1 Oct. 21 Connecting science and communities in a changing North

Pacific/S10 Oct. 23 Linking changes in climate, nutrient distribution, phytoplank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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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ogy, and production of algal exudates in the North Pacific). 아래의 내용은 제가 생각하

고 있는 연구 계획으로 아래의 내용을 본 학회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자

참석하였습니다.

1) 반폐쇄성 연안에서 Microbiome의 dynamics파악: microbial communities는 short generati

on time을 가지기 때문에 intensive investigation을 통해 거동을 metagenomic next-generatio

n sequencing techniques로 파악

2) 각 단위별 microbial communities (viruses, bacteria, parasitic protists, and microzooplan

kton)과 식물플랑크톤의 관계 (i.e., prey-predators, competition and symbiosis) 규명

3) Omics 개념에서 식물플랑크톤 metabolism 규명

4) 1,2,3)의 내용을 소형 또는 중형 인공생태계에서 현상을 증명

-활동내용 : Oct. 24 POSTER SESSION / RECEPTION 진행된 포스터 세션에서 발표를 진

행하여, 질의응답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연구 방향에 대해 토론을 하였고, 다른 연구자들의

구두발표 및 포스터를 공부하였음.

- 소감 : PICES학회 참가를 통하여 해외의 다른 연구자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적

극적으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모습에 대해

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후 포스터 발표만이 아니라 이러한 자리에서 구두발표를

통하여 내 연구를 알려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 학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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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활동 성과 및 활용계획 : 본 학회의 성과 및 차후 활용 계획

- 본 학회의 성과는 국내의 학회보다 다양한 국가의 연구원들의 연구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한 서로 질의응답을 통하여 궁금한 것들을 바로 보다 자세히 이야기 할

수 있는 점과 젊은 과학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학회라는 점에 상당히 좋았고, 보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학회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학회를 통해 토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른 연구자들

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과 토의된 내용들 중 검토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에 접목 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해외학

회 참가를 통하여 많은 연구자들을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연구를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많은 것을 알릴 수

있는 생각과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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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학회 참석 결과보고서

성    명 구성민 부    서 해양ICT융합연구센터

직    급 OST 협동연구생 학    교 OST

전    공 해양과학기술융합학과 학    년 박사 1학년

1. 출장국가 : 미국, 시애틀

2. 출장기간 : 2019. 10. 26. ~ 2019. 11. 02.

3. 출장목적 : Oceans 2019 학회 참석하여 “KIO-Gaon: a modular designed Remotely

Operated Vehicle for Versatile Operations”을 발표하고 향후 연구 주제 선정과 해양 분

야의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자 함.

4. 주요활동내용 :

○ Oceans 2019 Seattle 학회 참석

<Oceans’19 Seattle 참석>

- MTS와 IEEE Oceanic Engineering Society에서 공동 개최하는 국제 해양관련 학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500편 이상의 논문과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전시 및 시연

을 함.

- 해양 분야에서 IT 최신 기술인 머신러닝을 접목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음.

- 전시회에서 현재 KIO-Gaon의 문제가 되고있는 테더 케이블을 개선시킬 수 있는 통신

케이블의 시제품이 전시되었음.

5. 학술활동 성과 및 활용 계획 :

1) KIO-Gaon의 안정성 향상

Oceans 2019의 Exhibition에는 다양한 ROV 제조업체와 수중 케이블 업체들이 전시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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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었다. ROV 제조업체의 ROV 설계 방향과 Auto-heading, Auto-dept 등의 운

항기술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추후 KIO-Gaon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번

학회의 포스터 주제이기도 했던 다용도 사용을 위한 모듈형 ROV KIO-Gaon은 ROV 몸

체와 Ground Control System을 연결하는 테터 케이블의 광케이블이 작업 중 곡률반경

이상으로 휘어져 끊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수중 케이블 업

체들 중 우리의 목적에 맞는 몇 개의 회사들의 제품을 사용하여 KIO-Gaon의 운용 안전

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다.

2) ROV 자율주행 기술 개발

ROV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Operator가 필요하고 장시간 운용을 해야할 경우

Operator의 피로도가 상당하다. 그리고 피로가 쌓일수록 Operator의 실수가 발생할 가능

성이 크다. 이번 Oceans 학회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율주행의 기반이 되는 요소기

술들에 대한 연구내용 발표들이 많이 있었다. 그중 핵심이 되는 기술은 수중 영상 화질

개선과 물체 인식 기술이다. 물체 인식 기술은 주로 머신러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석사

과정에서 연구하였던 Yolo라는 network가 수중 물체인식에도 많이 사용되는 것을 학회

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추후 ROV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머신러닝을 어떻

게 이용해야 하는지 연구 방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수중에서 USBL을 이용

하여 목표지점을 찾아가기 위한 기술에 대해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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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학회 참석 결과보고서

성    명 김도균 부    서 해양ICT융합연구센터

직    급 연수생 학    교 한국해양대학교

전    공 제어계측공학 학    년 석사 2년

1. 국제학술행사 일정 및 개요

 -학회명: OCEANS 2019 SEATTLE

 -장소: 워싱턴 스테이트 컨벤션센터, 미국, 시애틀

 -날짜: 10월 27일 ~ 10월 31일

2. 본인의 국제학술행사 참여 활동

 1) 발표내용 요약

수중 컬러 이미지는 바닷물 및 부유 입자에 의한 광 감쇠로 인해 낮은 가시성 색조 현상

이 발생한다. 수중 이미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 단일 이미지 향상 기술

을 사용했다. 각 기술을 한국의 바다에서 실제 촬영한 이미지에 적용하여 성능을 비교했

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단일 이미지 향상을 위해 DCP 기반, Gradient-method 기반, 이미

지 퓨전 기반 및 Underwater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UGAN) 방법을 고려했다. 또

한 이미지 성능 지표인 Underwater image quality measure (UIQM), Underwater color 

image quality evaluation (UCIQE) 그리고 Gray-world assumption을 사용해 성능을 평가했

다. 방법들 가운데 UGAN이 질적, 양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2) 활동 후기  

일정

10/27 (일) 학회 등록

10/28 (월)
포스터 세션 1 & 2 및 테크니컬 세션, 

제품 전시회

10/29 (화)
포스터 세션 3 & 4및 테크니컬 세션, 제품 

전시회

10/30 (수) 테크니컬 세션, 제품 전시회, 저녁 만찬

10/31 (목) 워크샵 및 튜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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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광학 영상처리에 관심이 있었고 연구를 꾸준히 하던 도중 해양 공학 관련해 논문 

투고와 제-품 전시가 활발한 OCEANS 학회를 알게 됨.

 -학회 참석하여 해양 관련 포스터 세션 및 테크니컬 세션을 통해 수중 신호처리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고 저자들과 학술적인 교류를 나누고 조언도 얻음.

 -해양 공학 전 분야의 다양한 연구에 대한 성과와 제품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음.

3. 학술활동 성과 및 활용계획

본 학회 참석을 통해 해양 공학에 관련된 세계의 유능한 석/학들 및 관련 업체의 활동을 

눈으로 보고옴. 그로 인해 해양 공학 전 분야에 대한 폭넓은 안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더 나아가 본인의 연구 분야와의 기술 융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함. 그리고 앞으로의 수

중 신호처리 연구 방향에 대해서 고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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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해양과학자 프로그램 참여 지원 * 국제협력부 주관

1. 추진목적

- 해양 전문가들의 강의와 학생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2. 추진내용

(1) 일정 및 장소: 2019.8.19~8.21, 부산 해운대 더베이 101

(2) 참석대상: 해양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50여명

(3) 선발: 50명 선정

- 해양관련 대학생 50명 중 2019년 하계방학 현장실습생 중 우수실습생 2명(부산

대 1명, 해양대 1명)

- 2019년 하계방학 현장실습생 중 우수실습생 5명 및 일반 실습생 1명 지원

* 우수실습생: 부경대 1명, 경상대 1명, 경성대 1명, 인하대 1명, 목표대 1명 /
일반실습생: 동아대 1명

(4) 기대효과

- KIOST스쿨에서 주관하는 하계방학 현장실습의 우수실습생을 대상으로, 국제협력

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해양과학 분야 진로탐색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함

(5) 프로그램 구성

- 해양과학관련 직업 및 주요기관 소개, 젊은과학자와의 만남, 레크레이션 등

* 8.19일(월)

시간 주요내용 비고

12:00-13:00 등록

13:00-13:20 개회식

13:00-13:10 개회사
김웅서 원장

(KIOST)

13:10-13:15 기념 사진 촬영
13:15-13:20 행사 소개

13:20-14:20

(60‘)

초청강연

성동훈 교수(전남대)

14:20-14:30 브레이크(10‘)

14:30-15:30

(60‘)

해양관련 직업 소개(1)

- 국제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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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일(화)

이상진 박사((YSLME)

15:30-15:45 브레이크(15‘)

15:45-16:45

(60‘)

해양관련 직업 소개(2)

- 공무원 -

정재관 사무관(해수부)

16:45-17:00 브레이크(15‘)

17:00-18:00

(60‘)

해양관련 직업 소개(3)

- 기업체 -

이규태 박사(섭외중)

18:00-20:00 레크리에이션 및 저녁식사

시간 주요내용 비고

09:00-10:00

(60‘)

해양관련 직업 소개(4)

- 공공기관 -

유승협(기상청)

10:00-10:15 브레이크(15‘)

10:15-11:15

(60‘)

해양관련 직업 소개(5)

- 기자 -

신방실(KBS)

11:15-11:30 브레이크(15‘)

11:30-12:00

(30)

OST 소개

이희승 박사(KIOST 스쿨)

12:00-13:30 점심식사(대도식당)

13:30-14:00

(30‘)

UST 소개

14:00-14:15 브레이크(15‘)

14:00-15:00

(60‘)

해양관련 직업 소개(6)

- 남극운석, 우주물질 -

박창근 박사(극지연구소)
15:00-15:15 브레이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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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일(수)

15:15-17:15

(120‘)

젊은과학자와의 만남

좌장: 주세종

17:15-17:30 포스터 시상

17:30-17:40 이동(더베이→오반장)

17:40-20:00 저녁식사

시간 주요내용 비고

09:00-09:30 이동(해운대→기장)

09:30-11:00 국립수산과학원 견학

11:00-12:00 이동(기장→영도)

12:00-13:30 점심식사(도시락)

13:30-14:30 KIOST 견학

14:30-14:40 이동(KIOST→KOEM)

14:40-15:40 KOEM 견학

15;40-16:30 부산역 이동(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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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1. 2019년 목표달성도

구� � 분 %
성취도�판단 특기사항

(우수성�또는�부진사유�등)정상 부진

당해연도� 목표달성도 100%

최종목표�대비� 달성도 100% ◯

2. 목표달성 내역
성과목표(가중치) 2019년 연구성과

연차목표
달성도
(%)

최종목표
달성도
(%)

KIO-Dream 연구선 승선

프로그램 운영(30%)

- KIO-Dream 연구선 승선 프로그램

운영(2019.8.13~8.14 / 12명 선발)
30 30

대학원생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발표

대회 개최(30%)

- 대학원생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발표 대회

개최(10.31(목)~11.1(금) / 8명 선발)

30 30

원내 학생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지원(30%)

- 원내 학생 대상 2019년

7월~11월에 개최되는 국내・외

학술대회 여비 및 학회등록비

지원(5명 선발)

30 30

차세대 해양과학자

프로그램 참여 지원(10%)

- 국제협력부 주관 차세대 해양과학자

프로그램 참여 지원(2019년

하계방학 현장실습생 중 우수실습생

5명 및 일반 실습생 1명 지원)

10 10

합계(100%) 100% 100%



- 47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활용방안

○ 부산·경남지역 대학과의 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맞춤형 우수인재 양성 

-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인재 채용 목표 30% 달성 의무화에 따라, 부산·경

남지역 대학과의 학연협력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 및 채용 가능

- 사회적 수요에 부응 및 해양산업체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분야 특화

인력배출 

○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과의 연구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활성화  

- 대학의 교육 인프라와 해양과기원의 연구 인프라의 결합을 통한 공동 연구 활성화

및 연구수월성 확보 

- 연구 성과의 산업화 촉진이 가능한 체제 도입

2. 기대성과 및 예상파급효과

○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과의 학연 협력을 통한 해양과학기술 분야 지역맞춤형 우

수 인재 육성 지원 및 부산이전과 연계된 해양과기원의 인재양성기능 확대   

○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의 인적 자원과 해양과기원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증진으로 공동 연구 활성화 및 연구수월성 확보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기본연구사업의 연구결과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기본연구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

하여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