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11
2
0
1
3

11

한
국
해
양
과
학
기
술
원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기획연구

유
비
쿼
터
스
해
양
환
경
관
측
센
서
개
발
기
획
연
구

2013년도 해양 융·복합 기획연구사업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Korea Institute
Ocean

Science & 
Technology 

BSPE9917B-10280-7



2013. 11

유비쿼터스해양환경
관측센서개발기획연구

2013년도 해양 융·복합 기획연구사업 BSPE9917B-10280-7





제 출 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11

총괄연구책임자 : 강길모

총괄연구참여자 : 장덕희, 채기영, 차정미,

김수지, 최용진, 조민주

세부과제책임자 : 강동진

참 여 연 구 원 : 강성현, 김은수, 이재성 

문초롱, 심보람, 박은주





i

요 약 문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되어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에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으므로, 정부는 유비쿼터스 IT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간 융복합을 촉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06년 

「u-Korea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 유비쿼터스  환경의  대두는 정보기술분야에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전략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전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임

-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신성장 산업이 필요한 시점에서 유비쿼터스 시대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

○ 최근 해양에서의 환경변화를 보다 신속히 탐지하고 적시에 예측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실시간 해양관측이 크게 확대

되고 있음 

-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사 및 관측활동은 ①기후변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을 예측하는 능력을 개선하고, ②자연재해의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저감하며,

③해상 안전과 해상 활동의 효율을 개선하고, ④국가 안보를 증진하며, ⑤국민 보건

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⑥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복원

하며, ⑦해양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현재의 해양관측망에서는 주로 물리측정항목이 측정되고 있어 운용 시스템에

서 요구하는 많은 생물, 화학 분야 항목들의 관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센서의 연구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 통합해양관측망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

로운 센서의 개발과 상용화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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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해 기존의 성장 방식을 타파하고, 추격․모방형 경

제에서 선도․창의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5대 국정목표의 1순위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제시

- 차세대 기술혁명은 NT, BT, IT 등 신기술간 또는 이들과 타 분야와의 상승적 결합

을 통한 “융합기술”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차원에서 융합기

술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부처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09~13) 을 수립․추진

○ 해양환경측정센서의 개발은 해양관측망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는 분야임

- 전세계의 해양관측망에서 필요로 하고 있으나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생물, 화학

분야의 센서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

다면 융복합기술형 제조업과 해양 예보라는 창조형 서비스 산업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유발할 수 있음

나. 필요성

○ 해양환경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해양환경

변화와 생물자원의 변동을 신속하게 검지하는 능력과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측 능력을 갖춤으로써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의 해양관측시스템은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

○ 해양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관측자료와 예측모델이 필요

하나, 생태계 변화 예측․예보에 필요한 생물·화학 항목들은 상시적인 관측이 

가능한 센서가 없거나 유지관리 없이는 현장에서 수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자료

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음

○ 해양 예보가 기상 예보의 수준으로 정확성과 시의성을 갖추게 된다면, 해양과 

육상의 경제활동에 엄청난 혜택을 제공 가능하므로 무엇보다도 상시관측 항목

의 확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새로운 해양환경관측센서를 개발한다면 전세계 시장에 

판매가 가능하며, 높은 부가가치의 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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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외 현황

○ 해양관측망에서는 기상과 해양물리항목의 측정센서가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화학, 생물분야의 새로운 해양관측장비나 센서가 개발되어 현장에서 

시험 중에 있음. 이러한 센서를 통해 해양오염이나 해양생태계 분야의 예측 

모델이 요구하는 검보정용 실시간 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

라. 여건변화와 전망

○ 해양관측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비용 효과적이고, 상시적인 관측을 실시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측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음

○ 첨단 해양관측장비의 개발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 그리고 수치모델의 발전 등에

힘입어 해양관측분야에서도 실시간 측정과 원격 자료 수집을 통해, 수치모델

의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단계로 진입

○ 향후 해양환경분야의 관측 시스템이 운용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①관측장비

의 문제, ②관측 플랫포옴의 문제, ③자료의 품질 문제, ④자료 활용기술의 문제

등을 해결해야만 함

○ 새로운 관측 센서의 개발은 향후 구축될 해양관측시스템을 혁신하는 가장 중요

한 요인이 될 것이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

2. 개발 타당성 분석 및 평가

가. 시장성 평가

○ 해양관측시스템의 전세계 시장규모는 2006년에 약 18억불($1.8 billion)로 추정

되었으며, 2011년에는 약 24억불($2.4 billion)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지역별로는 북미시장이 76%, 유럽 19%, 아시아 5%로 조사되었으며, 세부 시장

(market segment) 규모는 기상 및 해황 분야가 34%로 가장 많고, 환경모니터링 분야

가 28%, 학술연구 19%, 재해 예보 9% 등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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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전세계 환경센서 및 모니터링 시장 113억불($11.3 billion)중에서 해양

센서 및 모니터링은 4.2%정도인 약 4.7억불($470 million) 정도로 추정됨

나. 활용도 평가

○ 미국의 통합해양관측망(US IOOS)에서는 2002년 5월 Ocean US workshop을 

통해 향후 측정되어야 할 20개의 핵심 측정항목(core variables)을 도출하고 우선

순위를 제시했으며, 후 계속된 논의를 통해 6개 항목이 추가되었음

○ 26개의 핵심 측정항목 중에서 이미 운용단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거나 현장검증

이 끝난 개발된 센서를 제외하면 개발시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큰 항목

은 각종 수질오염물질, 용존 영양염류, 어류 종조성, 어류 개체수, 동물 플랑크톤 종

조성, 광 특성, 열 수지, 해수중 병원체, 동물 플랑크톤 생물량, pH 등으로 분석됨

○ 전지구해양관측시스템(GOOS)의 연안모듈(COOP)에서는 해양자료와 정보를 이용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료를 가장 많이 요구하며 어떤 항목을 관측해야만 예측과 

예보에 가장 널리 이용될 것인가에 근거하여 논리적 방법에 의해 15개 핵심 측정 

항목을 도출

○ 연안관측 시스템에서의 활용성과 기존 시장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용존 

영양염류(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저서생물 생체량, 식물플랑크톤(엽록소, 식

물플랑크톤 종조성, 일차생산), 분변성 미생물 지표, 유영성 어류 종조성 등을 

측정하는 센서가 가장 유망할 것으로 평가됨

다. 기술 수준 평가

○ 향후 3∼5년의 연구개발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 얼마나

많으며, 현재 개발 중이거나 출시된 제품을 현정에서 시험 중인 제품이 얼마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개발 항목 선정과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

○ 미국 IOOS의 ACT(Alliance for Coastal Technologies)의 기술 수준 평가자료

를 활용하여 핵심 측정항목들을 개발단계, 현장실험단계, 현장 운용 전이단계,

성숙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한 결과 영양염류 센서, 동식물플랑크톤 센서, 어류 

센서, 정밀 pH 센서, 부유물질의 입도분포계, 유전자 센서, 질량분석센서 등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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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측정항목

특징

크기 작은 크기 (Argo Drifter, Glider 등에 탑재 가능)

형태 수중계류형 또는 플랫포옴 장착형

전력소모 초저전력 (배터리로 6개월 내지 3년 사용)

통신 규격 다양한 이질의 센서노드에 장착 가능

다항목 측정 다기능, 다항목 집적 센서

성능

안정성 급격한 온도, 압력 등 주변 환경 변화시 안정성

내환경성 악조건 사용 가능 (압력, 수밀, 생물오손, 충격 등)

신뢰성 수동 표준측정방법과의 높은 상관성 

정확도 교정 편의성, 교정후 시간에 따른 변동 최소화

민감도 낮은 검출한계(높은 감도) 및 광범위한 측정범위

유지관리

유지관리 낮은 유지관리 빈도 (유지관리 주기가 6개월 이상)

시약 소모 무시약 사용 또는 극소량 사용 (MEMS)

자가진단 자가진단 및 자가치유 기능

통신장애 통신 장애시 대처능력

활용
가격 저렴한 가격

성능 검증 현장에서 6개월 이상 운영 실적 및 관측자료

[표 1] 새로운 해양환경관측센서의 일반 요구사항

3. 연구개발 추진 계획

가. 연구개발 목표

○ 글로벌 제품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해양환경관측센서의 상용화 개발 

나. 추진전략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핵심적인 개발 역량을 보유한 융합기술 개발팀 구성

○ 현장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 연구개발과 병행하여 글로벌 마케팅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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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 연구개발 과제

세부과제 세부과제의 내용

용존 영양염류 
센서 개발

질산염 측정센서 개발

인산염 측정센서 개발

규산염 측정센서 개발

암모니아 측정센서 개발

용존기체 및 정밀 
pH 센서 개발

용존산소 광섬유 다발 센서개발

pCO2 센서 개발

정밀 pH 센서 개발

동·식물 플랑크톤 
센서 개발

색소 센서 개발

동물 플랑크톤 영상센서 개발

식물 플랑크톤 영상센서 개발

유전자 센서 개발
HAB 검출 센서 개발

병원체 검출 센서 개발

현장 실증 테스트 
베드 구축 운영

개발된 센서의 현장 성능 검증

현장 플랫포옴 운영기술 개발

[그림 1] 세부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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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추진

우선순위
추진단계

세부과제 세부과제의 내용 상 중 하
단기

(‘15-18)

중기
(‘19-21)

장기
(‘22-24)

용존 
영양염류 
센서 개발

질산염 측정센서 개발 ○

인산염 측정센서 개발 ○

규산염 측정센서 개발 ○

암모니아 측정센서 개발 ○

용존기체 및 
정밀 pH

센서 개발

용존산소 광섬유 다발 센서개발 ○

pCO2 센서 개발 ○

정밀 pH 센서 개발 ○

동·식물 
플랑크톤 
센서 개발

색소 센서 개발 ○

동물 플랑크톤 영상센서 개발 ○

식물 플랑크톤 영상센서 개발 ○

유전자 센서 
개발

HAB 검출 센서 개발 ○

병원체 검출 센서 개발 ○

현장 실증 
테스트 베드 
구축 운영

개발된 센서의 현장 성능 검증 ○

현장 플랫포옴 운영기술 개발 ○

[표 2] 단계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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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규모

구분 소요예산(억원)

세부과제 세부과제의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용존 
영양염류 
센서 개발

질산염 측정센서 
개발

5 5 5 4 4 4 27

인산염 측정센서 
개발

4 4 4 3 3 3 21

규산염 측정센서 
개발

3 3 3 2 2 13

암모니아 측정센서 
개발

3 3 3 2 2 13

용존기체 및 
정밀 pH

센서 개발

용존산소 광섬유 
다발 센서개발

6 6 6 5 5 28

pCO2 센서 개발 5 5 5 3 3 3 24

정밀 pH 센서 개발 5 5 5 4 4 4 27

동·식물 
플랑크톤 
센서 개발

색소 센서 개발 5 5 5 4 4 4 4 31

플랑크톤 영상센서 
개발

5 5 5 5 4 4 4 32

유전자 센서 
개발

HAB 검출 센서 
개발

5 5 5 5 4 4 4 4 36

병원체 검출 센서 
개발

5 5 4 4 4 3 3 28

현장 실증 
테스트 베드 
구축 운영

개발된 센서의 현장 
성능 검증

10 10 10 10 10 10 10 10 10 90

현장 플랫포옴 
운영기술 개발

5 5 5 5 5 5 30

합  계 24 34 37 53 60 58 47 38 28 21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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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1.1.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

○ 주요 선진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이 지식정보 국가 건설과 

자국의 정보산업 경쟁력 활성화에 핵심적인 요인임을 인식하여 유비쿼터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한국전산원, 2004)

- 유비쿼터스 환경은 물류, 의료, 가전, 통신 등 전 산업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어 사회전반의 본질적인 변화와 인간의 삶에 기본적인 변혁을 초래할 것

으로 전망됨(류영달, 2004)

-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이란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들이 사람,

사물, 환경 속으로 내재화되고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컴퓨팅 환경을 

의미(김창수 등, 2004)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되어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에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으므로, 정부는 유비쿼터스 IT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간 융복합을 촉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06년 

「u-Korea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 유비쿼터스 환경의 대두는 정보기술분야에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전략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전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임

○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신성장 산업이 필요한 시점에서 유비쿼터스 시대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

-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는 사회 각분야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최근 RFID의 응용분야는 유통, 물류, 항만, 금융, 공공산업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항만의 구축도 추진되고 있음(김영기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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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u-Korea 기본계획(2006)의 비전 (자료: 정보통신부, 2006)

○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유비쿼터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가해양  

관측망, 해양수질자동측정망, 어장환경측정망 등 실시간 관측자료를 이용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본격적인 해양예보를 수행하기 위해 자료관리․

분석시스템, 수치모델링이 종합된 운용해양학 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이 진행 중

(해양수산부, 2007)

1.2. 운용해양학의 구현을 위한 전세계적인 해양관측망 구축

○ 최근 해양에서의 환경변화를 보다 신속히 탐지하고 적시에 예측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간 해양관측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 UNESCO 산하 정부간 해양학위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는 운용해양학(Operational Oceanography)에 기반한 해양관측 및 해양예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기상예보와 같은 수준의 해양예보를 구현하기 위

하여 전지구 해양관측망(GOOS) 구축을 추진

- 운용해양학은 해양환경변화의 예측․예보를 통해 일반 국민생활과 산업 등에 유

용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서비스하는 실용적인 관측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IOC,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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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전지구 해양관측망(GOOS)의 지역해 협력 프로그램(regional alliance)

○ GOOS는 기후관련 관측시스템인 OOPC(Ocean Observations Panel for Climate)

와 연안 관측시스템인 COOP(Coastal Ocean Observations Panel)으로 구분

- IOC는 COOP의 시행을 위해 전략설계계획(2003)과 실천전략(2005), 시행요건

(2012)등 을 마련(IOC, 2003; 2005; 2012)

- GOOS는 EuroGOOS, Black Sea GOOS, MONGOOS, GOOS-Africa, IOGOOS,

SEAGOOS, NEAR-GOOS, PI-GOOS, US IOOS, IOCARIBE-GOOS, GRASP,

OCEATRAN 등 IOC가 주관하는 12개 지역해 협력체와 SAON, IMOS, SOOS 등  

3개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시스템이 구축 중임

- 우리나라는 NEAR GOOS (북동아시아 지역해 GOOS)에 속해 있음. 우리나라의 국가

해양관측망(KOOS)는 초기 운영단계에 진입하였음

Ÿ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GOOS 구현을 위해 국가해양관측망 기본계획(‘01.8) 및 운용

해양학 시스템 구축 계획(’07.12)을 수립하였고, 전지구 실시간 해양관측정보센터를 

추진(marine-GEOSS)

Ÿ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GOOS와 관련하여 해양관측시스템 개발연구, 기후변화 모니

터링 및 예측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연구, 해양관측 및 예보시스템 개발연구, 국제공

동해양조사연구(ARGO), 해양오염 원격감시체제 구축사업 연구 등을 수행해 왔으며,

국가해양관측망의 해양예보 지원을 위해 운용해양시스템 연구 2단계 사업을 기획

(‘12.7)하고 사업을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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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운용해양학 시스템의 개념

(출처: 해양수산부, 2007)

○ 미국은 통합 연안 및 해양관측 시스템 법률(ICOOS Act of 2009)을 제정하고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사 및 관측활동은 ①기후변화와 이로 인해 발생

하는 영향을 예측하는 능력을 개선하고, ②자연재해의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저감하며, ③해상 안전과 해상 활동의 효율을 개선하고, ④국가 안보를 증진하며,

⑤국민 보건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⑥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더욱 효과

적으로 보호․복원하며, ⑦해양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된 관측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IOO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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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미국의 IOOS의 지역해 관측 프로그램

○ 미국의 통합해양관측망(US IOOS)의 경우, 2002년 5월 Ocean US workshop을 

핵심 측정항목을 도출하고, 실천계획(안)을 마련 (Ocean US, 2002)

- 이 워크샵에서 ①국가의 기간 측정망에서 측정되어야 할 핵심 측정항목(core

variables)을 도출하고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했으며, ②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

기 위한 운용 기술(관측 플랫포옴, 센서, 측정방법), ③적용 가능성과 영향에 기초

한 단계별 실천계획의 마련을 위한 지침 작성, ④연구개발이 시급한 분야와  ⑤당

장 시작되어야 할 우선순위가 높은 활동을 도출하는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동 

인식(consensus)에 도달

- 2002년 도출한 20개 항목은 염분, 수온, 수심, 해수위, 파고, 해류, 해빙 분포, 수질 

오염물질, 영양염, 어류 종조성, 어류 개체수, 동물플랑크톤 종조성, 광 특성, 열 수지,

해색, 해저지형, 해수중 병원체, 용존산소, 식물플랑크톤 종조성, 동물플랑크톤 생

물량 등 20가지였음

○ 현재의 해양관측망에서는 주로 물리측정항목이 측정되고 있어 운용 시스템에

서 요구하는 많은 생물, 화학 분야 항목들의 관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센서의 연구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 통합해양관측망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새로운 센서의 개발과 상용화, 현장시험을 통한 성능 입증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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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술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필요

○ 창조경제는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해 기존의 성장 방식을 타파하고, 추격․

모방형 경제에서 선도․창의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정부

는 5대 국정목표의 1순위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제시

- 창조경제는 ‘첨단 과학기술 및 ICT 등을 기반으로 산업과 기술간 융합을 통해 새

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

- 창조경제는 통섭 학문에 기반을 둔 상상력과 창의성, 융합지식,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기존의 자본 투입중심에서 인적

자본과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변화를 의미(이장재, 2013)

○ 차세대 기술혁명은 NT, BT, IT 등 신기술간 또는 이들과 타 분야와의 상승적 

결합을 통한 “융합기술”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융합기술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부처 「국가융합

기술 발전 기본계획(‘09~13) 을 수립․추진

- 본 기본계획에서는 성숙기에 접어든 주력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융합 신산업을 발굴

하고, 에너지․환경․교통 관련 융합 신산업 육성하기 위해 개방형 공동연구를 강화

하고 범부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8)

- 산업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수요전망을 토대로 전략적 융합분야 도출

○ 해양분야에서 이러한 창조경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해양탐사

나 자원 개발, 자원보전의 개념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서비스 생산물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개념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수적임

- 지구 기후변화, 어획량 감소, 해양오염, 적조, 해파리 출현 등 해양에서 당면한 많은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자원의 변화를 신속하게 검지

하고, 공익을 위하여 그러한 변화와 그 변화의 결과를 시의적절하게 예측하여야 

하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해양관측과 자료관리․분석을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보다 시의적절하게 환경 자료

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새로운 창조형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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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우리나라의 기술 융복합의 비전과 목표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8)

○ 해양관측망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는 연구개발 대상은 

새로운 해양환경측정센서의 개발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전세계의 해양관측망에서 필요로 하고 있으나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생물, 화학

분야의 센서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

다면 융복합기술형 제조업과 해양 예보라는 창조형 서비스 산업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유발할 수 있음

- 기존의 해양관측망의 기술적 한계 :

Ÿ 기상 및 해양물리 관측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화학 및 생물 분야의 중요 항목을 측정

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센서가 부재 (ex: 일차생산력, 생물량, 종조성, 엽록소, 영양

염류, 유해물질 등)

Ÿ 인력에 의한 복잡한 분석과정을 간단한 센서로 측정할 수 없는 한계

Ÿ 기존의 자동측정장비들은 크기가 크고 많은 전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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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해양환경관측센서의 필요성

2.1. 해양예보․예측의 구현

○ 지구 표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해양은 지구 기후와 기상, 보건, 농업, 무역

등 인간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해양의 상태에 대해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역동적인 해양의 현상들에 대한 시공간적인 자료를 매우 높은 빈도로 상시적으로 

현장 관측을 통해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동형 플랫포옴과 고정형 플랫포옴을 활용

하는 것이 필수적임

○ 생태계가 제공하는 편익과 서비스는 지구의 어떤 지역보다 연안에 집중되어 

있음. 연안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이용이 급증하고 지구 기후변화가 가속

화됨에 따라 연안은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해 졌으며, 연안이 가진 자원의 가치

가 크게 훼손되고 있음

관리 목적 예측·예보가 필요한 대표적인 현안 문제

보건 위험 최소화

○ 수산물내 오염물질 농도 증가, 패독 발생 

○ 수산물을 통한 질병 감염 

○ 해수욕장 폐쇄(병원체, 독성 해파리)

생태계 건강성 유지

○ 연안침식, 서식처 감소,

○ 생물다양성 감소, 외래종 유입

○ 부영양화, 유해조류 대번성(HABs), 저산소 현상

○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질병, 대량치사

해양생물자원 보호

○ 해양생물자원의 감소, 어획량 감소

○ 어류 서식처의 감소

○ 양식장의 질병 발생 및 대량폐사

자연재해 피해 저감
○ 태풍, 해일, 엘니뇨

○ 해안선 변화, 기후변화의 영향, 해수면 상승

[표 1-1] 예측․예보가 필요한 해양의 주요 현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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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위락, 개발, 자원 이용, 환경보전 등 각 분야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의사결정이 초래하는 손해는 막대

한 실정임

○ 해양환경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해양환경

변화와 생물자원의 변동을 신속하게 검지하는 능력과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측 능력을 갖춤으로써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의 해양관측시스템은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

- 종래의 해양학은 해양 탐구와 연구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실생활과 정책 의사결정

에 직접 사용되는 핵심적인 예측․예보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였음

○ 각종 해양활동의 안전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저감, 보건 피해의 최소화,

생태계의 보전,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해양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관측자료와 예측모델이 필요하나, 생태계 변화 예측․

예보에 필요한 생물․화학 항목들은 상시적인 관측이 가능한 센서가 없거나 유지

관리 없이는 현장에서 수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자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음

- 해수면 상승, 파랑, 해류, 태풍, 폭풍, 해안선 변화, 수심 변화, 해산물의 오염, 식중독,

생물서식처의 상실, 생물다양성의 감소, 부영양화, 수질악화, 유해조류번성, 해양

산성화, 외래종의 유입, 지속성 오염물질의 오염 및 생물에 의한 영향, 해양생물의 

질병 및 폐사, 유용생물자원의 감소, 어획량 감소, 양식장 노후화 등 다양한 현상

들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변화를 예측하려면 이와 연관된 항목의 시계열 

관측자료를 확보하고 자료 동화를 통해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함

- 종래의 해양관측 형태와 그 자료의 활용 측면에서 갖고 있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해야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알아내고, 향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나, 현재의 

기술과 능력으로는 이러한 예측이 어려움

○ 만약 해양 예보가 기상 예보의 수준으로 정확성과 시의성을 갖추게 된다면,

해양과 육상의 경제활동에 엄청난 혜택을 제공 가능하므로 무엇보다도 상시

관측 항목의 확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수질오염 감시 및 변화 예측, 적조 예보, 유출사고 방제, 육상기인 오염부하의 추정

및 관리, 유역 관리, 해역의 자정능력 평가 등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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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양식, 해운, 건설, 관광, 정유, 농업, 보건, 안전, 보험, 연안개발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 예상

○ 해양관측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센서의 예로는 용존산소, 질산염, 암모니아, 요소,

규산염, 인산염, pH, 총유기탄소, pCO2, 알칼리도, 용존유기탄소, 입자성 유기

탄소, 총질소, 메탄, 황화수소, 용존염화물, 철, 마그네슘, 수소, 미생물 등을 들 

수 있음

- 바이오센서는 이미 의약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장기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해양에서는 응용범위가 제한됨. 각종 전기화학센서나 탄소나노

튜브 센서 등이 해양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악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질량분석기는 해양에서 여러 화학성분들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센서로 기대됨

- 미세 유체흐름(microfluidics)을 이용한 랩온어칩(Lab-on-a-chip)은 센서로 측정이 

어려운 대부분의 화학물질들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기술임

- 음향센서나 광학센서를 활용하면 물리적 미세구조, 미생물 활동, 동식물 플랑크톤 

종조성과 현존량, 생리적 상태, 어류의 생물량과 분포 등을 측정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센서들은 현장에서 배터리로 장기간 작동되어야 하므로 초저전력 설계

가 필수적이며, 이동형 탑재체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휴대용 크기 이하의 소형

으로 제작되어야 함

- 해양관측센서는 높은 정밀도와 가져야 함은 물론, 정확도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견고해야 하며, 생물오손(biofouling)에 견딜 수 있어야 하므로 

극한기술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새로운 센서의 개발은 10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으로서, 그동안

해양관측장비 시장은 미국, 독일, 영국 등이 독점해 오고 있음

○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새로운 해양환경관측센서를 개발한다면 전세계 시장에 

판매가 가능하며, 세계 시장을 선점효과와 더불어 높은 부가가치의 제품을 통해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음

- 해양환경관측센서는 해양분야 이외에도 육상의 하천, 호수, 하폐수처리장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도 사용가능하므로 상용화 개발시 막대한 파급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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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조 사

안녕하십니까? 해양화학, 해양생물분야에서필요한해양관측센서개발과관련하여많은분

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 기록사항>

소속기관 구분 연구기관( ) 대학( ) 기업( ) 기타( )

전공 분야 구분 해양물리( ) 해양화학( ) 해양생물( ) 해양지질( ) 해양공학( )

해당분야 경력 년

문 1) 현재 어떤 항목에 대하여 해양관측․조사․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1. 수온 2. 염분 3. 수심 4. 용존산소 5. pH 6. 탁도

7. 엽록소 8. 해류 9. 조석 10. 파고 11. 수중음향 12. 해양기상

13. 지자기 14. 위치 15. 영양염류 16. COD 17. SS 18. 총질소

19. 총인 20. 총대장균수 21. 미량금속 22. POPs 23. 식물플랑크톤

24. 동물플랑크톤 25. 치자어 26. 어류 27. 저서생물 29. 해양미생물

30. 기타 ( )

2.2. 설문조사 결과

○ 화학해양학 및 생물해양학 관련 해양관측센서의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의 필요성,

개발이 필요한 항목 등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기간: 2013년 8월 26~27일, 2013년 11월 7~8일

- 설문조사 대상: 한국해양학회 해양화학 분과회 및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참가자

○ 설문내용

- 응답자 인적사항 1 문항, 수행중인 해양 관측·조사 관련 문항 2 문항, 해양관측센서

개발 필요성 관련 문항 2 문항, 개발이 필요한 분야 관련 1 문항 등 총 6개 항목

- 설문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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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 주로 관측 조사를 수행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복수 선택가능)

1. 연안 2. 근해 3. 외해 4. 하천 5. 하구 6. 호수 7. 기타 ( )

문 3) 기존 사용 중인 외산 해양관측센서를 국산화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1. 국산화 개발이 필요하다 2. 국산화 개발이 필요없다

3. 일부 항목은 필요하다 4. 모르겠다

문 4)새로운 개념의 해양관측센서를 국내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필요하다 2. 필요없다

3. 모르겠다

문 5) 해양화학 및 해양생물분야에서 필요한 해양관측센서를 국내에서 개발한다면

어떤 항목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1. pH 2. 탁도 3. 용존산소 4. 엽록소

5. 영양염류 6. 미량금속 7. 미생물 8. 식물성 플랑크톤

9. 동물성 플랑크톤 10. 유전자 11. 기타 ( )

문 6) 해양화학 및 해양생물분야에서 필요한 새로운 해양관측센서를 개발하는 사

업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1. 참여하고 싶다 2. 참여할 의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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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내용

- 응답자 : 총 44명

- 소속기관 구분 : 연구기관 31.8%, 대학 54.5%, 기업 11.4%, 기타 2.3%

- 전공 구분 : 물리해양학 27.3%, 화학해양학 50.0%, 생물해양학 15.9%, 지질해양학 

2.3%, 해양공학 2.3%

- 해당분야 경력 구분 : 5년 미만 36.3%, 5년~9년 9.1%, 10년이상 25.0%, 무응답 29.5%

- 수행중인 해양 관측, 조사 항목 : CTD 항목이 가장 많고, 용존산소, 영양염, pH,

해류 관측 순 (그림 1-6)

[그림 1-6] 수행중인 해양관측, 조사항목 응답 결과

- 관측 조사를 수행하는 장소: 연안 32.9%, 외해 25.9%, 근해 28.2%로 비교적 해양 

관측, 조사 수행 장소는 골고루 분포함 (그림 1-7)

- 해양관측센서 국산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1%가 국산화 필요성 공감 

(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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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관측 조사를 수행하는 장소 응답 결과

[그림 1-8] 해양관측센서 국산화의 필요성 응답 결과

- 새로운 개념의 해양관측센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4.1%가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

- 개발이 필요한 센서 항목은 영양염류 (18.8%), 용존산소 (15.4%), pH (15.4%), 식물

플랑크톤 (9.4%), 엽록소 (9.4%), 미량금속 (6.8%), 동물플랑크톤 (5.9%), 미생물 

(5.1%) 등의 순으로 다양한 항목이 골고루 분포함

○ 설문조사 결과 새로운 해양환경 센서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으며, 우선적으로 

개발해야할 센서는 영양염, pH, 생물 센서 등이며 센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많은 과학자들의 참여가 예상됨

- 해양관측센서 개발 사업에 68.2%가 참여 의사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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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새로운 개념의 해양관측센서 개발의 필요성 응답 결과

[그림 1-10] 개발이 필요한 센서 항목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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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현황 분석

3.1. 국외 현황

○ 그동안 해양관측망에서는 기상과 해양물리항목의 측정센서가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화학, 생물분야의 새로운 해양관측장비나 센서가 개발되어 

현장에서 시험 중에 있음. 이러한 센서를 통해 해양오염이나 해양생태계 분야

의 예측 모델이 요구하는 검보정용 실시간 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

들고 있음

- 재난 예보 위주의 해양관측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보건 피해 

저감, 해양생태계의 보전, 오염물질 유입감시 등에 필요한 상시 관측자료를 공급

하기 시작

○ 각종 해양관측 센서들은 인공위성, 항공기, 프로파일러, 글라이더, bottom lander,

스마트 부이, 표류부이, AUV, towed vehicle, ROV, 선박 등 각종 플랫포옴에 

장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해양포유류나 어류에 장착되기도 함(그림 1-11)

[그림 1-11] 해양관측 플랫포옴 (출처: Kroger and Law,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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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용존산소 센서

○ 용존산소 센서의 경우, 과거에는 Clark-type의 amperometric membrane sensor

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CTD에 장착하여 수직 프로파일을 획득하기 위하여 센서

의 반응속도를 높인 제품이 공급되고 있음 

- pulsed oxygen sensor는 전원소모를 줄이고 막과 전해질 용액의 안정성을 높여 수

개월간 운용할 수 있도록 Clark-type 센서를 개선

○ 최근에는 용존산소를 형광으로 측정하는 광학센서(oxygen optode)가 해양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함. optode는 막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생물오손에 강해 6개월 

이상 현장에서 운영 가능

- 전세계적으로 용존산소 optode를 생산하는 제조사는 20여개 이상이나 대부분이 

하폐수처리장용이며 해양용 센서는 Aanderaa 제품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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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용존산소 센서의 현황 (자료: Daly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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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수중에 수개월 이상 계류할 수 있는 데이터로거를 탑재한 DO optode도 

출시되었으며, 수직 프로파일 관측용으로 반응 속도를 더 빠르게 개선한 optode

센서도 개발됨

○ 독일에서는 Planar optode를 이용하여 2차원의 산소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저서

생물의 활동을 탐지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광섬유 방식의 optode는 저층의 

물질 플럭스 연구와 수층의 저산소 현상(hypoxia)를 관측하는데 응용되고 있음 

[그림 1-12] 용존산소(DO) 센서

(Aanderraa optode, Seabird SBE 43, FOXY sensor,

prototype bundle fiber planar optode, miniDOT, Hach optode)

3.1.2. 탄소 시스템 센서

○ 해양의 용존무기탄소의 직접적인 관측을 통해 자연적인 탄소순환과 대기로부

터 흡수되는 인위적인 이산화탄소의 변화를 탐지할 수 있음. 인간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를 해양이 흡수함에 따라 해양 산성화가 진행되므로 이를 관측하기

위한 고감도 센서가 필요

○ 선박에서 용존총유기탄소와 총알칼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Coulometric, titrimetric 과정은 현장 상시관측에는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SAMI, CARIOCA 등의 센서가 개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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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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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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현장용 CO2 센서의 현황 (자료: Daly et al., 2004)

- 1993년 개발된 SAMI-CO2 센서는 과학조사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1년 정도까지 

현장에서 운영된 것으로 보고됨. CARIOCA 센서는 원리와 성능이 SAMI-CO2 센서

와 유사하나 매시간 측정에 보다 유리하며 표류 부이에 탑재되어 시험되기도 함

(Daly et al., 2004)

○ NDIR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하는 방법이 과학조사에서 널리 사용

되어 왔으나,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형광측정방법을 이용한 pCO2 센서가 개발

되어 시험 중에 있음

○ potentiometric pH 센서는 해상도가 0.01이고 정확도가 0.1∼0.2dp 불과해 해양

산성화 모니터링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정밀 pH 관측을 위해 SAMI-pH,

SEAS-II, AMpS 등이 개발된 바 있음

- 해양에서 분광분석법을 통해 pH를 측정할 경우 가장 정밀하게 0.0004 pH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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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I-pH 센서는 ±0.005 pH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장기계류가 가능함

- 3개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는 SEAS-pH 센서는 반응속도가 2초 정도로 빨라 

수직 프로파일 관측용으로 적합하며 수주간의 계류시에는 0.001 pH 단위의 정밀도

를 보였음

- AMpS 시스템은 0.001 pH 단위 이상의 정밀도를 가지며 시간당 20회 측정 가능

- Membrane introduction mass spectrometer(MIMS)를 이용한 total CO2 측정도 시도

된 바 있음

3.1.3. 용존 영양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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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나 수중 계류가 불가능했음

- 질산염, 암모니아 측정시 담수에서는 이온선택전극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해수

에서 사용할 수 없음

○ 발색후 흡광도를 측정하는 질산염 측정방법 대신 220nm에서 UV 흡광도를 측정

하는 방법이 도입되어 Hach, S:CAN 제품 등이 하폐수처리장이나 담수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해수에 적용가능한 센서는 Satlantic, Trios 제품에 불과함

- MBARI가 개발하여 Satlantic에서 생산중인 UV sensor인 ISUS와 SUV-6는 시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흡광법과 달리 측정 속도가 빨라 수직 프로파일 측정에 사용 가능

하나 검출한계가 1.5 μM(±3SD) 정도이며 30초 평균할 경우 0.2 μM 정도로 낮출 

수 있음

- ISUS는 최근 Argo drifter에 탑재하여 3년 동안 측정에 성공하는 등 향후 가격을 

낮추고 크기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 

○ 기존의 발색법을 그대로 사용하되 시린지 형태나 밸브를 연동하는 루프 형태

를 이용하여 수중계류형 장비로 변형한 EnviroTech의 NAS-3X와 Systea의 

NPA 등은 장기 관측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WET

labs은 인산염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Cycle phosphate sensor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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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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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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현장용 용존 영양염류 센서의 현황 (자료: Daly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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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영양염류 센서

(ISUS-I, Nitrax, Lab-on-a-chip microsensor,

NAS-3X, Cycle, SubChem Pack)

- NPA의 경우 검출한계가 암모니아 50 nM, 인산염 10 nM, 질산염+아질산염 15 nM

정도이며, NAS-3X와 EcoLab은 검출한계가 질산염과 암모니아가 50 nM, 인산염

과 규산염은 60 nM 정도임

○ 영국의 Southampton 대학 등에서는 Lab-on-a-chip 형태로 영양염 분석기를 

소형화한 수중계류형 센서를 개발 중에 있으며, EMBARI가 Lab-in-a-can의 형태

로 개발한 질산염과 인산염 측정기 DigiSCAN은 YSI가 상용화 개발 중

○ SEAS-II는 South Florida 대학에서 개발한 영양염류 측정기로서 1m 길이의 

liquid core waveguide를 써서 검출한계를 낮출 수 있었으나, 장기계류용 센서

로는 활용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음

3.1.4. 광학 센서

○ 동식물 플랑크톤, 난치자어, 어류, 저서생물 등 해양생물 요소의 측정은 주로 

시료 채취후 실험실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나, 각종 광학센서의 발달로 생물 

요소의 현장관측이 가능해 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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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플랑크톤이 색소조성에 따라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흡수하고 형광을 내는 

특성을 이용하여 색소의 측정이 가능함. Chelsea에서는 다양한 엽록소와 보조

색소의 형광측정센서를 개발했으며, bbe에서는 여러 개의 파장에서 형광을 측정

하여 식물플랑크톤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를 개발. CYCLOPS-7,

TriLux 등 최근 개발된 엽록소와 보조색소 측정 센서는 소형화되고 여러 가지 

항목을 동시에 측정하도록 발전하고 있음  

○ 최근에는 의학에서 사용되던 플로우 사이토메터를 개량하여 식물플랑크톤 세포

의 크기와 모양, 개별 세포의 색소 측정이 가능한 CytoBuoy, CytoSense가 개발

되었음

○ 용존유기물질내에 포함된 휴믹산과 아미노산은 자외선을 강하게 흡수하므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CDOM 센서가 개발됨

- UV 광원에 의한 형광을 측정하여 CDOM, 기름 성분, Tryptophan 등을 측정

○ 수중 입자의 산란을 이용하여 탁도를 측정하는 센서는 널리 상용화 되어 있으나

LISST는 레이저 광산란을 이용하여 수중 입자의 입도 분포를 측정

○ Chelsea의 GLOWtracker는 편모조류나 동물플랑크톤, 어류 등의 생물발광

(bioluminescence)을 측정용으로 개발됨 

○ 광학 센서는 생물오손에 의해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으므로 브러쉬로 윈도우 

부분을 세정하거나 구리로 된 셔터를 이용하기도 함

3.1.5. 영상센서

○ 동식물플랑크톤, marine snow에서부터 소형 어류에 이르기까지 카메라를 이용

하여 분류학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영상센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음

- Phido-φ는 2차원 영상 형광센서로서 고해상도의 식물플랑크톤 영상과 미세구조를 

제공

○ 플로우사이토메터(flow cytometry) 기술을 응용하여 식물플랑크톤의 모양, 크기,

형광특성 등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됨

- FlowCam은 연속적인 영상을 제공하는 플로우 사이토메터로서 5∼1000μm의 크기

의 입자를 측정 가능하며, 수중계류형은 수심 100m까지 사용할 수 있음



유비쿼터스 해양환경 관측 센서 개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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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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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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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상용화된 광학 센서(optical sensor)의 현황 (자료: Daly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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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엽록소 및 보조색소 센서

(Multi-exciter, Cyclops, FluoroProbe,

Trilux, Eco FL, YSI sensor)

[그림 1-15] 식물플랑크톤 센서

(FlowChem, CytoBuy and CytoSense, Imaging FlowCytobot)

[그림 1-16] 식물플랑크톤 자동측정장치로 획득되는 자료의 예

(좌: CytoBuoy, 우: Flow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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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toBuoy는 의학분야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레이저 플로우 사이토메터를 개선

하여 넓은 입자분포를 갖는 식물플랑크톤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

- Woods Hole 해양연구소에서는 최근 Imaging FlowCytobot (IFCB)이라는 수중형 

레이저 플로우 사이토메터를 개발했으며, 세포를 촬영한 영상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6개월 이상 운영

○ 최근 미생물 입자의 3차원 영상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인 Thin Laser

Light Sheet Microscope(TLSM)이 개발되어 향후 해양분야에 적용 가능

○ 동물플랑크톤 생물량을 추정하기 위해 광학적인 입도분석기가 사용되어 왔는

데, Optical Plankton Counter(OPC)는 이미지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각 입자의 

단변적을 측정할 수 있음. Laser Optical Plankton Counter(LOPC)는 더욱 소형

으로 높은 밀도까지 측정할 수 있으며 100μm~35mm의 입도 분포를 12노트의 

속도에서도 측정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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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형상인식 자동 분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주요 분류군의 양을 추정할 수 있음

- VPRII와 AutoVPR은 500m 수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AVPPO는 100m 수심까지 

수직 분포를 측정하면서 계류가 가능함. 3D-VPR은 ROV에 탑재하여 3차원 영상

을 측정할 수 있음

○ 최근에는 96x96mm의 튜브 내를 흐르는 액체 속에 존재하는 생물의 2차원 연속

영상을 측정할 수 있는 Shadow Image Particle Profiling and Evaluation

Recorder(SIPPER)가 개발됨

○ 동물플랑크톤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Underwater Video Profiler(UVP)는 1,200m

수심까지 작동하며, Zooplankton Imaging and Visualization System(ZOOVIS)

는 50μm 해상도로 250m 수심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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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동물 플랑크톤 센서

(Video Plankton Recorder, Optical Plankton Counter, Underwater Video Prof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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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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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영상 센서(optical imaging sensor)의 현황 (자료: Daly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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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음향센서

○ 생물 측정용 음향센서는 정량적인 정보는 제공하기 어려우나 비용효과적으로 

생물군집의 행동과 시공간적인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

로 사용되어 왔음. 선박과 견인체, AUV에 ecosounder를 장착하여 사용

- Tracor Acoustic Profiling System(TAPS)는 다주파수 ecosounder로서  계류상태에서

상향, 하향, 수평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현장에서 운용되었음 

- FishTV는 음향과 영상을 동시에 측정하는 3차원 음향 영상 시스템으로서 원하는 

종에 대한 정보와 행동 등을 제공

- 해류 측정에 사용되는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를 이용하여 동물

플랑크톤의 수직 이동을 연구하는데 사용하기도 함

센서 개발단계1) 전원 반응시간 현장설치방법2)

EK60 I 50~100W s A,T,S

EK2000 I < 250W s A,T,R,S

TAPS I 8.4W s M,P,T

BIOSPAR V 35W s M,D

FishTV multibeam IV 500W 4Hz S

Acoustic tags CTD I 5 years s
Fish, birds

mam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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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음향센서(acoustic sensor)의 현황 (자료: Daly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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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유전자 센서

○ 적조와 같은 유해조류대번성(HAB)을 조기탐지하고, 패독을 유발하는 독성 플랑

크톤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현미경 관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

므로 Antibody probe와 Oligonucleotide probe가 개발됨 

- MBARI에서는 HAB 모니터링 등을 위한 DNA probe인 Environmental Sample

Processor(ESP)를 개발. 41cm 직경, 90cm 높이로서 50m 수심까지 사용 가능하며,

식물플랑크톤을 비롯하여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검출(EMBARI, 2006). 2012년에 현장

운영결과 리터당 100∼200개의 세포가 존재하는 Alexandrium fundyense를 성공

적으로 검출. 높은 가격과 현장 운영비용, 제한된 시료 분석갯수, 짧은 현장 운영

기간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

[그림 1-18] 수중계류형 DNA probe인 Environmental Sample Processor(ESP) 

3.2. 국내 현황

○ 2011년 국내의 해양조사장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약 

150여 종이며, 그 수량은 약 2,500∼3,000개로 추정되었으며, 95%이상이 외산

장비로서 전체 장비금액은 1,500∼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었음(한국해양과학

기술진흥원, 2011)

- 현재 해양조사장비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으로 수중음향토모그래피(Underwater

Acoustic Tomography)와 3-D 천부 지층 조사장비가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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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해양용 센서중 국산화 성공 사례는 조위계와 파고계

이며, 다른 해양센서의 경우 국내 시장 규모가 작아 상용화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해양관측센서

의 개발이 필요함

○ 하천 등 담수에서 사용되고 있는 센서는 수온, pH,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탁도,

클로로필 형광 등으로서 YSI, Hydrolab, Troll 등 외산 다항목측정센서와 

HACH , WTW 등에서 생산하는 개별 센서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음.

국내생산업체에서는 DO, pH, 탁도 등 기본적인 항목만이 생산되고 있는 실정

임. 일부 항목의 이온선택전극이 생산되고 있으나 해양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바이오센서는 의료용만 시판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학계에서 전기화학센서, 나노센서, 바이오센서 분야의 학술 연구가 수행

되어 왔으나 대부분 제품화에 이르지 못함

- 국내 제조사에서도 담수용으로 6개 항목을 측정하는 다항목 측정센서를 개발하여 

실증시험중에 있으나, 수압, 수밀, 내구성, 정밀·정밀도 측면에서 해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

- 해양용 엽록소 형광센서, 중금속 측정을 위한 수중형 XRF, 용존산소 측정용 

optode 등의 연구개발이 수행되었으나 제품화에 도달하지 못함 

○ 수질 TMS와 4대강의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시장 수요에 따라 COD, TN, TP, 용존

영양염류 항목에 대하여 습식 분석을 자동화한 수질자동측정장치가 국산화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음. 연안이나 하구 자동수질측정소에는 이러한 자동분석

장치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중계류형 장비는 아직 국내에서 개발된 바 없음

○ 유체제어기술 등 국내의 랩온어칩 연구는 매우 활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

고 할 수 있으나, 환경측정에 적용된 사례는 매우 적음.

- 최근 국내에서 Lab-on-a-disc 형태로 해수중 영양염류 5종을 동시에 측정하는 기술

을 개발(Hwang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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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건변화와 전망

○ 전세계는 당면한 기후변화와 해양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양

을 관측하여 자료를 획득하고, 이를 처리·분석·배포하기 위한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해양관측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비용 효과적이고, 상시적인 관측을 실시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측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음

- 해양관측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광대한 면적과 깊은 수심,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성에

있음. 그동안의 해양조사는 주로 조사선을 이용한 정기 조사를 위주로 해 왔으나,

이러한 체제에서는 해양환경의 현황과 추세 파악, 나아가서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영향의 예측과 미래 상황에 대한 예보를 하는데 커다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해양환경 관측 자료는 실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도움을 주거나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기보다는 해양현상에 대한 연구에 활용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 제한된

관측 자료를 이용한 예측․예보의 결과는 부정확하고 불확실성이 커서 활용되기 

어려웠으며, 예측 결과의 검증도 매우 어려운 상태였음

○ 첨단 해양관측장비의 개발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 그리고 수치모델의 발전 등에

힘입어 해양관측분야에서도 실시간 측정과 원격 자료 수집을 통해, 수치모델

의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단계로 진입

- 해양관측 시스템이 연구자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측 자료의 궁극적인 쓸모에

따라 설계되고 구축됨. 이러한 변화는 해양관측․조사가 수요자 중심체계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의미

○ 그동안 국내에서도 국가해양관측망, 어장환경측정망, 해양환경측정망 등을 통해

상시 관측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조석, 해일, 파랑, 태풍,

기름오염 확산 예측 등 일부에서만 모델링과의 연결을 통해 운영 단계에 도달

하였을 뿐, 수질오염 감시, 적조 경보, 육상기인 오염부하의 추정 및 관리, 유역

보호관리, 해역의 자정능력 평가 등 다른 많은 분야에서는 운용단계에 도달하기

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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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해양환경분야의 관측 시스템이 운용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①관측장비

의 문제, ②관측 플랫포옴의 문제, ③자료의 품질 문제, ④자료 활용기술의 문제

등을 해결해야만 함

- 현재의 해양관측항목들은 주로 간단한 센서로 측정이 가능한 기상, 물리 요소에 

국한되어 있으며, 화학 분석방법을 이용한 자동측정기들은 크기가 크고, 시약이 

필요하므로 현장에서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새로운 해양환경측정센서들

이 개발 중에 있으므로 머지않아 이러한 새로운 센서들이 현장에서 장기간 운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원공급과 크기, 내구성, 유지관리 문제가 해결되고, 생물오손

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해양관측 플랫포옴을 구축하는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음. 부이, 관측타워, 잔교(pier) 등과 같은 고정 구조물, 정기운항선박과 

화물선 등의 선박, 표류 부이, 글라이더, ROV 등의 이동형 관측장치 등이 사용되고

있음. 새로 개발되는 센서들은 표준 규약을 따라야 하며, 이러한 기존 관측 플랫포옴

에 장착가능하도록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장 관측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측장비의 검교정 뿐만 아니라, 시스템

의 운영체제, 표준 운영지침, 운영자의 교육훈련, 인증, 감사, 상호검정 등 총체적

인 관리체제가 필요함. 모델링과 연계한 실시간 서비스 단계에서는 자동 정도관리

기술의 개발이 매우 중요함. 무인으로 운영되는 해상 관측소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고장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센서의 고장 및 교정 

여부, 생물오손이나 기타 요인에 의한 정확도 변동요인을 자가 진단하는 기능과 

문제 발생시 자가 치유하는 기능이 필요함 

- 관측 시스템이 구축되어도 모델링과 연계된 운용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관측자료

의 이용과 활용상의 문제점이 대두될 수밖에 없음. 상시 관측체제의 강점은 생산

되는 자료를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대로 처리하여 해양환경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예측․예보 체제를 갖출 때만 나타날 수 있음. 현장에서 아무리

많은 자료를 생산하더라도 이를 즉시 처리․가공하고 해석하여 효과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관측시스템의 설치 운영에 드는 

투자 대비 효율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보의 가공과 배포는 관측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해양기상, 태풍, 파랑, 조석, 해일 등 물리현상

과는 달리, 생물요소가 개재되는 수질예측이나 적조예보, 생산력 추정, 자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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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등 환경분야에서는 아직 수치모델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므로 모형의 정확도

를 좌우하는 알고리즘의 개발, 자료동화 기법의 응용 등이 필수적임. 상시측정에 

의해 모델에 보다 정확한 경계조건을 입력할 수 있게 되고, 수치모형에 계속적으로

현재 시점의 관측자료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예측의 정확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수치모형에 의해 계산된 결과와 실측치를 비교하여 검증함으로써 알고

리즘의 개선이 더욱 용이해 질 것임

- 새로운 관측장비의 개발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다양한 현장 플랫포옴의 운영기술

이 확보되어야 함. 현장 관측소에서 획득되는 자료는 품질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처리하여 실시간으로 공급함으로써 활용

도를 극대화해야 함

○ 미국은 지난 10여년간 관련 법을 제정하고 막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통합

해양관측시스템(US IOOS)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유럽의 경우에는 미국

과 같은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지는 못하였으나, EU 국가간 국제협력을 통해 

다양한 관측 프로그램들이 수행되고 있음. 미국과 유럽의 해양관측망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철저한 사전 기획을 통해 적절한 개발 

항목을 선정한다면 시장성이 매우 밝음

○ 새로운 관측 센서의 개발은 향후 구축될 해양관측시스템을 혁신하는 가장 중요

한 요인이 될 것이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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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발 타당성 분석 및 평가 

1 시장성 평가

1.1. 해양관측시스템의 전세계 시장규모 

○ 해양관측시스템의 시장요인(market driver)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 온난화, 9/11 사태 이후의 테러와의 전쟁, 중국의 경제대국화와 해

상운송의 증가, 인구증가와 여가생활의 증가, 에너지 소비의 증가와 화석연료

의 가격 상승, 해양자원의 중요성 증가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음.

○ 해양관측시스템의 전세계 시장규모는 2006년에 약 18억불($1.8 billion)로 추정

되었으며, 2011년에는 약 24억불($2.4 billion)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Douglas-Westwood, 2006)

- 지역별로는 북미시장이 76%, 유럽 19%, 아시아 5%로 조사되었으며, 북미 시장규모

가 큰 것은 미국이 IOOS 관련 예산 투자에 기인한 것임

- 세부 응용분야별 세분한 시장(market segment) 규모는 기상 및 해황 분야가 34%로

가장 많고, 환경모니터링 분야가 28%, 학술연구 19%, 재해 예보 9%, 연안역 관리가

2% 순이었으며, 기타(8%)로는 교육, 해사 안전, 수산, 해운, 해저유전, 해양레저,

수색구조, 선박추적 등이 각각 1% 정도를 차지함

- 시장규모 추정시 유의해야 할 점은 해양에서의 관측은 전체의 39%인데 반해, 위성

관련 시장 규모가 61%로 많다는 점으로서 이는 2006년까지 위성관련 프로그램의 

예산이 1조2천억달러에 달하여 전체의 20%에 불과했기 때문임. 위성 관련 프로그램

의 세분한 시장별로 살펴보면 기상 및 해황, 환경모니터링, 학술연구, 재해 경보 

등 4개 섹터에 국한되어 있음

- 해양산업 분야에서 미국은 가장 큰 시장으로 2002년에 해양산업 관련 총지출은 

7,500억불($750 billion)에 달하며, 이중 절반은 해저유전분야에 의해 발생했고, 1/3은

해군에 의해 지출된 것임. 해양관측시스템에 대한 2006년 연방정부 지출은 10억불

($1 billion)이었으며, 총 지출은 12억불($1.2 billion) 정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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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005∼2011년의 전세계 해양관측시스템 시장 규모 예측(백만불)

(자료: Douglas-Westwood, 2006)

[그림 2-2] 전세계 해양관측시스템 시장의 지역분할(좌) 및 응용분야별 분할(우)

(자료: Douglas-Westwoo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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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양환경센서 및 모니터링 관련 시장규모 

○ 전세계의 센서 시장규모는 2006년에 약 160억불($16 billion)이었으며, 이중 환경

감시 센서는 15% 정도인 24억불($2.4 billion)로 추정되었음. 전세계 바이오 센서

시장은 2011년에 9.9억불($990 million), 환경 모니터링 화학센서는 2006년에 

3.4억불($340 million), 수질 및 폐수 센서 0.8억불($80 million) 정도였음 

○ 미국의 센서 시장 전체는 2011년에 111억불($11.1 billion)이고 이중 화학센서 

관련 미국 시장 규모는 15억불($1.5 billion)이었음

○ 국내의 환경감시센서 시장은 2011년에 0.6억불($60 million)로 추정된 바 있는

데, 통상적으로 국내 시장은 전세계 시장의 약 2%로 산정되므로 2012년 전세계 

환경감시센서 시장 대비 국내 시장을 산정할 경우, 1.9% 정도인 것으로 보아 신뢰

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09년 전세계 바이오센서 시장규모 67억불중 환경분야 바이오센서는 12.4%

인 5.4억불 수준이었음. 그러나 해양분야에서 바이오센서의 응용분야는 거의 

없는 상태임

○ 2011년 전세계 환경센서 및 모니터링 시장 113억불($11.3 billion)중에서 해양

센서 및 모니터링은 4.2%정도인 약 4.7억불($470 million) 정도로 추정됨. 이는 

전세계의 해양관측시스템 시장 24억불 중 약 20%가 관측장비 시장으로 볼 수 

있음

- 환경센서 및 모니터링 시장 전체의 연간 평균 성장률은 6.5%이나, 대기 분야 4%,

육상 분야 5.3%, 원격탐사 등 신기술 분야는 7.5%, 해양은 5.2% 정도로서 해양환경

센서 및 모니터링 세부 시장 규모(market segment)는 2016년에 6.1.억불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세계의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시장은 전체의 8.8%인 연간 10억불 수준임

○ 해양환경 센서 및 모니터링 시장 중에서도 개별 장비의 시장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향후 개발될 새로운 센서의 시장 규모를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려움. 시장조사 결과는 전체적인 시장규모를 파악하여 새로운 센서의 개발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따라 어느 정도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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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장 구분 연도
시장규모

(억불)
비고

센서 전세계 시장 2006 160 Frost & Sullivan(2007)

환경 감시 센서 전세계 시장 2006 24 Frost & Sullivan(2007)

바이오 센서 전세계 시장 2012 85
Transparency Market

Research(2013)

바이오 센서 전세계 시장 2009 67 Frost & Sullivan(2009)

환경 바이오 센서 전세계 시장 2009 5.4 Frost & Sullivan(2009)

센서 미국 시장 2011 111 Freedonia Group(2012)

화학센서 미국 시장 2012 15 Freedonia Group(2013)

환경모니터링 화학센서 전세계 시장 2006 3.4 Freedonia Group(2007)

물 및 폐수처리 전세계 시장 2011 570 BCC Research(2012)

물 관련 장비 및 시험 미국 시장 2011 21.4
TechKnowledgey

Starategic group(2012)

수질 및 폐수용 센서 전세계 시장 2006 0.8 환경부(2011)

환경 센서 및 모니터링 전세계 시장 2011 113 BCC Research(2011)

해양 환경 센서 및 
모니터링 전세계 시장 2011 4.7 BCC Research(2011)

환경감시센서 및 장비 국내시장 2011 0.6 환경부(2011)

USN 국내시장 2010 7.5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1)

[표 2-1] 화학 및 환경 모니터링 관련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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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도 평가

○ 새로운 해양관측센서를 개발하고자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항목을 

측정하는 센서를 개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임. 개발의 결과물이 해양관측망

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아니거나, 영향력이 적은 항목일 경우 시장성이 떨어질 

것이며, 사용자들의 요구가 많은 항목을 개발하더라도 이미 외국에서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거나 경쟁제품이 많을 경우 시장 진입이 어려움

○ 개발 대상 센서를 선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원칙

① 해양관측망에서 현실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

② 많은 사용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으며 수요가 많은 항목

③ 기존의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최조의 제품이거나 유사한 제품이 존재하

더라도 만족할만한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측정 항목

④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제품 개발과 상용화가 용이한 항목

⑤ 연구개발, 상품화, 현장검증을 거쳐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항목  

○ 개발시 활용도가 높은 센서를 선별해 내기 위하여 미국 IOOS에서 도출한 핵심

측정항목과 GOOS의 연안모듈인 COOP에서 도출한 핵심측정항목을 이용

2.1. 미국 통합해양관측시스템의 핵심 측정항목 분석 

○ 미국의 통합해양관측망(US IOOS)에서는 2002년 5월 Ocean US workshop을 

통해 향후 측정되어야 할 핵심 측정항목(core variables)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제시했으며, 현장에서 관측을 실시할 운용기술별로 기술적 적용 가능성과 자료를 

얻었을 때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였음 (Ocean US, 2002)

- 워크샵에서는 정부, 기업, 학계, 민간에서 100명의 전문가를 선발하여, 1단계로 통합

해양관측망의 7가지 목표를 각각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항목의 순위표 작성하게 

한 후, 2단계로 전문가들이 물리항목과 물리항목 이외 항목으로 나눠 적용가능성

(feasibility)과 영향(impact) 분석기법(I-F Analysis)을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함

(그림1). 적용가능성은 4단계(당장 관측시스템에 적용가능, 사전 운용단계 시험 필요,

파일롯 과제에서 평가 필요, 추가적인 연구개발 필요)로 나눠서 평가. 영향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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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공간적 해상도 등 시공간적 규모에서 그 항목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기술

의 상대적 가치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관측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1단계, 2단계), 기존 관측 능력(3단계), 요구사항과 

현재 능력의 gap을 분석(4단계), 단계별,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이상과 현실간 

격차(gap)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시나리오를 작성

- 전문가간 합의에 도달하면 ①적용가능성과 요구사항에 기초한 단계별 실천계획의 

마련을 위한 지침 설정, ②단기적으로 3년내에 실행해야 할 우선순위가 높은 활동 

도출, ③연구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 제안에 사용

○ 2002년 워크샵에서 도출한 20개 항목은 염분, 수온, 수심, 해수위, 파고, 해류,

해빙 분포, 수질 오염물질, 영양염류, 어류 종조성, 어류 개체수, 동물플랑크톤 

종조성, 광 특성, 열 수지, 해색, 해저지형, 해수중 병원체, 용존산소, 식물플랑크톤

종조성, 동물플랑크톤 생물량 등 20가지였으며, 그후 계속된 논의를 통해 풍향 

풍속, 하천 유량, 총부유물질, CDOM, pCO2, pH 등 6개 항목이 추가되었음

○ 26개의 핵심 측정항목 중에서 이미 운용단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거나 현장

검증이 끝난 개발된 센서가 존재하는 항목을 제외하면 개발시 상업적으로 성공

할 가능성이 큰 항목은 다음과 10가지로 압축 가능

- 각종 수질오염물질

- 용존 영양염류

- 어류 종조성

- 어류 개체수

- 동물 플랑크톤 종조성

- 광 특성

- 열 수지

- 해수중 병원체

- 동물 플랑크톤 생물량

-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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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생태계 상태 변수

물리/지질 화학 생물

수온 용존 영양염류 엽록소-a

염분 용존산소 독성 편모조류 양

해류 pH, pCO2, 알칼리도 부유성 석회조류 양

파고, 파향 요각류 지표종

해수면 수중 병원체의 양

해안선 저서생물량

수심 저서군집의 종다양성

해황 산호의 골밀도

총부유물질 어란, 유생, 크기별 양

반사광량 부수 어획량

소광계수 어종별 소비형태

최상위 포식자 양

핵심 압력 변수

육상기인 대기 원양

담수 유입량 풍향 풍속 플랑크톤 유입량

퇴적물 유입량 기온 외래종 유입량

영양염 유입량 기압 영양염류 유입량

병원체 유입량 강수량 이동성/회유성 어류 이동량

독성물질 유입량 화학물질 유입 해수면 변화

어패류 어획량 입사광량 수온, 염분, 해류, 파도 변화

[표 2-2] 압력 및 상태를 나타내는 생태계의 핵심 측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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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측정항목 순위 화학측정항목 순위 생물측정항목 순위

염분 1 해수중 오염물질 9 어류 종조성 11

수온 3 용존 영양염류 10 어류 개체수/생물량 12

수심 4 용존산소(DO) 23 동물플랑크톤 종조성 13

해수위 5 퇴적물중 오염물질 28 광학 특성 14

파고 6 총유기탄소(TOC) 32 해색 19

해류(유속, 유향) 7 부유물질(SS) 34 해수중 병원체 22

해빙 분포 8 pCO2 40 식물플랑크톤 종조성 24

표층 열 수지 15 총무기탄소(TIC) 42 동물플랑크톤 개체수 25

해저지형 20 총질소(TN) 50 저서생물 개체수 27

해저지층구조 39 저서생물 종조성 29

해빙 두께 46 해양포유동물 개체수 37

조위 51 해양포유동물 사망률 38

박테리아 생물량 47

엽록소-a 48

외래종 52

식물플랑크톤 개체수 53

식물플랑크톤 생산력 56

[표 2-3] 해양 및 연안에서 측정되는 변수의 순위

기상측정항목 순위 육상측정항목 순위 보건/이용 측정항목 순위

풍향 풍속 2 하천 방류 유량 16 해산물중 오염물질 17

기온 18 지하수 방류 유량 41 해산물중 병원체 30

대기압 21 어획량 49

강우량(건식 및 습식) 26 해산물 소비량 54

습도 31 해수욕장 이용도 57

에어로졸 43

소음 44

대기 시정 45

운량 55

[표 2-4] 해양 및 연안에서 측정되는 비해양 변수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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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측정항목
기상 
기후
예측

해사
안전

재해
피해

최소화

국가
안전
보장

보건
피해
예방

건강한
생태계

생물
자원
보전

염분 ○ ○ ○ ○ ○ ○ ○

수온 ○ ○ ○ ○ ○ ○ ○

수심 ○ ○ ○ ○ ○ ○ ○

해수위 ○ ○ ○ ○ ○ ○

파고 ○ ○ ○ ○ ○ ○ ○

해류 ○ ○ ○ ○ ○ ○ ○

해빙 분포 ○ ○ ○ ○ ○ ○

해수중 오염물질 ○ ○

용존 영양염류 ○ ○ ○

어류 종조성 ○ ○

어류 개체수/생물량 ○ ○

동물플랑크톤 종조성 ○ ○ ○

광학 특성 ○ ○ ○ ○

표층 열 수지 ○ ○ ○

해색 ○ ○ ○ ○

해저지형 ○ ○ ○ ○

해수중 병원체 ○ ○ ○ ○

용존산소 ○ ○

식물플랑크톤 종조성 ○ ○ ○ ○ ○ ○

동물플랑크톤 개체수 ○ ○

풍향 풍속 ○ ○ ○ ○ ○

하천 방류 유량 ○ ○ ○ ○

총 부유물질 ○ ○ ○

CDOM ○ ○ ○

pCO2 ○ ○ ○ ○

pH ○ ○ ○ ○

[표 2-5] 미국 통합해양관측망(IOOS)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측정항목 2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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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안해양관측시스템의 핵심 측정항목 분석 

○ 전지구해양관측시스템(GOOS)의 연안모듈(COOP)의 설계시 해양자료와 정보를

이용하는 최대의 이용자 그룹에게 필요한 최소의 관측항목을 찾아냄으로써 

공통 변수(common variables)들을 도출했음(UNESCO-IOC, 2003)

- 해양자료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료를 가장 많이 요구하며 어떤 항목

을 관측해야만 예측과 예보에 가장 널리 이용될 것인가에 근거하여 논리적 방법에 

의해 항목을 도출

- 핵심 측정항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측정할 것이며, 모델에 의해 무엇을 

예측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측정해야만 궁극적으로 변화를 검지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 것인가 등을 고려

- 연안 관측 모듈에서는 이용자 그룹을 기업, 정부기관, 학교, 일반인, 민간단체, 연구

자 등을 총 망라하여 28개로 구분하였으며(표 2-6), 이용자들의 관심 현상은 해상

안전, 보건, 생태계, 자원 등 네 개 분야, 19가지로 구별되었음(표 2-7). 측정항목은 

변화를 검지하고 예측하는데 필요한 항목들로서 36가지가 도출되었음(표 2-8). 예측

모델은 단순한 물리 모델에서부터 복잡한 생태계 모델까지 19가지를 도출함(표 

2-9). 이용자와 관심 현상, 측정항목, 모델 4가지에 대하여 2,432개의 상관관계를 

매트릭스로 풀어 측정항목의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비용대비 효과, 적용가능성 

등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통해 최종 15개 측정항목을 도출(표 2-10)

○ 연안관측 시스템에서 추천된 핵심 측정항목과 다른 지구 관측 시스템에서 상시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과의 공통되는 항목을 선택할 경우, 기온, 풍향·

풍속, 습도, 강수량, 입사광량, pCO2, 수온, 염분, 해류, 파고, 해색, 지하수 유입

량 등으로 압축될 수 있음. 이러한 항목들은 현재 측정이 가능하고 시장성이 

높으나 이미 기존 센서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측정 센서 개발시

에는 배제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센서 개발시 성공 가능성을 연안관측 시스템에서의 활용성과 기존 시장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용존 영양염류(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저서생물 

생체량, 식물플랑크톤(엽록소, 식물플랑크톤 종조성, 일차생산), 분변성 미생물 

지표, 유영성 어류 종조성 등을 측정하는 센서가 가장 유망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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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코드 이용자 그룹

상 업

U1 해운

U2 해양 에너지 및 해양광업

U3 보험 및 재보험

U4 연안공학자

U5 수산업자, 낚시, 영세어업

U6 농업

U7 수산양식

U8 숙박업, 식당, 관광업

U9 컨설팅 회사

정 부

U10 수산자원 관리

U11 수색 구조

U12 항만 관리 및 서비스

U13 기상 서비스

U14 환경보호 및 규제

U15 물 관리

U16 보건

U17 국가 안보

U18 폐수 처리

U19 연안통합관리

민간 및 NGO

U20 사고 긴급 대응

U21 생태관광

U22 환경보전운동

U23 수산물 소비자

U24 해수욕 

U25 해양 레저

연구 및 교육

U26 언론

U27 교육자

U28 학계

[표 2-6]  통합된 연안관측 모듈의 이용자 그룹(Use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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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이슈 코드 관심 현상

해양 서비스 및 

공공 안전

P1 해황

P2 연안 침수

P3 해류

P4 해수면 상승

P5 해안선 변화 및 천해의 수심

보건
P6 수산물의 화학물질 오염

P7 해수와 어패류의 병원체 오염

해양생태계 및 

하구생태계의 보전

P8 생물서식처의 변화 및 상실

P9 부영양화, 저산소 현상, 산소고갈

P10 생물종 다양성의 변화

P11 오염물질에 대한 생물의 반응

P12 유해조류대번성(적조)

P13 외래종 유입

P14 수질의 투명도

P15 해양생물의 질병감염 및 대량 폐사

P16 기름유출사고를 포함한 화학물질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해양생물자원

P17 수산물 어획량

P18 수산 양식장 생산량 

P19 이용가능 해양생물자원의 양

[표 2-7] 통합 연안 관측 시스템의 주요 관심 대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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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해양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하기 위한 변수
Code

해양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하기 위한 변수

V1 태양광의 감쇄 V19 입자성 유기탄소 및 질소

V2 수심 변화 V20 pH

V3 저서생물 생체량 V21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엽록소)

V4 저서생물의 종다양성 V22 식물플랑크톤 종다양성

V5 BOD V23 일차생산량

V6 Neutral red assay V24 염분 

V7 Cytochrome p450 V25 해수위

V8 Cholinesterase V26 퇴적물 입도 및 유기물 함량

V9 Metallothionein V27 해안선 변화

V10 해류 V28 파고

V11 용존 영양염류(N, P, Si) V29 총유기탄소 및 총유기질소

V12 용존산소 V30 총부유물질

V13 퇴적물의 Eh V31 수온

V14 분변성 미생물 지표 V32 동물플랑크톤 생체량

V15 어획노력 및 어획량 V33 동물플랑크톤 종다양성

V16 유영성 어류 생체량 V34 CDOM

V17 입사광 V35 해양 조류(Seabird)의 양

V18 유영어류 종 다양성 V36 해양 조류(Seabird)의 종다양성

[표 2-8] 관심 대상 현상의 변화여부를 검지하고 예측하기 위한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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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코드 예측 항목

연안 해양 서비스

M1 폭풍 해일

M2 파고

M3 해류

M4 연안 침식 

생태계 건강성 및 보건

M5 수산물 소비 위해성 평가

M6 해수욕 위해성 평가

M7 수산물의 화학물질 오염

M8 생물서식처 변화 및 상실

M9 유해조류대번성(HABs)

M10 산소고갈(anoxia), 저산소 현상(hypoxia)

M11 외래종 

M12 오염의 영향

M13 수질 변화

해양생물자원

M14 어획량 

M15 어류 양식 생산량

M16 패류 양식 생산량

M17 수산자원 개체군 변동 

M18 수산자원 군집 변동

M19 수산자원 생태계 변동

[표 2-9] 예측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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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측정항목

1 해수위 

2 수온

3 해류

4 수심변화

5 염분

6 파랑 파고

7 퇴적물 입도 및 유기물 함량

8 저서생물 생체량

9 해안선 변화

10 용존산소량

11 퇴적물 Eh

12 저서생물 종다양성

13 용존 영양염류 (N, P, Si)

14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엽록소)

15 식물플랑크톤 종다양성

16 태양광의 감쇄

17 유영어류 종 다양성

19 CDOM

20 어획노력 및 어획량

21 일차생산량

22 총유기탄소 및 총유기질소

23 Neutral red assay

24 입사광 

25 총부유물질

26 Cholinesterase

27 Cytochrome p450

28 Metallothionein

29 동물플랑크톤 생체량

30 입자성 유기탄소 및 질소

31 동물플랑크톤 종다양성

32 BOD

33 pH

34 해양 조류(Seabird)의 종다양성

35 유영성 어류 생체량

36 해양 조류(Seabird)의 양

[표 2-10] 연안 관측망에서의 공통 측정항목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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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분야 화학 분야 생물 분야

해수위
수온
염분
해류
파고
해저수심
해안선
퇴적물 입도
태양광 감쇄
광량

퇴적물 유기물 함량
용존 영양염류
용존산소

저서생물 생체량
식물플랑크톤 생체량
분변성 미생물 지표

[표 2-11] 연안 관측 시스템의 패널에서 추천된 공통 측정항목

3 기술 수준 평가

3.1. 기술적 요구사항 

○ 개발하려고 하는 새로운 해양관측센서가 매우 시장성이 우수하며, 활용 가능성

이 높은 센서일지라도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이미 선진국에서 개발 중

인지에 따라 항목의 선정이나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 전략의 수정이 필요함

- 향후 3∼5년의 연구개발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 얼마나 많

으며, 현재 개발 중이거나 출시된 제품을 현정에서 시험 중인 제품이 얼마나 있느

냐의 여부에 따라 개발 항목 선정과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

○ 새로이 개발되는 해양관측센서는 반드시 관측 플랫포옴에 장착되어 현장에 설치

되므로 관측 플랫포옴이 공급하는 전원 공급 할당량, 사용 수심, 유지관리 빈도,

내환경 성능 등 기능과 크기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음

- 인공위성, 항공기, 프로파일러, 글라이더, 저층 랜더(bottom lander), 스마트 부이,

글라이더, Argo drifter, AUV, towed vehicle, ROV, 선박, 해양생물 등 각종 플랫

포옴에 장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 새로운 센서는 이러한 악조건을 전제로 설계되고 개발되어야 하므로 우주기술에 

버금가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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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해양관측망의 다양한 해양관측 플랫포옴

(자료: Dickey, 2002)

○ 새로운 해양환경관측센서는 Argo Drifter나 Glider, 부이 등에 탑재할 수 있도록

크기가 작아야 하며, 배터리를 이용하여 6개월 내지 3년까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초저전력 소모로 설계되어야 함. 여러 가지 관측 플랫포옴이나 이질

의 센서노드에 쉽게 장착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표준 통신 규격을 따라야 함

- 최근 EU에서는 센서 개발자들에게 제시할 표준 통신규격을 제정할 예정임

○ 가능하면 한 개의 센서나 장비가 여러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

야 하며,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기존의 측정방법과 높은 상관성과 직선성을 

갖고 있어야 함. 해양관측에 적합하도록 높은 감도를 가져야 하며 넓은 범위

에서 측정이 가능해야 함

○ 심해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외부 압력에 견디는 외함을 갖추어야 하고, 생물

오손이나 충격, 진동 등에 강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수온 약층이나 표저층간 

환경 변화에도 측정의 안정성을 가져야 함

○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유지관리 주기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무시약 또는 

가능하면 극미량의 시약을 아용하여야 함. 센서가 자가진단 기능을 갖추고 있

어야 하며, 이상 발생시에는 자동으로 대처하고 자가 치유기능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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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항목

특징

크기 작은 크기 (Argo Drifter, Glider 등에 탑재 가능)

형태 수중계류형 또는 플랫포옴 장착형

전력소모 초저전력 (배터리로 6개월 내지 3년 사용)

통신 규격 다양한 이질의 센서노드에 장착 가능

다항목 측정 다기능, 다항목 집적 센서

성능

안정성 급격한 온도, 압력 등 주변 환경 변화시 안정성

내환경성 악조건 사용 가능 (압력, 수밀, 생물오손, 충격 등)

신뢰성 수동 표준측정방법과의 높은 상관성 

정확도 교정 편의성, 교정후 시간에 따른 변동 최소화

민감도 낮은 검출한계(높은 감도) 및 광범위한 측정범위

유지관리

유지관리 낮은 유지관리 빈도 (유지관리 주기가 6개월 이상)

시약 소모 무시약 사용 또는 극소량 사용 (MEMS)

자가진단 자가진단 및 자가치유 기능

통신장애 통신 장애시 대처능력

활용
가격 저렴한 가격

성능 검증 현장에서 6개월 이상 운영 실적 및 관측자료

[표 2-12] 새로운 해양환경관측센서의 일반 요구사항

3.2. 기술 수준 및 경쟁기술 분석 

○ 미국 IOOS에서는 새로운 해양환경관측센서를 현장에 도입하기 전에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메릴랜드 대학내에 ACT(Alliance for Coastal

Technologies)에서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여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

- ACT는 신뢰성 있고 비용 효과적인 관측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기술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테스트베드 제공, 신기술 사용자의 역량강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신기술 제품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운용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 개발자와 공급자, 사용자간 기술에 대한 토의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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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는 그동안 용존산소 센서 4종(2004), 엽록소 형광센서 8종(2005), 탁도센서 5종

(2006), 영양염류 센서 4종(2007), CT 센서 8종(2008), pCO2 센서 5종(2010), HAB

검출 센서(2010), 탄화수소 센서 9종(2011), pH 센서(2012), 파랑센서(2012) 등에 대한

현장에서의 검증실험을 실시했음

○ 본 연구에서는 ACT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측정항목별 기술 수준과 상용화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핵심 측정항목들을 개발단계, 현장실험단계, 현장 운용 

전이단계, 성숙단계 등 4단계로 구분했음

○ 새로이 개발될 해양환경관측센서는 현장에서는 성능 검증을 위한 실험단계이

거나 연구개발단계에 있는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영양염류 센서, 동

식물플랑크톤 센서, 어류 센서, 정밀 pH 센서, 부유물질의 입도분포계, 유전자 

센서, 질량분석센서 등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측정항목 운용단계 사전운용단계 시범사업 단계 연구개발단계

염분
Profiling floats, CTD,

Underway

Moorings, XCTD,

Drifters

Remote sensing

(항공기, 위성)

수온
AVHRR + GOES, XBT,

Profiling floats, Surface

drifters

High resolution

(moorings, XBT), CTD,

Underway

Hull mounted,

Microwave radiometer,

Airborne radiometer

Drifting thermister

chain

수심

Multibeam sonar,

Altimetry,

Interferometric side

scan, Multibeam sonar,

SAR

LIDAR, Multispectral,

Land-based video, Echo

sounder,

Airborne video

SAR (high resolution)

해수위
Tide gauges, Precision

altimetry
Bottom pressure

Air altimetry,

Delay-doppler

altimetry, GPS

reflectometry

파고

ADCP, bottom

mounted, High

resolution pitch-roll

buoy, Platform-based

1-D measurements,

Altimetry, Moored

accelerometers

Moored currents

Platform-based

arrays, Botto

mounted arrays, HF

phased radar

해류

Hi resolution fixed

sensors,

Hi resolution surface

drifters,

Fixed ADCP

HF radar, Fixed ADCP,

Floats,

Hi resolution surface

drifters

해빙분포
Microwave sensors,

SAR
Ocean leaving radiance

[표 2-13] 20개 측정항목에 대한 실현가능성-영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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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운용단계 사전운용단계 시범사업 단계 연구개발단계

수질 오염물질
Mussel watch,

Sediment grab

samples

Water samples

In situ sampling

(semi-permeable

membranes)

Electrochemical probes,

Fluorescence, Gene

probes,

Phytotoxics

영양염류
Moorings, Discrete

samples, Underway
VOS

UV nitrate,

AUVs/Gliders

어류 종조성 Stock assessment Ship-based acoustics
Ship-based optical

recorders, LIDAR

어류 개체수 Stock assessment Ship-based acoustics
Acoustic lens

technology

동물플랑크톤 

종조성
Towed nets, CPR

Optical plankton

recorders

Biochemical indicators,

Gen probes

광 특성
Ocean leaving

radiation, AOPs, IOPs
LIDAR

CDOM fluorescence,

Fast repetition

fluorescence

Laser linesheets

열 수지 Fixed platforms
Hi quality VOS, Hi

resolution NWP

해색
High spatial resolution

remote sensing

해저지형

Interferometric side

scan, Multichannel

seismic, Chirp,

Video, Core & grab

samples

Multispectral remote,

Line-scan laser,

Expendable bottom

penetrometer,

Instrumented bore

hole

Seabeam,

Hyperspectral remote

해수중 병원체
Enteric bacteria

culture
Runoff

Genetic & immunoassay

in

tors, Pathogens by

culture,

Chemical indicators

용존산소
Moorings, Discrete

samples, Underway
VOS

AUVs, Gliders, Optical

sensor

식물플랑크톤 

종조성

HAB counts, Early

warning systems
In situ hyperspectral

In situ flow cytometry,

Underway imaging,

Genetic probes

동물플랑크톤 

생물량
Net tows, CPR-VOS

Optical plankton

recorders, Acoustics

[표 2-13(계속)] 20개 측정항목에 대한 실현가능성-영향 분석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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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장비/측정방법 기술수준 상용화 수준

수온 PT100, IR

성숙단계

다양한 제품군

염분 Conductivity 다양한 제품군

해류 ADCP 다양한 제품군

풍향 풍속 Mechanical/sonic 다양한 제품군

압력 Pressure sensor 다양한 제품군

탁도, 광 흡수 backscatter

현장 운용 
전이 단계

다양한 제품군

pCO2 NDIR 등 5개 제품 이하

용존산소 Clarke/Optical 5개 제품 이하

pH Electrode 다양한 제품군

엽록소 Fluorometer 다양한 제품군

광학특성 Spectrometer 5개 제품 이하

용존 영양염류 Wet chemistry, LOC

현장 실험 
단계

5개 제품 이하

동식물플랑크톤 Optical Cytometry 5개 제품 이하

어류 Camera 5개 제품 이하

남조류 Fluorometer 5개 제품 이하

HABs Hyper spectrometer 5개 제품 이하

정밀 pH Optical, Potentiometry 5개 제품 이하

파고 Radar 5개 제품 이하

부유물질 입도 Scatter 5개 제품 이하

생화학 센서 LOC

개발 단계

시제품

DNA LOC 시제품

레이저 형광 Fluorometer 시제품

기체, 유기물 Mass spectrometer 시제품

[표 2-14] 측정항목별 기술 수준과 상용화 수준 (자료: Tamburri, 20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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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도출

4.1. 기술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4.1.1. 혁신의 어려움

○ 전세계에서 아직 개발하지 못한 제품을 단기간 내에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특히 극한기술의 총체적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해양

관측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핵심적인 요소기술을 확보

해야만 가능함  

○ 해양관측센서는 초저전력, 초소형으로 기존 측정하지 못했던 항목을 관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제품 개념 설계단계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

거나, 기존의 제품이나 시제품이 가진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연구팀이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함

- 연구팀 선정시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과업의 특수한 여건

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사업화 단계까지 성공하기 어려움

4.1.2. 생물 오손 문제

○ 장기간 해양에서 사용되는 모든 관측장비는 생물오손(biofouling)의 영향을 받

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세정장치 부착, 구리 등 

독성물질 이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어 왔음

○ 특히 광의 특성을 이용한 측정센서나 전기화학 센서 등은 생물오손에 취약하

므로 제품설계 및 개발시 처음부터 생물 오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4.1.3. 해양 센서 연구개발자의 부족

○ 해양관측장비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부족하고 국내의 해양센서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동안 해양관측센서 개발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으며,

2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는 연구개발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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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새로운 관측장비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특수한 분야의 

개발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유능한 개발자의 확보임. 개별적으로 세부과제를 

수행하기 보다는 핵심역량을 가진 개발자들이 컨소시움의 형태로 개발을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식재산권 문제로 새로운 관측장비의 개발을 외국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방식으로

진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4.1.4. 국내의 핵심부품 기술 미흡

○ 미국, 독일, 일본, 대만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부품산업이 취약하여, 완성품 제

조사들의 경우에도 선진국에 대한 부품 종속이 심한 상태임. 특히 해양관측장

비에 소요되는 광학소재나 전자부품들은 신뢰성 문제 때문에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음

- 부품 산업분야는 단기간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없으므로, 신제품 개발시 

초기에는 핵심 부품을 외국에서 도입하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제조비용 대비 

수입 부품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용화 단계에서 자체적인 부품개발이 불가피함

4.1.5. 개발된 센서의 현장 성능 검증 문제

○ 개발되는 센서는 실험실에서의 성능 검증 이후에 반드시 해양의 현장에서 장

기간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나, 현장에 센서를 계류하거나 현장에 투여하

는데는 막대한 부대 비용이 소요되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선박 임차, 부이 등 플랫포옴 구축, 주기적인 유지관리, 기존 방법과의 비교실험

등 장기간의 현장 검증에 소요되는 예산이 개별 센서 자체의 연구개발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개발된 센서들을 기존의 플랫포옴에 설치하여 

시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거나 개발된 센서들을 시험할 수 있는 공식적인 

테스트베드(testbed)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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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해양관측센서 개발과정의 문제점 분석

4.2. 상용화 문제점 및 해결방안

4.2.1. 국산화 개발의 문제점

○ 이미 상용화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센서를 국산화 개발할 경우, 기존 시장

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크게 떨어짐. 기존 제품의 성능을 

개선하는 수준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 아직 운용단계에 이르지 못한 항목이거나 현장 시험 또는 연구개발단계에 있

는 항목을 선정하여 유사제품이 없는 세계 최초 제품을 출시하거나, 혁신을 

통해 기존 제품보다 월등한 비교우위를 가지는 제품을 개발해야만 세계시장

에서 경쟁이 가능함

○ 새로운 해양관측센서의 핵심기술은 반드시 해외 특허 출원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야 함. 동일한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으며, 개발 완료

시점에서 경쟁 제품의 출현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

에서 객관적인 기술 평가와 시장성 평가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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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개발 타당성 분석 및 시장조사 

○ 해양관측센서 개발 이전에 철저한 시장조사와 타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상용화 개발이 성공할 수 있음. 경쟁제품들의 개발현황과 현장 검증 현황을 

면밀하게 사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권 침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선행

기술 검색 및 분석이 필수적임 

4.2.3. 개발 및 검증 기간의 단축

○ 해양관측센서를 상용화 개발하여 제품으로 판매하는 단계까지 성공시키기 위해

서는 상용화 개발 단계에서 기능, 성능, 가격, 디자인, AS 등 각 부문에서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를 구현하고 향후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하여 리스크

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

○ 해양관측센서는 현장에서의 검증 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으므로 국내에서

개발기간을 단축한다면 5년 이내에 기술 격차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검증을 통한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경쟁제품에게 추월

당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음

4.2.4. 시장진입을 위한 마케팅 지원 

○ 해양관측센서를 개발하는 주체는 대부분 자금 능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므로 제품 개발이후 해외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

○ 최근 선진국의 해양관측장비 제조사들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으로 합병됨에 따라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시장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음. 대부분 연구개발

역사가 깊은 회사들이며, 이미 30~50년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시장진입이 매우 어려움

○ 새로운 개념의 장비를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존

재함. 해양관측장비 분야는 국산제품의 대외 신뢰도 문제가 매우 낮은 실정임.

국내의 기술 기반이 취약하고 선진국 시장진입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ACT

의 테스트베드에서 객관적인 성능검증을 받아야만 함. 장비를 일정기간 무상 

대여하여 사용자들이 시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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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낮은 브랜드 지명도 

○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장비라고 하더라도 고가의 센서나 

장비를 구매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기 어려움

- 일반적으로 장비 구입자는 새로운 센서나 장비를 도입할 때 브랜드가 없는 제품을 

설치하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려 하지 않음. 제품의 내구성이나 성능을 직접 입증하는

파일롯 측정소를 통하거나, 직접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설치하여 가동케 함으로써 

신뢰를 쌓아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새로이 개발된 센서가 현장에서 기존 제품들보다 훨씬 좋은 가동률과 정확도,

정밀도를 가지고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시장진입의 관건

이라고 할 수 있음

- 새로운 센서를 이용한 우수한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결과

를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전시회에 출품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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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 추진계획 

1 연구개발 목표

○ 글로벌 제품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해양환경관측센서의 상용화 개발 

2 추진 전략

2.1.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세계 최초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팀 선정 단계에서부터 기존 제품

이나 시제품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

을 추진

○ 제품 개발시 시장 선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아직 운용단계에 이르지 못하여 현장 시험단계에 있거나,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센서 항목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추진

2.2. 핵심적인 개발 역량을 보유한 융합기술 개발팀 구성

○ 극한환경에서도 우수한 내구 성능과 측정능력을 가진 초저전력, 초소형 관측

센서의 개발을 위해 핵심 개발 역량을 가진 센서 개발팀을 컨소시움 형태로 

구성하고, 개발된 시작품을 현장에서 비교 검증할 수 있는 학연 연구팀과의 

협력을 통해 제품 개발을 촉진

○ 센서 개발을 위한 컨소시움은 전기·전자, 재료공학, 분석화학, 생명공학, 기계

제어, 통신, 나노기술, 해양 등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기술 융합을 

유도하고 혁신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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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개발의 비전, 목표 및 전략 

2.3. 현장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 개발된 시제품 및 상용화된 센서 제품의 성능을 현장엣 장기간 시험할 수 있

도록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

○ 국가해양관측망 등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테스트베드 플랫포옴을 활용함

으로써, 구축․운영 비용 절감

○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개발된 센서의 현장 검증기간을 단축함으

로써 신속한 시장진입(Speed-to-market) 전략 시행

2.4. 연구개발과 병행하여 글로벌 마케팅 병행

○ 새로운 개념의 센서를 시장에 조기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

의 테스트베드에서 성능 검증실험을 실시

○ 전지구 해양관측망 및 미국 IOOS에 개발된 센서를 무상 공여하여 성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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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연구개발 과제 도출

3.1. 세부 연구 개발 과제

3.1.1. 용존 영양염류 센서 개발

○ 질산염 측정센서 개발 : UV 흡광을 이용한 광학센서

○ 인산염 측정센서 개발 : Lab-on-a-chip 센서

○ 규산염 측정센서 개발 : Lab-on-a-chip 센서

○ 암모니아 측정센서 개발 : Lab-on-a-chip 센서 또는 전기화학센서

3.1.2. 용존 기체 및 정밀 pH 센서 개발

○ 용존산소 광섬유 다발 센서 개발 : 광학 센서

○ pCO2 센서 개발 : 광학 센서 등

○ 정밀 pH 센서 개발 : Lab-on-a-chip 센서, 전기화학 센서

3.1.3. 동·식물 플랑크톤 센서 개발

○ 색소 센서 개발 : 광학 센서

○ 플랑크톤 영상센서 개발 : 영상센서

3.1.4. 유전자 센서 개발

○ HAB 검출 센서 개발 : Lab-on-a-chip 센서

○ 병원체(pathogen) 검출 센서 : Lab-on-a-chip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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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세부과제의 도출

3.2. 세부 연구개발 사업별 연구내용

3.2.1. 용존 영양염류 센서 개발

측정항목 연구 내용

질산염 측정센서
- 광원 및 검출기 개발
- 저전력 소모 및 소형화를 위한 설계
- 센서 교정 방법 및 실측 자료와의 비교 

인산염 측정센서

- Lab-on-a-chip(LOC)을 위한 분석법 개선
- LOC 재질 및 유로 설계
- LOC용 photometer 개발
- 센서 교정 방법 및 실측 자료와의 비교 

규산염 측정센서

- Lab-on-a-chip(LOC)을 위한 분석법 개선
- LOC 재질 및 유로 설계
- LOC용 광원 및 검출기 개발
- 센서 교정 방법 및 실측 자료와의 비교 

암모니아 측정센서

- Lab-on-a-chip(LOC)을 위한 분석법 개선
- LOC 재질 및 유로 설계
- LOC용 광원 및 검출기 개발
- 센서 교정 방법 및 실측 자료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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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용존 기체 및 정밀 pH 센서 개발

측정항목 연구 내용

용존산소 광(평면, 섬유 
다발) 센서개발

- RGB(적, 녹, 청색) 색비로 산소 농도의 정량
- 자료 처리 이미지 프로그램 개발
- 평면 광센서 개발 및 퇴적물 공극수의 2차원 분포 측정
- 광섬유를 활용한 모니터링 기술 개발

pCO2 센서 개발
- 기존 센서의 소형화 연구
- Thermal Mass Flowmeter를 이용한 CO2 센서 개발

정밀 pH 센서 개발

- Lab-on-a-chip(LOC)을 위한 분석법 개선
- LOC 재질 및 유로 설계
- LOC용 photometer 개발
- 전기화학센서를 위한 초소형 증폭기 개발
- 센서 교정 방법 및 실측 자료와의 비교 

3.2.3. 동·식물 플랑크톤 센서 개발

측정항목 연구 내용

색소 센서 개발

- 색소별 광학 특성 연구
- 색소별 광학 특성에 따른 광원 및 검출기 개발
- 색소 센서 자료 처리법 개발
- 센서 교정 방법 및 실측 자료와의 비교 

플랑크톤 영상센서 
개발

- 플랑크톤 영상 특성 연구
- 플랑크톤 영상 특성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초고속 영상 처리 장치 개발
- 형상 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 실측 자료와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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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유전자 센서 개발

측정항목 연구 내용

HAB 검출 센서 개발

- HAB 생물에 대한 유전자 특성 연구
- 생물 유전자 분석을 위한 기존 분석법의 소형화 연구
- LOC 재질 및 유로 설계
- LOC용 증폭기 개발 연구

병원체 검출 센서 개발

- 병원체 생물에 대한 유전자 특성 연구
- 생물 유전자 분석을 위한 기존 분석법의 소형화 연구
- LOC 재질 및 유로 설계
- LOC용 증폭기 개발 연구

3.2.5. 현장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

측정항목 연구 내용

개발된 센서의 현장 
성능 검증

- 각종 센서 교정 방법 및 실측 자료와의 비교 
- 센서의 제원에 맞는 현장 적용 실험
- 센서별 내압 하우징 설계 및 개발
- 센서 성능 개선 연구
- 센서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현장 플랫포옴 
운영기술 개발

- 다양한 센서의 현장 성능 검증을 위한 적절한 시험 장소 선정
- 센서의 목적과 제원에 따른 현장 성능 검증 절차 수립
- 생물 오손 방지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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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별 추진 계획

구분
추진

우선순위
추진단계

세부과제 세부과제의 내용 상 중 하
단기

(‘15-18)

중기
(‘19-21)

장기
(‘22-24)

용존 
영양염류 
센서 개발

질산염 측정센서 개발 ○

인산염 측정센서 개발 ○

규산염 측정센서 개발 ○

암모니아 측정센서 개발 ○

용존기체 및 
정밀 pH

센서 개발

용존산소 광섬유 다발 센서개발 ○

pCO2 센서 개발 ○

정밀 pH 센서 개발 ○

동·식물 
플랑크톤 
센서 개발

색소 센서 개발 ○

플랑크톤 영상센서 개발 ○

유전자 센서 
개발

HAB 검출 센서 개발 ○

병원체 검출 센서 개발 ○

현장 실증 
테스트 베드 
구축 운영

개발된 센서의 현장 성능 검증 ○

현장 플랫포옴 운영기술 개발 ○

[표 3-1] 단계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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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규모

○ 10년간 총 400억원 규모

구분 소요예산(억원)

세부과제 세부과제의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용존 
영양염류 
센서 개발

질산염 측정센서 
개발

5 5 5 4 4 4 27

인산염 측정센서 
개발

4 4 4 3 3 3 21

규산염 측정센서 
개발

3 3 3 2 2 13

암모니아 측정센서 
개발

3 3 3 2 2 13

용존기체 및 
정밀 pH

센서 개발

용존산소 광섬유 
다발 센서개발

6 6 6 5 5 28

pCO2 센서 개발 5 5 5 3 3 3 24

정밀 pH 센서 개발 5 5 5 4 4 4 27

동·식물 
플랑크톤 
센서 개발

색소 센서 개발 5 5 5 4 4 4 4 31

플랑크톤 영상센서 
개발

5 5 5 5 4 4 4 32

유전자 센서 
개발

HAB 검출 센서 
개발

5 5 5 5 4 4 4 4 36

병원체 검출 센서 
개발

5 5 4 4 4 3 3 28

현장 실증 
테스트 베드 
구축 운영

개발된 센서의 현장 
성능 검증

10 10 10 10 10 10 10 10 10 90

현장 플랫포옴 
운영기술 개발

5 5 5 5 5 5 30

합계 24 34 37 53 60 58 47 38 28 21 400

[표 3-2] 연차별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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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활용방안

○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형태의 해양관측망 구축을 통해 보다 운용해양학 

기반의 실시간 해양관측을 구현하고, 해양환경 예보의 정확도를 제고

○ 이제까지 해양에서 실시간 상시 측정이 불가능했던 생물, 화학 항목의 관측을 

실현함으로써 해양의 현상태와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 

○ 해양환경, 생태계 요소의 실시간 관측에 필요한 새로운 센서의 상용화를 통해 

관련기술을 기업에 이전

○ 해양관측장비를 제조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

을 첨단 해양장비 개발에 활용

2 기대효과

○ 전세계해양관측망(GOOS)의 기본원칙인 ①장기적, ②체계적, ③비용효과적

(cost- effective), ④상시(routine) 해양환경관측을 실현함으로써 해양환경변화 

및 추세를 정확히 예측하는 최첨단 기술수준 확보

○ 해양에서의 환경변화를 보다 신속히 탐지하고 적시에 예측하는데 필요한 자료

와 정보를 제공

○ 선도기술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간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핵심요소

기술들을 개발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있는 해양관측 센서의 상용화

○ 산업과 기술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해양분야 

창조경제의 성공 사례 제시 

○ 낮은 농도, 생물오손(biofouling), 진동, 부식성 등 극한 환경을 극복함으로써 

해양관측망의 운영 노력 절감 

○ 국가해양관측망의 확대 및 해양예보시스템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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