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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획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조사사업의 체계를 개선하고, 그 효율성과 정확
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 9년 동안의 과제 수행 계획을 담았으며 1) 해양 표영 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설정, 2)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시료채집 장비 개발, 3) 환경 DNA 분석법을 적
용한 채집된 대량시료의 신속 정확한 분석, 4) 정밀한 생태 자료에 기반한 우리나라 고유의 
생태계모델 개발로 생태변동을 예측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동시 연속 관측망의 위치는 우리나라의 해양 표영 생태계를 대표하는 곳, 주요 해류의 통
로, 타 연구기관 및 대학의 조사 라인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정선 7곳 정점 
10곳을 선정하였다. 웨이브 글라이더에는 생물량 측정 수중음향 장비, 호흡량 측정 장비, 생
물시료 채집 장비, 생물이미지 처리 장비 등을 장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
면, 광범위 해역에서 동시 연속 채집이 저비용으로 이루어지고 막대한 양의 해양생태 시료
가 확보된다. 이런 대량 시료의 신속 정확한 처리는 DNA를 분석하는 차세대 유전자 염기서
열 분석방법으로 해결한다. 정밀한 생태자료는 기존에 알려진 POLCOMS-ERSEM 등의 생태
계모델을 우리 연안생태계에 맞게 최적화하여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변동을 예측한다.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글 해양 표영 생태계, 동·서·남해 관측망, 동시 연속 관측, 자동 채집
장비 개발, 환경 DNA분석, 생태 예측·예보, 웨이브글라이더

영어
Marine Plankton Ecosystem, Observation System, 

Synchronous continuous observation, Development of 
Automatic sampler, Analysis of Environmental DNA, 

Forecast of Ecosystem, Waveglider

보고서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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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0. 제목

해양 표영 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 기획연구 

I.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기획연구의 최종목표
○ 해양 표영 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 기술개발

 - 동·서·남해 해양 표영 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
 - 해양 표영 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을 위한 무인자동장비 개발
 - 해양 표영 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자료 분석의 표준화 기술개발

2. 기획연구의 세부목표 및 내용
○ 동·서·남해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

 - 동해, 서해, 남해 해양생태계를 대표하는 위치에 조사정선과 조사정점 설정
 - 타 연구기관 및 대학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조사정선/정점 설정
 - 해양생태계의 주기적 동시 연속 관측과 시계열 생물시료 채집 방법 개발
○ 해양 표영 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을 위한 무인자동장비 개발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자동 채수기/채집기 개발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생태환경 분석 장비 개발
○ 해양 표영 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자료 분석의 표준화 기술개발

 - 해양생물 자동 형상 분석과 DNA바코드 분석
 - 물리-생태계 모델을 통한 생태계 예측 예보
 - 해양 생태계 해양자료 통합 관리 체계 구축

3. 기획연구의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 해양생물다양성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인 우리나라 해역은 전지구적인 기후 
변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곳으로 장기적인 기후 변화를 넘는 계절 변화와 함
께 연안에는 조석이 발달하여 밀물과 썰물의 일변화와 함께 사리와 조금의 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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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매우 크다. 
 - 현재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국가 관할해역 전체에 대한 

동시 현황 파악은 물론 관측자료 기반의 생태계 예측 프로그램 개발이 불가능하
므로 우리나라 해역을 동시에 관측 조사하는 동시관측·동시채집 즉, 대규모의 
snapshot 연구 자료의 획득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해양 표영 생태계의 동시관측·동시채집은 필요 인력과 예산을 고려할 
때, 현재의 연구방법으로는 불가능하므로 현장관측부터 분석까지 연구방법에서 
기술적 혁신이 있어야 한다. 

 - 웨이브글라이더는 파도의 힘을 이용하여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무동력으로 장거
리를 이용하면서 장기간 동안 해양을 탐사할 수 있다. 웨이브글라이더에 에코사
운더(어군탐지기)를 견인하여 탑재할 경우, 수심과 해저면 종류, 수중의 어류와 
동물플랑크톤(해파리), 해양포유류 등의 분포를 상시적으로 탐지할 수 있어 해양
생물자원조사의 개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웨이브 글라이더에 동·식
물 플랑크톤과 어란의 유전자 분석을 위한 시료 채집 보관장치를 개발하여 탑재
한다면, 해양 생태계 조사를 상시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나. 경제·산업적 측면
 -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구성종의 변화를 분석하여 해양생태계의 장기

변동을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국가 해양생물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편으
로 그 변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연안에서 적조 발생과 해파리의 대 발생 등은 매년 수백억 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 또한 해양생태계 구조에도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국민 생활과 밀접
한 관계가 있는 이러한 유해생물의 대발생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탐지시스템의 개발과 현장운용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한편, 새롭게 등장하는 무인 관측 플랫폼인 웨이브 글라이더에 탑재 가능한 새로
운 관측 장비 개발은 새로운 해양산업의 발굴이며 경제 산업적 일자리 창출은 물
론 해양생태계 연구의 큰 전환점에 기여할 수 있다.

다. 사회문화적 측면 
 - 해양생태계는 국가의 유·무형의 자산으로 국민 삶의 질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므

로 이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현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웨이브 글라이더를 이용하여 24시간 365일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생물자원분포

를 연속 감시할 수 있는 무인 감시망을 구축함으로써 관할권 내의 해양생태계 보
전과 자원 관리에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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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개발 동향 및 환경분석

1. 국내외 해양생태계 관측 현황 
○ 국내 해양생태계 관측 현황

 -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특성 연구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대학, 민간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현장 관측에 참여한다. 조사 유형은 장기 정선/정점 조사, 일회성 광역 조사, 
국부적인 정밀 조사 등이다. 

○ 국외 해양생태계 관측 현황 
 - 국외 해양생태계 관측의 현황은 중요 정점의 무어링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크루즈 조사, 및 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및 웨이브글라이더를 이용한 조사 
등을 통해 수많은 자료를 획득하고 있다. 

2. 해양생태계 관측 기술 현황과 전망
○ 해양환경 요소 측정 

 - 수온, 염분, 영양염, 엽록소, 용존산소, 광도, 용존유기탄소, 입자태유기탄소 
측정

 - 그동안 기상과 해양물리항목의 측정센서가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화학, 생물분야의 새로운 해양관측장비나 센서가 개발되어 현장에서 시험 
중에 있다(용존산소, 탄소시스템, 용존영양염류, 광학, 영상, 유전자, 
수중음향). 이러한 센서를 통해 해양오염이나 해양생태계 분야의 예측 모델이 
요구하는 검‧보정용 실시간 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재난 예보 위주의 해양관측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보건 피해 저감, 해양생태계의 보전, 
오염물질 유입감시 등에 필요한 상시 관측자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 각종 해양관측 센서들은 인공위성, 항공기, 프로파일러, 글라이더, bottom 
lander, 스마트 부이, 표류부이, AUV, towed vehicle, ROV, 선박 등 각종 
플랫폼에 장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해양포유류나 어류에 장착되기도 한다. 

○ 해양생물 채집과 분석 

 - 해양 생물은 종에 따라 크기, 수명, 생물량, 유영속도, 서식 수심, 서식처, 분포, 
생활사 등이 매우 다양하다. 크기가 작아 유영 능력이 미약한 소형플랑크톤은 채
수기, 펌프나 또는 미세 망목의 입구가 작은 소형 네트가 적합하다. 이에 반하여 
유영능력이 큰 중형이나 대형플랑크톤은 입구가 큰 IKMT (Isaacs-Kidd 
midwater trawl) 등을 사용한다. 식물플랑크톤의 경우 CPR을 이용하며 동물플
랑크톤의 서식 습성을 고려하여 표층 서식 생물은 Mata net을, 수층별 분포를 연
구하기 위해서는 MOCNESS (Multiple Opening and Closing Ne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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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Sensing System)를 활용한다. 동물플랑크톤과 어란의 정밀 지
리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선의 이동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속으로 
CUFES (Continuous Underway Fish Egg Sampler)로 표본을 수집한다. 식물
플랑크톤의 경우 FlowCAM을 통해, 동물플랑크톤의 양적 분석은 실물 표본 대신 
LOPC (Laser-Optical Plankton Counter)나 UVP (Underwater Video 
Profiler)를 이용하여 영상을 확보한다.

 - 많은 해양생물들은 공통적으로 일생 중 적어도 한번은 부유생활기를 보낸다. 수
집된 생물들은 광학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 등을 활용한 정밀 형태 관찰 후 종을 
동정한다. 최근에는 분자마커를 이용하여 플랑크톤은 물론 형태적으로 종 분석이 
어려운 무척추동물의 난, 유생과 어란의 종동정이 가능하다.

 
3. 해양생태계 모델링 시스템  
○ 국외연구 현황

 - 대표적인 하위영양단계(Low trophic level) 모델의 경우, 영국 PML에서 개발하
여 사용하는 ERSEM 모델과 북유럽에서 개발되어 주로 발트해 생태계 연구에 사
용되는 ERGOM 모델, PICES에서 개발하여 북서태평양 생태계 연구에 활용되는 
NEMURO 모델을 들 수 있다.

 - 많이 사용되는 상위영양단계(High trophic level) 모델로는 SMS 모델이나 
NEMURO.FISH/NEMURO.SAN, 그리고 미국 NOAA에서 개발된 EwE(Ecopath 
with Ecosym) 모델을 들 수 있다.

 - 물리-생태계 접합모델로는 POLCOMS-ERSEM, ECOSMO, ROMS-N2P2Z2D2, 
POM-BFM, POM-ERSEM, POM-BimsECO, ROMS-BIOBUS 등이 사용되고 있
으며, 상위영양단계까지 고려하고 관리모델까지 결합된 E2E 모델로는 Atlantis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

 - GEOHAB, IMBER, GLOBEC 등은 해양생태계모델을 이용하여 해양 및 수산 연구
를 진행하는 대표적인 국제프로그램이다.

 - 한편 해양생태계 예측과 관련하여, 미국 NOAA에서는 주요 연안해역 또는 호소
에서 유해조류, 병원체, 빈산소 등에 대한 예보시스템을 가동 또는 개발 중에 있
다. 영국해양예보센터에서는 POLCOMS-ERSEM 모델을 이용하여 매일 향후 수
일 동안의 생태계 주요 변수 예측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PML을 비롯한 유럽 8
개 연구기관은 2012-2014 동안 해양순환-생지화학 접합 생태계모델을 (준)실시
간으로 운영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 국내연구 현황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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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모델링 관련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자체 연구사업
(POSEIDON)을 통해서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해서 POLCOMS-ERSEM 접합모델
을 개발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중기 해양생태계 변화를 예측하였다.

 -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지역해 또는 연안해에서의 생태계변화를 예측하고 생태계
모델을 수산자원 관리에 활용하는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 기타 대학교 및 관련업계에서도 해양생태계모델을 이용하는 연구를 산발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으나 해양순환-생태계 접합 모델 운용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소
규모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다.

4. 해양생태계 DB구축과 정보서비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연구사업 해양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

자료 DB를 여러 차례 구축하였으며, GIS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검색시스템과 모델
산출정보 유통을 위한 전문가용 대용량자료 서비스도 개발하였다.

 - 새만금 해양환경 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2002-2011)에서는 해양 분야 자료
에 대한 통합DB, GIS 검색시스템, 실시간 정보서비스를 구축, 운영하였다.

 - 운용해양시스템 구축 (2009-현재)에서는 해양순환모델에 필요한 국내외 해양 자
료를 수집, 관리하면서 모델연계 체계를 구축하였다.

 - 한국해양생물지리정보시스템(2008-현재)에서는 한반도 해양생물 출현정보에 대
한 DB를 구축하였으며, 오픈소스 GIS 기술을 이용한 정보서비스를 구축, 운영 
중이다.

 - 해양과기원이 보유하고 있는 대용량자료의 전문가 서비스를 위하여 KIOST LAS
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 외국에서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다수의 생물자료 항목
을 포함한 관측시스템을 장기간 운영하고 있으며 연속관측도 실시하고 있다. 수집
한 자료는 목적에 따라 DB시스템이나 파일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 영국 PML과 MBA에서 운영하는 Western Channel Observatory에서는 자체 
DB를 이용해 자료를 관리하면서, 수치자료, 그래프, 분포도, 이미지 등을 제공하
고 있다.

 - 미국 해양자료센터(NODC)에서 배포하는 WOD에는 화학자료와 생물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 하와이 HOT-DOGS에서는 1988년부터 하와이 인근에서 수집한 해양물리, 해양
화학, 해양생물 자료를 제공하는데, 다양한 자료검색과 그래픽 표출이 가능하다.

 - 국제해양생물지리정보시스템은 전 세계 해양생물 출현정보를 수집, DB화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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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도입단계

대표 정선/정점 설정 및 현장 운용성 테스트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 및 운영
웨이브글라이더 운용 기술 확보 및 시범 운용 (정선2,정점3)
해양생태계 모델 재현/검증 시스템 개발
해양자료 통합관리체계 및 DB 구축

2단계
발전단계

정선/정점 확장 현장 운용 테스트 및 보완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의 안정적 운영기술 확보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생태계 핵심/집중 구역 실해역 운영
해양생태계 시험예측 모델링
통합관리체계 고도화 및 생태계 정보서비스 구축

3단계
정립단계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운영 및 상용화

해양생물의 분류군별 시계열 자료기반의 해양생태계 변화 예측 
기술 확보

며, 오픈소스 기술을 이용한 GIS 서비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 연속 동시관측을 통해 생산되는 다수의 다양한 해양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질검

증, 처리하는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자료를 효과
적으로 보관하고 유통시키는 기술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Ⅲ. 연구개발 비전과 추진전략

1. 연구개발 비전 
○ 웨이브글라이더를 활용한 해양 표영 생태계 동시 연속관측으로 미래 국가해양생

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2. 연구개발 목표

○ 웨이브글라이더를 이용한 동시 연속 관측과 시료 채집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양생물 채집기 개발

○ 해양생물 자동 형상분석과 DNA바코드 분석

○ 물리-생태계 모델을 통한 생태계 예측 예보

○ 해양생태계 해양자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

3. 추진전략 
○ 연구 단계별 추진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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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글라이더 기반 표영 생태계 핵심/ 집중 해역 안전 운영
해양생태계 예측시스템 정교화
해양자료 통합관리체계 운영 및 고도화

○  동해, 서해, 남해 해양 표영 생태계 특성, 해류 특성을 대표하는 동시 연속 관측
망 위치 선정 및 연속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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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1 동·서·남해 해양표영 생태계 동시 연속관측 정점과 정선 위치 

관측 정점 위치 관측 정선 위치
1 KIOS1 독도기지 비고
2 KIOS2 울릉도 기지 KIOL1-1 동해라인 (울진-울릉도)
3 KIOS3 울진-동해 연구소 KIOL1-2 울릉도-독도
4 KIOS4 통영바다목장 KIOL2 동남해라인 수과원 209
5 KIOS5 제주도 KIOL3 대한해협 입구 수과원 400
6 KIOS6 이어도 기지 KIOL4 동중국해 라인 수과원 316
7 KIOS7 가거초 기지 KIOL5-1 제주채널 수과원 203
8 KIOS8 새만금 KIOL5-2 제주남쪽-이어도
9 KIOS9 시화호 KIOL6 황해라인 수과원 309
10 KIOS10 소청도 기지 KIOL7 서해북부 라인(인천-산둥반도 라인)

표 I-2 동·서·남해 해양표영 생태계 동시 연속관측 정점과 정선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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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양생물 채집기 개발 및 현장 운용 기술 개발

그림 I-2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무동력 펌프 개발 및 채수기 개발 설계도

그림 I-3 웨이브글라이더의 남해 및 제주 남서 해역 시범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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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물 자동 형상분석과 DNA바코드 분석 방법의 표준화

그림 I-4 현미경기법을 이용한 해양생물의 형태적 특징 분석 

그림 I-5 림 해양생물 혼합시료 DNA바코딩 결과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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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6  NGS로 분석된 통영MRC 주변해역 무척추 동물의 부유 난과 유생 기반의 

산란시기 변동 

○ 해양생태계 모델링 시스템 개발 

그림 I-7 POLCOMS-ERSEM 모델의 우리나라 해역에 

적용한 예 



- xv -

그림 I-8 NGS로 분석된 통영 MRC의 동물플랑크톤의 종별 출현빈도 

확률 모형을 이용한 동물플랑크톤 최대 출현종수 출현시기 

분석(2013-2014년 격주 조사). 

○ 해양생태계 해양자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 

그림 I-9 KIOST LAS를 통한 대용량자료의 전문가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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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점 연구과제 도출
○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과 운영

 -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
 -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운영기술 확보
 - 해양생물의 분류군별 시계열 자료기반의 해양생태계 변화 예측 기술 확보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양생물 채집기 개발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동물플랑크톤 채집기 개발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수 채수기 개발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양생물 채집기의 현장 운영

○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표영 해양생태계 광역/집중 측정망 구축 및 운용
 - 웨이브글라이더 실해역 시범 및 실제 운용 기술 확보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센서부 모듈 및 자료 융합
 - 웨이브글라이더 육상 제어국 구축
 - 표영 생태계 핵심 해역 광역 및 집중 운영

○ 해양생태계 모델링 시스템 개발
 - 우리나라 주변해역 해양생태계 모델링 시스템 개발
 - 연속관측시스템 연계 모형 검증 및 개선
 - 해양생태계 주요 지시자 현황 분석 및 단기 예측 

○ 해양생태계 해양자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 
 - 동시 연속 관측망 자료관리체계 구축
 - 해양생태계 관련 국내외 과학조사자료 수집/활용체계 구축
 - 생태계모델 산출정보 관리체계 수립
 - 해양생태계 해양자료 통합DB 구축
 - 오픈소스를 이용한 생태계 정보서비스 개발
 - 해양생태환경도 및 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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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 추진계획

1. 총괄 로드맵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연차 1 2 3 4 5 6 7 8 9

세부과제     예산(백만원) 3500 3300 3400 3200 2900 2700 2800 2800 2900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과 
운영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의 
안정적 운영 기술 
확보

해양생물의 
분류군별 시계열 
자료기반의 
해양생태계 변화 
예측 기술 확보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양생물 채집기 
개발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동물플랑크톤 
채집기 개발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채수기 개발

웨이브글라이더 
현장 운용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해양생태계 광역/집중 
측정망 구축 및 운용

웨이브글라이더 
운용 기술 확보 및 
시범 운용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생태계 
핵심/집중 구역 
실해역 운영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표영 생태계 
핵심/ 집중 해역 
안정 운영

해양생태계 모델링 
시스템 개발

해양생태계 모델 
재현/검증시스템 
개발

해양생태계 
시험예측 모델링

해양생태계 
예측시스템 
개선/정교화

해양생태계 해양자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

해양자료 
통합관리체계 및 
DB 구축

통합관리체계 
고도화 및 생태계 
정보서비스 구축

해양자료 
통합관리체계 운영 
및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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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과제별 로드맵
○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과 운영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양생물 채집기 개발



- xix -

○ 웨이브글라이더와 기반 표영 해양생태계 광역/집중 측정망 구축 및 운용

○ 해양생태계 모델링 시스템 개발



- xx -

○ 해양생태계 해양자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

3. 세부과제별 기술 개요
가.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과 운영

○ 연구의 필요성

 - 역동적인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생태계 연구를 위해서는 해양생태계 구성원의 
종별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다. 해양생태계의 정밀한 구조 변화는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진단,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산란시기, 보육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한반도 주변해역의 장단기 해양생태계 연구결과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
과학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대학 및 민간 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축적하
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자료간 종분석의 해상력 차이가 매우 커 해양생태계 분석
을 위한 자료의 융합이 매우 어렵다.

 - 전통적으로 해양생물의 종분석에 형태형질을 사용하지만 성장 단계에 따라 변하
며 종간 또는 종내 변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해양생물의 유전적 특
성이 종 분석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 분자마커를 활용한 해양생물의 종분석은 표본 상태의 영향을 받지 않아 분석 방
법의 표준화가 가능하다. 미동정종의 사후 분석 가능하고 연구결과의 객관성 측
면 등이 있다. 

 -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표본 수집기술의 
확보는 물론 대량의 해양생물 표본을 종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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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 연구 목표

 -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
 -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운영기술 확보
 - 해양생물의 분류군별 시계열 자료기반의 해양생태계 변화 예측 기술 확보
○ 연구 내용

 -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동 연구를 위한 최적 관측 주기와 관측망 구축
 - 해양생태계 관측망의 대량 표본 분석 기술 개발 및 고도화
 - 분자마커 기반의 해양생물종 분석을 위한 기준표본과 참조 유전체 library 확보
 - 해양생물 분류군별 변화 분석과 생태계 변동 예측 기술 개발
 - 해양생태계 동시 시계열 자료의 안정적 생산

나.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양생물 채집기 개발
○ 연구의 필요성

 - 해양 표영 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선박을 이용한 채
집으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무인‧자동 채집이 가능
한 방법을 개발해야한다.

 - 표영 생태계의 특성상 운항에 동력이 거의 필요 없는 웨이브글라이더를 플랫폼으
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웨이브글라이더에 장착하여 사
용하고 있는 다양한 센서들은 존재하지만 이를 활용하여 실제 분석할 수 있는 시
료를 확보하는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전문한 실정이다. 

 - 따라서 웨이브글라이더의 활용 분야의 확대와 이를 통한 해양 표영 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을 위해 웨이브글라이더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한 해양 생물 채
집기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 연구 목표

 - 웨이브글라이더에 장착하여 무인‧자율로 해양생물 시료를 채집할 수 있는 채집기 
개발

○ 연구 내용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무동력 펌프 개발
 - 연속 동물 플랑크톤 채집망 개발
 - 식물플랑크톤 채집등을 위한 채수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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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성능 검증 및 상용화

다.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표영 해양생태계 광역/집중 측정망 구축 및 운용
○ 연구의 필요성

 - 국내 해양관측 방법은 대부분이 연구선 및 어선을 이용하거나 해양관측 부이 등
의 방법으로 수행하므로 고비용 및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
복 조사 및 해양 기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 국외 해양 선진국에서도 해양연구 측면에서 유사한 제약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2000년 이후 무인 해양관측 체계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대표적인 무인관측 체계인 수중 글라이더 (underwater glider)와 웨이브글라이
더(wave glider)는 최근에 활발히 적용하는 해양관측 체계로 이미 선행 연구를 
끝마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양관측에 적용하고 있다.

 - 해양관측을 위한 센서 기술 및 탑재체 발달과 시스템 통합 기술이 적용되면서 미
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해양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무인 관측체계가 도입되고 
있다. 초기의 대양관측 적용 관점에서 최근에는 연안 해양관측에 적용함으로서 
기존의 해양관측 방법이 가지고 있는 제약 요소를 극복하고 있다.

 - 국외 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이외에 우리나라 해양환경 상황에 맞는 무인 관측체
계 개발을 통해 해양조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반도 
주변해역에 최적화된 웨이브글라이더 국산화 개발 및 이를 이용한 통합 해상관측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 연구 목표

 - 웨이브글라이더를 활용한 해양생태계 측정 기술확보 및 시범 운용 
 - 생태계 핵심 해역 광역 및 집중 운영
 - 웨이브글라이더 육상 제어국 운영
○ 연구 내용

  웨이브글라이더 실해역 시범 및 실제 운용 기술 확보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센서부 module 및 자료 융합
  웨이브글라이더 육상 제어국 구축
  표영 생태계 핵심 해역 광역 및 집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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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양생태계 모델링 시스템 개발
○ 연구의 필요성

 - 해양생태계의 변동역학 이해 및 현황 파악, 그리고 예측을 위해서는 모델링이 필
수불가결한 도구이다.

 - 그러나 단기적인 모델 개발이나 모델의 독자적 개발만으로는 모형의 성능을 담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검증하여 개선할 수 있는 관측이 반드시 동시에 수반
되어야만 한다.

 - 따라서 특정 해역의 정점에서만 제한적으로 생산되는 표영생태계 동시연속관측 
자료의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연속적이고 광범위한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생태
계 현황 진단 및 예측에 필요한 모델이 동시에 개발되어야 한다.

 - 이를 통해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최적화된 생태계 진단/예측 시스템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변동에 대한 과학적 이해 및 
실용적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 목표

 -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표영생태계 연속관측과 연계한 해양생태계 지시자 현황 분
석, 평가 

 - (준)실시간 해양생태계 재현/예측 시스템을 개발
 - 이를 활용한 우리나라 주변 해역 물리환경과 생태계 변동간의 상호작용을 이해 
○ 연구 내용

 - 동아시아 지역해 광역 생태계모델링 시스템 개발
 - 우리나라 주변해역 협역 생태계모델링 시스템 개발
 - 연속관측 자료를 이용한 모델 비교/검증 및 예측 성능 평가
 - 생태계모델링 시스템 개선 및 주간예측 시스템 개발 

마. 해양생태계 해양자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연구의 필요성

 - 향후 구축할 해양생태계 연속 관측망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과학조사자료가 다년
간에 거쳐 생산되므로, 관측망 구축과 동시에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동활용
을 위한 자료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

 -국내외 기존 해양자료, 연속관측망 생산자료, 인공위성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이를 해양생태계 분석과 생태계모델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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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 수집한 자료의 활용성 극대화를 위해 자료특성을 반영한 통합DB 설계와 구축이 

필요하며, DB에 수록된 자료는 사용자에게 친숙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료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하도록, 최근 개발이 활발한 오픈소스 GIS 기술의 활용이 필
요하다.

 - 해양생태계모델 수행을 통해 생산되는 모델산출정보는 연구자들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대용량 자료에 대한 관리방법을 도입하
여야 한다.

○ 연구 목표

 - 동시 연속 관측망에서 생산하는 해양자료, 기존 국내외 해양자료, 생태계모델 산
출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수집한 해양자료의 통합 DB를 구축하고 GIS 기술을 이용한 자료검색서비스와 대
용량자료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개발한다.

○ 연구 내용

 - 생태계 관련 기존 해양자료 수집체계 구축
 - 동시 연속 관측망 자료관리체계 구축
 - 생태계모델 산출정보 관리체계 구축
 - 해양생태계 통합DB 구축
 - 오픈소스 GIS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서비스 개발
 - 대용량 모델산출정보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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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활용방안
○ 해양 표영 생태계 현황 백서 발간

○ 해양 표영 생태계 변동 예측· 예보

○ 해양생물 출현 및 유용 해양생물 산란장 변화 파악

○ 웨이브글라이더 플랫폼 선박 장착 적용

2. 기대효과
○ 동·서·남해 해양 표영 생태계의 통합적 분석 체계, 동시 연속 관측망 제시

○ 고비용 저효율의 연구수행이 저비용 고효율로 전환: 자동 무인 장비 기반 조사

○ 한반도 주변해역의 생태계 구조에 대한 정밀한 시계열 변화 자료 확보

○ 우리나라 고유의 생태계모델 개발과 생태예보 시행, 해양생물자원 변동 예측

○ 해양생태계 무인 자동 관측 및 채집 장비의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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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0. Title

Research planning for development of synchronous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of marine plankton ecosystem

I. Outline

1. Goal of research planning
○ Research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synchronous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of marine plankton ecosystem of Korean waters

 - Establishment of synchronous continuous monitoring network of marine 
plankton ecosystem in the Korean waters (East, West, South Seas)

 - Development of unmanned automatic equipment for simultaneous 
continuous observation of marine plankton ecosystem

 - Technology development of standardization of analysis for simultaneous 
continuous observation of marine plankton ecosystem

 
2. Sub goal and contents of research planning

○ Establishment of synchronous continuous monitoring network of marine 
plankton ecosystem in the Korean waters (East, West, South Seas)

 - Setting of the survey line and spot representative marine ecosystem in 
Korea waters

 - Setting of the survey line and spot capable of creating a synergy with 
other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 Development of regular simultaneous continuous observation and time 
series biological sample collection method

○ Development of unmanned automatic equipment for simultaneous 
continuous observation of marine plankton ecosystem

 - Development of water sampler / sample collector on the wave glider
 - Development of ecological environment analysis equipment
○ Technology development of standardization of analysis for simult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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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observation of marine plankton ecosystem

 - Analysis of automatic shape of marine species and DNA barcoding of 
marine species

- Physical - The ecosystem prediction forecast by ecosystem model
-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marine ecosystem 

and oceanographic data

3. Necessity of research planning

○  Scientific and technical aspects 

 - Korean waters, where the highest marine biodiversity in the world 
appears global climate change significantly with seasonal change over 
the long-term climate change and diurnal/bi-weekly tidal change.

 - Although the current "basic research of marine ecosystems" business 
has been carried out, simultaneous current state grasp of the entire 
jurisdiction waters of the country, of course, it is impossible to 
development of ecosystem prediction program based on the observed 
data. So simultaneous observation and simultaneous collection that is, 
at the same time Survey of Korea waters, there is a need for the 
acquisition of large-scale snapshot research materials.

 - When the Korean simultaneous observation and simultaneous collection 
of marine plankton ecosystem to consider the human resources and 
budget necessary, it is not possible with the current research metho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novative technology in the research 
methods of until analysis from the field observations.

 - Since wave glider obtain the propulsive force by utilizing the power of 
the waves, it can be explored long time and long distance without 
utilizing power in the ocean. When mounted in traction the wave gliders 
from echo sounds (fish finder), it is possible to always detect the 
distribution of the type of water depth and seafloor, underwater fish 
and zooplankton (jellyfish) and marine mammals. Then wave glider can 
be significantly change the concept of marine living resources 
investigation. When mounted by developing the sampl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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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device for the genetic analysis of plankton and fish eggs to the 
wave glider, it is possible to always perform a manner investigation of 
marine ecosystems.

○ Economical and industrial aspects

 - By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component species of marine 
ecosystem due to climate change on a global scale, and predicting the 
long-term variation of the marine ecosystem, it is possible to minimize 
damage national marine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the change.

 - Such as the outbreak of red tide occurrence and jellyfish in the coastal 
generates the direct damage of every year several tens of billion won. 
Also, it has a great impact on the structure of marine ecosystem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minimize the economic damage through the 
development and field operations of the detection system can be 
detected quickly and accurately for outbreaks national life is closely 
related these organisms. 

 -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new observation equipment to 
be installed in a wave glider is an unmanned observation platform for 
emerging is a discovery of new marine industry. Also It can contribute 
to make an economical and  industrial job, of course, can contribute to 
the major turning point of the marine ecosystem research.

○ Sociocultural aspects
 - Marine ecosystems in organic and intangible assets of the country, 

to provide a close impact on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in order 
to manage this healthy, it has to be accurately grasp the situation.

 - By using the wave glider, 24 hours a day, 365 days a year to build 
unmanned surveillance network that is able to continuously monitor 
the distribution of living marine resources of the Korean peninsula 
surrounding waters and it is possible to conservation and resource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in the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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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R&D trend and policy

1. Internal and External status of observation for marine ecosystem
○ Internal status of observation for marine ecosystem
 - Various organizations (KIOST, NFRDI, KOEM, universities, research 

company are participated in the in-situ observation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ecosystem, In 
the type of study, there are long-term survey line, spot, one-time 
surveillance, and local scrutiny.

○ External status of observation for marine ecosystem
 - Activities of current foreign marine ecosystems observation are 

building critical vertices Moore ring system, monitoring survey using 
cruises, and remote exploration via satellite and investigation 
utilizing wave glider using the number of data.

2. Status and Outlook of Observation Technique of marine ecosystem
○ Measurements of the elements of marine environment  
 - Measurements of temperature, salinity, nutrients, chlorophyll-a, 

dissolved oxygen, irradiation, dissolved organic carbon, particulate 
organic carbon 

 - Until now, the measurement sensor of weather and ocean physical 
item has been mainly used, in recent years, sensor of marine 
observation equipment was developed in the chemical or biological 
filed and is being tested in the field (Dissolved oxygen, carbon 
system, dissolved nutrients, optical, video, gene, underwater 
acoustic). With these sensors, that are in the stage where it can be 
supplied to the real-time qualified·corrected data used in predictive 
model of marine pollution and marine ecosystems field as request 
data. In particular, recently, by breaking away from the ocean 
observation system of disaster forecast center, and to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health damage reduction, conservation of 
marine ecosystems, and began to supply the constantly observed 
data required to monitor such as the influx of pollutants.

 - Various ocean observation sensors are mounted on a variety of 
platforms (satellite, aircraft, profiler, glider, bottom lander, smart 
buoys, drifting buoys, AUV, towed vehicle, ROV, ship) and operated 
or  attached to the marine mammals and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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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pling and analysis of marine organisms 

 - Depending on the species of marine life, size, age, biomass, swimming 
speed, depth of habitat, distribution and life history, etc., are very 
diverse. It is enough to use small net with fine mesh, pump and water 
sampler collecting small plankton, which has a weak ability to swim. On 
the contrary, for medium-sized and large plankton which have large 
swimming ability, use such large IKMT (Isaacs-Kidd midwater trawl) 
which has large entrance. In the case of phytoplankton, by using the 
CPR, in the case of zooplankton, considering the habit of zooplankton, 
for sea surface organisms, using manta net, in order to study the 
number floor distribution, it is suitable to use MOCNESS (Multiple 
Opening and Closing Net and Environmental Sensing System). Without 
being affected the moving speed of the research vessel, in order to 
analyze the precis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zooplankton and egg 
continuously, use CUFES (Continuous Underway Fish Egg Sampler). For 
phytoplankton through FlowCAM, for quantitative analysis of 
zooplankton, use the LOPC (Laser-Optical Plankton Counter) and UVP 
(Underwater Video Profiler) instead of real samples.

 - To Spend their life in the sea surface is common to many marine 
organisms. After observing precision shaped by utilizing such as an 
optical microscope or an electron microscope, collected organisms are 
identified to species. Recently, by using molecular markers, plankton, 
eggs and larvae of invertebrates, that are difficult to identify 
morphologically, can also be identified at the species level.

3. Marine ecosystem modeling 

○ International research trend of marine ecosystem modeling

§ There are lots of lower trophic level models around the world. Most of 
them are developed based on NPZD scheme including ERSEM developed 
by PML, ERGOM especially for the Baltic Sea ecosystem research, 
NEMURO used in northwestern Pacific ecosystem research by PICES. 

§ Higher trophic level models such as SMS, NEMURO.fish/NEMURO.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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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wE model are frequently used for beyond zooplankton.

§ Physics and biogeochemistry coupled ecosystem models such as 
POLCOMS/NEMO-ERSEM, ECOSMO, ROMS-N2P2Z2D2, POM-BFM, 
POM-ERSEM, POM-BimsECO, ROMS-BIOBUS are widely applied to the 
various regional domains as well as global. Australian end to end (E2E) 
model, Atlantis, is unique in that it is multisector, modular, has multiple 
functional forms a user can choose, and is designed particularly to 
address system-level Management Strategy Evaluation. 

§ Ecosystem modeling is a key subject in various international research 
programs such as GEOHAB, IMBER, GLOBEC, especially for the 
understanding and projection of the marine ecosystem.

§ In regarding with marine ecosystem forecasting, NOAA of USA is 
developing or operating forecasting system on HAB, pathogens and 
hypoxia for the major coastal areas and lakes, NCOF of UK presents 
daily updated forecast on the major ecosystem variables for the next 
five days from the Medium Resolution Continental Shelf model.

○ Domestic research trend of marine ecosystem modeling

§ KIOST have carried out various projects in regard with marine 
ecosystem modeling since 1990s, mainly focussed on some part of 
territorial sea, such as Southern Sea of Korea

§ Through the recent in-house project (POSEIDON), KIOST have 
developed a POLCOMS-ERSEM coupled model for the sea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applied it to the climate projection of the 
mid-term marine ecosystem change. 

§ NFRDI has continued studies predicting ecosystem change in the 
coastal and regional seas and tries to utilize marine ecosystem model 
for the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 A number of universities and companies carried out marine ecosystem 
modeling studies sporadically. Study on the physics-ecosystem coupled 
model is still in a toddler’s first few halting steps and several nume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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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ers have been slogging their way on that field.

4. Database construction and information service of marine ecosystem  

○ KIOST constructed the ocean of data DB in order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research project marine material more than once, and 
developed Large-capacity data services for professionals for the 
output flow and searching system using a GIS interface. 

 - Saemangeum research for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2002-2011), the data of the marine field integration DB, GIS search 
system, real-time information services was constructed and operated.

 - In construction of operational ocean system (Since Jan 2009 now), 
Kiost collecte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ine data being 
necessary to ocean circulation model with managing and constructed 
a model collaboration system. 

 - In Korea marine bio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KOMBIS, 2008- 
present), a DB for the appearance inform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f marine life and the information services using GIS 
technology of open source, were built and operated.

 - KIOST LAS for professional services with large amount data was 
built and has been operated by KIOST.

○ In foreign countries, the purpose of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marine ecosystems, long-term observation system includes a number 
of biological data items is operated and continuous observation is 
performed. The collected material may be managed by the DB system 
or file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 Western Channel Observatory operated by the UK, PML and MBA, while 
managing the data by using its own DB provides numerical data, 
graphs, distribution diagram, an image, and the like.

 - The WOD, distributed by the United States Marine Data Center (NODC), 
includes a part of chemical data and biological data.

 - In Hawaii HOT-DOGS provides collected marine physical,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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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stry and marine data in the near Hawaii since 1988, it is possible 
to search various data and to screen graphics expression.

 - It is important to build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collecting 
a number of diverse marine data that is produced through a 
continuous simultaneous observations systematically, verification of 
the quality, for the entire process to be processed and technology to 
be circulated to effectively store the material is sufficiently secured.

 

Ⅲ. R&D vision and strategy

1. R&D vision 
○ Systemati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living marine resources 

of the future of the country based on the simultaneous continuous 
observation of marine plankton ecosystem utilizing wave glider

 

2. Goals of research development　
○ Simultaneous continuous observation and sample collection that 

utilizes the wave glider
○ Development of marine organisms collecting machine attached to the 

wave glider
○ Analysis of automatic shape of marine species and DNA barcoding of 

marine species
○ Physical - The ecosystem prediction forecast by ecosystem model
○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marine ecosystem 

and oceanograph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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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step
Introduction
step

Representative Line / Spot setting and field operational 
test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synchronous continuous 
observation of marine ecosystem
Achievement of Operational technology and test operation  
(KIOL2,KIOS3)
Development of marine ecosystem model 
reproduction/verification system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oceanographic data and their archives

2nd step
D e v e l o p m e n t 
stage

Field operational test with expansion of Line/Spot and 
Achievement of stable operational technology for 
synchronous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of marine 
ecosystem
Field operation in the ecological core region based on the 
wave glider
Modeling of Marine ecosystem prediction
Enhance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establishment of ecosystem service

3rd step
F o u n d a t i o n 
stage

Operation of synchronous continuous observation of 
marine ecosystem and Commercialization
Achievement for technology for prediction of marine 
ecological changes based on the time series data of 
taxonomic group of marine organisms
Field operation stabilizing the ecological core region based 
on the wave glider
Enhancement and refinement of the marine ecology 
modeling system
Operation and Enhance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ecosystem data

3. Strategy 
○ Research stage by promot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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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for R&D
○ Location selection of simultaneous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which is representing the marine plankton ecosystem and ocean 
currents characteristics and continuous observation



- xxxvi -

Figure I-11. Location of spots and lines for simultaneous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of marine ecosystem

Location of observation spot Location of observation line
1 KIOS1 Dokdo station note
2 KIOS2 Ulleungdo station KIOL1-1 Ease Sea Line (Uljin-Ulleungdo)

3 KIOS3 Uljin-Eastsea 
Research center KIOL1-2 Ulleungdo-Dokdo

4 KIOS4 Tongyeong MRC KIOL2 Eastern-Southern Line NFRDI 209
5 KIOS5 Jejudo KIOL3 Entrance of Korea Strait NFRDI 400
6 KIOS6 Ieodo station KIOL4 East China sea Line NFRDI 316
7 KIOS7 Gageocho station KIOL5-1 Jeju Channel NFRDI 203
8 KIOS8 Saemangeum KIOL5-2 Southern Jeju - Ieodo
9 KIOS9 Sihwa Lake KIOL6 Yellow Sea Line NFRDI 309

10 KIOS10 Socheongdo 
station KIOL7 West-northern Line 

(Incheon-Shandong Peninsula)

Table I-4 Location of spots and lines for simultaneous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of marine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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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marine organism sampler based on the wave glider and 
of its field operational technology

Figure I-12 Design of non-powered pump and water sampler for wave glider installation

Figure I-13 Field operation of wave glider (Southern Sea,  

Southern area of Jeju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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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is of automatic shape of marine species and DNA barcoding of 
marine species

Figure I-14 Analysis of morphological character of marine 

organisms using microscopic method

Figure I-15 Flow chart of DNA barcoding and Analysis of marine samples 

using 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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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16  Spawning period of invertebrate plankton eggs and larvae analyzed 

by NGS in near Tongyeong M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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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Marine ecosystem modeling

Figure I-17 Example applied to Korea waters of 

POLCOMS-ERSEM model

Figure I-18 Analysis of zooplankton maximum emergence species 

number of occurrences time using the frequency of occurrence 

probability model of the type of zooplankton of analysis has been 

integrated Tongyeong MRC in NGS (2013-2014 years biweekl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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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marine ecosystem 
and oceanographic data

그림 I-19 Services for professionals of large amounts of data through the KIOST 

LAS

4. Key research topics
○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synchronous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of marine ecosystem
 - Establishment of synchronous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of 

marine ecosystem
 - Achievement of operational technology for synchronous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of marine ecosystem
 - Achievement for technology for prediction of marine ecological 

changes based on the time series data of taxonomic group of 
marine organisms

○ Development of marine organism sampler on the wave glider 
 - Development of  zooplankton sampler on the wave glider
 - Development of  water sampler on the wave glider
 - In-situ operation of Wave glider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road/ core observing network region 
based on the wave glider

 - Achievement of Operational technology and test operation 
 - Field operation in the ecological core region based on the wave 

gl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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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eld operation stabilizing the ecological core region based on the 
wave glider

○ Marine ecosystem modeling

 - Implementation of modeling system suitable for understanding and 
prediction of marine ecosystem in the territorial waters around Korea. 

 - Enhancement and refinement of the modeling system through periodic 
evaluation and upgrade linking with the in-situ data analysis of the 
continuous pelagic ecosystem observation

 - Periodic (weekly or monthly) analysis of key indicators for the marine 
ecosystem variability and prediction of their future status  

○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marine ecosystem 
and oceanographic data  

 -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oceanographic 
data and their archives

 - Enhance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establishment of 
ecosystem service

 - Operation and Enhance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ecosystem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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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earch Plan

1. Generic Road map synchronous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of 
marine plankton ecosystem

Step 1st Step 2nd Step 3rd Step
Year 1 2 3 4 5 6 7 8 9

Sub project         Budget* 3500 3300 3400 3200 2900 2700 2800 2800 2900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ynchronous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of marine 
ecosystem

Establishment  of 
observation 
system for 
synchronous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of 
marine ecosystem

Achievement of 
operational 
technology for 
synchronous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of 
marine ecosystem

Achievement for 
technology for 
prediction of 
marine ecological 
changes based on 
the time series 
data of taxonomic 
group of marine 
organisms

Development of 
marine organism 
sampler on the 
wave glider

Development of  
zooplankton 
sampler on the 
wave glider 

Development of  
water sampler on 
the wave glider

In-situ operation 
of Wave glide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road/ 
core observing 
network region 
based on the wave 
glider

Achievement of 
Operational 
technology and 
test operation 

Field operation in 
the ecological 
core region 
based on the 
wave glider

Field operation 
stabilizing the 
ecological core 
region based on 
the wave glider

Development of  
Marine Ecosystem 
Modeling

Development of 
marine ecosystem 
model 
reproduction/verifi
cation system

Modeling of 
Marine ecosystem 
prediction

Enhancement and 
refinement of the 
marine ecology 
modeling system 

Establishment of 
I n t e g r a t e d 
m a n a g e m e n t 
system of marine 
ecosystem and 
oceanographic data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oceanographic 
data and their 
archives

Enhance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establishment of 
ecosystem service 

Operation and 
Enhance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ecosystem data

     * Budget unit: 1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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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oad map of core-research projects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observation system for synchronous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of marine ecosystem

 

○  Development of marine organism sampler on the wave gl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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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road/ core observing network region 

based on the wave glider

○  Development of Marine Ecosystem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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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marine ecosystem 
and oceanographic data

 

3. Request for proposal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observation system for synchronous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of marine ecosystem

§ Necessity of the study

 - In order to study the dynamics of marine ecosystem around the Korean 
Peninsula requires the time series data of species components of 
marine ecosystems. Because precise structural changes in the marine 
ecosystem provide the information about the healthiness of marine 
ecosystem, spawning period for the sustainable use of marine living 
resources and incubation fields.

 - There are various institutes  to accumulate the short/long-term studies 
of marine ecosystem in the Korean waters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Universities, Research Center companies). However,  data merg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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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 to analyze the marine ecosystem since the resolution for 
species discrimination has big difference depending on the data set.

 - Traditionally, morphological characters are used to identify the marine 
species, but species identification shows uncertainty showing 
intraspecific or interspecific variation depending on the developmental 
stage. Recently, genetic traits of marine species are used as a criterion 
to identify the species.

 - Species identification of marine organisms using molecular marker can 
be a standard method which is free from the status of species specimen 
and sequence of the analyzing time. Also, it shows the objective results.

 - In order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observation system for 
synchronous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of marine ecosystem, it 
requires stable collecting technique of specimen and standard method 
to identify massive marine organisms into the species level.

§ Objective of the study

 - Establishment of observation system for synchronous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of marine ecosystem

 - Achievement of the observation technique for synchronous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of marine ecosystem

 - Achievement for technology for prediction of marine ecological changes 
based on the time series data of taxonomic group of marine organisms

§ Contents of the study

 - Optimization of the observation period and network for the research of 
the change detection in time-series monitoring of marine ecosystem.

 -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the analyzing technique for mass 
data from observation network of marine ecosystem

 - Achievement of standard specimens and reference genomic library for 
the marine species identification based on the molecular markers. 

 -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prediction of marine ecological changes 
based on the taxonomic group of marine organisms

 - Stable production of time-series data of marine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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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marine organism sampler on the wave glider

§ Necessity of the study

- It is hard to satisfy using conventional method based on the cruises to 
establish the synchronous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of marine 
plankton ecosystem.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unmanned 
autonomous sampler is required.

- Considering the features of marine plankton ecosystem, wave glider 
platform which does not need any electric power to operate in the sea 
surface is suggested. Although there has been various onboard sensors 
on the wave glider, sampling and analyzing system tools using the wave 
glider is rare globally.

-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develop the marine organism sampler on the 
wave glider for expansion of the usability of wave glider and, 
establishment of observation technique for synchronous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of marine ecosystem

§ Objective of the study

 - Development of the unmanned and autonomous marine organism 
sampler on the wave glider

§ Contents of the study

 - Development of non-powered pump on the wave glider
 - Development of continuous zooplankton sampling net on the wave 

glider
 - Development of water sampler for collecting phytoplankton on the wave 

glider
 - Field performance validation and commercialization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road/ core observing network region 
based on the wave glider

§ Necessity of the study

 - Almost domestic ocean observation methods using research vessels or 
fishing boats requires high expenditure and human resources, thereby 
there are a lot of limitations to do repeated surveys and 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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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ther
 - Developed countries have had limitations in the filed of marine 

research, introduction of the unmanned marine observation system has 
been processed actively since 2000.

 - Underwater glider and Wave glider, as representative unmanned 
observation systems are already applying to observe marine 
observation after preliminary study actively.

 - With technologies for the sensor and payload are developed and system 
integration technologies for marine observation are applied, various 
unmanned observation systems are introduced into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Japan, France and U.K. Earlier, the point of observation is 
in the open ocean, but recently the locations are changed near to 
coastal points, which overcome the constrains existed previously. 

 - In addition to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abroad system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marine research, to develop the unmanned 
observing system is required. It requires the research for development 
of an optimized wave glider in the Korean waters for establishing the 
integrated marine observing system using wave glider

§ Objective of the study

 - Technology achievement for marine ecosystem measurement, and test 
operation using wave glider

 - Operation of broad/ core observing network region based on the wave 
glider

 - Operation of wave glider control center in land

§ Contents of the study

 - Achievement of technology for  test / regular  operation in the field 
using the wave glider

 - Integration between sensor module part and data from the wave glider
 - Establishment of wave glider control center in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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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ration of broad/ core region for monitoring the ecosystem based on 
the wave glider

○ Development of Marine Ecosystem Modeling

§ Necessity of the study

 Modeling system is a prerequisite for understanding, analyzing and 
predicting the marine ecosystem dynamics backing up the data 
insufficiency which is unavoidable in marine observation.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modeling system, however, it should be 
evaluated and upgraded periodically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in-situ data as many as possible.

 Therefore, in order to make better use of the continuous pelagic 
ecosystem data observed at the specified points and times, a marine 
ecosystem modeling system should be developed that can make 
continuous and far-reaching diagnosis and prediction on the marine 
ecosystem of the waters around Korea, 

 Through this mutually beneficial study coupling the observation and 
modeling, it is expected that we can build up our scientific understanding 
of marine ecosystem as well as practical application using the optimized 
modeling system especially for the diagnosis and prediction of Korean 
waters.

§ Objective of the study

 The goals of this study are to develop a state of art quasi-realtime 
simulation/prediction systems in order to analyze, evaluate and predict 
the major indicators of the pelagic ecosystem of the waters around 
Korea, and to underst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hanges of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the marine ecosystem.

§ Contents of the study

 Development of a bigger domain but coarser resolution marine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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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covering the East Asian Marginal Seas.

 Development of a smaller domain but finer resolution marine ecosystem 
model for the waters around Korea

 Improvement of the developed marine ecosystem modeling systems and 
development of a periodical (weekly or monthly) ecosystem assessment 
and prediction system

○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marine ecosystem 
and oceanographic data

§ Necessity of the study

 - In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of marine ecosystems to build the 
future, various types of scientific research article is provided to have 
been produced over the years. Therefore, at the same time as the 
construction of the observation network, there is a need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data management system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joint use of material.

 - It is required to collect the existing marine data at home and abroad, 
production material of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satellite data 
continuously and to manage them. Al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data management system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execution 
of the analysis and ecosystem models of marine ecosystems, and to 
operate them.

 - It requires construction and integration DB desig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to maximize the use of the collected 
material. Also, data recorded in the DB is to allow user-friendly 
through the user interface and retrieval of data extraction, a recently 
developed require the use of active open source GIS technology.

 - Output information of the models that have been produced through the 
execution of the marine ecosystem model, there is a need for ongoing 
management so that it can be used at any time by researchers. And 
the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method for managing large amounts 
of data.

§ Objective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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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ine data to be produced at the synchronous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the exist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marine data, the output 
information of the ecosystem model is systematically collected to 
construct an integrated data management system that can be utilized. 

 - Constructing the collected marine data integration DB and developing 
information services for large volume data and information search 
service using GIS technology.

§ Contents of the study

 - Construction of the existing marine data collection system related to the 
ecosystem

 - Building a data management system of simultaneous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 Construction of outpu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f ecosystem 
model

 - Integration DB construction of marine ecosystems
 - Development of information services using the open-source GIS 

program
 - Development of output information services of large capacity model

Ⅴ. Research outcome

1. Application of research outcome

○ Publication titled in “Status quo White Paper of marine plankton 
ecosystem”

○ Report and Forecast of marine plankton Ecosystem change
○ Understanding of the change in the occurrence of marine organisms 

and spawning grounds of valuable marine species 
○ Wave glider platform on shipboard operation

2. Expected outcome
○ Presentation of integrated analysis system of marine plank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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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system and simultaneous continuous observation network 

○ When performing the research, on high-cost, low efficiency of 
research switch to  low-cost, high-efficiency: Automatic unmanned 
equipment based survey

○ Ensuring of precisely time-series change material the structure of 
the ecosystem of the Korean waters

○ Development of our country unique ecosystem model, Ecosystem 
forecast enforcement and prediction of the change of marine 
biological resources

○ Marine ecosystem unmanned automatic observ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ollectio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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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기획연구의 최종목표

○ 우리나라의 해양 표영 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 기술개발 기획
- 동·서·남해 해양 표영 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

 - 해양 표영 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을 위한 무인자동장비 개발
 - 해양 표영 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자료 분석 표준화 기술개발

2. 기획연구의 세부목표 및 내용

○ 동·서·남해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

 - 동해, 서해, 남해 해양생태계를 대표하는 위치에 조사정선과 조사정점 설정
 - 타 연구기관 및 대학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조사정선/정점 설정
 - 해양생태계의 주기적 동시 연속 관측과 시계열 생물시료 채집 방법 개발
○ 해양 표영 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을 위한 무인자동장비 개발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자동 채수기/채집기 개발 
 - 웨이브글라이더에 장착 생태환경 분석 장비 개발
○ 해양 표영 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자료 분석의 표준화 기술개발

 - 해양생물 자동 형상 분석과 DNA바코드 분석
 - 물리-생태계 모델을 통한 생태계 예측 예보
 - 해양 생태계 해양자료 통합 관리 체계 구축

3. 연구의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Census of Marine Life는 국제컨소시엄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약 
9,900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여 단위 해역당 해양생물다양성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
다(Costello et al., 2010). 

○ 우리나라 해역은 전지구적인 기후 변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곳으로 장기적인 물리화학
적 해양환경 변화의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기후 변화를 넘는 계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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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연안에는 조석이 발달하여 밀물과 썰물의 일변화와 함께 사리와 조금의 격주변화가 
매우 크다. 

○ 현재 우리나라 국가 관할해역 전체의 해양생태계 현황을 파악하는 사업으로 '해양생태계 기
본조사'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 사업은 10년에 걸쳐 동·서·남해 해역을 연차적으로 조사
한다. 

○ 10년 주기의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기본 조사’ 사업은 국가 관할해역 전체에 대한 동시 현
황 파악은 물론 관측자료 기반의 생태계 예측 프로그램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
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해역을 동시에 관측 조사하는 동시관측·동시채집 즉, 대
규모의 snapshot 연구 자료의 획득이 핵심이다.

○ 우리나라의 해양 표영 생태계의 동시관측·동시채집은 필요 인력과 예산을 고려할 때, 현재
의 연구방법으로는 불가능하므로 현장관측부터 분석까지 연구방법에서 기술적 혁신이 있어
야 한다. 

○ 최근의 해양조사는 이동하면서 상시적인 자료 획득이 가능한 무인 관측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 조사선, 관측부이, 해양관측소, 원격조정 무인잠수정(ROV) 등에 의존해 온 현장 조사는 
자율무인잠수정(AUV), 아고 플로트(Argo Float), 수중 글라이더(Underwater Glider)에 
이어 웨이브 글라이더(Wave Glider)의 개발로 원격에서 무인으로 넓은 해역을 
연속적으로 관측하는 시스템으로 진화 중이다.

○ Liquid Robotics사에서 개발한 웨이브 글라이더는 파도의 힘을 이용하여 추진력을 얻기 때
문에 무동력으로 장거리를 이용하면서 장기간 동안 해양을 탐사할 수 있다.

 - 웨이브 글라이더는 보통 해상상태에서 1.2knot로 운항할 수 있으며, 1년에 약 14,000 
km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웨이브 글라이더에 장착되는 센서와 컴퓨터는 태양광 발전에 
의해 생산된 에너지를 이용하므로, 수중 글라이더와 아고 플로트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많은 다양한 관측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

○ 웨이브 글라이더에 에코사운더(어군탐지기)를 견인하여 탑재할 경우, 수심과 해저면 종류, 
수중의 어류와 동물플랑크톤(해파리), 해양포유류 등의 분포를 상시적으로 탐지할 수 있어 
해양생물자원조사의 개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 

 - 70kHz 에코사운더는 12도 각도로 300m, 200kHz 에코사운더는 6.5도 각도로 200m까지 
고품질 영상을 획득 가능하다 (2대의 에코사운더가 소모하는 전원은 약 40W).

○ 웨이브 글라이더에 동·식물 플랑크톤과 어란의 유전자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보관장치를 개
발하여 탑재한다면, 해양 생태계 조사를 상시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 다양한 관측장비에서 동시에 채집된 대량의 해양생물 시료를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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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전통적인 형태형질 기반의 분석에서는 많은 분석 시간과 다양하고 많은 전문 인력
의 확보가 전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형태형질 기반의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구 체계를 DNA바코드 분자형질에 기반으로
의 전환이 필요하다. 유전자 정보 기반의 생물종 분석은 소수의 인력으로 대량의 표본 분석
이 가능하며 유전자 정보가 축적되면 될수록 생물종 분석의 해상도가 높아지고, 유전자 바
코드 부재로 인해 분석이 불가능한 것도 유전자 정보가 확보되면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
다. 

그림 1.1.1. 에코사운더를 견인하는 웨이브 글라이더 개념도 

나. 경제산업적 측면

○ 해양생태계를 구성하는 전체 생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기본이며 미이용 생물자원 발굴의 기회이다.

 - 출현하는 난자치어를 종 수준에서 파악함으로써 종별/계군별 어류 산란생태에 기초한 
적정 어획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 동·식물플랑크톤과 해양무척추동물 유생에 대한 분석으로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과 번식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 생물의 종 구성, 산란생태, 먹이사슬 정보와 같은 해양생태계의 구조 정보는 해양생물의 
현존량과 미래의 수산자원량 변동 예측의 핵심이다.

○ 연안에서 적조 발생과 해파리의 대 발생 등은 매년 수백억 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다. 또한 해양생태계 구조에도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러한 생물의 대발생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탐지시스템의 개발과 현장운
용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구성종의 변화를 분석하여 해양생태계의 장기변동을 예측
하고 대비함으로써 국가 해양생물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편으로 그 변화를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새롭게 등장하는 무인 관측 플랫폼인 웨이브 글라이더에 탑재 가능한 새로운 관측 장
비 개발은 새로운 해양산업의 발굴이며 경제 산업적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양생태계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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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전환점에 기여할 수 있다.

○ 조사선박을 이용할 경우 하루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소요되므로 계속적인 조사가 불
가능하나, 웨이브 글라이더를 이용하면, 비용 효과적으로 일년 연중 상시적인 해양 생물자
원조사가 가능하다.

 - 주요 해산물의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관측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선박조사만으로는 매우 적은 해역을 한시적으로 조사하는데 머물고 
있다. 

○ 우리나라의 연근해에서는 해파리 번성으로 조업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독성 해파리
가 유입되어 해수욕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해파리의 발생과 이동경로에 대한 조사를 위
해서는 새로운 관측 기법의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

 - 아고 플로토나 수중 글라이더는 전원 문제 때문에 엽록소 측정용 형광센서 장착에 그치고 
있어, 해양생물조사를 위해서는 웨이브 글라이더의 응용이 필수이다.

○ 위성을 사용하지 않는 해양관측시스템 관련 시장은 2006년 6억 4,300만 불 규모에서 2011
년 9억 2,400만 불 규모로 연평균 10%의 고속성장 해왔으며, 해양센서 및 모니터링 시장은 
2014년에 5.5억불 규모에서 2019년에 7.3억불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BBC Research, 
2014)하고 있다.

 - 웨이브 글라이더 등 새로운 관측 시스템의 도입으로 해양생물자원 조사 시장도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 사회문화적 측면

○ 해양생태계는 국가의 유·무형의 자산으로 국민 삶의 질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므로 이를 건
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현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예를 들어 매년 해양생태계 백서 등의 출판 등
○ 해양수산부는 2014년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14 ~ '20)에서 수립한 주요 전략의 하나

는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역량 강화'를 통한 '해양영토주권 강화'와 '해양환경 개선 및 위해
요소 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행복 해양공간 창조'이다.

 - 즉, 주요 전략 달성을 위해서는 해양생태계 변동 예보와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관리, 
해양생태계 건강성과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필요하다.

○ 웨이브 글라이더를 이용하여 24시간 365일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생물자원분포를 연속 감
시할 수 있는 무인 감시망을 구축함으로써 관할권 내의 해양생태계 보전과 자원 관리에 활
용 가능하다.

○ 보다 정확한 어업자원량의 예측 및 예보를 실현하고 적조 및 해파리로 인한 어업 피해를 경
감하기 위해서는 해양생태계 모형을 보·검정할 수 있는 상시 현장 측정자료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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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생물종의 유입을 감시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동을 보다 정확하게 검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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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개발 동향 및 환경분석

제 1 절 국내·외 해양생태계 관측 현황

○ 연안근해 해양생태계의 장기 정밀 모니터링은 해양생물과 해양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해석하고 
사회문화적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환경보호, 지속적인 해양자원의 이용)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국내외 해양생태계 관측은 선박을 이용한 정밀 조사, 중요 정점의 무어
링 시스템 구축, 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웨이브글라이더 등 매우 다양하다. 해양관측을 통
해 생산된 생태계와 환경자료는 해양생태계의 자원파악과 지속적 이용은 물론 해양환경변화
에 따른 생태계 변화의 예측 모델의 정확성 검증의 핵심으로 그 응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1. 국내 해양생태계 관측 현황 

○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특성 연구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
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대학, 민간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현장 관측에 참여한다(그림 
2.1.1). 조사 유형은 장기 정선/정점 조사, 일회성 광역 조사, 국부적인 정밀 조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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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 관측 

조사 정점도(1965~2010). 

가. 국립수산과학원

○ 대표적인 광역 장기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 관측 프로그램은 어장환경 분석과 예측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1961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는 정선해양관측(그림 2.1.2)과 국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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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장기 정밀 수온과 기온 등의 해양환경 정보 역시 연안정지정점관측이다(그림 2.1.3). 전자
는 조사 주기가 년 6회의 격월, 조사 항목은 수온, 염분, 용존산소, pH, 영양염류 등의 해양환
경과 해양 부유생물이다. 후자는 연안정지정점에서 1933년부터 현재까지 하루에 한 번씩 국
립수산과학원에서 수집하고 있다. 여기에서 관측된 수온, 염분, 용존산소 등의 환경자료와 생
태계의 주요 구성원인 요각류, 화살벌레, 단각류, 난바다곤쟁이 등의 연구자료를 한국해양자
료센터의 홈페이지(http://kodc.nfrdi.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한국해양자료센터, 2015). 

○ 이들 해양관측 정보도 한국해양자료센터 홈페이지(http://kodc.nfrdi.re.kr)에서 볼 수 있다
(한국해양자료센터, 2015).

그림 2.1.2 한반도 주변해역의 장기 

정선해양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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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한국연안의 해양관측 조사 

정점 

나. 해양환경관리공단

○ 정기 정선이나 정지 해양관측과 달리 장주기적 정밀 해양 환경과 생태계 연구를 해양환경관
리공단에서 2006년부터 10년 주기의 사계절 조사를 수행한다(그림 2.1.4). 해양생태계의 조사 
결과는 장기 정선 관측보다 분석 항목이 매우 많다. 대표적인 조사 항목은 동물플랑크톤, 식
물플랑크톤, 박테리아, 저서동물, 유영동물, 해조류, 어류, 난자치어 등 매우 다양하다. 분류군
별 정밀한 종분석을 기반으로 종조성과 종별 분포, 종다양성 등을 분석한다. 

그림 2.1.4 한반도 연근해 해양환경과 

생태계 조사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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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형태형질로 해양생물의 종동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동물플랑크
톤, 무척추동물의 난과 유생, 식물플랑크톤, 박테리아, 어란 등 다양한 분류군에 대해 분자마
커를 종 분석에 적용성하고 있다(그림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3). 이 연구에는 사용된 주
요 방법은 종특이적 프로브를 이용한 FISH, DNAchip, Real time PCR, 차세대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법(NGS) 등이다(그림 2.1.6~8)

그림 2.1.5 분자마커 기반의 동중국해와 동해의 피코박테리아의 다양성 (Choi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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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종특이적 분자마커를 활용한 FISH 방법을 이용한 적조생물 검출 실험(좌, 

프로브디자인; 우, FISH 적용 과정)

그림 2.1.7 Real time PCR을 이용한 멸치어란 검출(좌)과 NGS를 

이용한 어란의 종 분석(우)

그림 2.1.8 미세조류의 종특이적 프로브의 형광 반응을 

이용한 종 검출 DNA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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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역동적인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변화 모니터링을 위해 어어도, 
가거초, 소청초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변화 또는 2주 단위의 정밀 
해양생태계 연구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통영 MRC 현장에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
고 있다. 주요 조사 항목은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무척추동물의 난과 유생, 어란 등 이
다. 형태형질로 종 분석이 어려운 어란, 무척추동물의 난과 유생, 피코플랑크톤 등을 NGS 종
조성과 종별 출현시기를 분석하고 있다(그림 2.1.9~11). 

그림 2.2.9 통영 MRC에 관측된 멸치 어란(상)과 기타 어란(하; 종조성 표 2.1.1 

참조)의 시계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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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 ic name Korean

2013 2014

Apr. May Jun. Jul Aug Sep Oct Apr. May Jun. Jul.

12 26 25 12 12 24 25 26 27 2 8 16 22 5 23 7 21 15 29 14 29 12 13 28

Citharoides macrolepidotus 풀넙치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Pagrus major 참돔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Pennahia argentata 보구치 O O O O O O O O O O O

Parapercis multifasciata 열쌍동가리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Sillago japonica 청보리멸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Platycephalus indicus 양태 O O O O O O O O O O O

Acanthopagrus schlegelii 감성돔 O O O O O O O O O O O O O O

Callionymus beniteguri 날돛양태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Konosirus punctatus 전어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Trachurus japonicus 전갱이 O O O O O

Cynoglossus interruptus 칠서대 O O O O O O O O O O O O O

Callionymus curvicornis 동갈양태 O O O O O O

Pseudolabrus sieboldi 황놀래기 O O

Sphyraena pinguis 꼬치고기 O O

Paralichthys olivaceus 넙치 O O O O O O

Etrumeus micropus 눈퉁멸 O

Oplegnathus fasciatus 돌돔 O O O O O O O

Chromis notata 자리돔 O

Epinephelus akaara 붉바리 O O

Pteragogus flagellifer 어렝놀래기 O O

Thamnaconus modestus 말쥐치 O O

Parajulis poecilepterus 용치놀래기 O O O O O O

Sardinops melanostictus 정어리 O

Cynoglossus joyneri 참서대 O

Auxis rochei 몽치다래 O

Callionymus valenciennei 실양태 O O

표 2.1.1 통영 MRC 주변해역에서 수집된 어란의 종목록(그림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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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0 NGS로 분석된 통영MRC 주변해역 무척추 동물의 부유 난과 유생 기반의 

산란시기 변동

그림 2.1.11 NGS로 분석된 통영 MRC의 동물플랑크톤의 종별 출현빈도 확률 모형을 

이용한 동물플랑크톤 최대 출현종수 출현시기 분석(2013-2014년 격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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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해양생태계 관측 현황 
가. 미국, 유럽, 영국, 일본, 캐나다 등 각 국의 관측망 현황과 내용

○ 연안 및 해양환경 모니터링은 해양생물 및 물리, 화학작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생태계
를 해석할 수 있는 기본 연구이다. 이러한 기본 연구는 해양환경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문화적 질적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산자원 증진 
및 휴양지 제공 등)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외 해양생태계 관측의 현황은 중요 정점의 무
어링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cruises 조사, 및 new technology로의 위성을 이용한 원격탐
사 및 wave glider를 이용한 조사 등을 통해 수많은 자료를 획득하고 있다. 

(1) 미국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의 National Ocean 
Acidification Observing Network (NOAON)에서는 아래와 같이 4개의 세부주제로 해양산
성화에 연관된 화학 및 생물학의 시공간적 분포를 이해하고 향후 해양 산성화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NOAA Ocean and Great Lakes Acidification 
Research Pla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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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site observing platforms Ships of opportunity

Coastal OA Survey Cruises New technologies

그림 2.1.12 미국의 해양관측 프로그램

○ NOAA의 National Ocean Acidification Observing Network (NOAON)외에 미국은 장기
적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및 해양산성화에 관련된 주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2014).

 

 - OceanSITES는 수십 개의 변수들을 측정하고, 30개의 수면 어레이와 30개의 아표층 
어레이를 가지고 해양 심층을 모니터링하는 장기 심해기준관측소이다. OceanSITES 
무어링은 전 지구 해양관측시스템(GOOS)의 필수적 부분이다. 위성원격측정은 과학자와 
대중에 의한 OceanSITES의 준 실시간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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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3  OceanSITES의 채집 지도

 -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s (NSF)에서 운영 중인 해양관측프로그램(Ocean 
Observatories Initiative)은 recommended Technology Readiness Levels에 따라 
(Table #) 해양과 해저에서의 물리적, 화학적, 지질학적 및 생물학적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 시스템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다 (그림 2.2.14). 또한 OOI에서는 New 
sampling technology중에 하나인 wave glider를 이용하여 미국 서부해역의 연안 및 
근해에서 무인 다정점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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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OOI에서 권장하는 기술 수준 

그림 2.1.14 OOI가 계획한 기반시설 위치(왼쪽)와 지역 규모 노드에서 두 사이트에 배치된 수면 

밑 계류 시스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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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5 웨이브글라이더를 이용한 미국 동서 횡단면 

라인 이동경로 및 샘플링 사이트 

 - 국립해양대기청(NOAA) 국립해양국 (NOS) 국가하구연구예비시스템 (NERRS)은 28개 
연안 해역 장기 모니터링 정점을 선정하여 (그림 2.1.16),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파라미터들을 관찰하기 위해 설계된 미 연안지역의 보호구역 네트워크이다 (그림 
2.1.17). 또한 NERRS와 더불어 국가해양보호구역프로그램 (NMSP)은 14개의 
해양보호구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NMSP의 모니터링 활동들은 System-Wide 
Monitoring Program (SWiM)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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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6 NERRS (왼쪽)의 모니터링을 위한 샘플링 사이트와 5 NERRS 연구 우선 

순위: 하구, 서식지와 생태계 해안 프로세스, 서식지 보전 및 복원, 종 관리 및 사회 

과학, 경제적 주소 키 연안 관리 문제 (오른쪽) 

 

 - 국립공원 서비스 조사 및 모니터링(I&M) 프로그램은 연안 및 하구를 포함한 
국립공원들에서 12개의 천연자원조사 결과를 제공한다. 천연자원조사는 동식물과 같은 
생물학적 자원 및 공기, 물, 토양, 기후와 같은 비생물학적 자원의 존재, 등급, 분포, 
상태를 서비스 조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생태지역에 존재하는 공원들의 생태계 
상태에 대한 물리적 및 생리학적 지표를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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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7 국립공원 서비스 인벤토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네트워크 

 - EPA 국가하구프로그램(NEP)은 미국 연안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28개 하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방 프로그램 이다(그림 2.1.18). EPA는 이 
하구들의 높은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주들과 협력하며, 산성화와 하구에서 산성화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과 방법을 통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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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8 해얀 및 광역 해양 생태계 

 - 국립해양대기청 (NOAA) 산호초 보호 프로그램 (CRCP)은 해수면 온도자료를 사용하여 
산호백화현상에 대한 정보와 예측을 산호초 관리자, 과학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계열 
스테이션과 위성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해양대기청의 해양산성화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있는 산호초 보호 프로그램은 미국 산호초 환경의 해양 산성화 상태와 동향을 
추적하기 위한 지화학적 측정 기준과 생태학적 측정 기준으로 구성된 핵심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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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9 대서양 / 캐리비안/ 걸프만 (위) 태평양 산호초의 샘플링 사이트 (아래) / 

 - 해양연구기관 전국협회 (NAML)는 해양과 오대호 연구소들을 대표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회원기관들은 부두와 취수시스템으로부터 측정된 다양한 물리적·생물학적 변수들에 대한 
장기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장기 생태연구 네트워크 (LTER)는 미 국립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으며, 다양한 장소들의 
생태계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조사정점은 해양산성화 과정을 
모니터링하는데 이용된다. 



- 23 -

 - FWS 국립 야생보호구역 시스템 조사 & 모니터링 (I&M) 이너셔티브에는 미국 
야생보호구역 (특히, 태평양에 있는 야생보호구역)에 있는 산호 및 기타 산호초 
조성종에 대해 증가하는 해수 pH의 영향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들이 분석하고 있다. 
FWS 국립 야생보호구역 시스템 조사 & 모니터링 이니셔티브는 외해 먹이망에 있어서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유용한 대용물인 해조의 건강 및 번식성공에 대하여 
모니터링한다. 대부분의 야생보호구역은 인간에 의해 유발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상업적 어업으로부터의 방해도 받지 않아 해양산성화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에 이상적이다. 

 - EPA 오대호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오대호의 약 20곳에서 연 2회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에서는 pH와 알칼리도가 측정되지만, 조사에서 사용되는 유리 전극에 기초한 pH 
방법의 정확성이 낮아 탄소 산성화로 인한 장기적 동향 관찰을 위해 측정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EPA 오대호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실험실에 기초한 용존무기탄소와 알칼리도 
특정을 위한 샘플을 수집하여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 동태평양에서 수온, 염분, 영양염류 등의 해양환경 특성과 일차생산력, 동물플랑크톤, 
난자치어 등의 생태계 조사를 위한 CalCOFI 프로그램을 1937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수행 중임(그림 2.1.20).

그림 2.1.20 미국의 2015년 동태평양 

해양환경 및 생태계조사 계획도

(2) 영국

○ UK National Ecosystem Assessment (Technical Report)에 따르면, 영국은 해양 구역에 
관해 4개의 연안해역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로 구역화 되어 있으
며, 8개의 Regional Boundaries로 구역화 하였다(그림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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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1 영국 지역 경계와 해안선의 길이 

 - 영국의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에서는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존 및 외부 유해물질의 유입 감소를 위해 아래와 같은 9가지의 세부 목적으로 UK 
Marine Monitoring Programmes (Marine Strategy Part II)을 실시하고 있다 (Table 
#). 이를 위해 UK Marine Strategy는 2020년까지 해양환경 연구를 수행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그림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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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or 
1” or “D1”

Biological diversity is maintained. The quality and occurrence of habitats 
and the distribution and abundance of species are in line with prevailing 
physiographic, geographic and climatic conditions 

“Descriptor 
2” or “D2”

Non-indigenous species (NIS) introduced by human activities are at levels 
that do not adversely alter the ecosystems

Descriptor 
3” or “D3”

Populations of all commercially exploited fish and shellfish are within 
safe biological limits, exhibiting a population age and size distribution 
that is indicative of a healthy stock

“Descriptor 
4” or “D4”

All elements of the marine food webs, to the extent that they are 
known, occur at normal abundance and diversity and levels capable of 
ensuring the long-term abundance of the species and the retention of 
their full reproductive capacity

“Descriptor 
5” or “D5”

Human-induced eutrophication is minimised, especially adverse effects 
thereof, such as losses in biodiversity, ecosystem degradation, harmful 
algae blooms and oxygen deficiency in bottom waters

“Descriptor 
6” or “D6”

Sea floor integrity is at a level that ensures that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the ecosystems are safeguarded and benthic ecosystems, in 
particular, are not adversely affected 

“Descriptor 
7” or “D7”

Permanent alteration of hydrographical conditions does not adversely 
affect marine ecosystems

“Descriptor 
8” or “D8”

Concentrations of contaminants are at levels not giving rise to pollution 
effects

“Descriptor 
9” or “D9”

Contaminants in fish and other seafood for human consumption do not 
exceed levels established by Community legislation or other relevant 
standards

표 2.1.3 좋은 환경 상태(GES)를 설명하는 해양 전략 프레임 워크 지침 (MS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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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2 MSFD 구현 프로세스의 주요 단계 

 - UK Marine monitoring programme에서는 Water Framework Directive (WFD)의 
landward boundary부터 연안 해역 및 근해 해역까지 조사구역을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림 2.1.23). 

그림 2.1.23 MSFD가 적용되는 영국의 바다(왼쪽)와 MSDF/ WFD 경계지역(오른쪽) 

(3) 캐나다

○ 캐나다 연근해역의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캐나다 17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그림 
2.1.24) 아래와 같이 6개의 주제로(표 2.1.3) “Environment Canada's Ecological 
Monitoring and Assessment Network (EMAN)”을 확립 하였다 (Graham Whitelaw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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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4 캐나다 커뮤니티 모니터링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1 Improve communication among monitoring groups working on nearshore 
marine/estuarine ecosystems in the various coastal regions of Canada

2 Improve understanding among participants of various nearshore marine 
monitoring approaches, protocols and their strengths and limitations

3 Improve understanding among participants of the types of nearshore marine 
monitoring information that various decision-maker/coastal stewards are seeking

4
Facilitate development of frameworks, best practices, tools and resources to 
ensure that nearshore monitoring is responsive to clear goals, data are 
scientifically valid, and results are broadly accessible

5 Facilitate integration among community based monitoring groups and 
professional scientists in the nearshore marine community

6 Develop consensus on a path forward to improve the coordination of nearshore 
marine monitoring and the comparability of information gathered

표 2.1.4 EMAN의 해양모니터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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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logical Monitoring Protocol: Environment Canada 에서는 EMAN 과 함께 1) 
Marine Ecosystem, 2) Freshwater Ecosystem, 3) Terrestrial Ecosystem의 Standard 
Protocol을 개발. Environment Canada에서는 Canadian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CSSP)을 위하여 Marine Water Quality Monitoring Program (MWQM)을 실
시한다.

(4) 일본

○ JAMSTEC의 해양생태계 연구팀은 생태계 모델 개발 및 장기 관측 자료의 분석을 통해 지구 
환경, 해양 생태계의 관계와 그 변화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그림 
2.1.25).

 - 해양생태계 모델 개발 및 개선을 위해 I) 각각 특징적인 생태계를 갖는 해역마다 적합한 
모델을 설계 ii) 복잡한 해류의 작용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할 수 있는 고해상도 
모델을 이용한 해석 iii) 탄소 순환이 중점인 모델을 이용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와 해양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의 관계 해명, 또한 각각의 모델을 개량함으로써 다양한 시공간 
규모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 생태계변화가 있는 해역의 비교 연구를 하고자 전세계에서 오랫동안 관측된 플랑크톤 
표본을 분석하고 변화의 패턴에 대한 국제 협력을 통해 해역 비교 연구함으로써 지구 
환경 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그림 2.1.25 해양생태계와 지구환경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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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계 구조변동을 살펴보고자 연구선, 계류시스템, 위성을 활용함.

그림 2.1.26 연구 선박, 계류시스템과 위성을 활용한 생지화학 순환 및 

해양생태계 역학 관찰 연구

 
 - 측정 장소는 서북태평양으로 심해 해수순환의 종점지로 K2(47N/160E) 와 S1(30N/145E) 

지역이며 주 측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표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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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cientific cruise
- Dissolved components 
Salinity, oxygen, nutrients, carbonate components（pH, dissolved inorganic / organic 
carbon, alkalinity, pCO2, carbon isotope）, phytoplankton pigments, trace gasses, natural 
radio / stable isotopes and trace metals.
- Particulate materials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 of suspended / sinking particle and its chemical 
compositions（major / trace elements, isotopes, micro fossil）and Transparent 
ExoPolymer (TEP).
- Zoo / Phytoplankton, Bacteria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 of species of zoo / phytoplankton, primary productivity, N2 
fixation, grazing pressure, fecal pellet production and bacteria production.
- Sea floor sediment 
Sedimentation rate and microfossil for paleoceanography. 
- Seawater bio-optics 
- Physics 
advection, diffusion and current etc.
2) Mooring system
- Sediment trap mooring system (BGC ms)
Primary Productivity Profiler
Satellite observation

표 2.1.5 이 연구의 전략 

그림 2.1.27 겨울 바다 표면 온도 (왼쪽)와 클로로필 a 농도 (오른쪽)의 수평 

분포. 이러한 R / V MIRAI MR10-01 크루즈 (1 월 월 2010) 동안 획득 한 

데이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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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8 해양생태계 표층에서 이뤄지는 탄소순환 (흡수, 전송, 재생) 

그림 2.1.29 탄소순환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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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아프리카공화국

○ 기존의 물리 화학 중심의 생태계 관측 시스템을 벗어나 30년 동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생물/무생물의 양상을 고려하는 생태계 관측시스템을 개발함. 추후 국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3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그림2.1.30, 표2.1.5 ).

그림 2.1.30 해양의 세 가지 중요한 하위 시스템인 

측정/데이터관리/모델링 서로간의 연결을 강조. 

(i)

Measurements, obtained directly from ships, drifters or buoys, or remotely from 
satellites. 

In South Africa, sustained, long-term measurements are hampered by limited 
available ship's time, lack of suitable instruments, and insufficient qualified 
personnel. 

(ii) 
Models and other analytical tools to augment observations. 

South Africa is making progress in marine modelling, but not in marine data 
assimilation; qualified persons need to be attracted, trained and retained. 

(iii) Archived and disseminated data generated from measurements and models.

표 2.1.6 국제 세 가지 상호 연관된 요소의 강조 지침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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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1 특징 시간과 공간 해양 환경의 이벤트 규모,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측정하는 

규모 (REF3 후 수정했습니다.) 

 

그림 2.1.32 해양 생태계 관찰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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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공동 해양생태계관측

(1) GOA-AN

○ 미국 NOAA에서는 Global Ocean Acidification Observing Network (GOA-ON)에서는 
아래와 같이 time-series stations 선정 및 floats and glider observation을 이용하여 
Global Ocean Acidification observing platform을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그림 2.1.33 GOA-AN은 다른 국제탄소 연구 프로그램과 밀접하과 연계하는 통합적인 

국제연구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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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4 해양 산성화 플랫폼의 상호관계 지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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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A-ON program에서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개의 목표를 두고 연구에 수행하고 있음. 

Goal 1: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global OA conditions: 
- Determine status and spatial / temporal patterns in carbon chemistry, assessing the 
generality of response to ocean acidification. 
- Document and evaluate variation in carbon chemistry to infer mechanisms (including 
biological) driving ocean acidification. 
- Quantify rates of change, trends, and identify areas of heightened vulnerability or 
resilience. 
Goal 2: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ecosystem response to OA: 
- Track biological responses in concert with physical/chemical changes. 
- Quantify rates of change and identify locations and species of heightened vulnerability or 
resilience. 
Goal 3: Acquire and exchange data and knowledge necessary to optimize modeling for OA 
and its impacts: 
- Provide spatially and temporally resolved biogeochemical data for use in parameterizing 
and validating models. 

표 2.1.7 GOA-ON 프로그램의 목표 

(2) GOOS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 GOOS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는 지구관측 시스템 (GEOSS-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GOOS, GCOS, GTOS가 포함됨)의 해양학 요소에 포함되는 관측시스
템으로 해양의 지속적인 관찰을 위한 세계적인 시스템으로 정부간 해양학위원회 
(ICO-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에 의해 관리된다. 

○ GOOS는 i) 해양의 지속적인 관찰을 위한 국제협력, ii) 해양연구 결과물과 그에 따른 서비스
의 생성, iii) 연구자-운영자-사용자 커뮤니티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플랫폼으로 관측 및 모
델링 및 해양과 해양 변수의 분석에 대한 영구적이며 세계적인 시스템이다. GOOS는 해양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며 (생물자원, 해양의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 기후 변화
의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 이를 위해 활용되는 개별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 Hydrography
 - Drifting Buoys
 - Continuous Plankton Recorder
 - Global Seal Level Observing System (GLOSS)
 - Ocean Tracking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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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o Profiling Floats Hydrography

Drifting Buoys Continuous Plankton Recorder

Global Sea Level Observing System Ocean Tracking Network

그림 2.1.35 GOOS에서 활용되는 개별 관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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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S의 시험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ChloroGIN (Chlorophyll Global Integrated Network project)는 위성을 활용하여 

추정한 데이터와 함께 현장에서 측정한 엽록소 값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며 ChloroGIN 
포탈 사이트는 플리머스 해양연구소에서 관리한다.

그림 2.1.36 ChloroGIN 범위 

 - Ferry Box는 선박 내 자동화된 측정기기 패키지를 말하는 것으로 여객선, 화물선, 
상선뿐만 아니라 내륙선박을 활용하여 강력하고 안전한 종합적인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며 해양환경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표 2.1.7).

 - Ferry Box의 주요 이점은 i) 측정 장비 (다른 장비의 경우 bio-fouling에 따른 센서의 
오염으로 측정 데이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의 오염 상황에 독립적, ii) 선박의 충분한 
전력 활용으로 다양한 분석 시스템 활용 가능, iii) 선박 내 안전한 설치로 정교한 장비 
설치 가능 iv) 항구에서 유지보수가 가능하여 추가적인 운송시간이 필요하지 않음 v) 
횡단면의 정보는 단일 위치에서 얻는 정보보다 나을 수 있다.

그림 2.1.37 FerryBox 시스템의 원리 (독일 페리박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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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 Destination harbours Observed parameters Ship type Start of 
operation

End of 
operation

repetition rate 
of route

BCCR, UiB Amsterdam - Bergen pCO2, T, S, Trb, Chl-a, pH cargo ship 2005 today weekly

EMI Tallinn - Mariehamn - 
Stockholm T, S, Trb, Chl-a, CDOM car/passenger 

ferry 2006 today daily

HCMR Souda Bay - Peiraues T, S, Trb, Chl-a, DO, pH car/passenger 
ferry

2002-2003 today daily

HZG Cuxhaven - Harwich T, S, DO, Chl-a, pH, Trb, nutrients car/passenger 
ferry

2002 2005 6 - 7 times 
per week

HZG Cuxhaven - Immingham T, S, DO, Chl-a, pH, Trb, nutrients Ro/Ro-ship 2006 2012 3 - 4 times 
per week

HZG Moss-Halden-Zeebrugge
-Immingham T, S, DO, Chl-a, pH, Trb, nutrients cargo ship 2007 today 14 days

HZG Büsum - Helgoland T, S, DO, Chl-a, pH, Trb passenger ship 2008 today daily during 
summer time

HZG Cuxhaven- Helgoland T, S, DO, Chl-a, pH, Trb passenger ship 2009 today
3 times/week 

autumn 
&winter

Ifremer Portsmouth-Santander-
Plymouth-Roscoff-Cork T, S, DO, chl-a, Trb, CDOM car/passenger 

ferry
2011 today weekly

IMGW Gdynia - Karlskrona T, S, Trb, Chl-a, DO car/passenger 
ferry 2008 2009 every second 

day

IMR Bergen-Kirkenes T,S, Chl-a fluorescence car/passenger 
ferry 2006 today 11 day 

roundtrip

IMR Norwegian West Coast 
(Bergen) T,S, Oxygen Coast Watch 

ship 2011 today
Unregular trips 
surveying the 

western 

표 2.1.8 유럽에서 운영하는 FerryBox ( 운용 경로, 기관, 시간, 관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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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 Destination harbours Observed parameters Ship type Start of 
operation

End of 
operation

repetition rate 
of route

Norwegian 
Coast

Marlab Lerwick - Aberdeen T, S, Trb, Chl-a container ship 　 　 　
MIO 

(CNRS/INS
U)

Genova -Libyan 
harbours T, S RoRo container 

ship 5-1-10 5-1-11 2 times/month

MIO 
(HYMEX/C
NRS/INSU

)
Marseilles-Algiers T, S RoRo 2-1-12 today 2-4 

times/month

MSI/TUT Tallinn - Helsinki
T, S, Chl-a, turb, (pCO2); nutrients, 
Chl-a, phytoplankton (wkl sampl in 
spring-summer)

passenger ship 1997 today daily

NIVA Histhals, Stavanger, 
Bergen

T, S, Trb, Chl-a, nutrients (weekly 
samples)

car/passenger 
ferry

2008 today 3 times per 
week

NIVA 36 locations from 
Bergen to Kirkenes

T, S, Trb, Chl-a, nutrients (weekly 
samples), irradiance, radiance, wind

car/passenger 
ferry

2006 today 1 week

NIVA Oslo, Kiel
T, S, Trb, Chl-a, CDOM, cyanobacteria, 
nutrients (weekly samples), irradiance, 
radiance

car/passenger 
ferry

2008 today daily

NIVA
Tromsø, Bjørnøya, 
Longyearbyen, Ny 

Alesund
T, S, Trb, Chl-a, nutrients (weekly 
samples), irradiance, radiance cargo ship 2008 today 1 week

NIVA/MAR
LAB

Histhals, Torshavn, 
Seydisfjord T, S car/passenger 

ferry 2008 today 　

NOCS Portsmouth-Bilbao auto:T, S, Chl-a, Trb, O2, pCO2; 
(monthly samples nutients, pigments, 

car/passenger 
ferry 2002 2010 3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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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 Destination harbours Observed parameters Ship type Start of 
operation

End of 
operation

repetition rate 
of route

plankton, coccoliths)

NOCL Birkenhead- Dublin T, S, Chl-a, Trb car/passenger 
ferry

2006 today 12 time/week

SMHI & 
SYKE

Gothenburg-Kemi-Oulu-(
Husum)-Lübeck-Gothen

burg

T, S, Trb, Chl-a-fluorescence,, 
P h y c o c y a n - f l u o r e s c e n c e , 
CDOM-fluorescence, DO, PAR, airPress, 
airTemp, pH, pCO2 and CO2 in air, RC 
(phytoplankton, salinity, chl a, CDOM).

cargo ship 2009 　 1 week

SYKE Helsinki - Stockholm T, S, Chl-a, Turb, Phycocyan, nutrients, 
phytoplankton

car/passenger 
ferry

1998 　 daily

SYKE Helsinki-Travemunde, 
Helsinki-Gdynia

T, S, Chl-a, nutrients, Phycocyan, CDOM, 
TURB, nutrients, phytoplankton Ropax

Finnpartne
r1998 - 
2006, 

Finnmaid 
2007-

　 daily

Univ. 
Rhode 
Island

Esbjerg - Torshavn - 
Brimnes T, S, Trb, Chl-a car/passenger 

ferry 　 　 　
LIAE - 

MSI/TUT Riga-Stockholm
T, S, DO, Trb, Chl-a, phycocyanin 
(monthly samples nutrients, Chl-a, 

phytoplankton)
passenger ship 2013 2013 every secon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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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DAE (Global Ocean Data Assimilation Experiment)는 통합 해양 관측 시스템의 
구현 (관측, 통신, 모델링 및, 자료 동화)을 지원하며 최종 목표는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고, 과학계, 산업계, 정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운영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다. 
특별히 위성관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Altimetry, Argo, SST (Sea Surface 
Temperature) 같은 전지구적 해양 관측 시스템의 향상을 지원한다. GODAE 
High-Resolution SST Pilot Project (GHRSST-PP)는 고해상도의 (<10km) 데이터를 
실시간 및 지연모드 수준에서 해양, 기상, 기후 및 일반 과학계에 제공한다.

그림 2.1.38 위성을 이용한 Altimetry, SST, Surface winds and fluxes 분석

 - OTN (Ocean Tracking Network)은 가치 있는 수생 생물의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동물의 움직임, 생존, 서식처, 환경조건과의 연결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점진적인 기술 육성과 운영의 혁신이 해양 관리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그림 2.1.39). 

 - OTN은 변화하는 바다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해양생물종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다. 추적은 매우 간단한데, 예로 연어, 고래, 
게, 등의 다양한 종에 전자 송신기를 이식 혹은 장착하며 이는 최대 20년 동안 작동할 
수 있다. 음향 수신기는 7 대륙의 14개 해저 지형에 배치가 되며 0.5 킬로 내에 
통과하는 바다 생물을 식별할 수 있으며 송·수신기는 해양의 온도, 깊이, 염도, 해류, 
화학적 속성 등을 측정할 수 있어 후속 분석 및 다른 환경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  
OTN은 글라이더 및 웨이브 글라이더를 이용하여 생물종의 추적과 해양 역학의 모델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한다(그림 2.1.40).



- 43 -

그림 2.1.39 전 세계적으로 OTN이 이루어지고 있는 범위를 나타낸 지도

그림 2.1.40 Data collection for the Ocean Tracking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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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관측 국외 동향 결론

 - 각국의 해양관측 프로그램은 장기간 연속관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현재 국외 해양관측 
동향은 1) 중요 고정 정점을 선정하여 2) 장기간 무어링 해양 관측을 실시하고 3) 무인동력 
자동화 관측시스템을 개발하여 연속적으로 해양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
라의 해양관측은 대부분을 연구선을 이용한 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
라도 장기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해양생태계 기본조사 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양
관측 장비의 다양화 및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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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양생태계 관측 기술 현황과 전망

1. 해양환경요소 측정
가. 해양생태계 이해에 필요한 환경 요소 

(1) 수온염분 분석

○ 수온 염분은 현장에서 CTD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해수를 500ml 유리병에 넣어 냉장 보관한 
후에 실험실에서 salinometer를 이용하여 염분을 정확히 측정한 후에 현장에서 CTD를 이용
한 관측한 염분을 보정한다. 

(2) 영양염 분석

○ 해수를 GF/F 필터로 여과한 후에 100ml 플라스틱 병에 넣어 냉동 보관한다. 영양염 농도는 
실험실에서 영양염 자동분석기를 이용하여 질산염, 아질산염, 암모니아, 인산염, 규산염 등을 
측정한다. 영양염 자동분석기를 이용하여 영양염 농도를 측정할 때, 필히 표준시료(certified 
material)를 시료와 함께 분석하여 정확도(accuracy)를 확인한다. 

(3) 엽록소 a (Chlorophyll-a)

○ 엽록소 a (chlorophyll-a) 분석은 식물플랑크톤의 정량적 분석 방법 중의 하나이다. 채수기
와 채집수심은 정량시료 채집방법과 동일하며, 채수용량은 해역의 상황 (i.e., 식물플랑크톤 
및 부유물질의 농도)에 따라 500 mL~1 L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변화를 주어 채수한다. 엽
록소 분석은 적정량의 해수를 여과압력은 200 mmHg 이하를 유지하여 직경 45 mm GF/G 
여과지로 여과한다. 이때 여과 시료의 광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수 시료의 여과가 끝나갈 
무렵에 1% 탄산마그네슘 (MgCO3) 용액을 약 1 mL씩 첨가하여야 하며, 여과 종료 후에는 빛
을 차단한 20 mL 유리병 (vial)에 여과지를 담아 냉동 보관한다. 이렇게 보관된 여과지는 아
세톤 추출법에 따라 엽록소를 추출한다. 먼저 냉동 여과지를 상온에서 녹인 다음, 시험관 (또
는 원심분리관)에 넣어 90% 아세톤 10 mL를 주입하고 교반기로 강하게 흔들어 준다. 이후 
교반 시료를 냉암소(냉장)에 20~24시간 동안 보관하여 엽록소를 추출한다. 엽록소를 추출한 
시료는 원심분리기에서 200 rpm으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여과지 찌꺼기를 분리한다. 원
심분리가 끝난 시료의 상등액을 1 cm cuvette에 주입하여 분광광도계로 측정하여 엽록소 a 
값을 환산한다. 

○ 해수를 GF/F 필터로 여과하여 여과지를 플라스틱 병에 넣어 -70oC 이하에서 급속 냉동 보
관한다. 엽록소 농도는 90% 아세톤 10ml로 24시간 동안 추출한 후에 Turner-designed 
fluorometer(10-006R)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Phaeopigment 농도는 아세톤으로 추출된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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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소에 1 N 염산을 넣고 1분 30초 후에 Turner-designed fluorometer로 측정한다. 엽록소 
농도는 아세톤을 이용하여 추출한 엽록소 값에서 phaeopigment 농도를 빼서 구한다. 

(4) 광도

○ 광도는 CTD에 부착된 PAR 센서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측정한다. 

(5) 용존산소 (DO - Dissolved oxygen)

○ 용존산소 시료는 제일 먼저 채수기로부터 받아야 한다. 특히 시료를 시료병에 받을 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수기에 20cm정도의 고무관을 연결하고 시료병 바닥에 정치하여 바닥에서
부터 천천히 시료를 받아 시료가 충분히 넘치도록 한다. 시료병에 담긴 시료에 염화망간용액
과 알칼리 요오드화나트륨용액을 각각 1mL씩 정확히 첨가한 후 즉시 기포가 포함되지 않도
록 유리마개를 닫고 상하로 여러 번 뒤집어 혼합한다. 전처리가 끝난 시료는 암소에 보관하며 
가능한 한 10시간 이내에 분석하여야 한다. 준비된 시료에 황산용액 1mL을 첨가하고 흔들어 
침전된 수화물을 녹인다. 이때 시료는 담황색을 띤다. 시료 50ml을 정확히 취하여 250ml 삼
각 플라스크에 옮기고 0.025 티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엷은 노란색이 될 때까지 적정하고 마
지막에 녹말지시약 1ml을 넣고 푸른색이 없어질 때까지 조심스럽게 적정한다. 시료의 용존산
소 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용존산소 농도 (mg O2 /mL) = A․f․ V1 / (V1 - R)․103 / V2 ․0.2
A = 시료 적정에 사용한 0.025 N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양 (mL)
V1 = 전체 시료의 양 (mL)
V2 = 적정에 사용한 시료의 양 (mL)
R  = 시료 고정에 사용한 시약 첨가량 (mL)
f  = 시료 적정에 사용한 0.025 N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역가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검정에 따른다. 티오황산나트룸 용액의 검정: BOD병에 100 ㎖의 
증류수를 넣고 1㎖의 황산용액과 1㎖의 알칼리 요오드화나트륨용액 첨가한 후 잘 혼합한다. 
그 다음 1㎖의 염화망간용액을 첨가한 후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한다. 검정시료 50 
㎖을 125 ㎖ 용량의 유리 플라스크에 옮기고 12.5 ㎖의 0.01 N 표준 요오드산칼륨용액을 
첨가한 후 0.025 N티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엷은 노란색이 될 때까지 적정한다. 검정시료에 
1 ㎖의 녹말지시약을 넣고 푸른색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적정한다. 검정시료 적정에 사용한 
0.025 N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양을 Vf (㎖)라 할 때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역가는 f = 5 / 
Vf 로 결정된다. 만일 f가 1일때 1㎖의 0.025 N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은 0.2㎎의 산소에 
해당된다.)
0.2 = 산소 0.025 meq에 해당되는 양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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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존유기탄소 (DOC - Dissolved Organic Carbon) 

○ 해수를 0.45um membrane 필터로 여과한 후에 50ml 갈색 유리병에 넣어 냉동보관 한다. 
해수를 여과 시에는 무리한 압력을 가하지 말고 1기압에서 해수가 중력에 의해 여과되도록 
한다. 여과된 해수는 Shimazu 회사의 TOC analyzer를 이용하여 용존유기탄소 농도를 측정
한다. 

(7) 입자태 유기탄소 (POC - Particulate Organic Carbon)

○ 해수 500ml를 GF/F 필터로 여과한 후에 GF/F 필터를 냉동보관한다. 황산 원액이 들어있는 
데시케이터에 GF/F 필터를 24시간 보관하여 입자태 무기탄소를 제거한다. GF/F 필터를 
60oC 오븐에서 24시간 건조한 후에 무게를 측정한 후에 CHN analyzer를 이용하여 입자태 
유기탄소 함량을 측정한다.

나. 해양환경 요소 측정 자동센서 

○ 그동안 해양환경 요소 측정에는 기상과 해양물리항목의 측정센서가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
근에는 화학, 생물분야의 새로운 해양관측장비나 센서가 개발되어 현장에서 시험 중에 있다. 
이러한 센서를 통해 해양오염이나 해양생태계 분야의 예측 모델이 요구하는 검‧보정용 실시간 
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재난 예보 위주
의 해양관측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보건 피해 저감, 해양생태계의 보전, 
오염물질 유입감시 등에 필요한 상시 관측자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 각종 해양관측 센서들은 인공위성, 항공기, 프로파일러, 글라이더, bottom lander, 스마트 부
이, 표류부이, AUV, towed vehicle, ROV, 선박 등 각종 플랫폼에 장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해양포유류나 어류에 장착되기도 한다(그림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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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해양관측 플랫폼 (출처: Kroger and Law, 2005)

(1) 용존산소 센서
○  용존산소 센서의 경우, 과거에는 Clark-type의 amperometric membrane sensor가 많이 사

용되었으며, CTD에 장착하여 수직 프로파일을 획득하기 위하여 센서의 반응속도를 높인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 Pulsed oxygen sensor는 전원소모를 줄이고 막과 전해질 용액의 안정성을 높
여 수개월간 운용할 수 있도록 Clark-type 센서를 개선하여 개발된 제품이다. 최근에는 용존산
소를 형광으로 측정하는 광학센서(oxygen optode)가 해양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optode
는 막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생물오손에 강해 6개월 이상 현장에서 운영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다. 전세계적으로 용존산소 optode를 생산하는 제조사는 20여개 이상이나 대부분이 하폐수처리
장용이며 해양용 센서는 Aanderaa 제품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중에 수개월 
이상 계류할 수 있는 데이터로거를 탑재한 DO optode도 출시되었으며, 수직 프로파일 관측용
으로 반응 속도를 더 빠르게 개선한 optode 센서도 개발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Planar optode
를 이용하여 2차원의 산소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저서생물의 활동을 탐지하는데 사용되고 있으
며, 광섬유 방식의 optode는 저층의 물질 플럭스 연구와 수층의 저산소 현상(hypoxia)를 관측
하는데 응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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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개발단계1) 전원 반응시간 현장설치방법2)

Pulsed Clark-type 
oxygen sensor Ⅲ

4 – 9 mA 
@ 12VDC

~ 60s M,D

Rapid-PulseTM 
Clark-Type oxygen 

sensor
Ⅰ ψ ~ 60s M,P(200 m)

Micro Clark-type 
(non-pulsed) Ⅲ 2mA < 1s P

SBE 43 Clark-type 
(non-pulsed) Ⅰ 60mW ~ 15s P,M

FOXY Fiber Optic 
Oxygen Sensor Ⅰ 150mA ~ 30s M

Planar Oxygen 
Sensor Spots

Ⅰ 6.6W ~ 30s

Oxygen Optode Ⅰ 80mA ~ 30s P,M

Gas Tension Device 
PSI-O2 Pro Ⅰ 0.8W hours M

1) 개발단계 : 상용 제품 운용단계(I), 1개월 이상 현장 운용가능하나 상용화 안됨(II), 개발 
성숙단계로서 장기 운용 시험중(III), 개발 성숙단계로서 단기 운용중(IV), 단기 해수 적용 

단계(V), 연구개발 초기 시작품 단계(VI)
2) 현장설치방법 : 현장계류(M), 표류부이(D), 글라이더(G), AUV(A), 프로파일러(P), Towed 

Vehicle(T), ROV(R), 선박(S) 

표 2.2.1 용존산소 센서의 현황 (자료: Daly et al., 2004)

 

그림 2.2.2 용존산소(DO) 센서)(Aanderraa optode, Seabird SBE 43, FOXY sensor, 

prototype bundle fiber planar optode, miniDOT, Hach optode)

(2) 탄소시스템 센서
○ 해양의 용존무기탄소의 직접적인 관측을 통해 자연적인 탄소순환과 대기로부터 흡수되는 인위

적인 이산화탄소의 변화를 탐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인간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를 해양이 흡수함에 따라 해양 산성화가 진행되므로 이를 관측하기 위한 고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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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가 필요하다.
○ 선박에서 용존총유기탄소와 총알칼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Coulometric, 

titrimetric 과정은 현장 상시관측에는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SAMI, CARIOCA 등의 센서가 개
발되었다. 1993년 개발된 SAMI-CO2 센서는 과학조사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1년 정도까지 
현장에서 운영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CARIOCA 센서는 원리와 성능이 SAMI-CO2 센서와 유
사하나 매시간 측정에 보다 유리하며 표류 부이에 탑재되어 시험되기도 하였다(Daly et al., 
2004).

○ NDIR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하는 방법이 과학조사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광
섬유 센서를 이용한 형광측정방법을 이용한 pCO2 센서가 개발되어 시험 중에 있다. 
potentiometric pH 센서는 해상도가 0.01이고 정확도가 0.1∼0.2dp 불과해 해양 산성화 모니
터링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정밀 pH 관측을 위해 SAMI-pH, SEAS-II, AMpS 등이 개발된 바 
있다. SAMI-pH 센서는 ±0.005 pH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장기계류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
고 있으며, 3개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는 SEAS-pH 센서는 반응속도가 2초 정도로 빨라 
수직 프로파일 관측용으로 적합하며 수주간의 계류시에는 0.001 pH 단위의 정밀도를 보인다. 
AMpS 시스템은 0.001 pH 단위 이상의 정밀도를 가지며 시간당 20회 측정 가능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뿐만아니라 첨단 장비인 Membrane introduction mass spectrometer (MIMS)를 이
용한 total CO2 측정도 시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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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분석항목 개발단계1) 전원 반응시간 현장설치방법2)
SAMI-CO2
SAMI-1500

fCO2 Ⅰ 2.4 min M,P

CARIOCA fCO2 Ⅱ min M

MBARI-ΔpCO2 ΔpCO2  Ⅱ 8 ~ 12 min M
Fiber-optic CO2 

Sensor pCO2 Ⅴ M

SAMI-pH pH Ⅴ -2.4 min M

SEAS-ll pH Ⅴ 15 s M,P,A,T,R

AMpS pH Ⅵ -10 s M,P,A,T,R

Deep-sea pH
Probe

pH Ⅵ s M,P,R

RATS CT Ⅴ min M

1) 개발단계 : 상용 제품 운용단계(I), 1개월 이상 현장 운용가능하나 상용화 안됨(II), 개발 성숙
단계로서 장기 운용 시험중(III), 개발 성숙단계로서 단기 운용중(IV), 단기 해수 적용 단계(V), 
연구개발 초기 시작품 단계(VI)
2) 현장설치방법 : 현장계류(M), 표류부이(D), 글라이더(G), AUV(A), 프로파일러(P), Towed 
Vehicle(T), ROV(R), 선박(S) 

표 2.2.2 현장용 CO2 센서의 현황 (자료: Daly et al., 2004)

 
(3) 용존영양염류 측정 센서
○ 육상과 해양에서 용존 영양염류의 현장 자동 측정장비가 지난 30년 이상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기존의 습식 화학분석 방법을 자동화한 장비이므로 대부분 크기가 크고 시약 소모가 많아 부이
나 수중 계류가 불가능하였다. 발색후 흡광도를 측정하는 질산염 측정방법 대신 220nm에서 
UV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도입되어 Hach, S:CAN 제품 등이 하폐수처리장이나 담수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해수에 적용가능한 센서는 Satlantic, Trios 2개 회사의 제품에 불과하다. 
MBARI가 개발하여 Satlantic에서 생산중인 UV sensor인 ISUS와 SUV-6는 시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흡광법과 달리 측정 속도가 빨라 수직 프로파일 측정에 사용 가능하나 검출한계가 1.5 
μM(±3SD) 정도이며 30초 평균할 경우 0.2 μM 정도로 낮출 수 있다. ISUS는 최근 Argo 
drifter에 탑재하여 3년 동안 측정에 성공하는 등 향후 가격을 낮추고 크기를 줄이는 노력이 필
요한 상태이다.

○ 기존의 발색법을 그대로 사용하되 시린지 형태나 밸브를 연동하는 루프 형태를 이용하여 수중계
류형 장비로 변형한 EnviroTech의 NAS-3X와 Systea의 NPA 등은 장기 관측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WET labs은 인산염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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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ate sensor를 개발하였다. NPA의 경우 검출한계가 암모니아 50 nM, 인산염 10 nM, 
질산염+아질산염 15 nM 정도이며, NAS-3X와 EcoLab은 검출한계가 질산염과 암모니아가 50 
nM, 인산염과 규산염은 60 nM 정도이다.

○ 영국의 Southampton 대학 등에서는 Lab-on-a-chip 형태로 영양염 분석기를 소형화한 수중
계류형 센서를 개발 중에 있으며, EMBARI가 Lab-in-a-can의 형태로 개발한 질산염과 인산염 
측정기 DigiSCAN은 YSI가 상용화 개발 중에 있다. 

○ SEAS-II는 South Florida 대학에서 개발한 영양염류 측정기로서 1m 길이의 liquid core 
waveguide를 써서 검출한계를 낮출 수 있었으나, 장기계류용 센서로는 활용되기 어려운 한계
를 가지고 있지만 연구선에 장착하여 표층 해수의 모니터링용으로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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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분석항목 개발단계1) 전원 반응시간 현장설치방법2)
MBARI-ISUS Nitrate Ⅰ 12 s M,A,P,T,R,B

SUV-6 Nitrate Ⅴ 4 s P
NPA Nitrate Ⅰ 10 min M

DPA

Nitrate
Nitrate/Nitrite

Orthophosphate
ammonia

Ⅰ 7 min M,A,P,T,R

TPA

Nitrate
Nitrate/Nitrite

Orthophosphate
ammonia

Ⅰ 10-20 ~0.5 hour M

NAS-3X
TN
TP

Ⅰ ~3.4 min M,P

EcoLAB

Nitrate
Silicate

phosphate
Ammonium

Ⅰ 3.1 min M,P

SubChemPak

Nitrate
silicate

phosphate
Ammonium

Ⅰ 50-150

s
s
s

min

M,A,P,T,R

DigiSCAN 
YSI 9600 

Nitrate
Phosphate

Ⅱ min M,A,P,T,R

Optical Chemical 
sensor Nitrate V s M,D,G,A,P,T,R

LOC-based 
phosphate 

sensor
phosphate VI min M,S

SEAS-II

Nitrate
Nitrite

Fe2+/Fe3+
Ammonia

Cu

Ⅴ
Ⅴ
Ⅵ
Ⅵ
Ⅵ

15

S
S
S

min
min

M,A,P,T,R

1) 개발단계 : 상용 제품 운용단계(I), 1개월 이상 현장 운용가능하나 상용화 안됨(II), 개발 성
숙단계로서 장기 운용 시험중(III), 개발 성숙단계로서 단기 운용중(IV), 단기 해수 적용 단계(V), 
연구개발 초기 시작품 단계(VI)
2) 현장설치방법 : 현장계류(M), 표류부이(D), 글라이더(G), AUV(A), 프로파일러(P), Towed 
Vehicle(T), ROV(R), 선박(S) 

표 2.2.3 현장용 용존 영양염류 센서의 현황 (자료: Daly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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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영양염류 센서 (ISUS-I, Nitrax, Lab-on-a-chip microsensor, 

NAS-3X, Cycle, SubChem Pack)

(4) 광학 센서
○ 동식물 플랑크톤, 난치자어, 어류, 저서생물 등 해양생물 요소의 측정은 주로 시료 채취후 실험

실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나, 각종 광학센서의 발달로 생물 요소의 현장관측이 가능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식물플랑크톤이 색소조성에 따라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흡수하고 형광을 내는 특성을 
이용하여 색소의 측정이 가능하다. 

○ Chelsea에서는 다양한 엽록소와 보조색소의 형광측정센서를 개발했으며, bbe에서는 여러 개의 
파장에서 형광을 측정하여 식물플랑크톤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를 개발하였다. 
CYCLOPS-7, TriLux 등 최근 개발된 엽록소와 보조색소 측정 센서는 소형화되고 여러 가지 항
목을 동시에 측정하도록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에는 의학에서 사용되던 플로우 사이토메터를 개량하여 식물플랑크톤 세포의 크기와 모양, 
개별 세포의 색소 측정이 가능한 CytoBuoy, CytoSense가 개발되었다. 용존유기물질내에 포함
된 휴믹산과 아미노산은 자외선을 강하게 흡수하므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CDOM 센서가 
개발되었다. UV 광원에 의한 형광을 측정하여 CDOM, 기름 성분, Tryptophan 등을 측정한다.

○ 수중 입자의 산란을 이용하여 탁도를 측정하는 센서는 널리 상용화 되어 있으나 LISST는 레이
저 광산란을 이용하여 수중 입자의 입도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Chelsea의 
GLOWtracker는 편모조류나 동물플랑크톤, 어류 등의 생물발광(bioluminescence)을 측정용으
로 개발되었으나, 광학 센서는 생물오손에 의해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으므로 브러쉬로 윈도우 
부분을 세정하거나 구리로 된 셔터를 이용하는 방법 등의 방오 장비의 개발과 병행되어 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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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개발단계1) 전원 반응시간 현장설치방법2)

AC-9  absorption & 
attenuation meter Ⅰ 9W s M,P,T,A

C-Rover transmissometer Ⅰ 400 mW s D,A

C-beta  backscattering &  
attenuation Ⅰ 1W s M,T

CYCLOPS-7 chlorophyll 
fluorometer Ⅰ <300mW s M,P,T,A,S

ECO Pucks fluorometer & 
scattering meter Ⅰ 0.5-1W s M,D,A,G,P,T,R,S

UV AQUAtracka  
CDOM/hydrocarbon 

fluorometer
Ⅰ 6W s M,T,S

LISST Laser in situ 
Scattering & 

Transmissometry
Ⅰ 1.5W s M,A,T

HydroScat-6  backscattering 
&  Fluorescence Ⅰ 3W s M,P,T

ECO VSF  backscattering 
meter Ⅰ 1.2W s M,P

Turbidity meter Ⅰ 40-120mW s M,P

표 2.2.4 상용화된 광학 센서(optical sensor)의 현황 (자료: Daly et al., 2004)

다.

그림 2.2.4 엽록소 및 보조색소 센서 (Multi-exciter, Cyclops, FluoroProbe, 

Trilux, Eco FL, YSI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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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racka fast repetition 
rate fluorometer Ⅰ 15-30W s M,P,T,S

bbe FluoroProbe  
multispectral fluorometer Ⅰ s M,P,T,A

OCR-504 multispectral  
irradiance meter Ⅰ 0.2W s M,D,A,G,P,T,S

HyperOCR hyperspectral 
irradiance meter Ⅰ 2 W s M,T,S

BIS  multispectral, scalar 
irradiance meter Ⅰ 2mA per 

channel
s

M,D,A,P,T,S

GLOWtracka  
bioluminescence Ⅰ 0.5W s M,T,P

1) 개발단계 : 상용 제품 운용단계(I), 1개월 이상 현장 운용가능하나 상용화 안됨(II), 개발 성숙
단계로서 장기 운용 시험중(III), 개발 성숙단계로서 단기 운용중(IV), 단기 해수 적용 단계(V), 연
구개발 초기 시작품 단계(VI)
2) 현장설치방법 : 현장계류(M), 표류부이(D), 글라이더(G), AUV(A), 프로파일러(P), Towed 
Vehicle(T), ROV(R), 선박(S) 

그림 2.2.5 식물플랑크톤 센서 (FlowChem, CytoBuy and CytoSense, Imaging FlowCytobot)

(5) 영상센서
○ 동식물플랑크톤, marine snow에서부터 소형 어류에 이르기까지 카메라를 이용하여 분류학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영상센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Phido-φ는 2차원 영상 형광센서로
서 고해상도의 식물플랑크톤 영상과 미세구조를 제공하고, 플로우사이토메터(flow cytometry) 
기술을 응용하여 식물플랑크톤의 모양, 크기, 형광특성 등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FlowCam은 연속적인 영상을 제공하는 플로우 사이토메터로서 5∼1000μm
의 크기의 입자를 측정 가능하며, 수중계류형은 수심 100m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CytoBuoy는 
의학분야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레이저 플로우 사이토메터를 개선하여 넓은 입자분포를 갖는 
식물플랑크톤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Woods Hole 해양연구소에서는 최근 
Imaging FlowCytobot (IFCB)이라는 수중형 레이저 플로우 사이토메터를 개발했으며, 세포를 
촬영한 영상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6개월 이상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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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생물 입자의 3차원 영상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인 Thin Laser Light Sheet 
Microscope(TLSM)이 개발되어 향후 해양분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물플랑크톤 
생물량을 추정하기 위해 광학적인 입도분석기가 사용되어 왔는데, Optical Plankton 
Counter(OPC)는 이미지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각 입자의 단면적을 측정할 수 있으며, Laser 
Optical Plankton Counter(LOPC)는 더욱 소형으로 높은 밀도까지 측정할 수 있으며 100μ
m~35mm의 입도 분포를 12노트의 속도에서도 측정 가능하다. 

○ 동식물플랑크톤 입자의 전방산란(forward scatter)을 측정하는 Video Plankton 
Recorder(VPR)은 AUV 등에 탑재하여 수중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분당 210~1,350L의 시료를 
채취하여 10μm~2.5cm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고, 형상인식 자동 분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주요 분류군의 양을 추정할 수 있다. VPRII와 AutoVPR은 500m 수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AVPPO는 100m 수심까지 수직 분포를 측정하면서 계류가 가능하고 3D-VPR은 ROV에 탑재하
여 3차원 영상을 측정할 수 있다.

○ 최근에는 96x96mm의 튜브 내를 흐르는 액체 속에 존재하는 생물의 2차원 연속 영상을 측정할 
수 있는 Shadow Image Particle Profiling and Evaluation Recorder(SIPPER)가 개발되었
다. 동물플랑크톤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Underwater Video Profiler(UVP)는 1,200m 수심까지 
작동하며, Zooplankton Imaging and Visualization System(ZOOVIS)는 50μm 해상도로 
250m 수심까지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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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개발단계1) 전원 반응시간 현장설치방법2)
Phido-Phi

Phytoplankton camera
IV 200W 2Hz D,A,P,S

LOPC
Laser Optical Plankton Counter

III < 20W s T

CytoBuoy & CytoSense
Phytoplankton Flow cytometer

III s M,S

FlowCAM
Microscope & Flow cytometer

III 20W s M,S

Thin light
Sheet laser microscope

VI 100W A,P

VPR II
Video camera

IV 96W
117-

750ml/s
M,P,T

SIPPER2
Laser line-scan camera

V ~100W 10L/s A,T,R

SIPPER3
Laser line-scan camera

VII 20~60W 15L/s M,A,P,T,R

OceanCam
Deep-ocean camera

I 12-15V s M,T

UVP
Video camera

IV 25Hz P,S

ZOOVIS-SC
Camera with strobed light sheet

V 34W s M

1) 개발단계 : 상용 제품 운용단계(I), 1개월 이상 현장 운용가능하나 상용화 안됨(II), 개발 성숙
단계로서 장기 운용 시험중(III), 개발 성숙단계로서 단기 운용중(IV), 단기 해수 적용 단계(V), 
연구개발 초기 시작품 단계(VI)
2) 현장설치방법 : 현장계류(M), 표류부이(D), 글라이더(G), AUV(A), 프로파일러(P), Towed 
Vehicle(T), ROV(R), 선박(S) 

표 2.2.5 영상 센서(optical imaging sensor)의 현황 (자료: Daly et al., 2004)

그림 2.2.6 동물 플랑크톤 센서(Video Plankton Recorder, Optical Plankton Counter, 

Underwater Video Prof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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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전자 센서
○ 적조와 같은 유해조류대번성(HAB)을 조기탐지하고, 패독을 유발하는 독성 플랑크톤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현미경 관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Antibody probe와 
Oligonucleotide probe가 개발되었다. MBARI에서는 HAB 모니터링 등을 위한 DNA probe인 
Environmental Sample Processor(ESP)를 개발하여 41cm 직경, 90cm 높이로서 50m 수심
까지 사용 가능하며, 식물플랑크톤을 비롯하여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검출한다(MBARI, 
2006). 2012년에 현장 운영결과 리터당 100∼200개의 세포가 존재하는 Alexandrium 
fundyense를 성공적으로 검출하였으나 높은 가격과 현장 운영비용, 제한된 시료 분석갯수, 짧
은 현장 운영기간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림 2.2.7 수중계류형 DNA probe인 Environmental Sample Processor(ESP)

(7) 국내 현황
○ 2011년 국내의 해양조사장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약 150여 종이며, 그 

수량은 약 2,500∼3,000개로 추정되었으며, 95%이상이 외산장비로서 전체 장비금액은 1,500∼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011). 현재 해양조사장비 국산화 연구개
발사업으로 수중음향토모그래피(Underwater Acoustic Tomography)와 3-D 천부 지층 조사
장비가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해양용 센서중 국산화 성공 사례는 조위계
와 파고계이며, 다른 해양센서의 경우 국내 시장 규모가 작아 상용화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실정이다.

○ 하천 등 담수에서 사용되고 있는 센서는 수온, pH,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탁도, 클로로필 형광 
등으로서 YSI, Hydrolab, Troll 등 외산 다항목측정센서와 HACH , WTW 등에서 생산하는 개
별 센서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국내생산업체에서는 DO, pH, 탁도 등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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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항목만이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항목의 이온선택전극이 생산되고 있으나 해양에서
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바이오센서는 의료용만 시판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학계에서 전기화학센
서, 나노센서, 바이오센서 분야의 학술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제품화에 이르지 못하였
다. 국내 제조사에서도 담수용으로 6개 항목을 측정하는 다항목 측정센서를 개발하여 실증시험
중에 있으나, 수압, 수밀, 내구성, 정밀·정밀도 측면에서 해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
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용 엽록소 형광센서, 중금속 측정을 위한 수중형 XRF, 용존
산소 측정용 optode 등의 연구개발이 수행되었으나 제품화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 수질 TMS와 4대강의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시장 수요에 따라 COD, TN, TP, 용존 영양염류 항
목에 대하여 습식 분석을 자동화한 수질자동측정장치가 국산화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고, 연안이
나 하구 자동수질측정소에는 이러한 자동분석장치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중계류형 장비는 아직 
국내에서 개발된 바 없다.

○ 유체제어기술 등 국내의 랩온어칩 연구는 매우 활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의료 장비에 해당하며, 환경측정에 적용된 사례는 매우 적다. 최근 국내에서 
Lab-on-a-disc 형태로 해수중 영양염류 5종을 동시에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되었다(Hwang et 
al., 2013).

(8) 수중음향센서 

○ 1960년 이후 수중음향 센서를 이용한 해양환경 요소 (주로 해양동물 생태계) 측정은 미소 부
유 생물에서 대형 포유류에 걸친 해양 생물의 시공간 분포, 연직 분포 특성 파악 및 자원량 
추정에 활용하고 있다 (그림 2.2.8). 최근에는 MHz 이상의 초고주파 센서를 이용하여 미세 
조류 측정까지 활용 폭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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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음향 센서를 이용한 생태계 조사 (음향자원 조사) 예.

○ 수중음향 센서(sensor)는 센서의 특성에 따라 능동 센서 (active sensor, transducer) 및 수
동 센서 (passive sensor, hydrophone)로 분류한다. 능동 센서는 동일 센서에서 음파를 수
중에 보내고 해양생물에 맞고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하는 센서이며, 수동 센서는 수중생
물에 의한 신호만을 수신하여 생물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는 차이점이 있다 (그림 2.2.9).

○ 능동 센서는 미세 부유 생물(동물플랑크톤), 치어 어류, 성어, 포유류에 이르는 대부분의 해양
생태계 구성 생물체 탐사에 사용하며, 수동 센서는 생물체 자체적으로 소리를 발생하는 포유
류 및 산란기에 소리를 발생시키는 일부 생물종 탐사에 적용한다.

○ 해양생물 탐사를 위한 수중음향 센서는 대부분 압전 센서 (piezoelectric sensor) 형태로 제
작되며, 대상 생물의 크기 및 종류, 탐사 수심에 따라 주파수를 변경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제
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림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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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해양 생태계 조사에 활용되는 능동 및 수동 음향 

센서.

○ 음향 센서는 주파수 (frequency) 및 음원의 크기(source level)에 따라 탐지 영역이 다르다. 
해저 수심만을 측정하는 경우는 수신 신호의 도달 시간만을 고려하므로 탐지 거리가 증가하
나 생물체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 신호의 강도 (intensity)가 중요하다. 그림에서 18 kHz
의 저주파 센서는 해저면 탐지의 경우 7,000 m까지 탐지하는 반면, 생물체 탐사 수심은 최대 
1,100 m 까지 줄어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물체 분포 수심이 깊으면 저주파 센서 
(low-frequency transducer)를, 상층에 주로 분포하면 고주파 (high-frequency 
transducer)를 사용한다.

○ 음향 센서는 일반적으로 연구선 선저에 고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수심이 얕은 연
안조사에서는 예인체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선저 고정식은 압전 센서를 주로 활용하나, 
예인체 설치형은 디지털 센서를 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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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0 해양 생태계 조사에 활용되는 능동 및 

수동 음향 센서.

 

○ 저주파 센서의 경우 신호 분해능이 떨어져 정밀한 생태계 조사에서는 제약이 있으나 깊은 심
도 조사에 용이하다. 반대로 고주파는 신호 분해능이 좋으나 깊은 심도에 제약이 있어 2개 이
상의 주파수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을 dual-frequency 센서를 사용하기도 한다.

○ 수중음향 센서를 이용한 해양 생물의 조사는 수중 생물의 크기가 크면 저주파 센서를 적용하
며, 반대로 크기가 작은 미소 생물체에 대해서는 고주파 센서를 활용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배열 음향 센서를 적용하여 생물의 공간분포 특성 파악에 사용하고 있다.

○ 다양한 수중음향 센서는 연구선 선저 장착형 (그림 2.2.11). 해수면 고정 부이 설치형, 해저면 
고정 설치형 등으로 활용하며, 2000년 이후 최근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양 선진
국에 의해 수중 글라이더 (underwater glider), wave glider,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AUV) 등에 장착하여 활용 폭을 확장하고 있다 (그림 2.2.12~13).

○ 수중음향 센서를 이용한 해양환경 요소 측정의 대부분은 생물체, 해저면 특성 파악 파악에 치
우치고 있으나 최근에는 물성 특성 (수온, 염분 구조) 파악까지 활용 폭이 확대되고 있다 (그
림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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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연구선 장착 음향센서를 이용한 생물 분포 음향 에코그램

그림 2.2.12 미국 NOAA의 남서 수산과학센터에서 운용중인 음향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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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파력 글라이더 (wave glider)로 예인하는 어군탐지기 운용 

모식도. 

그림 2.2.14 광대역 음향 센서의 후방산란 신호로부터 측정한 염분 분포 예.

다. 해양환경 관측 플랫폼과 운영 

(1) 해양환경 관측 플랫폼
(가) 선박

○ 해양 관측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연구선을 이용한 관측이다. 일반적으로 연구선
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성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선이 아닌 일반 선박을 이용
하여 다양한 해양 관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선이 아닌 일반 선박을 이용
한 관측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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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NOAA에서는 GOOS(Global Ocean Observing System)의 일환으로 Ship od 
Opportunity Program(SOOP)를 운영하고 있다. 각 대양을 운행하는 선박으로부터 매일 
XBT 자료를 수신 받고 있으며, 일부 선박에는 Thermosalinograph를 장착하여 운항중 표층
의 수온 및 염분 자료를 얻고 있다. 

그림 2.2.15 NOAA에서 운영중인 SOOP의 XBT 관측 네트워크

○ 우리나라에서도 정기운항 선박을 이용한 Thermosalinograph 등 해양관측이 일부 이루어지
고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는 2012년 시험 운항을 거쳐 2103년부터 인천-동해항 운항 
화물선에 장비를 장착하여 수온, 염분, pH, 용존산소, 탁도, 클로로필, 영양염, CDOM 등 약 
10개 항목에 대해 매월 약 10회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강릉-울릉도 
여객선에 Thermosalinograph를 장착하여 매일 표층 수온, 염분, 클로로필을 관측하고 있
다.

그림 2.2.16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운항선박 이용 항적도



- 67 -

그림 2.2.17 국립수산과학원 강릉-울릉도 정기 여객선 이용 관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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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UV (Automatic Under Vehicle-무인자동화 탐사정)

○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중무인플랫폼 개발 및 운용이 활발한 나라로 다수의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AUV 및 수중글라이더 개발하고 있다. Bluefin Robotics는 미국의 대표적인 무인잠
수정 개발 및 제작사로 AUV형 수중로봇 Bluefin 시리즈를 개발하였으며, Hydroid는 
REMUS(Remote Environmental Measuring Units) 시리즈를 개발하는 등 기업에서 AUV
를 상용 플랫폼으로 개발하였다. 

모델 Bluefin-9 Bluefin-12 Bluefin-21

제원
1.8m(L)×0.22m(d)
65kg in air

2.1∼3.3m(L)×0.3m(d)
150∼250kg in air

3.18m(L)×0.54m(d)

성능
작전수심: 300m
운용시간: 12시간
최대속도: 4kts

작전수심: 300m
운용시간: 12시간
최대속도: 5kts

작전수심: 300∼4500m
작전반경
40nm(배터리)
400nm(연료전지)
 BPAUV: 18시간@3kts, 
54nm

특징/
임무

man-portable 
MCM, REA, 해저맵핑
리튬-이온 배터리

Modular, free-flooding
MCM, REA, 해저맵핑

MCM, REA, 상업용 조사/ 
연구용
SMCM

표 2.2.6 Bluefin Robotics의 Bluefin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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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REMUS 100 REMUS 600 REMUS 6000

제원
1.6m(L)×0.19m(d)
37kg in air

3.23m(L)×0.324m(d)
240kg in air

3.84m(L)×0.71m(d)
862kg in air

성능

최대수심: 100m
운용시간
22시간@3kts
8시간@5kts

최대수심: 600m, 1500m, 
3000m
운용시간: 70시간
최대속도: 5kts

최대수심: 6000m
운용시간: 22시간
최대속도: 5kts

특징
/
임무

1kWh 리튬-이온 배터리 
항법: LBL, USBL, DVL, 
GPS
센서: DVL, SSS, CTD
MCM, 상업적 조사/연구

5.2kWh 리튬-이온 배터리 
항법: INS, DVL, LBL,
WAAS GPS, P-Code 
GPS(군용)
센서: ADCP/DVL, SSS, 
Iridium, GPS, CTD (SAS, 
Video, SBS, 
Fluorometer)
MCM, 조사/연구

11kWh 리튬-이온 배터리 
항법: INS, DVL, LBL, 
WAAS GPS
센서: ADCP/DVL, INS, 
SSS, Iridium, GPS, CTD
(SBS, SBP, Video, 
camera
 & Light)
SAMS

※ WAAS GPS: Wide Area Augmentation GPS
  ADCP: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SAMS: Subsurface Autonomous Mapping System

표 2.2.7 美 Hydroid의 REMUS 시리즈

○  EU의 경우 군사용 및 다양한 해양 연구용 무인잠수정이 개발되어 활용 되고 있다. 노르웨이
는 수중 무인플랫폼을 활용한 수산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HUGIN 시리즈가 대표
적인 무인잠수정으로 HUGIN-2를 활용하여 노르웨이 서쪽 연안의 산호초 지도를 작성한 바 
있다. 영국은 Southampton 대학이 Autosub 이라는 무인잠수정 시리즈를 개발 하였으며, 
이 무인잠수정을 활용하여 스코틀랜드 수산연구소는 남극 한계빙하지역에서 크릴의 분포와 
양 및 행태 연구에 활용하였다. 그 외에도 프랑스 (Epaulard, Swimmer), 독일 (Seafox), 스
웨덴 (AUV-62F) 등 유럽의 각국은 해군용 혹은 해저탐사용 무인잠수정을 개발해 온 바 있
다.

○ 일본의 경우에는 90년대 후반부터 Urashima, MR-X1, Flatfish 등 다양한 무인 잠수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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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여 심해저 자원과 생물 탐사를 수행 중에 있다.

○ 중국은 90년대 초 러시아의 기술지원으로 CR-1 등 무인잠수정을 개발하였으며, SeaWing 이
라는 수중글라이더를 개발하여 동중국에서 시험 운용에 성공하였으나, 실제 해양 관측에 활용
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AUV 및 수중글라이더 자체의 개발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양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AUV는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감시망
을 보조하거나 좁은 해역에서 짧은 시간동안 정밀 관측을 필요로 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 미국은 해양학 역사상 단일 프로젝트로 최대인 무인해양관측시스템을 구축하는 Ocean 
Observatory Initiative (OOI) 프로젝트를 2007년부터 진행하였고 현재 일부 시스템이 구축
되어 성공적으로 실험을 마친 상태이며, 미국 연안에 무인 관측망을 구축하고, 전 세계 대양
의 거점 지역에 무인 관측망을 구성하는 계획인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저렴한 비용으로 해양
관측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특히 수중글라이더)을 포함한 통합 운용 시스템 구축하고 있
다.

○ 또한, 미국의 Integrated Ocean Observing System (IOOS)에서는 미국 연안에서 HF 
Radar, 연구선박, 인공위성, 무인항공기, AUV, 수중글라이더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해양 
예측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연방과 지역, 학계와 기업이 파트너쉽을 맺고 구성하는 통합 
관측망을 구축하였다. 

○ 캐나다의 Canada Observation Network (CON)은 해저케이블 기반의 Neptune 프로그램과 
수중 관측 기반의 VENUS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수중 관측 시스템은 수중글라이더 및 
AUV가 담당하고 있으며, 생태계 모니터링, 연안관측,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을 목표 하고 있
다.

그림 2.2.18 Canada Observation Network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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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내의 수중무인잠수정 관련 연구 및 개발은 다양한 선박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늦게 출발하였으나 수중로봇 관련 기초 및 핵심기술이 비교적 신속하
게 축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중무인잠수정 체계 개발은 군사용 수중무기체계의 개발과 더
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민간에서의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모델 연구/제작 기관 개발기간 용도 수준

CROV300 선박해양시스템공학연구
소 ∼‘92 해양탐사 연구용

OKPO-6000 대우조선해양 ‘93∼’95 해양탐사 운용
VORAM 한국해양연구원 ‘94∼’97 해양탐사 연구용

FRM 국방과학연구소 ‘96∼’99 잠수함설계 연구용

SAUV
한국해양연구원
/대양전기(주)

‘99∼’03 민군겸용 연구용

SNUUV-1 서울대학교 ‘00∼’02 해양탐사 연구용
KAUV 한국해양대학교 ‘06∼‘10 해양탐사 연구용
이심이 한국해양연구원 ∼‘09 해양탐사 연구용

수중글라이더 한국해양연구원 ‘13 ~ ’14 해양관측 군시험용
수중글라이더 한국과학기술원 ‘14 해양관측 실험용

표 2.2.8 국내의 주요 무인자율잠수정 개발 현황

 현재까지 국내 무인자율잠수정의 활용은 군사적인 분야 외에는, 천암함 사건 등 좌초된 선박의 위
치나 잔해 등의 탐지 등에 활용한 사례가 유일하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 가라앉은 천안함 선체 탐
사에 수중무인잠수정 활용이 매우 적합했으나,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중무인잠수정이 없어 국내
에서 개발한 ROV 해미래 만을 일부 활용하였으며, 2011년 제주에서 100km 떨어진 바다에 아시아
나 수송기가 추락하였으나 적절한 탐사 장비가 없어 잔해를 찾는데 매우 지연된 바 있다. 무인잠수
정과 수중글라이더 등을 국내 해양 감시망이나 관측망에 활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운용 시스템 개발
이 이루어진 전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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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제작기관) 제원 및 특징
OKPO-6000 (대우조선해양) 제원: 3.8m(L)×0.7m(d), 950kg

성능
운용수심: 6,000m 
운용시간: 10시간@3kts
특징/임무
센서: Video camera, SSS, 회피소나
심해저탐사, 해양조사

SAUV(한국해양연구원/대양전기) 제원: 3.2m(L)×0.75m(W)×0.99m(H), 450kg
성능
운용수심: 100m (설계수심: 400m)
운용시간: 6시간@3.5kts
특징/임무
센서: CCD camera, SSS, 4관절 로봇팔
연구용, 기뢰제거용 MDV

이심이(한국해양연구원) 제원: 1.58m(L)×0.2m(D), 38kg
성능
운용속도/거리: 3kts/20km 
특징/임무
동력: 리튬종합관리폴리머 배터리
센서: ATM, AHRS, Depth, Sonar, DVL
천해역 해양과학조사, 해저지형 맵핑

보또(삼성탈레스) 제원: 1.58m(L)×0.2m(D), 42kg
성능
운용속도/거리: 3kts/20km 
특징/임무
동력: 리튬종합관리폴리머 배터리
센서: ATM, AHRS, Depth, Sonar, DVL
천해역 해양과학조사, 기뢰탐사, 해저지형 맵핑

KAUV(한국해양대) 제원: 1.38m(L)×0.2m(D), 22kg
성능
운용속도/거리: 5kts/20km 
특징/임무
동력: 리튬폴리머 배터리
센서: ATM, AHRS, Depth, Sonar, DVL

 

표 2.2.9 국내 개발 주요 수중무인잠수정의 성능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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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중글라이더

○ 수중 글라이더는 수중 무게 조절, 선수각 조절, 날개를 이용한 양력 발생에 의한 추진력과 러
더 조절, 내무 무게 중심 이동에 의한 수평 조향에 의하여 이동 및 제어를 하는 동작 원리이
다 (그림 2.2.19). 

○ 수중 글라이더에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요소로는 ① 가라 앉고 떠오르는 양력 발생을 위한 수
중 무게 조절 ② 수직 양력을 수평 양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수각 조절 ③ 내부의 부착한 무
게 추를 이용하여 무게중심 이동 ④ 날개를 이용하여 양력 발생 극대화이다.

그림 2.2.19 수중 글라이더의 기본 동작을 위한 내부 및 외부 구조

그림 2.2.20 수중 글라이더의 기본 내부 및 외부 구조

○ 현재 해양조사에서 운용중인 주요 수중 글라이더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Slocum : 미국 Teledyne Webb Research에서 개발된 수중 글라이더로서 전기를 이용하여 
부력 제어 추진 방식을 사용하는 Slocum Electric과 수심에 따른 온도차를 이용한 
Thermal 엔진을 부력 제어 방식으로 사용하는 Slocum Thermal 등 두 가지 모델이 있다. 
Slocum Electric은 수심 200 m 까지 운용되는 연안용과 수심 1,000 m 까지 잠항 가능한 
모델로 다시 구분된다 (그림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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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Slocum Electric과 Slocum Thermal 수중 글라이더

 - Spray : 미국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SIO)와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e (WHOI) 에서 공동 개발한 수중 글라이더로서 전기를 이용한 부
력 제어 추진 방식의 글라이더이다. 날개에 통신 및 GPS 안테나가 장착 되어 있으며, 최대 
수심 1,500 m 까지 잠수가 가능하다 (그림 2.2.22).

 - Seaglider : 미국 Washington Univ. Applied Physics Lab.에서 개발한 글라이더로서 전기
를 이용한 부력 제어 추진 방식의 글라이더이다. 최대 수심 1,000 m 까지 잠수가 가능하다 
(그림 2.2.22).

그림 2.2.22 Spray 수중 글라이더 (좌), Seaglider (우)

 - Liberdade XRay : 미해군 PLUSNet (Persistent Littoral Undersea Surveillance 
Network)의 수중 무인체계 프로젝트로 개발되었으며 디젤 잠수함을 추적하는 목적으로 만
들어졌다. 현재까지 만들어진 수중 글라이더 중 가장 크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전력량과 
탑재할 수 있는 장비의 크기 또한 커졌으며, 이에 따라 장기간 동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
다. 1 ~ 5 knot의 속도, 1200 ~ 1500 km의 항해 거리, 6 개월의 동작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림 2.2.23).

 - ANT Littoral Glider :　미국 ANT　(Alaska Native Technologies, LLC) 사에서 제작한 수중 
글라이더로서 수중 소음 측정용으로 만들어졌으며 수중 청음기를 몸체 앞에 부착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　m의 잠항　능력, 120　kg의 무게와 2　knot의 빠른 속도로 운항할 수 
있습으며 이러한 빠른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수중 글라이더에 비해 2배 가까이 무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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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켰고 2.5 L의 용량을 가지는 부력 엔진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2.2.24).

그림 2.2.23 Liberdade 수중 글라이더 (좌), ANT Littoral 수중 글라이더 (우)

 - Sea-Explorer : 프랑스 ACSA Underwater GPS사에서 제작한 수중 글라이더로서 형태적으
로는 수평 날개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Sea-Explorer를 수중 모뎀 장착하면 수상에서 부이
나 선박을 이용하여 수중 통신을 통해 제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통신
이나 위치 보정을 위해 수상에 떠오르지 않고 수중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그림 2.2.25).

그림 2.2.24 Sea-Explorer 수중 글라이더

 - 기타 국외 :　이탈리아에서는 Fo`laga라는 6 시간 운행 가능한 수중 글라 이더를 개발하였고, 
일본 오사카 대학에서는 연구용 수중 글라이더 ALEX를 개발하였고 큐슈대에서 수중글라이
더 Tsukuyomi을 개발하여, 고비용의 계류형 관측 장비에서 벗어나 저비용의 수중글라이더
로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시험 운용에 성공하였다. 프랑스는 Ecole Nationale Superieure 
D'Ingenieurs에서는 Sterne이라는 연구용 글라이더를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도 유사한 수
중 글라이더를 개발하여 시험 평가중이다. 이 밖에도 군용으로 개발된 Z-Ray 등의 글라이더
가 활용 중에 있다.

○ 현재 각국에서 운용중인 주요 수중 글라이더의 특징을 표 2.2.1에 요약하였다. 총 4 가지 종
류의 서로 다른 수중 글라이더에서 속도는 0.5 – 2 노트의 속도로 이동하며, 운용 수심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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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 m 까지 다양하다.

Underwater glider 종류

Slocum Seaglider Spray ANT Littoral

속도 0.78 knots 0.49 knots 0.49 knots 2 knots

페이로드 무게 4 kg - 3.5 kg 5 kg

페이로드 크기 9 L - - 6 L

탑재 배터리 용량 2.4 kwh 2.8 kwh 3.6 kwh 4.4 kwh

최대 잠항 수심 200 m 1000 m 1500 m 200 m

무게 52 kg 52 kg 51 kg 120 kg

미션 수행 거리 1500 km
(알카라인기준)

4600 km
(리튬기준)

4700 km
(리튬기준)

2667 km
(리튬기준)

미션 수행
가능일

30 일
(알카라인기준)

220 일
(리튬기준)

330 일
(리튬기준)

30 일
(리튬기준)

위성 통신 Iridium Iridium Iridium GlobalStar
Iridium

부력 엔진 크기 0.52 L 0.84 L 0.91 L 2.5 L

탑재 센서 CTD 외 CTD 외 CTD 외 CTD,SVTP,
Hydrophone 외

표 2.2.10 각국에서 운용중인 수중 글라이더 종류 및 성능 비교

○ 수중 글라이더의 운용성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인 미션 수행거리는 1500 – 4600 km, 운용 가
능 시간은 30 – 330일로 연안 및 대양에서까지 운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 수중 글라이더의 제어는 글라이더가 수중에서 이동할 때는 수중통신 모뎀을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의 경우 육상 기지국과 교신이 제한된다. 따라서 사전에 설정된 시스템 제어 값을 기준
으로 수중 기동을 실시하게 된다. 표층에 떠올랐을 때 끝 부분에 설치된 위성 안테나를 통해 
위성 통신을 하며 이때 위치 정보 및 자료를 육상 기지국에 전송하며 또한 새로운 입력 명령
을 수신한다 (그림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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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5 수중 글라이더와 육상 기지국과의 통신

○ 수중 글라이더는 무인 수중 관측 시스템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율제어 부분이다. 육상 기
지국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의해 지정한 위치로 이동하는 능력 여부에 따라 효율성 및 운용성
이 좌우되게 된다. 그림 2.2.27는 미국 해양대기국 (NOAA)에서 멕시코 만에서 운용중인 수중 
글라이더의 제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총 10기의 수중 글라이더는 운용자가 지정한 좌표에 
따라 수중 기동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용되는 예이다.

그림 2.2.26 미국 멕시코 만에서 NOAA가 운용중인 수중 글라이더의 제어 성능

○ 멕시코 만과 같이 특정 해역을 운용하는 것 이외에 대양 관측에 운용하기 위한 장거리 이동 
능력 평가에서도 수중 글라이더는 성공적으로 제어 기능을 보여 기존의 연구선에 의존하던 
대양 연구에서 수중 글라이더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28). 그림에서 수중 
글라이더는 미국 동부 뉴져지에서 출발하여 221일 동안 대서양을 횡단하여 스페인 서부 연안
까지 이동하여 대양에서의 운용성 평가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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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7 대양 운용성 평가를 위해 대서양을 횡단하는 수중 글라이더의 이동 궤적
○ 수중 글라이더는 육상 제어국을 통해 개별 시스템으로 운용이 가능하므로 동시성 관측이 필

요한 해양조사에서는 복수의 글라이더를 사용하여 편대 운용이 가능하다. 그림 2.2.29의 미국 
서부 태평양 연안에서 5 대 (좌측) 및 10 대 (우측)를 이용하여 동시에 운용한 궤적을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편대 운용은 여러척의 연구선을 운용해야 하는 고비용 해양 조사에서 효율성
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2.2.28 (좌) 5 대, (우) 10 대로 편대 운용성을 보여주는 수중 
글라이더 

○ 수중 글라이더는 무인 수중 관측 시스템으로 탑재 센서를 통한 양질의 해양자료 측정 정도에 
따라 효율성 극대화가 결정된다. 글라이더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고 사용 전원의 한계 때문에 
탑재 센서는 소형화 및 저전력 특성을 가지고 있다.

○ 현재까지 탑재 가능한 센서는 Temperature, Salinity, Dissolved oxygen, Chromopho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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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olved Organic Matter (CDOM), Current meter, Fluorescence, Acoustic 
transducer & receiver 등 일반적인 해양 조사dp 사용하는 대부분의 센서가 적용 가능하다. 

○ 그림 2.2.30은 미국 서부 연안에서 수중 글라이더에 탑재한 Temperature, Salinity, 
Dissolved oxygen, Chromophoric Dissolved Organic Matter (CDOM)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실측치 예이다. 총 5 개 정선에서 관측한 수심별 환경 자료로 조사선에서 관측한 결과
와 비교했을 때 자료의 연속성 측면에서 좋은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서도 태평양 쪽으
로 글라이더를 운용하여 해양환경 자료를 수집하며 운용하고 있다 (그림 2.2.31).

그림 2.2.29 미국에서 수중 글라이더를 이용한 해양 환경 자료 예

그림 2.2.30 일본의 태평양에서 수중 글라이더를 이용한 해양 환경 자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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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조사 목적의 수중글라이더 운용은 연구선의 운용 비용 및 조사상의 어려움이 있는 해양 
포유류의 조사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즉, 포유류가 분포하는 해역에서 수중 청음기 센서
를 이용하여 장시간 체류하면서 포유류의 소리를 녹취하여 포유류의 생태 연구에 적용하고 
있다 (그림 2.2.32).

그림 2.2.31 해양 포유류 연구에 사용되는 수중글라이더 및 수중 소리 녹취 예

○  유럽 9개국 14개의 관련기관들은 Arctic Observing Network을 통해 해양 관측 및 북극해
와 인접한 바다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어 해양 수환, 수괴변동, 해표
면 상태, 해빙 및 북극해 주변의 생화학적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 관측 시스템에서 
수중글라이더는 해빙 아래에서의 해양 환경 관측 뿐 아니라 해빙 두께 감시에 활용하고 있고, 
인공위성으로부터 위치를 인식할 수 없는 해빙 아래에서 수중글라이더를 운용하기 위해 수중
음향을 기반으로하는 위치 인식 시스템을 활용중에 있다(그림 2.2.33~34).

그림 2.2.32 US-IOOS의 모식도 그림 2.2.33 Arctic Observing Network 모식도

○  유럽연합의 공동출자로 진행되었고 9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19개의 기관들이 공동으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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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시작된 European Glider Ocean Observation Management (GROOM)는 해양 관측 및 
연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관측망 구축 프로그램으로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자원, 안보 등의 
복합적인 목표 하에 수중글라이더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2.2.35).

그림 2.2.34 European Glider Ocean Observation Management 모식도

○ 여러 가지 프로젝트 이외에도 현안 문제에 대해 수중글라이더를 이용한 관측 및 감시 활용 사
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0년 멕시코 만에 있었던 원유 유출 사고에 이동형 수중 무인감시 플
랫폼이 투입되어 유류 유출 범위와 확산, 생태계 영향 등 사고 대응에 활용된 바 있고, 미국은 
NOAA Integrated harmful algal bloom 예측 시스템에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적조 감시 
기술 (모트해양연구소 개발)을 추가하여 성공적으로 독성 적조 생물과 비독성 적조 생물을 분
리하여 예보하고 있다(그림 2.2.36~37).

○ 여러 가지 프로젝트 이외에도 현안 문제에 대해 수중글라이더를 이용한 관측 및 감시 활용 사
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0년 멕시코 만에 있었던 원유 유출 사고에 이동형 수중 무인감시 플
랫폼이 투입되어 유류 유출 범위와 확산, 생태계 영향 등 사고 대응에 활용된 바 있고, 미국은 
NOAA Integrated harmful algal bloom 예측 시스템에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적조 감시 
기술 (모트해양연구소 개발)을 추가하여 성공적으로 독성 적조 생물과 비독성 적조 생물을 분
리하여 예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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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5 수중글라이더 활용 예 -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 대응

그림 2.2.36 수중글라이더 활용 예 - 적조 생물 탐지

○ 또한, 미국 WHOI는 뉴 잉글랜드 부근에 출현하여 지역 관광 산업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Right Whale의 생태를 감시/보호할 목적으로 소음 발생이 전혀 없는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하
고 있기도 하다. 미국 알래스카 대학에서는 수중글라이더 및 무인잠수정에 어군 탐지 센서를 
부착하여 어군의 종류와 분포를 관측함으로써 수산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미국 WHOI 및 워싱턴 대학 등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되었을 경우 얼마나 빠르
게 수층으로 확산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해양 혼합정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수중글라이더에 접
목하여 활용 중에 있다. 미국 Rutgers 대학에서는 허리케인이 미국 본토로 오기 전에 수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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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를 태풍 예상 궤적 상에 위치시키고 해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허리케인 예보 
센터에 제공함으로써 허리케인 강도 예측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그림 2.2.38).

 

그림 2.2.37 수중글라이더 활용 예 – 태풍 경로 예측

○ 국내 수중글라이더 현황 

 - Slocum : 미국 Teledyne Webb Research에서 개발된 수중 글라이더로서 국내에서는 서울
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서 연구용 수중 글라이더 SNU 글라이더를 설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ANT 수중 글라이더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실해역에서 시험 평가를 
거쳐 운용 능력을 확보했으며, 최근 국방 분야 활용을 목적으로 수중 글라이더 자율 제어 기
술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그림 2.2.39).

그림 2.2.38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동해중부 해역에서 시험 운용한 수중글라이더

(라) 웨이브글라이더 (Wave glider) 

○ 웨이브글라이더는 표층의 파도의 움직임을 동력원으로하여 항해하는 장비로 항해에 필요한 
동력은 거의 필요하지 않아 작은 양의 배터리로 장시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웨이
브글라이더는 최초 MBARI에서 개발하였으며 현재에는 미국의 Liquid Robotics사가 제작‧판
매하고 있다. 웨이브글라이더의 보급이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나라 또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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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이를 이용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않고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 웨이브글라이더의 활용 예를 살펴보면 하와이를 중심으로 태평양을 횡단하여 기상 및 파고와 
해류 관측이 수행되었다. 웨이브글라이더는 무인으로 파도를 이용하여 항해하는 장비이지만 
GPS 자료로부터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도록 제어가 가능하므로 부이를 이용한 관측을 대신하
기도 한다. 실제 미국 몬트레이 만에서 실측한 결과 기존의 부이는 직경 1.7 km 내에서 관측
을 수행하였으나 웨이브글라이더는 50m 이내에서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였다(그림 
2.2.40~41). 

그림 2.2.39 하와이를 중심으로 웨이브글라이더를 이용한 태평양 횡단관측 수행 

항적도

그림 2.2.40 부이관측과 웨이브글라이더 관측 위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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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글라이더에 장착하여 관측이 가능한 장비는 Weather station, Wave Sensor, ADCP, 
Camera, Video Camera, CTD, Hydrophone, Fluorometer, DO meter 등 이다. 그 외에
도 현재 개발된 모든 센서를 장착할 수 있지만 웨이브글라이더가 갖는 payload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장비를 장착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장착되는 장비의 장착 위치와 장비에 부력을 
더하는 경우에는 payload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그림 2.2.42). 

그림 2.2.41 웨이브글라이더에 장비를 장착한 다양한 예

○ 또한, 웨이브글라이더는 수중 글라이더와 달리 항상 관제센터와 양방향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
으므로 실시간으로 위치의 추적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장착된 장비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분실의 위험이 다른 무인 관측 장비에 비해 훨씬 덜하고 실시간으로 자
료를 전송 받을 수 있다.

○ 웨이브글라이더는 자체 동력없이 파고의 높고 낮음의 차이로 발생하는 부력체 (surface 
float) 위치 이동에 따른 수중 날개(wing)에서 발생하는 양력의 힘으로 이동하는 무인자율 관
측체이다. 

○ 부력체 하강시 자체 무게에 의해 날개도 같이 하강하며 양력이 발생하며, 반대로 부력체 상승
시 날개도 동반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양력에 의해 전진하는 에너지를 얻는 원리를 적용한다. 
표층 부력체에 설치된 GPSS 안테나로부터 위치 보정을 하며, 위성 통신을 통해 육상 혹은 해
상 기지국과 자료 전송 및 제어 정보를 송・수신한다 (그림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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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2 파력 글라이더의 이동 원리

○ 웨이브글라이더는 표층의 부력체, 수중의 날개부, 수중 및 부력체 설치 센서부, 전지부, 태양
열 전지판, GPS, 위성통신 안테나 등으로 기본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2.2.44). 

그림 2.2.43 파력 글라이더의 구성

○ Wave glider는 전장이 2 m 정도로 길이가 짧아 대형 연구선이 아닌 작은 어선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운용체로 해상에서의 운용 측면에서는 전문 운용선이 없이 운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림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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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4 수중 및 어선에 탑재한 wave glider

○ Wave Glider의 속력은 파랑의 진폭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 원리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속력을 조절할 수는 없으며 방향 조정을 통한 위치 조정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양에서 파랑 
에너지는 항시 존재하므로 속도의 세기에 영향을 주지만 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조건이
다.

○ Liquid Robotics社에서 제공하는 SV2 Wave Glider의 경우, Sea State 1에서는 최대 0.5 
kts, 4에서는 최대 1.6 kts의 속력으로 이동한다. 최근 계량된 SV3 Wave Glider의 경우, 수
중 날개부 후미에 장착된 스러스트(Thruster)를 사용하여 Sea State 1에서 최대 1.5 kts, SS 
4에서는 최대 2.3 kts의 속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량되었다. 

○ 표 2.2.2에 현재 가장 많이 운용되는 wave glider의 중요 재원을 보여주고 있다. 표층 부력체
의 길이는 약 2 m 이며, 부력체 내부에 리튬 전지 및 태양열 전지판을 탑재하여 센서부, 자료 
처리부, 위성 통신부의 전원을 제공한다.

Wave glider
float part
(surface)

wing part
(underwater)

sensor part
(surface/underwater)

dimension length 208 × 
width 60 cm

length 40 × 
width 191 cm -

power Lithium, solar - Lithium, solar
Communication satellite - -
speed 0.4 ~ 2 knots
operation day min 1 month

measurement
  sea weather data, underwater sound
  temperature, salinity, chlorophyll, DO etc
  ship density

표 2.2.11 Wave glider 중요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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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ve glider는 2009년 미국에서 개발되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구일주 13회에 해당하는 
55만 km의 실해역 적용을 통해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종 센서 부착을 통해 다양한 해
양 관측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대양 및 장애물이 없는 조사 연안 조사에서 많은 장점을 주고 
있다 (그림 2.2.46)

그림 2.2.45 파력 글라이더의 대양 운용 track

○ 여러 장점으로 인해 기존 해양 관측의 제한점(연구선 이용, 부이 운용 불안정성, 반복 및 정선 
조사, 년중 조사 등)을 극복하는 차세대 관측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 Wave glider는 육상 기지국에서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한 체계이므로 1대를 운용하는 개념 
이외에 복수의 시스템을 운용하여 각 시스템에 조사 영역을 할당하는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다. 미국 서부 연안에서 시험 평가한 복수 시스템 운용에서 각각의 시스템은 할당된 지역에
서 안정된 운용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림 2.2.47).

그림 2.2.46 미국 연안에서 복수의 파력 글라이더를 운용하는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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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글라이더는 해양환경 관측 목적 이외에 수중 통신을 위한 gateway로 적용하여 “수중
탐사 음향장비 ↔ 웨이브글라이더 ↔ 육상 기지국“과 연동시킴으로서 수중 표적 탐지에도 활
용되고 있다 (그림 2.2.48). 

그림 2.2.47 수중 무선통신의 gateway로 운영하는 wave glider

○ 운용 기간은 최소 1개월이며, 전지 성능에 따라 운용 기간은 증가하게 된다. 탑재 및 운용 센
서는 해양 기상관측 센서, 수온/염분 센서, 수중음향 센서, 클로로필, 용존산소, 선박 밀도 등 
사용자에 의해 선택할 수 있다. 표층 관측에 제한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중 날개부에 예인선을 
장착하여 센서를 부착함으로서 수층 자료를 측정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그림 2.2.49)

그림 2.2.48 Wave glider 수중 날개부에 예인선을 장착하여 수층 자료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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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특히 수상 선박 감시를 위하여 선박 자동식별 장치 (AIS), 적외선 (IR) 센서가 기본
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HD급 전방 카메라 (주간용), 광학 센서 (EO) 등을 추가 장착하여 주변 
영상 자료를 동시에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층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윈치 시스템 탑
재가 설계되고 있다.

그림 2.2.49 (좌측) 호주-미국 운용 시험에서 측정한 Chlorophyll fluorescence 
data, (우) 미국 섵평양 연안에서 유해적조 모니터링을 위한 Wave glider 운용

○ Wave glider를 이용한 해양관측 적용은 초기에는 주로 운용성 때문에 대양 관측 적용에 초점
을 맞추어 호주-미국, 일본-미국 등 장거리 이동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2.2.50 좌측 그림
은 호주-미국을 이동하면서 측정한 Chlorophyll fluorescence data를 보여주고 있다. 

○ 해양조사의 많은 부분이 연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운용 확장성을 위하여 최근에는 연안
역 조사에 적용하는 추세이다. 그림 2.2.90 우측의 그림은 미국 서부 몬트레이 연안에서 유해
적조의 출현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웨이브글라이더를 적용한 예이다. 물리분야 적용의 예인 
그림 2.2.51은 웨이브글라이더에 설치한 초음파 유속계로부터 측정한 유속의 예이다 (그림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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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0 웨이브글라이더에 장착한 ADCP로부터 측정한 유속 자료의 예

그림 2.2.51 웨이브글라이더에 장착한 ADCP로부터 측정한 
태풍 자료의 예

○ 최근에는 연구선 혹은 해양관측부이 운용으로 관측하기 힘든 태풍 근처로 웨이브글라이더를 
기동하여 태풍 해역에서의 해양 특성, 바람장, 기압장 등을 성공적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2.2.52), 이러한 극한 해양환경에서의 성공적인 운용 능력은 향후 해양연구에서 측정이 불가
능한 환경에서의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웨이브글라이더 운용의 핵심은 원격 제어 및 자료 전송 등이 포함되는 제어 능력이다. 수 백, 
수 천 km 떨어진 해양에서의 운용은 육상 혹은 선박 제어국에서의 전송한 명령을 수신하고, 
수신된 좌표를 기준으로 운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wave glider 운용시 육상 제어국 
운용은 필수적이다. 그림 2.2.93는 미국 Rutgers 대학에 위치한 연안 해양관측 실험실 
(Coastal Ocean Observation Lab, COOL)의 육상 제어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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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2 국내에서의 Wave Glider 실해역 실험 (거제도-부산, 
2014년)

○ 국내 웨이브글라이더 운용 현황

 - 웨이브글라이더가 2009년 개발된 이후 최근 5 년간 미국을 비롯한 해양 선진국에서는 해양 
조사와 해군용으로 발전시키면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군사용으로만 부분
적으로 도입되어 시험 평가를 하는 수준이다.

 - 국내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처음으로 시험 평가를 실시하였다. 도입된 웨이브글라이더
의 운용 실험을 위해 2014년 봄에 거제 장목항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운용 평가를 실시하였
다. 선박 통행량이 매우 많은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미션을 수행
하여 국내 해양 조사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2.2.53). 

 - 국내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처음으로 시험 평가를 실시하였다. 도입된 웨이브글라이더
의 운용 실험을 위해 2014년 봄에 거제 장목항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운용 출발한 glider는 
태풍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사용자가 지정한 해상 좌표를 따라 태풍 속에서의 표층 해양환경 
자료를 성공적으로 취득하였다.

 - 순수 해양연구 접목을 목적으로 한 wave glider 운용은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국
방 목적의 글라이더는 다양하게 접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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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3 국내에서의 Wave Glider 실해역 실험 (거제도-부산, 2014년)

그림 2.2.54 태풍 주변부에서 wave Glider 실해역 실험 (제주도 남서 해역,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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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생물 채집과 분석
가. 해양생물 채집

(1) 식물플랑크톤

○ 식물플랑크톤은 해양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생산자로써, 현재까지 4000종 이상의 해양 
식물플랑크톤이 보고되어 있다 (Simon et al., 2009). 이들은 또한 환경변화를 대변하는 생물
학적 indicator로써 작용을 하여 global warming 뿐만 아니라 acidification에 민감하게 반
응을 보인다. 이러한 식물플랑크톤은 크기에 따라 0.2~2 μm인 pico-plankton, 2~20 μm인 
nano-plankton, 20~200 μm인 micro-plankton으로 구분한다 (그림 2.2.55).

그림 2.2.55 Definition of phytoplankton as size difference 

○ 식물플랑크톤의 채집은 크게 정량분석을 위한 채집과 정성분석을 위한 채집으로 구분이 된다. 
식물플랑크톤 정량분석은 Niskin water sampler를 통해 연구자가 관심 있는 수심별로 채수
를 한다. 채수된 시료는 1 L 폴리에틸렌 (Polyethylene) 시료병에 담아 보관하며, 즉시 연구
자가 분석 목적에 맞는 적정한 고정액(루골, 포르말린, 글루타알데히드 등)을 사용하여 고정한
다. 이후, 실험실로 이송하여 시료병을 48시간 이상 흔들림이 없는 편평한 곳에 정치하여 식
물플랑크톤이 완전히 바닥에 가라앉힌 후 사이펀으로 상등액을 제거하여 시료를 100 mL로 
농축한다. 농축한 시료의 일정량 (1 mL/100 mL 또는 0.1 mL/20 mL)은 식물플랑크톤을 동
정, 계수하는데 이용한다. 현미경으로 종을 관찰하기 전, 시료를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농축 시료를 조심스럽게 잘 흔들어서, 균일하게 혼합된 시료를 분취한 후에는 
Sedgewick Rafter chamber 계수판에 시료를 넣고 200-400배에서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다(그림 2.2.56). 시료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전에는 임시로 100 mL 시료병에 시료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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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찰 후에는 자료검증과 향후 시료 재분석을 위하여 고정액을 첨액하여 20 mL 바이
알병(vial)에 최종 보관한다. 이때, 100 mL 시료의 일부를 20 mL 바이알병에 보관할 경우에
는 희석비율을 병뚜껑에 반드시 명기한다.

○ 식물플랑크톤 정성분석은 식물플랑크톤 네트(Kitahara type net; 구경 30 cm, 망목 20 μm)
로 저층부에서 표층까지 수직 예인하여 시료를 채집한다. 채집한 식물플랑크톤 시료는 100 
mL 원형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시료병에 담은 후 선상에서 적정 고정액으로 고정한다. 
이렇게 고정된 시료는 식물플랑크톤 출현종을 파악하기 위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검경, 동정을 
한다. 동정의 순서는 먼저, 채집시료를 적당량 분취하여 편평한 slide glass에 떨어뜨린 다음, 
cover glass를 덮고 200-1000배 배율에서 관찰함. 자료검증과 향후 시료 분석을 위해 네트 
채집시료는 20 mL 바이알병(vial)에 옮겨 담아 보관 한다. 

그림 2.2.56 Analysis processess of phytoplankton communities

(2) 해양 동물

○ 해양 동물은 종에 따라 크기, 수명, 생물량, 유영속도, 서식 수심, 서식처, 분포, 생활사 등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해양 동물의 특성으로 인해 연구 목적에 적합한 많은 종류의 채집기기
가 개발되었다. 크기가 작아 유영 능력이 미약한 소형동물플랑크톤은 채수기, 펌프나 또는 미
세 망목의 입구가 작은 소형 네트가 적합하다. 이에 반하여 유영능력이 큰 중형이나 대형플랑
크톤은 입구가 큰 IKMT (Isaacs-Kidd midwater trawl) 등을 사용한다. 동물플랑크톤의 서
식 습성을 고려하여 표층 서식 생물은 Manta net을, 수층별 분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MOCNESS (Multiple Opening and Closing Net and Environmental Sensing System)를 
활용한다. 동물플랑크톤과 어란의 정밀 지리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선의 이동 속도에 영
향을 받지 않고 연속으로 CUFES (Continuous Underway Fish Egg Sampler)로 표본을 수
집한다(그림 2.2.58~59). 동물플랑크톤의 양적 분석을 위해 실물 표본 대신 LOPC 
(Laser-Optical Plankton Counter)나 UVP (Underwater Video Profiler)를 이용하여 영상
을 확보한다(그림 2.2.60).

○ 많은 해양생물들은 공통적으로 일생 중 적어도 한번은 부유생활기를 보낸다. 이들의 주요 구
성원은 동물플랑크톤이지만 다양한 종류의 대형 무척추 동물의 난과 유생은 물론 어류의 난
자치어도 그 일원이다(그림 2.2.65). 이와 같은 해양생물들의 동물플랑크톤 네트나 채수만으
로 표본의 수집이 가능하다. 수집된 생물들은 광학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 등을 활용한 정밀 



- 96 -

형태 관찰 후 종을 동정하다. 최근에는 분자마커를 이용한 동물플랑크톤은 물론 형태적으로 
종 분석이 어려운 무척추동물의 난과 유생은 물론 어란도 종수준으로 종 동정이 가능하다(그
림 2.2.66). 

그룹a               크기           주요 생물군
1. 초미세플랑크톤   < 2um         박테리아
2. 미세플랑크톤     2~20um       곰팡이류, 작은 편모류, 작은 규조류
3. 소형플랑크톤     20~200um     대부분 식물플랑크톤, 유공충류, 섬모충류, 윤충류,
                                  요각류의 노플리우스 유생
4. 중형플랑크톤     200um~2mm   지각류, 요각류, 미충류
5. 대형플랑크톤     2~20mm       익족류, 요각류, 난바다곤쟁이류, 모악류
6. 소형유영동물     20~200mm     두족류, 난바다곤쟁이류, 심해새우류, 샛비늘치류 
7. 거대플랑크톤     > 20mm       해파리류, 탈리아류
a그룹 1~3, 채수병을 사용하여 채집하는 플랑크톤; 그룹 4~6, 채집망을 이용하여 채집하는 플랑크톤 

표 2.2.12 Dussart(1965)에 의한 크기별 동물플랑크톤의 분류(심과 김, 1984)

그림 2.2.57 로젯샘플러(좌상). IKMT(우상), Manta net(좌하), CUFES(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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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1 동물플랑크톤의 광학이미 획득을 위한 LOPC(좌)와 

UVP(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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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2 다양한 종류의 해양부유동물과 난자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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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3 16S 분자마커로 종동정된 해양동물의 어류와 무척추동물의 난

(1. Katsuwonus pelamis; 2. Thunnus alalunga; 3. Makaira nigricans; 4. Acanthocybium solandri; 5. Callionymus eneactis; 6. 

Diodon hystrix; 7. D. holocanthus; 8. Vinciguerria nimbaria; 9. Brama dusumiieri; 10. B. orcini; 11. Cubiceps paradoxus; 12. 

Cubiceps whiteleggii; 13. Gempylus serpens; 14. Phtheirichthys lineatus; 15. Ranzania laevis; 16. Seriola dumerili; 17. 

Engraulis japonicus; 18. Encrasicholina punctifer; 19. Coryphaena equiselis; 20-21. Coryphaena hippurus; 22. Enoploteuthis 

higginsi; 23. Euphausia sp.; 24. Euphausiidae sp.1.) 

나. 해양생물 분석

○ 해양식물플랑크톤의 분석 중 고전적이며,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현미경을 
이용한 종 동정 및 계수하는 방법이다. 그 후, 식물플랑크톤의 색소를 이용한 분석뿐만 아니
라, 1990년대 이후, 유전자를 이용한 분석이 점차 일반화 되었다. 아래와 같이 식물플랑크톤 
채집부터 결과 도출까지의 일반화를 정리하였다(그림 2.2.66).

 - Quantitiative sampling: water bottles (Nansen, vanDorn, Ruttner, Niskin types), 
Tube (integrated water sampling), plankton net, automated sampling devices 이용

 - Preservation: Lugol's iodene acid, Aldehydes, saline ethanol, freezing of raw 
samples

 - Storage: Dark and refrigerate
 - Concentration: sedimentation, filtering, centrifugation, homogenisation and DNA 

extraction for some molecular techniques
 - Identification: Microscopy, molecular biological techniques, flow cyt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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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ults: number of organisms or biomass per liter and species composition 
(biodiversity)

 - Quality control: test for repeatability estimation of variability due to method or 
persons performing analysis

 - Interpretation of results: comparison with existing data, statistical analysis species 
composition (biodiversity)

 - Quality control: test for repeatability estimation of variability due to method or 
persons performing analysis

 - Interpretation of results: comparison with existing data, statistical analysis

그림 2.2.64 Schematic drawing of the steps from 

sampling to results (UNESC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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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ous Plankton Recorder (CPR)를 이용한 연속 동·식물플랑크톤 채집
 - Plankton sampling instrument 중의 하나인 CPR은 1931년 Sir Alister Hardy가 

제안한 이후 가장 오래된 marine monitoring programe중의 하나임 (그림 2.2.67). 
2007년 기준 CPR은 상선이나 여객선 (ships of opportunity)에 장착하여 총 약 
1000만km를 샘플링하였다(그림 2.2.68). 

그림 2.2.65 Changes in storatge and accessibility of Continuous Plankton Recorder (CPR) 

data through time. GOOS: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PCI: phytoplankton colour 

index; SAHFOS: Sir Alister Hardy Foundation for Ocean Science (Stevens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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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6 Number and distribution of samples throughout the North Altantic and 

North Dea for the CPR Altlas in 1958 to 1994 (Stevens et al., 2006)

○ CPR 시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됨. 먼저, Phytoplankton Colour Index (PCI)는 각 
CPR에 축적된 silk에 의해 표준 색 차트와 비교하여 측정됨. 이러한 PCI는 semi-qualitative 
biomass 측정법으로 장점은 small size의 식물플랑크톤을 정량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정량된 
결과 후에 각 시료에 대해 현미경 관찰 수행하여 종 동정 및 계수하여 결과를 산출함(그림 
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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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7 Diagram showing a culaway view of the CPR, the plankon 

filtering mechanism, and a analyzing photograph of pigment colour in the 

havested silk in CPR. (Photographs by antarctica.gov.au and sahfos.ac.uk)

 

○ FlowCAM 활용 식물플랑크톤 이미지 분석 기술 개발

 - 현미경을 통한 플랑크톤 방식은 육안으로 관찰하여 시간 및 전문가에 의한 동정이 필요함. 
그러나, Fluid Imaging Technologies인 FlowCAM(imaging flow cytometer)은 laser 
light detection을 이용해 식물플랑크톤 이미지를 촬영하며, 길이, 너비 및 면적 또는 형광입
자를 측정할 수 있는 분석기법임 (그림 2.2.70). FlowCAM은 원래 식물플랑크톤 탐지와 정량
화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specific groups 이나 주로 현미경을 통해 계수하는 species of 
microplankton이 포함된 natural field samples에 있어 매우 적합한 분석 방법임 (그림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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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8 Illerstration of the fluidics and optics of 

the FlowCAM

그림 2.2.69 Benchtop FlowCAM (Left) and Protable FlowCAM (Right)

  

 - FlowCAM은 각 식물플랑크톤들을 입자/세포 내 각각의 클로로필이나 phycoerythrin의 존
재를 지시하는 두 가지의 다른 파장(red와 orange fluorescence)에서 fluorescence 
emissions을 감지하고 측정함. 이 기술은 flow cytometer와 매우 유사함. 그러나, 
FlowCAM은 flow cytometer의 기술 뿐만 아니라 현미경 이미지 분석 기술을 병합하였음. 
각각의 시료에서 자동적으로 계수하고 입자들이나 세포들을 촬영하여, 이렇게 얻어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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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데이터는 분석 Library를 통해 정량 및 정성 분석할 수 있음. 
 - Data analysis 각 형광 입자/세포는 FlowCAM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이미지로 기록되며, 

이미지 Library를 통해 분석됨 (그림 2.2.72). 이때, Library는 사용자가 배양 시료로부터 얻
어진 이미지나 특정 종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사용자가 정의한 카테고리에 따라 필터링하거나 
분류된 여러 field sample들과 분석을 수행하게 됨. 이렇게 분석된 식물플랑크톤은 최종적으
로 세포 농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세포 개체수, 분석한 부피등을 환산할 수 있음. 

그림 2.2.70 Representation black and white FlowCAM images from a field 

sample contaning the following genera, Dinophysis, Alexandrium, 

Protocentrum and Ceratium. 

○ DNA 분석 등등
 - 우리나라의 동·식물플랑크톤 분석 기법의 개발은 현재까지 연구자가 직접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 변종 및 신종 등의 새로운 생물상을 관찰할 수 있고,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생물 분류군별에 따른 전문 
분류학자가 분류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미동정 및 오동정의 
위험성을 상시 내재되어 있음. 분자생물학적인 진단법은 현미경적 관찰법보다 표준화 및 
일반적인 정확도 측면에서 높음. 

 - 분자생물학적인 진단법은 미토콘드리아 DNA나 ribosomal DNA와 같은 분자 마커를 
이용한 분석과 종 특이적인 단백질 및 색소 등 chemical을 이용한 분석으로 구분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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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일반적인 분자생물학적인 분석중 중합효소 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은 분자생물학을 이용한 가장 일반화 되어 있는 분석기법임. 일반적인 PCR 방법인 
endpoint PCR에서는 PCR 반응이 완전히 완료된 이후 증폭된 DNA양을 전기영동 
결과를 통해서만 확인 할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 또한 가능함. 그러나 이론적으로 PCR 
산물의 양으로 최초의 DNA 양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분석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로 인해 정확한 분석은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정량적인 정확성 및 검출의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quantitative real-time PCR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의학, 약학, 생명과학과 해양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Real-time PCR의 경우 Intercalator를 이용하는 
방법인 SYBR green 방식과 형광 표지 방법을 이용한 taqman probe 및 molecular 
beacon법 등으로 나누어 사용되어지고 있음. SYBR green 방법은 double strand 
DNA를 모두 검출하기 때문에 target DNA 마다 probe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검출 기법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검출 특이성이 높지 않음. 
반면에 형광표지를 이용한 방법인 TaqMan probe를 이용하는 방법은 전문적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비용도 비싸지만 검출 특이성이 매우 높으며 SNP typing과 같이 
고난이도의 검출에 매우 유리함. 

 - 이러한 정량화할 수 있는 Real-Time PCR중 TaqMan Probe법은 TaqMan Probe를 5’ 
end에는 검출하고자 하는 형광물질이, 3’ end에는 형광을 발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quencher가 tag된 상태로 제작되며 반응에는 1세트의 프라이머와 하나의 TaqMan 
Probe를 사용함. TaqMan Probe는 annealing 단계에서 target 유전자에 특이적으로 
hybridization하게 되지만, 3’ end에 있는 quencher에 의해 형광을 내지 못하다가 다음 
과정인 extention 단계에서 Real Time PCR시 사용되는 Taq DNA Polymerase의 
5’→3’ exonuclease의활성에 의해, 주형에 붙어 있던 TaqMan Probe가 깨지면서 
형광물질이 quencher로부터 분리되어 형광을 발할 수 있게 됨 (그림 2.2.74). 이때 
발하는 형광량을 측정하여 타겟 유전자의 증폭량을 측정하는 방법임. 결과적으로 
TaqMan probe를 이용한 종 검출 시스템의 장점은 다른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에 비해 
매우 간편하고 빠른 시간 내에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인 PCR보다 
probe가 하나 더 증가함에 따라 특이성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렇게, 분자생물학을 이용한 분자마커를 활용하여 해양의 현장에서 생물의 종을 
실시간에 근접한 빠른 속도로 진단하는 기술은 전통적인 연구방법의 속도를 뛰어 넘는 
것임. 뿐만 아니라 크기가 작고 분류군별 형태적 차이가 적어 종을 분석하기 어려운 
해양생물이 포함된 대량의 시료도 종의 분석을 가능케 함. 또한 real-time PCR 기계의 
소형화에 따라 이동하기 편리해 졌으며 현장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짐. 또한, 
해양플랑크톤 분석은 형태학적인 분석 방법과 함께 분자생물학을 이용한 진단은 더욱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수 있기에 이러한 방법을 통한 기술의 개발은 진단 기술의 
진일보를 가져 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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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1 Analyzing process of TaqMan probe methods

○ 과거, DNA을 통한 종판별은 단일 시료 또는 단일 배양시료를 통해 특정 유전자를 증폭하여 
종판별을 하였으나, 현재에는 종판별뿐만 아니라 real-time qPCR를 통하여 상대적인 정량 
분석도 가능하다. 또한 Metagenomics 중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기법의 도
입으로 혼합시료에서도 빠르게 종판별이 가능해졌다. NGS의 장점은 현미경 검경이 불가능
한 pico size의 식물플랑크톤 및 희소종 등을 포함한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포괄적으로 분석
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법은 식물플랑크톤 분석의 다양화 및 시간 절감 측면에서 장점을 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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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2 Analysis processes of next generation sequencing

 

 -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는 해양플랑크톤의 대량 혼합시료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임 (그림 2.2.75). 이 분석은 혼합시료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그림 2.2.73 Analyzing process of NGS methods

 - NGS 분석은 Community analysis, shotgun metagenomics, metatranscriptomics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 Community analysis: 환경시료내 다양한 생물에서 
수천 개의 마커 유전자 서열정보들이 생산되고, 이 데이터들은 생물정보 파이프라인과 
통계적 분석을 거친 후 Operational taxonomic units (OTUs), 군집 분석에 대한 
결과를 획득할 수 있음. Shotgun metagenomics: PCR반응을 통한 특정 유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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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과정 없이 환경시료에 존재하는 DNA 전체를 염기서열단편으로 무작위로 확보한 후 
이를 조립하는 유전체분석 방법임. 이 기술은 개별 생물의 유전체를 분석하지 않아도 
군집 내에 존재하는 전체 생물들의 유전체 정보의 확보가 가능함. 특정 마커 유전자에 
대한 NGS 기술이 주로 생물체의 군집 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한 용도에 쓰인다면, 
shotgun sequencing 기법은 환경시료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전자의 다양성과 더불어 
전체 유전자들의 기능과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임. Metatranscriptomics: 
특정 환경시료에 존재하는 생물에서 유래한 모든 전사체(transcripts)인 모든 mRNA의 
염기서열 정보를 바탕으로, 유전자들의 전사패턴 변화, mRNA 발현량을 측정하는 
기술임. Metagenome sequencing 기술은 군집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반면, 이 기술은 특정 조건에서 어떤 환경에 반응하여 어떤 유전자들이 발현되어 
기능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획득 할 수 있음. 

○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FISH)를 이용한 식물플랑크톤 분석 기술 
 -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FISH)은 특정 DNA 염기서열(DNA sequence)의 

존재 유무를 규명하기 위하여 세포배양이나 DNA의 추출과정을 거치지 않고 염색체나 
핵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의 세포를 슬라이드에 도말하고 여기에 표적유전자의 
특정 염기서열과 상보적인 DNA에 형광물질을 붙인 여러 종류의 probe를 반응시켜 
표적유전자의 유무와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염색체 또는 유전자의 변이를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임 (그림 2.2.77). 

그림 2.2.74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method

 - FISH method의 전체적인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filter set에 saline과 formalin으로 
고정된 미세조류를 여과하고 membrane에 부착된 미세조류에 FAM dye로 labelling 된 
probe를 결합시키는 과정을 수행하며 최종적으로 형광현미경을 통해 관찰을 함으로써 
수행됨 (그림 2.2.118). FISH method 장점은 유전자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로의 차이에 
따라 특이적인 probe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 
자동화 시스템을 확립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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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5 Analyzing process of FISH method

 

○ 결론 (동·식물플랑크톤 자동화/표준화 기술 개발)

 - 동·식물플랑크톤의 자동화/표준화 기술 개발은 크게 두가지 방법인 1) 형태학적 관찰, 2) 
분자학적 분석으로 접근할 수 있음 

 - 형태학적 관찰은 정확한 종 동정을 확인하면서 분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문가에 의한 동정이 필수이며, 또한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구성하지 않는 한, 전체 
분류군을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분자학적 분석은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분류군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문가에 의한 확인이 되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따라서, 형태학적 및 분자학적 분석을 적절히 혼합하여 분석하면, 최상의 생태계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웨이브글라이더 등과 같은 무인 자동화 해양관측시스템 개발시, 글라이더에 탑재될 
동·식물플랑크톤 채집장비의 규모 및 채집량을 고려하여 적정 분석방법을 선정해야 함.

 - 무인 자동화 해양관측시스템은 1회 조사시 최소 수일~수십일의 시간이 소요됨. 따라서, 
장시간 무인 자동화 해양관측시스템에서 채집된 시료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예: 저온 보관 또는 고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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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해양생태계 모델링 시스템

1. 해양생태계모델 국외 연구현황
가. 주요 생태계모델

(1) 하위영양단계모델
(가) ERSEM 모델

○ ERSEM 모델은 MAST(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프로그램을 통해 온대 대륙붕 지
역(북해)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과정들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된 NPZD 모델이며(Baretta et 
al., 1995; Baretta, 1997), 꾸준히 개선되어 현재는 표영 생태계(pelagic ecosystem) 변수 
20개, 저생 생태계(benthic ecosystem) 변수 16개, 탄소순환 7개 등 43개의 생태변수로 구
성되어 있다(한국해양연구원, 20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2). 모델의 기본개념은 그림 
2.3.1과 같다.

○ ERSEM은 현재 개발된 모델 중 가장 복잡한 하위영양단계(Low Trophic Level) 생태계모델
로써, 주요 순환단위는 탄소(C)이며, 그 외에도 질소(N), 인(P), 규소(Si)가 있다. 탄소와 영양
염류의 흐름(nutrient dynamics)이 분리되어 계산되는 것이 주요 특징 중 하나이며, 플랑크
톤 군집의 복잡성 이해, 미생물 고리(microbial loop), 다양한 영양분의 화학량 산정, 저서생
물의 생화학 및 생태학적 프로세스 이해 등을 위해 사용된다. 

○ 북해(North Sea)의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지중해, 아라비아해 등에도 적용 
평가되었으며, 전 지구 또는 지역해의 생태계 모델 반응실험에 적용된 바 있다(Holt et al, 
2012). 

○ 현재 GOTM, POLCOMS, NEMO 등 다양한 난류모델 및 순환모델과 접합되어 운용되거나 또
는 단독으로(‘aquarium’ mode)로 운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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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ERSEM 모델 개념도.

(나) ERGOM 모델

○ ERGOM은 Neumann(2000), Neumann et al.(2002)에 의해 개발된 모델로써 발트해에 적용
되어 그 성능이 검증되었으며, 최근까지 ERGOM을 이용한 발트해 해양생태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2.3.2). 

○ ERGOM은 비교적 단순하게 ①암모니아 (ammonia), ②질산염 (nitrate), ③인산염 
(phosphate), ④규조 (diatom), ⑤편모충류 (flagellate), ⑥남조류 (blue-green algae), ⑦동
물플랑크톤 (zooplankton), ⑧쇄설물 (detritus), ⑨용존산소 (DO), ⑩쇄설퇴적물 (detrital 
sediment) 등 10개 기능군 group을 생태변수로 가진다. 

○ 최근 Maar et al.(2011)은 ERGOM 모델을 북해로 확장하여 적용하면서 북해의 현상을 반영
하기 위하여 동물플랑크톤을 중형 동물플랑크톤 (meso-zooplankton)과 소형 동물플랑크톤 
(micro-zooplankton) 등 2개의 기능군으로 나누고 영양염으로 규산염을 추가하는 한편, 새
로운 광 감쇠 모수화를 시도하여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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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ERGOM 모델 개념도.

(다) NEMURO 모델

○ NEMURO (North Pacific Ecosystem Model for Understanding Regional 
Oceanography) 모델은 태양복사에너지와 표층수온 자료를 사용하여 북태평양의 하위영양 
단계의 인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PICES CCCC(Climate 
Change and Carrying Capacity) 모델 Task Team이 개발한 모델이다(Kishi et al., 2007). 

○ NEMURO는 ①질산염, ②암모니아, ③소형 식물플랑크톤 생체량, ④대형 식물플랑크톤 생체
량, ⑤소형 동물플랑크톤 생체량, ⑥대형 동물플랑크톤 생체량, ⑦포식성 동물플랑크톤, ⑧입
자성 유기 질소, ⑨용해성 유기 질소, ⑩입자성 규소, ⑪규산염(silicate) 농도 등 11개의 상태
변수로 구성된다(그림 2.3.3).

○ 최근 어류모델이 결합된 NEMURO.FISH가 개발되어 북동태평양 정어리, 청어 연구에 적용되
었다(이종희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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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하위영양단계 생태계모델 NEMURO 개념도.

(2) 상위영양단계모델
(가) EwE (Ecopath with Ecosim) 모델

○ EwE 모델은 전 영양단계를 포함하는 생태계 모델로써 생태계 구조 모델인 Ecopath와 생태
계 시간 역학 모델인 Ecosim, 그리고 시공간 역학 모델인 Ecospace가 함께 구성되어 있다. 
최초에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의 수산센터에서 개발되어 NOAA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그
림 2.3.4). NOAA의 200년 역사상 10개의 가장 뛰어난 과학적 발전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며
(Wikipedia), 현재 전 세계 155개국 6,000여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다.

○ Ecopath는 Christensen & Pauly(1992)에 의해 개발된 모델로써 ①생태학적인 의문에 답을 
주며, ②어획의 생태계 영향을 평가하고 ③관리 정책의 옵션을 제공하며, ④해양보호구역의 
영향을 평가하고 설정하며 ⑤환경 변화의 영향을 평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Ecosim은 Walters et al.(1997)에 의해 개발된 모델로써 Ecopath에서 추정된 결과를 바탕
으로 어획과 환경의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역학적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준다(이성일, 
2008). 

○ Ecospace는 Ecosim의 모든 핵심요소들을 추가한 Ecopath의 역학, 공간 버전이다. 이 모델
은 생체량을 격자 맵에 역학적으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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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EwE 모델의 구조.

(나) SMS 모델(Stochastic Multi-Species model)

○ SMS 모델(Lewy & Vinther, 2004)은 먹이선택 모델(fish selection model)에 의한 모수화된 
크기(parameterized size)로 평가된 생물학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어획량(fish stock) 평가 
모델이다(www.meece.eu).

○ 이 모델은 예측 모드(forecast mode)로 사용될 수도 있고 발트해와 북해 적용에서 보완된 것
처럼 관리 시나리오(management scenarios)를 평가하도록 확장될 수도 있다.

○ 어류를 먹이로 하는 종에 대해서는 나이에 따른 평균 체중과 성적 성숙도(sexual 
maturation)에 대한 동태 모델(dynamic model)로 확장되는데 여기서는 먹이 소비와 성장이 
수온과 모델 내에서 추정되는 가용 먹이에 따라 달라진다.

○ 동물플랑크톤 개체군에 대한 하향식 제어(top-down control)와 이에 따른 영양 종속
(trophic cascade)을 평가함은 물론, NPZD 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포함된 모든 종들과 가용
한 먹이의 가입(recruitment), 그리고 모래장어(sand eel), 청어(herring)와 같은 먹이 어류
의 성장을 계산할 수 있다.

(다) NEMURO.FISH & NEMURO.SAN

○ NEMURO를 개발한 PICES Model Task Team은 NEMURO 모델에서 계산하는 플랑크톤 밀
도를 입력 자료로 하는 어류 성장 생체에너지 모델(fish growth bioenergetics model)을 개
발하여 "NEMURO.FISH" (NEMURO For Including Saury(꽁치) and Herring(청어))라고 
명명하였으며, 이후에 이 모델은 일방향(one-way)과 양방향(two-way)으로 접합, 보완되어 
청어와 태평양 꽁치에 적용되었다(Kish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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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MURO.SAN은 물리 순환모델 ROMS와 NUMURO를 접합(coupled)하고, 공간적 양해법
(spatially explicit), 개체 기반(individual-based), 다수 종(multi- species) 버전으로 확장
한 모델로써, 궁극적으로는 End-to-End 모델을 지향한다.

(3) 접합모델과 E2E 모델

○ 접합모델(coupled model)은 해양순환 모델과 하위영양단계 생태계 모델이 접합된 형태의 모
델로 직접 접합되어 운용되거나 접합자(coupler)를 통해 접합되어 운용된다. 

○ E2E(End-to-End) 모델은 해수순환과 생태계 모델의 계산구조를 통합하고, 하위영양단계와 
상위영양단계를 통합한 모델이다. 하위영양단계와 상위영양단계를 접합하는 방법에 따라 일
방향(one-way)과 양방향(two-way) 모델로 나뉜다. E2E 모델은 기후변화와 생태계(하위, 상
위, 인간)의 상호영향 및 상관관계의 이해를 높이고, 과도한 어획량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파
괴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어획 관리 및 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그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Rose et al., 2010). 

(가) POLCOMS-ERSEM

○ POLCOMS-ERSEM은 해양산성화, 기후변화, 인간 활동 등이 북서쪽 유럽 대륙붕 바다
(European Shelf Sea)의 생산성 및 탄소, 질소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영국 
PML (Plymouth Marine Laboratory)에서 개발한 모델이다 (그림 2.3.5). 

○ POLCOMS (Proudman Oceanogrphic Laboatory Coastal Ocean Modelling System)는 
영국에서 개발된 3차원 해양순환모델(Ocean Circulation model)이며, Arkawa-B 형식의 수
평격자 구조를 채택한다. 경압모델 (baroclinic model)로써 연직으로는 수심을 따라가는 s-
좌표계를 채택하였으며, MPI (Message Passing Interface)를 이용한 병렬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 

○ POLCOMS-ERSEM 접합모델 시스템은 접합자를 이용하여 동시에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합모
델이 구성되어 있으며, GCOMS (Global Coastal Ocean Modelling Sysgtem)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연안 및 대륙붕 해역에 모두 적용한 바 있다. 

○ 최근에는 POLCOMS 대신에 NEMO (Nucleous for European Model for Ocean)를 해양순
환모델로 채택하고, 북동대서양에 적용한 것과 전 지구적 규모로 적용하는 연구도 수행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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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POLCOMS-ERSEM 물리-생태계 접합모형 개요. 

(나) ECOSMO

○ ECOSMO (ECOsystem MOdel) 모델은 북해(North Sea), 발트해(Baltic Sea), 바렌츠해
(Barents Sea)에서 생물-물리학적 과정 및 하위영양단계 생태계 역학을 이해하기 위한 모델
이다. 유체역학모델인 HAMSOM (HAMburg Shelf Ocean Model)에 동적열역학 해빙 모듈(
Schrum & Backhaus, 1999)과 생물모듈(Schrum et al., 2006a, 2006b)을 접합한 모델이
다. 

○ ECOSMO의 목적은 하위영양단계에서의 계절 및 경년 변화에 따른 조석, 성층, 혼합 등의 물
리 과정을 이해하고, 바람, 기온 등의 대기에 의한 영향과 강에서 유입된 영양염 등 인간에 의
한 영향을 모의하는 것이다. 

○ 사용된 변수는 크게 수리 영역과 생태역학으로 나눌 수 있다. 수리영역은 수온, 염분, 해수위, 
연직혼합계수, 운송(transport), 난류 대기-해양 교환(turbulent air-sea exchange), 빙하역
학 등을 포함하며, 생태변수는 질산염, 암모늄, 아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생물기원 단백석
(biogenic opal), 산소, 쇄설물, 식물플랑크톤(규조류, 편모조류), 소형 및 대형 동물플랑크톤 
등이다.

(다) ROMS-N2P2Z2D2 접합모델

○ ROMS-N2P2Z2D2 접합모델은 Kone et al.(2005)에 의해 개발되었고, 현재는 IRD 
(Institution in Research for Development)에서 관리하고 있다.

○ ROMS-N2P2Z2D2의 목적은 ①플랑크톤 생산력과 생태계 구조의 계절/경년 변동성 및 비스
케 만에 지배적인 또는 국한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 ②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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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충격과 인위적인 효과가 표영생태계 플랑크톤 생산성과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③하
천 유입에 의한 부영양화와 같이 인위적인 요인이 표영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등이다. 

○ 사용된 변수는 식물플랑크톤(S, L), 동물플랑크톤(S, L), 쇄설물(S, L), 질산염(), 암모늄

()로 총 8개의 변수다. 

(라) POM-BFM

○ POM-BFM은 Princeton Ocean Model (POM; Blumberg & Mellor, 1983)과 
Biogeochemical Flux Model (BFM)을 접합한 모델로, 해수순환과 기후패턴, 부영양화, 어업 
등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OSMOSE와도 접합되었다. 

○ 아드리아해(Adriatic Sea)를 대상으로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University of Bologna)에서 
POM-BFM 모델을 적용하였다. 

(마) POM-ERSEM

○ POM-ERSEM은 POM과 ERSEM을 접합한 모델로 위의 POM-BFM과 마찬가지로 해양 순환, 
기후패턴, 산성화, 부영양화, 어업의 모의를 위하여 OSMOSE 모델과 접합하여 사용한다. 

○ HCMR (Hellenic Centre for Marine Research)이 북에게해(North Aegean Sea)에 적용하
였으며, 검증에는 Cost function (Moll, 2000)을 사용하였다. 

(바) POM-BimsECO

○ POM-BimsECO는 터키 중동기술대학(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METU) IMS 
(Institute of Marine Sciences)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 POM-BimsECO는 흑해에서 기후변화, 생태계 영양상태 변화, 그리고 흑해 생태계에 대한 이 
두 인위적인 압력의 서로 다른 조합들에 대해 생물체 및 생태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 목표를 두었다.

(사) ROMS-BIOBUS

○ ROMS-BIOBUS (BIOgeochemical model of the Benguela Upwelling System)는 프랑스 
IRD (Institute Research Development)에서 개발하였다. 

○ ROMS-BIOBUS의 목적은 첫째, 벵겔라(Benguela) 용승지역의 해양생태계와 기후 외력(대양
순환, 기후, 해양산성화, 해양 탈산소화(ocean deoxygenation))에 대한 생태계의 반응에 대
한 지식을 증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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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는 물리-생지화학이 결합된 다음 세 가지 모델 계산, ①기후외력 (5년간), ②IPSL-과거 
외력을 주는 시나리오 (LU20C2, 1980∼2000), ③IPSL-미래 외력을 주는 시나리오 
(LUA1B2, 2080~2100)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다.

○ 그 외에 「①남아프리카 서쪽 해안에서의 저산소 수괴 기원은 무엇인가? ②어떤 물리/생지화
학 결합 기작이 빈산소(hypoxia)의 계절 및 경년 변동을 일으키는가? ③물리적 변화가 해양
의 질소순환 및 질소의 손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탈질소반응 (denitrification)과 혐기성 
암모니아 산화 (anammox: ANaerobic AMMonium OXidation)과정의 합작에 미치는 영향
은 무엇인가? ④이 지역에서 물리적 변화가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의 대기-해양 플럭
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 사용된 변수는 식물플랑크톤 (S, L), 동물플랑크톤 (S, L), 쇄설물 (S, L), 질산염 (), 아질

산염 (), 암모늄 (), 용존유기질소 (DON), 아산화질소 (), 산소, 총무기탄소 (T
), 총알칼리도 (TALK), 표층 p로 총 15개의 변수다.

나. 해양생태계모델 연구 및 운용 국제프로그램

(1) GEOHAB (Global Ecology and Oceanography of Harmful Algal Blooms):

○ 유해 조류 번성 역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을 초점으로 하는 다학제적인 국제 프로그램이
다. Core Research Projects, Targeted Research, Reginal/National Research 등 세분
화된 주제를 가지고 연구가 진행된다. 

○ 특히 Core Research Projects는 HABs in Upwelling Systems, HABs in Eutrophic 
Systems, HABs in Stratified Systems, HABs in Fjords and Coastal Embayments, 
HABs in Benthic Systems와 같이 해양환경에 따라 세분화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IMBER(Intergrated Marine Biogeochemistry and Ecosystem Research):

○ 해양에 미치는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의 주요한 영향 즉, 기후변화, 해양물리역학 변화, 탄소 
및 영얌염 플럭스 변화, 인간 어획활동 등의 영향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공동프로그램이다.

(3) GLOBEC(Global Ocean Ecosystem Dynamics)

○ 해양과학위원회(SCOR)와 정부간해양위원회(IOC)의 후원을 동시에 받고 있는 대형과학프로그
램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중위 및 상위포식자의 반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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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EC 과학집행위원회는 1999년에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GLOBEC 프로그램은 국제지권생물권연구(IGBP)의 핵심과제로 지정되어 향후 10년 동안 지속
될 계획이다. 

○ 현재, 남극해 GLOBEC (SO-GLOBEC), 소형표층어류와 기후변화(SPACC), 대구와 기후변화
(CCC), 기후변화와 환경수용력(CCCC)의 4개 국제적 지역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우
리나라 해양 및 수산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미국, 일본 등에서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수효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
다.

다. 한반도 주변해 생태계 모의 

○ Onitsuka and Yanagi (2005)은 동해 북부, 남부 해역의 생태계 역학을 생태변수가 4개인(무
기 용존 질소,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유기쇄설물) NPZD 모델과 생태변수가 9개인(질
산염, 암모늄, 유기 용존 질소, 유기 입자 질소, 작은 식물플랑크톤, 큰 식물플랑크톤, 작은 동
물플랑크톤, 큰 동물플랑크톤, 육식성 동물 플랑크톤) COM9 모델을 이용하여, 남부 해역의 
봄 번성이 북부 해역보다 일찍 작게 일어남을 제시하였다.

○ Onitsuka et al. (2007)은 순환-생태계 접합 모델을 이용하여 동해 남서부 해역의 일차 생산
은 한국 동해안을 따라 용승되는 용존 무기 질소량과 대한해협 서쪽 수로를 통해 유입되는 질
소량을 바탕으로 하고, 대한해협 동쪽 수로 의 질소 유입량은 일본 남서해안의 일차 생산을 
좌우함을 제시하였다. 즉,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질소 유입량이 동해 남부 해역의 일차 생산에 
상당한 영양을 주는 것을 보였다.

○ Li et al. (2008)은 동중국해 광합성 과정에서 규조류(diatoms)와 와편모조류
(dinoflagellates)의 경쟁이 가장 민감하며, 자기 배출, 분해, 호흡, 동물플랑크톤의 섭식 및 
배출 과정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빛, 수온, 제한 영양염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의 성장을 파악하였다.

○ Guo and Yanagi (1998)은 동중국해 영양염의 기원을 양자강 유입수, 대만해협 통과 해류, 
대륙 붕단으로 나누어 영얌염 분포를 추적한 결과, 대만해협의 수송량의 변화가 동중국해 영
양염 공급을 크게 좌우하지만, 대륙붕단의 영양염 보상작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차 생산에
는 작은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라. 해양생태계모델 민감도 실험 연구

○ Gibson & Spitz(2011)은 외력, 초기조건, 생태 변수에 대한 BEST(Bering Ecosystem 
Study) 생태계 모델의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 소형 동물플랑크톤 섭식과 작은 식물플랑크톤 



- 122 -

배가 증식률은 여러 변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연 일차생산이 수온과 강한 상관도를 보이
지 않지만 초기 질소와 빛에는 양의 상관도를 보임을 밝혔다.

○  Cariboni et al.(2007)은 민감도 분석 방법 차이가 생태계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Franks et al.(1986)은 Ivlev(1955)와 Mayzaud & Poulet(1978)가 제시한 서로 다른 2개의 
동물플랑크톤 섭식률 방정식을 이용하여 이에 따른 NPZ(nutrient, phytoplankton, 
zooplankton)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섭식률이 포화되는 Ivlev 방정식을 이용할 경우 
NPZ는 정상상태에 도달하지만 섭식률 포화를 고려하지 않는 Mayzaud & Poulet(1978)의 섭
식률 방정식을 이용할 경우 NPZ가 진동함을 밝혔다.

○  Edwards & Brindley(1996)는 동물플랑크톤의 피식률 (상위단계 생물이 동물 플랑크톤을 
섭식하는 정도)에 따른 NPZ 상태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피식률 계수에 따라 NPZ가 평형상태
와 진동상태가 됨을 밝힌 바 있다.

○  Edwards(2001)는 동물플랑크톤이 식물플랑크톤과 더불어 쇄설물에도 영향을 줄 경우 NPZ
변화가 Edwards & Brindley(1996)의 결과와 차이가 남을 보였다.

○ Yoshie et al.(2007)은 72개 변수를 포함하는 4가지의 민감도 실험을 통해 NEMURO 모델의 
변수 민감도를 조사한 바 있다.

○ Rodrigues et al.(2009)은 ECO-SELFE 모델의 민감도 실험을 통해 식물 플랑크톤 농도가 식
물플랑크톤의 증가율과 동물플랑크톤의 배설, 사멸이 생태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
였다.

마. 해양생태계 예보

(1) NOAA 생태계 예보 서비스

○ 미국 NOAA에서는 주요 8개 연안해역 또는 호소(북서부 태평양 연안, 텍사스, 멕시코만, 플로
리다 서안, 체사피크만, 델라웨어만, 메인만, 5대호)에서 유해조류(HAB : Harmfull Algal 
Bloom), 병원체(Pathogens), 빈산소(Hypoxia) 등에 대한 예보시스템을 가동 또는 개발 중에 
있다(그림 2.3.6). 

○ 또한 NOAA는 <2015-2019 생태계 예보 로드맵을 위한 전략비전>을 가지고 예측시스템을 지
속적으로 개선해나가며(그림 2.3.7), 아울러 이슈가 되는 특정 지역에 대한 예보 시스템을 제
공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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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NOAA의 생태계예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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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NOAA의 운용 예측시스템 개선 전략.

(2) NCOF 생태계 예보 서비스

○ 영국 해양예보센터 (NCOF : the National Centre for Ocean Forecasting) 에서는 
POLCOMS-ERSEM 물리-생태계 접합모델을 사용하는 MRCS(Medium Resolution 
Continental Shelf) 모델링 시스템을 통하여 영국 주변해역에 대하여 매일 향후 수일의 생태
계 주요 변수 예측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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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NCOF의 해양생태계 예보 서비스

(3) OPEC 생태계 예측 운용 프로젝트

○ 영국 플리머스 해양연구소(PML)을 중심으로 유럽 내 8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EU FP7 프로
젝트로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수행되었다(그림 2.3.9). 

○ 북해, 발트해, 지중해, 흑해 등 4개 주요 유럽 지역해를 대상으로 해양순환-생지화학 접합 생
태계 모형을 (준)실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목적이며, 신속한 환경 진단과 계절
예측성능 제고를 목표로 GIS 기반 모형 결과 평가 및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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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OPEC 프로젝트

2. 해양생태계모델 국내 연구현황

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 과거 연구 결과

○ 한국해양연구소(1993, 1994)는 ⌜생태계 모델링에 의한 해양 생태계 동태 연구⌟ 사업에서 2
년에 걸쳐 자연변화가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변화, 궁극적으로 해양생물의 자원
량과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기존 모델(Evans & Parslow, 1985; Fasham 
et al., 1990; Walsh, 1975; Hofman & Ambler, 1988)을 분석 및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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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연구원(2005)은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4차년도)⌟에서 새만금 
개발 형태 및 수문 개방 시 유출수 오염 정도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예측 시나리오에 대한 생
태계 수치실험을 실시하였다.

○ 한국해양연구원(2009a)은 ⌜기후변화에 따른 남해(동중국해 북부)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 
연구⌟에서 해양생태계와 관련하여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서 영양염의 계절 변화와 연 변화, 
하위영양단계 생태계의 특성 변동, 살오징어 유생의 수송 및 변동을 파악하고 수치모델을 이
용하여 동중국해의 일차생산 변화를 전망하였다.

○ 한국해양연구원(2009b)은 ⌜쌴샤댐 건설로 인한 남해(동중국해)의 해양환경 영향 연구⌟에서 
상위영양단계에 Ecopath 및 Ecosim 모델을, 하위영양단계에 NEMURO 모델을 사용하여 생
태계 수치실험을 실시하였다.

(2) 최근 연구동향
(가) POLCOMS-ERSEM 모델 연구

○ 우리 연구원에서는 영국 PML의 POLCOMS-ERSEM 물리-생태계 접합모델링 시스템을 도입
하여 북서태평양 영역에 적용하여 중장기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주변해역 해양생태계 영
향을 예측하여 제시한 바 있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3).

○ 영국 PML(Plymouth Marine Laboratory)에서는 전 지구 연안 해역을 42개 해역으로 나누
어 전 지구 연안해 모델링시스템(GCOMS : Global Coastal Ocean Modelling System)을 구
성하였으며, 동해, 오호츠크해, 황·동중국해를 포함하는 영역을 이 가운데 하나인 KURO24 영
역으로 규정하였다. KIOST에서는 POLCOMS-ERSEM 모델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하면서 
많은 시험과정을 거쳐서 KURO24 영역의 수심, 경계조건 등을 개선하여 MESEA (Marine 
Ecosystem Simulation for East Asia)로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 모델 계산 영역(MESEA)은 경도 117.5° ∼ 164.7°E, 위도 22.4° ∼ 62.7°N으로(경위도 방향으
로 각각 1/10° 간격, 연직 40개 층), 연안 대륙사면을 포함하여 수심 800 m를 기준으로 외해 
쪽으로 200 ㎞ 영역까지 확장되며, 그림 2.3.10과 같이 계산영역의 개방경계가 독특한 형태
를 가진다. 

○ 하천 유량은 GRDC (Global Runoff Data Centre)에서 제공하는 연평균 자료를 이용하며, 유
입되는 영양염류로는 질소(N), 인(P), 규소(Si), 용존 유기탄소(DOC), 용존 유기질소(DON), 용
존 유기인(DOP), 고형 유기탄소(POC), 고형 질소(PN), 고형 인(PP) 등이 포함된다. 

○ 대기강제력으로 ERA-40 재분석 자료(reanalysis dataset)를 사용하며, 조석은 TPXO_6.2의 
전 지구 모델에 의해 구해진 조화상수 값을 이용한다. 수온, 염분, 유속(U, V) 및 해수면 높이
의 경계조건 및 수온·염분 초기조건은 전 지구 NEMO 모형 수치모의 결과를 사용하며,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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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의 초기 및 경계조건은 WOA05 (World Ocean Atlas, 2005)자료를 사용한다.

○ 예측결과 예: 그림 2.3.11는 광역 모델링시스템으로 계산한 황·동중국해의 계절별 클로로필 
분포를 SeaWiFS 위성자료와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림 2.3.10 MESEA 모델실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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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엽록소 계절분포 비교 (상: SeaWiFS 위성관측자료; 하: 수치모형 결과).

(나) ERGOM 모델 연구

○ 우리 연구원에서는 생태계모델 ERGOM과 물리모델을 접합한 연안해 물리-생태계모델을 개
발하여 빈산소 발생 기작을 연구한 바 있다(한국해양연구원, 2012).

○ 최근에는 개발한 연안해 물리-생태계 접합모델을 황해 또는 북서태평양 해역 지역해 모델로 
확장하는 한편, 한반도 주변해역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나.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수산과학원(2009)은 ⌜생태계모델 구축연구⌟ 사업에서 생태-유체역학 모델
(Eco-Hydrodynamic Model)을 이용하여 지구온난화에 따른 황해 및 동중국해 순환 변화를 
모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 그 외에도 생태계모델을 이용한 수질관리 연구(박성은 등, 2010)나 생태계 모델을 이용한 어
장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생태계 모델 적용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는 2009년부터 융복합수리과학연구부 주관 하에 가상생태계연구팀을 
구성하여 가상생태계(virtual ecosystem) 모델 개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녹조, 생물막, 어
류행동, 포식자-피식자 동역학, 환경오염과 생물의 행동 특성 등을 연구하고 있다.

○ 2011년 기준, 녹조모델 <AlgaeFarm>의 주요 알고리즘이 개발된 상태이며, 어류행동모델인 
<FishFarm ver.1.0>이 개발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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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연구

○ 서울대학교(2003)는 ⌜생지화학모델링을 통한 통합 해양자원 관리 기반 구축 연구⌟ 사업에
서 동해 생태계 모의를 위하여 북태평양을 대상으로 개발된 Box모형 NEMURO와 북해를 대
상으로 개발된 1차원의 PROWQM 모형, 남중국해를 대상으로 개발된 3차원의 SCS 모형의 
구조/코드를 분석하고 계량화된 생태인자를 초기 값으로 하여 실험하였다.

○ 이대인(2004)은 진해만 해역에서 발생하는 적조발생역과 물질집적공간을 진단하기 위하여 생
태-유체역학 모델, 즉 생태계모델(EUTRP-2nd, 일본)과 해수유동모델(COSMOS-4th) 실험을 
실시하였다.

○ 권철휘 등(2009)은 아산만 해역으로 방류수가 배출될 경우에 대하여 생태-유체역학모델을 이
용하여 아산만 해역의 5개 정점에 대한 화학적 산소요구량, 용존 무기질소 및 용존 무기인에 
대한 장기 수질 변화를 예측하였다.

○ 이종휘 등(2008)은 NEMURO 모델을 사용하여 동중국해 북부의 영양염과 플랑크톤의 계절적 
변동을 분석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의 플랑크톤 생산량과 생체량을 추정하였다.

○ 이원찬 등(2002)은 패류 양식 해역의 서식 환경과 양식 생물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고 지속
적이 생산 방안을 찾기 위하여 굴 성장과 관련된 인자를 고려하여 기존에 개발된 생태계모델
인 EUTRP2 모델을 이용하여 환경용량산정 모델을 구축하였다.

○ 송규민 등(2007)은 황해 투기해역에서 대증식의 생성과 소멸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접합된 수
온-생태계모델을 이용하여,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봄철 식물플랑크톤 증가 현상 재현을 
통해 원인을 파악해 보았으며, 더 나아가 대증식의 기작과 원인이 되는 주요 인자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 해양순환-생태계 접합 모델 운용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소규모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형성되
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며, 산발적으로 우리나라 해역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꾸준히 있
으며,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3. 해양생태계 모델 연구 인프라

가. 해양모델 연구인력 인프라

○ 국내 해양순환모델 연구인력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구 한국해양연구원), 대학, 기상
연구소 및 유관 산업체에 분포하는데, 그중 상당수가 KIOST에 속해 있으며, 나머지는 서울
대, 전남대, 군산대, 부산대, 해양대, 인하대, 성균관대, 기상연구소와 업체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해양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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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모델 연구자들은 대부분 연안순환 모델 또는 지역해 모델 분야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대양 또는 전 지구 해양순환모델이나 모델 개발 분야에는 연구인력 인프라가 더욱 빈약하다.

○ 국내 해양생태계모델 연구 인력은 순환모델 연구 인력에 비해서도 턱없이 빈약한 수준이다. 
국내 연구동향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십여 명의 연구자들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산과학원, 
몇몇 대학교를 중심을 하위영양단계, 상위영양단계 생태계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 해양순환-생태계 접합 모델 운용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 소규모 관심 있는 연구자
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며, 산발적으로 우리나라 해역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나. 해양모델 전산자원 인프라

○ 국내의 주요 수치모델 전산자원은 기상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퓨팅 센터 
및 대학(서울대 등)에 구축되어 있다. 

○ KIOST에서는 소규모 수치모델 연구, 대양 규모 내지 전 지구 해양모델 연구나 고해상도의 지
역해 모델링을 위하여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GAIA 프
로젝트에서는 비교적 많은 수의 코아 프로세서를 장착한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슈퍼컴퓨
터의 대안으로 해양-대기 결합모델 개발연구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 그러나 전반적으로 연구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전산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대규모 전산
자원이 필요한 해양순환-생태계 접합모델링 연구를 위해서는 슈퍼컴퓨터 또는 고성능 클러스
터 시스템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자료 기반 해양 생태계 모델

○ 해양 환경과 생물의 상호작용을 모의하는 해양생태 모형의 경우에는 잘량 보존방정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도출된 방정식을 풀이하여 환경인자와 생태인자의 시간적-공간적인 분포를 모
의한다.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 정리된 방정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형의 다양한 입력조
건(모형 수행조건, 격자정보, 수치기법 매개변수,  지형조건, 기상조건, 환경조건, 환경 매개변
수 등)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경우 정확한 모의결과가 보장된다. 그러나 실질
적으로 방대한 입력조건을 모두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은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이며, 더
불어 환경 – 생태 매개변수에 대한 정보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성적인 수
치모의는 가능하지만 정량적인 수치모의는 제한된 상황이다. 또한 모형을 이용하여 도출되는 
계산결과를 현장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검정하는 과정도 적절한 관측 자료의 부재, 최적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방대한 계산시간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복잡한 환경-생태모형에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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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입력자료, 특히 반응 매개변수 등은 상당한 불확실성(uncertainty)을 포함하게 된다. 

○ 모형의 예측수준이 자료의 가용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환경-생태 모
형 개발 또는 다양한 목적 달성을 위한 자료기반 모형 개발이 요구된다. 자료기반 모형은 가
용한 자료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료 축적수준에 따라 모형의 복잡도(complexity 
level)가 결정된다. 그리고 자료로부터 우리가 도출하고자 하는 정보만을 추출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정량적인 오차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제시된다. 반면 간단한 형태의 이론
적인 개념은 모형에 포함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료기반이기 때문에 자료로부터 어떤 이
론을 도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론적인 개념이 취약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관측 자료가 매우 
미흡한 상황 또는 관측 자료가 축적되는 초기 단계에서의 다양한 환경-생태 인자의 변화를 
파악하는 정보제공 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하다. 본 기획 연구에서는 통영의 동물플랑크톤 자료
를 이용하여 연중 시기에 따른 동물플랑크톤의 출현 확률에 대한 모형과 출현 종수에 대한 모
형 구성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기반 모형은 자료가 보충되는 경우, 자료의 변동양상을 
고려하여 바로 구성할 수 있는 간단한 모형이기 때문에 어떤 가설을 검정에 유용하다. 그러나 
자료가 축적되는 상황에서는 다소 복잡한 수준의 자료기반 모형도 가능하다.

가. 자료기반 동물 플랑크톤 출현확률 예측모형

○ 본 모형에서 사용한 자료는 통영 바다목장에서 약 2주 간격으로 2013년 3월 13일부터 2014
년 9월 25일까지 동물플랑크톤의 종별(약 100종) 출현 여부에 관한 자료이다. 동물플랑크톤 
종 판정은 DNA 정보를 이용하여 수행하였기 때문에 종별 출현 정보는 DNA 정보량으로 제시
되고 있으나, 출현여부 및 출현 종수 분석은 가능한 상황이다. 

○ 동물 플랑크톤 출현 빈도(상대적인 빈도, 확률) 모형은 관측시기를 연중 일수(Julian days, 1
월 1일 = 1, 12월 31일 = 365)로 환산하고, 출현 종에 대한 출현 여부에 대하여 각각 0(출현 
안함), 1(출현)의 가중계수를 주어 정규 분포함수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시기에 따른 
출현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통영에서의 모든 동물플랑크톤 각각에 대한 출현빈도는 <그
림 2.3.12>과 같으며, 모든 동물플랑크톤에 대한 평균 출현빈도는 <그림 2.3.12>의 굵은 붉은
색 실선이다. 출현빈도는 출현회수에 비례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Julian Day = 240일(8월말-9월초) 정도에서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출현빈도의 연별 변화는 완만한 증가와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빈도 분포는 시계열자료 모형으로도 구성할 수 있으며, 장기간의 자료가 축적되는 경우
에는 연중 변화 양상도 비교-분석할 수 있으며, 그 변화 양상의 원인을 유의미한 수준의 환경
인자와 관련짓는 경우, 보다 개선된 모형으로의 발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동물 플랑크톤 변동
양상이 유지되는 경우, 2015년도의 동물 플랑크톤 출현 빈도 예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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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2 동물 플랑크톤의 연중일수(Julian Days)에 따른 출현 빈도

  

나. 자료기반 동물 플랑크톤 종수 변화 예측 모형  

○ 본 모형 개발에 사용한 자료도 4.1절에서 사용한 자료와 같으며, 사용한 자료는 연중 시기에 
따른 종수 변화이다. 종수변화는 간단한 도시(plot)를 통하여 뚜렷한 연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하 양상은 특정한 주기(본 기획연구의 경우, 1년 주기, 반년주기 
등의 성분으로 구성)에 대한 조화분석을 실시하면 다양한 수준의 종수 변화 예측모형을 구성
할 수 있다. 보다 복잡한 변동양상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동 주기성분이 포함되어
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 최적 추정하여야 하는 매개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통계적인 최적 모
형은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추정오차와 매개변수의 개수로 표현) 수치가 최소가 
되는 조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최적 모형을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2.3.13>는 연간 
변화가 1년 주기 성분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와 보다 작은 주기로 구성되는 경우로 가정하여 
각각에 대하여 추정한 동물플랑크톤 종수변화 예측모형이다. 모형의 오차수준은 약간 복잡한 
모형이 추정오차는 약 10%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대 종수가 발생하는 
시기도 모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년 주기성분만을 고려한 경우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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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간단한 모형이나, 기본적으로 종수 출현경사가 대칭(종수증가속도와 감소 속도가 동
일)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그림 2.3.13> (a)). 이런 조건이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판
단되는 경우에는 반년 주기 성분을 추가하여 개선할 수 있다(<그림 2.3.13> (b)). 이 경우, 종
수 증가는 완만한 반면, 종수 감소속도는 급격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반면 다양한 주기성분
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변동 양상을 재현할 수 있다(<그림 2.3.13> (c)). 본 모형
은 연중 시기에 대하여 예상되는 동물 플랑크톤 출현 종수를 예측하는 모형이며, 평균 추정오
차는 약 2.5~3.1종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a) 1년 주기성분만을 고려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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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년 주기, 반년주기 성분만을 고려한 경우

(c) 다양한 변동 주기성분(1년, 반년, 계절, 격월주기 등)을 고려한 경우

 그림 2.3.13  동물 플랑크톤의 종수 변화 예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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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 – 생태모형

○ 자료기반 모형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이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모형에서 복잡한 
모형으로 보완하여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료 기반 모형은 이론에 근거하여 모형의 예측
수준을 개선하기는 곤란하며, 이론기반 모형이라 할지라도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개선을 
기대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잇는 복잡한 환경-생태 모형도 관측 자료에 근
거하지 않고는 예측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자료 기반 환경모형도 궁극적인 단계는 이
론적인 환경-생태 모형으로 수렴하게 된다. 다만 자료기반 모형은 강요한 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만을 추출해주는 모형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 모형의 한계는 관측 자료를 참값으
로 가정하는 경우 정량적인 추정오차(예측오차)가 곧바로 제시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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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해양생태계 DB 구축과 정보서비스 

1. 국내 연구 동향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새만금 해양환경 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2002-2011
년)을 수행하면서 사업초기부터 해양자료실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에서 생산하는 모
든 해양자료를 통합 관리하였다. 자료별 관리절차에 따라 월주기, 년주기로 생산자료를 수집
하여 관리하였으며,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생물, 해양지질 전 분야 자료에 대한 통합DB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연구 참여자 간의 정보공유 및 내외 정보제공을 위하여 GIS 자료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2권의 새만금 해양환경도 제작하고 책자로 
발간하였다(그림 2.4.1).

그림 2.4.1 새만금 조사연구 사업의 자료서비스와 해양환경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2009년부터 “운용해양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해양모델과 연계
한 해양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Kim et al., 2010; 그림 2.4.2), WOD 자료, 
ARGO 자료, 인공위성 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축적하고 있다. 수집한 자료는 해양수
치모델 결과의 검증과 자료동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림 2.4.2 운용해양시스템의 자료관리시스템 구성 및 수집한 WOD자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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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해양생물에 대한 종합적인 DB 구축을 목적으로 한국해양생물지리
정보시스템(KOBIS, Korea Ocean Bio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과 한국해양생물다
양성정보시스템 (KOMBIS, Korea Marine Biodiversity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KOMBIS는 우리나라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종 목록을 DB화하는 사업
으로 10,000여종의 해양생물 종 목록을 확보하고 있다. KOBIS는 국제 해양생물지리정보시스
템 (iOBIS)의 regional node로 한반도 해역의 해양생물 출현정보를 수집하여 국제 공동 네트
워크에 연계하고 있다. KOBIS에서는 오픈소스 GIS기술을 이용한 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
으며(그림 1.4.3),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모바일 정보서비스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그림 
2.4.4).

그림 2.4.3 한국해양생물지리정보시스템의 해양생물 출현정보 검색 화면 

 

그림 2.4.4 한국해양생물지리정보시스템의 모바일 서비스

○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1961년부터 매년 6회씩 정선해양관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25개 정
선의 207개 정점에서 수온, 염분, 용존산소, 영양염류 등 17개 항목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집한 자료를 준실시간으로 신청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안정지
관측에서는 1993년부터 전국 연안의 34개 지점에서 매일 10시의 수온 및 기상자료를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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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DB를 구축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정선해양관측자료, 
연안정지관측자료, 실시간 어장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웹 인터페이스
를 통해 DB 자료를 검색하고 그래픽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그림 2.4.5). 

그림 2.4.5 국립수산과학원의 실시간 어장정보 서비스

○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검조소와 해양 부이에 자동관측장비를 설치하고 조위, 수온, 염분, 기
상자료를 연속 측정하고 있으며, 수집한 자료는 실시간정보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
고 있다(그림 2.4.6). 또한, 해양에서의 각종 활동 및 선박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자료인 조석
예보정보를 생산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림 2.4.6 국립해양조사원의 실시간 해양자료 서비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netCDF 형식의 대용량 자료를 전문가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방법
으로 KIOST Live Access Server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모델을 통해 생산한 장기재
분석정보와 인공위성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KIOST LAS에서는 대용량자료에서 원하는 위치
와 시간의 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실시간 가시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불어, 
netCDF 파일의 원격접속과 subset 추출을 지원하는 OPeNDAP 서비스도 제공한다(그림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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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KIOST LAS를 통한 대용량자료의 전문가용 서비스

2. 국외 동향

○ 영국의 Plymouth Marine Laboratory와 Marine Biological Association이 공동으로 운영
하는 Western Channel Observatory에서는 해양생태계와 관련된 각종 해양자료를 장기간
에 거쳐 생산하고 있으며(표 2.4.1),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하고 있다. 플랑크톤 자
료는 디지털식별자를 부여하여 Pangaea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하고 있다. 수집한 자료는 인
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별 특성에 따라 수치자료, 그래프이미지, 분포도 이미지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그림 2.4.8).

자료항목 자료관리 DB 시작년도 비고
Mooring WCO database L4, E1: 2009
Zooplankton BODC L4: 1988 Pangaea
Phytoplankton BODC L4: 1992 Pangaea

Nutrients NOWESP database & 
WCO database L4: 2000

CTD WCO database E1: 1903
Pigment WCO database L4, E1: 1998
Optics WCO database
CHN WCO database L4: 1992
RV Quest Underway 
System WCO database Google Earth 기

반 자료제공
Sunphotometer data WCO database 2001

Meteorological Data
WCO database &
Rame Head NCI

2003 PML 지붕설치

모델산출자료 WCO database L4 자료 추출

표 2.4.1 Western Channel Observatory의 생산자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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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Western Channel Observatory의 자료서비스

○ 미국의 국가해양자료센터(NODC)는 해양 분야의 세계자료센터 역할 수행을 통해 전 세계 해
양과학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수집자료를 이용하여 WOD(World Ocean 
Database)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2009년에 발표한 WOD에는 총 9백만 건의 수온, 염분자
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용존산소, 영양염 등의 화학 자료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NOAA, 
2011; 그림 2.4.9).

그림 2.4.9 WOD의 자료검색 및 제공서비스

○ 영국 PML에서는 NERC Earth Observation Data Aquisition and Analysis 
Service(NEODAAS)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모델 수행에 필요한 인공위성 SST, 
Chlorophyll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서비스하고 있다(그림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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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0 NEODAAS의 인공위성 자료 수집 및 서비스

○ 일본 Hokkaido National Fisheries Research Institute에서는 A-Line 관측을 통해 입수한 
CTD Data, Nutrient/Chlorophyll-a Data/Plankton Data를 파일형태로 관리하는 A-line 
Database를 운영하고 있다(그림 2.4.11).

그림 2.4.11 일본의 A-Line Database

  

○ 미국의 Hawaii Ocean Time-series(HOT)에서는 1988년 10월부터 하와이 부근에서 관측되
는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생물 자료를 관리,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관리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 정보서비스로 HOT-DOGS(HOT Data Organization & Graphic 
System)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자료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검색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결과는 수치형태, 그래프 형태로 제공한다(그림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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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 HOT-DOGS 자료서비스

○ 전 세계 해양생물 출현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국제해양생물지리정보시스템 (OBIS)은 전 세계
의 해양생물 관련 900여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수집자료는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하여 관리하며, 자료 수집을 위한 표준포맷으로 OBIS scheme를 설정하여 활용
하고 있다. OBIS는 기본적으로 GIS 기술을 이용한 정보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
로 널리 쓰이고 있는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그림 2.4.13).

그림 2.4.13 OBIS의 해양생물 출현정보 검색

 

○ CalCOFI(California Cooperative Oceanic Fisheries Investigation)에서는 Hydrographic 
Data, CTD Data, Net Sampling Data, Underway Sampling Data를 생산하고 있다. 
CalCOFI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제한 없이 제공하고 있으며, Data 
Reports 파일을 비롯하여, Access MDB 파일, CSV format data, XML data, IEA Archive 
파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Net Sampling Data의 경우는 Online 
Database 접속을 통해 자료를 유통시키고 있다(그림 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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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4 CalCOFI의 자료제공 화면

○ IODE와 JCOMM (Joint Commission for Oceanography Data and Marine Meteorology)
에서는 해양자료표준 수립을 위한 프로젝트로 Ocean Data Standard and Best Practices 
Project (ODSBP)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ISO 3166-1, 3166-3, Qaulity flag scheme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채택하였다(그림 2.4.15).

그림 2.4.15 ODSBP 웹사이트와 표준안

 

○ 환유럽 해양정보유통체계인 SeaDataNet에서는 분산시스템 형태로 유럽 35개국의 45개 해양
자료센터와 metadata를 공유하고 있으며, SeaDataNet의 CDI (Common Data Index) 
metadata profile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할 것을 ODSBP에 제안하였다(그림 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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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6 유럽 SeaDataNet의 자료유통표준과 품질관리기준

○ 해양자료의 품질관리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물리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GTSPP 
(Global Temperature-Salinity Profile Program), ARGO Program에서 수온, 염분 프로
파일 자료에 대한 질 관리기술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조석자료, 파랑자료에 대한 품질
관리기술은 미국 NDBC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IOOS (Integrated Ocean 
Observing System)의 Data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DMAC)의 핵심 서비스
로 Quality Assurance of Real Time Ocean Data (QARTOD) manual을 발간하고 있으
며, 현재까지 5권의 매뉴얼을 발간하였다(그림 2.4.17).

그림 2.4.17 IOOS의 QARTOD 품질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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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도입단계

대표 정선/정점 설정 및 현장 운용성 테스트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
웨이브글라이더 운용 기술 확보 및 시범 운용 (정선2,정점3)
해양생태계 모델 재현/검증 시스템 개발
해양자료 통합관리체계 및 DB 구축

2단계
발전단계

정선/정점 확장 현장 운용 테스트 및 보완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의 안정적 운영기술 확보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생태계 핵심/집중 구역 실해역 운영
해양생태계 시험예측 모델링
통합관리체계 고도화 및 생태계 정보서비스 구축

3단계
정립단계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운영 및 상용화
해양생물의 분류군별 시계열 자료기반의 해양생태계 변화 예측 
기술 확보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표영 생태계 핵심/ 집중 해역 안전 운영
해양생태계 예측시스템 정교화
해양자료 통합관리체계 운영 및 고도화

표 3.3.1 연구 단계별 추진 연구내용

제 3 장 연구개발 비전과 추진전략

제 1 절 연구개발 비전 

○ 웨이브글라이더를 활용한 해양 표영 생태계 동시 연속관측으로 미래 국가해양생물자원의 체
계적인 보존과 관리

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 웨이브글라이더를 이용한 동시 연속 관측과 시료 채집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양생물 채집기 개발

○ 해양생물 자동 형상분석과 DNA바코드 분석

○ 물리-생태계 모델을 통한 생태계 예측 예보

○ 해양생태계 해양자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

제 3 절 추진전략 
1. 연구단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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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추진전략

○ 1단계 추진과정

 -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동물플랑크톤 채집기 개발
 - 웨이브글라이더 운용 기술 확보 및 시범 운용
 - 해양생태계 모델 재현/검증 시스템 개발
 - 해양자료 통합관리체계 및 DB 구축

○ 2단계 추진과정

 -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의 안정적 운영기술 확보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채수기 개발
 -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생태계 핵심/집중 구역 실해역 운영
 - 해양생태계 시험예측 모델링
 - 통합관리체계 고도화 및 생태계 정보서비스 구축

○ 3단계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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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생물의 분류군별 시계열 자료기반의 해양생태계 변화 예측 기술 확보
 - 웨이브글라이더 현장 운용
 -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표영 생태계 핵심/ 집중 해역 안전 운영
 - 해양생태계 예측시스템 개선/정교화
 - 해양자료 통합관리체계 운영 및 고도화

가.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과 운영 

○ 동해, 서해, 남해 해양 표영 생태계 특성, 해류 특성을 대표하는 동시 연속 관측망 위치 선정 
및 연속관측

 - 문헌조사와 연구보고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동해, 서해, 남해의 해양 표영 생태계(식
물플랑크톤, 원생동물, 동물플랑크톤, 어류와 무척추동물의 난과 유생 등)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대표하는 위치에 조사정선과 조사정점 설정

 - 동해, 서해, 남해로 유입하는 주요 해류의 통로에 조사정선을 설정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조사원, 서울대 등의 조사정선/정점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조사정선/정점 설정
 - 1단계 조사 정선 및 정점: 그림 3.3.1과 표 3.3.2에 나타냄; 정점은 동·서·남해에 각각 한 곳 

(KIOS3: 울진-동해 연구소, KIOS4: 통영바다목장, KIOST8: 새만금) 선정, 정선 (KIOL1:동해
라인, KIOL3:대한해협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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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1단계 정선-정점 관측 지도 ( 파란원: 정점, 빨간선: 정선)

관측 정점 위치 관측 정선 위치
3 KIOS3 울진-동해 연구소 KIOL1-1 동해라인 (울진-울릉도)
4 KIOS4 통영바다목장 KIOL1-2 울릉도-독도
8 KIOS8 새만금 KIOL3 대한해협 입구 수과원 400

표 3.3.2 1단계 추진 정선-정점 관측 지도

 - 2단계 조사 정선 및 정점: 1단계 조사에서 정점 및 정선을 확장하여 KIOL7 (서해북부 라인
(인천-산둥반도 라인)과 KIOS10 (소청도 기지) 추가하여 현장 운용성 테스트 및 보완

 - 3단계 조사 정선 및 정점: 전체 정선 및 정점을 추가하여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운영
과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양생물채집기 상용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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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동·서·남해 해양표영 생태계 동시 연속관측 정점과 정선 위치

관측 정점 위치 관측 정선 위치
1 KIOS1 독도기지 비고
2 KIOS2 울릉도 기지 KIOL1-1 동해라인 (울진-울릉도)
3 KIOS3 울진-동해 연구소 KIOL1-2 울릉도-독도
4 KIOS4 통영바다목장 KIOL2 동남해라인 수과원 209
5 KIOS5 제주도 KIOL3 대한해협 입구 수과원 400
6 KIOS6 이어도 기지 KIOL4 동중국해 라인 수과원 316
7 KIOS7 가거초 기지 KIOL5-1 제주채널 수과원 203
8 KIOS8 새만금 KIOL5-2 제주남쪽-이어도
9 KIOS9 시화호 KIOL6 황해라인 수과원 309
10 KIOS10 소청도 기지 KIOL7 서해북부 라인(인천-산둥반도 라인)

표 3.3.3 동·서·남해 해양표영 생태계 동시 연속관측 정점과 정선 위치

나.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양생물 채집기 개발 및 현장 운용 기술 개발

 - 웨이브 글라이더의 관측장비 탑재 능력 분석과 운영 특성 파악
 - 생물연구본부와 물리연구본부, 해양방위센터의 부서 간 협력은 물론 외부 산업계와 

협력하여 기장비의 공동 개발 
 - 기존에 개발된 장비의 개선을 통한 웨이브 글라이더 탑재형 장비 개발: 예, 실시간 

적조탐지 음향시스템, 연속 플랑크톤 채집기(CPR), UVP, FlowCam 등 (그림 3.3.2)
 - 웨이브글라이더를 활용한 해양생태계 측정 기술 확보 및 시범 운용 
 - 생태계 핵심 해역 광역 및 집중 운영 및 웨이브글라이더 육상 제어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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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무동력 펌프 개발 및 채수기 개발 설계도

그림 3.3.4 웨이브글라이더 실해역 실험 (제주도 남서 해역, 2014년)

다. 해양생물 자동 형상분석과 DNA바코드 분석 방법의 표준화

○ 한반도 주변해의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표영 해양 생태계 구성원의 생물량이나 종조성의 변동 
관측을 위해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동시 광범위 시계열 변화 분석할 수 있는 최적 표본 수집, 
환경인자 측정 및 환경 DNA 정보 분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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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미경기법을 이용한 해양생물의 형태적 특징 분석 및 종 동정
 - 환경 DNA 바코딩 (environmental DNA barcoding) 방법을 활용하여 연속 채집되는 

대량의 해양생물 시료를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법 정립
 - 바이오정보과학(bioinformatics)을 활용한 생물정보 처리 방법 확립(그림 3.3.6~7)
 - 시계열 해양 표영 생물 출현 정보 분석

그림 3.3.5 현미경기법을 이용한 해양생물의 형태적 특징 

분석 

그림 3.3.6 해양생물 혼합 시료 DNA바코딩 결과 처리 흐름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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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NGS로 분석된 통영MRC 주변해역 무척추 동물의 부유 난과 유생 기반의 

산란시기 변동

라. 해양생태계 모델링 시스템 개발 

○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표영생태계 연속관측과 연계하여 해양생태계 지시자 현황을 분석, 평가
하고 예측할 수 있는 (준)실시간 해양생태계 재현/예측 모델 시스템을 개발.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주변 물리환경변화와 생태계 변동간의 상호작용 이해. 

 - 동아시아 지역해 광역 생태계 모델링 시스템 개발
 - 우리나라 주변해역 협역 생태계 모델링 시스템 개발 
 - 실제 생물 출현자료에 근거하여 기존 생태계 모델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 확립
 - 우리나라 동·서·남해 해양 표영 생태 예보 기술 개발 계획 수립
 - 해양 표영 생태계 모델 개발에 필요한 최적 자료 요구 조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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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POLCOMS-ERSEM 모델의 우리나라 

해역에 적용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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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NGS로 분석된 통영 MRC의 동물플랑크톤의 종별 출현빈도 확률 모형을 

이용한 동물플랑크톤 최대 출현종수 출현시기 분석(2013-2014년 격주 조사).

마. 해양생태계 해양자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

 - 기운용중인 해양과기원 해양생물정보 데이터베이스인 해양생물지리정보시
스템 (KOBIS)과 연계하여 해양생태환경 연속 관측자료 처리와 관리, 정보 서
비스 
 - 인공위성과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자료의 연계 처리 방법 개발

그림 3.3.10 동시 연속망 관측 정보 및 생태계모델 산출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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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
계

단계별 
연구목표

연
차

예산
(백만)

연차별 연구목표

해양생태
계 동시 
연속 관
측망 구
축과 운
영
(5,400)

1
단
계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
축

1 600

-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동 연구를 위한 관측 
주기와 관측망 구축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library 구축

2 600

-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동 연구를 위한 관측 
주기와 관측망 구축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library 구축

3 600

-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동 연구를 위한 관측 
주기와 관측망 구축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library 구축

2
단
계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 측 망 의 
안정적 운
영 기술 확
보

4 600

-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동 연구를 위한 관측 
주기와 관측망 최적화

- 해양생태계 관측망의 대량 표본 분석기술 개
발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library 업데이트

5 600

-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동 연구를 위한 관측 
주기와 관측망 최적화

- 해양생태계 관측망의 대량 표본 분석기술 개
발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제 4 절 중점 연구과제 도출 

1.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과 운영 

과제명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과 운영

연구목표

○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
○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운영기술 확보
○ 해양생물의 분류군별 시계열 자료기반의 해양생태계 변화 예측 기

술 확보

핵심 연구내용

1.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동 연구를 위한 최적 관측 주기와 관측망 구
축
2. 해양생태계 관측망의 대량 표본 분석 기술 개발 및 고도화
3. 분자마커 기반의 해양생물종 분석을 위한 기준표본 확보와 참조 유
전체 library 구축
4. 해양생물 분류군별 변화 분석과 생태계 변동 예측 기술 개발
5. 해양생태계 동시 시계열 자료의 안정적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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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업데이트

6 600

-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동 연구를 위한 관측 
주기와 관측망 최적화

- 해양생태계 관측망의 대량 표본 분석기술 개
발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library 업데이트

3
단
계

해 양 생 물 의 
분류군별 시
계열 자료기
반의 해양생
태계 변화 
예측 기술 
확보

7 600

- 해양생태계 동시 관측망 시계열 자료의 안정
적 생산

- 해양생태계 관측망의 대량 표본 분석기술의 
고도화

- 해양생물 분류군별 변화 분석과 생태계 변동 
예측 기술 개발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library 업데이트

8 600

- 해양생태계 동시 관측망 시계열 자료의 안정
적 생산

- 해양생태계 관측망의 대량 표본 분석기술의 
고도화

- 해양생물 분류군별 변화 분석과 생태계 변동 
예측 기술 개발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library 업데이트

9 600

- 해양생태계 동시 관측망 시계열 자료의 안정
적 생산

- 해양생태계 관측망의 대량 표본 분석기술의 
고도화

- 해양생물 분류군별 변화 분석과 생태계 변동 
예측 기술 개발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library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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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양생물 채집기 개발 

과제명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양생물 채집기 개발

연구목표 ○ 웨이브글라이더에 장착하여 무인‧자율로 해양생물 시료를 채집할 
수 있는 채집기 개발

핵심 연구내용

1.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무동력 펌프 개발
2. 연속 동물 플랑크톤 채집망 개발
3. 식물플랑크톤 채집등을 위한 채수기 개발
4. 현장 성능 검증 및 상용화

구분 단
계

단계별 
연구목표

연
차

예산
(백만)

연차별 연구목표

웨이브글라
이더 장착 
해양생물 
채집기 
개발

(2,100)

1
단
계

웨이브글라이
더 장착 

동물플랑크톤 
채집기 개발

1 500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무동력 펌프 개발
- 연속 동물 플랑크톤 채집망 개발

2 300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무동력 펌프 개발
- 연속 동물 플랑크톤 채집망 개발
- 동물플랑크톤 채집기 현장 성능 검증

3 300
- 동물플랑크톤 채집기 현장 성능 검증
- 현장 성능 검증을 통한 기능 개선
- 기술이전을 통한 상용화 추진

2
단
계

웨이브글라이
더 장착 

채수기 개발

4 500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수 분배기 개발
- 채수시료 보존 장치 개발

5 300
- 채수시료 보존 장치 개발
- 채수시료 무게 보상 장치 개발
- 현장 성능 시험

6 200
- 현장 성능 시험
- 현장 성능 검증을 통한 기능 개선
- 기술이전을 통한 상용화 추진

3
단
계

웨이브글라이
더 현장 운용

7 300 - 표영 생태계 핵심 해역 광역 및 집중 운영

8 300 - 표영 생태계 핵심 해역 광역 및 집중 운영

9 300 - 표영 생태계 핵심 해역 광역 및 집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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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해양생태계 광역/집중 측정망 구축 및 운용

과제명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해양생태계 광역/집중 측정망 구축 및 운용

연구목표
○ 웨이브글라이더를 활용한 해양생태계 측정 기술확보 및 시범 운용 
○ 생태계 핵심 해역 광역 및 집중 운영
○ 웨이브글라이더 육상 제어국 운영

핵심 연구내용

1. 웨이브글라이더 실해역 시범 및 실제 운용 기술 확보 
2.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센서부 module 및 자료 융합
3. 웨이브글라이더 육상 제어국 구축
4. 표영 생태계 핵심 해역 광역 및 집중 운영

구분 단
계

단계별 
연구목표

연
차

예산
(백만)

연차별 연구목표

웨이브글
라이더 
기반 

해양생태
계 

광역/집
중 

측정망 
구축 및 

운용
(10,500)

1
단
계

웨이브글라
이더 시범 
운용 기술 

확보 

1 1500
- 동해 중부해역에서의 시범 운용 1차 (2-3기)
- 장착 센서부 통합 module integration
- 육상 제어국 설계 및 구축 (prototype)

2 1500
- 동해 중부해역에서의 시범 운용 2차 (2-3기)
- 육상 제어국 구축

3 1500
- 서남해 해역에서의 운용 1차 (2-3기)
- 광역 및 집중 표영 생태계 조사

2
단
계

웨이브글라
이더 

실해역 
적용 기술 
확보 및 

운용

4 1000
-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동해안 광역 및 집중
  표영 생태계 조사 (4기)

5 1000 -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남해안/제주 광역 및 
집중 표영 생태계 조사 (4기)

6 1000
-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서해안 광역 및 집중
  표영 생태계 조사 (4기)

3
단
계

광역 및 
집중 

측정망 
운영

7 1000 - 표영 생태계 핵심 해역 광역 및 집중 운영

8 1000 - 표영 생태계 핵심 해역 광역 및 집중 운영

9 1000 - 표영 생태계 핵심 해역 광역 및 집중 운영

    * 웨이브글라이더 운용 댓수는 예산에 따라 조정 필요 (현재 대당 3.5억, 기본 센서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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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생태계 모델링 시스템 개발 

과제명 해양생태계 모델링 시스템 개발

연구목표
○ 우리나라 주변해역 해양생태계 모델링 시스템 개발
○ 연속관측시스템 연계 모형 검증 및 개선
○ 해양생태계 주요 지시자 현황 분석 및 단기 예측

핵심 연구내용

1. 동아시아 지역해 광역 생태계모델링 시스템 개발
2. 우리나라 주변해역 협역 생태계모델링 시스템 개발
3. 연속관측 자료를 이용한 모델 비교/검증 및 예측 성능 평가
4. 생태계모델링 시스템 개선 및 주간예측 시스템 개발

구분 단
계

단계별 
연구목표

연
차

예산

(백만)
연차별 연구목표

해양생태계 
모델링 
시스템 
개발

(5,400)

1단
계

해양생태계모
델 

재현/검증시스
템 개발

1 600

- 대기강제력, 해양 및 하천경계 자료 분석을 통한 모델 
입력자료 생산  

- 동아시아 지역해 순환/생태계 접합 광역모델(1/10도) 수
립

- 우리나라 주변해역 순환/생태계 접합 협역모델(1/30도) 
수립

2 600
- 광역-협역 연동(일방) 시스템 개발 

- 과거 30년 변동성 재현 실험

3 600
- 최근 2년 계절 변동성 재현 평가를 통한 모델 개선

- 파일럿 시스템 (버전 1) 출시

2단
계

해양생태계 
시험예측 
모델링

4 600

- (준)실시간 대기강제력 산출 모듈 개발

- (준)실시간 하천경계치 산출 모듈 개발

- (준)실시간 해양경계치 산출 모듈 개발

- 파일럿 시스템과의 연동

5 600
- 관측자료와의 비교/검증 모듈 개발 및 (준)실시간 비교/

검증

- 파일럿 시스템 개선 

6 600
- (준)실시간 예측 시스템 (버전 2) 개발 및 시험 예측

- 관측 자료를 활용한 생태계모델 비교/검증 및 예측성능 
평가

3단
계

해양생태계 
예측시스템 

개선 및 
정교화

7 600

- 해양생태계 주요 지시자 현황 분석 시스템 개발

- 해양생태계 주요 지시자 주간예측 시스템 구축

- 해양생태계 예측시스템 개선 및 정교화

8 600

- 주간예측 시스템 운용 결과 분석

- 생태계모델 예측결과 표출시스템 구축

- 해양생태계 예측시스템 개선 및 정교화

9 600

- 사용자 피드백을 통한 시스템 개선 및 추가 도구 개발

- 해양생태계 예측시스템 개선 및 정교화

- (준) 실시간 예측 시스템 (버전 3)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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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생태계 해양자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

과제명 해양생태계 해양자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

연구목표
○ 연속 관측망 해양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국내외 해양자료의 수집/
활용 체계 구축
○ 해양생태계 해양자료 통합 DB 및 정보서비스 구축

핵심 연구내용

1. 동시 연속 관측망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2. 해양생태계 관련 기존 과학조사자료 수집/활용체계 구축
3. 생태계모델 산출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4. 해양생태계 해양자료 통합 DB 구축
5. 오픈소스를 이용한 생태계 정보서비스 구축

구분 단
계

단계별 
연구목표

연
차

예산
(백만)

연차별 연구목표

해양생태
계 해양
자료 통
합관리체
계 구축 
(3,200)

1
단
계

해 양 자 료 
통합관리체
계 및 DB구
축

1 300
- 생태계 과학조사자료 수집체계 구축
- 동시 연속 관측망 해양자료 관리방안 수립

2 300
- 동시 연속 관측망 해양자료 관리체계 구축
- 생태계 과학조사자료 통합 DB 설계

3 400
- 생태계 과학조사자료 통합 DB구축
- 생태계 모델 산출정보 관리방안 수립

2
단
계

통합관리체
계 고도화 
및 생태계 
정보서비스 
구축

4 500
- 생태계모델 산출정보 관리체계 구축
- 오픈소스를 이용한 GIS정보서비스 개발

5 400
- 생태계 통합 DB고도화 및 정보 업데이트
- 대용량 모델자료 유통체계 구축

6 300
- 생태계 통합 DB 운영 및 정보 업데이트
- 생태계 해양자료 통합관리체계 완성

3
단
계

해 양 자 료 
통합관리체
계 운영 및 
고도화

7 300
- 생태계 통합 DB운영 및 고도화
- 모델연계 정보유통체계 운영

8 300
- 생태계 통합 DB운영 및 업데이트
- 모델연계 정보유통체계 운영

9 400
- 생태계 과학조사자료 통합 DB 재구축 및 완

성
- 모델연계 정보유통체계 재구축 및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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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추진 계획

제 1 절 총괄 로드맵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연차 1 2 3 4 5 6 7 8 9

세부과제      예산(백만원) 3500 3300 3400 3200 2900 2700 2800 2800 2900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과 운영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의 안정적 운영 
기술 확보

해양생물의 분류군별 
시계열 자료기반의 
해양생태계 변화 예측 
기술 확보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양생물 채집기 개발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동물플랑크톤 채집기 
개발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채수기 개발

웨이브글라이더 현장 
운용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해양생태계 광역/집중 
측정망 구축 및 운용

웨이브글라이더 운용 
기술 확보 및 시범 
운용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생태계 핵심/집중 구역 
실해역 운영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표영 생태계 핵심/ 
집중 해역 안정 운영

해양생태계 모델링 
시스템 개발 

해양생태계 모델 
재현/검증시스템 개발

해양생태계 시험예측 
모델링

해양생태계 예측시스템 
개선/정교화

해양생태계 해양자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

해양자료 통합관리체계 
및 DB 구축

통합관리체계 고도화 
및 생태계 정보서비스 
구축

해양자료 통합관리체계 
운영 및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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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세부과제별 로드맵 

1.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과 운영

2.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양생물 채집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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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해양생태계 광역/집중 측정망 구축 및 운용

4. 해양생태계 모델링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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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생태계 해양자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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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세부과제별 기술 개요 

1.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과 운영 
가. 연구의 필요성 

○ 한반도 주변해역은 전세계에서 단위면적당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Costello 
et al., 2010). 이곳의 해양생태계는 생물의 고유의 생태적 특성과 계절에 따른 물리화학적 특
성 변화에 따라 매우 역동적으로 변한다. 변동의 주된 원인은 계절에 따른 해양생물의 천이, 
해류나 조석에 의한 분포상이 변화, 주야의 수직 변동, 생활사에 따른 서식지 변화 등이다. 이
러한 해양생태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해양생물의 종동정과 정밀한 시계열 변화 분석
이 필요하다. 

○ 생물은 종 고유 형태와 유전자가 있다. 전통적으로 해양생물의 종분석에 형태형질을 사용한
다. 하지만 형태형질은 성장 단계에 따라 변한다. 이 형질은 해양 생물의 종간 또는 종내 변이
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해양생물의 유전적 특성이 종 
분석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 유전적 특성은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다.

○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생태계 연구는 크게 단기 조사와 장기 조사로 구분된다. 단기 조사의 
목적은 정밀한 계절별 해양생태계 구조 분석이고, 장기 관측은 해양생물 대분류군에 대한 양
적 변동 파악이다. 장단기 해양생태계 연구결과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
환경관리공단, 대학 및 민간 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축적하고 있다. 이들 자료간 종
분석의 해상력 차이가 매우 커 해양생태계 분석을 위한 자료의 융합이 매우 어렵다.

○ 역동적인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생태계 연구를 위해서는 해양생태계 구성원의 종별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다. 해양생태계의 정밀한 구조 변화는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진단, 해양생물자원
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산란시기, 보육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생물의 종 분류를 위해 성체의 형태형질에 근거한 모식표본을 만든다. 종 분석에 사용되는 형
태형질은 분류군에 따라 다양하다. 모든 분류군의 종 분석에 적용 가능한 표준 형태형질은 없
다. 생물종 동정 과정은 분류군별 표본의 형태를 문헌이나 모식표본과의 일대일 비교이다. 해
양생물의 시스트(난)나 유생, 훼손된 표본과 같이 종 분석에 충분한 형태형질 확보가 어렵거
나 문헌이나 모식표본과 비교할 수 없는 표본은 종 분석이 어렵다. 미동정 표본은 사후에 종 
동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분석결과의 정확성에 대해 연구자간 교차 검정이 어렵다.

○ 분자마커 활용 종분석의 기준은 형태형질로 분석된 표본의 유전자 정보이다. 종 분석에 활용
할 수 있는 분자마커는 매우 다양하다. 제한된 몇 개의 분자마커로도 많은 종의 해양생물을 
종수준으로 종정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분자 마커는 모든 생물에 적용 가능하고, 그 수를 늘
릴 수 록 분석의 정밀도가 향상된다. 종분석 과정은 생명정보학기반의 컴퓨팅으로 단일 표본
이나 혼합표본에서 추출한 분자마커 정보를 참조유전체와 다대다 비교이다. 종분석에서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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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형질, 발생단계, 표본의 회손 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참조유전체 정보 부제에 따
른 미동정 종은 추후 유전자 정보가 확보시 분석이 가능하다. 분자마커 기반의 종 분석 결과
는 연구자간 차이가 없다. 

○ 해양생물의 종분석에서 분자마커가 형태형질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은 모든 생물군에 적용 
가능한 분자마커가 매우 다양하다. 표본 상태의 영향을 받지 않아 분석 방법의 표준화가 가능
하다. 미동정종의 사후 분석 가능하고 연구결과의 객관성 측면 등이었다. 

○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표본 수집기술의 확보는 물
론 대량의 해양생물 표본을 종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의 표준화가 동반되어야 한
다.

나. 연구 목표 

○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

 -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동 연구를 위한 관측 주기 및 관측망 설정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과 참조 유전체 library 확보

○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운영기술 확보

 -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동 연구를 위한 관측 주기와 관측망 최적화
 - 해양생태계 관측망의 대량 표본 분석기술 개발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library 업데이트

○ 해양생물의 분류군별 시계열 자료기반의 해양생태계 변화 예측 기술 확보

 - 해양생태계 동시 관측망 시계열 자료의 안정적 생산
 - 해양생태계 관측망의 대량 표본 분석기술의 고도화
 - 해양생물 분류군별 변화 분석과 생태계 변동 예측 기술 개발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library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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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내용 

(1)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

○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동 연구를 위한 관측 주기와 관측망 구축을 위해 해양생태계 관측 조사
정선과 조사정점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조사된 해양생태계와 환경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해양생태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최소 조사 정점과 정선을 선정한
다. 현장관측 자료와 기존 자료와 비교 분석 후 조사 정점과 정선의 적절성 분석한다. 분석 결
과를 토대로 해양생태계 관측 조사정선과 주사정점 설정 및 조사 주기 결정한다. 현장에서 수
집된 표본 분석을 위해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library 구축을 동시에 수행
한다.

(2) 해양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운영

○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동 연구를 위한 관측 주기와 관측망 최적화를 위해 표본을 연속 수집할 
수 있는 기술 현황을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해양생물의 분류군별 최적 표본 수집 장비 선정
하고 장기 운용성을 분석한다. 해양생태계 관측망의 동시 운영을 위한 해양생물 표본 수집 기
술의 표준화한다. 생태계 관측망에서 수집된 대량의 표본 분석의 표준화 방법을 도출한다. 생
물종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해양생물종 모식 표본의 지속적인 확보와 참조 유전체 DB
를 확충한다.

(3) 해양생물의 분류군별 시계열 자료기반의 해양생태계 변화 예측 기술 확보

○ 해양환경특성에 따른 해양생물의 분류군별 시계열 변동 분석을 위해 해양생태계 동시 관측망 
시계열 표본의 안정적 수집과 대량의 표본 분석기술의 고도화 및 안정화를 수행한다. 이들 자
료를 활용하여 해양환경변화 민감 분류군과 생물학적 지표 발굴과 유용 해양물의 출현시기와 
산란시기와 기간 예측한다. 해양생물종 모식표본에 기반을 둔 참조 유전체 DB를 이용하여 분
석된 해양생태계 자료의 품질 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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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단계별 목표 연차 연차별 목표 연차별 연구내용

1
해 양 생 태 계 
동시 연속 관
측망 구축

1

-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
동 연구를 위한 관측 
주기와 관측망 구축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library 구축

-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환경 특성과 해양생태계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 한반도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동 연구에 필요한 최소 조사 
정점과 정선 설정 

-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동 조사를 위한 관측 주기 및 대상 
생물군 선정

- 연구 대상 생물군(박테리아,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난자치어, 무척추동물의 유생, 환경유전자 등)에 적합한 
표본 수집 장비 조사 및 선정

- 소형 및 대형 생물의 모식 표본에서 genomic DNA 추출, 
유전자 증폭,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local 참조 유전체 
DB 구축

-모식 표본의 형태형질 기록(사진촬영, 그림 등)

2

-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
동 연구를 위한 관측 
주기와 관측망 구축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library 구축

-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환경 특성과 해양생태계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 한반도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동 연구에 필요한 최소 조사 
정점과 정선 설정 

-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동 조사를 위한 관측 주기 및 대상 
생물군 선정

- 연구 대상 생물군(박테리아,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난자치어, 무척추동물의 유생, 환경유전자 등)에 적합한 
표본 수집 장비 조사 및 선정

- 소형 및 대형 생물의 모식 표본에서 genomic DNA 추출, 
유전자 증폭,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local 참조 유전체 
DB 구축

-모식 표본의 형태형질 기록(사진촬영, 그림 등)

3

-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
동 연구를 위한 관측 
주기와 관측망 구축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library 구축

-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환경 특성과 해양생태계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 한반도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동 연구에 필요한 최소 조사 
정점과 정선 설정 

-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동 조사를 위한 관측 주기 및 대상 
생물군 선정

- 연구 대상 생물군(박테리아,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난자치어, 무척추동물의 유생, 환경유전자 등)에 적합한 
표본 수집 장비 조사 및 선정

- 소형 및 대형 생물의 모식 표본에서 genomic DNA 추출, 
유전자 증폭,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local 참조 유전체 
DB 구축

-모식 표본의 형태형질 기록(사진촬영, 그림 등)

4

-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
동 연구를 위한 관측 
주기와 관측망 최적화

- 해양생태계 관측망의 
대량 표본 분석기술 
개발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library 업데이트

- 해양생태계 시계열 관측 주기의 적절성 분석을 통한 최적 
운영 주기 확보

- 한반도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동 연구에 필요한 최소 조사 
정점과 정선 자료의 적절성 분석

- 차세대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한 대량의 
해양부유생물 표본 분석 결과의 신뢰도 분석

- 소형 및 대형 생물의 모식 표본에서 genomic DNA 추출, 
유전자 증폭,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local 참조 유전체 
DB 업데이트

- 해양생물종 모식 표본의 형태형질 기록
- 해양생태계 관측망의 대량 표본 분석기술의 표준화

(4) 연차별 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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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단계별 목표 연차 연차별 목표 연차별 연구내용

2

해양생태계동
시 연속 관측
망의 안정적 
운영 기술 확
보

5

-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
동 연구를 위한 관측 
주기와 관측망 최적화

- 해양생태계 관측망의 
대량 표본 분석기술 
개발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library 업데이트

- 해양생태계 시계열 관측 주기의 적절성 분석을 통한 최적 
운영 주기 확보

- 한반도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동 연구에 필요한 최소 조사 
정점과 정선 자료의 적절성 분석

- 차세대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한 대량의 
해양부유생물 표본 분석 결과의 신뢰도 분석

- 소형 및 대형 생물의 모식 표본에서 genomic DNA 추출, 
유전자 증폭,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local 참조 유전체 
DB 업데이트

- 해양생물종 모식 표본의 형태형질 기록
- 해양생태계 관측망의 대량 표본 분석기술의 표준화

6

-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
동 연구를 위한 관측 
주기와 관측망 최적화

- 해양생태계 관측망의 
대량 표본 분석기술 
개발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library 업데이트

- 해양생태계 시계열 관측 주기의 적절성 분석을 통한 최적 
운영 주기 확보

- 한반도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동 연구에 필요한 최소 조사 
정점과 정선 자료의 적절성 분석

- 차세대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한 대량의 
해양부유생물 표본 분석 결과의 신뢰도 분석

- 소형 및 대형 생물의 모식 표본에서 genomic DNA 추출, 
유전자 증폭,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local 참조 유전체 
DB 업데이트

- 해양생물종 모식 표본의 형태형질 기록
- 해양생태계 관측망의 대량 표본 분석기술의 표준화

7

- 해양생태계 동시 관측
망 시계열 자료의 안
정적 생산

- 해양생태계 관측망의 
대량 표본 분석기술의 
고도화

- 해양생물 분류군별 변
화 분석과 생태계 변
동 예측 기술 개발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library 업데이트

- 해양생태계 시계열 자료의 안정적 생산
- 해양생태계 구성원의 장기 시계열 변화를 이용한 생태계 

변화 진단의 표준 지표 개발
- 해양생태계 분석 자료의 정량화 및 다양성 분석
- 유용생물의 산란시기와 산란기간 분석 기술 확보
- 유용생물의 출현시기와 출현기간 분석
- 열대 및 아열대 생물의 출현 모니터링 기법 확립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library 

업데이트

3
해 양 생 태 계 
예 측 시 스 템 
개선 및 정교
화

8

- 해양생태계 동시 관측
망 시계열 자료의 안
정적 생산

- 해양생태계 관측망의 
대량 표본 분석기술의 
고도화

- 해양생물 분류군별 변
화 분석과 생태계 변
동 예측 기술 개발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library 업데이트

- 해양생태계 시계열 자료의 안정적 생산
- 해양생태계 구성원의 장기 시계열 변화를 이용한 생태계 

변화 진단의 표준 지표 개발
- 해양생태계 분석 자료의 정량화 및 다양성 분석
- 유용생물의 산란시기와 산란기간 분석 기술 확보
- 유용생물의 출현시기와 출현기간 분석
- 열대 및 아열대 생물의 출현 모니터링 기법 확립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library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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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단계별 목표 연차 연차별 목표 연차별 연구내용

9

- 해양생태계 동시 관측
망 시계열 자료의 안
정적 생산

- 해양생태계 관측망의 
대량 표본 분석기술의 
고도화

- 해양생물 분류군별 변
화 분석과 생태계 변
동 예측 기술 개발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library 업데이트

- 해양생태계 시계열 자료의 안정적 생산
- 해양생태계 구성원의 장기 시계열 변화를 이용한 생태계 

변화 진단의 표준 지표 개발
- 해양생태계 분석 자료의 정량화 및 다양성 분석
- 유용생물의 산란시기와 산란기간 분석 기술 확보
- 유용생물의 출현시기와 출현기간 분석
- 열대 및 아열대 생물의 출현 모니터링 기법 확립
- 해양생물종 모식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library 

업데이트

 

라. 산출물 

○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동 연구를 위한 최적 관측 주기와 관측망 구축

○ 해양생태계 관측망 운영을 위한 대량의 표본 분석의 표준화

○ 분자마커 기반의 해양생물종 분석을 위한 기준 표본 확보와 참조 유전체 DB 구축

○ 해양생물 분류군별 변화 분석과 생태계 변동 예측

 - 유용생물의 산란시기와 산란기간 예측 및 자원보호 정책 자료 생산
 - 유용생물의 출현시기와 출현기간 분석을 통한 어장 형성 예보
 - 열대 및 아열대 생물의 출현 모니터링 기반의 한반도 해양기후변화 감시 기술 확립
○ 해양생태계 구성원의 장기 시계열 변화를 이용한 생태계 변화 진단의 신 표준 지표 제시

2.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양생물 채집기 개발 
가. 연구의 필요성 

○ 해양 표영 생태계 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선박을 이용한 채집으로는 만
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무인‧자동 채집이 가능한 방법을 개발해야하며 
표영 생태계의 특성상 운항에 동력이 거의 필요 없는 웨이브글라이더를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웨이브글라이더에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센서
들은 존재하지만 이를 활용하여 실제 분석할 수 있는 시료를 확보하는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전문한 실정이다. 따라서 웨이브글라이더의 활용 분야의 확대와 이를 통한 해양 표영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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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연속 관측망 구축을 위해 웨이브글라이더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한 해양 생물 채집기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나. 연구 목표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동물플랑크톤 채집기 개발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수 채수기 개발

다. 연구 내용

(1)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동물플랑크톤 채집기 개발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무동력 펌프 개발

 - 웨이브글라이더 작동 기작과 추진 fin의 동작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힘의 분포와 용수철의 
제원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 웨이브글라이더 작동 기작의 정량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웨이브글라이더 추진 fin의 운동 시
에 작동하는 용수철의 힘을 이용한 펌프 기작을 설계하고, 적절한 압력을 발생 시킬 수 있도
록 제원을 결정한다. 펌프의 형태는 피스톤 운동 방식을 채택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스
톤의 운동 방향에 따라 해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 방지 시스템도 설계‧ 적용되어야한다.

그림 4.3.1 웨이브글라이더 추진 fin의 운동 모습

 - 웨이브글라이더는 자율 운행하는 장비이므로 펌프 역시 웨이브글라이더의 속도 등에 따라 자
율적으로 펌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펌프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 펌프의 시제품이 제작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실험과 시제품 제작 후의 시운전은 조파 수조를 
활용한다.

○ 연속 동물플랑크톤 채집망 개발

 - 기존에 개발되어 사용중인 CPR (Continuous Plankton Recorder)의 연속 채집망을 응용하
여 웨이브글라이더에 장착 가능한 연속 동물플랑크톤 채집망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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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CPR (Continuous Plankton Recorder)의 채집망 

 - 연속 동물플랑크톤 채집망 역시 웨이브글라이더의 운항 속도 및 무동력 펌프의 작동과 연동
되어 자율 운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설계한다.

 - 무동력 펌프 및 연속 채집망을 결합하여 작동 및 성능을 확인한다. 
 -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웨이브글라이더 내에 펌프 및 채집망의 장착 위치 및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 펌프 및 채집망 운용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통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 Integration된 시제품을 조파 수조 및 실해역에서 시험 운영을 실시하며, 조석, 해류, 파고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 개선한다.

 - 개발이 완료되면 기술이전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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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펌프와 채집망이 integration된 동물플랑크톤 채집기 모식도

(2)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수 채수기 개발

○ 해수시료 채취용 분배기 개발

 - 해수시료의 채취는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채취하는 양과 시료병의 종류가 다양하게 정해진
다. 이러한 용도에 따라 적절한 양과 시료병에 나누어 담을 수 있는 시료 분배기를 설계한다.

 - 분배기의 형태는 시료병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한다. 우선적으로는 시료병의 
종류가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 항목을 위한 장치부터 개발하여 확대한다.

○ 채수시료 보존 장치 개발

 - 해수 시료를 장시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시료의 변질 없이 보존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그 목적에 따라 동결, 보존제 주입 등 다양한 형태로 시료 보존 장치를 개발한다. 

 - 시료병의 용량 및 채취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웨이브글라이더가 무
인 자율 운용되므로 전력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채수시료 무게 보상 장치 개발

 - 해수 시료를 채집하여 보관하는 경우 채수가 진행됨에 따라 그 무게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 
웨이브글라이더는 payload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료의 무게가 증가하면 웨이브글라이더의 
운항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시료채취 후 시료의 무게만큼의 부력을 줄 수 있는 시료 무게 
보상장치가 필요하다.

 - 이를 위하여 압축 공기 등을 이용하여 추가된 무게를 보상할 수 있는 부력 생성 장치 설계하
고 개발한다.

○ 해수채수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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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단계별 목표 연차 연차별 목표 연차별 연구내용

1
웨 이 브 글 라 이 더 
장착 동물플랑크
톤 채집기 개발

1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무
동력 펌프 개발

- 연속 동물 플랑크톤 채
집망 개발

웨이브글라이더 구입 및 작동 기작 분석
웨이브글라이더 작동 기작 활용 펌프 설계
펌프 시제품 제작
연속 동물플랑크톤 채집망 설계

2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무
동력 펌프 개발

- 연속 동물 플랑크톤 채
집망 개발

- 동물플랑크톤 채집기 현
장 성능 검증

펌프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웨이브글라이더에 펌프 장착 및 시운전
연속 동물플랑크톤 채집망 시제품 제작
채집망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펌프 및 채집망 integration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펌프 및 채집망 통합 시운전

3

- 동물플랑크톤 채집기 현
장 성능 검증

- 현장 성능 검증을 통한 
기능 개선

- 기술이전을 통한 상용화 
추진

동물플랑크톤 채집기 실해역 검증
  - 조석, 해류 등을 감안한 다양한 환경에서 검증
실해역 적용 결과를 통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보완 및 성능 개선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 추진

4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
수 분배기 개발

해수 시료 채취용 분배기 설계
용도별 채수 시료 보존 장치 설계
해수 시료 채취용 분배기 시제품 제작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무동력 펌프와 분배기, 시료보존 장치, 무게보상장치를 모두 결합한 해
수채수기를 개발한다.

 - 해수채수기의 전력 소모는 최소화하고,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그림 4.3.4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수 채수기 모식도

(3) 연차별 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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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수시료 보존 장치 개
발

해수 시료 분배기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2
웨 이 브 글 라 이 더 
장착 채수기 개
발

5

- 채수시료 보존 장치 개
발

- 채수시료 무게 보상 장
치 개발

- 현장 성능 시험

시료 보존 장치 제작
시료 보존 장치 성능 검증
채수 시료 무게 보상 장치 설계
채수 시료 무게 보상 장치 시제품 제작
현장 성능 검증

6 - 기술이전을 통한 상용화 
추진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 추진

7 - 표영 생태계 핵심 해역 
광역 및 집중 운영

표영 생태계 핵심 해역 광역 및 집중 운영

3
표영 생태계 핵심 
해역 광역 및 집중 

운영
8 - 표영 생태계 핵심 해역 

광역 및 집중 운영
표영 생태계 핵심 해역 광역 및 집중 운영

9 - 표영 생태계 핵심 해역 
광역 및 집중 운영

표영 생태계 핵심 해역 광역 및 집중 운영

라. 산출물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동물플랑크톤 채집기 시제품

○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수 채수기 시제품

○ 관련 특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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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해양생태계 광역/집중 측정망 구축
가. 연구의 필요성

○ 국내 해양관측 방법은 대부분이 연구선 및 어선을 이용하거나 해양관측 부이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므로 고비용 및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복 조사 및 해양 기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 국외 해양 선진국에서도 해양연구 측면에서 유사한 제약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 이후 무인 해양관측 체계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대표적인 무인관측 체계인 수중 글라이더 (underwater glider)와 파력 글라이더 (wave 
glider)는 최근에 활발히 적용하는 해양관측 체계로 이미 선행 연구를 끝마치고 다양한 방법
으로 해양관측에 적용하고 있다.

○ 해양관측을 위한 센서 기술 및 탑재체 발달과 시스템 통합 기술이 적용되면서 미국, 일본, 프
랑스, 영국 등 해양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무인 관측체계가 도입되고 있다. 초기의 대양관측 적
용 관점에서 최근에는 연안 해양관측에 적용함으로서 기존의 해양관측 방법이 가지고 있는 
제약 요소를 극복하고 있다.

○ 국내 해양관측은 여전히 기존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추세인 무인 관측체계 도
입과 현장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계절에 따른 해양기상에 많은 영향을 받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인 해양관측 시스템의 도입 및 운용은 해양기상, 해양생물, 해양화학, 해양물리, 
해양생태계 조사 등 해양학 전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운용 기술 확보 및 안정적인 운용을 
통한 해양조사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국외 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이외에 우리나라 해양환경 상황에 많은 무인 관측체계 개발을 통
해 해양조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동형 무인 체계로 전환되
고 있는 세계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반도 주변해역에 최적화된 Wave Glider 
국산화 개발 및 이를 이용한 통합 해상관측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나. 연구 목표

○ 웨이브글라이더를 활용한 표영 해양생태계 측정 기술 확보 및 시범 운용

○ 생태계 핵심 해역의 광역 및 집중 운영

○ 웨이브글라이더 육상 제어국 운영

다. 연구 내용

(1) 웨이브글라이더 실해역 시범 및 실제 운용 기술 확보 
(가) 웨이브글라이더 실해역 시범 운용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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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영 해양생태계 조사를 위한 웨이브글라이더 기반의 국외 연구 현황 및 기술 상황을 파악하
여 적절한 운용 기종을 선택한다. 이때 표영 생태계 연구 조사 항목에 맞는 센서부를 동시에 
고려한다.

○ 웨이브글라이더 운용 능력 확보를 위해 연안 해상 시험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통영 MRC, 동
해연구소, 울릉도-독도해양기지)에서 반복적인 운용 능력을 확보한다. 이때 해양환경 조건에 
맞는 운용 능력을 동시에 검증한다.

○ 웨이브글라이더 수집 자료에 대한 자료 검증을 위해 전용 연구선을 동시에 운용하며, 최종적
으로 운용성 평가 및 활용 운용 계획안을 수립한다. 단일 체계 및 편대 체계 운용 능력을 동
시에 확보한다.

○ Prototype 육상 운용국을 운영하여 웨이브글라이더의 원격 제어 기술 및 자료 전송 능력을 
확보한다.

(나) 웨이브글라이더 실해역 실제 운용 기술 확보 

○ 웨이브글라이더 시범 운용 능력을 기반으로 동해 중부 해역 선정 해역을 중심으로 운용한다. 
이때 선정 해역은 표영 생태계 중요 해역으로 선정하며, 어망과 같은 해상 방해물이 없는 해
역을 선정한다.

○ 선정 해역에 설정 후 최대 4기를 연속적으로 운영하며, 단일 체계 및 편대 체계 운용을 실시
한다. 

○ 웨이브글라이더 운용 안정성, 표영 생태계 중요성 및 국가 해양 해역 관리 측면에서 동해안
(울릉도-독도 정선 혹은 독도 주변 해역), 서남해역(제주해협)의 광역 및 집중 조사 구역에서 
실제 운용성 평가를 실시한다.

(2)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센서부 module 및 자료 융합

○ 웨이브글라이더에 장착되는 센서 및 관측 기기 분류 및 전원 배분 등 최적 배치 결정

○ Weather station, water speed, Fluorometer, CTD, DO, Oil, Harmful algal bloom, 
Wastwater 등 센서부 자료 통합 module 개발 혹은 업그레이드

○ 각 센서로부터 측정되는 대용량 자료 전송을 위한 자료 융합 알고리즘 및 활용

(3) 웨이브글라이더 육상 제어국 구축

○ 위성 통신 혹은 연안 통신망 접속 네트워크 구축

○ 실시간 혹은 준실시간 시스템 상태 정보, 자료 전송, 명령어 전송을 위한 육상 제어국 구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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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 제어국 외 기타 자료 활용처에 자료 전송망 구축 및 활용

(4) 표영 생태계 핵심 해역 광역 및 집중 운영
(가) 웨이브글라이더 기반의 동해 광역 및 집중 표영 생태계 조사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및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를 현장 기지로 운영하며 동해 
중부 해역에서의 정선을 결정한다 (그림 4.3.3).

○ 일차적으로 광역 운영 지역으로 동해 중부 1-2개 정선 선정 (죽변-울릉도 정선, 혹은 독도-울
릉도 정선), 집중 운영 지역으로 독도 주변 해역을 선정하여 연속적으로 운영한다.

(나) 웨이브글라이더 기반의 남해/제주/서해 광역 및 집중 표영 생태계 조사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및 제주 국제해양과학연구 지원 센터를 현장 기지로 운영
하며 제주 남부, 제주해협 혹은 남동해안 해역에서의 정선을 결정한다.

○ 일차적으로 광역 운영 지역으로 제주해협 1-2개 정선 선정 혹은 이어도 과학기지, 집중 운영 
지역으로 제주해협을 선정하여 연속적으로 운영한다.

○ 서해안 해역으로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연안으로는 새만금 혹은 시화호 외곽 해역에서 정선을 
결정한다.

그림 4.3.5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표영 해양생태계 관측 운용 예상 해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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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단계별 목표 연차 연차별 목표 연차별 연구내용

1

웨이브글라이더 
기반표영 

해양생태계 측정 
기술 확보 및 
시범 운용 / 
육상 제어국 

운영 체계 구축 
및 자료 융합

1

- 웨이브글라이더 실해
역 시범 운용 기술 확
보

- 센서 통합 module 
개발

-
- 육상 제어국 설계 /구

축
- 자료 융합 module 

설계/구축

웨이브글라이더 기술 평가 후 운용 기종 및 센서 선택
동해 해상 시험장 및 연안에서 시범 운용성 평가
해양환경 조건에 맞는 운용 능력 검증
운용성 평가 및 활용 운용 계획안을 수립
단일 체계 및 편대 체계 운용 능력을 동시에 확보
웨이브글라이더에 장착되는 센서 및 관측 기기 분류 및 
전원 배분 등 최적 배치안 결정 및 개발
위성 통신 혹은 연안 통신망 접속 네트워크 구축
(준)실시간 시스템 상태 정보, 자료 전송, 명령어 전송을 
위한 육상 제어국 구축
육상 제어국 외 기타 자료 활용처에 자료 전송망 구축
해양기상, 환경관측, 음향센서 등 센서부 자료 통합 기본 
module 개발 혹은 업그레이드
각 센서로부터 측정되는 대용량 자료 전송을 위한 자료 
융합 알고리즘 및 활용

2

- 웨이브글라이더 실해
역 시범 운용 기술 확
보 (계속)

- 육상 제어국 본격 운
영

- 자료 융합 module 
적용

동해 중부 해역에서 시범 운용 평가 및 확보
연구선과 동시 운용 평가 후 운용성 평가
(준)실시간 시스템 상태 정보, 자료 전송, 명령어 전송을 
위한 육상 제어국 운영
센서부 자료 통합 확장 module 업그레이드
각 센서로부터 측정되는 대용량 자료 전송을 위한 자료 
융합 알고리즘 및 활용

3

- 웨이브글라이더 실해
역 시범 운용 기술 확
보

- 육상 제어국 통합 및 
자료 전파 체계 구축 
시범 운영

서남해 해역에서 시범 운용 평가 및 확보
  (통영 MRC, 제주해협 등)
(준)실시간 시스템 상태 정보, 자료 전송, 명령어 전송을 
위한 육상 제어국 운영
웨이브글라이더 자료 활용처에 자료 전파 체계 구축 시
범 운용

4

- 웨이브글라이더 동해
안 광역/집중 표영 생
태계 조사 실해역 운
용

- 육상 제어국 통합 및 
자료 전파 체계 구축 
본격 운영

광역 운영지역으로 동해 중부 1-2개 정선 운용 (죽변-울
릉도 정선, 혹은 독도-울릉도 정선)
집중 운영지역으로 독도 주변 해역 혹은 왕돌초 해역을 
선정하여 연속 운용
동해안 운용 웨이브글라이더 시스템 제어 및 자료 전파

2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표영 

생태계 핵심 
해역의 광역 및 

집중 운영

5

- 남해안 광역/집중 표
영 생태계 조사 실해
역 운용

- 육상 제어국 통합 및 
자료 전파 체계 구축 
본격 운영

광역 운영지역으로 제주해협 1-2개 정선 선정 혹은 이어
도 과학기지에서 운용
집중 운영지역으로 제주 해협에서 운영
남해안 운용 웨이브글라이더 시스템 제어 및 자료 전파

6
- 서해안 광역/집중 표

영 생태계 조사 실해
역 운용

광역 운영지역으로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외곽 운용
집중 운영지역으로 새만금 혹은 시화호 외곽 운용
서해안 운용 웨이브글라이더 시스템 제어 및 자료 전파

(5) 연차별 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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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단계별 목표 연차 연차별 목표 연차별 연구내용
- 육상 제어국 통합 및 

자료 전파 체계 구축 
본격 운영

7 - 표영 생태계 핵심 해
역 광역 및 집중 운영 표영 생태계 핵심 해역 광역 및 집중 운영

3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표영 

생태계 
핵심/집중 해역 

안정 운영

8 - 표영 생태계 핵심 해
역 광역 및 집중 운영 표영 생태계 핵심 해역 광역 및 집중 운영

9 - 표영 생태계 핵심 해
역 광역 및 집중 운영 표영 생태계 핵심 해역 광역 및 집중 운영

라. 산출물 

○ 웨이브글라이더 기반 표영 해양생태계 관측 운용 안

○ 웨이브글라이더 운영 육상 제어 시스템

○ 웨이브글라이더 운영에 따른 해역별 해양관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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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생태계 모델링시스템 개발 
가. 연구의 필요성 

○ 해양생태계의 변동역학 이해 및 현황 파악, 그리고 예측을 위해서는 모델링이 필수불가결한 
도구이다.

○ 그러나 단기적인 모델 개발이나 모델의 독자적 개발만으로는 모형의 성능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검증하여 개선할 수 있는 관측이 반드시 동시에 수반되어야만 한다.

○ 따라서 특정 해역의 정점에서만 제한적으로 생산되는 표영생태계 동시연속관측 자료의 활용
도를 높임과 동시에 연속적이고 광범위한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생태계 현황 진단 및 예측에 
필요한 모델이 동시에 개발되어야 한다.

○ 이를 통해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최적화된 생태계 진단/예측 시스템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며, 나아가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변동에 대한 과학적 이해 및 실용적 활용도를 극대
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 연구 목표 

○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표영생태계 연속관측과 연계하여 해양생태계 지시자 현황을 분석, 평가
하고 예측할 수 있는 (준)실시간 해양생태계 재현/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
리나라 주변 물리환경변화와 생태계 변동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한다. 

다. 연구 내용 

(1) 동아시아 지역해 광역 생태계모델링 시스템 개발 

(가) 모델영역 및 공간 해상도

○ 협역 모델인 우리나라 주변해역과 연계하기 위한 동아시아 지역해 순환/생태계 접합 광역모
형은 원활한 경계조건 공급을 위해 동중국해 및 황해, 동해를 포함하는 영역이다. 

○ 수평 격자 크기는 최소 1/10도 (약 10km) 정도로서 동아시아 지역해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물리적 현상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연직격자 수는 주요 지역해의 연직혼합 및 관련 현상
을 적절히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모형 경계조건

○ 동중국해 및 황해, 남해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소 8개 분조의 조석이 포함되어, 
조석과 해류를 동시에 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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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강 및 주요 하천의 담수 유입량과 담수를 통해 유입되는 영양염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
천 경계조건을 수립한다.

○ 외해 경계조건은 최소 1/4도 이상의 전 지구 해양순환모형으로부터 입력자료를 추출, 생산한
다.

(다) 모델 변수

○ 물리변수: 수온, 염분, 해수면, 유속 등

○ 생지화학변수: 영양염, 식물플랑크톤 생체량, 동물플랑크톤 생체량, 쇄설물 생체량, 클로로필 
등 

(라) 모델 적분 기간 및 주요 내용

○ 과거 30년 변동 재현 실험: 최근 30년 동안의 동아시아 지역해 계절 변동성을 모사하고, 이를 
기존 관측 결과와 비교하여 (준)실시간 시범예측시스템의 초기 조건으로 이용한다. 

○ (준)실시간 적분 실험 1: 최근 5년 동안 (준)실시간 대기강제력 및 경계조건 산출을 하고, 이를 
적용하여 (준)실시간 시범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 

○ (준)실시간 시범예측 실험: (준)실시간 대기강제력 및 경계조건 예측치를 활용해서 (5~7일 재
현)+(5~7일 예측)시험 적분을 통해, 시스템의 운영 및 안정성을 평가하고, 모델을 개선한다. 

○ (준)실시간 시범예측시스템 버전 3: 매 주 1회 과거 일주일을 재현하고, 향후 1주일을 예측하
는 실험 수행 및 결과를 표출한다.

(마) 모델결과 활용

○ 광역 해양생태계 주요 지시자 예측 모델로 활용한다.

○ 협역 생태계모델링 시스템 외해경계조건으로 활용한다.

(2) 우리나라 주변해역 협역 생태계모델링 시스템 개발

(가) 모델영역 및 공간 해상도

○ 협역 모델의 영역은 연속관측정점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주변해역으로 한다(그림 4.3.4 참조).

○ 수평 격자 크기는 최소 1/30도 (약 3~4km) 정도로 한다.

(나) 모형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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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모형에서 계산된 물리변수 및 생지화학변수를 경계조건으로 하거나, 이를 변형하여 경계
조건을 산출한다.

○ 우리 나라 주요 하천 경계조건을 수립하고, 담수유출량 및 영양염양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한
다.

(다) 모델 변수

○ 물리변수: 수온, 염분, 해수면, 유속 등

○ 생지화학변수: 영양염, 식물플랑크톤 생체량, 동물플랑크톤 생체량, 쇄설물 생체량, 클로로필 
등 

(라) 모델 적분 기간 및 주요 내용

○ (준)실시간 적분 실험 1: 최근 5년 동안 (준)실시간 대기강제력 및 광역 모형에서 산출된 경계
조건을 이용하여 새로운 경계조건을 산출하고, 이를 적용하여 (준)실시간 시범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 

○ (준)실시간 시범예측 실험: (준)실시간 대기강제력 및 광역모형 경계조건 예측치를 활용해서 
(5~7일 재현)+(5~7일 예측)시험 적분을 통해, 시스템의 운영 및 안정성을 평가하고, 모델을 
개선한다. 

○ (준)실시간 시범예측시스템 버전 3: 매 주 1회 과거 일주일을 재현하고, 향후 1주일을 예측하
는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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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협역 모델 최소 영역.

(3) 연속관측 자료를 이용한 모델 비교/검증 및 예측 성능 평가 

○ (준)실시간 시범예측 실험을 통해 나온 모델 결과와 연속관측 자료를 이용한 비교/검증을 통
해 모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한다.

○ (준)실시간 시범예측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예측 결과와 실제 연속관측 결과와의 비교를 통
해 예측 성능 향상에 필요한 인자를 발견하고, 평가하여 예측 성능을 개선한다.

(4) 생태계모델링 시스템 개선 및 주간예측 시스템 개발

○ 매 주 1회 주간예측 시스템을 가동하여 과거 일주일간의 환경 및 생태계 변동을 진단하고, 향
후 일주일간의 환경 및 생태계 변동성에 대한 예측을 시험 운영한다.

○ 진단 및 예측치는 주간 평균값을 사용하도록 하고, 관측 결과와의 비교치 등을표현할 수 있는 
표출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와 같은 일련의 실험을 통해 생태계 모델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주간예측시스템에 반
영하는 순환적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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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단계별 목표 연차 연차별 목표 연차별 연구내용

1
해양생태계모델 
재현/검증시스

템 개발

1

- 대기강제력, 해양 및 하
천경계 자료 분석을 통
한 모델 입력자료 생산 

- 동아시아 지역해 순환/
생태계 접합 광역모델
(1/10도) 수립

- 우리나라 주변해역 순환
/생태계 접합 협역모델
(1/30도) 수립

기존 해양과학자료 수집체계 구축, 운영 개시
- 생태계 관련 국내외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생물, 

해양지질 자료 현황 분석
- 주기적 자료수집체계 수립 및 운영 개시
- 수집자료 저장, 관리용 Archive 구축

연속 관측망 자료 수집, 처리, 관리방안 수립
- 연속 관측망 생산자료 현황 분석
- 자료별 특성을 반영한 자료관리절차 수립

2
- 광역-협역 연동(일방) 

시스템 개발 

- 과거 30년 변동성 재현 
실험

연속 관측망 해양자료 관리체계 구축
- 수집자료 처리 및 질검증 체계 수립
- 자료관리절차 적용을 통한 관측자료 수집

생태계 관련 국내외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생물, 
해양지질 자료 수집 및 관리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를 위한 표준화(1)
- 해양물리, 해양화학 분야 metadata 및 유통포맷 설정

해양생태계 통합DB 설계
- 연속 관측망 자료와 기존 과학자료의 특성 분석
- 자료생산, 저장, 유통방식을 고려한 DB 구성 설계

3

- 최근 2년 계절 변동성 
재현 평가를 통한 모델 
개선

- 파일럿 시스템 (버전 1) 
출시

연속 관측망 자료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자료수집, 관리
생태계 관련 국내외 해양과학자료 수집 및 관리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를 위한 표준화(2)
- 해양생물, 해양지질 분야 metadata 및 유통포맷 설정

해양생태계 통합DB 구축
- DB서버용 컴퓨터시스템 도입 및 소프트웨어 설치
- 설계 내용을 반영한 통합DB 개발

생태계모델 산출정보 관리방안 수립
- 산출정보 특성분석을 통한 대용량자료 관리방안 도출

4

- (준)실시간 대기강제력 
산출 모듈 개발

- (준)실시간 하천경계치 
산출 모듈 개발

- (준)실시간 해양경계치 
산출 모듈 개발

- 파일럿 시스템과의 연동

연속 관측망 자료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자료수집, 관리
생태계 관련 국내외 해양과학자료 수집 및 관리
해양생태계 통합DB 운영 및 자료 업데이트
생태계모델 산출정보 관리체계 구축
- 모델산출정보 수집, 관리, 유통절차 수립 및 적용

과학조사자료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기술 개발(1)
- 해양물리와 해양화학 자료 품질관리기준 수립

오픈소스 GIS기술을 이용한 자료검색시스템 개발 
- 자료별 특성을 고려한 자료검색 및 정보표출 기능 설계
- GIS 서버용 컴퓨터 도입 및 소프트웨어 설치
- 설계 내용을 반영한 GIS 검색시스템 개발

2
해양생태계 
시험예측 
모델링

5
- 관측자료와의 비교/검증 

모듈 개발 및 (준)실시
간 비교/검증

- 파일럿 시스템 개선 

연속 관측망 자료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자료수집, 관리
생태계 관련 국내외 해양과학자료 수집 및 관리
생태계모델 산출정보 관리체계 운영
해양생태계 통합DB 운영 및 기능 고도화
- 수집자료 처리 및 통합DB 업데이트
- 신규자료 관리를 위한 DB기능 고도화

과학조사자료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기술 개발(2)
- 해양생물과 해양지질 자료 품질관리기준 수립

GIS 자료검색시스템 운영 및 개선
대용량 모델자료 유통체계 구축 
- netCDF 파일서비스를 위한 THREDDS 설치
- 실시간 자료분석, 가시화 서비스를 위한 LAS 설치

(5) 연차별 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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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단계별 목표 연차 연차별 목표 연차별 연구내용

6
- (준)실시간 예측 시스템 

(버전 2) 개발 및 시험 
예측

- 관측 자료를 활용한 생
태계모델 비교/검증 및 
예측성능 평가

연속 관측망 자료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자료수집, 관리
생태계 관련 국내외 해양과학자료 수집 및 관리
생태계모델 산출정보 관리체계 운영
해양생태계 통합DB 운영 및 자료 업데이트
- 수집자료 처리 및 DB 입력
- 통합DB 점검, 기능 보완을 통한 단계완성

모델연계 생태계 해양자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완성
- GIS 자료검색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 대용량 모델자료 정보서비스 운영 및 정보 업데이트
- 모델연계 시스템 점검, 기능보강을 통한 단계 완성

7

- 해양생태계 주요 지시자 
현황 분석 시스템 개발

- 해양생태계 주요 지시자 
주간예측 시스템 구축

- 해양생태계 예측시스템 
개선 및 정교화

연속 관측망 자료관리체계 운영 및 관리기능 고도화
- 최신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한 자료관리 강화
- 자료관리절차에 따른 자료수집, 관리

생태계 관련 국내외 해양과학자료 수집 및 관리
생태계모델 산출정보 관리체계 운영
해양생태계 통합DB 운영 및 기능 고도화
- 수집자료 처리 및 DB 입력
- 품질관리 결과 저장을 위한 DB 구성 개선

GIS 자료검색시스템 운영 및 정보 업데이트
대용량 모델자료 정보서비스 운영 및 정보 업데이트

3 해양생태계 
예측시스템 

개선 및 정교화
8

- 주간예측 시스템 운용 
결과 분석

- 생태계모델 예측결과 표
출시스템 구축

- 해양생태계 예측시스템 
개선 및 정교화

연속 관측망 자료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자료수집, 관리
생태계 관련 국내외 해양과학자료 수집 및 관리
생태계모델 산출정보 관리체계 운영
해양생태계 통합DB 운영 및 자료 업데이트
GIS 자료검색시스템 운영 및 기능 고도화
- 수집자료 GIS가공 및 정보 업데이트
- 자료검색 및 자료표출 기능 고도화

대용량 모델자료 정보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 생태계 모델산출정보 처리 및 업데이트
- 신규 버전을 이용한 정보제공 기능 고도화

9

- 사용자 피드백을 통한 
시스템 개선 및 추가 도
구 개발

- 해양생태계 예측시스템 
개선 및 정교화

- (준) 실시간 예측 시스
템 (버전 3) 출시

수집자료를 이용한 해양생태환경도 및 자료집 발간
- 분야별, 자료별 생태환경도 작성 및 도서 발간
- 수집자료를 이용한 생태계 해양자료집 제작

연속 관측망 자료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자료수집, 관리
생태계 관련 국내외 해양과학자료 수집 및 관리
생태계모델 산출정보 관리체계 운영
해양생태계 통합DB 운영 및 자료 업데이트
GIS 자료검색시스템 운영 및 정보 업데이트
대용량 모델자료 정보서비스 운영 및 업데이트
최종 점검을 통한 생태계 통합DB 및 정보서비스 완성
- 해양생태환경도 제공기능 추가 개발

라. 산출물 

○ 동아시아 지역해 순환/생태계 접합 광역모형(수평격자 1/10도)

○ 우리나라 주변해역 순환/생태계 접합 협역모형(수평격자 1/30도)

○ 광역-협역 연동 순환/생태계 접합 시스템 (파일럿 버전 또는 버전 1)

○ (준)실시간 대기 강제력 산출 모듈

○ (준)실시간 하천 경계치 산출 모듈

○ (준)실시간 해양 경계치 산출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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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영생태계 동시 연속관측 자료와의 비교/검증 모듈

○ 해양 생태계 주요 지시자 현황 분석 모듈

○ 주간 예측 시스템 결과 분석 및 표출 모듈

○ 우리나라 주변해역 (준)실시간 생태계 예측 시스템(버전 2, 버전 3) 

5. 해양생태계 해양자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
가. 연구의 필요성 

○ 해양자료의 획득에 많은 노력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한번 생산한 해양정보의 공동활용은 오래
전부터 해양 연구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나, 해양정보의 완전한 공유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2). 향후 구축할 해양생태계 연속 관측망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과학조사자료가 다년간에 거쳐 생산되므로, 관측망 구축과 동시에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
동활용을 위한 자료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

○ 해양예보를 위한 해양순환모델을 원활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국내외 해양물리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자료동화와 모델결과 검증에 활용하여야 한다. 해양생태계모
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초기조건, 경계조건, 모델결과 검증에 활용하기 위한 해양관측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며, 모델의 적용범위가 넓은 만큼 매우 많은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 해양순환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양물리자료를 기본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하위
영양단계 모델과 상위영양단계 모델의 수행에는 해양화학, 해양생물, 해양지질 분야의 다양한 
관측자료가 필요하다. 해양물리자료의 경우에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이 어느 정도 가능
하나, 다른 분야는 매우 제한된 자료만이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있어서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국내외 기존 해양자료, 연속관측망 생산자료, 인공위성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이
를 해양생태계 분석과 생태계모델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체계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해양자료의 통합관리와 공동활용을 위해서는 metadata 항목, 자
료포맷에 대한 표준과 수집자료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이 필요하므로, 국내외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각 자료항목별 표준과 품질관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집한 자료의 활용성 극대화를 위해 자료특성을 반영한 통합DB 설계와 구축이 필요하며, 
DB에 수록된 자료는 사용자에게 친숙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료검색 및 추출이 가능하
도록, 최근 개발이 활발한 오픈소스 GIS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

○ 해양생태계모델 수행을 통해 생산되는 모델산출정보는 연구자들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대용량 자료에 대한 관리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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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산출정보와 인공위성자료의 경우에는 netCDF 포맷(바이너리 자료)을 많이 사용하고 있
는데, 비숙련자는 다루기 어렵고 포함된 정보의 양도 방대하여 원하는 자료를 찾아서 사용하
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모델산출 자료파일에서 일부자료만을 추출할 수 있는 기능과 단
면도, 시계열 그래프틀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나. 연구 목표 

○ 동시 연속 관측망에서 생산하는 해양자료, 기존 국내외 해양자료, 생태계모델 산출정보를 체
계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수집한 해양자료의 통합 DB를 구축하고 GIS 기술을 이용한 자료검색서비스와 대용량자료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개발한다.

다. 연구 내용 

(1) 생태계 해양자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가) 생태계 관련 기존 해양자료 수집체계 구축

○ 해양생태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생태계모델 수행을 위해서는 해양 전 분야 자료의 수집, 
활용이 필요하므로, 국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해양자료를 탐색하고 이를 최대한 수집한다.

○ 해양물리자료는 미국 NODC의 WOD 자료를 비롯하여 ARGO 자료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
용되고 있으며, 인공위성 해수면온도, 해면고도자료 등의 수집이 가능하다. 현재 해양순환모
델을 위해 수집하고 있는 해양자료 목록은 표 4.3.1과 같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집자료를 확
대하면 된다.

구분 자료출처 수집주기 자료포맷
ARGO US GODAE, 

프랑스 Coriolis 1주 netCDF
World Ocean Database 미국 NODC 1개월 ASCII
World Ocean Atlas 미국 NODC 1회 netCDF
NCDC OI SST 미국 NCDC 1주 netCDF
AVISO SSH AVISO 1주 netCDF
통합기상모델 자료 기상청 3시간 glib2
해양부이 자료 기상청 1시간 ASCII
AWS 자료 기상청 1분 ASCII
지상관측소 자료 기상청 1분 ASCII

표 4.3.1 운용해양시스템의 모델연계용 수집자료 목록 

○ 해양화학자료의 경우에는 NODC WOD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정선관측자료에 일부 화학자료
가 포함되어 있으며, 환유럽 해양정보유통시스템인 SeaDataNet, 일본 JODC의 J-DOSS, 캐
나다의 DFO 등에서도 해양화학자료를 관리하거나 배포하고 있다. 생태계모델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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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과 영역을 선정하여 자료수집을 추진한다.

○ 해양생물자료의 경우에는 국제해양생물지리정보시스템 (OBIS)과 전지구생물 다양성정보기구 
(GBIF)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생물정보들이 관리되고 있다. 유럽의 SeaDataNet, 일본의 
JAMSTEC Portal의 생물자료도 OBIS와 연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 중국의 해양생물자료
도 OBIS을 통해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그림 4.3.5). 따라서 생태계모델에 필요한 해양생
물자료는 기본적으로 OBIS 자료를 활용하며, 국내외 정보시스템 탐색을 통해 추가적인 자료 
수집을 추진한다.

그림 4.3.7 OBIS에 수록된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물자료

 

○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지질자료는 일본 JAMSTEC의 Data Portal과 일본 JODC의 
J-DOSS에서 일부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그림 3-3-2]),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자료포
털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해저지질도 사업에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NGDC(National Geophysical Data Center)에서는 Geospatial Data and Service를 통해 
다수의 해양지질 및 지구물리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한 자료도 일
부 포함되어 있다. 해양지질자료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자료
를 수집해야 한다. 

○ 다수의 정보시스템이나 연구자들로부터 수집한 해양자료의 체계적 관리, 공동활용, 통합 분석
을 위해 각 자료항목별 표준화 및 품질관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양자료 관련 국제기구, 
국내외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분야별 해양자료 표준과 품질관리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과 품질관리기술을 개발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한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나) 동시 연속 관측망 자료관리체계 구축

○ 연속 관측망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해양자료가 다양한 형태로 생산될 예정이며, 자료생산 방식
에 따라 현장관측 자료와 실시간 해양자료로 나누어 특성을 반영한 자료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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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을 이용하는 현장관측 자료는 관측기기를 통해 현장에서 자료가 생산되거나 채취한 시료
를 실험실에서 분석한 후에 자료가 생산된다. 조사 목적에 따라 자료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최신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료량이 매우 많은 경우도 있다. 현장관측 자료는 자료의 종
류가 매우 다양하고 관측지점 및 일시가 매우 불규칙적이므로 자료관리에 데이터베이스 시스
템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국토해양부 2010). 현장관측 자료의 일반적인 관리절차(그림 
4.3.6)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료수집방법을 일부 수
정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그림 4.3.8 현장관측자료의 일반적인 관리절차

○ 실시간 해양자료는 관측탑, 해상부이, 연안고정점 등에서 지속적으로 측정되는 해양자료를 말
하며, 자료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지만 자료의 양이 많은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고정 지점
에서 계속 생산되므로 장기적인 현상파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자동관측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산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하여 자료관리가 쉽지 않다. 특히 기기의 오류
로 인한 쓰레기 자료가 생산될 가능성이 많이 있으므로, 생산된 자료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
가 요구된다 (해양수산부 2004). 연속 관측망에서도 자료별 특성에 따라 실시간 정보서비스가 
가능한 경우에 그림 4.3.7의 실시간 자료관리 및 제공 절차를 활용하면 된다.

그림 4.3.9 실시간 해양자료의 일반적인 관리절차 

(다) 생태계모델 산출정보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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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연구를 위해 해양현상을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하고, 이 방정식들을 컴퓨터로 계산하여 해
양현상을 재현 및 예측하는 수치모델링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정하게 구성된 격자
망에서 컴퓨터로 계산되는 값이므로 자료의 구성이 시공간적으로 매우 규칙적인 반면 자료의 
양이 방대한 특징이 있다. 수치모델로 생산되는 자료는 매우 규칙적이므로 바이너리 형태의 
파일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해양생태계 모델의 경우에도 모델산출정보를 
netCDF 형식의 바이너리 파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모델산출정
보 관리절차를 따라 자료관리 체계를 구축한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2, 그림 4.3.8).

그림 4.3.10 모델산출정보의 일반적인 관리절차

(2) 생태계 해양자료 통합 DB 및 정보서비스 구축
(가) 해양생태계 통합DB 구축

○ 연속관측망 운영을 통해 확보한 해양자료와 국내외 기존 과학조사자료는 그 종류가 매우 다
양하고 자료별 특성이 다르므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한다. 각 자
료항목별 특성, DB 소프트웨어, 자료유통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DB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하
며, 이를 바탕으로 통합DB를 구축한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데이터센터에서는 해양분야 해양자료에 대한 DB시스템을 구축한 적이 
있으므로(그림 4.3.9), 기존 DB 설계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상 자료에 대한 통합 방안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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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자료DB 구성도

(나) 오픈소스 GIS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서비스 개발

○ 연속관측망 과학조사자료와 기존 해양자료의 통합DB에 수록된 자료의 검색시스템 구성을 위
해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GIS 인터페이스를 도입한다. 최근 들어 GIS를 이용한 시스템 
구축에서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많이 채택되고 있으며, 본 시스템에서도 이를 활용한다.

○ 자료항목별로 DB에 저장하는 metadata 항목이 서로 다르므로, 분야별 자료검색 기능을 구현
하는 과정에서 자료검색조건을 공통 항목과 개별항목을 구분하여 효율적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료검색 결과로 선택된 자료는 다양한 가시화기술로 그래픽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파
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다(그림 4.3.10).

 

그림 4.3.12 KIOST 해양자료포털의 GIS 기반 자료검색 기능

(다) 대용량 모델산출정보 서비스 개발

○ 생태계모델의 산출정보와 인공위성자료의 경우는 자료파일의 크기가 크고 netCDF 파일로 관
리하므로, 별도의 정보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netCDF 파일의 공유를 위
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THREDDS 서비스와 Live Access Server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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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단계별 목표 연차 연차별 목표 연차별 연구내용

1
해양자료 

통합관리체계 
및 DB구축

1

- 국내외 과학조사자료 
수집체계 구축

- 동시 연속 관측망 
해양자료 관리방안 
수립

기존 해양과학자료 수집체계 구축, 운영 개시
- 생태계 관련 국내외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생물, 

해양지질 자료 현황 분석
- 주기적 자료수집체계 수립 및 운영 개시
- 수집자료 저장, 관리용 Archive 구축

연속 관측망 자료 수집, 처리, 관리방안 수립
- 연속 관측망 생산자료 현황 분석
- 자료별 특성을 반영한 자료관리절차 수립

2

- 동시 연속 관측망 
해양자료 관리체계 
구축

- 생태계 과학조사자료 
통합DB 설계

연속 관측망 해양자료 관리체계 구축
- 수집자료 처리 및 질검증 체계 수립
- 자료관리절차 적용을 통한 관측자료 수집

생태계 관련 국내외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생물, 
해양지질 자료 수집 및 관리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를 위한 표준화(1)
- 해양물리, 해양화학 분야 metadata 및 유통포맷 설정

해양생태계 통합DB 설계
- 연속 관측망 자료와 기존 과학자료의 특성 분석
- 자료생산, 저장, 유통방식을 고려한 DB 구성 설계

3

- 생태계 과학조사자료 
통합DB 구축

- 생태계 모델 
산출정보 관리방안 
수립

연속 관측망 자료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자료수집, 관리
생태계 관련 국내외 해양과학자료 수집 및 관리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를 위한 표준화(2)
- 해양생물, 해양지질 분야 metadata 및 유통포맷 설정

해양생태계 통합DB 구축
- DB서버용 컴퓨터시스템 도입 및 소프트웨어 설치
- 설계 내용을 반영한 통합DB 개발

생태계모델 산출정보 관리방안 수립
- 산출정보 특성분석을 통한 대용량자료 관리방안 도출

4

- 생태계모델 산출정보 
관리체계 구축

- 오픈소스를 이용한 
GIS정보서비스 개발

연속 관측망 자료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자료수집, 관리
생태계 관련 국내외 해양과학자료 수집 및 관리
해양생태계 통합DB 운영 및 자료 업데이트
생태계모델 산출정보 관리체계 구축
- 모델산출정보 수집, 관리, 유통절차 수립 및 적용

과학조사자료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기술 개발(1)
- 해양물리와 해양화학 자료 품질관리기준 수립

오픈소스 GIS기술을 이용한 자료검색시스템 개발 
- 자료별 특성을 고려한 자료검색 및 정보표출 기능 설계
- GIS 서버용 컴퓨터 도입 및 소프트웨어 설치
- 설계 내용을 반영한 GIS 검색시스템 개발

한다.

○ Live Access Server는 자료처리 및 가시화 프로그램인 Ferret을 기반으로 대용량 모델자료
에 대한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선택한 자료를 실시간 가시화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생태계모델 산출정보의 관리에 netCDF 형식을 사용하는 만
큼 LAS를 이용한 정보유통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THREDDS 서비스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현황을 고려하여 사용할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LAS의 기능을 이용하여 구축한다.

(3) 연차별 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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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단계별 목표 연차 연차별 목표 연차별 연구내용

2

통합관리체계 
고도화 및 

생태계 
정보서비스 

구축

5

- 생태계 통합DB 
고도화 및 정보 
업데이트

- 대용량 모델자료 
정보서비스 구축

연속 관측망 자료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자료수집, 관리
생태계 관련 국내외 해양과학자료 수집 및 관리
생태계모델 산출정보 관리체계 운영
해양생태계 통합DB 운영 및 기능 고도화
- 수집자료 처리 및 통합DB 업데이트
- 신규자료 관리를 위한 DB기능 고도화

과학조사자료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기술 개발(2)
- 해양생물과 해양지질 자료 품질관리기준 수립

GIS 자료검색시스템 운영 및 개선
대용량 모델자료 유통체계 구축 
- netCDF 파일서비스를 위한 THREDDS 설치
- 실시간 자료분석, 가시화 서비스를 위한 LAS 설치

6
- 생태계 통합DB 운영 

및 정보 업데이트
- 생태계 해양자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완성

연속 관측망 자료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자료수집, 관리
생태계 관련 국내외 해양과학자료 수집 및 관리
생태계모델 산출정보 관리체계 운영
해양생태계 통합DB 운영 및 자료 업데이트
- 수집자료 처리 및 DB 입력
- 통합DB 점검, 기능 보완을 통한 단계완성

모델연계 생태계 해양자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완성
- GIS 자료검색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 대용량 모델자료 정보서비스 운영 및 정보 업데이트
- 모델연계 시스템 점검, 기능보강을 통한 단계 완성

7
- 통합DB/정보서비스 

운영 및 정보 
업데이트

- 해양자료 관리기능 
및 통합DB 고도화

연속 관측망 자료관리체계 운영 및 관리기능 고도화
- 최신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한 자료관리 강화
- 자료관리절차에 따른 자료수집, 관리

생태계 관련 국내외 해양과학자료 수집 및 관리
생태계모델 산출정보 관리체계 운영
해양생태계 통합DB 운영 및 기능 고도화
- 수집자료 처리 및 DB 입력
- 품질관리 결과 저장을 위한 DB 구성 개선

GIS 자료검색시스템 운영 및 정보 업데이트
대용량 모델자료 정보서비스 운영 및 정보 업데이트

3
해양자료 

통합DB 및 
정보서비스 

고도화

8
- 통합DB/정보서비스 

운영 및 정보 
업데이트

- 해양생태계 
정보서비스 고도화

연속 관측망 자료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자료수집, 관리
생태계 관련 국내외 해양과학자료 수집 및 관리
생태계모델 산출정보 관리체계 운영
해양생태계 통합DB 운영 및 자료 업데이트
GIS 자료검색시스템 운영 및 기능 고도화
- 수집자료 GIS가공 및 정보 업데이트
- 자료검색 및 자료표출 기능 고도화

대용량 모델자료 정보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 생태계 모델산출정보 처리 및 업데이트
- 신규 버전을 이용한 정보제공 기능 고도화

9
- 해양생태환경도 및 

자료집 발간
- 해양생태계 통합DB 

및 정보서비스 완성

수집자료를 이용한 해양생태환경도 및 자료집 발간
- 분야별, 자료별 생태환경도 작성 및 도서 발간
- 수집자료를 이용한 생태계 해양자료집 제작

연속 관측망 자료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자료수집, 관리
생태계 관련 국내외 해양과학자료 수집 및 관리
생태계모델 산출정보 관리체계 운영
해양생태계 통합DB 운영 및 자료 업데이트
GIS 자료검색시스템 운영 및 정보 업데이트
대용량 모델자료 정보서비스 운영 및 업데이트
최종 점검을 통한 생태계 통합DB 및 정보서비스 완성
- 해양생태환경도 제공기능 추가 개발

라.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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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계 과학조사자료 통합DB

○ 오픈소스 GIS기술을 이용한 자료검색 및 자료표출시스템

○ 대용량 생태계 모델산출자료의 전문가용 정보서비스 

○ 해양생태환경도

○ 해양생태계 해양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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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 1 절 활용방안

○ 기획을 통해 도출된 연구계획서를 사업화하여 

 - 연구 사업이 실현되면, 우리나라 해양 표영 생태계 현황에 대한 백서를 매년 발간할 수 있을 
것이며,
 - 해양 표영 생태계 변동에 대한 자료 축적으로 예측·예보하며,
 - 기후변화에 따른 유해 해양생물의 출현과 유용 해양생물의 산란장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음.
 - 웨이브글라이더 플랫폼의 해양생물 자동연속 채집장비를 선박에 장착할 수 있으며 적용할 수 
있다.

제 2 절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 국가 관할해역 해양 표영 생태계의 월별 동시 현황과 정밀 시계열 연변동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통합적인 분석과 관리가 가능하다.

 - 우리나라 고유의 생태계모델 개발로 국가 관할해역 해양 표영 생태계의 변동을 예측하고 생
태예보를 시행할 수 있다.

 - 웨이브 글라이더 혹은 상선에 장착할 수 있는 해양생물 자동연속 채집장비의 개발로 자동 무
인장비 기반의 조사가 가능하며 이는 기존의 고비용-저효율의 연구체계를 저비용-고효율로 
바꿀 수 있다.

2. 경제 산업적 측면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표영 생태계 구성종의 변화, 난류종의 유입, 유해 생물의 번성 등을 파
악하여 해양생물 산업의 변화에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유용생물의 산란장과 산란시기의 변화 파악 및 미이용 해양생물자원의 발굴로 해양생태계 보
전과 자원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향후, 자동 연속 해양생물 채집기기의 상품화를 통한 새로운 해양산업 제품을 개발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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