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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Title
Study on the practical use of the development drifter for observation of ocean surface

currents

Ⅱ. Objectives and Necessity
○ Importance of surface current observation data within 1 meter below sea level.

- Necessity of current information within depth of 1 meter below sea level for oil spill

and search & rescue.

○ Absence of equipments observing currents within depth of 1 meter below sea level

- Unable to observe skin surface currents with current meters such as ADCP and RCM

below a surface water due to scattering

Ⅲ. Contents and Results
○ Continuous observation using durable equipments in extreme environments

○ Realizing web-monitoring service from data of developed drifters

○ Data reliability by comparing current meter and HF radar

○ Technology transfer

- Technical name : drifter to observe the sea surface current

- Contract period : 2018.12.31 ~ 2023.12.31.(5 years)

IV. Applications
○ Improvement of data quality and accuracy through comparison and verification of

observational data and predictions with drifters

- Comparison and verification of wide data such as satellite, HF radar and numerical

model

○ Ocean circulation and climate research

- Study on coastal and oceanic circulation & understanding SST using the drifters

- Observation of the air-sea interaction by installing observation sensors

○ Current problem resolution & crisis response

- Response to current issues such as marine garbages, movements of Sargassum

horneri, oil spills and SARs requiring current information within 1 meter depth.

Keywords: sea surface drifter, surface current observation, Iridium, verification of wide

observation data, Search & Resc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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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의 개요

해류(currents), 파랑(waves), 해상풍(ocean surface winds), 전선(fronts), 와류(eddies), 내부

파(internal waves)등의 다양한 해양 현상을 물리해양학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표층 해류의 움직임이나 속도는 해상 물류 수송, 어업 활동 관리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선박 조난(ship distress) 및 기름유출(oil spill) 모니터링과 같은 재난방

재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정보이다. 즉, 해상에서 기름유출 사고발생 시 유류의 확산지역 예

측이나 선박사고 시 조난자 구출을 위해서 표층해류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Alpers

and Hennings,1984; Lyzenga and Bennett, 1988; Yu et al., 2000).

해양에서 해류를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은 고정위치에서 유속계 등과 같은 해류장치를 설치하

여 측정하는 오일러식 측정법과 표류부이 등을 활용하여 물 입자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관측하

는 라그랑지식 측정법이 있다. 라그랑지식 측정방법은 물 입자의 공간적 이동성을 파악하는데

효율적인 해류측정방법으로 해상조난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및 익사자 수색과 유류유출과 같

은 오염물질 사고 등 표층 1m내 해류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이용되어진다.

하지만 기존의 해류관측부이는 고가의 관측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특정 수층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져 있으며, 통신에 있어 연안과 외해역의 구분과 위치정보 처리의 어려움,

고가의 통신료로 인해 사고현장에서 자유로운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해양조난사고 시 인명구조를 위한 체중별 다양한 표층해류정보를 제공하는 소모성 표류부이의

투하가 요구되나 현재까지 적합한 표류부이가 없어 구조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

이다.

본 발명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표류부

이를 개발하였다. 이는 연안과 외해역의 구별 없이 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한 통신모듈을 채택하

여 사용범위를 넓혔으며, 제작비용의 경제성과 이동 및 투하의 용이성을 해결하여 향후, 표층

해류의 거동특성으로 움직이는 표류체로 인한 다양한 해양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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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서 기인한 해양쓰레기와 조난된 선박에서 기인한 유류 및 조난자 등 해양의 표류체는

바람이나, 파도, 조류, 해류 등과 같은 환경 외력의 영향에 의해 이동한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제 및 수색 및 구조(search and rescue)를 위해서는 표류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그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현안문제를 대응하고 구조전략을 세우

는 대책이 필요하다.

해양의 표면에 따라 거동하는 표면체는 대부분 표면으로부터 1m이내에 해류정보에 의해 움

직이므로, 그 정보를 아는 것이 상기 현안문제를 대응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ADCP와 RDCP와 같은 다층 해류계나 RCM과 같은 음파로 작동하는 단층해

류계는 다층 수심 및 특정 수심의 해류관측이 가능하나 표층산란으로 인하여 수면 하 1미터

수심의 해류정보를 획득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SVP(sulface velocity program) drifter

(그림 2)는 통신 센서보드 및 배터리와 부력 조절을 위한 구형의 대형 상부체를 지녀 바람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는 구조로 이것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10∼15m의 관측수심(target depth)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국내 연안에 활용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다. 또한 장비의 부피 및 무게로 인

하여 현장에서 손쉬운 일인투하의 어려움을 지니므로 수색구조 등 현장대응에 용이하게 활용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와 같이 연안역 및 외해역에서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합

한 표층해류를 관측할 수 있는 부이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2. SVP drifter의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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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2015년부터 표층해류를 관측할 수 있는 표류부이를 연구하여 2년

간에(2015, 2016년) 걸쳐 3건의 특허를 등록하였다(그림 3).

그림 3. 표류부이 관련 특허들

※관련특허정보 :

-표류부이 (특허 제 10-1559491호)

-관측 수심 조절이 가능한 해류 관측용 표류부이(특허 제 10-1675431호)

-표층수 흐름을 관측하는 표류부이(특허 제10-1682535호)

상기 개발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보유기술과 기술개발에 습득된 노하우(Know-How)기술을 기

반으로 산업계와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술을 상용화 제품으로 실현하는 것이 연구개발의 목표

이다.

○ 연구개발 목표

- 라그랑지식 표류부이(drifter)로 수면하 1m내 해류를 관측하는 장치 개발

○ 기술적 특징

- 바람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 및 설계

- 연안 및 외해역 등 위성통신을 활용한 광범위적 사용 반경

- 부피의 간소화 및 무게의 경량화로 이동 및 투하에 용이한 구조

- 경제적인 제작비용 및 1개월 이상 연속관측 실현

- 다양한 센서를 부착하여 관측범위 확장

- 정보가시화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실시간 운용 모니터링 실현



- 4 -

상기 기술적 특징을 반영하여 연구개발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그림 4).

□ 하드웨어(장비) 개선

○ 기 개발된 장비는 해류의 위치정보를 통한 이동경로만 산출하여 낮은 활용도를 지님

- 다양한 센서를 부착할 수 있는 메인보드의 개선으로 활용도 향상에 기여

-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관측수심을 조절할 수 있는 부이구조 개발

○ 표층 및 저층 수온을 관측할 수 있는 센서 확장

- 해수면 하 약 9~100cm이내에 수온센서를 설치하여 표층수온 및 특정수심 수온 관측할 수

있도록 구현

○관측자료 자체저장장치 구현

- 관측된 데이터(위치, 수온 등 센서의 모든자료)의 실시간 자체 저장 구현으로 향후 회수시

위성자료 미수신으로 인한 결측자료 보완 시스템 구축

□ 소프트웨어 개발

○ 자료 서버 및 자료 가시화 구현

- 전자메일의 바이너리 첨부파일로 수신되는 위치정보는 다단계 과정을 통하여 산출되므로

신속한 대응에 한계를 지님

- 대용량 관측자료의 수집 및 분류할 수 있는 서버구축과 WEB-가시화 프로그램 개발로 편

리한 운용 및 관리체계 구축 실현

□ 신뢰도 검증

- 개발된 부이에서 관측된 해류정보와 고주파레이다 및 해류계에서 관측된 해류정보와 비교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그림 4.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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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개발기술의 국내·외 기술동향

국내에는 1990년대부터 해양관련 연구소, 대학 및 해양 장비 업체에서 표류형 부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통신에 소모되는 전력 문제와 보드의 크기문제, 외부 케이스의 소

재문제로 인하여 직경 50cm이상, 20kg이상의 본체를 가진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연안에서 활용되는 표류부이는 통신부품의 단가 및 통신비를 고려하여 대부분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통신방식을 이용하여 운용되었다. CDMA 통신방식은 코드분할다중

접속으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육상이동통신 방식으로써 발전하였

지만 기지국 범위를 벗어나는 해양 영역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리듐(Iridium), 글로벌스타(Globalstar), 오브컴(Orbcomm) 등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통신방식을 채택하여 연안에서뿐만 아니라 외해역까지 활용 가능한 모델들이

다양하게 개발함으로서 2000년부터 국내 해양관련 기업에서는 다양한 제품군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표 1). 하지만 국내에서 개발, 판매되는 대부분의 표류부이는 수층별 수온과 대기압 및 파

고를 측정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 전체적인 장비크기(직경 40cm 이상)와 무게(15kg이상)가

SVP 부이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이와 같은 규모는 앞서 언급한 SVP 부이의 단점을 지녀

연안과 표층해류를 관측하는데 한계를 가지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제작업체명 오션테크 오트로닉스 신동디지텍 오션이엔지

장비규격

형태: 40cm구형

재질: FRP

무게: 16kg

Holeysock type

형태: 40cm 구형

재질: 우레탄

무개: 10kg

Holey sock type

형태: Φ100 cm

재질: ABS Hull

무게: 30kg

형태: 40cm 구형

재질: STS316L

통신방법 Iridium Iridium Orbcomm Inmarsat

관측항목
위치, 온도,

기압, 파고

위치, 온도,

기압, 파고

위치, 온도, 풍향,

풍속, 파고,

파향, CTD

위치, 온도,

기압, 파고

장비사진

표 1. 국내 해양관련 기업에서 제작된 부이들의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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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지식재산권 현황

○ 특허정보사이트(www.kipris.or.kr)에서 검색어 “표류부이”로 검색

- 특허실용신안 총 258건 중 관련 지식재산권 7건 파악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특허를 제외하고 표층 1미터를 관측할 수 있는 특허 부재

번호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특허권자(발명자)

1 1020100109016 해양 관측용 표류부이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박용철 외 1인)

2 1020100132436 전개판식 측류부이
국립수산과학원

(이원찬 외 4인)

3 1020130050394 해상 유출유 추적 부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문진 외 3인)

4 1020150094184 표류부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송규민 외 4인)

5 1020150170482 연안역의 해수 유동을 관측하는 표류부이
지마텍 주식회사

(서영교 외 1인)

6 1020160042626
관측 수심 조절이 가능한 해류 관측용 표

류 부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송규민 외 2인)

7 1020160068676 표층수 흐름을 관측하는 표류 부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송규민 외 1인)

표 2. 국내 지식재산권 현황

국외에서는 1970년대부터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이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으로 표류형 부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1982년 WCRP(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에서 표류부이

의 규격화를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표류형 부이 디자인이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1990

년대는 세계해양순환 실험계획인 WOCE(World Ocean Circulation Experiment)의 연구로 표류

부이의 실험을 통하여 기후형성에 미치는 해양의 역할을 밝힘으로써 기후변동예측의 기초를

세우는 국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표층해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표층해류를 관측할 수 있는 다양한 부이(표 3)를 개

발, 전 세계에 판매 및 활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글로버스타 위성을 활용한 Cathe Drifter는 직경 35cm의 소형 위치전송 표류부이로써

생분해되는 케이스를 적용하여 3∼12개월 작동 후, 일정시간 내 해양에서 분해되어 환경적인

부분도 고려하는 제작되는 장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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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칭 SVP drifting Buoy Carthe drifter Microstar

장비규격
- Φ 35cm 구형

- drogue : 61×610 cm

- Φ 35cm 원판

- drogue : 40×40 cm

- Φ 20cm 구형

- drogue : 122×122 cm

통신방법 Iridium SBD Globalstar
Iridium SBD

Globalstar

관측항목

위치, 수온(9cm),

염분, 기압

대기압, 바람

위치정보
위치정보

표층수온(9cm)

특징 대양관측 생분해 성분 LED 후레쉬

장비사진

표 3. 국외 해양관련 기업에서 제작된 부이들의 예제

출처: https://gomecc3.wordpress.com/

그림 5. Carthe Drifter 투하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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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개발된 표류부이는 수심 1m 이하의 표층류를 관측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가로·세로 1m

의 drogue에 GPS를 통한 위치정보, 표층 및 하층의 수온을 측정하여 이리듐 모듈을 통해 수

집 데이터를 전송한다(그림 6). PT1000 온도센서, 저장장치뿐만 아니라 각각의 시리얼 인터페

이스를 통한 연결까지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배터리는 Tekcell SB-D02로써 3.6Volt × 4개

직렬을 1set으로 3set을 만들었으며, 이를 다시 병렬로 조합하였다(그림 7). 운용 시간은 통신

이 원활하다는 조건 하에 한 달 동안 가능하다. GPS의 정확도는 2.5m CEP(Circular Error

Probable) 이고, 수면하 15m 깊이에서 수밀테스트(24시간)를 통과하였다(표 4).

배
터
리

모
듈

수온 센서

수온 센서

통신모듈

그림 6. 개발된 표류부이 모식도(좌) 및 실물도(우)

Battery: Tekcell 3.6V/19Ah(SB-D02)

   3.6V × 4ea = 14.4V (직렬연결)
           14.4V × 3ea(병렬연결) 
            Total: 12ea
총 용량: 57Ah

운용시간: 30일 이상

그림 7. 배터리 연결 모식도 및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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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1m × 1m × 1.2m 
Weight < 11kg
Interval 1 ~ 180 min.
GPS Accuracy 2.5m CEP
Storage microSD 8G byte
Temp. Sensor PT1000(2ea)
Data e-mail or web server 
MCU ATmega2560
Serial Interface UART 4 Port(Debug, Iridium, GPS, Extra Port)
AI / Do 2 port / 3 port
I2C RTC
Capacity Idle: 0.02A, Busy: 0.04A, Iridium Busy Time: Iridium+RTU = 0.12A
Input Power 5 ~ 20Volt

표 4. 개발된 표류부이 제원

1. 하드웨어 개선

오늘날 위성 통신은 보편화 되면서 해양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선박 위치 및 이동

경로, 생물의 이동생태 파악, 해양관측 자료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본

개발된 표류부이 역시 해양에서의 원활한 위치 전송을 위해 위성 통신을 적용시켰다.

그림 8. 하드웨어 개선 전과 후

초기 버전의 표류부이 통신은 Nal research corp.에서 판매하는 상용화 기기 9602-LP 위성

통신 단말기를 적용했다. 전원만 공급하면 언제 어디서는 위치 자료를 전송 받을 수 있도록 사

용자가 운영하기 쉽게 제작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해양의 수온 관측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보

드를 추가적으로 장착하였고, 그 크기는 약 30cm가 되었다. 이렇다 보니 상용화 기기의 편리성

보다 크기로 인해 표류부이 운영에 어려움이 커져 소형화 작업요구 되었다. 먼저 이리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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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안테나, 컨트롤 보드를 65mm 직경의 보드 안에 모두 넣었다. 그리고 센서 확장이 가능하

도록 같은 크기의 보드를 2단으로 연결시켰다. 크기에 대한 개선 작업이 진행되면서 크기는

1/10 규모로 축소되었고 효율성도 향상되었다(그림 8).

표류부이의 위치뿐만 아니라 해양의 기본 물성인 수온을 관측하기 위해 수면하 9 ~ 100cm

이내에 수온센서를 장착하였고, 표층수온 및 특정 수심의 수온 관측을 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뿐만 아니라 수온 센서와 함께 다른 센서(압력, 염분 등)를 추가로 연결하여 관측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장포트를 구성했다. 그리고 관측 자료는 SBD(Short Burst Data)파일 형태로 E-mail

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송됨과 동시에 내부 메모리(micro-SD card)에 시간간격별로 모든 정보

가 저장이 된다.

2. 소프트웨어 개발

표류부이의 위치 전송은 SBD 파일 형태로 메일로 전송된다. 파일은 바이너리 형식으로 사

용자가 위치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다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즉각적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용량 관측자료의 수집 및

분류할 수 있는 서버구축과 WEB-가시화 프로그램 개발로 편리한 운용 및 관리체계를 구축·

실현 하였다(그림 9).

AWS는 국내의 유수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활용하는 서비스로 보안과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로 많은 유저를 유치하면서 경제성 또한 확보하였다. 여기에 기

타 스마트기기 등과 연결을 가능하게 하여 확장성까지 갖추게 되었다. 표류부이 개발에 소프트

웨어의 역할이 추가 되면서 더욱 경쟁력 갖추었다.

○ 접속 사이트

- https://www.skindrifter.com

○ 로그인

- 사용자 각자에게 할당

- 사용자가 소유한 표류부이 ID만 확인이 가능함으로 여러명 사용시 보안 우수

○ Dashboard

- 구입일자, 부이 ID, 위경도, 수온, 처음 위치전송 시각, 마지막 위치전송 시각, 자료전송 지

연 시간, 배터리 용량 순으로 표류부이 정보 확인

- 위경도는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조절 가능

○ 자료 다운로드

- 부이 ID 별로 자료 다운로드 가능

- 사용자가 시간을 설정하여 원하는 시간대의 자료 획득 가능

○ 표류부이 웹 가시화 지도

- 웹에서 지도를 통해 표류부이 추적할 수 있음

- 원하는 부이 ID를 선택하여 표시 가능

- 특정 시간 동안의 이동 경로 및 실시간 위치 추적 제공

○ 장치 관리자 부여

- 사용자가 소유한 표류부이에 대해 관리자 설정을 두어 추가 및 삭제 제공

- 소유한 표류부이 전체에 대한 배터리 용량 체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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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표류부이 AWS(Amazon Web Service) 기반 서버 프로그램

3. 신뢰도 검증

표류부이는 공간적으로 이동하면서 해수면에서의 유속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해류

계를 이용하여 검증이 이뤄진다면 아주 많은 시간적 경제적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신

뢰도 검증은 광역의 해수면을 관측할 수 있는 HF radar 관측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HF radar는 수면하 1m 내외의 평균해류장을 관측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론적으로 주파수별

평균해류 깊이가 알려져 있지만 실제 관측 결과는 이론과 달리 나타나며 특정할 수 없다는게

현재까지 밝혀진 연구 결과다. 하지만 광역의 표층해류를 관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표류부이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류부이 검증은 codar 사의 25MHz 주파수 대역으로 운용되는 HF radar 자료를 사용하였

고 자료는 격자간격 500m에 시간 간격은 1시간이다. 검증지역은 새만금 방조제 앞에서 이뤄졌

다(그림 10). 조차 및 갑문의 개폐에 따른 유속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유속에 따른 비

교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류부이의 위치 자료를 통하여 이동 거리 및 시간을 측

정한 후 HF radar 관측 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에서 유속을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그림

11과 같이 상관계수 0.97 이상, RMSD 6cm/s 내외로 동서/남북 방향 모두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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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표류부이 현장 실험 모습

그림 11. 표류부이와 HF radar 비교 결과



- 13 -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은 2018. 12. 31 시점에서 실시기업에게 다음과 같이 기술이전계약

을 체결하였다.

1. 기술이전 계약체결

∙ 기 술 명 : 표층수 흐름을 관측하는 표류부이

∙ 실시기업 : (주)리버앤씨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2018.12 31.∼2023.12.31.)

∙ 기술이전 형태 : 기술실시 허락

∙ 실시지역 : 국내·외 실시

∙ 실시권 종류 : 통상실시권

2. 사업화 추진방안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는 시연회,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사업화 추진쳬계(그

림 12)를 통하여 제품 개발 및 판매 활동을 할 계획이다.

가. 시연회 개최 – 유관 기관 및 대학, 업체와 함께 제품 현장 시연회 개최를 통해 제품

광고를 통해 판매 유치

나. 전시회 참여 – 관련 학회 및 전시회에 제품 출품하여 홍보 및 판매 유치

다. 사용자 의견 반영한 다양한 악세서리 제작 및 유치

-수색구조용도로 대상별(유아, 성인 등) 제품 개발 모색

-층별(표층,중층, 심층) 해류관측용 소형 제품 개발

-표층수온, 기압 등 다양한 센서부착으로 기상 및 대양관측용 중형 제품 개발

-계류장비 유실시 위치 정보 발신용 제품 개발

그림 12. 사업화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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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통신기술의 발달과 소재기술의 향상으로 해양관측 장비는 고도화되어지

고 있고, 그에 따른 해양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각종 첨단장비가 활

용되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의 활동성이 확장됨에 따라 해양의 현안문제는 향후 인류가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그러므로 표층해류의 효율적인 관측은

해양의 현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요하며, 그에 따른 표류부이 사업과 그 수요는 매년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디지털밸리뉴스 2017.12.22.)

그림 13. 해양관측 장비 주요국 및 국내 시장 전망

미국의 해양 관측 장비 시장은 2015년 9,724억 원에서 2020년 1조 6,020억 원 규모로 연평균

10.5%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일본의 해양관측 장비 시장은 동기간 5,304억 원에서 8,738

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표류부이 시장 규모는 공공기관 발주 물량(조달청 발주)으로 추정해 볼때, 2015년 4억4

천(국립수산원, 기상산업진흥원), 2016년 3억5천(국립수산원, 기상산업진흥원), 2017년 8억 7천9

백(기상산업기술원,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공공기관의 발주 물량 외에 대학, 연구기관, 해양 관련 기업의 수요를 감안하면 표류 부이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고가의 부이에 비해 경제적인 부이가 제공되

면 그 수요는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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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측 자료검증 활용분야

- 해양관측 인공위성, 고주파레이다(HF Radar), 수치모델 등 광역자료의 비교검증 자료로 활

용

○ 해양순환 및 기후연구 분야

- 연안역 및 대양의 해양순환 연구 및 이동경로에 따른 표층수온(SST)분포 파악

- 다양한 관측센서 부착으로 해양-대기상호작용 관측

- 태풍발생시 대기-해양 상호작용 연구

- 소·중규모 와류 형성 및 분포특성 파악

○ 현안문제 해결 및 위기대응 분야

- 해양쓰레기, 모자반 이동 및 유류오염, 해양 조난자 수색구조 등 표층 1m내 해류정보를 필

요로 하는 현안문제 대응

본 연구는 표류부이의 소형화와 실용화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본 시장이 활성화되어 더 향상

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지닌 제품개발이 다양하게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표층해류를 관측하

는 표류부이 시장에서 최종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은 신뢰할만한 위치정보의 수신과 합리적인

제품단가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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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개발된 표층해류관측용 표류부이의 실용화 기술개발 연구_표지
	개발된_표층해류관측용_표류부이의_실용화_기술개발_연구(송규민)_표지제ᄋ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