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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사업 필요성

1) 추진 배경

□ 독도, 백령도, 가거도 및 이어도 등의 주요 접경해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1))
의 경계지역으로서 경제적, 지리적, 군사적 요지이고, 해양예보, 어장예보, 지구

온난화, 해상교통 안전 및 해난재해 방지를 위해 범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장소임

○ 접경해역은 주변국(일본, 중국, 북한)과 EEZ 경계획정 및 해양과학 기술경쟁

의 대결장으로 일본의 우경화, 중국의 제해권 선포, 북한의 잠수함 침투 및 

해상 무력도발 등에 의해 주요 해양영토 분쟁의 가속화 가능성이 항시 내재

되어 있음

○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독도를 포함한 울릉분지에는 약 6조 톤에 

달하는 메탄 수화물, 해양 심층수자원, 풍랑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게 분포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원보고 중 하나임

○ 최근 중국 및 북한 어선단의 월경 불법어로에 의해 백령도 근해의 꽃게, 병
어 및 조기 등을 남획하여 우리 어선들과 어로범위와 행위에 대해 갈등이 

상존하고 있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장 황폐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중국은 이어도와 가거초 주변해역의 불법 해양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어도 영유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한반도 연안 생태계와 종 다양성의 보고인 백령도 근해는 간척 또는 매립으

로 인한 물리적 훼손이 없는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는 해역이므로 지속

가능한 관리가 필요함

○ 가거도 및 이어도 주변해역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중동원유 전량을 포함

하여 해상 물동량의 약 40% 이상이 통과하는 해역이지만, 어선들의 원인불

1) EEZ: Exclusive Econom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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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해난사고 및 선박들간의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 해양환경 변화를 일으키는 근원지로서 접경해역은 한반도에 상륙

하는 태풍의 주요 진로이므로 기상예보 및 해양예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

기 위한 해양관측 자료의 제공이 필수적인 지역임

□ 접경해역 관리는 우리나라 해양영토 관리의 개념이며, 이는 경제, 사회, 정치 

등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부속도서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타국 선박의 불

법적인 침범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2) 사업 필요성

□ EEZ 경계역인 접경해역의 수상 및 수중 이동체의 이동을 상시 감시 및 관리

를 통한 실시간 영토관리

○ 공동 어로구역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및 북한 어선간의 분쟁발생 방지와 접

경해역을 월경하는 중국 어선단의 불법어로 감시

○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 및 해양영토 관리 등의 활동에 기인한 갈등을 사

전에 예방하고 해양영토 관할권 강화에 기여

□ 주요 접경해역의 어류회유로 파악 및 보호대책 수립을 통한 수산자원 확보

○ 주요 접경해역의 어류회유를 연속적으로 관측함으로써 연근해 수산자원 보

호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공

□ 주요 접경해역 해양환경 변화 실시간 예측, 예보능력 강화와 지구온난화 모니터링

○ 주요 접경해역 주변해역의 안전한 항행 및 어로작업 등 경제활동의 안전보

장을 위한 해양환경 및 해양기상 예보기술 강화

○ 해역관리에 필요한 해양환경을 집중적으로 상시 관측함으로써 이어도 및 가

거초 등에 설치된 종합해양과학기지의 활용을 보완하여 우리나라 주변해역

의 해양환경 예보능력 강화

○ 기상예보 및 해양예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해양관측정보 제공

□ 해양기인 재난방지를 위한 재난원인 파악과 예보를 통한 국민의 재산보호 및 

삶의 질 향상

○ 쓰나미 및 해저지진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함으로써 해양기인 재난방지 대책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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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해류 및 수온분포 등 해역

관리 인자에 대해 시간적·공간적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실시간으로 관측

나. 사업목표 및 연구개발 내용

 1) 사업목표

「접경해역 해양영토 관리체계 기술개발 사업」은 접경해역의 해양영토 관할

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상 및 수중 이동체의 이동을 상시 감시·관리하고, 수
산자원, 쓰나미 및 해저지진, 해역관리 해양환경인자 등을 연속적으로 관측하

는 접경해역 관리체계(IAMS2))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함과 동시

에 인공위성에 의한 광역해양을 대상으로 수상 이동체 및 재해유발 해양환경 

모니터링 체계구축을 목표로 함

그림 1. 접경해역 관리체계 운용 개념도. 

2) IAMS: Integrated Adjacent-zon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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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내용

□ 접경해역 관리체계 설계 및 구축

○ 접경해역 관리체계 운용 및 연동개념 정립

○ 심해용 접경해역 관리체계 설계

○ 천해용 접경해역 관리체계 설계

○ 수중음향 측정장비 개발

○ 수중음향 다중센서간 수중통신 연구

○ 수산음향 측정장비 개발

○ 쓰나미 및 해저지진 관측장비 개발

○ 해역관리인자 관측부이 개발

□ 접경해역 관리체계 구축관련 기술개발

○ 수중음향 체계 구축

○ 수중통신 및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수산음향 체계 구축

○ 쓰나미 및 해저지진 체계 구축

○ 해역관리인자 관측부이 구축

○ 인공위성 활용체계 구축

□ 접경해역 관리체계 활용연구

○ 수중음향 활용연구

○ 수산음향 활용연구

○ 쓰나미 및 해저지진 활용연구

○ 해역관리인자 관측부이 활용 해양‧기상 연구

○ 인공위성 활용연구

□ 접경해역 연구센터 운영

○ 접경해역 연구센터 설치

○ 접경해역 관리체계 운용

○ 접경해역 관리체계 관측자료 분석 및 관리

○ 관련기관 관측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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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및 정책적 타당성 검토

가.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1) 실시간 해양관측 관련 기존 연구과제

□ 동 사업과 관련해서 중복성이 높은 사업은 국토해양부 1개 사업, 교육과학기술

부 1개 사업, 일반사업으로 기상청의 1개 사업이 있음

주  부처  사업명 과제명 구분

국토해양부
해양 측조사 인 라

구축사업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국가연구

개발사업해양 측 시스템 개발

기상청 해양기상 측망 확충 해양기상 측망 확충 일반사업

표 1. 실시간 해양 측 련 기존사업

주  부처 사업명 과제명 구분

교육과학

기술부

다목  실용 성 5호

개발사업

SAR를 이용한 해양 모니터링 기술 개발 국가연구

개발사업SAR 상자료 활용 기 기술 개발

표 2. 인공 성 측시스템 구축 련 기존사업

2)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 대규모 배열센서에 의한 실시간 수중음향신호 측정 및 활용

○ 수상 및 수중 이동체에 대한 정보 획득·제공

○ 수중음향 측정결과를 활용한 해양기상 자료를 추출·생산

○ 생물음향 특성분석을 통한 해산 포유류의 회유경로와 자원량에 관한 자료제공

□ 수산음향 측정장치에 의한 어류 등의 수산자원 실시간 관측

○ 연근해 어장을 형성하는 주요 접경해역의 외해역에서 회유하는 어류 등의 

수산자원을 실시간으로 직접 관측하여 수산자원 관리에 필요한 자원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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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등의 자료를 생산

□ 쓰나미 및 해저지진 관측장치에 의한 주요 접경해역에서 쓰나미 및 해저지진 

등을 연속적으로 관측

○ 쓰나미 및 해저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기상청 지진관측망 사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외해에 위치한 주요 접경해역에서 쓰나미 및 지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

□ 해역관리인자 관측부이에 의한 주요 접경해역에서 수온 및 유속 등의 실시간관측

○ 외해에 위치한 주요 접경해역에서 해표면으로부터 해저까지 수온 및 유속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해역관리에 필요한 해양환경 인자를 생산

○ 해양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이어도 등의 

종합해양과학기지 활용을 보완

○ 접경해역 관리체계의 해역관리인자 관측부이는 충분한 수심에 위치시켜 관

측된 해양환경 자료가 그 주변해역을 대표할 수 있음

□ 인공위성에 의한 수상 이동체 및 재해유발 환경인자 등의 모니터링

○ 인공위성에 의한 수상선박 및 해양환경 모니터링은 넓은 해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수중음향 배열센서에 의한 수중음향 측정결과를 보완

○ 유류오염 및 적조 등에 대한 방재활동 및 대책수립에 기여

□ 접경해역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연구개발

○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및 해군 등의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제공

○ 접경해역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주요 접경해역 해양환경을 집중적으로 연구

함으로써 해양영토 관할권 강화에 기여

나.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

1)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한 계획과의 연계성

□ 국가과학기술지도(NTRM)

○ 국가과학기술지도 중 자연재해 예측 및 저감기술(기후변화/지진 예측, 지각

변형 감시 및 연안재해 관리기술)이 핵심기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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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국가유망기술 선정

○ 미래 국가유망기술 중 접경해역 관리를 위한 기술로는 해양영토 관리 및 이

용기술, 재해·재난 예측·관리기술 등임

□ 국가 R&D 사업 토털 로드맵

○ 해양분야 특성화 기술에는 해양영토 관리 및 이용기술, 해양환경 조사 및 보

전·관리기술, 환경보전 및 복원기술, 자연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기술이 선정됨

□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 7대 R&D에는 50개의 중점육성기술과 40개의 중점육성후보기술 중 해양분야 

중점육성기술에는 해양영토 관리 및 이용기술, 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관리

기술,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기술, 자연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기술 등이 포

함되었으며, 중점육성후보기술에는 해양생물자원보전 및 해양생명공학이용

기술, 해양탐사 개발기술 등이 포함됨

2) 관련부처 계획과의 연계성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OK 21)

○ 동 계획에서 접경해역 관리와 관련된 중점과제는 첨단 해양관측·예보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인공위성, 해양관측부이, 해양조사선 등에 의한 국가 해양

관측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

□ 해양과학기술(MT) 개발계획

○ 동 계획에는 첨단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연구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동·서·남해 해양과학기지 구축, 2010년까지 총 91개소의 해양·기상 관측장비 

설치, 국가 해양관측시스템 구축, 해양과학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

□ 해양과학기술 중장기 계획(2009~2013년)

○ 동 계획에서 선정된 18개 우수중점추진과제에는 해양인프라 구축이 포함되

었으며, 세부적으로는 해양관측 타워 등 해양 관측·조사 연구를 위한 탐사장

비 및 연구시설 확충 등임

□ 2009년도 국토해양 R&D 예산요구서

○ 해양과학조사연구사업의 목적은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한 과학적 

근거자료 확보 등임. 동 사업에는 해양영토관리 관련 5개 과제, 전 지구적 

해양조사 1개 과제 등이 반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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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해역 선정 

□ 타국 어선의 월경 불법어로 행위를 사전에 탐지하여 차단이 가능한 해역을 우

선 중시

□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적인 수상 및 수중 이동체의 출현을 감시

할 필요가 있는 해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 접경해역 관리체계에서 확보된 실시간 수중음향 및 해양환경 자료가 해양경찰

청, 해군 및 기상청 등 관련기관의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해역

을 중점적으로 선정 

□ 실제의 연근해 주요 어장에서 경제성이 있는 수산자원의 이동을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역을 고려 

□ 쓰나미 및 해저지진 등 자연재해를 조기에 예측하기 위해 전방탐지를 수행할 

수 있는 해역을 선정 

□ 주요 접경해역과 같은 외해역의 충분한 수심이 확보된 위치를 선정

□ 2008년 11월 중에 개최된 국토해양부, 기상청,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해
군, 국방과학연구소 및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등의 관련기관 전문가 자문회

의에서 최종적으로 독도, 백령도, 가거도 및 이어도 등의 주변해역을 「접경해

역 해양영토 관리체계 기술개발 사업」의 대상해역으로 선정

그림 2. 「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기술개발 사업」의 최종 상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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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경해역 해양영토 관리체계 구축기술 개발

가. 접경해역 관리체계 설계 및 구축

1) 접경해역 관리체계 구성

□ 경해역 리체계 운용개념

그림 3. 경해역 리체계 설치 개념도.

○ 음향벡터센서로 구성된 고정형 선배열 센서(ISAG)  분산형 센서(ISAN)에
서 획득한 수 음향 자료, 어군탐지부에서 획득한 수산자원 자료, 쓰나미/지
진 측부에서 수집한 지진 측 자료 등을 해  이블과 육상 용망을 

이용하여 경해역 연구센터로 실시간 송

○ 해역 리인자 측부이에 의해 해역 리에 필요한 수온분포  유속분포 등 

해양환경 자료를 수집, 음향자료 해석  수상·수  이동체 탐지모델 운용

○ 인공 성을 활용하여 역의 경해역에 해 수상·수  인공 이동체 분포상황 

 해양환경을 주기 으로 모니터링, 음향 시스템에 의해 측정된 자료를 보완



10

○ 경해역 연구센터에서는 이들 자료를 실시간 신호·정보처리, 획득자료 

장·유지 리  상시 실시간 구역감시 황을 모니터링하고, 획득정보는 자

체이용  해양 토 리체계를 이용하는 유 기 (국토해양부, 해군, 해양

경찰청, 기상청, 소방방재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으로 제공

□ 경해역 리체계(IAMS) 구성

그림 4. 경해역 리체계(IAMS) 구성도.

○ ISAG-M3)  ISAG-B4)

- 경해역으로 진입하는 수상/수  인공 이동체의 수 음향 탐지부, 수산자원을 

측하는 어군탐지부, 지진을 모니터링하는 쓰나미/지진 측부 등 복합 시스템

○ ISAN-M5)  ISAN-B6)

- 탐지 역 확장을 한 수 음향 탐지  자료 송 네트워크 시스템

○ 해역 리인자 측부이 (OBAM7)) 
- 해역 리를 한 해양환경인자 측부이

○ 인공 성정보 통합분석 시스템

- 인공 성을 활용하는 수상/수  역탐지 시스템

○ 체계종합  음향·환경정보 통합분석 시스템

- 수신자료 통합운  부분

3) ISAG-M: Integrated Submerged Acoustic-measurement & Gateway -Moored type
4) ISAG-B: Integrated Submerged Acoustic-measurement & Gateway - Buried type
5) ISAN-M: Integrated Submerged Acoustic-measurement & Node - Moored type
6) ISAN-B: Integrated Submerged Acoustic-measurement & Node - Bottom-mounted type
7) OBAM: Observation buoy for Adjacent-zon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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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해역 리체계 연동

그림 5. 경해역 리체계 연동도.

○ 총 4개소에 설치되는 경해역 리체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용량 음향자

료, 해역 리인자 자료, 인공 성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측되며, 이들 자료

들은 복합 이블 혹은 성망을 이용하여 육상 기지국으로 송됨 

○ 육상 기지국으로 송된 자료들은 해당 사이트에 설치된 원격지를 거쳐 기

존 통신망(LAN)을 거쳐 경해역 연구센터로 송됨

□ 해역별 시스템 구성

○ 경해역 리체계는 심해용 1개소(독도 인근해역), 천해용 3개소(백령도, 가

거도, 이어도 인근해역)로 분리되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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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 해 면에 계류 앵커를 설치하고 층에 통합 음향탐지 체계인 계류형 통합 

수 음향 게이트웨이(ISAG-M) 3조를 설치하여 운용 

그림 6. 독도 IAMS의 설치해역.

○ 백령도

- 음향수신 장치를 해 에 매설하는 방식으로 3조의 매설형 통합 수 음향 게

이트웨이(ISAG-B) 시스템을 운용

그림 7. 백령도 IAMS의 설치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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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도

- 음향수신 장치를 해 에 매설하는 방식으로 3조의 매설형 통합 수 음향 게

이트웨이(ISAG-B) 시스템을 운용

그림 8. 가거도 IAMS의 설치해역.

○ 이어도

- 음향수신 장치를 해 에 매설하는 방식으로 3조의 매설형 통합 수 음향 게

이트웨이(ISAG-B) 시스템을 운용

그림 9. 이어도 IAMS의 설치해역.



14

 2) 경해역 리체계 측장비

□ 계류형 통합 수 음향 게이트웨이 시스템 (ISAG-M)

○ 수직으로 설치된 계류형 배열센서로서 수신되는 수 음향 신호로부터 리

해역으로 들어오는 수  는 수상 이동체의 종류  치 정보를 실시간으

로 악

□ 계류형 통합 수 음향 노드 시스템 (ISAN-M)

○ ISAG-M 시스템의 음향신호 탐지반경 외 는 지형 으로 ISAG-M 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되어 수 음향 데이터를 획득하고 획득된 정보

를 가공 는 원시 형태로 유·무선으로 송

그림 10. ISAG-M 시스템.

             

Wire Rope

음향센서부

전원공급부

Acoustic Release

Anchor

수중통신부

Glass Ball

Radar Reflector

RF 안테나

Glass Bal

Strobe Light

그림 11. ISAN-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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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ISAG-B 시스템.

□ 매설형 통합 수 음향 게이트웨이 시스템 (ISAG-B)

○ ISAG-M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나 수심 100 m 이하의 천해에 설치

□ 해 설치형 통합 수 음향 노드 시스템 (ISAN-B)

○ ISAG-B 시스템의 음향탐지 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설치되어 탐지 역 확장

그림 13. ISAN-B 시스템.

□ 음향신호 수신장치

○ 음향신호 수신장치는 원격지에 설치되며, 수 음향 센서부로부터 복합 

이블을 거쳐 송되어 오는 신호를 받아서 기  신호로 변환하여 연동

제어 장치로 송하는 기능을 수행

□ Microwave 송수신장치

○ Microwave 송수신 안테나는 독도 원격지에 설치되며, 원격지에서 수신된 수

음향 자료를 무선 통신망을 통해 울릉도로 송하는 기능을 수행

□ 신호정보 분석장치

○ 신호정보 분석장치는 경해역 연구센터에 설치되며, 신호정보 처리기, 용

량 장 시스템, 연동제어기, 운 자 스테이션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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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역 리 환경인자 측 시스템

○ 부이 본체에서 취득한 원시 데이터는 CDMA8) 는 ORBCOMM9) 통신을 통

하여 경해역 연구센터의 자료처리 시스템으로 송

○ 송된 데이터는 시스템 내에서 처리과정을 거친 후 최종 으로 사용자의 

PC, 웹, 모바일 등 각종 표출 시스템으로 유‧무선을 통하여 달

그림 14. 해역 리인자 측부이 본체  계류 시스템.

□ 원공   해 력 이블

○ 육상 원(혹은 원격지에서 생산되는 원)을 통해 공 되는 교류를 장비의 

력 소요량을 고려하여 시스템까지 효율 이며 안정 으로 공 하기 해 

원 공 기  이블 설계

□ 구축 시스템 유지  리

○ 체계를 구성하는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방안 그리고 단종부품에 

한 책마련을 포함하여 정비방안을 정립하고 원격지 무인 리 방안을 제시

8)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9) ORBCOMM: 로벌 궤도 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http://www.orbco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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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해역 리체계 구축 련 연구개발

1) 수 음향 체계 구축 

□ 수 음향 기술 특성상 체계구축에 필요한 연구의 국외 기술도입  활용에 많

은 제한 요소가 있으므로 체계 리, 센서개발  환경정보 통합분석에 한 

국내기술 개발

○ 통합체계 종합, 분석, 시험평가 기술 연구

○ ISAG, ISAN 센서  수 통신 센서 개발

○ 음향신호 수신장치 개발

○ 음향  환경정보 통합분석 연구

 2) 수 통신  네트워크 구축

□ 경해역 주변의 수 음향 리체계의 통합 수 음향 게이트웨이와 통합 수

음향 노드들간 실시간 무선 데이터 통신용 수 음향 통신장치 개발  수 통

신 네트워크 체계 개발

○ 경해역별 음향 특성 측정, 분석  모델링

○ 통합 수 음향 게이트웨이와 통합 수 음향 노드용 수 음향 통신장치 개발

○ 경해역 리체계에 합한 수 통신 네트워크 체계 개발

 3) 수산음향 시스템 구축

□ 수산음향 센서로 획득되는 음향자료들을 이용한 자원량 평가 혹은 계 별 

요 어종 별을 한 상어류 음향반사 특성연구

○ 개개 어종에 한 길이별, 주 수별 음향특성 연구

○ 어군에 한 주 수별 음향특성 연구

○ 어군 음향자료 분석 알고리즘 연구

○ 어군탐지기 국내 양산 시스템 구축을 한 H/W 개발



18

 4) 해 지진  쓰나미 시스템 구축

□  해 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을 실시간 정 ‧근  모니터링하며, 수집된 자료

와 정보를 련기 에 배포할 수 있는 자료배포 시스템을 개발‧구축

○ 자료수집 시스템

○ 실시간 해 지진 발생 모니터링 

○ 지진  쓰나미 자료처리 시스템

○ 자료 리  자료 리 시스템

 5) 해역 리인자 측부이 구축

□ 경해역 리  수 음향 측정자료 해석 등에 필요한 해양환경을 실시간으

로 측하기 한 해역 리인자 측부이 개발

○ OBAM 설치해역 해양환경 조사  분석

○ OBAM 설계, 구축, 운용  리

 6) 인공 성 활용 시스템 구축

□ 한반도 주변 해역을 주기 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성자료 수집 시스템을 구축, 
이를 분석하여 심해역의 수상  수  이동체 감시, 해상 오염 인자 인식  

추 , 해상풍, 랑, 해류 등의 물리  인자 추출에 이용할 있는 분석 시스템 구

축, 그리고 처리된 정보를 련기 에 배포할 수 있는 자료배포 시스템을 개발

○ 자료수집, 자료 리, 상처리, 가시화, 자료분배 시스템

○ 수상  수  이동체 인식  탐지 소 트웨어 개발

○ 해수면 유해물질 식별 소 트웨어 개발

 7) 경해역 연구센터 설치  운

□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기술개발 사업을 체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하여 경해역 연구센터를 설치

○ 경해역 연구센터 설치  운

○ 통합 자료 리 시스템 구축

○ 측자료 서비스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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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제공자료 종류

련

기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 수상/수  인공이동체 자료

• 쓰나미  해 지진 자료

• 수온/음속, 유속/유향, 기상 등 해양환경  해양기상 자료

• 해양 오염물질 분포 자료

• 인공 성의 역해양 수상 이동체, 해상풍, 랑 자료

해군

(해양 술정보단)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 실시간 수 음향 자료

• 수상/수  인공이동체 자료

• 해양잡음 자료

• 선박 방사잡음 자료

• 해양동물 수 발생음 자료

• 수온/음속, 유속/유향, 기상 등 해양환경  해양기상 자료

해양경찰청

• 수상/수  인공이동체 자료

• 인공 성의 역해양 수상 이동체, 해상풍, 랑 자료

• 수온, 유속, 기상 등 해양환경  해양기상 자료

• 해양 오염물질 분포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 어류  랑크톤 분포자료

• 수온, 유속 자료

기상청

소방방재청

• 쓰나미  해 지진 자료

• 수온, 유속  기상 등 해양환경  해양기상 자료

• 해양 오염물질 분포 자료

연구참여자

• 실시간 수 음향 자료

• 수상/수  인공이동체 자료

• 해양잡음 자료

• 선박 방사잡음 자료

• 해양동물 수 발생음 자료

• 쓰나미  해 지진 자료

• 수온/음속, 유속/유향, 기상 등 해양환경  해양기상 자료

• 해양 오염물질 분포 자료

• 인공 성의 역해양 수상 이동체, 해상풍, 랑 자료

일반사용자

• 해양잡음 자료

• 선박 방사잡음 자료

• 해양동물 수 발생음 자료

• 쓰나미  해 지진 자료

• 수온/음속, 유속/유향, 기상 등 해양환경  해양기상 자료

• 해양 오염물질 분포 자료

• 인공 성의 역해양 해상풍, 랑 자료

표 3. 경해역 연구센터의 제공자료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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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해역 리체계 활용연구

가. 수 음향 활용연구

□ 주요 경해역에 설치된 경해역 리체계를 활용하여 주요 경해역의 해수

 주 잡음, 해수  잔향  해수  음  등 수 음향 특성을 조사함과 

동시에 수 음향 특성과 주변환경과의 련을 분석하고, 한반도 주요 경해

역에 한 수 음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한반도 주요 경해역의 수

음향 특성에 용할 수 음향 수치모델을 개발

○ 해수  주 잡음 특성연구

○ 해수  잔향 특성연구

○ 해수  음  특성연구

나. 수산음향 활용연구

□ 주요 경해역에 설치된 수산음향 시스템으로부터 취득되는 어류의 수산음향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간/장기간에 걸친 수산자원 변동 악

○ 요 상업어류의 음향특성 악 연구

○ 산란 모델을 통한 음향특성 악 연구

○ 우  동물 랑크톤 음향특성 악 연구

○ 요 상업어류의 시변동성 악 연구

다. 해 지진  쓰나미 활용연구

□ 해 지진 험요소를 정  감시하고 한반도 주변의 지구조 변화를 모니터링 

하며 인공지진 식별기술을 확보

○ 한반도  주변지역에서의 지진요소 결정의 정확성 향상

○ 정확한 진앙  진원심도 결정을 한 3차원 지진  속도구조 규명

○ 지진원 상수값 제시와 지진발생 원인분석을 통한 한반도 지진원 특성 규명

○ 다양한 진도결정 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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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지진  달특성(감쇠구조) 규명  정량화

○ 한반도 자연지진  인공지진의 시·공간  분포 특성

○ 한반도 선구조(단층 ) 규명

라. 해역 리인자 측부이 활용 해양·기상 환경연구

□ 해역 리인자 측부이 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해양, 기상, 생태, 기후 등의 

기 연구 수행

○ 물리특성  유속자료 분석을 통한 해류 변동성 규명

○ 오염물질 측정  이동 연구

○ 기-해양 상호 계, 열수지, 울, 표층 경계면 연구

○ 식물 랑크톤의 계 별 신호연구

○ 수온‧염분, 유속자료를 이용한 수치모델 검증(순환, 혼합층, 조   조류)

○ 내부  연구

마. 인공 성 활용연구

□ 우리나라에 향을 주는 태풍의 이동경로  해상도가 높은 측값을 성 데

이터로부터 추출하여 기존의 수치모형  보 값과 비교 검증 활용연구

○ 태풍의 특성 연구

○ 태풍 이동경로상의 해상 환경인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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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 략

가. 추진방법

1) 비타당성 조사

□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받아 비타당성조사 상사업으로 선정되도

록 노력

□ 선행 연구된 기획보고서의 내용을 면 히 검토하고 그 동안의  내‧외 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사업의 구체 인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

□ 국내‧외 기술개발 황을 면 히 조사‧분석하여 실성이 있는 연도별 실행계

획서 작성

2) 사업추진 략체계

□ 사업수행의 주체로서 경해역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 하고, 내부 조직으로

서 체계기술 개발 , 체계활용 연구 , 측자료 리 으로 구성

그림 15. 사업추진 략체계도.

3) 체계개발  활용연구 병행추진

□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체계만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것만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체계의 활용연구에 을 두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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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추진내용 비고

1차

- 경해역 연구센터 설치  운

  • 연구  구성  설치

  • 측자료 리  분석장비 구축

- 경해역 리체계(IAMS) 구축  기술개발

  • 독도 인근해역 해양환경 조사  분석

  • 독도 인근해역 수 음향 환경조사  분석

  • 경해역 리체계 핵심기술  부품개발

  • 쓰나미/해 지진 측체계 설계

표 4. 연도별 주요 추진내용

4) 사업비 확보

□ 7년간의 사업기간  약 2,542억원의 총사업비로 추진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

로 국토해양부  재정기획부 등 정부 련부처를 상 로 산확보를 해 다

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 비타당성조사 상과제 선정

○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

○ 신규과제 소요 산 확보

○ 경해역 연구센터 설치

5) 인력  장비 확보

□ 선행 연구된 기획보고서의 내용을 면 히 검토하고 그 동안의  내‧외 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소요 연구개발 인력  연구장비 확보에 한 계획을 수

립한 후 계획에 따라 련인력  조사장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나. 추진일정

1) 연도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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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추진내용 비고

  • 인공 성 활용체계 설계

- 경해역 리체계 활용연구

  • 해양잡음 활용 기 연구

  • 주요 상업어류 음향특성 분석

2차

- 경해역 연구센터 운

  • 자료 리 체계 개발

  • 자료 서비스 SW 개발

- 경해역 리체계 구축  기술개발

  • 백령도 인근해역 해양환경 조사  분석

  • 백령도 인근해역 수 음향 환경조사  분석

  • 경해역 리체계 핵심기술  부품개발

  • 수 통신장비 로토타입 개발

  • 쓰나미/해 지진 자료수집 체계 설계

  • 인공 성 자료수집 체계 구축

- 경해역 리체계 활용연구

  • 해수  잔향 활용 기 연구

  • 주요 동물 랑크톤 음향특성 분석

3차

- 경해역 연구센터 운

  • 자료 리 체계 구축

  • 자료 서비스 SW 통합

- 경해역 리체계 구축  기술개발

  • 가거도 인근해역 해양환경 조사  분석

  • 가거도 인근해역 수 음향 환경조사  분석

  • 심해형 경해역 리체계 통합

  • 심해형 경해역 리체계 시험평가

  • 수 통신장비 안정화

  • 쓰나미/해 지진 자료 리 DB 구축

  • 인공 성 자료 리 DB 구축

- 경해역 리체계 활용연구

  • 해수  음  활용 기 연구

  • 음향측정에 의한 주요 어류의 시변동성

  • 한반도 주변 지진원 요소결정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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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추진내용 비고

4차

- 경해역 연구센터 운

  • 독도 자료 리 체계 설계  제작

  • 독도 자료 리 체계 시험평가  운용

- 경해역 리체계 구축  기술개발

  • 이어도 인근해역 해양환경 조사  분석

  • 이어도 인근해역 수 음향 환경조사  분석

  • 독도 경해역 리체계 설치  운용

  • 천해형 경해역 리체계 통합

  • 천해형 경해역 리체계 시험평가

  • 수 통신 네트워크 기능 고도화

  • 쓰나미/해 지진 자료처리  자료분배 체계 구축

  • 독도 해역 리인자 측부이 설치  운용

  • 인공 성 자료처리  자료분배 체계 구축

- 경해역 리체계 활용연구

  • 독도 주변해역 수 음향 특성연구

  • 독도 주변해역 수산음향 특성연구

  • 한반도 주변 지진원 요소결정 정확성

  • 독도 주변해역 해양환경 특성

5차

- 경해역 연구센터 운

  • 백령도 자료 리 체계 설계  제작

  • 백령도 자료 리 체계 시험평가  운용

- 경해역 리체계 구축  기술개발

  • 백령도 경해역 리체계 설치  운용

  • 수 음향 측정체계 네트워크 확장

  • 백령도 해역 리인자 측부이 설치  운용

  • 인공 성 활용 수상 이동체 탐지체계 구축

- 경해역 리체계 활용연구

  • 백령도 주변해역 수 음향 특성연구

  • 백령도 주변해역 수산음향 특성연구

  • 한반도 주변 지진원 요소결정 정확성

  • 백령도 주변해역 해양환경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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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추진내용 비고

6차

- 경해역 연구센터 운

  • 가거도 자료 리 체계 설계  제작

  • 가거도 자료 리 체계 시험평가  운용

- 경해역 리체계 구축  기술개발

  • 가거도 경해역 리체계 설치  운용

  • 수 음향 측정체계 네트워크 확장

  • 가거도 해역 리인자 측부이 설치  운용

  • 인공 성 활용 수  이동체 탐지체계 구축

- 경해역 리체계 활용연구

  • 가거도 주변해역 수 음향 특성연구

  • 가거도 주변해역 수산음향 특성연구

  • 쓰나미/해 지진 활용 인공폭  식별기술

  • 가거도 주변해역 해양환경 특성연구

  • 인공 성 활용 태풍 특성

7차

- 경해역 연구센터 운

  • 이어도 자료 리 체계 설계  제작

  • 이어도 자료 리 체계 시험평가  운용

- 경해역 리체계 구축  기술개발

  • 이어도 경해역 리체계 설치  운용

  • 이어도 해역 리인자 측부이 설치  운용

  • 인공 성 활용 역해양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경해역 리체계 활용연구

  • 이어도 주변해역 수 음향 특성연구

  • 이어도 주변해역 수산음향 특성연구

  • 쓰나미/해 지진 활용 인공폭  식별기술

  • 이어도 주변해역 해양환경 특성

  • 인공 성 활용 태풍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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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소요 산

            연도

분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계

수 음향
체계구축 12,146 23,845 26,204 26,942 28,554 28,554 28,554 174,799
활용연구 1,000 1,500 1,500 2,000 2,000 2,000 2,000 12,000

수 통신 체계구축 2,020 2,080 2,440 2,340 1,980 1,920 1,220 14,000

수산음향
체계구축 300 300 400 400 1,400
활용연구 300 300 300 400 400 400 400 2,500

쓰나미/
해 지진

체계구축 250 500 750 500 2,000

활용연구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해양환경
체계구축 600 600 960 1,300 1,400 1,500 1,140 7,500
활용연구 1,200 1,500 1,500 1,800 6,000

인공 성
체계구축 500 1,000 3,000 2,500 1,500 1,500 1,000 11,000
활용연구 1,000 1,000 2,000

경해역연구센터 운 1,000 1,500 3,000 3,000 2,500 2,500 2,500 16,000
계 18,116 31,625 39,554 41,582 40,834 41,874 40,614 254,199

표 5. 연도별 연구개발 분야별 소요 산
 (단 : 백만원)

3) 연도별 소요인력

            연도

분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계

수 음향
체계구축 10 15 15 15 15 15 15 100
활용연구 10 20 20 25 25 25 25 150

수 통신 체계구축 15 15 20 24 24 20 12 130

수산음향
체계구축 4 5 5 6 20
활용연구 3 3 3 4 4 4 4 25

쓰나미/
해 지진

체계구축 10 10 10 10 40

활용연구 20 20 20 20 20 100

해양환경
체계구축 10 10 10 10 10 10 10 70
활용연구 9 10 10 11 40

인공 성
체계구축 10 10 25 25 15 20 15 120
활용연구 20 20 40

경해역연구센터 운 10 15 15 15 15 15 15 100
계 82 103 143 163 138 159 147 935

표 6. 연도별 연구개발 분야별 소요인원
 (단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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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성과

가. 경제사회  기 성과

□ 경해역 리체계 운용을 통한 해양 토 할권 강화

○ 주요 경해역의 인근해역에 경해역 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함으로써 

이들 해역에 한 실효  지배권  해양 토 할권 강화 기여

□ 수산자원 모니터링에 의한 어장 리  어족자원 보호

○ 주요 경해역의 인근해역에 구축된 경해역 리체계를 운용하여 연근해 

주요 어족자원의 이동상황  분포상태 등을 연속 으로 측함으로써 연근

해 어장의 체계  리  어족자원 보호 기여

□ 해양기인 재난방지  오염물질 이동감시

○ 독도, 백령도, 가거도  이어도 등의 인근해역에 구축된 경해역 리체계

를 운용하여 주요 경해역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해 지진  쓰나미를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해 지진  쓰나미 등 해양기인 재난을 조기에 

탐지하여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기여

○ 경해역 리체계에 의해 해역 리에 필요한 해양환경을 집 으로 상시 

측함으로써 오염물질의 이동감시, 기상 보  해양 보의 률 항상 기여

나. 과학기술  기 성과

□ 과학기술  상성과

          구분

  분야
논문(SCI) 특허 제품 개발 로그램 개발

수 음향/수 통신 98 21 7 28
수산음향 14 7 3 7

쓰나미/해 지진 14 7 3 7
해양환경 28 7 3 14

인공 성 활용 14 7 3 14
계 168 49 19 70

표 7. 과학기술  기 성과                                                                       (단 : 편)



29

□ 해양방  기술 기여

○ 경해역 리체계의 수 음향 센서  수 음향 배열을 개발할 뿐만 아니

라 수 음향 자료처리 SW를 개발함으로써 해양방  기술향상 기여

○ 독도, 백령도, 가거도  이어도 등 한반도 주변의 주요 경해역에서 해수

 주 잡음, 해수  잔향  해수  음  특성 등 수 음향에 한 자

료를 획득하고 수 음향 수치모델 개발하여 소나 탐지성능 측기술을 향상

시킴으로써 소나 국산화  자주국방에 기여

□ 수 음향 기 기술 확보

○ 한반도 주변의 주요 경해역에서 수 음향 특성과 주변환경과의 련을 연

구하여 해양환경 모니터링에 응용가능한 수 음향 활용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해양 측 기기개발  수산음향 기술개발 지원

○ 확보된 수 음향 기 기술을 해 자원 탐사기술에 용함으로써 경제 인 

탐사활동을 지원하여 효율 인 해양에 지 개발을 지원 기

□ 원양기인 해요소 조기경보 기 기술 확보

○ 한반도 주변의 주요 경해역에서 해 지진  쓰나미 등 원양기인 재해요

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조기경보 기 기술 확보 기여

○ 해 지진  쓰나미 등 해양기인 재해발생시 피해를 측하고 취약지역  

취약계층을 사 에 인지하여 그에 한 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실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  방재의 기 확립 기여

□ 국내 해양학 발  기여

○ 한반도 주변의 주요 경해역에서 해역 리인자 측부이를 이용하여 국내

에서 그 동안 연구하기 어려웠던 외해의 환경변화에 한 연구환경 제고를 

통한 연구수  향상 기여

○ 외해 경해역의 해수층에 한 실시간 시계열 자료획득으로 해양학  난제 

해결 가능

□ 인공 성 활용기술 확보

○ 재 운용되고 있는 해양 측용 성  실용 성을 이용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을 상으로 수상  수  이동체 감시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인공 성을 

활용한 해양 토 감시기술 향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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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성에 의한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상 오염인자 인식  추 , 해상풍, 
랑, 해류 등의 물리  인자 추출 기술을 개발하여 용함으로써 인공 성

을 활용한 해양  기상의 환경정보 분석기술 향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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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사업 개요

제 1 추진 배경  사업 필요성

1. 추진 배경

배타  경제수역(EEZ10))의 경계해역인 경해역은 동해, 서해, 남해에 이르기까

지 그 범 가 매우 범 하여 이 모든 해역을 실시간으로 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해역 리는 해양 토 리이며, 이는 경제, 사회, 정치 등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부속도서  배타  경제수역을 타국 선박의 불법 인 침범행 로부

터 보호하기 한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특히 경해역 내에서의 불법어로 행 , 사

고 없이 수행되는 수상/수  해양자원조사 행 , 그리고 해양 오염물질 투기 행

 등은 실시간 감시체계의 운용을 필요로 하며, 불법행 의 조기탐지로 국가 인 

손실을 사 에 차단함으로써 해양 토를 보호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감시체계 운용의 효과를 극 화하는 방법의 일환으로는 과거

에 가장 빈번하게 불법행 가 발생했던 해역을 집 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고정체

계를 우선 확립하고 이를 토 로 유사시에 비할 수 있는 긴 투입감시체계(RDM
S11))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서해(백령도 해역, 가거도 해역), 남해

(이어도 해역), 동해(독도 해역)를 우선 고정체계 설치해역으로 선정하여 불법행  

실시간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국가정책 수립  수행에 필요한 

지구온난화 과정 모니터링(이어도, 독도), 수산자원 이동경로 모니터링(가거도, 백령

도, 이어도), 쓰나미, 해 지진  특이 기상 상 등 자연재해 모니터링(백령도, 가거

도, 독도, 이어도) 등으로부터 매우 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배포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감시체계를 통해 생산되는 

자료는 그 특징이 실시간 자료이며 이를 련기 (국토해양부, 해군, 해양경찰청, 기

상청, 소방방재청, 농림수산식품부, 연구기 , 학)에 배포함으로써 실시간 해양

토 리뿐만 아니라 깨끗한 바다, 풍부한 수산자원 확보, 재해로부터 인명  재산

보호 등 국민의 복리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경해역의 주변해역은 우리나라 해양 토 리의 거 으로서 정치  활

동  경제  활동의 심해역이다. 국, 일본  북한 등 주변국과 EEZ 경계획정 

 해양과학 기술경쟁의 결장으로 국의 제해권 선포  일본의 우경화 등에 의

해 주요 경해역의 주변해역에는 해양 토 분쟁의 가속화 가능성이 항시 내재되어 

있다. 한 주요 경해역은 우리나라와 국 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직선거리

가 400해리 미만으로 경계획정시 복해역 문제에 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주요 경해역의 주변해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한, 국, 일본  러시아 

10) EEZ: Exclusive Economic Zone
11) RDMS: Rapidly Deployable Monitoring System



32

등 주변국들의 주요 해상교통로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연근해 어류를 

어획하는 표 인 어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 경해역은 우리나라 주변 해양

환경 변화를 일으키는 근원지로서 해양환경 자료  기상정보 수집을 한 핵심지

역으로서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의 통과경로이므로 기상 보  해양 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해서는 이들 해역에 한 해양환경 자료  기상정보의 수집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도는 우리의 토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소유권을 지속 으

로 주장함에 따라 해역 할권에 해 우리나라와 일본이 첨 하게 립하고 있다. 
독도를 포함한 울릉분지에는 약 6조 톤에 달하는 메탄 수화물 등의 해 자원이 부

존되어 있다. 그리고 독도 주변해역에는 무궁무진한 해양심층수 자원을 비롯하여 

해양에 지 자원으로서 풍력발 용 풍랑자원  해수온도차 발 용 해수자원 등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다. 한 독도 주변해역에는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여 주요 어

장이 형성되므로 독도는 수산식량의 확보 차원에서도 요하다.
백령도 근해는 「서해 평화벨트 선언(2007. 10)」으로 남북 공동어로 등 리수

요가 증가하고 있는 해역이다. 한강 하구를 포함한 서해 경해역은 국제 보호종인 

어새, 두루미  바다표범 등의 서식지로서 한반도 연안 생태계와 종 다양성의 

보고이다. 그리고 간척 는 매립으로 인한 물리 인 훼손이 거의 없는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해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리가 필요한 해역이다. 
한 이 해역은 꽃게, 병어  조기 등 요한 수산물을 어획하기 해 우리나라, 

북한  국 등의 어선들 사이에서 어로범 와 행 에 해 갈등이 상존하고 있

다. 특히 규모 국 어선단의 불법어로에 의한 어장 황폐화  해양 생태계 괴

가 심각하여 이에 한 감시  리가 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어도  가거도 주변해역은 해상교통량이 많고, 해양기상이 돌변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해난사고의 험이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동원

유 량을 포함하여 해상 물동량의 약 40% 이상이 이들 해역을 통과하고 있고, 어

선들의 원인불명 해난사고  선박들 간의 충돌사고가 이들 해역에서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다. 한 국 어선단의 불법어로가 이들 해역에서 으로 자행되고 

있으므로 수산자원을 온 하게 보호하고 우리나라 어선의 어로작업을 안 하게 보

장하기 해 국어선의 월경 불법어로에 한 감시가 실히 필요하다.
이와 같이 주요 경해역은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 변화의 근원지이다. 따라서 

해양 보  기상 보를 더욱 충실히 실시하기 해서는 이들 경해역에 한 해

양환경 자료  기상정보의 수집을 확 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 이들 경

해역은 경제성이 높은 주요 어류의 회유경로로서 연근해 어장형성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 어선단의 월경 불법어로에 의해 해양 생태계가 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장 황폐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 백령도, 가거도  이어도 등 주요 경해역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해 해양 토 할권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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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필요성

한강 하구를 포함한 「서해 평화벨트 선언(2007. 10)」으로 인한 공동어로구역

에 있어서 우리나라, 북한  국 등 어선간의 분쟁발생 방지와 경해역을 월경

하는 국 어선단의 불법어로 감시 등의 필요성에 따라 백령도 주변의 경해역 

리가 요청되고 있다. 한 국에 의해 행해지는 이어도와 가거  주변해역의 불법 

해양조사  이어도 유권 문제제기, 일본에 의한 독도 유권 주장  독도 근해

의 부정기  순시 등의 할권 침해, 북한에 의해 간헐 으로 자행되는 잠수함 침

투 등에 비하기 해 경해역의 감시  리가 필요하다.

이어도  가거도 주변해역은 어족자원이 풍부한 연근해 주요 어장일 뿐만 아

니라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원유의 량을 포함하여 많은 해상물동량이 통과하는 

주요 수송로이다. 그리고 이들 해역에서 2006~2007년 동안에 3척의 어선이 원인불

명으로 실종되었으므로 안 한 항행  어로작업 등 경제활동의 안 보장을 한 

해양환경  해양기상 보기술 강화에 한 국민  요구가 증 되고 있다.

해양 련 환경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간 으로 련되어 있고, 해류  

수온분포 등 해역 리 인자에 해 시간 , 공간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실시간으

로 측하는 사업은 규모 자 이 소요되는 일로서 일부 기업이 수행하기에는 경

제  편익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주도 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경해역의 해양 토 리를 강화하기 해 

「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독도, 백령도, 가거도 

 이어도 등 주요 해역(그림 1-1)에 경해역 리체계(IAMS12))를 개발하여 구축하

고 경해역 리체계 활용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주요 경해역에 설치

된 경해역 리체계의 통합 수 음향 측정장비(ISAG13)  ISAN14))  인공 성

에 장착된 합성개구 이더(SAR15))를 활용하여 수상통행, 수 통행  어로작업 등 

경해역 주변해역에 한 수상  수  이동체의 이동을 상시 감시  리하고자 

한다.

그 게 함으로써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  해양 토 리 등의 활동에 기

인한 갈등을 사 에 방하고, 수 감시  측체계 부재로 인한 해양 토 리의 

미흡사항을 보완하여 해양 토 할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한 경

해역 리체계의 수산음향 측장비를 사용하여 주요 경해역의 어류회유를 연속

으로 측함으로써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 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

12) IAMS: Integrated Adjacent-zone Management System
13) ISAG: Integrated Submerged Acoustic-measurement Gateway
14) ISAN: Integrated Submerged Acoustic-measurement Node
15)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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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그리고 경해역 리체계의 해역 리인자 측부이(OBAM16))에 의해 

해역 리에 필요한 해양환경을 집 으로 상시 측함으로써 이어도  가거  등

에 설치된 종합해양과학기지의 활용을 보완하여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양환경을 

보하는 능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경해역 리체계의 쓰나미  지진 

측장비에 의해 쓰나미  해 지진 등을 실시간으로 측함으로써 해양기인 재난

방지 책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림 1-1. 주요 경해역 치도.

16) OBAM: Observation Buoy for Adjacent-zon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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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사업목표  연구개발 내용

1. 사업목표

경해역의 해양 토 리를 강화하기 해 독도, 백령도, 가거도  이어도 등 

주요 경해역에서 수상  수  이동체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시‧ 리하고, 수산

자원, 쓰나미‧해 지진  해역 리 해양환경 인자 등을 연속 으로 측하기 한 

경해역 리체계 구축 기술개발  활용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인공 성에 의해 

역 해양을 상으로 수상 이동체  재해유발 환경인자 등을 모니터링하기 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자료를 련기 (국토해양부, 해군, 해양

경찰청, 기상청, 소방방재청, 농림수산식품부, 연구기 , 학 등)에 배포함으로써 실

시간 해양 토 리뿐만 아니라 깨끗한 바다, 풍부한 수산자원 확보, 자연재해로부

터 인명  재산보호 등 국민의 복리증진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한다

(그림 1-2).

그림 1-2. 경해역 리체계 운용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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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분야 주요 연구개발 내용 비고

경해역 리체계

설계  구축

- 경해역 리체계 개념정립  구성

  • 경해역 리체계 운용  연동개념

  • 심해용 경해역 리체계 구성

  • 천해용 경해역 리체계 구성

- 경해역 리체계 측장비 구성

  • 수 음향 측정장비

  • 수 음향 다 센서간 수 통신

  • 수산음향 측정장비

  • 쓰나미  해 지진 측장비

  • 해역 리인자 측부이

경해역 리체계

구축 련 기술개발

- 경해역 리체계 구축 개발

  • 수 음향 체계 구축

  • 수 통신  네트워크 구축

  • 수산음향 체계 구축

  • 쓰나미  해 지진 체계 구축

  • 해역 리인자 측부이 구축

  • 인공 성 활용체계 구축

경해역 리체계

활용

- 경해역 리체계 활용연구

  • 수 음향 활용연구

  • 수산음향 활용연구

  • 해 지진  쓰나미 활용연구

  • 해역 리인자 측부이 활용 해양‧기상 연구

  • 인공 성 활용연구

경해역 연구센터

운

- 경해역 연구센터 설치  운

  • 경해역 해양 토 기술개발 연구

  • 경해역 리체계 운용

  • 경해역 리체계의 측자료 분석  리

  • 련기  측자료 제공

표 1-1. 연구개발 분야별 주요 연구개발 내용

2. 연구개발 내용

사업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해 수행하여야 할 연구개발 분야별 주요 연구개

발 내용은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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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연구동향  정책  타당성 검토

제 1 국내·외 연구동향

1. 해양 토 리기술

해양 선진국의 경우 특정해역 혹은 역해양에 한 해양 토 리를 해 실

시간 감시가 가능한 해양 측망을 차 확 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해양 측망은 

많은 부분이 수 음향 측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 토 리를 한 정

보획득을 주요 목 으로 하고 있다.

가. Seaweb
Seaweb 로젝트(Rice et al. 2000, Rice 2004)는 미 해군이 범 한 연안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 음향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1998년부터 재까지 

지속 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그림 2-1). 이 로젝트는 미 해군 SNWSC17)가 

주축이 되고 련업체(Delphi Comm., Benthos)와 연구소(WHOI18))가 참여하여, 기

에는 해 면에 고정된 소수의 해양계측 센서에 수 음향 모뎀을 탑재하여 네트워크 

노드를 구성하고 간에 달 노드를 두어 수상의 게이트웨이까지 데이터를 송하

는 센서 네트워크 방식이었으나, AUV/ 라이더 등과 같은 무인잠수정이 이동 노드

로 참여하면서 MANET19)로 진화하 으며, 수상의 함정 는 부이를 게이트웨이로 

활용하여 인공 성을 통해서 육상의 원격제어 센터와 수 음향 네트워크를 실시간

으로 연동하 다.

그림 2-1. Seaweb의 개념도.

17) SNWSC: Space and Naval Warfare Systems Center
18) WHOI: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19) MANET: Mobile Ad-hoc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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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web 로젝트는 향후 수 이동 환경에 합한 다 속/매체 속제어/라우 /토
폴로지 등을 개발하기 해서 지속 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IETF20) 회의 참

석을 통해서 표 화를 모색하고 있다. Seaweb 로젝트는 수 음향 네트워크 구축

의 최  시도이며 이후에 AOSN  PLUSNet 등의 수 음향 네트워크 로젝트의 

모티 가 되었다. Seaweb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수 음향 모뎀: ATM-875, ATM-885, 다 속: FDMA, CDMA/TDMA
○ MAC: ALOHA, Handshake, MACA, SRQ
○ 토폴로지: Binary tree, compound multi-link routes

나. PLUSNet
PLUSNet21)(Grund et al. 2006)은 서태평양 연안의 디젤 엔진을 탑재한 조용한 잠

수함을 탐지하고 추 을 한 수 음향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서 ONR22) 지원하에 

펜실베이니아 주립 학 주 으로 연구소, 산업체, 학, 군 등 총 12개 기  참여로 

2005년 5월에 시작되었다(그림 2-2  그림 2-3). 이 연구는 2008년 5월에 완료될 

정이며, 총 2,770만 달러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규모 사업이다. PLUSNet은 해 에 

고정된 배열센서 노드와 AUV23)/ 라이더 등과 같은 이동 노드들로 구성된 반자율 제

어 네트워크로서 잠 (ASW24)) 동체계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PLUSNet은 클러스터 단 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클러스터 내부(intra)와 클러

스터 사이(inter)의 2개의 통신 모드가 존재하는 데, 클러스터 내부통신은 고속 데이터 

통신을 하고, 클러스터간 통신은 송거리가 수십 km에 이르는 장거리 통신으로서 

해상 RF 통신 는 주  역을 이용한 수 음향 통신을 이용하여 속 데이터 통

신을 한다. PLUSNet은 모뎀을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AUV/Glider에 WHOI Micro 
Modem을 탑재하고 있고, 2006년 8월에 Monterey Bay에서 가장 기 인 MAC으로 

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향상된 MAC25)  그 상  계층설계

를 진행할 정이다. PLUSNet의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고정노드: 하이드로폰 어 이 2개(수직/수평 1개씩), 기장 필드 센서 2개

○ 이동노드: Seaglider AUV 4 , Bluefin AUV 2 , XRay glider 1
○ 게이트웨이: Buoy(2개의 마이크로 모뎀을 탑재: 하나는 10 km 이상 거리 통

신을 하여 10 kHz 는 3 kHz로 동작하고, 다른 하나는 단거리 통신을 

하여 25 kHz로 동작)
○ 매체 속 제어/라우  로토콜은 연구 진행

20)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21) PLUSNet: Persistent Littoral Undersea Surveillance Network
22) ONR: Office of Naval Research
23) 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24) ASW: Anti-Submarine Warfare
25) MAC: Media Acces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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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PLUSNet의 개념도.

 

그림 2-3. PLUSNet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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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OSN26)

AOSN은 실시간 해양 측 네트워크로서 넓은 해양에 걸쳐 장기간 해양에 

한 종합 인 자료를 수집하기 하여 AUV/Glider  각종 고정센서 노드들을 수

에서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채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육상의 실험실에 

송하기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1998년에 MIT27)와 MBARI28)가 주

축이 되어 ONR의 사업비 지원으로 시작되었고, 2000년에 AOSN II 그리고 2006년

부터 AOSN III 로젝트가 지속 으로 수행되고 있다(그림 2-4  그림 2-5). 
AOSN은 기에 짧은 시간 안에 범 한 역의 해양 측 데이터를 습득하기 

해서 수  AUV  해상 측소와 양방향 통신  AUV 도킹이 가능한 계류 네트

워크를 통해 크기는 작으면서 가의 AUV를 여러  운용할 수 있는 가상 계류 

통신망 개발을 시작으로 WHOI에서는 력소모가 고 소형화된 마이크로 모뎀을 

개발하 으며 AOSN III의 일환으로 추진된 Monterey Bay 2006 field experiment에
서는 총 12개 기 이 참여하여 13개의 연구선, 36 의 무인잠수정  많은 해양계

측 장비들을 이용하여 몬터 이만 연안에서 지 까지 연구한 기술들을 검증하기 

한 실해역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림 2-4. AOSN의 개념도.

 

26) AOSN: Autonomous Oceanographic Sampling Network (http://www.mbari.org)
27)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8) MBARI: Monterey Bay Aquarium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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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AOSN의 발  과정.

라. NEPTUNE29)

NEPTUNE은 센서 지정, 명령, 제어 등을 비롯하여 일 송, 데이터 스트리 , 
비디오 스트리  등의 수 응용에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고속 역 통신 

랫폼을 제공하기 한 해  측기지용 네트워크이다(그림 2-6  그림 2-7). 1998년 

NOPP30)에서 NEPTUNE에 한 타당성 연구가 있었으며, 2000년 NSF31)에서 WHOI에 

NEPTUNE의 통신부분에 한 과제수행을 시작하 다. 2004~2006년 사이에 VENUS32)

와 MARS33)라는 두 개의 시험 네트워크를 설치하 는데 VENUS는 Victoria 의 주

으로 British Columbia 남부해안에 설치되었으며, MARS는 캘리포니아 Monterey만

에서 실시되었다. 2007~2008년도에 본격 으로 캐나다에 통신 네트워크를 구성(
산: 112 million $)하 으며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구성: 825 km 단일루  이블 (Port Alberni, British Columbia에서 시종단)
○ 구성 노드수: 5개 ( 랜칭 유닛을 이용하여 연결), 700개 이상 센서지원

○ 원공 : 육상에서 직류 압 공  ( 류: 8 A)

2009~2010년도에는 미국 역에 확장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2011~2040년도에 본

격 인 NEPTUNE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29) NEPTUNE: North East Pacific Time-series Undersea Networked Experiments (http://www.neptune.washington.edu)
30) NOPP: National Oceanographic Partnership Program
31)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32) VENUS: Victoria Experimental Network Under the Sea (http://www.wenus.uvic.ca)
33) MARS: Monterey Accelerated Research System (http://www.mbari.org/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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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NEPTUNE 운용 개념도.

그림 2-7. NEPTUNE 설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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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SONET34)

ESONET는 유럽 GMES35)의 바다속 구성요소로서 장시간 동안 해양의 물리/생물/
화학  특성을 실시간으로 찰할 수 있는 해 측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서 구체

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2-8).

○ 2001~2003년: 기 개발 단계, GMES 과제의 역해양감시를 한 과제  

하나로 시작

○ 2003~2008년: GMES의 구 단계

○ 2005. 11~2007. 7: ESONIM36)과제 수행

○ 2007. 3~2011. 2: ESONET NoE37)( 산: 7백만 유로) 과제가 수행될 정

랑스 IFREMER38)가 주축이 되어 유럽 9개국( 국, 네덜란드, 독일, 랑스, 아

일랜드,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 14개 기 이 참여하고 있다. ESONET이 취

득해야 할 데이터 요구조건  재 유럽이 보유하고 있는 해 측 기지 련 기술

황을 정리하고 해 측 기지가 설치될 10개의 장소를 결정하 으며, 향후 ESONET 
구축을 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센서, 측기지 아키텍처, 이블 시스템, 운 방안 등

에 해서 고찰하고 ESONET 구 을 한 핵심요소들을 제시하 다.

그림 2-8. EOSNET 체 역  측기지 설치지역.

34) ESFON: European Sea Floor Observatory Network (http://www.oceanlab.abdn.ac.uk)
35) GMES: Global Monitoring for Environment and Security
36) ESONIM: European Seafloor Observatories Implementation Model (http://www.oceanlab.abdn.ac.uk)
37) NoE: Network of Excellence (http://www.euprojekt.su.se/index.php/kb_93/io_1413/io.html)
38) IFREMER: Institut français de recherche pour l'exploitation de la mer
              (French Research Institute for Exploitation of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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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 음향 탐지  식별 기술

국내·외에서 수 음향의 운용은 사용 주체  목 에 따라 민간  국방 부분으

로 분리되며, 운용 시스템  탐지 상에 따라 능동  수동 탐지 시스템으로 구분

된다. 따라서 수 음향 탐지  식별을 해 사용되는 연구  기술을 각각 구분하

여 기술하고자 한다.

가. 국내·외 민간부분

(1) 능동탐지 분야

능동탐지의 상은 주로 고주  음향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 으로 방사된 펄스

음 가 해양생물, 해 지형, 해  구조물 등에 의해 반사되어 수신기로 되돌아오는 

신호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다(표 2-1).

탐지분야 탐지  응용 상 식별 기술

해양생물

․수산자원 조사  - 사용 주 수에 한 탐지 상의 음향

․동물 랑크톤 분포    반사강도로 식별

․유해 조생물 분포  - 다  주 수에 의한 음향 반사강도 차

․유해성 해 리 분포    이로 식별

․어류 치 추  - Coded 수신신호로부터 치 추

해양물리

․해류 측정

 - 수신신호의 doppler 변 로 식별

 - 수신신호의 음향 반사강도로 식별 

 - 음 의 travel time 변 로 식별

․유량 측정

․ 고 측정

․조석특성 악

․수온구조 악

해양화학 ․연안 오염물질 악  - 수신신호의 음향 반사강도로 식별

해양지질

․해 지형 탐색
 - 수신신호의 음향 반사강도로부터 퇴

   물 조성 식별

 - 지형구조에 의한 수신신호 강도 이용

 - 수신신호의 음향 반사강도 이용

․해 수심 측정

․해 지층 구조

․해 퇴 물 구성

․해  열수 상 탐색

복합 분야

․침몰선박 탐색

 - 수신신호의 음향 반사강도로 식별

 - Coded 수신신호로 식별정보 송

․인공어  구조물

․수 통신

․수  구조물 분리 

  균열 탐색

․탐색용 음향 카메라

표 2-1. 민간부분 능동탐지 응용  식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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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동탐지 분야

수동탐지 상은 능동탐지와 달리 주로 낮은 주 수 역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수 청음기(hydrophone)에 수신되는 신호를 사용하고 있다(표 2-2).

탐지분야 탐지  응용 상 식별 기술

해양생물

․해양 포유류 이동 조사
 - 생물기원(포유류/새우류/멸치류) 해양

   잡음 특성분석으로 이동  자원 악
․생물기원 해양잡음원

  조사

해양물리
․해상 강수량 측정  - 강우에 의해 발생하는 해양잡음의 분석

 - 해상풍에 의한 해양잡음의 분석․해상풍 세기 측정

해양지질 ․지각변동 모니터링  - 지각균열 발생음의 분석

해양지진 ․해 지진 모니터링  - 지진 발생음의 분석

복합 분야

․EEZ 역 감시

 - 수신신호의 해양잡음 분석으로 식별

 - 수신신호의 음향특성 분석으로 식별

․이동선박 탐지

․수  구조물 균열 탐색

․수 자료 수신 시스템

․수신 음향 상 시스템

표 2-2. 민간부분 수동탐지 응용  식별 기술

국내에서 특정해역의 연구  리를 한 음향탐지 시스템의 민간부분은 해양

환경 특성 악에 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정 연구지역의 해양잡음 측정, 연안 조

사용 부이에 설치된 음  해류계 등이 있다. 국내의 경우 수동탐지 분야는 부

분 해양잡음 측정에 국한되어 있으며, 상 으로 활용도가 높은 능동탐지 분야는 

특정해역의 연구  조사를 해 부정기 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외의 경우 미국, 유럽연합은 연안해역 해 에 설치된 각각의 IER39), SOSUS40)

와 같은 국방용 역감시망을 민간부분에 극 으로 용하여 어류이동, 기상변화, 
해류 등 연안  원양 해양환경 측망으로 환하여 활용 이다. 미국에서는 1998년

부터 시작된 NEPTUNE 로젝트를 2001년에 캐나다와 연구 역을 확 하여 서부 태

평양 EEZ 해역에 한 역해양 감시체계를 운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 토 리를 한 역 시스템 구축 필요성은 두되고 

있으나, 부분의 조사  연구가 특정 연구지역에서 단기간 자료획득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 토 리를 한 연속 인 자료생산 시스템 구축 

 이에 한 운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국내 민간부분에 용할 수 있는 수

음향 탐지  식별 기술은 련 연구소  학으로 분산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

어 축 된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연구 체계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39) IER: Impulse Echo-Ranging
40) SOSUS: Sound Surveill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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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외 국방부분

(1) 능동탐지 분야

능동탐지의 상은 주로 고주  음향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 으로 방사된 펄스

음 가 수   수상 표 , 해양생물, 해 지형, 해  구조물 등에 의해 반사되어 

수신기로 되돌아오는 신호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다(표 2-3). 

탐지분야 탐지  응용 상 식별 기술

해양생물 ․체  음향산란 특성
 - 사용 주 수에 한 탐지 상의 음향 

   반사강도로 식별

해양물리

․해류 측정
 - 수신신호의 doppler 변 로 식별

 - 수신신호의 음향 반사강도로 식별 

 - 음 의 travel time 변 로 식별

․ 고 측정

․조석특성 악

․수온구조 악

해양지질

․해 지형 탐색  - 수신신호의 음향 반사강도로부터 퇴 물

․해 수심 측정    조성 식별

․해 지층 구조  - 지형구조에 의한 수신신호 강도 이용

․해 퇴 물 구성  - 수신신호의 음향 반사강도 이용

복합 분야

․수 표  탐색

 - 수신신호의 음향 반사강도로 식별

 - Coded 수신신호로 식별정보 송

․수상표  탐색

․기뢰 탐색  소해

․ 인침투 탐색

․수 표  기만체

․침몰선박 탐색

․인공 구조물

․수 통신

․수  구조물 분리  

  균열 탐색

․탐색용 음향 카메라

표 2-3. 국방부분 능동탐지 응용  식별 기술

(2) 수동탐지 분야

국방부분의 수동탐지 방법은 수 청음기에 수신되는 신호를 사용하여 주로 수

  수상 물체에 한 탐색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특정연안에 치한 항

만 방어망 구축  해양 토 리를 한 역망 구축에 응용하고 있다(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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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분야 탐지  응용 상 식별 기술

해양생물

․해양 포유류 이동 조사
 - 생물 기원(포유류/새우류/멸치류) 해양 

   잡음 특성분석으로 이동  자원 악
․생물 기원 해양잡음원

  조사

해양물리
․해상 강수량 측정  - 강우에 의해 발생하는 해양잡음의 분석

 - 해상풍에 의한 해양잡음의 분석․해상풍 세기 측정

해양지질 ․지각변동 모니터링  - 지각 균열 발생음의 분석

해양지진 ․해 지진 모니터링  - 지진 발생음의 분석

복합 분야

․EEZ 역 감시

 - 수신신호의 해양잡음 분석으로 식별

 - 수신신호의 음향특성 분석으로 식별

․항만 감시

․수 표  탐지  식별

․수상표  탐지  식별

․어뢰 탐지

․항공기 탐지  식별

․해상훈련 지원 시스템

․수 자료 수신 시스템

․수신 음향 상 시스템

표 2-4. 국방부분 수동탐지 응용  식별 기술

국내·외 국방용 음향 시스템 연구 황  기술수 은 부분의 경우 국가안보 

측면이 고려되어 외 으로 알려진 사항은 극히 일부분이다. 국내 음향탐지 시스

템 운용은 주로 수 표  탐지  연안 항만방어 시스템 구축 분야에 응용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 선진국과는 달리 특정 연안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해양 토 리 측면에서 활용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유럽연합(EU)은 연안해역 해 에 설치된 각각의 IER, SOSUS와 같은 국방

용 역 감시망을 운용하여 해양 토 리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8년 말에는 연안 수신소에 SIPS41)와 SDS42)를 설치하 으며, 

재 IUSS43) 로 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외에 2008년부터 6년간 해 측 

이블망 구축을 목 으로 OOI44) 로그램을 진행 정이며, 수  node-to-node 네

트워크를 이용하는 Seaweb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역 해양

토 감시체계가 운용되고 있으나, 이에 한 외 인 자료는 발표되고 있지 않다.
해양 선진국에서 운용 인 해양 역감시 체계는 자국의 EEZ를 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상해역에서 측되는 연속 인 실시간 자료는 외형 으로 순수 해양환경 연

구에 활용되고 있으나, 최종 자료결과는 해양 토 리에 직 으로 이용되고 있다. 

41) SIPS: Shore Signal Information Processing Segment
42) SDS: Surveillance Direction System
43) IUSS: Integrated Undersea Surveillance System
44) OOI: Ocean Observatories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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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 음향 통신 응용 데이터 송기술

수 에서는 자 나 의 달거리가 매우 짧은 매질의 특성으로 인해 주로 

음 를 이용하여 무선통신을 하고 있다. 수 음향 모뎀은 수 에서 무선으로 통신

할 수 있는 장치로서 수 음향 트랜스듀서와 디지털 통신 신호처리 시스템으로 구

성되어 있다.
수 음향 모뎀은 수 에서 이동하는 잠수정이나 이블 설치가 어려운 곳에 효

과 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 유  탐사, 무인 잠수정과 모선간의 통신, 무인 잠

수정간의 통신, 실시간 연안감시 네트워크, 실시간 해양 측 시스템, 항만감시 체계, 
잠수함간 통신, 수상함-잠수함 통신 등 활용 역이 매우 넓다. 그림 2-9는 수 음향 

통신을 이용한 데이터 송 를 보여주고 있다45).

    

그림 2-9. 수 통신을 이용한 데이터 송 .

45) http://www.benth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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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외 연구동향

수 음향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하는 기술에 한 연구는 1960년 (Hearn 
1966) 이후 지속 으로 수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CPU46)의 신호처리 속도의 발달로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의 모뎀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Stojanovic 
(1994)이 동기방식의 수 음향 통신시험을 수행한 이후 PSK47) 방식 는 이를 포함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에 있다. Kilfoyle 등(2000)과 Akyildiz(2005) 등의 문헌에 모

뎀 기술에 한 정리가 되어 있으며, 이밖에도 문학술지  련 학회를 통해 다

수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1) 상용 모뎀

최 의 상용 수 음향 모뎀은 Datasonics(  Teledyne Benthos)사에서 FSK48) 방

식의 수 음향 모뎀 제품이며 재는 PSK 방식의 모뎀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상용 

모뎀을 제작하는 업체로는 LinkQuest49), Teledyne Benthos50), Evologics51), Tritech52) 
등이 있으며, 각각의 사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LinkQuest Inc.
LinkQuest사에서는 주 수 역, 송속도  거리, 운용수심 등에 따라서 8종류

의 UWM 시리즈 모뎀을 매하고 있다. LinkQuest 모뎀은 역확산 방식을 사용하

고 있으며 채  등화기, 자동 송속도 조 기능 등이 들어있다. 이들의 주요 사양

을 살펴보면 표 2-5와 같다. 그림 2-10은 각 모델의 사진을 나타낸다. UWM2200은 

트랜스듀서와 회로 부분이 분리되어 있으며 모델명의 마지막 H는 다 경로 환경에

서 사용가능한 알고리듬을 탑재하고 있는 모델에 사용된다.

46) CPU: Central Processing Unit
47) PSK: Phase Shift Keying
48) FSK: Frequency Shift Keying
49) http://www.link-quest.com
50) http://www.benthos.com
51) http://www.evologics.de
52) http://www.tritech.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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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UWM1000 UWM2000 UWM2200 UWM2000H

RS-232 data rate [bps] 9,600 9,600 19,200 1,500

Payload data rate [bps] 7,000 6,600 14,000 300~1,200

BER <   <   <   <  

Range [km] 0.35 1.51), 1.23) 1 1.51), 1.23)

Depth rating [km] 0.2 2~4 1~2 2

Tx power [W] 11),2), 23) 2, 8 6 2, 8

Rx power [W] 0.75 0.8 1 0.8

Sleep mode power 
[mW]

8 8 12 8

Beam width 701), 1202), 2103) 701), 2103) 90 701), 2103)

Frequency [kHz] 26.77∼44.62 26.77∼44.62 53.55~89.25 26.77∼44.62

Power voltage [V] 12~24 12~24 12~24 9~241), 12~243)

Diameter [mm] 87.2~126.2 87.2~126.2 160/85 87.2~126.2

Length [mm] 235.7 249.7 126.2/25 249.7

Weight (air/water) [kg] 4.2/2.3 4.8/2.6 3.0/1.4 4.8/2.6

Model UWM3000 UWM3000H UWM4000 UWM10000

RS-232 data rate [bps] 2500 400 4800 2500

Payload data rate [bps] 2000 80~320 3200 2000

BER <   <   <   <  

Range [km] 3 3 4 7, 10

Depth rating [km] 2, 4, 7 2, 4, 7 3, 7 2, 4 ,7

Tx power [W] 3~12 3~12 7 40

Rx power [W] 0.8 0.8 0.8 0.9

Sleep mode power 
[mW]

8 8 8 9

Beam width 2103) 2103) 70 701), 2103)

Frequency [kHz] 7.5∼12.5 7.5∼12.5 12.5~21.25 7.5∼12.5

Power voltage [V] 18~28 18~28 12~28 18~28

Diameter [mm] 126 126 144 150

Length [mm] 236 236 286 580

Weight (air/water) [kg] 4.1/1.9 4.1/1.9 7.6/4.1 unknown/21

1) narrow 2) wide 3) omni

표 2-5. LinkQuest 모뎀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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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WM1000 (b) UWM2000

(c) UWM2200 (d) UWM2000H

(e) UWM3000 (f) UWM3000H

(g) UWM4000 (h) UWM10000

그림 2-10. LinkQuest 모뎀의 실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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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eledyne Benthos
Teledyne Benthos사에서는 MFSK53)와 PSK 방식의 변조기법을 사용하며 다 경로

를 피하기 한 가드타임(guard period) 설정이 가능하다. 한 컨벌루션 코딩을 사용

하고 있다. 수 모뎀의 사양은 표 2-6과 같다. 그림 2-11은 이들 모뎀의 사진을 나타

낸다. 수 과 수상과의 데이터 통신을 해 수상 유닛용 모델(ATM-891 등)이 있다.

Model ATM-885 ATM-887
Depth rating 2000 m 6000 m

Battery capacity 18Ah 28 Ah
Baud rate 140~15,360 bps
Frequency 9~14, 16~21, 22~27, 25~30 kHz

BER <  

Beam width omni / directional
Tx Power max 42 W
Rx Power max 0.5 W

Sleep mode power 10.5 mW
Power voltage 14-28 VDC

Diameter 140 mm 127 mm
Length 851 mm 850.9 mm

Weight (air/water) 11/5 kg 16.3/7.7 kg

표 2-6. Teledyne Benthos 모뎀의 사양

(a) ATM-885 (b) ATM-887

그림 2-11. Teledyne Benthos 모뎀의 실물 사진.

(다) EvoLogics
EvoLogics는 독일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S2C54) 기술을 용한 모뎀 제작사이다. 

모델은 크게 R 시리즈(표 2-7  그림 2-12)와 M 시리즈(표 2-8  그림 2-13)로 구

분되며 주 수 역, 송속도  거리, 운용수심 등에 따라 구분된다. R 시리즈는 

USBL55)을 이용한 치추  기능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53) MFSK: Multi Frequency Shift Keying
54) S2C: Sweep-Spread Carrier
55) USBL: Ultra-short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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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2C R 48/78 S2C R 18/34 S2C R  7/17

RS-232 data rate [bps] ~28,000 ~14,000 ~6,500

Payload data rate [bps]

BER (w/ correction) <   <  

Range [km] 1 3.5 8

Depth rating [km] 0.1, 1, 2 0.1, 1, 2 0.25

Tx power [W] 0.25~40 1~35

Rx power [W] 0.02~0.5 0.02~0.5

Sleep mode power [mW] 3 3

Beam width omni omni hemi-spherical

Frequency [kHz] 48~78 18~34 7~17

Power voltage [V]

Diameter [mm] 100 100

Length [mm] 260 260

Weight (air/water) [kg] 2.1/1.4 2.2/1.5

Model S2C R 7/17D S2C R 12/22 S2C R 12/22D

RS-232 data rate [bps] ~6,500 ~10,000 ~10,000

Payload data rate [bps]

BER <   <   <  

Range [km] 6 6 ~6

Depth rating [km] 0.1, 1, 3.5 0.1, 1, 3.5 0.1, 1, 3.5

Tx power [W] 1.5~15 1.5~15 1.5~15

Rx power [W] 0.02~0.5 0.02~0.5 0.02~0.5

Sleep mode power [mW] 3 3 3

Beam width conical 70° conical 70° conical 70°

Frequency [kHz] 7~17 12~22 12~22

Power voltage [V]

Diameter [mm] 100 100 110

Length [mm] 330 330 400

Weight (air/water) [kg] 3.6/1.0 3.6/1.0 7.4/4.8

표 2-7. EvoLogics R-시리즈 모뎀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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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2C M 48/78 S2C M 18/34 S2C M  12/22

RS-232 data rate [bps] ~28,000 ~14,000 ~10,000

Payload data rate [bps]

BER <   <   <  

Range [km] ~2 ~3.5 ~6

Depth rating [km] 0.25 0.25 0.25

Tx power [W] 8~80 8~80 8~80

Rx power [W] 2~3 2~3 2~3

Sleep mode power [mW] 5 5 5

Source level [dB] ~190 ~194 ~196

Beam width omni omni conical 70°

Frequency [kHz] 48~78 18~34 12~22

Power voltage [V] 24 24 24

Diameter [mm] 120 120 130

Length [mm] 330 330 450

Weight (air/water) [kg]

Model S2C M 12/22D S2C M 7/17 S2C M 7/17D

RS-232 data rate [bps] ~10,000 ~6,500 ~6,500

Payload data rate [bps]

BER <   <   <  

Range [km] ~6 ~8 ~8

Depth rating [km] 6 0.25 6

Tx power [W] 8~80 8~80 8~80

Rx power [W] 2~3 2~3 2~3

Sleep mode power [mW] 5 5 5

Source level [dB] ~196 ~191 ~191

Beam width conical 70° hemi hemi

Frequency [kHz] 12~22 7~17 7~17

Power voltage [V] 24 24 24

Diameter [mm] 130 130 130

Length [mm] 540 450 540

Weight (air/water) [kg]

표 2-8. EvoLogics M-시리즈 모뎀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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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2C R 48/78 (b) S2C R 18/34

(c) S2C R 7/17 (d) S2C R 7/17D

(e) S2C R 12/22 (f) S2C R 12/22D

그림 2-12. EvoLogics R-시리즈 모뎀의 실물 사진.

(a) S2C M 48/78 (b) S2C M 18/34

(c) S2C M 12/22 (d) S2C M 12/22D

(e) S2C M 7/17 (f) S2C M 7/17D

그림 2-13. EvoLogics M-시리즈 모뎀의 실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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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Tritech International Ltd.
Tritech은 국 업체로서 수 음향 모뎀을 비롯한 여러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수 음향 모뎀으로는 AM-300과 Micron Data Modem의 두 종류가 있다(표 2-9  그

림 2-14). Micron Data Modem은 ROV56)나 AUV 장착이 용이한 소형모델이며, 치

탐지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Model
AM-300

(Spread spectrum)
AM-300
(QPSK)

Micron Data
(Spread spectrum)

RS-232 data rate [bps] 19,200 19,200 19,200
Payload data rate [bps] 20~100 8,000~16,000 40

BER <   <   <  

Range [km]
8 @ 25 bps,
4 @ 10 bps

3 @ 8,000 bps,
2 @ 16,00 bps

1

Depth rating [km] 4 4 0.75
Source level [dB] ~184 ~184 169

Tx power [W] 36 36 3.5
Rx power [W] 0.036 2.8 0.28

Sleep mode power [mW] 48
Beam width omni omni omni

Frequency [kHz] 8~16, 16~24 8~16, 16~24
20~24, 16~20, 

24~28
Power voltage [V] 24 24 12~24

Diameter [mm] 55
Length [mm] 76

Weight (air/water) [kg]

표 2-9. Tritech 모뎀의 사양

(a) AM-300 (b) Micron Data

그림 2-14. Tritech 모뎀의 실물 사진.

56) ROV: Remotely Operated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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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연구동향

한국해양연구원에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산업자원부의 민군겸용사업으로 「

음 를 이용한 수  상정보 송기술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수 음향 통신에 필

요한 역 수 음향 트랜스듀서 설계·구  기술, 고속 신호처리 기술  배열 신

호처리 기술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이를 통해 수 음향 통신을 이용한 상

송 시스템을 개발하 다. 한 2004년부터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해양공간 

자원 개발사업으로「수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과제를 수행 에 있다(그림 2-15). 

본 과제를 통하여 수  음  통신에 필요한 역 수 음향 트랜스듀서 설계 기

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복합소재를 이용하여 고성능 음  센서와 이의 

구동을 한 송·수신 증폭기 설계 기술, 수 음향 채 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보상하

기 한 기술, 고속 배열 신호처리를 한 기술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결과물

로 2005년도에는 4 km, 10 kbps의 수 통신 모뎀, 2006년도에는 7.4 km, 10 kbps의 

수 통신 모뎀, 2007년도에는 10 km, 10 kbps의 양방향 수 통신 모뎀을 개발하

다. 2008년도에는 5 kbps의 장거리 모뎀(통신거리: 16 km)과 네트워크 구성을 한 

무지향성 양방향 모뎀(통신거리: 5 km)을 개발하 다. 2009년도 이후에는 Ad-hoc 통

신망 개발을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2007

년부터 ‘수 음향 통신  탐지 특화센터’가 경북 학교에 설치되어 경북 학교를 

비롯한 학계를 심으로 수 음향 통신  수 음향 탐지 알고리듬에 한 연구가 

진행 이다.

그림 2-15.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진행 인 수 음향통신 시스템 과제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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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 측 부이 응용 기술

가. 해양 측 부이 기술

해양 측은 목 과 수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된다. 선박을 이용하는 방

법은 연구원이 승선하여 여러 가지 장비로 직  측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장기

간 동안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하기 어려운 단 이 있다. 해양환경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하기 해서는 측장비를 계류하여 일정기간 동안 측후 장비를 회수

하여 자료를 얻거나 해  이블이나 표층에 부이를 띄워 유무선 통신기술로 실시간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계류방식으로 측하는 방법은 한정된 지 에 한 

측이므로 넓은 해역을 측하기 해서는 여러 개의 측 이 필요하다. 인공 성

을 이용한 측(해표면 수온, 해상풍, 해색 등)은 범 한 해역에 하여 연속 측

을 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측이 해표면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양

을 이해하고 개발하기 해서는 목 에 맞게 측설계를 해야 하며 여러 가지 방법

을 동원하여 측한 자료를 종합 으로 리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이를 이용하여 해양을 측하는 방법은 고정식과 부유식이 있다. 고정식은 해

에 닻이나 추를 이용하여 부이를 고정시키고 부이 하부에 장비를 장착하는 방식

이고, 부유식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조류에 의해 떠돌아다니면서 측

하는 방식이다. 부이 하부의 수 에 측기기를 설치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고정식 

시스템은 부이의 치에 따라 수 계류와 표층계류로 나  수 있다. 수 계류 시스

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기 해서는 음향모뎀이나 이블을 이용해야

하고, 부이를 표층에 띄우면 무선통신으로 자료를 송받을 수 있다. 표층계류 시스

템의 부이는 크게 센서부, 원격통신부, 측 제어부, 원부  계류부로 구성되어 

있다. 센서부는 측용 기상센서와 수 측 센서로 구분되고, 원격통신부는 실시간

으로 자료를 송신하며, 제어부는 측부이 시스템을 제어한다. 원부는 태양 지 

등의 력공  장치와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해양을 효율 으로 리

하고 개발하기 하여 국내․외 으로 운용해양학의 개념에 의해 부이를 이용한 실

시간 해양 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나. 국내 실시간 해양 측 동향

국내에서 해양환경과 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해 장 측을 정기 으로 수

행하고 해양정보의 가공, 리,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기 으로 국립수산과학원, 국

립해양조사원, 환경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연구원, 기상청 등이 있다. 이 외에 해

양경찰청, 기상청, 환경부 등이 해양 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   부경

 등 학에서 일부 해역을 상으로 연구목 에 따라 해양 측 부이를 이용하여 

해양을 측하고 있다. 국가해양 측망 구축 기본계획의 실시간 해양 측계획(국토

해양부, 2001)에 따라 2007년 11월 재 79개소가 구축되어 운 에 있다. 각 기

별 업무 황은 표 2-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59

기 명 해양 측 황

국립수산과학원

실시간 

연안정보
 • 동․서․남해안의 16개소로부터 수온, 염분 측 

실시간

해외어장

해황정보

 •  세계 해외어장의 원양어선을 한 3차원 해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목 으로  지구 으로 운용하고 있는   

   아고(Argo) 사업의 무인해양 측기(Argo float) 수온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해외어장 실시간 해황정보 시스템”  
   을 개발하여 운

 • 실시간 수온자료와 기간 선택을 통한 과거 수온자료의     

   수평분포도, 연직단면도, 그리고 각 정 별 수직구조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를 일로 다운로드받아서 활용

해양원격

탐사자료
 • NOAA 성의 수온 상자료를 제공

연안정지

측자료

 • 한국연안 40여개의 연안정지 측 에서 매일 오  10시에  

   기온, 풍향, 풍속, 운량, 수온, 비  등의 기상  해양      

   자료를 측정

정선해양

측자료

 • 동․서․남해의 22개 정선 175개 정 에서 연6회 (2, 4, 6, 8,   
   10, 12월), 동 국해 북부해역의 3개 정선 32개 정 에서   

   연 4회 (2, 5, 8, 11월) 측되는 수온, 염분, 용존산소, 양  

   염  해양기상자료를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 선박의 항해안 과 해양자원의 개발, 임해산업의 발 과 군 작 지원을 해  

   수로측량, 수로와 항로 조사, 해양 측을 정기 으로 시행

 • 이어도, 안 측탑, 새만 , 동해가스 에 해양 측기지를 운 에 있고,   
   이외에 11개의 항로표지를 한 측소, 5개의 잔교 측소, 2개의 해일 측  

   소, 2개의 조류 측소, 39개의 조 측소를 운

환경부

 • 해양환경 리  해양환경보  정책수립의 기 자료로 활용할 목 으로     

   연안역과 근해 해역에서 정기 인 장 측을 시행

 • 연안역 63개 해역(254개 지 )에서 년 6회에 걸쳐 pH, DO, COD, SS, 장   

   균수, 유분, 양염류, 수온, 염분, 투명도, 건강보호 10개 항목을 측정

 • 근해 7개 해역(40개 지 )에서 연안역과 동일한 항목을 측정

해양경찰청

 • 연안의 해수 황  변화추세를 악할 목 으로 국 으로 125개 조사지  

   을 선정하여 장 측(수온, pH, DO, COD, SS, 투명도, 염분, 양염류,   
   속 등 20개 항목) 시행

기상청

 • 재 7개의 항로표지를 이용한 해양 측소, 5개의 해상기상 측부이, 2개의  

   고-해일 측 부이를 운 하여 기압, 기온, 습도, 바람, 운량, 증발량, 강수  

   량, 일조시간, 설량, 일사량 등을 측하고 있으며 이를 기상 보 자료로   

   활용

지방해양항만청 
 • 1970년 부터 각 지역의 랑 측을 시행하 으며, 1987년부터 연차 으로  

   랑 측망을 구축하여 운

한국해양연구원  • 재 황해 부 부이  해양연구용 소형 부이를 운

표 2-10. 기 별 해양 측 업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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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 측소명 측소 세부 치 도 경도 개시일

동해안 양양 남 천(동해안 실시간 어장정보)

동해안 강릉 사천항 4 km 해상(동해안 실시간 어장정보)

동해안 삼척 장호항 1.5 km 해상(동해안 실시간 어장정보)

동해안 강릉 강릉 37˚ 31.10´ 128˚ 31.93´ 2008.06.26

동해안
덕 

거무역

경상남도 덕군 병곡면 거무역리 5-98 
경북수산자원개발연구소 앞바다

36˚ 34.78´ 129˚ 24.84´ 2005.12.17

남해안
거제 

가배
경남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해바라기수산 34˚ 46.27´ 128˚ 33.12´ 2004.12.24

남해안
거제 

일운
거제 일운 34˚ 48.17´ 128˚ 42.61´ 2008.06.20

남해안
남해 

강진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양식장 바지선 34˚ 50.91´ 127˚ 54.92´ 2005.12.24

남해안
남해 

미조
경남 남해군 미조면 34˚ 43.45´ 128˚  2.95´ 2005.11.23

남해안
부산 

기장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국립수산과학원 앞바다 35˚ 11.44´ 129˚ 13.39´ 2005.10.26

남해안 서제주 제주시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잠수함 33˚ 18.04´ 126˚  9.52´ 2004.07.30

남해안
여수 

신월
남 여수시 가막만 지선 34˚ 41.23´ 127˚ 42.47´ 2005.11.02

남해안
여수 

자
여수 자 도 34˚ 35.22´ 127˚ 41.24´ 2008.07.03

남해안
완도 

노화도
완도 노화도 34˚ 13.16´ 126˚ 33.29´ 2008.07.24

남해안
완도 

신지
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34˚ 20.30´ 126˚ 46.61´ 2005.10.25

남해안
완도 

청산
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도락리 34˚ 10.16´ 126˚ 51.27´ 2005.10.25

남해안
제주 

표선
제주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33˚ 19.52´ 126˚ 50.78´ 2007.12.18

남해안
진도 

회동
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복양식장 34˚ 23.98´ 126˚ 22.19´ 2005.10.07

남해안
통  

비산도
통  비산도 34˚ 48.47´ 128˚ 29.72´ 2008.07.23

남해안
통  

사량
경상남도 통 시 사량면 양지리 34˚ 48.11´ 128˚ 14.84´ 2005.11.21

남해안
통  

운
경남 통 시 산양면 운리 양식환경연구소 34˚ 47.47´ 128˚ 25.48´ 2005.10.26

남해안
통  

풍화
통 시 산양읍 풍화리 경은수산 34˚ 50.06´ 128˚ 20.15´ 2004.12.24

남해안
통  

학림
경남 통 시 산양읍 림리 성지수산 34˚ 44.99´ 128˚ 24.77´ 2005.09.23

서해안 목포 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571-2번지 34˚ 47.95´ 126˚ 21.91´ 2006.07.03

서해안 백령도 인천 역시 옹진군 백령도 37˚ 57.03´ 124˚ 43.61´ 2006.09.12

서해안
보령 

효자도

충남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신형수산(꽂지해수욕장앞)
36˚ 23.32´ 126˚ 26.36´ 2005.10.05

서해안
서산 

지곡
서산 지곡 36˚ 53.63´ 126˚ 21.15´ 2008.06.21

표 2-11. 국립수산과학원 실시간 연안 정보 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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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수산과학원57)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정선 측소에서 수집한 수온, 염분, 용존산소, pH, 양염 

등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실시간 연안정보시스템과 어장정보시

스템을 운 하고 있다. 실시간 연안정보시스템은 우리나라 연안 27개(동해 5, 남해 

18, 서해 4) 정 에 하여 수온, 염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표 2-11).

(2) 국립해양조사원58)

국립해양조사원은 주요 항구  해안의 조 측소에 설치된 측시스템에서 

조 , 수온, 염분  기상정보를 텍스트 는 그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그림 

2-16). 육지에서 떨어진 해양 측소는 해양에 설치된 구조물을 이용하여 기상, 고, 

수온 등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2-17). 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설치한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의 운 을 맡아 수온, 염분, 고, 기상  환경자료를 실시간으로 수

집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 에 있다. 

(3) 한국해양연구원59)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등표, 타워 등에 설치된 실시간 해양 측 시스템에서 수

온, 염분, 고, 기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측  제공하고 있다(그림 2-18). 새만  

해양환경 연구센터에서는 새만  해역 주변에 3개의 부이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해양․기상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그림 2-19).

(4) 기상청 해양기상 측망60)

기상청은 2008년 11월 재 부이 2개소, 랑계 1개소를 신설해 서해, 남해, 동

해 해역에 부이 7개소, 등표 8개소, 랑계 6개소, 종합기상 측기지 1개소(격렬비

도), 측선 1척(기상2000호)으로 구성된 해양기상 측망을 운 하고 있다. 부이 시

스템에서는 매시간 풍향, 풍속, 고, 수온 등을 측하여 성통신을 통해 측자

료를 기상청으로 자동 송하고 있다. 부이 설치지 은 덕 도, 칠발도, 거문도, 거

제도, 동해, 포항, 마라도 등이다(그림 2-20).

57) http://www.nfrda.re.kr
58) http://www.nori.go.kr
59) http://www.kordi.re.kr
60) http://www.kma.go.kr/marine/marine_01/marine_01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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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국립해양조사원의 실시간 측정 .

그림 2-17. 국립해양조사원의 실시간 측정   해양 측소 경. 새만  측탑(좌), 
동해가스 ( ), 울릉도 부근 정  등표(우).

그림 2-18. 한국해양연구원 실시간 해양자료 서비스 치, 북여도 등   기상

장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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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새만  해양환경 실시간 측 서비스 화면과 부이.

 

그림 2-20. 기상청 해양기상 측 부이 설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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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외 실시간 해양 측 동향

(1) 지구 해양 측 로그램

인류의 이익을 해 포 , 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구 측을 성취하는 것

을 목표로 하는 지구 측시스템(GEOSS61))의 10년 실행계획이 2005년 2월 벨기에 

뤼셀에서 개최된 제3차 지구 측정상회의에서 채택되어 지구 측시스템이 실행단

계에 도달하 다. GEOSS의 해양모듈인 지구 해양 측시스템(GOOS62))의 구축이 

IOC63) 주도하에 1991년부터 추진 이다. GOOS의 주요 임무는 해양 련 문제들을 

다루기 해 체계 으로 해양자료를 취득하고 하는 통합된 네트워크의 개발을 

통해 정부, 기업, 과학계, 일반 국민이 요구하는 해양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이다. 해양 측시스템의 세계 인 추세는 운용해양학을 목표로 진 되고 

있으며, 재  GOOS의 지역 로그램으로 유럽의 EuroGOOS, 한국, 국, 일본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동북아 해양 측시스템(NEAR-GOOS), 발틱해 해양

측시스템(BOOS) 등 10개의 지역 로그램이 추진 는 운용 이다(그림 2-21).

 

그림 2-21. GOOS 지역 력 로그램 (http://www.ioc-unesco.org).

61) 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62) GOOS: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63)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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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GO64)

ARGO 사업은 세계기상기구(WMO65))  국가간 해양과학 원회(IOC)의 국제공동 

로그램으로 지구 기후/해양 측 시스템(GCOS66)/GOOS)과 기후변동  측 실험

(CLIVAR67)), 지구 해양자료동화(GODAE68)) 사업과 연계하여 시․공간 인 해양의 수

온, 염분  해류의  실시간 감시  체계 인 측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2-22  

그림 2-23).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와 한국해양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

ARGO 로트는 일정한 수심까지 잠수하도록 설계되어 그 수심에서 해류를 따

라 일정기간 표류하다가 로트 내부의 동력에 의해 표층으로 부상하면서 수온과 

염분을 연속 으로 측하고, 기록된 모든 정보를 ARGO 성에 송신한다. 로트

에서 측된 자료는 ARGO 센터로 보내져서 즉시 자료처리 과정을 거친 후 ARGO 

사업 참여국가에 GTS69), FTP70),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송된다.

ARGO 사업의 목 은 실시간 구 해양 감시망 구축, 해양 상층부 열교환량  

열용량 분석, 해양/ 기 측모델의 기자료 확보, 해양역학 모델  자료동화 시

스템 검증이 목 이다. ARGO 자료는 기후 측 모델의 기조건, 성에서 측된 

해양자료 검증, 해양에서 기후변화에 향을 주는 인자를 밝히는 데 활용되고 있다.

그림 2-22. ARGO 부이 측 시스템.

64) ARGO: Array for Real-time Geostrophic Oceanography
65)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66) GCOS: Global Climate Observing System
67) CLIVAR: Climate Variability and Predictability
68) GODAE: Global Ocean Data Experiment
69) GTS: Global Telecommunications System 
70) FTP: File Transfer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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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2008년 12월 22일 재 해양에 투하하여 작동되는 ARGO 부이 치.

(3) TAO/TRITON array71)

TAO는 Tropical Atmosphere Ocean project의 약자로 엘니뇨와 라니냐의 탐지, 이

해  측을 하여 열  태평양에 해양부이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기상자료와 해

표면 수온 등을 측정하여 서비스하는 사업이다. 기에 TAO는 미국 NOAA72) 주

의 사업이었으나 확장되어 2000년 1월부터 일본 JAMSTEC73)의 참여로 TAO/TRITO
N74) array로 변경되어 재 열  태평양에 약 70개의 해양기상 데이터 부이가 

ARGO 성 시스템으로 실시간 자료를 송하고 있다(그림 2-24  그림 2-25).
이 해양기상 데이터 부이 어 이는 엘니뇨/남방진동(ENSO75)) 측 체계, 지구

기후 측체계(GCOS), 지구해양 측체계(GOOS)의 주요 성분이다. 재 미국 해양

기상 기청(NOAA), 일본 JAMSTEC, 랑스 등의 참여로 지원되고 있다.

그림 2-24. TAO/TRITON 부이 설치 치.

71) http://www.pmel.noaa.gov/tao
72)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73) JAMSTEC: Japan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74) TRITON: Triangle Trans-ocean Buoy Network
75) ENSO: El Nino-Southern Osci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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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TAO/TRITON 부이에서 측된 수온과 바람  5일 평균 이상치.

지구 열 해역 계류부이 어 이76)는 기후연구와 측을 하여 여러 국가의 노

력으로 운 되며 실시간으로 자료가 제공된다(그림 2-26). 태평양에는 TAO/TRITON 
array, 서양에서는 PIRATA77), 인도양에서는 RAMA78)가 운 되고 있으며 목 은 

다음과 같다. 태평양에서는 엘니뇨/남방진동, 서양에서는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이

모드, 도 온난 사건, 허리 인 활동, 인도양에서는 인도양 이 모드, 계 주기보

다 짧은 변동성 등을 측하고 연구하기 함이다.

그림 2-26. 열 해역 계류부이 정 .

76) Global Tropical Moored Buoy Array
77) PIRATA: Pilot Research Moored Array in the Tropical Atlantic
78) RAMA: Research Moored Array for African-Asian-Australian Monsoon Analysis and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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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 OOI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은 31개 해양연구기 이 참여하는 JOI79)라는 가상 기구를 

만들고 ‘Advancing global understanding of the Earth' 라는 비 하에 해양시추사업

(IODP80))과 같은 규모 해양연구 사업을 추진 이다. 해양 측은 IODP와 동등한 

치의 거 사업으로 OOI 로그램을 시작하 다(그림 2-27). 
OOI 로그램에 2008년부터 총 약 5,000억원을 투자하여 총 309.5million US$가 6

년간 측 네트워크 구축에 사용되고, 총 240 million US$가 8년간 시설유지  운

을 해 사용될 계획이다. 
이 로그램은 과학자들이 이끄는 ORION81)에 의해 리될 것이다. 기본 으로 

OOI 로그램은 3가지의 범주, 즉, ① 이블망을 이용해 지 을 가로지르는 지구와 

심해의 과정(process)을 연구하는 것, ②계류, 부이, AUV 등을 이용해 연안환경의 건

강과 안  등을 측하는 것, ③표류계, 부표, 부이 어 이, 계류  기타 방향 통

신 시스템을 이용해 양염 순환, 기-해양 반응, 해류 등의 연구로 구분된다. 
 MARS, Martha's Vineyard 연안 측소 등의 유사 로그램이 선행되었고, ORION

은 NEPTUNE, 국제 장기 계류연구, 이블망으로 연결된 연안고정 측소 연구 등

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림 2-27. OOI 로그램 개념도. 

79) JOI: Joint Oceanographic Institutions
80) IODP: Integrated Ocean Drilling Program
81) ORION: Ocean Research Interactive Observatory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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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주 - IMOS

해양 보시스템(BLUElink82))에 제공될 해양 측 자료는 IMOS83)라는 해양 측망

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진행 이며 호주 NCRIS84) (2005~2011년 산 약 4,400억원)

의 핵심사업 의 하나로 Tasmania 학을 심으로 CSIRO85)와 해군 등이 참여하

며 2006년부터 약 460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어 시작되었다. 

호주의 각 해역별로 5개 구역의 사업이 있고 해양 측을 한 11개 분야(ARGO, 

부이 측망, 성, 무인잠수정 측 등)로 구분되어 있다(그림 2-28).

그림 2-28. IMOS 개념도.

82) http://www.cmar.csiro.au/bluelink
83) IMOS: Integrated Marine Observing System
84) NCRIS: 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Infrastructure Strategy
85) CSIRO: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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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산자원 탐지 기술

가. 국내 연구동향

재 특정 연안해역 혹은 역해역으로 유입되는 어류자원의 조사는 선박을 이용

한 어구어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음향을 이용하는 방법은 보조 인 수단에 한정되

어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박을 이용하는 통 인 방법은 고비용 구조이며, 조사시기만의 상을 악하

는 일회성 자료만을 양산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EEZ 해역의 수산자원은 동 국해를 기 으로 한․ ․일 3국의 해역을 회

유하는 어종에 의해 자원분포 특성이 결정되므로 어류의 이동경로에 한 연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에 한 연속 측 시스템은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EZ 해역의 어류 음향자원 조사를 한 음향 시스템은 국내에서 일부 개발을 시

도하 으나 상용화하지는 못하 고 재 부 국외에서 개발되는 시스템을 사용하

고 있는 수 이며, 활용측면에서도 외국에 비해 히 낮은 수 이다(표 2-12).

분 야 탐지 상 식별 기술 선진국 기술 수

 ․시스템 개발 
․어군탐지기

․소나

 - 수신음의 2D, 3D 음향

   반사 특성

 - 수입에 의존하며 국내 

   기술 개발은 없는 상태

 ․응용 분야

  - 수산자원

  - 동물 랑크톤

․시공간 분포  

  악

․자원량 악

 - 어류  동물 랑크톤

   음향 반사강도

 - 반사강도의 주 수 차

   이 이용

 - 어류 분야 : 
     선진국의 30~40% 
 - 동물 랑크톤 분야 : 
     선진국의 20~30% 

․ 용 방법 ․선박을 이용한 단기조사에만 활용

표 2-12. 국내 수산음향 분야의 탐지  식별 기술

나. 국외 연구동향

노르웨이, 일본, 랑스, 미국 등의 음향 측장비 회사에 의해 여러 종류의 과학

어군탐지기  소나가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 개발된 어군탐지 

음향장비를 심해역의 해 면 혹은 층에 설치하여 자원량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

링 하는 기법을 운용 이다(표 2-13). 선박에 설치된 계량어군탐지기와는 달리 특정

해역에서의 고정형 어군탐지 시스템은 재 노르웨이 등에서 심해역을 상으로 

어류의 이동특성을 연속 이며, 장기 으로 악하고 있다. 기존의 계량어군탐지기

를 이용한 자료는 조사 당시의 자원 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특정지역에서 수산

자원의 시간에 따른 변동특성이나 분포특성을 악하기 하여 주요 어류의 이동지

에 고정 측망을 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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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탐지 상 식별 기술 선진국 기술 수

 ․시스템 개발 
․어군탐지기  - 수신음의 2D, 3D 음향

   반사 특성

 - 다양한 시스템의 연구 

   개발  활용․소나

 ․응용 분야

  - 수산자원

  - 동물 랑크톤

․시공간 분포   

 악

 - 어류  동물 랑크톤

   음향 반사강도

 - 반사강도의 주 수 차

   이 이용

 - 어류  동물 랑크톤 

   조사에 다양하게 활용․자원량 악

 ․ 용 방법
․선박을 이용한 장․단기 조사에 활용

․특정해역에 고정된 시스템을 이용한 연속 이며, 장기 모니터링 실시

표 2-13. 국외 수산음향 분야의 탐지  식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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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진 측 기술

지구내부를 이해하고 지진발생 황과 지진으로 인한 유해성/ 해성 연구를 

하여 지진 측을 수행한다. 지진 측은 주로 육상에 지진 측기를 설치하여 수행되

고 있으므로, 지구표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해  지하구조와 해양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규모, 시간, 장소 등의 지진발생 황과 그 원인  결과에 한 이해는 매

우 미비한 실정이다. 해 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측하고 그와 련된 상을 규명

하기 해서는 우선 해 에 지진 측기를 설치하고 양질의 측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깊은 수심으로 인한 압력과 매우 부드러운 퇴 물이 깊은 두께에 걸쳐 쌓

여있는 해 표면 상태 등으로 인하여 지진 측소의 설치가 어렵다. 한, 해 에서

의 원공   자료 송수신의 난  등은 해 에서의 지진자료 획득을 더욱 힘들게 

한다. 그러나 일단 지진자료를 해 에서 측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다면, 육상에 

비하여 인  잡음이 으므로 양질의 자료를 기 할 수 있다.
해 에서 지진을 측하기 한 장비가 해 면 지진계(OBS86))이다. 크게 나 어 

일정 기간을 지에서 수록한 후 수거되는 자기부상식 해 면 지진계와 해 이블

을 이용해 원공 과 데이터 송을 하는 온라인/실시간 측 해 면 지진계가 있

다. 이 두 종류의 지진계는 상호 보완 으로 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블식 해  

지진계는 실시간 원공 과 자료의 송수신이 자유롭기 때문에 실시간 지진감시를 

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설치 기비용이 막 하게 투입되며 일단 설치되면 측

 이동이 어렵다는 취약 이 있다. 이에 반해 자기부상식 지진계는 이블식 해

지진계에 비하여 투자비용이 매우 렴하고 이동이 용이한 장 이 있는 반면, 실시

간 지진감시가 불가능한 단 이 있다. 그러므로 이블식 지진계를 설계하는 과정

에서 최 의 측 을 선택하고, 측 정지역의 주변잡음 상태 악, 측소 설치

시의 기 효과 검증, 그리고 지진 련 연구목 으로 자기부상식 지진계를 설치/운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1905년 계기지진이 시작된 이래 수차례의 발 단계를 거쳐 재

의 지진 측망에 이르고 있다. 1963년 미국지질조사소(USGS87))의 세계지진 측망

(WWSSN88)) 사업, 1978년 규모 5.0의 홍성지진, 1996년 월지진, 1997년 경주지진 

등이 재의 기상청 지진 측망을 구축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사건  일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청에서 육상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실시간 감

시하고 지진발생시 그 사실을 국민에게 통보하는 임무를 수행함으로서 만약에 발생

할 수 있는 지진재해에 비하고 있다. 이 밖에 기상청에서는 한반도  주변국에

서 발생하는 인공지진 한 감시하고 있다. 기상청에서 2007년 말 재 운 하고 

있는 지진 측 장비는 역 지진계 1 , 역 지진계 12 , 단주기 지진계 23
, 가속도계 75 로 국 75개 측소에 7종 387 에 하여 상시 지진감시망을 

86) OBS: Ocean Bottom Seismometer
87)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88) WWSSN: World-Wide Standardized Seismograph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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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 하고 있다(기상청, 2007). 한 기상청에서는 지진 측 강화사업의 일환으

로 지진 측망을 신설하고 지진 측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982년 한반도 남동부에 치한 양산단층 일원의 지진활

동도 정 규명을 하여 이동식 임시 지진 측망을 설치/운 하기 시작하 으며, 
2005년 11월 재 국내에 역 측소 14개소(시추공형 4개소, 지표형 9개소), 단

주기 지진계 15개, 가속도계 16개, 역 1개  배열식 측망 3개소를 운 하

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 측망 역시 우리나라 역에서 발생하는 지진

을 감시하기에 충분하며, 기상청 지진 측망과 비교하여 특이사항은 특수목 의 지

진 측망을 설치/운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양산단층의 활동성을 규명하고 이 

지역 지진발생 감시, 지진 험성 연구 등을 하여 이 지역에 8개 이상의 지진 측

소를 설치하여 비교  고해상의 지진 측망을 운 하고 있다. 한 원주 KSRS89) 
운 , 배열식 측망, 인 라 사운드 측망 등을 구축하여 연구목 의 지진 측망

을 운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 기술연구원, 한국 력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

해양연구원 등에서도 각 기 의 고유목 을 달성코자 지진 측망을 운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 기술연구원과 한국 력연구원은 원자력발 소 부지의 지진안정성 평

가를 해서 원 부지  그 주변지역에 지진 측소를 설치/운 하고 있다. 한국철

도공사는 고속철도 등의 안 성 확보를 하여 고속선로 주변에 지진 측소를 설치 

운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한 주요 가스 공정시설  보 선로의 안 성을 확

보하기 하여 지진 측망을 설치 운 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황해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험성을 규명코자 황해 주변에 국립공주 학교, 
국과학원 지질지구물리연구소와 함께 임시 지진 측망을 설치/운 하고 있다.

89) KSRS: Korea Seismic Research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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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공 성 이용 해수면 탐사 기술

인공 성을 이용한 해수면 탐사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직 탐사 방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하기 한 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해양은 육지에 비해 

근성이 떨어지며, 탐사 역이 클 경우 직 탐사에는 막 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

된다. 인공 성을 이용한 원격탐사는 단일촬 으로 비교  넓은 역의 이차원 데

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같은 역을 주기 으로 측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면 

심 역의 목표물을 주기 으로 감시할 수 있다. 해수면 탐사로 얻고자 하는 정보는 

크게 인공정보와 자연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인공 인 정보는 인공 성이 측한 

역내에서 활동하는 수상  수  이동체에 한 정보(수상  수  이동체의 

치, 속도, 진행방향, 제원 등)와 해양오염 인자에 한 감시활동(수상 오염물질 유출 

등) 이 있다. 자연정보로는 해당 감시 역 해수면의 물리 인 특성을 감시하는 것으

로 해상풍, 랑, 해류, 내부 의 물리 인 특성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값 등이 

있다. 근래에는 인공 성 촬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내부 의 특성을 이용하여 

수  이동물체를 확인하는 수 에까지 도달하고 있다.
성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상  수  이동체의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은 재 

여러 국가에서 개발 이거나 실무에 용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수상  수  이동

체의 안   오염사고에 비할 수 있는 가장 효율 인 방법 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수상  수  이동체 정보분석에는 학 성 데이터와 이더 성 데이터를 

이용한다. 학 성은 1 m 이내의 고해상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수상  수

 이동체의 치  형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지만, 기상

상태의 향을 많이 받는 단 이 있다. 이에 비해 이더 데이터는 기상조건에 무

하게 정보를 추출할 수 있지만, 자료해석의 어려움과 보통 학 데이터에 비해 

해상도 데이터를 생산하기 때문에 수상  수  이동체의 크기가 작으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가장 이상 인 방법은 학 데이터와 이더 데이터를 동시

에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재 이 두 가지 종류의 성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

하면 심 역의 수상  수  이동체 식별확률이 90% 이상에 이른다.
수상  수  이동체 식별과 함께 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수상 오염물질 유

출과 같은 해상오염을 감시하는 것이다. 해상을 운행하는 수상  수  이동체의 

형화 추세로 좌 되거나 충돌로 인해 손상된 수상  수  이동체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은 해상의 넓은 역을 빠르게 오염시키고 복구에는 막 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따라서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방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 이며, 해양

성을 활용한 감시가 주요 수단으로 선택되고 있다. 해상에 유출된 오염물질은 해수

와 다른 화학 인 특성으로 인해 이더 데이터의 편 신호를 이용하여 구분이 가

능하다. 주기 으로 측된 성 데이터를 분석하면 오염원, 오염의 확산방향  면

 등을 산출할 수 있다. 한 이들 오염원의 이동은 해수면의 물리 인 특성인 해

상풍, 해류, 조류 등에 따라 변화하므로 해수면의 물리 인 특성을 동시에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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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성 데이터를 이용한 해수면 탐사기술 발 은 측 성의 성능과 한 연

성을 가지게 되고 고해상도 성의 등장과 함께 그 발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

다. 한 학 데이터와 더불어 고해상도 이더 성의 발달은 해수면에서 발생하

는 해상풍, 랑, 해류 등의 정보를 정량 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각 해역마다 경제 , 정치 인 해상 

정보 수집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해 경지역은 국어선의 불법 어로

활동이나 수상  수  이동체 사고로 인한 수상 오염물질 유출 등이 요한 심

사로 떠오르고 있고, 동해 독도주변은 일본 순시선, 어선 등에 한 감시 필요성이 

꾸 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2004년도부터 인공 성의 해양활용 연구

사업을 통하여 주로 상선을 상으로 수상  수  이동체의 치추출  선형 별

에 한 기본 인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도 해상재해 방지, 국가안보 

목 으로 이더 데이터 정보수신 계획을 수립 에 있어, 이더 데이터를 이용한 

해수면 정보분석 활동은 2009년에 발사 정인 다목  5호 성의 발사와 함께 더욱 

빨라질 망이다.
해외의 수상  수  이동체 감시 기술은 주로 선진국과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

를 심으로 발 해오고 있다. 이더 데이터를 이용한 수상  수  이동체의 

치 악 분야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고, 그 외 속도, 항 , 운항정보와 부가정보 탐지 

분야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ESA90)의 성을 이용한 수상  수

 이동체 탐지를 수행 이며, 캐나다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RADARSAT 성91)을 

이용한 해수면 감시모듈을 개발하 다.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는 농림부, 이

민국, 환경부, 연방경찰 등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해서 수상  수  이동체 정보 

 해수면 정보를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자체 보유 인 성을 이용하여 

이더 데이터로부터 수상  수  이동체의 치, 항 , 유출된 수상 오염물질의 

특성을 원격으로 탐지하는 알고리듬 연구를 수행 이며,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2006~2012)년에 해양 불법침입 탐지기술 개발 항목이 반 되어, 해수면 감시를 본

격화하고 있으며, 감시의 주된 상은 한국과 북한의 수상  수  이동체일 것으

로 추정된다.

90) ESA: European Space Agency
91) http://www.ccrs.nrcan.gc.ca/radar/spaceborne/radarsat1/index_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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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1. 실시간 해양 측 련 기존 연구과제

실시간 해양 측과 련된 과제는 국토해양부  기상청에 집 되어 있다. 표 

2-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에서 기존의 실시간 해양 측 련과

제는 국토해양부 1개 사업이 있고, 일반사업 에서 실시간 해양 측 련과제는 

기상청 1개 사업이 있다. 그리고 표 2-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공 성 측시스템 

구축 련 기존의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1개 사업이 있다. 

주  부처  사업명 과제명 구분

국토해양부
해양 측조사 인 라

구축사업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국가연구

개발사업해양 측 시스템 개발

기상청 해양기상 측망 확충 해양기상 측망 확충 일반사업

표 2-14. 실시간 해양 측 련 기존사업

주  부처 사업명 과제명 구분

교육과학기술부
다목  실용 성 5호

개발사업

SAR를 이용한 해양 모니터

링 기술 개발
국가연구

개발사업SAR 상자료 활용 기 기

술 개발

표 2-15. 인공 성 측시스템 구축 련 기존사업

가. 해양 측조사 인 라 구축사업

「해양 측조사 인 라 구축사업」은 해양과학조사  보기술 개발사업의 세

부사업으로서 해양개발기본계획(Ocean Korea 21) 수립 이후 국가 할해역에 한 

해양 토의 체계  리를 한 해양과학조사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해양 측조사  보 등 통합시스템 개발을 통한 해양 토 확보 

 체계  리를 사업추진의 주요 목 으로 하고 있다. 주된 과제로는 「종합해양

과학기지 구축」  「해양 측 시스템 개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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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한반도 선단해역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여 해양 측을 체계 으로 수행

함으로써 해양, 기상  어장 보 제고에 필요한 실시간 해양자료 제공과 해양 보 

실용화를 목 으로 하고 있다.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과제의 일환으로 2003년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를 구축 완료하 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가거  종합해양과학기지 타당성조

사, 실시설계  구조물 제작을 완료하여 2009년도 상반기 에 설치를 완료할 

정이다. 향후 백령도  울릉도 부근에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을 계획 에 있다.

재 구축이 완료되어 운 인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서는 다양한 측 

장비를 동원해 기상  해양을 측하여 그 자료를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한

국해양연구원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측자료는 기상 보, 해양 보, 원격탐

사, 지구환경연구, 지역 해양구조물 안정성 연구  태풍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어도  가거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경우 주변 수심이 약 60~70 m인 데 비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수심 약 40 m인 곳에 설치되어 있고, 가거  종합해양

과학기지는 수심 약 14 m에 설치할 정이다. 이것은 수심이 충분히 깊은 곳에 설

치할 경우 산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공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일반 으로 암 에 설치되

는 것이 보통이다. 이어도  가거  등의 종합해양과학기지에서 측된 수온  

유속 등의 해양환경 자료는 해표면 부근에 치 되어 있으므로 그 주변해역을 표

하기에 부 한 경우가 많다.

(2) 해양 측 시스템 개발

「해양 측 시스템 개발」과제는 연안재해, 유류오염  해양환경 오염 등 자연

재해 감을 한 해양환경 변화와 측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운용해양

학 시스템 구축을 사업의 주된 목 으로 하고 있다.

「해양 측 시스템 개발」과제를 통해 2007년까지 실시간 해양 측 시스템 79

개소를 구축하 으며, 운 해양학 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 다. 연안재해, 해양환

경, 유류오염, 조 등 해양환경  측정보 제공을 통해 신속한 방 책 수립  

피해 감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유류유출 사고시 유류오염 확산의 

측을 통해 신속한 방제활동  책수립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한 동북아지

역 해양 측시스템(NEAR-GOOS92))  지구 측시스템(GEOSS93))에 극 동참하

여 동북아 심국가로서 주도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해양 측 시스템 개발」과제는 사업목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안역에 집

되어 있고, 해표면 부근의 랑 등 해양환경 측에 치 하고 있는 실정이다. 

92) NEAR-GOOS: North-East Asian Regional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93) 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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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기상 측망 확충

「해양기상 측망 확충」과제는 해상의 기상실황을 실시간으로 자동 측하여 

해상기상 보의 검증  정량  기상 측 자료를 제공하기 해 해양기상 측부

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재까지 인천 덕 도, 목포 칠발도, 여수 거문도, 통  거

제도  동해 부 등의 5개소 부이를 운 하고 있으며, 동해 남부, 제주도 남부  

서해 부에 추가로 설치할 정이다.
해양기상 측부이는 해양기상 자료의 획득이 주된 목 이므로 부분이 연안

역에 설치되어 있고 기상 측에 치 하고 있으며, 해양환경 측도 해표면에 치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다목  실용 성 5호 개발사업

「다목  실용 성 5호 개발사업」의 탁 연구과제  「SAR94)를 이용한 해양 

모니터링 기술개발」과 「SAR 상자료 활용 기 기술 개발」 과제가 실시간 해양

측과 련이 있다. 해양 모니터링 기술개발 과제는 다목  실용 성 5호의 고해

상도 SAR 상자료를 활용하여 해양역학에 한 기본 인 연구와 더불어 해상 선

박사고 등을 방지하기 한 해상표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주목 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SAR 상자료 활용 기 기술 개발과제는 다목  실용 성 5호 고해상도 

SAR 상자료를 다양한 분야에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한 데이터 퓨   정합 등

과 같은 기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SAR를 이용한 해양 모니터링 기술개발」과제와 「SAR 상자료 활용 기

기술 개발」과제는 단기간에 걸친 소규모 사업으로서 기 기술을 개발하기 한 기

반연구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다목  실용 성을 선박추   해양환경 모니터링 

등 실제의 해상에 용하는 데에는 더욱 많은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94)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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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기술개발사업」은 경해역의 해양 토 할권

을 강화하기 해 독도, 백령도, 가거도  이어도 등 주요 경해역에서 수상  

수  이동체의 이동을 상시 감시 리하고, 수산자원, 쓰나미  해 지진, 해역 리 

해양환경 인자 등을 연속 으로 측할 경해역 리체계(IAMS95)) 구축  활용

에 한 연구개발을 주요 목 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보완하기 해 인공

성에 의한 수상 이동체  재해유발 환경인자 등을 모니터링하기 한 연구개발

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사업의 부차 인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목

을 달성하기 해 경해역 리체계는 수 음향 배열센서, 수산음향 측정장치,  쓰

나미  해 지진 측장치 등으로 구성된 통합 수 음향 게이트웨이(ISAG96))  

통합 수 음향 노드(ISAN97))와 수온  유속 등 해역 리인자 측부이(OBAM98)) 
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동 연구과제는 기존의 연구과제와 다음과 같은 에서 

차별성을 갖고 같다.
첫째 실시간 수 음향 측정  활용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모의 

수 음향 배열센서에 의한 수 음향 측정으로부터 수상  수  이동체에 한 정

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 음향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해양기상 자료를 

축출하여 생산하고자 한다. 한 실시간 수 음향 측정으로부터 고래류 등의 생물

음향 특성을 분석하여 고래류 등 해산포유류의 회유경로와 자원량 등에 한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수산음향 측정장치에 의해 주요 경해역에서 어류 등의 수산자원을 실시

간으로 직  측하고자 한다. 연근해 어장을 형성하는 주요 경해역의 외해역에

서 회유하는 어류 등의 수산자원을 실시간으로 직  측하여 수산자원 리에 필

요한 자원량  생산성 등의 자료를 생산하고자 한다.
셋째 쓰나미  해 지진 측장치에 의해 주요 경해역에서 쓰나미  해

지진 등을  연속 으로 측하고자 한다. 갑작스런 쓰나미  해 지진 등의 자연

재해에 비하고 기상청 지진 측망 사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외해에 치한 주요 

경해역에서 쓰나미  지진 등에 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넷째 해역 리인자 측부이에 의해 주요 경해역에서 수온  유속 등을 실

시간으로 측하고자 한다. 외해에 치한 주요 경해역에서 해표면으로부터 해

까지 여러 해수층에서 수온  유속 등을 실시간으로 측하여 해역 리에 필요한 

해양환경 인자를 생산함으로써 해양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기존에 설치되

어 운 인 이어도 등의 종합해양과학기지 활용을 보완하고자 한다. 해역 리인자 

해양부이가 설치될 치는 주요 경해역인 4개 해역(독도, 백령도, 가거도, 이어도)

95) IAMS: Integrated Adjacent-zone Management System
96) ISAG: Integrated Submerged Acoustic-measurement Gateway
97) ISAN: Integrated Submerged Acoustic-measurement Node
98) OBAM: Observation Buoy for Adjacent-zon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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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 음향 배열센서 등 수 음향 측정장치의 심이 되는 곳이다. 주요 경해

역은 국가 인 상징성과 국가안보  경제성 차원에서 요성이 인식되어, 이미 종

합해양과학기지 는 측탑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정이다. 종합해양과학기

지에서는 해양기상과 해양에 한 여러 가지 측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측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간 측을 하여 기존에 설

치되어 있는 해양부이는 부분 연안에 국한되어 있고, 해양기상(바람, 기온, 도, 
해표면 수온 등)을 주로 측하고 있다. 해양 내부에 한 측은 새만  해역의 부

이와 같이 수심이 매우 얕은 천해역이 부분이다. 다만 서울 에서 연구용으로 오

트로닉스(주)에 탁하여 운 하고 있는 동해연안 부이는 수심 125 m에 치하여 

수심별 수온과 유속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고, 2009년에는 독도환경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독도 동쪽 수심 약 150 m에 서울  부이와 유사한 

부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수심 40 m에 치하여 다른 

해양 구조물에 비하여 비교  깊은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도 수심 40 m에 건설할 정이다. 한 앞으로 건설될 백령도와 가거  기지의 수

심도 깊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어도 기지는 암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어 이곳

에서 측되는 수  환경자료가 그 주변의 해역을 표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

서 경해역 리체계의 해역 리인자 측부이는 독도의 경우 수심 500 m, 백령

도, 가거도  이어도 경우 각각 수심 50~60 m에 설치하여 이곳에서 측된 해양환

경 자료가 그 주변해역을 표할 수 있도록 할 정이다.
다섯째 인공 성에 의한 수상 이동체  재해유발 환경인자 등의 모니터링 체

계구축  실해역 용에 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인공 성에 의한 수상

선박  해양환경 모니터링은 넓은 해역을 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수 음향 

배열센서에 의한 수 음향 측정결과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유류오염  조 등에 

한 방재활동  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여섯째 경해역 리체계 구축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한다. 경해역 리체계 구축에 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운 함으로써 국토해양

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해군 등의 계기 에 련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해역 리체계를 활용하여 주요 경해역 해양환경을 집 으로 연구함으로써 

해양 토 할권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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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련 법·제도 검토

1. 주변해역 해양 측망 황  구축계획

가. 우리나라 연근해 해양환경 자동 는 수동 측정망 설치 황

(1) 정기  상시 측망

○ 주요항만 22개소 자동조석 검조

○ 연안 1,600개 지  조류 측, 서해남부  남해 440개 지  연 4회 층별 해

류 측

○ 서해남부  남해 160개 지   연안 40개(주로 등 )에서 기상요소 자동 측

○ 연차별 해역별 수심 지형 측

(2) 정선 해양환경 측

○ 근해 22개 정선의 175개 정 에서 격월 단 로 기상요소  해양환경 요소 측

○ 부정기 으로 필요시 어류회유  이동상황 조사를 통해 어장 보

나. 국가해양 측망 구축계획

(1) 추진근거

○ 해양수산발 기본법(2002. 5) 제17조 1항에 “정부는 해양  해양자원의 합

리 인 리·보   개발·이용을 하여 해양에 한 과학조사  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 인 수행을 하여 국가해양 측망을 구축·운
할 수 있다.” 라고 법률로서 명문화(표 2-16)

과 제
시행부처  

주 조

○ 실시간 해양 측망 확 국토해양부 기상청 등

○ 첨단 국지 보시스템 구축

국토해양부
기상청, 

기획재정부 등
 - 연안 해일재해 보체제 시스템 구축

 - 국지 인 해양 보시스템 구축

○ 성에 의한 해양시스템 구축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기상청 등

 - 해양 측 성탑재체 개발

 - 성자료 분석  처리시스템 개발

○ 종합해양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국토해양부 기상청 등 - 실시간 해양자료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 NEAR-GOOS 사업 참여

표 2-16. 국가해양 측망 구축 시행부처



82

(2) 추진실

○ 2001. 7: 해양수산부 주 의「국가해양 측망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 2005. 2: 제4회 과학기술 계장 회의에 「21세기 체계 인 해양 리를 한  

         국가해양 측망 발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 2007. 12: 해양수산부 주 의「국가해양 측망 기본계획에 따른 운용해양학  

          시스템 구축 계획」수립·추진

(3) 추진배경

○ 해수범람, 해난사고, 조 등으로 인한 해양재해와 장기 으로 엘리뇨와 같

은 해양이변에 효율 으로 처하기 해서는 바다에 한 정확한 정보확보

가 필수

○ 우리나라  연안의 종합해양 측망에서 제공되는 해양자료를 이용하여 국

지 인 해양 상을 보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 구축이 필요

○ 해양 측망 구축에 따른 실제 운용으로부터 직·간 으로 얻어지는 경제  

편익의 수혜분야인 해상활동  작업지원, 해양구조물 설계기  산정, 해

물자원 등 해양자원 개발, 수산어로 활동지원, 해양생태계 보호  양식산

업, , 기상 보의 률 제고, 유류유출 등 형 해양오염 방제의 

효율  지원, 해양학 연구 등에 활용

(4) 주요내용

(가) 실시간 해양 측망 확

○ 실시간 해양 측망이란 해양에서 일어나는 조석, 해·조류, 수온, 랑, 해상기상, 
해양환경 요소에 해 시·공간  변화를 장기간, 연속 으로 실시간 측하여 그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활용하는 체계 인 해양 측 시스템을 말함(그림 2-29)
○ 우리나라 연안에서 해상교통 안 , 항만개발, 해양  등 해양산업 활동의 지원

과 태풍, 해일 등에 의한 해양재해 감 책 수립에 활용되는 측자료가 부족한 

실정 

○ 이에 따라 ①등표, 잔교, 해양 측기지 등 해상구조물을 이용하여 2010년까

지 실시간 해양 측소를 91개소로 확 하고, ②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성공  구축(1995~2003년)에 이어 서해 소흑산도 부근에 가거  종합해양과

학기지 건설(2005~2009년) 완료, ③해일 보 등에 활용하기 하여 2010년까

지 조 측소를 32개소에서 38개소로 확  구축

(나) 첨단 국지 보시스템 구축

○ 자연재해의 최소화  각종 해양활동의 지원을 해서는 해일, 고, 조 , 
조류, 수온, 염분 등의 실시간 측자료를 활용하여 국지 인 해양  연안

을 보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



83

○ 이를 해 ①조석, 랑, 해일 등의 측자료를 활용한 국지정  해일 보 

시스템 구축  해수면의 장기변화  태풍발생 등을 분석하여 해일피해 
상지역에 한 지도제작 등 국지 인 연안해일 재해 보 시스템을 구축

(2006~2010년)하고, ②해양방재, 유류오염, 수색구조 등에 활용되는 조석, 수

온 등의 국지 인 해양 보 시스템을 구축(2008~2010년)

Argo 부이
실시간 관측자료 전송

- 자료수집, 분석, 정리

- 자료질 검증, 가공

- 현황 및 예보자료 생산

실시간 해양자료센터

사용자(수요자)

- 해양수산부            - 한국전력(주)  

- 국립수산진흥원      - 농업기반공사

- 국립해양조사원      - 대학, 연구소

- 기상청                  - 해양관련 용역업

- 해군                     - 항만건설업체

- 해양경찰청            - 어민, 수산업

- 환경부                  - 일반국민

- 건설교통부

- 기상예보, 해양예보

- 해난구조, 해양오염관리, 유류오염방제

- 군사작전,수색구조

- 어해황예보, 어자원관리

- 항만건설, 관리, 운영

- 해양오염대책, 지구환경변화연구

- 어로작업, 항해안전

- 연안구조물의 설계, 시공

- 해면예보, 수로안전

- 연안방재대책, 연안역관리

- 해양레져, 관광, 해양체험

       실시간 관측자료

- 수온, 염분, 탁도, 클로로필

- pH, DO

- 파향, 파고, 파주기

- 조석, 해일

- 풍향, 풍속

- 기온, 기압 등

동북아해양관측시스템

     (NEAR-GOOS)

그림 2-29. 실시간 해양 측자료 수집  분석체계도.

(다) 성에 의한 해양 측 시스템 구축

○ 우리나라는 한반도 주변을 상시 측할 수 있는 해양 측 성이 없으며, 
성자료를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도 미진한 상태

○ 이에 따라 2003년부터 2009년까지 2,880억원을 투자하여 해양 측 성탑재

체가 장착된 정지궤도 통신해양기상 성 개발을 추진

○ 역의 해양환경 정보 등을 활용하기 해서 성 해양 측 자료분석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해양환경  어장정보 등을 모든 

요구자( 학, 연구소  국가기 )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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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합해양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해상교통, 해양방재, 해양환경, 해양기상 등 종합 해양정보가 여러 분야에서 

요구되는 실정임에 따라 각 기 에서 운 하고 있는 실시간 해양 측소의 

자료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이를 해 ①국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해양  기상 등의 자료를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실시간(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하여 제공) 해양자료 통합·제공 

시스템을 구축(2005~2008년)하고, ②해양 측망을 통하여 국, 러시아, 일본

과의 극 인 실시간 해양 측 자료를 교환하여 동북아시아 해양 측망

(NEAR-GOOS) 사업에 주도 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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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가.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한 계획과의 연계성

(1) 국가과학기술지도(NTRM)
○ 국가과학기술지도는 2002년 7월에 수립된 국가계획으로서 21세기 국가경쟁

력 제고를 해선택과 집  략에 의한 자원의 효율  배분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립됨

○ 국가과학기술지도  자연재해 측  감기술(기후변화/지진 측, 지각

변형 감시  연안재해 리기술)이 핵심기술에 포함

(2) 미래 국가유망기술 선정

○ 정부는 2005년 8월 국가경쟁력과 신역량을 주도하여 ‘국부(國富)’를 지속

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국가유망기술 21개를 도출·선정함

○ 미래 국가유망기술  경해역 리를 한 기술로는 해양 토 리  이

용기술, 재해·재난 측· 리기술 등임

(3) 국가 R&D 사업 토털 로드맵

○ 국가 R&D 사업 토털 로드맵은 2007년 2월에 국가 R&D 사업의 역할과 효율

성 제고를 해 수립됨. 토털 로드맵에는 90개의 국가 육성기술군이 선정

되었고, 그 에서 특성화 기술(33개)  특성화 후보기술(57개)로 분류함

○ 해양분야 특성화 기술에는 해양 토 리  이용기술, 해양환경 조사  보

· 리기술, 환경보   복원기술, 자연재해·재난 방  응기술이 선정됨

(4)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 Initiative)(2008~2012
년)은 국가경쟁력의 핵심동력인 과학기술에 한 체계  계획 수립·추진, 이

명박 정부 출범 후 주요 여건변화를 반 , 국정철학과 과학기술분야 국정과

제 등을 충실히 반 하기 해 2008년 8월에 수립됨

○ 동 계획의 비 은 선진일류국가(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이며, 
목표는 국가 총 연구개발투자를 GDP 비 5%를 달성하며, 이를 7  분

야(7  R&D, 7  시스템)에 투입함으로써 2012년 세계 7  과학기술강국을 

실 으로 설정함

○ 7  R&D에는 50개의 육성기술과 40개의 육성후보기술로 분류함. 
이  해양분야 육성기술에는 해양 토 리  이용기술, 해양환경 조

사  보 · 리기술, 기후변화 측  응기술, 자연재해·재난 방  

응기술 등이 포함되었으며, 육성후보기술에는 해양생물자원보   해

양생명공학이용기술, 해양탐사 개발기술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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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시스템  하나인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를 실 하기 한 추진

과제에 연구시설·장비의 략  확충  활용이 선정되었으며, 특히 출연연 

연구환경 첨단화에 필요한 첨단장비 확충이 추진될 망

나. 련부처 계획과의 연계성

(1) 해양수산발 기본계획(OK 21)
○ 21세기 해양개발 능력과 기술력 향상에 비한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비

과 략을 제시하고, 해양의 합리  개발·이용·보 으로 국민 삶의 수 을 

향상시키기 하여 2000년 5월 해양수산부가 심이 되어 계부처 합동으

로 해양수산발 기본계획을 수립

○ 해양수산발 기본계획의 비 은 “청색 명을 통한 해양부국 실 ”이며, 기본

목표는 생명력 넘치는 해양국토 창조,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 지식기반

을 갖춘 해양산업 창출로 설정함

○ 추진 략으로는 생명·생산·생활의 해양국토 창조, 깨끗하고 안 한 해양환경

조성, 해양 물·에 지·공간자원의 상용화 등이며, 해양수산발  100개 

과제를 도출함 

○ 동 계획에서 경해역 리와 련된 과제는 첨단 해양 측· 보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인공 성, 해양 측부이, 해양조사선 등에 의한 국가 해양

측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

(2) 해양과학기술(MT) 개발계획

○ MT 개발을 통한 신해양가치 창출로 국민소득 2만불 시  조기달성 기여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실천방안 제시를 하여 2004년 7월 해양수산발

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수립됨

○ MT 개발계획의 목표는 동북아 물류 심국가 건설을 한 기술기반 구축, 국

가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자원  에 지원 개발, 해양재난·재해 통합 리

기술 개발, MT 연구기반 구축 등으로 설정됨

○ MT 개발계획에는 3개 분야(첨단 해양산업육성기술, 해양자원 개발  이용

기술, 해양환경 리·보 기술)에서 총 71개 추진과제가 선정되었으며, 
향후 10개년간(2004~2013년) 3조 1천억원을 집  투자·육성하고, MT 로드맵

(MTRM)을 작성하여 구체 인 분야별·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계

획됨

○ 동 계획에는 첨단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연구기반 구축의 일환으

로 동·서·남해 해양과학기지 구축, 2010년까지 총 91개소의 해양·기상 측

장비 설치, 국가 해양 측시스템 구축, 해양과학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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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과학기술 장기 계획(2009~2013년)
○ 국토해양부는 해양의 요성과 잠재력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발 의 심축

으로서 21세기 해양산업을 주도할 해양과학기술 R&D 장기 계획의 필요성

이 제기되어「해양과학기술 장기계획(2009~2013년)」을 2008년 3월에 수

립함

○ 특히 MT 개발계획, MTRM 등에서 제시된 장기 략, 미래 략기술들을 

종합 으로 반 하고,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책기조  연구

개발 방향 등을 반 하여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한편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략  우선순 를 설정함

○ 동 계획에서 선정된 18개 우수 추진과제에는 해양인 라 구축이 포함되

었으며, 세부 으로는 해양 측 타워 등 해양 측·조사 연구를 한 탐사장

비  연구시설 확충 등임

(4) 2009년도 국토해양 R&D 산요구서

○ 2008년 6월에 수립된 2009년도 국토해양 R&D 산요구서에는 국토해양부의 

해양분야 단 사업은 7개로 구성되었으며, 단 사업에 따른 세부사업은 총 

22개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음

○ 단 사업인 해양과학조사  보기술 개발에는 2개의 세부사업(해양 측조사 

인 라 구축사업, 해양과학조사연구사업)으로 구분됨

○ 해양 측조사 인 라 구축사업의 목 은 해양 토를 효율 으로 측·모니터

링하기 한 기반시설 등 인 라 구축을 통한 한반도 주변해역의 과학  조

사능력 확보임. 동 사업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구축, 해양 측시스템 개발, 
해양 측 성개발 등 3개 사업이 반 되어 있음

○ 해양과학조사연구사업의 목 은 주변국과의 해양 토 분쟁에 비한 과학  

근거자료 확보 등임. 동 사업에는 해양 토 리 련 5개 과제,  지구  

해양조사 1개 과제 등이 반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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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 측장비 설치·운 에 따른 국제법  검토

가. 유엔해양법 약 제56조

○ 유엔해양법 약 제56조(배타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할권  의

무)에 의하면 배타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짐

- 해 , 하층토  상부수역의 생물 는 무생물에 계없이 천연자원의 탐

사, 개발, 보존  리를 목 으로 하는 주권  권리와 해수, 해류  해

풍을 이용한 에 지 생산 등에 한 동수역의 경제  개발  탐사를 목

으로 한 기타활동에 한 주권  권리

- 본 약의 련규정에서 규정한 할권은 ①인공섬, 시설  구조물의 설

치와 사용, ②해양과학조사, ③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 한편 에서 언 된 해양과학조사의 개념을 살펴보면 “모든 인류의 이익을 

하여 해양환경에 한 과학  지식을 증진하기 한 활동(유엔해양법

약 제246조 3항)”으로 통상 인 과학조사 개념을 유추하여 정의하고 있음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법에는 “해양의 자연 상을 구명하기 하여 해

면·하층토·상부수역  인 기를 상으로 하는 조사 는 탐사 등의 

행 (제2조 1항)”로 해양과학조사를 정의하고 있음

․해양과학조사와 유사개념으로는 수로측량, 군함을 이용한 군사  목 의 

조사가 있음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1995. 7. 13/ 통령령 제14733호) 제13조에 따른 

조사자료의 리범 는 표 2-27과 같음

항 목 조사 자료

물리해양 수온, 염분, 해류, 조류, 조석, 랑, 해면변화, 해수 학특성  수 음향

화학해양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BOD, COD, 용존 양염류, 입자성 부유물, 미량

속  무기물, 방사성 핵종, 유기화합물, 석유  련화학물질, 유기염소

계 화합물, 용존기체, 핵산 추출물, 기타 독성물질  오염물질

생물해양
기 생산력, 클로로필  색소류, 해양미생물, 랑크톤, 서생물, 부착생

물, 난·치자어, 유 동물, 조류, 해양 충류, 해양포유류

지질해양  

지구물리

수심  해 지형, 지자기  고지자기, 력, 지진  탄성  탐사, 해 면 

상, 층서퇴 , 시추자료  해 표층 시료분석(고생물·지화학·연 측정자

료 포함), 부유퇴 물, 해안선 정보

기상해양 기온, 기압, 풍속, 풍향, 강수량, 일사량, 운량, 시정, 습도, 기조성물질

표 2-17. 해양조사자료의 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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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엔해양법 약 제60조

○ 유엔해양법 약 제60조(배타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구조물)에 

의하면 배타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을 건설하고, 이에 한 건설, 운

용  이용을 허가하고 규제하는 배타  권리를 가짐

- 인공섬

- 제56조에 규정된 목 과 그 밖의 경제  목 을 한 시설과 구조물

- 배타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시설과 구조물

○ 연안국은 이러한 인공섬, 시설  구조물에 하여 세·재정· 생·안   

출입국 리 법령에 한 할권을 포함한 배타  할권을 가짐

○ 이러한 인공섬, 시설 는 구조물의 건설은 히 공시하고, 이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한 구  수단을 유지해야 함. 만약 버려졌거나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이나 구조물은 항행의 안 을 보장하기 하여 제거

하며, 이 경우 이와 련하여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수립되어 일반

으로 수락된 국제기 을 고려해야 함. 이러한 제거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 어로·해양환경 보호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히 고려함. 한 

완 히 제거되지 아니한 시설 는 구조물의 깊이, 치  규모는 히 

공표해야 함

○ 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항행의 안 과 인공섬, 시설  구조물의 안 을 보장

하기 하여 이러한 인공섬, 시설  구조물의 주 에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 인 안 수역을 설치할 수 있음

○ 인공섬, 시설  구조물은 섬의 지 를 가지지 아니하며, 이들은 자체의 

해를 가지지 아니함. 한 이들의 존재가 해, 배타  경제수역 는 륙

붕의 경계획정에 향을 미치지 아니함

다. 유엔해양법 약 제79조

○ 유엔해양법 약 제79조( 륙붕에서의 해 선과 도 )에 의하면 모든 국가

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륙붕에서 해 선(海底電線, submarine cable)과 도

(導管, pipeline)을 부설할 자격을 가짐

○ 연안국은 륙붕의 탐사와 륙붕의 천연자원 개발 그리고 도 에 의한 오

염의 방지, 경감  통제를 한 합리  조치를 취할 권리에 따라 이러한 

선이나 도 의 부설이나 유지를 방해할 수 없음

○ 륙붕에서 의 도  부설경로의 설정은 연안국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륙붕과 련된 어떠한 규정도 자국 토나 해를 거쳐 가는 선이나 도

에 한 조건을 설정하는 연안국의 권리, 륙붕의 탐사나 그 자원의 개

발 는 자국 할권 아래에 있는 인공섬, 시설  구조물의 운용과 련하

여 부설하거나 사용하는 선과 도 에 한 연안국의 할권에 향을 미

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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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은 해 선이나 도 을 부설함에 있어서 이미 설치된 선이나 도 을 

히 고려해야 하며, 특히 기존 선이나 도 을 수리할 수도 있는 가능

성은 침해 받을 수 없음

라. 유엔해양법 약 제297조

○ 유엔해양법 약 제297조(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 차 용에 한 

제한)에 의하면 이 약에 규정된 연안국의 주권  권리 는 할권 행사

와 이 약의 해석이나 용에 한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시 강제 차 

용의 차를 제한할 수 있음

- 연안국이 항해·상공비행의 자유와 권리, 해 선  도  부설의 자유와 

권리 는 제58조에 명시된 그 밖의 국제 으로 법한 해양이용권에 

한 이 약의 규정에 반되는 행 를 하 다고 주장되는 경우

- 어느 한 국가가 앞에 언 된 자유, 권리 는 이용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동 약 는 동 약과 상충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국제법 규칙에 부합

하여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에 반되는 행 를 하 다고 주장되는 경우

※ 본 조에서 말하는 강제 차 용이란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의 해결을 하여 다음 수단 의 어느 하나 는 그 이

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제6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 소

- 국제사법재 소

-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재재 소

- 제8부속서에 규정된 하나 는 그 이상의 종류의 분쟁해결을 하여 그 부

속서에 따라 구성된 특별 재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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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상해역 선정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므로 일본, 국  러시아 등의 

국가와는 바다를 통해서도 국경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해역은 매우 

활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활한 경해역 에서 「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집 인 리가 시 히 필요한 해역만을 상해역으로서 

특별히 선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상해역의 선정에는 다음과 같은 을 고려

하 다.
첫째 타국 어선의 월경 불법어로 행 를 사 에 탐지하여 차단이 가능한 해역

을 우선 시하 다. 서해는 꽃게, 병어  조기 등 요한 수산자원이 매우 풍부하

여 표 인 연근해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해에서 규모 국 어

선단의 월경 불법어로에 의해 어장 황폐화  해양 생태계 괴가 심각하게 진행되

고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을 온 하게 보호하고 우리나라 어선의 어로작업을 안

하게 보장하기 해 타국 어선의 월경 불법어로에 한 감시  리가 필요한 실

정이다.
둘째 해양 토 주권을 강화하기 해 인 인 수상  수  이동체의 출 을 

감시할 필요가 있는 해역을 우선 으로 고려하 다. 국에 의한 이어도 주변해역

의 불법 해양조사  이어도 유권 문제제기, 일본에 의한 독도 유권 주장  

독도 근해의 부정기  순시 등의 해양 할권 침해, 북한에 의해 간헐 으로 자행되

는 잠수함  반잠수정 침투 등에 비하기 해 련된 경해역에 집 인 감시 

 리가 요청되고 있다.
셋째 경해역 리체계(IAMS)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통합 수 음향 게이트

웨이(ISAG)  통합 수 음향 노드(ISAN) 등의 수 음향 탐지센서들을 운용함으로

써 확보된 실시간 수 음향  해양환경 자료가 해양경찰청, 해군  기상청 등 

련기 의 업무 효율성 증 에 기여할 수 있는 해역을 으로 선정하 다. 수

음향 탐지센서에 의해 획득된 자료는 수상  수  이동체에 한 정보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해양기상 정보, 고래류 등 해산포유류 정보 등을 망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의 활용을 통해 경해역 리에 필요한 련기 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실제의 연근해 주요 어장에서 경제성이 있는 수산자원의 이동을 연속 으

로 악할 수 있는 해역을 고려하 다. 우리나라 연근해 주요 어장의 수산자원은  

회유하고 있는 것이 부분이다. 연근해 수산자원의 어획이 지속가능하도록 유지하

기 해 어장이 형성되는 실제의 경해역에서 직  수산자원의 이동을 연속 으로 

측하여 수산자원의 회유로  자원량을 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쓰나미  해 지진 등 자연재해를 조기에 측하기 해 방탐지를 

수행할 수 있는 해역을 선정하 다. 엘니뇨, 라니뇨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의해 갑작스런 쓰나미  해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막 한 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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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주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가능한 한 자연재해를 조기에 방에서 탐지함

으로써 해안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인 여

유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해양학 으로 요한 측해역 자료의 실시간 제공으로 국내 해양 련 

연구내용의 국제  우 를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해양 측 시스템 개발과제에 

의해 측된 연안 가까운 곳의 해양환경 자료를 획득하는 것은 비교  용이한 실정

이다. 한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사업에 의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등에서 

측된 수온  유속 등 해양환경 자료를 획득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어도 

등의 종합해양과학기지는 건설상의 애로  때문에 수심 40 m 이내에 시설되므로 

그곳에서 측된 해양환경 자료가 그 해역을 표하기에는 부 한 경우가 일반

이다. 따라서 주요 경해역과 같은 외해역의 충분한 수심이 확보된 치에서 연속

으로 측한 해양자료는 이어도 등의 종합해양과학기지 활용을 보완할 뿐만 아니

라 국내 해양연구에도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들을 고려하여 한반도 주변의 동해, 서해  남해에서 주요 경

해역으로서 독도, 동해 NLL99), 백령도, 가거도, 이어도  홍도 등의 해역을 1차 

상해역으로 선정하 다(그림 2-30). 그 후 2008년 11월 에 개최된 국토해양부, 기

상청,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

원 등의 련기  문가 자문회의에서 최종 으로 독도, 백령도, 가거도  이어도 

등의 주변해역을 「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기술개발사업」의 상해역으로 선

정하 다(그림 2-31).

99) NLL: Northern Limit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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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기술개발사업」의 1차 상해역.

그림 2-31. 「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기술개발사업」의 최종 상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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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구축기술 개발

제 1 경해역 리체계 설계  구축

1. 경해역 리체계 구성

가. 체 시스템 운용개념

○ 경해역 해양 토의 할권을 강화하기 해 경해역 리체계(IAMS)를 

구축할 상해역으로서 ①동해 끝단의 독도, ②서해 북쪽의 백령도, ③서해 

서부의 가거도, ④남해 서부 해역의 이어도 해역 등으로 하고 있으며, 

IAMS의 운용 개요도는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경해역 리체계 운용 개요도.

○ IAMS 구성은 그림 3-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①
경해역으로 진입하는 수상/수  인공 이동체 탐지를 한 수 음향 탐지 부분

(ISAG-M, ISAG-B) ②탐지 역 확장을 한 수 음향 자료 송 네트워크 구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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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ISAN-M, ISAN-B), ③해역 리를 한 해양환경인자 측부분(해역 리인자 

측부이), ④인공 성을 활용하는 역탐지 부분(인공 성 정보 통합분석), ⑤수

신자료 통합운  부분(체계종합  음향/환경정보 통합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 IAMS 체 구성도.

○ 음향벡터 센서로 구성된 천해용  심해용으로 고정형 배열센서  확장형 센

서를 설치/운용하며(표 3-1), 획득한 자료는 복합 이블과 육상 용망을 이

용하여 경해역 연구센터로 실시간으로 송한다(그림 3-3). 

○ 해역 리인자 측부이(OBAM)에 의해 해역 리에 필요한 수온분포  유속

분포 등 해양환경 자료를 수집하여 음향자료 해석  수상/수  이동체 탐

지모델 운용에 용한다.

○ 인공 성을 활용하여 역의 경해역에 해 수상/수  인공 이동체 분포상

황  해양환경을 주기 으로 모니터링하여 음향 시스템에 의해 측정된 자

료를 보완한다.

○ 경해역 연구센터에서는 이들 자료를 실시간 신호/정보처리, 획득자료 장/
유지 리  상시 실시간 구역감시 황을 모니터링하고, 획득정보는 자체이

용  해양 토 리체계를 이용하는 유 기 (국토해양부, 해군, 해양경찰청, 
기상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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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주 요 기 능

ISAG-M100)

심해용 음향 

벡터 배열센서

(수직형배열: 
vertical line 

array)

•수  는 수상 인공이동체 방사잡음 측정, 어류 분포상태 

측, 쓰나미/지진 측 등 다양한 수 음향 데이터 획득을 한 

Gateway 역할 수행

•수심 500 m 이상의 심해 운용

•음향신호 획득환경이 유리한 수심에 계류

•음원의 방 탐지 정보획득  청음이득을 높이기 해 음향 

벡터 센서 모듈이 복수개로 배열되어 구성

•배열 최상단과 최하단에 치한 수심  온도측정 센서 설치

• 역 음향신호 수신을 한 역 등방성 음향센서 설치

ISAN-M101)

심해용 

탐지 역 

확장형 센서

• ISAG의 음향신호 탐지반경 외 는 지형 으로 ISAG를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되어 수 음향 데이터를 획득을 한 

node 역할 수행

•획득된 정보를 가공 는 원시형태로 유선 는 무선으로 송

•수심 500 m 이상의 심해에서 원하는 수심 역에 센서를 설치

하기 해 수직형 계류 시스템 형태로 설계/제작

•수 음향 통신을 한 장비와 회수시 치추 을 한 부가 

장비 장착

ISAG-B102)

천해용 음향 

벡터 배열센서

(수평형배열: 
horizontal line 

array)

•수  는 수상 인공이동체 방사잡음 측정, 어류 분포상태 

측, 쓰나미/지진 측 등 다양한 수 음향 데이터 획득을 한 

Gateway 역할 수행

•수심 100 m 이하의 천해 운용

•빈번한 어로활동으로 인해 센서손상 방지를 해 수평 배열 

형태로 해 에 매설

•어군탐지부나 수 통신부의 경우 수평형배열 센서부와 분리되

어 일부가 외부로 노출된 구조로 설계

ISAN-B103)

천해용 

탐지 역 

확장형 센서

•ISAG의 음향신호 탐지반경 외 는 지형 으로 ISAG을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되어 수 음향 데이터를 획득을 한 

node 역할 수행

•획득된 정보를 가공 는 원시형태로 유선 는 무선으로 송

•수심 100 m 이내 부설 운용

•부설된 장비를 천해환경에서의 어로활동 등으로부터 안 하게 

보호하기 해 bottom-mounted 형태로 설계/제작

•수 음향통신을 한 장비와 회수시 치추 을 한 부가장

비 장착

표 3-1. 심해용  천해용 음향 시스템 개요

100) ISAG-M: Integrated Submerged Acoustic-measurement & Gateway - Moored type
101) ISAN-M: Integrated Submerge Acoustic-measurement & Node - Moored type
102) ISAG-B: Integrated Submerged Acoustic-measurement & Gateway - Buried type
103) ISAN-B: Integrated Submerged Acoustic-measurement & Node - Bottom-mounte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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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IAMS 설치 개념도.

나. 시스템 연동개념

○ 총 4개소에 설치되는 경해역 리체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용량 음향

자료, 해역 리인자 자료, 인공 성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이 ( )실시간으로 

측되며, 이들 자료들은 복합 이블 혹은 성망을 이용하여 육상 기지

국으로 송된다.
 
○ 육상 기지국으로 송된 자료들은 해당 사이트에 설치된 원격지를 거쳐 기

존 통신망(LAN)을 거쳐 경해역 연구센터로 송된다.

○ 경해역 리체계의 연동  데이터 흐름도는 천해와 심해 환경에 따라 일

부 차이는 있지만, 체 인 연동  데이터 흐름도는 각각 그림 3-4  그

림 3-5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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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IAMS 체 연동도.

그림 3-5. IAMS 데이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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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역별 시스템 구성방안

○ 경해역 리체계(IAMS)는 심해용 1개소(독도 인근해역), 천해용 3개소(백
령도, 가거도, 이어도 인근해역)로 분리되어 구성된다(그림 3-6). 따라서 각각

의 해역에 합한 시스템이 설계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3-6. IAMS 설치 치도.

(1) 독도 인근해역

○ 독도 인근해역은 해 면 경사가 격한 해역으로 주변해역은 수심이 1,000 m 
이상의 심해지역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해양 토 분쟁의 험이 상존

하는 지역이다. 

○ 연근해 지역과는 달리 어선에 의한 어로행  강도가 매우 약한 지역이며, 조

석  해류의 향 한 미약하여 설치 시스템의 안정성이 양호한 지역이

다. 따라서 경해역 리체계 심해용은 해 면에 계류 앵커를 설치하고 

층에 통합 음향탐지 체계인 계류형 통합 수 음향 게이트웨이(ISAG-M) 시

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 ISAG-M 시스템은 독도에서 복합 이블로 연결되어 원공   자료 송

을 실시하며, 탐지면 을 증가시키기 하여 독도를 심으로 서로 다른 방향

으로 3조의 시스템(ISAG-M #1, ISAG-M #2, ISAG-M #3)을 설치한다(그림 3-7). 



101

그림 3-7. 독도에 설치될 IAMS 운용 개념도.

○ 독도 해역의 경해역 리체계 구축을 한 요소들은 ISAG-M, ISAN-M(계
류형 통합 수 음향 노드), 음향신호 수신  원격지 리를 한 음향신호 

수신장치, 해역 리인자 측부이, Microwave 송수신 장치, 인공 성 정보 

통합분석, 경해역 연구센터의 신호정보 분석장치 등이다(그림 3-8).

그림 3-8. 독도 IAMS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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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에 의한 음향탐지 환경의 제약이 큰 하계 시기에는 ISAG-M 시스템 

외곽에 여러 개의 ISAN-M 시스템을 설치하여 탐지거리를 다양하게 향상시

킨다. ISAN-M에서 수신된 음향자료는 복합 이블로 연결된 ISAG-M으로 

수 통신을 이용하여 자료를 송시킨다. 

○ 음향자료 해석  음향수치 모델에 의한 음향 탐지거리 측 등에 활용될 

해역 리 환경인자는 독도에서 무선통신이 가능한 해역에 부이 형태로 운용

하며, 낮은 력이 소요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태양 지 방식을 채택하여 사

용한다.

○ 독도에 설치될 종합해양 측기지의 설치수심이 얕아 계획된 측기지를 통

한 자료는 음향자료 해석  음향탐지 모델운용을 한 해역 리 환경인자 

자료로서 효용성이 낮을 것으로 상된다. 한 음향 시스템과 결합된 단일 

시스템 운용은 하나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시스템에 험요

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 

체의 험성을 분산시키기 하여 수심이 깊은 지역에 독립 으로 운용되

는 부이 시스템을 운용할 계획이다.

○ 수  복합 이블을 통해 음향센서들로부터 수신된 자료는 독도 육상에 

설치된 원격지 서버를 거쳐 마이크로 를 이용하여 울릉도까지 자료를 송

하며, 울릉도에서는 기존 통신망을 활용하여 경해역 연구센터까지 모든 

자료를 송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그림 3-9). 

그림 3-9. 독도 IAMS의 경우 자료 송을 한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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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인근해역의 경해역 리체계 구축을 한 수 음향 시스템의 설치 

치는 리 상인 북한, 러시아, 일본 등의 수   수상 이동체의 상되

는 유입경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총 3조의 ISAG-M은 독도를 심으로 북쪽, 북동쪽, 남동쪽에 치하며 이

들 지역은 독도로부터 약 7~8 km 떨어진 수심 500 m 지역에 각각 설치된

다(그림 3-10(a)). 동계 시기에는 원거리 수 음  특성이 양호하여 

ISAG-M 시스템 자체만으로도 해역 리를 한 음향자료 획득이 가능하나, 
원거리 음 달 특성이 불량한 하계 시기에는 ISAG-M 시스템 외곽에 수

통신이 가능한 거리에 여러 개의 ISAN-M 시스템을 동시에 운용하여 음향탐

지 거리를 증가시킨다. 

○ 3조의 ISAG-M 시스템과 복수의 ISAN-M 시스템을 이용한 탐지 역  운용 

범 로부터 독도 인근해역 체를 경해역 해양 토 리 상 역으로 포

함시킬 수 있음을 로 보여주고 있다(그림 3-10(b)).

그림 3-10. 독도 IAMS의 설치해역  운용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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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령도 인근해역

○ 백령도 인근해역은 최  수심이 60~70 m 이내인 천해환경으로 독도 인근의 

심해환경과는 다른 음향탐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 이 지역은 북한과 군사 분계선으로 인 하고 있어 남‧북한간의 다양한 어선, 
상선  해군 세력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해양 토의 북방한계 지 으로 

요한 지리  요충지이다.

○ 백령도 인근해역은 서해의 표 인 꽃게 어장으로 성어기에는 우리나라, 북

한, 국 어선의 어로행  강도가 매우 강한 지역이고, 조류가 강하여 설치 

시스템의 유지에 한 험요소가 큰 지역이다. 

○ 경해역 리체계 천해용은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하여 주된 음향수신 

장치를 해 에 매설하는 방식으로 3조의 매설형 통합 수 음향 게이트웨이

(ISAG-B) 시스템을 운용한다.

○ ISAG-B 시스템은 백령도에서 복합 이블로 연결되어 원공   자료 송

을 실시하며, 탐지면 을 증가시키기 하여 백령도를 심으로 서로 다른 방향

으로 3조의 시스템(ISAG-B #1, ISAG-B #2, ISAG-B #3)을 설치한다(그림 3-11).

그림 3-11. 백령도 인근해역에 설치될 IAMS 운용 개념도.

○ 백령도 해역의 경해역 리체계 구축을 한 요소들은 ISAG-B, ISAN-B(해
설치형 통합 수 음향 노드), 음향신호 수신  원격지 리를 한 음향

신호 수신장치, 해역 리인자 측부이, 인공 성 정보 통합분석, 경해역 

연구센터의 신호정보 분석장치 등이다(그림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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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백령도 IAMS 구성도.

○ 해양환경에 의한 음향탐지 환경의 제약이 큰 하계 시기에는 ISAG-B 시스템 

외곽 혹은 주변에 여러 개의 ISAN-B 시스템을 설치하여 탐지거리를 다양하

게 향상시킨다. ISAN-B에서 수신된 음향자료는 복합 이블로 연결된 

ISAG-B로 수 통신을 이용하여 자료를 송시킨다. 

○ 음향자료 해석  음향수치 모델에 의한 음향 탐지거리 측 등에 활용될 해역

리 환경인자는 백령도에서 무선통신이 가능한 해역에 부이 형태로 운용하며, 
낮은 력이 소용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태양 지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한다.

○ 백령도에는 설치되어 운용 인 종합 해양 측기지가 없기 때문에 음향자료 

해석  음향탐지 모델운용을 해 최 한 깊은 수심에서 해역 리 환경인

자 자료취득을 목 으로 독립 인 부이 시스템을 운용한다. 

○ 음향 시스템과 결합된 단일 시스템 운용은 하나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

을 때 모든 시스템에 험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시스템 체의 험성을 분산시키기 하여 음향 시스템과

는 독립 으로 해역 리인자 측부이를 운용할 계획이다. 

○ 수  복합 이블을 통해 음향센서들로부터 수신된 자료는 백령도 육상에 

설치된 원격지 서버를 거쳐 기존 통신망을 활용하여 경해역 연구센터까지 

모든 자료를 송한다(그림 3-13). 



106

그림 3-13. 백령도 IAMS의 경우 자료 송을 한 네트워크 구성.

○ 총 3조의 ISAG-B 시스템은 백령도를 심으로 북쪽, 북서쪽, 남서쪽에 치하

며, 이들 시스템은 수심 40~60 m 지역에 각각 설치된다(그림 3-14). 동계 시기

에는 원거리 수 음향 특성이 양호하여 ISAG-B 시스템 자체만으로도 해

역 리를 한 음향자료 획득이 가능하나, 원거리 음 달 특성이 불량한 하

계 시기에는 ISAG-B 시스템 외곽  주변의 수 통신이 가능한 거리에 여러 

개의 ISAN-B 시스템을 동시에 운용하여 음향 탐지거리를 증가시킨다. 

그림 3-14. 백령도 IAMS의 설치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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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거도 인근해역

○ 가거도 인근해역은 백령도와 유사한 음향탐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

은 서해의 황 어장으로 알려져 있어 수산자원의 어획문제로 우리나라와 

국의 어선 세력이 첨 하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양 토 리가 필

요한 지리  요충지이다.

○ 가거도 인근해역은 성어기에 우리나라, 국 어선의 어로행  강도가 매우 

강한 지역이고, 조류가 강하여 설치 시스템의 유지에 한 험요소가 큰 

지역이다. 

○ 경해역 리체계 천해용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하여 주된 음향 수신

장치를 해 에 매설하는 방식으로 3조의 ISAG-B 시스템을 운용한다.

○ ISAG-B 시스템은 가거도와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세워지는 가거  사이 해역에 

복합 이블로 연결되어 원공   자료 송을 실시하며, 탐지면 을 증

가시키기 하여 각기 다른 방향으로 3조의 시스템을 설치한다(그림 3-15).

그림 3-15. 가거도 인근해역에 설치될 IAMS 운용 개념도.

○ 가거도 주변해역의 경해역 리체계 구축을 한 요소들은 ISAG-B, 
ISAN-B, 음향신호 수신  원격지 리를 한 음향신호 수신장치, 해역

리인자 측부이, 인공 성 정보 통합분석, 경해역 연구센터의 신호정보 

분석장치 등이다(그림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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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가거도 IAMS 구성도.

○ 해양환경에 의한 음향탐지 환경의 제약이 큰 하계 시기에는 ISAG-B 시스템 

주변 혹은 외곽에 여러 개의 ISAN-B 시스템을 설치하여 탐지거리를 다양하

게 향상시킨다. ISAN-B에서 수신된 음향자료는 복합 이블로 연결된 

ISAG-B로 수 통신을 이용하여 자료를 송시킨다. 

○ 음향자료 해석  음향 수치모델에 의한 음향 탐지거리 측 등에 활용될 

해역 리 환경인자는 가거도에서 무선통신이 가능한 해역에 부이 형태로 운

용하며, 낮은 력이 소요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태양 지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한다.

○ 가거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수심 14 m의 암  에 설치될 정이어서 여기

에서 측된 해양환경 자료는 얕은 곳의 측정값이므로 음향자료 해석  음

향탐지 모델운용을 한 해역 리 환경인자 자료로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 한 깊은 수심에서의 해역 리 환경인자 자료를 취득하기 하여 독립

인 부이 시스템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 음향 시스템과 결합된 단일 시스템 운용은 하나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

을 때 모든 시스템에 험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시스템 체의 험성을 분산시키기 하여 음향 시스템과

는 독립 으로 부이 시스템을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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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복합 이블을 통해 음향센서들로부터 수신된 자료는 가거도 육상에 

설치된 원격지 서버를 거쳐 기존 통신망을 활용하여 경해역 연구센터까지 

모든 자료를 송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그림 3-17). 

그림 3-17. 가거도 IAMS의 경우 자료 송을 한 네트워크 구성.

○ 가거도와 가거  사이의 인근해역에서 경해역 리체계 구축을 한 수  

음향 시스템의 설치 치는 리 상이 주로 국의 해양세력임을 고려하여 

수   수상 이동체의 상 유입경로에 비하도록 선정할 계획이다.

○ 총 3조의 ISAG-B 시스템은 가거도를 심으로 북서쪽, 서쪽, 남쪽에 치하

며, 이들은 수심 50~60 m 지역에 각각 설치된다(그림 3-18). 동계 시기에는 

원거리 수 음향 특성이 양호하여 ISAG-B 시스템 자체만으로도 해역

리를 한 음향자료 획득이 가능하나, 원거리 음 달 특성이 불량한 하계 

시기에는 ISAG-B 시스템 외곽  주변의 수 통신이 가능한 거리에 여러 

개의 ISAN-B 시스템을 동시에 운용하여 음향 탐지거리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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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가거도 IAMS의 설치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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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어도 인근해역

○ 이어도 인근해역은 백령도, 가거도 해역과 유사한 음향탐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서남해의 주요어장으로 알려져 있어 수산자원의 어획을 둘러싸고 우

리나라와 국의 어선세력이 첨 하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  지하자원

의 존재 가능성이 커 해양 토 확보  리 측면에서 지리  요충지이다.

○ 이어도 인근해역은 국과 해양 토 경계획정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며, 수출입을 한 해상 물동량의 주요 이동경로로서 해양 토의 최남단 역

할을 하는 략 인 거  지역이다. 한 국과 일본의 수상  수  해상

세력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 이어도 인근해역은 성어기에 우리나라, 국, 일본 어선들의 어로행  강도

가 매우 강한 지역이고, 조류가 강하여 설치 시스템의 유지에 한 험요

소가 큰 지역이다. 

○ 경해역 리체계 천해용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하여 주된 음향수신 

장치를 해 에 매설하는 방식으로 3조의 ISAG-B 시스템을 운용한다.

○ ISAG-B 시스템은 재 운용되고 있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까지 복합 

이블로 연결되어 원공   자료 송을 실시하며, 탐지면 을 증가시키

기 하여 각기 다른 방향으로 3조의 시스템을 설치한다(그림 3-19). 

그림 3-19. 이어도 인근해역에 설치될 IAMS 운용 개념도.

○ 이어도 주변해역의 경해역 리체계 구축을 한 요소들은 ISA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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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N-B, 음향신호 수신  원격지 리를 한 음향신호 수신장치, 해역

리인자 측부이, 인공 성 정보 통합분석, 경해역 연구센터의 신호정보 

분석장치 등이다(그림 3-20).

그림 3-20. 이어도 IAMS 구성도.

○ 해양환경에 의한 음향탐지 환경의 제약이 큰 하계 시기에는 ISAG-B 시스템 

주변 혹은 외곽에 여러 개의 ISAN-B 시스템을 설치하여 탐지거리를 다양하

게 향상시킨다. ISAN-B에서 수신된 음향자료는 복합 이블로 연결된 

ISAG-B로 수 통신을 이용하여 자료를 송시킨다. 

○ 음향자료 해석  음향 탐지거리 측 등에 활용될 해역 리 환경인자는 이

어도에서 무선통신이 가능한 해역에 부이 형태로 운용하며, 낮은 력이 소

요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태양 지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한다.

○ 이어도 종합해양해양과학기지의 경우 수심 40 m, 암  가까운 곳에 설치되

어 있어 여기에서 측된 해양환경은 음향자료 해석  음향 탐지모델 운용

을 한 해역 리 환경인자 자료로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 한 깊은 수

심에서 해역 리 환경인자 자료를 취득하기 하여 독립 인 부이 시스템을 

운용할 정이다. 

○ 음향 시스템과 결합된 단일 시스템 운용은 하나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

을 때 모든 시스템에 험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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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이러한 시스템 체의 험성을 분산시키기 하여 음향 시스템과

는 독립 으로 부이 시스템을 운용할 계획이다. 

○ 수  복합 이블을 통해 음향센서들로부터 수신된 자료는 이어도 종합해

양과학기지에 설치된 원격지 서버를 거쳐 성 통신망을 활용하여 경해역 

연구센터까지 자료를 송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그림 3-21). 

그림 3-21. 이어도 IAMS의 경우 자료 송을 한 네트워크 구성.

○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 경해역 리체계 구축을 한 수 음향 시스템의 

설치 치는 리 상이 주로 국과 일본의 해양세력임을 고려하여 수  

 수상 이동체의 상 유입경로에 비하도록 선정한다.

○ 총 3조의 ISAG-B 시스템은 이어도를 심으로 동쪽, 서쪽, 남쪽에 치하며 

이들은 수심 50~60 m 지역에 각각 설치된다(그림 3-22). 동계 시기에는 원거

리 수 음향 특성이 양호하여 ISAG-B 시스템 자체만으로도 해역 리를 

한 음향자료 획득이 가능하다. 

○ 원거리 음 달 특성이 불량한 하계 시기에는 ISAG-B 시스템 외곽  주변

의 수 통신이 가능한 거리에 여러 개의 ISAN-B 시스템을 동시에 운용하여 

음향 탐지거리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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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이어도 IAMS의 설치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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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해역 리체계 측장비 구성

가. 계류형 통합 수 음향 게이트웨이 시스템

○ 계류형 통합 수 음향 게이트웨이(ISAG-M) 시스템은 독도 인근해역 심해의 

특정수심에 음향신호 획득환경이 가장 양호하도록 수직형 배열(VLA104)) 센

서부를 계류형으로 설치되며, 수신되는 인공 방사잡음(man-made underwater 

radiated noise)으로부터 해양 토 리해역으로 들어오는 수  는 수상 인

공 이동체의 종류  치(방 , 거리) 등에 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악한

다.

○ 자료 송  시스템 운용에 충분한 원은 수  이블로 공 되며, 수직

형배열 센서부의 상부에 수평 어군탐지 시스템을 설치한다. 그리고 수직형 

배열 센서부의 하부에 수 통신부를 설치하여 탐지 역 확장을 한 계류형 

통합 수 음향 노드(ISAN-M) 시스템과의 수 자료 송 네트워크를 구축함

으로써 수 음향 신호를 육상으로 달하는 Gateway 역할을 담당한다(그림 

3-23).

○ 하단부에 유지보수  회수를 한 acoustic release를 설치하고, 상단부에 시

스템의 선형성을 유지하기 한 수 부이(submerged buoy)를 설치한다. 그 

밖에 수직형배열 센서부 주변의 음 달 환경특성을 악하기 한 수온/

염분/수심 센서를 부착한다. 

104) VLA: Vertical Line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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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심해계류형 통합 수 음향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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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직형 배열 센서부

○ 수직형 배열 센서부(VLA)는 표 의 수 음향 정보획득  청음이득을 높이

기 해 음향벡터 센서 모듈이 복수 개로 배열되어 구성되며, 배열 최상단

과 최하단에 치한 수심  온도 측정 센서, 역 음향신호 수신을 한 

역 등방성 음향센서 등으로 구성된다(그림 3-24).

○ 물리 인 양에서 기 인 신호로 변환된 각각의 센서 출력신호는 필요에 따

라 신호 조정반을 거쳐 신호의 왜곡  손실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1차 가공

되며, 이 신호는 신호 변환반에서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다.

…

: 신호전송모듈

: 신호변환반

: 전원분배반

: 압력 및 온도센서

: 음향벡터센서

: 광대역등방성센서

: 신호조정반

: 전원공급용 케이블

: 데이터통신용 케이블

: 광케이블

광대역등방성센서모듈

압력 및 온도센서모듈(상)음향벡터센서모듈(배열)압력 및 온도센서모듈(하)

신호전송모듈

그림 3-24. 심해계류형 수직형 배열 센서부 내부 구성.

○ 디지털로 변환된 다종 다채  디지털 센서신호는 신호 송 모듈에서 

Multiplexing된 후 변환되어 복합 이블을 통해 육상으로 송된다.

○ 수직형 배열 센서부의 모든 구성품은 노화  고장에 비하기 하여 3
으로 장착하여 설계되었으며, 이것은 구성품 고장으로 인한 센서인양  재

설치보다 비용  리 측면에서 효과 이다.

(가) 음향벡터 센서

○ 음향벡터 센서의 주 기능은 수 /수상 이동체에서 방사되는 음향신호  배

경잡음을 수신하여 기 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며, 변환된 신호

는 치 증폭기의 입력에 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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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 센서의 표 인 제원은 수신감도 -190 dB re 1V//μPa, 수신 주 수 범

 5 Hz~2.4 kHz이다.

○ 설계상의 사항은 Element 설계/제작  음향특성 평가 기술, 배열구조 

설계  음향해석 기술, 하우징 구조  수 구조 설계 기술 등이다.

○ 음향벡터 센서의 형상은 그림 3-25와 같다.

그림 3-25. 심해계류형 음향벡터 센서의 형상.
 

(나) 치 증폭기

○ 치 증폭기의 기능은 ①음향센서의 미약한 아날로그 신호를 외부잡음의 유

입없이 증폭하고 A/D변환 단계에서 동 범  증 를 한 음향신호 보정 

기능, ② 첩 상에 의한 왜곡방지를 하여 입력신호의 역을 규정된 범

로 제한하는 기능, ③  처리된 아날로그 신호를 송손실이 없이 신호 

변환반까지 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주요 제원은 입력 임피던스 5 MΩ 이상, 원 압  소모 류 ±15 V 이상 

(최  40 mA 이하), 왜율 -60 dB 이하이다.

○ 설계상의 사항은 잡음 고효율 원 설계, 잡음/ 류 소모부품 선

정, 잡음  환경(온도, 습도) 변화에 견디는 회로  회로기  설계/제작이

다.

○ 치 증폭기는 잡음 원 분배기를 이용하여 수신되는 음향신호의 보정회로

를 거쳐 신호 변환기로 신호를 보내는 구조를 갖는다(그림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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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보호
이득

증폭기
수중소음
보정회로

저역통과
필터

음향센서

Low-Noise
전원분배기

신호변환기출력
버퍼

그림 3-26. 심해계류형 음향벡터 센서의 치 증폭기 블록도.

(다) 신호 변환반

○ 신호 변환반의 기능은 센서  치 증폭기로부터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를 

AGC105) 신호에 따라 증폭하고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할당된 채 에 데

이터를 실어 다음 노드로 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주요 제원은 A/D 분해능 16 bit, 샘 링 주 수 가변 sampling 1~64 kilo sample/s, 
AGC 범  0~50 dB이다.

○ 설계상의 사항은 에러 검출  수정이 용이한 데이터 통신 임 설계, 
데이터 효율을 고려한 디지털 복합 신호 Multiplexing 구조, 고장배제가 가능

한 노드 설계이다.

○ 신호 변환반의 임 구성을 한 설계의 는 그림 2-27과 같다.

Preamble Header
Node

Information
Data Data Check Sum. . .

그림 3-27. 심해계류형 음향벡터 센서의 신호 변환반의 임 구성도.

(라) 역 등방센서

○ 역 등방센서의 기능은 음향신호  배경잡음을 수신하여 기 인 신호

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며, 변환된 신호는 치 증폭기의 입력에 인가된다.

○ 주요 제원은 수신감도 -191 dB re 1V//μPa, 주 수 범  0.1 Hz～25 kHz이다.

105) AGC: Automatic Gai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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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 분배반

○ 원 분배반의 기능은 육상의 원 공 기로부터 장거리 송되어온 고 압

(500 V 이상) 직류 원을 신호 변환반  신호 조정반 공 용 원으로 안

정 이고 효율 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주요 제원은 최  출력 류 0.5 A 이상, 출력 압 정 도 ±5%, 출력잡음 

압(BW: 10～20 MHz) 20 mVp-p 이하, 라인/로드 귤 이션 ±5% 이하이다.

○ 설계상의 사항은 switching 잡음차폐 기술, 출력잡음(ripple) 제거 기술, 
low dropout voltage 라인 귤 이션 기술이다.

(바) 신호 송 모듈

○ 신호 송 모듈의 기능은 신호 변환반으로부터 수신된 디지털 신호를 변환

을 한 데이터 임으로 재정렬하고 음향신호 수신장치로부터 O/E 조립

체로 송되어진 AGC, sample 신호를 수신하여 각 음향센서 모듈에 송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 주요 제원으로 통신방식은 Gigabit Ethernet 방법을 택하고, 데이터 송속도

는 최  80 MB/s이다.

○ 설계상의 사항은 통신 기 시간(latency time) 최소화 기술  redundant 
구조 설계를 통한 고장회수 시간 최소화 등이다.

(2) 속부

○ 속부는 ISAG-M 시스템의 수직형 배열 센서와 acoustic release 사이에 장착

되어 센서신호 수신장치와 수직형 음향 센서를 수  이블을 이용해 

기 , 학 , 기계 으로 연결하는 부분이다(그림 2-28).

○ 수직형 배열센서 외에 부가 으로 장착되는 수  통신부  acoustic release
는 각각의 연동단자를 통해 동작에 필요한 원을 공 받고 수직 배열형 센

서부의 신호 송 모듈과 연결되어 육상장비  ISAN-M 시스템에서 달되

는 각종 제어신호 수신  상태정보 송, ISAN-M 시스템의 수신 데이터 

송을 한 연동기능을 수행한다.

○ 이외에 센서확장 연동단자를 이용하여 육상 공 원을 분배하고 데이터  

제어신호 연동을 한 신호 증폭반을 통해 별도의 추가장비가 없이 

ISAG-M 시스템을 원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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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증폭반

수중통신기
전원분배반

Acoustic Release
전원분배반

확장Buoy연동단자

VLA부 연동단자

수중통신반 연동단자

Acoustic Release 연동단자

전원케이블

광케이블

제어/통신용케이블

수중광케이블연결단자

그림 3-28. ISAG-M 시스템내의 속부 블록 다이어그램.

(3) 계류부

○ 계류부는 해 면에 계류시키는 ISAG-M 시스템 장비가 설치장소에서 치 

이동이 없이 안정 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고, 회수시 수면 로 부

상하여 장비의 손상이 없이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 계류부의 주요 제원에서 형상은 elliptical 형태이고, 운용수심은 500 m, 인장

력은 4,000 kg 이상으로 한다.

○ 설계 사항은 구성품간 이블 꼬임 상 방지와 설치, 회수를 고려한 계

류부 설계, 각 구성품의 계류 합성 검토를 통해 신뢰성이 있는 계류 시스

템을 구성하며, 계류 시스템의 각 구성품  설치환경을 시뮬 이션 로그

램에 입력하여 수 에서 안정 인 계류를 할 수 있는지를 사 에 확인한다.

(4) 회수부

○ 회수부는 glass ball과 acoustic release로 구성되어 계류 시스템에서 보조 부력

체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비  교체 목 의 회수상황 발생시 앵커부분의 

분리를 통해 ISAG-M 시스템 체를 수면 로 부상시키는 기능을 갖는다(그
림 3-29).



122

○ ISAG-M 시스템 수리  회수용 선박에 장착된 deck unit에서 코드화된 송신 

신호를 transducer를 통해 시스템 설치해역으로 송신하여 acoustic release를 

구동시킨다.

○ 회수부의 설계  사항은 회수 신뢰성 향상을 한 trigger 신호  공  

원의 2 화 설계, 해양생물 부착  부식 등에 강한 분리구조 설계 등이다.

그림 3-29. ISAG-M 시스템 회수부 구성 개요  원리.

(5) 복합 이블

○ 복합 이블은 수  센서부의 음향신호를 변환기에 의해 신호로 육상

의 음향신호 수신장치로 장거리 송하는 역할과 수 음향 센서부로의 압

공 과 제어신호 송신기능을 수행한다(그림 3-30).

○ 복합 이블은 인장력, 수압, 온도 등의 환경에 견디도록 해 에 포설, 매

설되고, 회수  재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 비틀림, 인장력, 측

압, 굴곡(bending), 마모 등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 내해수성 설계  이블의 단으로 인한 해수침입 방지구조로 설계되어 

복합 이블의 연결 속시 신호의 손실을 래시킬 수 있는 기계 , 
기 , 학  부정합(mechanical miss alignment)이 최소화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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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ISAG-M 시스템과 육상국을 연결하는 

수 이블의 단면 .

(6) 어군탐지부

○ 수평형 어군탐지부는 수직형 센서 배열부(VLA) 상단부와 상층 수 부이와의 

사이에 치하며, ISAG-M 시스템 주변을 계 별로 이동하거나 체류하는 어

류의 분포특성을 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그림 3-31).

그림 3-31. ISAG-M 시스템내의 수산음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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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군탐지 센서의 표 인 제원으로 사용 주 수 38 kHz, 빔 형태 split-beam, 
음압 벨 약 210 dB, 빔폭 15°, 최  탐지거리 400 m이다.

○ 설계상의 사항으로는 송수신 시스템  제어 시스템이 결합된 embedded 
형태의 시스템을 구성하며, 음향센서 내부에 기울기 보정센서를 내장하여 

센서의 기울기 자료를 동시에 측정하도록 한다. 

○ 어군탐지부는 어군과 개개 어류의 음향신호를 수신하여 장하며, 복합 

이블을 통해 육상으로 송한다(그림 3-32).

그림 3-32. 수산음향 시스템의 내부 알고리즘.

(7) 쓰나미  지진 측부

○ 지진 측부는 근거리  원거리에서 발생하는 지진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진

를 감지하며, 쓰나미 측부는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된 해일의 황

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 지진 측부는 ISAG-M 시스템 주 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근  정 감시 임

무를 수행하며, 지구  규모 지진활동 감시의 기능도 수행한다.

○ 쓰나미  지진 측부는 100 samples/s(20~250 samples/s  선택 으로 사

용) 정도의 샘 링 속도로 지진  쓰나미 정보를 수집한다.

○ 쓰나미  지진 측부는 실시간 주변 배경잡음, 3성분 근거리  원거리 지

진신호, 수압식 고자료를 획득하여 복합 이블을 통하여 육상으로 

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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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미  지진 측부는 수직형 센서 배열부(VLA)의 진동으로 인한 잡음을 

최소화하기 하여 VLA로부터 20~30 m 이상 떨어진 해 면에 설치한다(그
림 3-33).

그림 3-33. 지진 측 센서의 내부  해 면에 설치된 모습.

(8) 수  통신부

○ 수  통신부는 탐지 역 확장을 해 계류형 통합 수 음향 노드(ISAN-M) 
시스템과의 수 통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원격 취득자료를 육상으로 달

하는 Gateway 역할을 담당한다.

○ 속부의 연동단자를 통해 동작에 필요한 원을 공 받고, 수직형 음향센서

부와 RS-232 통신을 통해 수  통신부와 연결되며, 수  통신부를 통하여 

제어명령  데이터를 패킷형태의 디지털 데이터로 ISAN-M 시스템과 교환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수  통신부의 물리계층은 신호 송을 하여 송신 신호처리부, 송신신호 증

폭부, 송수신 겸용 트랜스듀서로 구성된 송신부와 송신된 신호수신을 하

여 송수신 겸용 트랜스듀서, 수신신호 증폭부, 수신 신호처리부로 구성되며, 
10 kbps(kilo bits per second) 이상의 송속도로 달거리 3 km 이상을 

할 수 있고, 송오율은 10-5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 다수의 ISAN-M 시스템과 효율  정보교환을 한 매체 근 제어기능  목

지까지 정보가 달되기 한 경로설정 기능을 포함한 수  네트워크 형

성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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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류형 통합 수 음향 노드 시스템

○ 계류형 통합 수 음향 노드(ISAN-M) 시스템은 ISAG-M 시스템의 음향신호 

탐지 반경 외 는 지형 으로 ISAG-M 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설

치되어 수 음향 데이터를 획득하고 획득된 정보를 가공 는 원시 형태로 

무선(혹은 유선)으로 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ISAN-M 시스템은 ISAG-M 시스템과 동일하게 500 m 이상의 심해에서 원하

는 수심 역에 센서를 치시키기 해 수직형 계류 시스템 형태로 설계  

제작된다.

○ ISAN-M 시스템은 ISAG-M 시스템과 형태가 유사하나 수신된 자료를 

ISAG-M 시스템으로 송하는 수 통신부, 자체 원으로 운용되는 통제부 

 원 공 부, 회수단계에서 치추 을 한 부가장비(RF 안테나, radar 
반사기)  회수의 용이성을 한 층 부이가 장착되는 등의 차이가 있다

(그림 3-34).

○ 통제부는 ISAN-M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핵심부로서 자

체 원 모듈을 이용하여 동작된다.

○ 통제부는 배터리 내장형이므로 1차 으로 사용되는 부품의 구성을 최 한 

력 소모부품으로 구성하며, 2차 으로 지능 인 원 리 기능을 통해 

최 의 원소모 특성을 갖는 시스템 구조로 설계된다(그림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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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 Rope

음향센서부

전원공급부

Acoustic Release

Anchor

수중통신부

Glass Ball

Radar Reflector

RF 안테나

Glass Ball

Strobe Light

그림 3-34. 심해계류형 통합 수 음향 노드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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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제어모듈

System BUS

신호조정모듈
(8채널)

R
S
-
2
3
2

AD변환모듈

전원관리모듈

E/O 변환기

Ethernet

Ethernet 허브
(4port)

데이터
저장모듈
(SSD)

DC Power

Analog
Input

신호탐지모듈

제어신호

수중통신부

압력센서

접속부

통제부

온도센서

등방성음향센서

어군탐지부

전원

신호처리
모듈

외부연동(4채널)

그림 3-35. ISAN-M 시스템 통제부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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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해 매설형 통합 수 음향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조.

다. 매설형 통합 수 음향 게이트웨이 시스템

○ 수심 100 m 미만의 륙붕으로 구성된 서해  남해에서 동해에 설치할 심

해 계류형 음향 시스템을 운용하는 데에는 탐지환경  시스템 유지측면에

서 많은 제약요소가 존재한다. 특히 수신기의 배열구조를 수직으로 설치/운
용하는 것은 어선에 의한 어획강도가 높은 이유로 인해 실 으로 어려움

이 많다.

○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천해에서는 수신기를 해 에 매설하는 매

설형 통합 수 음향 게이트웨이(ISAG-B106)) 시스템을 운용한다. ISAG-B 시

스템은 심해의 ISAG-M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나 수심 100 m 이하의 천해 

설치를 목 으로 설계/제작된다(그림 3-36). 

○ ISAG-B 시스템은 배열 센서의 형태가 수평형으로 제작되며 땅속에 매설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수 청음기 배열을 수평으로 해 에 매설하더라도 주

수 특성상 음향탐지 특성은 그다지 변하지 않는 반면 어업활동 등으로 인한 

센서부의 물리 인 손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ISAG-B 시스템은 육상으로부터 매설된 통합 이블에 연결되어 원을 공

받고, 수신 음향자료를 직  송하는 구조를 갖는다. 

○ ISAG-B 시스템 끝단부에는 층 트롤이나 자망 등의 어구에 의한 시스템 손

상을 방지하기 한 형태로 제작된 트롤보호형 구조로 제작되어 어군탐지기 

센서와 탐지거리 확장을 한 ISAN-B(해 설치형 통합 수 음향 노드107)) 
시스템과의 통신을 한 수 통신부를 내장시킨다.

106) ISAG-B: Integrated Submerged Acoustic-measurement & Gateway - Buried type
107) ISAN-B: Integrated Submerged Acoustic-measurement & Node - Bottom-mounte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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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평형 배열 센서부

○ 수평형 배열 센서부는 청음 이득을 높이기 해 등방성 음향벡터 센서 모듈

이 복수 개로 배열되어 구성되며, 배열 양 끝단에 수심  온도 측정 센서

로 구성된다(그림 3-37).

○ 물리 인 양에서 기 인 신호로 변환된 각각의 센서 출력신호는 필요에 

따라 신호 조정반을 거쳐 음향신호의 왜곡  손실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1
차 가공되며, 이 신호는 신호 변환반에서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다.

○ 디지털로 변환된 다종 다채  디지털 센서신호는 신호 송 모듈에서 Multiplexing
된 후 변환되어 복합 이블을 통해 육상으로 송된다.

○ 수평형 배열 센서부의 모든 구성품은 노화  고장에 비하기 하여 3
으로 연결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이것은 구성품 고장으로 인한 센서인양 

 재설치보다 비용  리 측면에서 효과 이다.

…

: 신호전송모듈

: 신호변환반

: 전원분배반

: 압력 및 온도센서

: 등방성음향센서

: 신호조정반

: 전원공급용 케이블

: 데이터통신용 케이블

: 광케이블

등방성음향센서모듈 압력 및 온도센서모듈

압력 및 온도센서모듈

신호전송모듈

압력 및 온도센서모듈

: 신호/전원 접속모듈

그림 3-37. 해 매설형 수평형 배열 센서부 내부 구성.

(2) 어군탐지부

○ 어군탐지부는 수직형 혹은 경사형으로 구성되며 ISAG-B 시스템의 끝 부분에 

설치되어 계 별로 이동하거나 체류하는 어류의 분포특성을 악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그림 3-38).

○ 어군탐지 센서의 표 인 제원으로 사용 주 수 120 kHz  200 kHz, 빔 

형태 split-beam, 음압 벨 약 210 dB, 빔폭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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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상의 사항으로는 송수신 시스템  제어 시스템이 결합된 embedded 
형태의 시스템을 구성한다.

○ 어군탐지부는 어군과 개개 어류의 음향신호를 수신하여 장하며, 복합 

이블을 통해 육상으로 송한다.

그림 3-38. ISAG-B 시스템내의 수산음향 시스템.

(3) 쓰나미  지진 측부

○ 지진 측부는 근거리  원거리에서 발생하는 지진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진

를 감지하며, 쓰나미 측부는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된 해일의 황

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 지진 측부는 ISAG-B 시스템 주 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근  정 감시 임

무를 수행하며, 지구  규모 지진활동 감시의 기능도 수행한다.

○ 쓰나미  지진 측부는 100 samples/s(20~250 samples/s  선택 으로 사

용)정도의 샘 링 속도로 지진  쓰나미 정보를 수집한다.

○ 쓰나미  지진 측부는 실시간 주변 배경잡음, 3성분 근거리  원거리 지

진신호, 수압식 고자료를 획득하여 복합 이블을 통하여 육상으로 

송한다.

○ 쓰나미  지진 측부는 해 매설형 수평형 배열(HLA) 센서부와 함께 해

면에 설치한다(그림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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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매설형 해 지진계의 외형  내부 구성요소.

(4) 수  통신부

○ 수  통신부는 탐지 역 확장을 해 해 설치형 통합 수 음향 노드

(ISAN-B) 시스템과의 수 통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원격 취득자료를 육상

으로 달하는 Gateway 역할을 담당한다.

○ 속부의 연동단자를 통해 동작에 필요한 원을 공 받고, 수평형 음향센서

부와 RS-232 통신을 통해 수  통신부와 연결되며, 수  통신부를 통하여 

제어명령  데이터를 패킷형태의 디지털 데이터로 ISAN-B 시스템과 교환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수  통신부의 물리계층은 신호 송을 하여 송신 신호처리부, 송신신호 증

폭부, 송수신 겸용 트랜스듀서로 구성된 송신부와 송신된 신호수신을 하

여 송수신 겸용 트랜스듀서, 수신신호 증폭부, 수신 신호처리부로 구성되며, 
10 kbps 이상의 송속도로 달거리 3 km 이상을 할 수 있고, 송오

율은 10-5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 다수의 ISAN-B 시스템과 효율  정보교환을 한 매체 근 제어기능  목

지까지 정보가 달되기 한 경로설정 기능을 포함한 수  네트워크 형

성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133

라. 해 설치형 통합 수 음향 노드 시스템

○ 해 설치형 통합 수 음향 노드(ISAN-B) 시스템은 천해 해 바닥에 매설하

여 설치되는 ISAG-B 시스템의 음향탐지 환경이 불량한 춘계  하계 등의 

시기에 ISAG-B 시스템의 주변부와 외곽에서 복수로 운용되어 수상  수  

인공이동체의 탐지 역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 ISAN-B 시스템은 ISAG-B 시스템과 동일하게 수심 100 m 미만의 천해환경

에서 운용되며, ISAG-B 시스템과 수 통신이 가능한 범 내에서 해 면에 

착 시켜 운용한다(그림 3-40).

○ ISAN-B 시스템은 수신된 수 음향 자료를 ISAG-B 시스템으로 송하거나 

ISAN-B 사이에서 송하기 한 수 통신부, 자체 원으로 운용되는 원 

공 부, 회수의 용이성을 한 회수용 부이 등이 장착되어 있다.

○ ISAN-B 시스템은 설치되는 천해환경에서 어로활동 등으로부터 안 하게 보

호되기 해 bottom-mounted 형태로 설계  제작된다.

그림 3-40. 천해 해 설치형 ISAN-B 시스템의 구조  형태.

○ ISAN-B 시스템은 배터리, 음향벡터센서, 수 통신부, 통제부 등으로 구성되

어 ISAN-M 시스템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 1차 으로 사용되는 부품의 구성을 최 한 력 소모부품으로 구성하며, 2
차 으로 지능 인 원 리 기능을 통해 최 의 원소모 특성을 갖는 시

스템 구조로 설계된다.

마. 음향신호 수신

○ 음향신호 수신장치는 원격지에 설치되며, 수 음향 센서부로부터 복합 

이블을 거쳐 송되어 오는 신호를 받아서 기  신호로 변환하여 연동

제어 장치로 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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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경해역 연구센터로부터 송된 제어신호를 수 음향 센서부에 제공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양방향 시스템 제어기능을 수행한다. 센서신호 수신

기, 센서 원 공 기, 이블 종단기 등으로 구성된다. 

(1) 센서신호 수신기

○ 센서신호 수신기는 수 음향 센서부로부터 복합 이블을 거쳐 송되어

오는 신호를 받아서 원래의 송신 데이터로 복원하고, 연동제어 장치에 복원

된 데이터를 연동 포맷에 맞게 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센서신호 수신기는 연동제어 장치의 센서 제어신호를 수 음향 센서부로 

송하고, 수 음향 센서부에서 송신된 신호를 각각 수신하기 한 송수신

반과 신호를 복원하는 신호처리반, 그리고 신호처리반의 신호를 받아 연동

제어 장치에 송하는 신호연동반으로 구성된다.

○ 송수신반은 복합 이블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기  신호를 신호로 

변환하고, 수신된 신호를 기  신호로 변환한다.

○ 신호처리반은 송수신반을 통해 수신된 수 음향 센서부 데이터를 디코딩

하여 임을 검출하고, 채  데이터를 재정렬하여 데이터 임으로 구

성하며 수 음향 센서부 제어신호 송신용 임을 구성한다.

(2) 센서 원 공 기

○ 센서 원 공 기는 원격지에 설치되어 복합 이블의 원선을 통해 수

음향 센서부에 필요한 원을 안정 으로 공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주요 제원과 설계 사항은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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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제원 

특성

입력 압: 110 VAC 는 220 VAC
입력 주 수: 60 Hz
역율: 0.5 이상

출력 압: 750 VDC
리  & 노이즈: 200 mVp-p (MAX.)
Line/Load regulation: ±5%

설계

사항

자동 체 기능 보유 설계로 안정성 확보

시험용 부하를 이용한 자체 검 기능 보유 설계

상태정보 모니터링  원격 송 기능

보호회로(과 류, 과 압) 설계 기술

표 3-2. 센서 원 공 기의 제원  설계 사항

(3) 이블 종단기

○ 이블 종단기는 원격지 장비실로 인입되어 수신기에 연결된 복합 이블

이 이탈되지 않도록 복합 이블 종단을 견고하게 고정하는 기능과 복합 

이블을 통해서 센서부 압  톤 신호를 공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바. Microwave 송수신 장치

○ Microwave 송수신 안테나는 독도 원격지에 설치되며, 원격지에서 수신된 수

음향 자료를 무선 통신망을 통해 울릉도로 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울릉도에서 수신된 음향자료는 자료통합 센터인 경해역 연구센터로 송

된다. 한 경해역 연구센터에서 보내는 제어신호를 다시 microwave 통신 

방법을 통해 독도 원격지로 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 Microwave 송수신부는 송수신 안테나, 안테나 설치탑, 무선 송수신기, 연동

기, ATM 라우터로 구성된다(표 3-3  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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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

(GHz)

직경 이득

(dBi)
Mid

반치각

(도)
Mid

후방비(dB)
XPD
(dB)

VSWR
Fine adj. Wind

velocity
(km/h)(m)

표  

Ant.
고성능 

Ant.
Az

(deg)
Elev
(deg)

7.125
~

7.725

1.2 36.5 이상 2.2 이하 45 이상 61 이상

30
1.2 

이하
±5 ±5 200

1.8 40.0 이상 1.5 이하 47 이상 65 이상

2.4 42.5 이상 1.2 이하 49 이상 67 이상

3.0 44.5 이상 0.9 이하 51 이상 70 이상

3.7 46.0 이상 0.8 이하 53 이상 71 이상

4.5 47.8 이상 0.7 이하 55 이상 71 이상

표 3-3. Microwave 송수신 안테나 제원

구분 내 용

제원 

특성

송방식: SDH(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동기식 디지털 계 ) 
방식

송용량: 1 x STM-1 이상/편  

채 간격: 30 MHz
주 수범 : 7.110~7.725 GHz 
송수신 주 수 간격: 300 MHz 
주 수 안정도: ±0.003% 이하

송신출력: 10 W 이하

시스템 이득: 102 dB 이상 (@ BER 10-3)
수신한계 벨: -70 dBm 이하 (@ BER 10-3)
수신기 잡음지수: 4.5 dB 이하

보호장치 체시간 : 15 ms 이하 (STM-1 체)
동기신호: 외부동기 2.048 MHz ± 4.6 ppm 는 55.52 Mbps ± 20 ppm
환경조건: TSO-K002-02 (한국통신 기통신 설비의 환경 리 기 ) 용 
입력 원: -48 VDC 

표 3-4. Microwave 무선 송수신기 제원

사. 신호정보 분석장치

○ 신호정보 분석장치는 경해역 연구센터에 설치되며, 신호정보 처리기, 용

량 장 시스템, 연동제어기, 운 자 스테이션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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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정보 처리기는 시스템 제어반, 신호처리반, 자료 장반으로 구성되며 주

요 기능은 표 3-5와 같다.

○ 용량 장 시스템은 측정된 원음자료를 이용하여 상물체에 한 정보를 

추출하여 장하고 장된 자료로부터 분석결과를 장할 DB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며, 연동 제어기는 신호정보 분석장치와 무선 송수신 장치와의 연

동, 기타 타 체계와의 연동을 하여 사용된다.

구 분 주요 기능 제원  특성

시스템

제어반

•SBC(Single Board Computer)와 비

디오 신호 시를 한 비디오 카

드로 구성

•시스템 상태 리, 원격지 장치 

원제어, 음향신호 수신장치, 선박 

상황 시, 각종 신호처리 자료 

시 등의 작업을 수행

•측정 데이터를 용량 장기에 

장하는 기능을 수행 

•SBC(Single Board Computer)
   - Two Dual-Core Intel Xeon Processors 
     ULV at 1.66 GHz
   - 면  Dual SATA 커넥터

   - Intel 6300ESB I/O Controller Hub
   - 8 GB까지 확장 가능한 Memory
   - Dual Gigabit Ethernet
   - Dual Video Graphic (1920X1200)
   - PMC 슬롯

신호 

처리반

•시스템 제어반과 연동하여 음향 

신호를 수신하여 각종 신호처리 

알고리듬에 필요한 복잡한 작업

을 수행

•결과를 신호분석반으로 송하는 

기능

•신호처리 PMC
   - 4개의 250 MHz TigerSHARC DSP  

   로세서 장착

   - 다양한 고속 Digital I/O
   - Xilinx Virtex-II FPGA (XC2V1000)
   - Front panel and user I/O digital I/O 
     routing
   - LVDS, FPDP, custom I/O module 
     options
   - 용량메모리 : 128 MB SDRAM/ 
     4 MB FLASH

자료 

장반

•음향측정 분석반과 연결되어 OS, 
운용소 트웨어, 신호처리용 응용 

로그램  각종 자료를 장하

고 보유하는 기능

•용량 : 100 GB 이상

• 장방식 : Solid State Memory (Flash 
             Memory Type)

표 3-5. 신호정보 처리기 각 구성의 주요 기능과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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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해역 리 환경인자 측 시스템

(1) 해역 리인자 측부이 시스템

해역 리인자 측부이(OBAM) 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부이 본체, 자료취득  처

리 시스템, 표출 시스템의 세 부분으로 나  수 있다(그림 3-41). 부이 본체에서 취

득한 원시 데이터는 CDMA108) 는 ORBCOMM 통신109)을 통하여 경해역 연구센

터의 자료처리 시스템으로 송되고, 송된 데이터는 시스템 내에서 처리과정을 

거친 후 최종 으로 사용자의 PC, 웹, 모바일 등 각종 표출 시스템으로 유‧무선을 

통하여 달되는 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림 3-41. 해역 리인자 측부이 시스템 구성도.

(가) 부이 본체  계류 시스템

부이 본체는 무선통신을 해 표층 계류형으로 한다. 계류 부이는 부이 본체, 계류

삭, 앵커로 구성되어 있다. 부이 본체는 선박형이나 원통형보다 안정된 원반형으로 제

작된다. 크기는 직경 2.3 m 는 어로작업이 왕성한 해역에서는 10 m 형으로 한다. 
계류삭은 CTD 자료 송을 하여 Wire Rope로 하며 부이에 따라 직경을 달리 한다. 
바닥에 고정하기 한 앵커는 체인에 연결되며, 체인은 계류삭이 가능한 수직을 유지

하도록 하고 유지보수하기에 편리하게 체인 길이를 충분하게 다(그림 3-42).

108)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109) http://www.orbco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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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해역 리인자 측부이 본체  계류 시스템 개요도.

(나) 장비 개요

해역 리인자 측부이 시스템  핵심 인 부이 본체의 장비는 크게 해양센서부, 
치센서부, 통신  제어부, 원공 장치 등으로 나  수 있다. 각 부분의 세부 

개요는 표 3-6과 같다.

구분 제작사 모델명

해양센서

층별 수온‧염분 Sea-Bird Ele. SBE37IM
층별 유속‧유향 Teledyne RDI WHM300
층별 유속‧유향 Teledyne RDI WHLM75

치센서
GPS J-COM X3-150

Compass AOSI EZ-Compass

통신  제어기

데이터로거 OTRONIX AquaPro 
CDMA 단말기 Telit BSM-856

Orbcomm Stellar ST-2500

원공

태양 지 YINGLI SOLAR YL-25W
배터리 Vitalize VT1260

배터리 충 기 OTRONIX BC-01

기타 장비
Signal Lantern Tideland ML-140
Radar Reflector Landfall SEM230BR

표 3-6. 해역 리인자 측부이에 장착될 장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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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데이터로거

데이터로거는 각종 해양센서의 제어  interface와 통신설정 등 해양 측 부이에 

용하기 하여 개발될 것이다. 데이터로거는 24 bit high resolution AD converter를 

채택하여 여러 개의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analog 자료를 digital로 변환하여 센서자

료의 분해능을 극 화하며, 보조 메모리로 최 한 8 GB까지 탑재 가능하여 시스템

에 자체 데이터 장능력을 최 한 확장하도록 한다. 기타 력을 한 시스템 

설계, 다양한 인터페이스, 용이한 운용 로그램 개발 등으로 외국에 비해 진보 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제어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센서제어  자료수집: 각 센서를 미리 정해놓은 setting값과 시간 간격으로 

제어하여 작동시키며, 센서의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자체 메모리에 장한

다.

○ 통신제어: 제어기 내부의 자체 로그램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통신기를 

제어하여 사 에 취합된 데이터를 미리 정해진 양식으로 변환하여 자료를 

송신한다.

○ 알람상태 감지  제어: 침수감지, 원감지, 치감지 등의 알람기능이 있으며,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한편 GPS110)에 의한 부

이 치 감지기능은 부이의 치가 정해놓은 일정한 구역을 벗어난 경우에 작동

하게 되는 데, 이 경우에는 일단 부이의 분실 험이 있는 경우로 간주하여 정

해진 시간 간격으로 부이의 치를 경해역 연구센터로 송신하게 된다.

(라) 통신(실시간 자료 송)
부이설치 지역의 치상 자료송신의 안 성과 가격효율을 감안하여 CDMA 통신

방법을 사용한다. 부이가 CDMA 통신 가능지역 밖에 설치되면 ORBCOMM 통신을 

이용한다. 한 설치장소에서 부이가 이탈하 을 경우에는 부이의 치를 궤도

성을 이용한 ORBCOMM 통신으로 추 한다.

(마) 원설계

부이 시스템은 Lead-Acid Gel-Cell Battery 원을 사용하며 25 W 용량의 4개 태양 

지 은 주 원에 충분한 보충을 하여 설치되며, 이를 사용하여 주간 에 재충

된다. 한 원의 문제발생시 별도의 Back-up Battery로 GPS와 Transmitter에 원

공 을 하여 자기 치를 송하도록 되어 있다. 60 AH 배터리 3개씩을 병렬로 연

결하며, 주 원과 보조 원으로 구분하여 주 원 고장 는 압시에 자동으로 

보조배터리로 원 교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110)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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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센서장착  Cabling

GPS  안테나 등은 부이 상단 공간에 배치하고, Controller, Compass, Battery는 부

이 격실에, 해양센서는 부이 내부에서 직  해수와 할 수 있는 구조로 배치한다.

(사) Mooring Line

계류장비로는 CTD 장착을 해서 Wire Rope를 사용하는 데 직경 2.3 m의 부이일 

경우 12 mm 지름의 Wire Rope 사용이 가능하다. 12 mm Wire Rope의 단하 은 

6.5 Ton이며, 2.3 m 부이의 외력보다 높은 수치이다. 하부에는 안 한 지를 하

여 240 kg Stockless 앵커와 19 mm 앵커체인을 사용한다. 그러나 어로작업이 왕성한 

해역에서는 직경 10 m의 원반형 부이를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직

경이 더 큰 Wire Rope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데이터 표출

부이 데이터 표출 시스템(BDOS111))을 이용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3가지의 편의성(실시간 표출, 다각 인 표출, 리 편의성)을 제공한다

(그림3-43).

그림 3-43. 부이 데이터 표출 시스템으로 표시된 자료와 그래 의 .

111) BDOS: Buoy Data Displ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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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OS는 컴퓨터상에 켜져 있으면서 부이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보여 다. 사용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의 부이상태를 확인하고 리할 수 있다. 다각 인 표출로 사용

자가 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용하고 있다. 
BDOS 용 로그램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가정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Web System
에 근하여 재의 부이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일정기간의 Data를 받

을 수 있어 부이상태 경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PDA112)  FTP, Mobile 
Phone을 사용해서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Chart 는 도표의 형태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BDOS는 리 담당자에게 편의성

을 제공해 다. BDOS는 등록된 User에게 Buoy의 이동  일정범  밖으로 벗어났

을 때 경고를 해 다. 이 밖에도 제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며, 
한 해치  습도, 압에 한 경고를 설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사용자의 리

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자료는 그래픽으로 표 되어지고 이것을 다른 자료와 같

이 Time Series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료를 Data Base화시켜 보 할 수 있

으며, 요한 자료는 2개의 장소 이상에 FTP망을 사용하여 Backup 리할 수 있다.

(2) 해역 리인자 측부이(OBAM) 주요 사양

(가) 독도 해역 리인자 측부이

① 설치 수심: 500 m
② CTD: 17개 (표층, 5, 10, 15, 20, 25, 30, 50, 75, 100, 125, 150, 200, 250, 300,  

            400, 500 m)
③ ADCP: 75 kHz (wide bandwidth depth cell size 16: range 503 m)

(나) 백령도 해역 리인자 측부이

① 설치 수심: 60 m
② CTD: 9개 (표층, 5, 10, 15, 20, 25, 30, 45, 60 m)
③ ADCP: 300 kHz (wide bandwidth, depth cell size 2: range 102~78 m)

(다) 가거도 해역 리인자 측부이

① 설치 수심: 60 m
② CTD: 9개 (표층, 5, 10, 15, 20, 25, 30, 45, 60 m)
③ ADCP: 300 kHz (wide bandwidth, depth cell size 2: range 102~78 m)

(라) 이어도 해역 리인자 측부이

① 설치 수심: 50 m
② CTD: 9개 (표층, 5, 10, 15, 20, 25, 30, 40, 50 m)
③ ADCP: 600 kHz (wide bandwidth, depth cell size 2: range 102-78 m)

112)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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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역 리 환경인자 측장비

(가) CTD113)

음 달 환경을 악하고 탐지거리를 계산하기 해서는 해수 의 음속을 알

아야 한다. 수 음속은 직  측정하기 보다는 수온, 염분  압력의 함수로 표 되

는 식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해수 의 수심별 수온과 염분을 알면 수직 인 음속분

포를 구할 수 있다. 계류 라인(wire rope)에 수심별로 CTD를 달아서 측정한 값을 

inductive modem을 이용하여 자료를 송받는다(그림 3-44). 해역 리인자 측부이

에 사용할 CTD의 사양은 표 3-7과 같다.

그림 3-44. 해역 리인자 측부이에 장착되는 CTD.

(나) ADCP114)

수 에 계류되어 있거나 표류하는 있는 물체의 상태나 이동을 측하기 해서

는 수 의 유속과 유향을 알아야 한다. 해수 의 수직  유속분포를 측정하는 것은 

ADCP의 음  송수 기(transducer)를 아래로 향하도록 부이에 장착하여 측정한다(그
림 3-45). 부이의 data logger와는 유선으로 연결되며 power도 유선으로 공 된다. 
ADCP는 주 수와 측정간격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수직 인 범 가 변동되어 주

수일수록  측정간격이 넓을수록 측정범 가 깊어진다. 해역 리인자 측부이

에 사용할 ADCP의 사양은 표 3-7과 같다.

113) CTD: 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114) ADCP: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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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해역 리인자 측부이에 장착되는 ADCP.

장비명 모델명 제작사 측정인자 측정범 정 도 분해능

CTD SBE37IM SBE

수온 -5~25℃  0.002℃ 0.0001℃

기 도도 0~7 S/m 0.0003 S/m 0.00001 S/m

압력 20/100/350/600 m
0.1% of full 

scale
0.002% of 
full scale

ADCP
WHM300

TRDI 유속, 유향
102~78 m 표 편차: 6.1 cm/s

WHLM75 503 m 표 편차: 3.9 cm/s

표 3-7. 해역 리 환경인자 측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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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공   해 력 이블

가. 각 시스템의 원

○ 육상 원(혹은 원격지에서 생산되는 원)을 통해 공 되는 교류를 ISAG-M 
 ISAG-B 시스템까지 효율 이며 안정 으로 공 하기 해 원 공 기 

설계/제작  해 력 이블 구성은 매우 요하다.

○ ISAG-M  ISAG-B 시스템은 센서의 구성 형태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력 

소요량을 가지고 있다. 

(1) ISAG-M 시스템 원부

○ ISAG-M 시스템은 신호 조정반, 신호 변환반, 신호 송 묘듈, 어군탐지기, 수

통신기 부분에서 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부분에서 요구되는 류와 

소비 력을 DC-DC 변환기의 효율(70%)을 고려하여 계산하 다.

○ ISAG-M 시스템의 수직형 선배열 센서부에서는 64개의 센서 개수를 기 으

로 계산하 으며, 부가 으로 장착되는 어군탐지부와 수 통신기의 소비

력을 고려하 다(표 3-8).

구 분 압(V) 류(mA) 수량 소비 력(W)

ISAG-M 시스템

(수직형 선배열 

센서)

신호 조정반
12 10 64 8 

12 10 64 8 

신호 변환반
12 100 64 77 

12 100 64 77 

신호 송 모듈 5 8,000 1 40 

어군탐지부 12 2,500 1 30 

쓰나미  지진 측부 12 200 1 3

수 통신기 12 4,000 1 48 

총 계 (W)  291

표 3-8. ISAG-M 시스템 력 소요량

(2) ISAG-B 시스템 원부

○ ISAG-B 시스템은 신호 조정반, 신호 변환반, 신호 송 묘듈, 어군탐지기, 수

통신기 부분에서 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부분에서 요구되는 류와 

소비 력을 DC-DC 변환기의 효율(70%)을 고려하여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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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G-B 시스템의 매설형 수평 선배열 센서부에서는 128개의 센서 개수를 기

으로 계산하 으며, 부가 으로 장착되는 어군탐지부와 수 통신기의 소

비 력을 고려하 다(표 3-9).

 

구 분 압(V) 류(mA) 수량 소비 력(W)

ISAG-B 시스템

(수평형 선배열 

센서)

신호 조정반
12 10 128 16

12 10 128 16

신호 변환반
12 100 128 154 

12 100 128 154 

신호 송 모듈 5 8,000 1 40 

어군탐지부 12 2,500 1 30 

쓰나미  지진 측부 12 200 1 3

수 통신기 12 4,000 1 48 

총 계 (W) 461

표 3-9. ISAG-B 시스템 력 소요량

(3) ISAN 시스템 원

○ ISAN 시스템용 지 조립체는 부하조건, 원용량, 장성능을 만족하기 

해서 고출력 고에 지 도 자가 방 율로 개발된 SLPB(Superior Lithium 
Polymer Battery)를 주 지 모듈로 사용한다.

○ 주 지 조립체 구성을 한 단  셀의 제원  특성은 표 3-10과 같다.

구    분 사  양

지용량 35 Ah (129.5 Wh)

정격 압 3.7 V

충 조건
상한 압 4.2±0.03 V

충 류 Max. 35 A

방 조건
하한 압 2.7 V

연속방 Max. 350 A

작동온도
충 시 0~40℃

방 시 -25~60℃

표 3-10. 단  셀의 제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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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ISAN 시스템의 내장형 배터리 형상.

○ 주 지 조립체는 22.2 VDC 압출력을 해 3.7 V의 단 지 셀을 직렬 6셀

로 연결하여 1개의 모듈을 구성하고, 14개의 모듈을 병렬로 연결하여 총 10 
kW  지를 구성한다(표 3-11  그림 3-46).

○ 커넥터를 통해 모듈 내 개별 단  셀의 압을 모니터링  셀 balancing을 

통한 충 제어가 가능하다.

구    분 사  양

지용량 35 Ah (10.8 kWh)

정격 압 22.2 V

작동온도
충 시 0~40℃

방 시 -25~60℃

표 3-11. 주 지 조립체의 제원  특성

나. 원 공 기 설계

○ 구성품별 소비 력에서 계산된 센서별 소비 력을 바탕으로 센서 공 용 

원 공 기의 설계가 요구된다. 이 때 복합 이블을 통한 송손실을 

이기 해 고 압 직류 원 송신이 필요하다.

○ ISAG 시스템을 한 주 원 공 기  부 원 공 기가 각각 3조 존재하며, 
부 원 공 기는 주 원 공 기가 작동이 안 될 때 수동 환하여 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된다(그림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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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 제어기는 음향신호 수신기로부터 원공   차단제어 신호를 수신하

고 발생 압  소모 류 상태 등을 독하여 송하고 원 공 기 이상 

유무 단에 이용된다.

○ 시험용 dummy load는 ISAG과 동일한 부하로 제작되어 이를 이용하여 센서부 

연결을 제거한 상태에서 원 공 기의 상태를 진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공 원의 압은 장거리 송시 압강하를 최 한 이기 해 고 압으

로 공 되어야 하며, 500 VDC로 설계시 500 W 소비 력을 갖는 ISAG-B를 

기 으로 약 1 A의 류가 수 력 공 선을 통해 흐르는 구조로 설계된다.

음향센서 #1
주 전원공급기

음향센서 #1
주 전원공급기

음향센서 #1
주 전원공급기

음향센서 #1
부 전원공급기

음향센서 #1
부 전원공급기

음향센서 #1
부 전원공급기

연동제어기

차단
주/부 선택기

시험용
Dummy
Load

입력 220VAC 60Hz

제어 및 상태정보

수중 음향센서 전원
500VDC / 2A(Max)

그림 3-47. 복합 이블을 통한 원 공 기 설계.

다. 력공 용 이블 설계

○ 수  력공 용 이블은 해 에 매설되어 운용됨으로 연 항, 직류 항, 
내 압, 정 용량의 각 항목들에 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 3-12는 

력공 용 복합 이블의 각 항목에 한 사양을 구분하여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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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사  양

연 항

1st 동튜  - 2nd 동튜 2×1011 Ω-km

1st 동튜  - King wire 2×1011 Ω-km

2nd 동튜  - King wire 2×1011 Ω-km

직류 항

1st 동튜 ≤1.00 Ω/km＠20℃(온도계수: 0.4%/℃)

2nd 동튜 ≤0.63 Ω/km＠20℃(온도계수: 0.4%/℃)

King wire ≤68.0 Ω/km＠20℃(온도계수: 0.4%/℃)

내 압
1000 VDC를 1st 동튜 와 2nd 동튜  사이에서 5분간 인가시 

견디어야 함

정 용량

1st 동튜  - 2nd 동튜 170 nF/km 이하

1st 동튜  - King wire 170 nF/km 이하

2nd 동튜  - King wire 170 nF/km 이하

King wire와 2차 동튜 간의 AC 25 Hz 송 

손실
TBD (dB/km)

표 3-12. 력공 용 복합 이블의 설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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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축 시스템의 유지  리

가.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  신뢰성

(1) ISAG 시스템

○ ISAG 시스템 설치작업은 해 통신 이블 작업이 가능한 특수선박을 이용하

여 수행되며, 단  센서당 설치비용이 약 15억원(1일 1.5억원 기  10일 작

업)으로 상된다.

○ ISAG 시스템에 한 유지보수 개념은 고장에 따른 정비교체가 아니라 신뢰

성 설계를 통한 음향자료 수집 장비 수명주기 동안(20년 이상) 생존을 목표

로 설계한다.
 
○ 유사한 구성의 음향센서 모듈에 근거한 ISAG 시스템의 신뢰도 측값은 

10.76년의 MTBF115)로 계산된다.

○ ISAG는 주요 센서 모듈에 자동 선택  복구조를 도입하여 고장이 발생함

에 따라 센서 주요 구성 모듈에 해 순차 으로 작동하여 계산하면 최소 

32.28년 이상의 수명으로 측된다.

(2) ISAN 시스템

○ ISAN 시스템에 한 신뢰도는 운용 환경상 독립 인 배터리 원으로 운용

되는 특성으로 인해 구성품의 신뢰도보다는 배터리의 수명에 따라 ISAN 시

스템의 유지보수 주기가 결정된다.

○ 재 기술 수 으로 ISAN 시스템의 배터리 수명은 설계에 따라 8~10개월의 

수명으로 상된다.

○ 1개 경해역당 30개의 ISAN 시스템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연간 운용유지를 

해 필요한 정비용(maintenance floating) 센서는 8개월 수명을 기 으로 단

 소요는 15개이다. 재생사용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설계에 반 하면 

경해역당 정비용으로 확보할 ISAN의 수는 3세트이다.

(3) 음향신호 수신장치

○ 유사장비 개발사례를 검토한 결과 센서신호 수신기의 MTBF는 20,000 시간

으로 추정된다. 센서신호 수신기의 주요 구성품인 수신반, 신호처리반의 

115) MTBF: 평균 무고장 시간(Mean Time Between Failure)으로 시스템의 고장발생 평균시간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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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F는 200,000시간이며, 365일 사용으로 연간 8,760시간으로 운용하면 4개 

경해역 해 5년에 1개 수 으로 수리 소요가 발생한다.

○ 수신반과 신호 처리반은 자체 검 기능에 의해 경해역 연구센터에서 실

시간으로 감시되고 필요시 운용자가 고장해역을 방문하여 직  교환한다.

○ 센서 원 공 기는 유사장비 신뢰도 분석결과, 센서 원 공 기의 MTBF
는 40,000시간으로 1개 경해역당 2개 이상이 배치될 것으로 단되며, 연

간 8,760시간으로 운용시 4개 경해역에 해 2년에 1개 수 으로 수리 소

요가 발생한다.

○ 센서 원 공 기는 자체 검 기능에 의해 경해역 연구센터에서 실시간으

로 감시되고 필요시 운용자가 고장해역을 방문하여 직  교환한다.

○ 이블 종단기의 MTBF는 200,000시간이며, 연간 8,760시간으로 운용시 4
개 경해역에 해 5년에 1개 수 으로 수리 소요가 발생한다.

○ 이블 종단기의 고장여부는 자체 검 기능에 의해 경해역 연구센터에

서 실시간으로 감시되나, 고장시 정비는 이블 취 을 한 제조업체의 

별도 시설, 치구  문인력이 소요되므로 정비는 설치업체의 문인력을 

활용한다.

(4) Microwave 송수신 장치

○ 안테나를 구성하는 송수신 안테나와 안테나 설치탑은 주요 고장원인이 외부

형상 손에 의한 것으로 주기 인 사이트별 육안검사를 통해 고장  손 

여부를 식별하여 정비하도록 한다. 송수신 안테나와 설치탑은 설치업체에서 

취 용 특수장비  인력을 활용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무선 송수신 장치 연동기의 MTBF는 30,000시간이며 연간 8,760시간으로 

운용시 4개 경해역에 해 연간 0.9개의 수리소요가 발생한다. 연동기는 

자체 검 기능에 의해 경해역 연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필요시 

운용자가 고장 개소를 방문하여 직  교환한다.

○ ATM 라우터의 MTBF는 200,000시간이며, 연간 8,760시간으로 운용시 4개 

경해역에 해 5년에 1개 수 으로 수리 소요가 발생한다. ATM 라우터는 

자체 검 기능에 의해 경해역 연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필요시 

운용자가 고장 개소를 방문하여 직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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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호정보 분석장치

○ 시스템 제어반의 MTBF는 25,000시간이다. 연간 8,760시간으로 운용시 3년에 

1개씩 정비 소요가 발생한다. 시스템 제어반은 자체 검 기능에 의해 경

해역 연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필요시 운용자가 고장 개소를 방문

하여 직  교환한다.

○ 신호 처리반의 MTBF는 140,000시간이다. 연간 8,760시간으로 운용시 15년에 

1개씩 정비 소요가 발생한다. 신호 처리반은 자체 검 기능에 의해 경해

역 연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필요시 운용자가 고장 개소를 방문하

여 직  교환한다. 이 때 사용자 수 에서 용할 수 있는 고장 악  배

제 차에 의해 하부 구성품 PMC 캐리어  신호처리 PMC에 한 고장유

무를 단하여 각각 교체할 수 있다.

○ 자료 장반의 MTBF는 1,000,000시간이다. 연간 8,760시간으로 운용시 114년

에 1개씩 정비 소요가 발생한다. 자료 장반은 자체 검 기능에 의해 경

해역 연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필요시 운용자가 고장 개소를 방문

하여 직  교환한다. 복구방안에 한 일반 인 근으로는 S/W 설치용 CD 
는 별도의 매체를 이용하여 재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 용량 장기의 MTBF는 50,000시간이다. 연간 8,760시간으로 운용시 5년에 

1개씩 정비 소요가 발생한다. 용량 장기의 고장은 자체 검 기능에 의

해 경해역 연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필요시 운용자가 고장 개소

를 방문하여 직  교환한다.

○ 연동기의 MTBF는 30,000시간이다. 연간 8,760시간으로 운용시 3년에 1개

씩 정비 소요가 발생한다.

○ 운용자 스테이션을 구성하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의 MTBF는 각각 50,000
시간, 150,000시간, 150,000시간이다. 

(6) 해역 리인자 측부이

○ 해역 리인자 측부이에 장착되어 있는 CTD와 ADCP에 한 장비 교환주

기를 표 3-13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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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모델명 제작사 측정인자 교환주기 내구수명

CTD SBE37IM SBE 수온, 염분, 압력(수심)
배터리: 1년

검교정: 1년
10년

ADCP WHM300 TRDI 수층별 유속, 유향 해당 없음 10년

ADCP WHLM75 TRDI 수층별 유속, 유향 해당 없음 10년

표 3-13. 해역 리인자 측장비 교환 주기

○ CTD는 장비 특성상 안정도가 있는 데 시간에 따라 센서가 측정하는 값이 

변동하게 된다. 해역 리인자 측부이에 장착되는 CTD SBE37IM의 경우 1
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기 도도는 0.0003 S/m이 변동하고 수온은 0.002℃
가 변동하며,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압력은 체 측정 스 일의 0.05% 만큼 

변동하게 된다. 따라서 CTD는 계류된 센서를 회수한 후 검교정된 센서로 

교체하고 다시 교체를 하여 검교정하여야 한다.

○ ADCP의 트랜스듀서 표면에 장착된 부착생물에 의해 음 의 송수신이 방해

를 받으므로 ADCP를 주기 으로 청소할 필요가 있다.

○ CTD 검교정을 해 해역 리인자 측부이에는 독도의 부이에 17개, 천해에 

설치되는 부이에 각각 9개씩 추가로 필요하다. 따라서 CTD는 부이에 장착

되어 있는 센서 개수만큼 44개가 더 필요하다.

○ 해양부이는 등부표로 간주되며, 법규에 의하여 등부표 유지 리를 문업체

에 탁하여야 한다.

나. 정비성  지원 부분

(1) 정비성

○ 음향자료 수집장비의 정비성은 시스템의 특수성으로 원격지에 한 실시간 

고장유무 단과 그에 한 책수립이 주된 내용이다. 따라서 시스템의 고

장 단  이력 리가 주요 고려 상이다. 

○ 고장 단은 경해역 연구센터에서 4곳 원격지의 시스템 정상상태를 단할 

수 있도록 구성수  4단계(보드  자료 장기 수 )의 자체진단(BIT: Built 
In Test) 기능을 부여하여 경해역 연구센터에서 원격지 4곳과 센터 구성장

비의 정상 작동 황을 실시간으로 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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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이력 리를 해 사용자 수 의 정비수 을 과하는 구성품(주로 

음향 센서류)에 해서는 하부 구성품에 한 고장이력을 수집하고 상  구

성품의 고장 상시기를 측하여 정비수 을 과하는 정비요구 사항에 

해 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2) 단종 부품에 한 책  시스템 개선 사항

○ 음향자료 수집장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의 구성품  부품들은 상용제품

으로 확보가 용이하고 의도된 용도에 한 용이 쉽다는 것이 장 이나, 
부분 3~5년 사이에 구성품  부품들이 단종되고 체 품목들이 생산되는 

단 이 있다.

○ 따라서 시스템 설치 이후 4년을 주기로 6개월 기간으로 단종 품목의 체품

목 조사  련 소 트웨어의 수정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음향자료 수집장비를 운용하는 기간 동안 주변환경의 변화  운용자 요구 

사항의 추가 등으로 인한 운용 소 트웨어  하드웨어에 한 개선작업이 

요구된다.

○ 시스템 장 배치 후 A/S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장비폐기시까지 연간 단

로 시스템 수 의 정비계약을 통한 시스템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운용 유지

성을 증 시키는 활동이 요구된다. 

다. 원격지 무인 리 시스템

(1) 원격지 무인 리

○ 원격지 무인 리는 사람이 운용할 수 없는 원격지에 장치가 설치된 경우, 원

격지 장치들을 시동, 운용  종료하는 기술로 WOL(Wake On Lan) 기능, 원

격 원제어 방법 등은 네트워크 기반사업의 발 으로 인해 최근 많은 분야

에 응용되는 기술이다.

○ 원격지 무인 시스템은 1개소 원격지(백령도, 가거도, 이어도)와 2개소 원격지

(독도, 울릉도)를 갖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 원격지 장치들을 원격으로 경해역 연구센터에서 제어하는 경우 장치의 

원  시동, 종료를 담당할 두뇌역할을 하는 컴퓨터와 센터와의 LAN 통신

은 스 칭 허 로부터 이루어진다(그림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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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칭 허

컴퓨터 1

원격 원제어기

장치 1 장치 2 장치 3 장치 4

그림 3-48. 원격지 무인 리를 한 시스템 구조.

(2) 원격지 원 제어 시스템

○ 원격지 무인 리 시스템의 제어는 PC내의 LAN 카드와 CMOS의 WOL(Wake 
On Lan) 기능을 이용하여 Create Magic Packet → Create UDP Socket → 

Broadcast Packet → Turn On the Computer 순서로 시스템을 시동시킨다.
 
○ 원격지 원 제어기는 8051계열 마이크로 로세서를 탑재하여 SSR(Solid 

State Relay)를 제어하도록 하며, SSR은 원을 마이크로 로세서의 명령에 

원 제어를 수행하게 한다. 원격 원 제어기의 면에는 디지털 압  

류 표시기를 두어 재 입력되는 압과 원격지 장치들이 사용하는 류

량을 표시하고 이 정보는 경해역 연구센터로 송되어 운용자가 력 사

용량을 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그림 3-49).

SSR1 출력 1

SSR2 출력 2

통신
제어반

(마이크로 로세서 사용)
SSR3 출력 3

SSR4 출력 4

SSR5 출력 5

220 V

그림 3-49. 원격 원 제어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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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부하가 걸렸을 때 시스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과부하 방지 기능을 두어 

원을 차단하도록 하는 기능을 설치한다.

○ 원격지 시스템의 내부상황 모니터링은 IP 카메라를 사용한 온도 모니터링 

방법과 온도 트랜스미터  온도 디스 이를 사용한 온도 모니터링의 2 
가지 방법 가운데 장상황에 맞는 방법을 사용한다(그림 3-50). 

그림 3-50. 원격지 시스템 모니터링을 한 IP 카메라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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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경해역 리체계 구축 련 연구개발

1. 수 음향 체계 구축

가. 연구개발 필요성

○ 경해역 리체계 구축을 해서는 재 사용가능한 국내‧외 기술요소들을 

통합하여 활용함을 우선으로 한다. 

○ 경해역 리체계 구축을 해 재 활용가능한 기술만을 사용하는 것은 

시스템 효율성 극 화  최신 기술개발 사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수 음향 기술특성상 국외의 기술도입  활용에는 많은 제한요소가 있다.

○ 따라서 경해역 리체계 구축을 해 재 사용가능한 기술 이외에 기술

력이 부족한 부분이나 기술력 향상이 필요한 부분에 해 연구개발을 통한 

국내기술의 확보 필요성이 두된다.
 

나. 연구개발 내용

(1) 주요 연구개발 내용

○ 경해역 리체계 구축을 한 연구개발 분야는 크게 ①통합체계 종합, ②
통합체계 분석, ③통합체계 시험평가, ④ISAG 센서 부분, ⑤ISAN 센서  

수 통신 부분, ⑥음향신호 수신장치, ⑦음향  환경정보 통합분석 부분 등

이 있다(표 3-14).

○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의 소요 기술명, 기술수 , 연구내용, 연구시기  

효과 등을 구분하여 요약한 결과를 표 3-14에 나타낸다.

○ 제시된 연구개발 분야에서 기술수  정도에 따라 연구개발 수 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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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항목 통합체계 종합

세부 소요 기술명

․체계 요구 분석

․형상  배치 설계

․수 센서  이블 설치

․수 장비 보호/유지

기술수 ․선진국 비 85%

세부 연구내용

․시스템 개념 연구

․해역별 3차원 해양환경 모델링

․해역별 3차원 해양환경 분석

․해역별 해/조류 분포 측정

․해역별 해/조류 분포 분석

효과

․수  련 통합체계 요구 분석 기술 확보

․소규모 해양환경 모델링 기술 확보

․소규모 해양환경 보/ 측 기술에 용

․수  설치 국가 주요 시설물 설계  제작 기술에 용

표 3-14. 수 음향 체계 구축 분야의 연구개발 부분

연구개발 항목 통합체계 분석

세부 소요 기술명

․체계설계  시뮬 이션

․음향환경 분석

․설치환경 분석

기술수 ․선진국 비 70%

세부 연구내용

․M&S(Model & Simulation)를 통한 시스템(ISAG, ISAN) 설치   

  방안 연구

․M&S를 통한 설치해역 음탐환경 분석

․M&S를 통한 설치해역 탐지 효과도 분석

․M&S를 통한 수 통신 환경 분석

․M&S를 통한 수 통신 네트워크 최 구성 연구 

․설치해역 환경조사  DB 구축 최 화 연구

효과

․M&S 기반설계를 통한 경비  시간 감 효과

․음탐환경 분석 M&S S/W 확보

․탐지 효과도 분석 M&S S/W 확보

․수 통신 환경 M&S S/W 확보

․수 통신 네트워크 최 구성 M&S S/W 확보

․설치해역 환경 정 조사를 통한 유권 강화 

․ 경해역 정  해양자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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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항목 통합체계 시험평가

세부 소요 기술명
․시험평가 기법

․시험 기법

기술수 ․선진국 비 90%

세부 연구내용

․수 설치 시스템 평가기법 개발

․다 표  역 시뮬 이터 개발

․다 표  역 시뮬 이터 개발

․동해 소규모 해양 재구성 모델 개발

․3차원 수온구조 분석 시뮬 이터 개발

효과

․수 설치 시스템 개발을 한 시험평가 기법 개발

․최  시스템 설계  검증기법 개발 

․다 표  실시간 모의기술 확보

․해양환경 시뮬 이션  측모델 확보

표 3-14. (계속) 

연구개발 항목 ISAG

세부 소요 기술명

․음향벡터 센서 모듈 설계/제작

․음향벡터 센서 배열 설계/제작

․원거리 센서 데이터 송수신 모듈 설계/제작

기술수 ․선진국 비 70%

세부 연구내용

․음향벡터 센서 제작

․음향센서 감도  구조 설계

․음향벡터 센서 실장 기술 연구

․수평/수직 음향벡터 센서 시험 모듈 제작  성능 입증 연구

․센서 데이터 송수신 모듈 제작  성능 입증 연구

․다 채  신호 연동/조정/증폭

효과

․단일 선배열을 이용한 3차원 수상/수  탐지 추  시스템 구축

․군사용 디지털 소노부이 개발 기술 확보

    - 원거리 조기 경보용 소노부이 개발

    - 국산화를 통한 수입 체 효과  수출 모델 발굴

․민간용 유/무선 음향탐지 시스템 구축

    - 어군탐지, 고래 회유경로 탐지

․다채  수 센서 제작기술 확보를 통한 수출 모델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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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4. (계속)

연구개발 항목 ISAN

세부 소요 기술명

․천해환경 합형 기구물 설계  제작

․심해환경 합형 기구물 설계  제작

․수 유선 통신망 최 화

․수 유선 력망 최 화

․수  통신기 제작

․수  통신 네트워크

․수  통신기 설치/회수

기술수 ․선진국 비 65%

세부 연구내용

․해양 부착생물에 강인한 기구물 제작 기법

․해 생물체 부착에 강인한 기구물 제작 기법

․심해고압에 강인한 기구물 제작 기법

․ 력 하드웨어 설계 기법

․고효율 배터리 설계 기법

․수 통신 변복조 기법

․최  수 통신망 구축 기법

․그 외 수  통신 련 분야

효과

․천해/심해용 해양구조물 설계제작 기술 확보

․해양 타운 건설/토목 핵심기술 확보

․해양 생활권 확보를 한 기반시설 확보( 력/통신망)
․무인 수 로 , 무인 자율이동체 통신기술 확보

․원거리 조기 경보용 수 감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해양‧ 유  

  권 강화  독자  수출 모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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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계속) 

연구개발 항목 음향신호 수신장치

세부 소요 기술명

․음향 신호처리

․음향정보 분석  융합 기법

․음향측정 보조 기법

․자료 장/백업 기법

기술수 ․선진국 비 90%

세부 연구내용

․음향벡터 센서 다 채  신호처리

․음향벡터 센서 배열 빔형성 기술 연구

․음향벡터 센서 음문자료 시 기법

․수상/수  인공 이동 다  표  탐지 기법

․수상/수  인공 이동 다  표  정보 추출 기법

․수상/수  인공 이동 다  표  추  기법

․수상/수  인공 이동체 특징 정보  분류 기법 연구

․수 생물 발생음 식별  추  기법 연구

효과

․음향벡터 센서 배열을 이용한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 기술  

  개발  수출 모델 발굴

․신속 개형 수 감시 체계 기술 개발

․주요 국가시설 수 감시 체계 용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항목 음향  환경정보 통합분석

세부 소요 기술명

․환경자료 연동  DB 리 기법

․해양환경 분석 기법

․음향모델 실용화/표 화 기법

․자료 DB 리 기법

기술수 ․선진국 비 80%

세부 연구내용

․음향자료 처리 기법

․인공 성 측인자 자료처리 융합 기술

․해역별 해양환경 측기술

․해역별 음탐환경 측기술

효과

․유 기  필요자료 실시간 서비스  DB 구축

․한국 근해 해양/음향 자료  인공 성 자료 실시간         

국민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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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비고

1차 IAMS 핵심기술  부품개발 I

- IAMS 형상  배치 설계

- 체계설계  시뮬 이션

- 음향벡터 센서 모듈 설계/제작

- 음향벡터 센서 배열 설계/제작

- 원거리 센서 데이터 송수신 모듈 설계/제작

- 수 유선 통신망/ 력망 최 화

- 수 통신 네트워크 제작

- 음향신호처리 기술 개발

- 음향정보 분석  융합기술 개발

- 환경자료 연동  DB 리기법 개발

- 해양환경 분석기법 개발

- 음향모델 실용화/표 화 기법 개발

2차 IAMS 핵심기술  부품개발 II

- 음향벡터 센서 모듈 설계/제작

- 음향벡터 센서 배열 설계/제작

- 원거리 센서 데이터 송수신 모듈 설계/제작

- 수 유선 통신망/ 력망 최 화

- 수 통신 네트워크 제작

- 음향신호처리 기술 개발

- 음향정보 분석  융합기술 개발

- 환경자료 연동  DB 리기법 개발

- 해양환경 분석기법 개발

- 음향모델 실용화/표 화 기법 개발

3차 심해형 IAMS 통합  시험평가

- 심해형 IAMS 통합

- 심해형 IAMS 로토타입 제작

- 심해형 IAMS 로토타입 시험평가

4차
독도 IAMS 설치, 운용  

천해형 IAMS 시험평가

- 독도 IAMS 설치

- 독도 IAMS 운용

- 천해형 IAMS 로토타입 제작

- 천해형 IAMS 로토타입 시험평가

5차 백령도 IAMS 설치  운용
- 백령도 IAMS 설치

- 백령도 IAMS 운용

6차 가거도 IAMS 설치  운용
- 가거도 IAMS 설치

- 가거도 IAMS 운용

7차 이어도 IAMS 설치  운용
- 이어도 IAMS 설치

- 이어도 IAMS 운용

(2) 연도별 연구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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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개발 참여 소요인원  소요 산

(1) 소요인원  소요 산

연도 참여연구원(명) 소요 산(백만원)

1차 10 12,146

2차 15 23,845

3차 15 26,204

4차 15 26,942

5차 15 28,554

6차 15 28,554

7차 15 28,554

합계 100 17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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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소요 산 내역

○ 체계 통합

구분 품명 규격 단 수량 단가(천원) 액(천원) 비고

체계

설치

(수 부)　

독도 SET 1 10,080,000 10,080,000 

백령도 SET 1 11,200,000 11,200,000 

가거도 SET 1 11,200,000 11,200,000 

이어도 SET 1 11,200,000 11,200,000 

체계

설치

(육상부)　

독도 SET 1 2,100,000 2,100,000 

백령도 SET 1 2,100,000 2,100,000 

가거도 SET 1 2,100,000 2,100,000 

이어도 SET 1 2,100,000 2,100,000 

용선/운반비 SET 1 1,470,000 1,470,000 

경해역

연구센터

체계제어 SET 1 2,800,000 2,800,000 

빔 로젝트 SET 1 140,000 140,000 

컬러 린터 SET 1 7,000 7,000 

비디오 

스 치 

메트릭스

SET 1 7,000 7,000 

체계 이블 SET 1 7,000 7,000 

기타　

발 기 SET 2 70,000 140,000 
독도/ 

이어도　

UPS SET 4 28,000 112,000 

AVR SET 4 28,000 112,000 

탁연구 　　 건 10 532,000 5,320,000 

합   계 62,1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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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구분 품명 규격 단 수량 단가(천원) 액(천원) 비고

ISAG-M　

수직형배열

센서부
제작 km 1.5 3,000,000 4,500,000 　

어군탐지부 제작 SET 3 225,000 675,000 　

수 통신부 제작 SET 3 75,000 225,000 　

쓰나미/지진

측부
제작 SET 3 200,000 600,000 　

속부 제작 SET 3 75,000 225,000 　

계류부 제작 SET 3 45,000 135,000 　

회수부 제작 SET 3 150,000 450,000 　

수

이블
제작 km 45 225,000 10,125,000 　

ISAN-M

음향센서부 제작 SET 30 45,000 1,350,000 　

수 통신부 제작 SET 30 75,000 2,250,000 　

통제부 제작 SET 30 60,000 1,800,000 　

계류부 제작 SET 30 15,000 450,000 　

회수부 제작 SET 1 75,000 75,000 　

음향신호수신장치　 제작 SET 1 300,000 300,000 　

음향/환경

정보통합

분석장치

신호정보 

처리기
제작 SET 3 180,000 540,000 　

용량

장기
제작 SET 3 150,000 450,000 　

연동

제어기
제작 SET 3 75,000 225,000 　

기구물 제작 SET 3  18,000 54,000 　

M/W송수신장치　 제작 SET 1 1,500,000 1,500,000 　

설치 

회수장비

설치회수 

통합처리기
제작 SET 1 300,000 300,000 　

지원시설 제작 SET 1 60,000 60,000 　

정비지원

장비　
벤치테스터 제작 SET 1  653,000 653,000 　

합   계 26,9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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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령도

구분 품명 규격 단 수량 단가(천원) 액(천원) 비고

　ISAG-B　

수평형배열

센서부
제작　 km 3 1,800,000 5,400,000 　

어군탐지부 제작　 SET　 3 150,000 450,000 　

수 통신부 제작　 SET　 3 75,000 225,000 　

쓰나미/지진

측부
제작　 SET　 3 200,000 600,000 　

속부 제작　 SET　 3 75,000 225,000 　

계류부 제작　 SET　 3 45,000 135,000 　

회수부 제작　 SET　 3 150,000 450,000 　

수  

이블
제작　 km 60 225,000 13,500,000 　

　ISAN-B　

음향센서부 제작　 SET　 30 45,000 1,350,000 　

수 통신부 제작　 SET　 30 30,000 900,000 　

통제부 제작　 SET　 30 60,000 1,800,000 　

회수부 제작　 SET　 30 30,000 900,000 　

음향신호수신장치　 제작　 SET　 1 300,000 300,000 　

음향/환경

정보통합

분석장치

신호정보 

처리기
제작　 SET　 3 180,000 540,000 　

용량

장기
제작　 SET　 3 150,000 450,000 　

연동제어기 제작　 SET　 3 75,000 225,000 　

기구물 제작　 SET　 3 18,000 54,000 　

설치  

회수장비

설치회수 

통합처리기
제작　 SET　 1 300,000 300,000 　

지원시설 제작　 SET　 1 60,000 60,000 　

정비

지원장비

벤치

테스터
제작　 SET　 1 690,000 690,000

　

합   계 　 　 　 28,5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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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도

구분 품명 규격 단 수량 단가(천원) 액(천원) 비고

　ISAG-B　

수평형배열

센서부
제작　 km 3 1,800,000 5,400,000 　

어군탐지부 제작　 SET　 3 150,000 450,000 　

수 통신부 제작　 SET　 3 75,000 225,000 　

쓰나미/지진

측부
제작　 SET　 3 200,000 600,000 　

속부 제작　 SET　 3 75,000 225,000 　

계류부 제작　 SET　 3 45,000 135,000 　

회수부 제작　 SET　 3 150,000 450,000 　

수  

이블
제작　 km 60 225,000 13,500,000 　

　ISAN-B　

음향센서부 제작　 SET　 30 45,000 1,350,000 　

수 통신부 제작　 SET　 30 30,000 900,000 　

통제부 제작　 SET　 30 60,000 1,800,000 　

회수부 제작　 SET　 30 30,000 900,000 　

음향신호수신장치　 제작　 SET　 1 300,000 300,000 　

음향/환경

정보통합

분석장치

신호정보 

처리기
제작　 SET　 3 180,000 540,000 　

용량

장기
제작　 SET　 3 150,000 450,000 　

연동제어기 제작　 SET　 3 75,000 225,000 　

기구물 제작　 SET　 3 18,000 54,000 　

설치  

회수장비

설치회수 

통합처리기
제작　 SET　 1 300,000 300,000 　

지원시설 제작　 SET　 1 60,000 60,000 　

정비

지원장비

벤치

테스터
제작　 SET　 1 690,000 690,000

　

합   계 　 　 　 28,5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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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

구분 품명 규격 단 수량 단가(천원) 액(천원) 비고

　ISAG-B　

수평형배열

센서부
제작　 km 3 1,800,000 5,400,000 　

어군탐지부 제작　 SET　 3 150,000 450,000 　

수 통신부 제작　 SET　 3 75,000 225,000 　

쓰나미/지진

측부
제작　 SET　 3 200,000 600,000 　

속부 제작　 SET　 3 75,000 225,000 　

계류부 제작　 SET　 3 45,000 135,000 　

회수부 제작　 SET　 3 150,000 450,000 　

수  

이블
제작　 km 60 225,000 13,500,000 　

　ISAN-B　

음향센서부 제작　 SET　 30 45,000 1,350,000 　

수 통신부 제작　 SET　 30 30,000 900,000 　

통제부 제작　 SET　 30 60,000 1,800,000 　

회수부 제작　 SET　 30 30,000 900,000 　

음향신호수신장치　 제작　 SET　 1 300,000 300,000 　

음향/환경

정보통합

분석장치

신호정보 

처리기
제작　 SET　 3 180,000 540,000 　

용량

장기
제작　 SET　 3 150,000 450,000 　

연동제어기 제작　 SET　 3 75,000 225,000 　

기구물 제작　 SET　 3 18,000 54,000 　

설치  

회수장비

설치회수 

통합처리기
제작　 SET　 1 300,000 300,000 　

지원시설 제작　 SET　 1 60,000 60,000 　

정비

지원장비

벤치

테스터
제작　 SET　 1 690,000 690,000

　

합   계 　 　 　 28,5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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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 통신  네트워크 구축

가. 사업 추진배경  필요성

(1) 사업 추진배경

○ 계 인 해양음향 특성변화에 의한 측가능 역의 축소에 응하여 경

해역 리체계(IAMS)의 측가능 역을 보장하며, 측가능 역 밖의 

심해역에 한 측 데이터의 실시간 획득을 하여 측 역을 확장하기 

한 효율  수단이 요구된다.

○ 이를 하여 유선으로 연결된 통합 수 음향 게이트웨이(ISAG)에 부가하여 

통합 수 음향 노드(ISAN)를 수 에 포설하고, 이를 실시간 무선 네트워크

로 연결하여 측가능 역의 보장과 측 역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

법이 안으로 두되고 있다.

○ 각 해역별로 수개의 통합 수 음향 게이트웨이와 수~수십 개의 통합 수 음

향 노드가 수 에 포설되어 측  신호처리된 음향데이터를 경해역 연구

센터로 달하고, 경해역 연구센터로부터 제어 데이터를 특정 통합 수 음

향 노드에 달하기 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효율 으로 데이터를 달

하기 하여 일 일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수 음향 통신장치와 각 통신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수 음향 통신 네트워크구축이 필요하다.

○ 재 해양 선진국을 심으로 수 음향 통신 모뎀장치와 수 음향 통신망에 

한 연구가 수행 이나 아직까지는 연구개발 기단계로 지상의 무선통신

과 같이 표 화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 에서의 음 달 모델링 

기법과 정보 송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민간분야,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군사  목 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분야로서 국가간에 매우 민감한 사

항으로 련 기반기술  핵심기술 도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 따라서 경해역 리를 한 별도의 수 음향 통신망 시스템의 독자  개

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수 통신 네트워크 련 핵심기반 기술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유선통신으로 연결된 통합 수 음향 

게이트웨이의 고장  오동작에 비한 긴 우회 정보 달 수단제공이 가능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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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필요성

○ 수 음향 채 특성은 해양의 음속분포, 해 지질 특성, 해수면의 상태, 해  

부유물 등에 향을 받기 때문에 시‧공간상의 분포에 따라 매우 상이한 특

성을 갖는다.

○ 재 국외에서 매 인 상용 모뎀은 모든 채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

여 경우에 따라 송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 

합한 모뎀 개발이 필요하다.

○ 각 경해역에서 최 의 송성능을 보유한 수 음향 통신장비를 개발하기 

해서는 각 해역에서의 채 특성 측정이 필요하며 측정된 채 에 따른 수

음향 모뎀의 알고리듬 개발이 요구된다.

○ 다자간 통신을 해서는 서로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통신망을 제어하기 

한 통신망 로토콜이 사용되며 통신망의 사용목 에 따라 한 통신망

의 구조  로토콜이 사용된다.

○ 수 개의 통합 수 음향 게이트웨이와 여러 개의 통합 수 음향 노드를 포함

하는 수 음향 통신망 구축을 한 최 의 통신망 구조 연구와 로토콜 개

발이 필요하다.

나.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1) 국내 동향

○ 2003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 음향통신을 이용한 실시간 상 송 시스템

을 개발하 다.

○ 2004년부터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과제를 수행 에 

있으며 결과물로 2005년도에는 4 km, 10 kbps의 수 통신 모뎀, 2006년도에는 7.4 
km, 10 kbps의 수 통신 모뎀, 2007년도에는 9.7 km, 10 kbps의 양방향 수 통신 

모뎀을 개발하 다. 재는 Ad-hoc 통신망을 심으로 연구가 진행 에 있다.

○ 2007년부터 「수 음향 통신  탐지 특화센터」를 통해 학계를 심으로 

수 음향 통신  수 음향 탐지 알고리듬에 한 연구가 진행 이나 실시

간 모뎀을 개발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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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동향

○ 국외의 수  무선통신 로젝트 황은 표 3-15와 같다.

로젝트명
연구

기간

연구비/
지원기

수행국가/
기

연구목 세부내용  특징

AOSN116)
1998년

~ 재

1,130만 달러

(약 110억원)/5년
(ONR117))

미국

범 한 해양 

정보 취득 

시스템 개발

수 센서, 게이트웨이, 
자율무인잠수정 등으로 구성

Seaweb
1998년

~ 재
ONR 미국

수 무선 

네트워크 개발

앙제어센터, 게이트웨이, 
노드 등으로 구성

FRONT118)
1999~ 
2002년

NOP119) 미국

10 km × 10 km
내의 실시간 

센서 데이터 

수집

표 3-15. 수  무선통신 로젝트 황

116) AOSN: Autonomous Ocean Sampling Network
117) ONR: Office of Nav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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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명
연구

기간

연구비/
지원기

수행국가/
기

연구목 세부내용  특징

PLUSNet120)
2005~ 
2008년

2,770만 달러 

(약 260억원)
ONR

미국

역 감시를 

한 수  

네트워크 개발

해  고정센서, AUV 등의 

노드로 구성

GEOSTAR121)
1995년

~ 재

EU 
Commission

유럽

장시간의 다수 

해  측장비 

운용

수 통신을 이용한 해  

측장비간의 정보 공유

MAST 
Project122)

1989~ 
2000년

MAST 유럽

일 일 

수 통신기법 

개발

이동단말 고정단말간의 통신

ACME123)
2000년

~ 재
EESD124) 유럽

지속 인 

해양 측 정보 

수집 시스템 

개발

재 네트워크 동작 실패

 그림: 네트워크 구조 

118) FRONT: Front Resolving Observational Network with Telemetry
119) NOP: National Oceanographic Partnership
120) PLUSNet: Persistent Littoral Undersea Surveillance Network
121) GEOSTAR: GEophysical and Oceanographic Station for Abyssal Research
122) MAST: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123) ACME: Acoustic Communication network for Monitoring of the underwater Environment in coastal area
124) EESD: Energy,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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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1) 연구개발 목표

○ 경해역 주변의 수상/수  인공 이동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 음향 리체계 네트워크를 해 수 에 포설하는 수 개의 통합 수 음

향 게이트웨이와 다수의 통합 수 음향 노드들간 실시간 무선 데이터 통신

용 수 음향 통신장치 개발  수 통신 네트워크 체계 개발

○ 수 음향 통신장치 목표사양

   - 송속도: 10 kbps(kilo bit per second) 이상

   - 달거리: 수평 3 km 이상

   - 송오율: 10-5 BER(bit error rate) 이하

   - 력소모: 최  40 W 이하

 
(2) 주요 연구개발 내용

○ 경해역별 음향 특성 측정, 분석  모델링

   - 경해역별 음향 특성 측정  분석

   - 경해역별 채  시뮬 이터 개발  기능고도화

   - IAMS를 활용한 자동 채 특성 측정, 분석장치 개발

○ 통합 수 음향 게이트웨이와 통합 수 음향 노드용 수 음향 통신장치 개발

   - 트랜스듀서  아날로그 신호처리 기술 개발

   - 경해역별 수 음향 변복조 안정화 기술 개발

   - 채   오류 감기술 개발 

   - 경해역별 다 경로 특성에 합한 채 왜곡 보상기술 개발

   - 외부장치와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 네트워크 지원기술 개발

   - 수 음향 통신장치 로토타입 개발

   - 수 음향 통신장치 제품화 연구

   - 수 음향 통신성능 향상을 한 송기술 연구

○ 경해역 리체계에 합한 수 통신 네트워크 체계 개발

   - 수 통신 네트워크 요구조건 분석

   - 네트워크 토폴로지 설계

   - 데이터 무결성 보장 기술(ARQ125)) 개발 

   - 채 속 제어방식 설계

   - 채 자원 요구  할당방식 설계

125) ARQ: Automatic Repeat Request



174

연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비고

1차

네트워크 

기본

설계  

변복조

장치 

로토

타입 설계

- 네트워크 요구조건 분석

- 네트워크 토폴로지 설계

- 채 속 제어방식 설계

- 송 데이터 패킷의 임 구조 설계

- 변복조 장치 안정화  력화 기술 개발

- 트랜스듀서  아날로그 신호처리 기술 개발

- 변복조장치 로토타입 설계

- 독도 주변해역 음향  특성 측정  분석

- 수 음향 채  모델링  채  시뮬 이터 구

2차

제품화 

로토

타입 개발

- 채  자원요구  할당방식 설계

- 네트워크 로토콜 설계  구

- 송 데이터 패킷의 임 구조 보완

- 제품화 랫폼 설계  시제 제작

- 외부장치와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 네트워크 지원기술 개발

- 트랜스듀서  아날로그 신호처리부 설계  제작

- 독도 채 에 합한 채 왜곡 보상기술 개발

- 수 통신 장치 제품화 로토타입 설계  구

- 독도 주변해역 음향  특성 측정  분석

- 수 음향 채  모델링  채  시뮬 이터 보완

3차

제품화 

랫폼

안정화

- 네트워크 동기 확보기술 개발

- 트랜스듀서  아날로그 신호처리부 기능 안정화

- 제품화 랫폼 보완  시제 제작

- 수 음향 통신장치 제품화 랫폼 안정화

- 백령도 주변해역 음향  특성 측정  분석

- 수 음향 채  모델링  채  시뮬 이터 보완

4차

네트워크 

기능

 

통신장치

기능 

고도화

- 데이터 무결성 보장 기술(ARQ) 개발

- 네트워크 정보보안 기술 연구

- 트랜스듀서  아날로그 신호처리부 기능 고도화 연구

- 트랜스듀서  아날로그 신호처리부 소형화  력화 연구

- 백령도 해역에 합한 채  왜곡 보상기술 개발

- 채  오류 감기술 개발 

- 수 음향 통신성능 향상을 한 다 센서 송기술 연구

- 가거도 주변해역 음향 특성 측정  분석

- 수 음향 채  모델링  채  시뮬 이터 보완

(3) 연도별 연구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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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비고

5차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 송효율 증   달지연 최소화를 한 기술  

  개발

- 네트워크 생존성 증 방법 연구 

- 가거도 해역에 합한 채 왜곡 보상기술 개발

- 수 음향 통신성능 향상을 한 역 송 변복조 기술  

  연구

- 이어도 주변해역 음향  특성 측정  분석

- 수 음향 채  모델링  채  시뮬 이터 보완

- IAMS를 활용한 자동채  특성 측정, 분석장치 개발

6차
네트워크 

확장

- 네트워크 확장성 연구

- 이어도 해역에 합한 채 왜곡 보상기술 개발

- 수 음향 통신성능 향상을 한 역 송의 채 왜곡   

  보상 기술 연구

- 수 음향 채  모델링  채  시뮬 이터 보완

- IAMS를 활용한 자동채  특성 측정, 분석장치 기능안정화

7차
네트워크

안정화

- 네트워크 원격 유지보수 기술 연구

- 네트워크 안정화 연구

- 채 상태에 따른 응변조 기술 개발

- 수 음향 채  모델링  채  시뮬 이터 보완

- IAMS를 활용한 자동채  특성 측정, 분석장치 기능고도화

라. 추진 략  방법

(1) 추진 략

○ 해양음향학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원과 개발 시스템 활용을 한 사

용자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여 네트워크 설계에 반 함

○ ONR, WHOI 등의 국제  연구기 과의 력확 , 기술교류  유 강화를 

통해 수 통신 네트워크를 실용화하기 한 개발경험과 련기술 습득을 

하여 국제 력 사업을 극 추진함

○ 3차년도에 성능평가를 해 설치되는 경해역 리체계에 용을 해 한국해

양연구원에서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 인 「수 무선통신시스템개발」 

사업의 결과물  하나인 수 통신용 QPSK126) 모뎀의 로토타입을 기반으로 

126) QPSK: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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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를 안정화  경해역별 최 화를 수행하여 통신장치 조기 개발

○ 수  통신장치  네트워크 로토콜 제어장치는 재 로그래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새로이 개발되는 기술을 용할 수 있도록 개발함

○ 수  통신장치의 성능고도화를 한 핵심 기반기술 연구를 로토타입 개발 

후 수행하여 확보된 기술을 수 통신장치의 성능개선에 활용

○ 수  무선통신을 한 핵심 신호처리 기술은 주  연구기 에서 개발하고, 
수  트랜스듀서와 아날로그 신호처리부는 련 산업체에 탁하여 제작함

○ 수  무선통신 장치의 제품화를 한 랫폼의 기본설계는 주  연구기 에

서 수행하고, 개발환경  랫폼 제작은 련 산업체에 탁하여 제작함

○ 제품화 랫폼을 이용하여 통신 신호처리 알고리즘  네트워크 로토콜을 

주  연구기 에서 이식하여 수 통신 네트워크 모뎀 제품화 개발 

(2) 추진방법

○ 「수 무선통신시스템 개발」과제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경해역별 채 환

경에 따른 송수신 장치의 안정화  채 왜곡 보상기술 개발

○ 경해역별로 채 환경을 측정, 분석하여 채 환경을 모델링하고, 이를 통신

장치 최 화 설계에 반 하며, 채 모델을 용한 채  시뮬 이터를 구

하여 송수신장치 테스트  성능검증에 활용

○ 경해역 리체계 설치 이후에는 주기 으로 채  통신환경을 원격으로 

측하여 채 모델링  채  시뮬 이터의 기능고도화

○ DSP127) 시스템  개발환경을 활용하여 수  무선통신 장치의 로토타입을 개

발하고, 이에 합한 제품화 랫폼을 개발하여 로토타입을 랫폼에 포 함

○ 핵심 기능요소별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통합 시스템의 성능평가는 수조시험

을 수행한 후에 실해역 시험을 수행함

○ 상용 네트워크 설계  성능분석 툴을 활용하여 수 통신 네트워크 개발  

성능 측 수행

127) DSP: Digital Signa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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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요인원  소요 산

(1) 연도별 소요인원  소요 산

연도 소요인원(명) 소요 산(백만원)

1차 15 2,020

2차 15 2,080

3차 20 2,440

4차 24 2,340

5차 24 1,980

6차 20 1,920

7차 12 1,220

합계 130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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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소요 산 내역

○ 인건비: 3천만원/인 × 130인 = 39억원

○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  명 규  격 단  수  량
단  가

(천원)
  액

(천원) 비  고

구입

수신 신호처리 

시스템
DSP SET 8 80,000 640,000 수 통신 

모뎀 개발

네트워크 

시뮬 이터
QualNet SET 2 100,000 200,000 수 네트워

크 기술개발

통신 시뮬 이터
System
View SET 2 50,000 100,000 통신알고리

듬 개발

오실로스코  Tektronix EA 2 40,000 80,000 수 통신 

모뎀 개발

신호 발생  

데이터 측정장치
1MHz SET 4 40,000 160,000 데이터 측정

통신망 제어장치 

구축
Custom Set 6 100,000 600,000 통신망 제어

수 통신모뎀 

신호처리 시스템 
Custom SET 50 30,000 1,500,000 수 통신모

뎀 신호처리

수  통신 센서 

제작
Custom EA 50 20,000 1,000,000 수 통신용 

센서

채 측정장치 Custom SET 6 50,000 300,000 실해역 시험

SVP EA 1 20,000 20,000 실해역 

시험용

수 음향모뎀 LinkQuest EA 5 20,000 100,000 수  통신망 

시험용

실험용아날로그 

필터

Analog 
Devices EA 2 25,000 50,000 수조시험용

실험용 워 

증폭기
B&K EA 8 14,000 112,000 수조시험용

하 증폭기 B&K EA 4 8,000 32,000 수조시험용

송신용 

트랜스듀서
B&K EA 20 5,000 100,000 수조시험용

수신용 

트랜스듀서
B&K EA 20 4,000 80,000 수조시험용

실험용 노트북 펜티엄 EA 12 3,000 36,000 실해역시험

수치해석용 

컴퓨터
인텔 EA 12 2,000 24,000 수치해석

임차

선박 용선료 이어도호 일 85 4,600 391,000 실해역시험

수조 이용료 해양공학수조 일 50 1,200 60,000 수조시험

트럭임차료 회 54 500 27,000

합   계 5,6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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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산처리비

품   명 규  격 단  수  량
단  가

(천원)
  액

(천원)
비  고

실해역 시험재료 로  등 SET 30 5,000 150,000 실해역시험

산부품
로세서, 

MEM, HDD SET 50 500 25,000

린터 토 B/W, Color SET 20 400 8,000

린터 용지 A4 Box 200 40 8,000

측정 S/W 
Upgrade LabVIEW Copy 14 5,000 70,000

신호 측정 

로그램 

개발

실험용 지그 

제작
SET 20 1,000 20,000 실해역/수조 

시험

PC Upgrade Pentium SET 10 1,000 10,000 Simulation

과학기술 계산 

S/W Matlab Copy 10 5,000 50,000

네트워크 

시뮬 이터 S/W 
유지보수비

QualNet Copy 12 20,000 240,000

통신 시뮬 이터 

S/W 유지보수비
System View Copy 12 10,000 120,000

합  계 701,000

○ 간 비,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등 기타 항목 등: 38억원

바. 기 효과

(1) 기술  측면

○ 수 음향 통신모뎀 기술을 기반으로 수 에서 무선으로 측 데이터를 송

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하므로 넓은 해역에 걸쳐 망을 구축할 필요가 없이 

손쉽게 설치하고 회수할 수 있는 측 시스템 기술을 확보

○ 수  통신장치의 성능 고도화를 한 핵심기반 기술 연구를 수행하여 기존

에 구 된 수 통신 모뎀을 소형화시키고 력소모를 임으로써 외부 력

의 공 이 없이 장시간 수 통신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음

○ 해양 측 데이터 송에 합한 수 통신 네트워크 토폴로지  로토콜의 

설계  구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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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해역 통신채  측정  왜곡보상 기법개발을 통해 통신환경이 열악한 수

통신 채 에서 안정 인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확보

(2) 산업‧경제  측면

○ 수 통신 네트워크 기술개발을 통해서 역 해양 측 시스템 구 에 필요한 

무선통신 인 라를 확보

○ 수  네트워크 기술개발을 통해서 수 -수상-육상과의 입체통신 인 라 구축

을 통해 다양한 해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를 갖는 새로운 분

야 창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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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음향 시스템 구축

가. 음향 신호에 한 요 수산종의 음향특성 연구

○ 수산음향 센서에 수신되는 음향자료는 일정 해수 체 내에서 체 어류로부터 

반사되는 음향에 지의 총합으로 표 하는 체 산란 강도(volume backscattering 
strength, Sv)와  개개 어류로부터 반사되는 개체반사 강도(individual fish target 
strength, TS)로 구분된다.

○ 수산음향 센서로 취득되는 음향자료들을 이용한 자원량 평가 혹은 계 별 

요 어종 별을 해서는 상어류에 한 음향반사 특성이 필수요소이다

(그림 3-51). 미국, 일본, 노르웨이 등 수산음향 분야 선진국에서는 요 어

종에 한 음향특성 악으로부터 자원량 악 혹은 어종식별 등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3-51. 어류의 음향반사 특성 .

○ ISAG-M, ISAG-B 시스템에 설치되는 수산음향 센서 자료로부터 최종 결과 

자료를 이끌어내기 한 음향특성 연구는 ①개개 어종에 한 길이별, 주

수별 음향특성 연구, ②어군에 한 주 수별 음향특성 연구, ③어군 음향자

료 분석 알고리즘 연구 등이 있다. 이외에 어군탐지기 국내 양산 시스템 구

축을 한 H/W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의 소요 기술명, 기술수 , 연구내용, 연구시기  

효과 부분을 분리하여 요약하면 표 3-16과 같다.

○ 제시된 연구개발 분야에서 기술수  정도에 따라 연구개발 수 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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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항목 수산음향 시스템 구축  분석

세부 소요 기술명

․ 요 상업어종의 3-D 음향특성 DB 구축

․자원량 계산 알고리즘 개발

․어군탐지기 국내 양산을 한 H/W 구축

기술수 ․선진국 비 40～50%

세부 연구내용

․개개 어류의 주 수에 한 3-D 음향특성 악 연구

․어군에 의한 3-D 음향특성 연구

․자원량 변환을 한 S/W 개발 연구

․어군탐지 시스템 H/W 연구

연구시기 ․Y ~ Y+3 (4년간)

효과

․어류의 음향특성 정보 구축으로 수산음향을 통한 자원량     

변환체계 구축

․어군탐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내 양산체계 구축

표 3-16. 수산음향 시스템 구축 분야의 연구개발 부분 

나. 소요인원  소요 산

(1) 연도별 소요인원  소요 산

연도 소요인원(명) 소요 산(백만원)

1차 4 300

2차 5 300

3차 5 400

4차 6 400

합계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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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소요 산 내역

○ 인건비: 3천만원/인 × 20인 = 6억원

○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명 규격 단 수량 단  가(천원)   액(천원) 비  고

구입

서버 상용 SET 5 30,000 150,000

스토리지 상용 SET 2 50,000 100,000

시스템 로그램 상용 SET 5 2,000 10,000

DB 로그램 Custom SET 2 50,000 100,000

Terminal 컴퓨터 듀얼코어 EA 10 3,000 30,000

개발
DB Custom SET 1 80,000 80,000

자료수집 Custom SET 1 30,000 30,000

합   계 500,000

○ 재료  산처리비

      

품   명 규격 단 수량 단  가(천원)   액(천원) 비고

산부품
로세서, MEM, 

HDD
SET 100 544 54,400

린터 토 B/W, Color SET 100 400 40,000

린터 용지 A4 BOX 140 40 5,600

합  계 100,000

○ 간 비,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등 기타 항목 등: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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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 지진  쓰나미 시스템 구축

가. 사업추진 배경  필요성

인류의 해양활동에 따른 해양공간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해

성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12월 발생한 동남아시아 지진  지진해일의 사례로 

확인되었듯이, 해양에서 발생하는 규모 지진과 그에 수반하는 지진해일은 재래주

기가 매우 길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다른 어느 자연재해보다 클 수 있다. 구조론

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과 의 경계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

라에서는 주로 규모 5 이하의 규모 이하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지진발생 황을 보면  내부에서도 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야기하기

도 하므로 우리나라도 지진의 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에서 발생한 

1976년 규모 7.8의 당산지진, 1811~1812년 미국 부지역 뉴마드리드 지역에서 발생

한 규모 8.0의 지진이  내부에서 발생한 지진의 표 인 이다.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는 비교  큰 규모의 지진이 꾸 히 발생하고 있으며(그

림 3-52), 한반도 동쪽의 유라시아 과 태평양  경계, 유라시아 과 북미  경계, 
그리고 한반도 남쪽의 유라시아 과 필리핀 의 경계에서는 많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규모는 6.5 이상의 규모 지진이 많고 이로

그림 3-52. 한반도 주변의 지진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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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지진해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내륙과 주변해역에서 발생하

는 지진은 주로 규모 5 이하의 지진이며 그 빈도수 한 크지 않다. 국외 지진  

지진해일 험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해 에서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한 재해

원인 규명을 하여 다수의 지진 측소를 해 에 설치하며 지진 측 황을 감시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울릉도 남쪽 15 km 해역에 설치된 1개의 해 지진 측

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측소가 육상에 설치되어 있어 해 에서의 지진발생 황을 

정확히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진 측기를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 에 

설치하여 지진발생 황을 근  정 감시할 필요가 있다. 

나.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1) 국내동향

국내에서는 기상청(그림 3-53), 한국지질자원연구원(그림 3-54),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한국 력기술원, 학 등에서 각 기 의 필요에 따라 육상 

지진 측망을 운 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2006년 12월 울릉도 남쪽 약 15 km 해

그림 3-53. 기상청에서 운 인 지진 측망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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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운 인 지진 측망 황.

역, 수심 2,000 m에 해 지진 측계 1개를 설치하여 지진발생을 실시간 측하고 

있으나, 측공백 해소 는 재해 감 효과를 기 하기 어렵고, 다른 분야로의 활용

을 기 할 수 없다. 지진자료 분석을 통하여 인공지진과 자연지진의 식별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한반도 주변국가에서 규모 인공폭 를 수행할 경우 육상

에 설치된 지진 측망만으로 정확히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 국외동향

○ 미국의 NEPTUNE Project
미국과 캐나다는 북동태평양에 3,000 km의 섬유 이블을 이용하여 Juan 

de Fuca 을 둘러싸는 해 측망 구축으로 해양, 해 , 해 지각에 한 장

기간/실시간 모니터링하는 NEPTUNE 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그림 3-55).

○ 독일의 지진해일 경보 시스템

2004년 12월 발생한 동남아시아 지진/지진해일 재앙 후 인도네시아는 독

일과 함께 인도양 일 에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진과 지진해일

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그림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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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NEPTUNE 네트워크 구성도.

그림 3-56. 인도양 지진해일 조기경보 시스템.

○ DART128) Project
미국 지진해일 험경감 로그램129)의 일환으로 지진해일의 오보를 감소시

켜 불필요한 피에 소요되는 경제  비용 감 목 으로 지진해일 부이를 지

진발생 가능해역에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그림 3-57).

128) DART: Deep-ocean Assessment and Reporting of Tsunamis
129) U.S. National Tsunami Hazard Mitig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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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 DART의 6개 지진해일 측 과 계류식 지진해일계 모식도.

○ H2O
미국에서는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의 태평양 심해 약 5,000 m에 설치된 

해양과학종합기지 H2O130)를 운용하고 있다.

- 폐동축 이블 사용으로 기투자 비용 감축

- 그림 3-58은 H2O의 설치 치, 그림 3-59는 이 측 에서 측된 1999년  

    10월 16일, 캘리포니아에 발생한 규모 7.0의 Hector Mine 지진 측 기록

그림 3-58. 하와이-캘리포니아간 폐 화 이블상에 설치된 해 지진계의 치.

130) H2O: Hawaii 2 Observ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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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H2O에 측된 1999년 10월 16일 규모 7.0, 
California Hector Mine 지진.

○ ARENA-일본

- 지진 조기경보 체계를 해 8개 이상의 해 지진 측시스템 운 (그림 3-60)

그림 3-60. 일본주변에 설치된 이블 연결식 지진 측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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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d Real-time Earth Monitoring Network in the Area(ARENA)
- 차세  해 측 시스템, 일본열도 주변해역 체 모니터링

- 수심 6,000 m 이상에도 설치되며, 약 50 km마다 지진계를 비롯한 해양   

    측센서를 설치

- 센서들은 필요에 따라 교환/이동 가능, ARENA project(그림 3-61)의 타당  

    성 검토 완료

그림 3-61. ARENA 모식도.

다.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1) 연구개발 목표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  쓰나미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분석하여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감시하고, 특히 해 에서 발생하

고 있는 지진을 실시간 정 ‧근  모니터링하며,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련기 에 

배포할 수 있는 자료배포 시스템을 개발‧구축한다. 수요기 의 요구에 따라 원시자

료 는 일부 가동된 자료를 실시간 배포하며, 국내 지진 련 기 과의 자료 실시

간 교환‧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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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비고

1차
체 시스템

설계

- 최 의 측소 설치 지역 선정

- 측소 정지역 지질/지구물리 조사

- 측소 정지역에 한 이동식 해 지진 측 설치 

  자료획득

- 측소 주변지역 지진성향 악

- 측소 설치 정지역 주변잡음 조사

- 측센서 유형 선택

- 데이터의 형식, 자료 크기 등 결정

- 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 측시스템 설계

(2) 주요 연구개발 내용

○ 자료수집 시스템

    - 역, 단주기, 속도, 가속도 자료수집 기능

    - 압력식 고계를 활용한 이상 도 실시간 측  감시 기능

    - 경해역 연구센터 자료 실시간 수집

    - 수집 상자료의 종류, 형식, 수집주기, 용량설정

○ 실시간 해 지진 발생 모니터링 

    - 해 지진계  국내 유 기 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해 지진 발생 

실시간 정 /근  감시

    - 해 지진 발생 치, 시간  규모 실시간 결정  통보기능 구

    - 해 지진 발생 치, 시간  규모 가시화 기능

    - 측자료 실시간 가시화

○ 지진  쓰나미 자료처리 시스템

    - 실시간 지진 측 자료처리 시스템

    - 실시간 쓰나미 감시  자료처리 시스템

○ 자료 리 시스템

    - 해 지진계 생산자료 DB 구축

    - 원시 지진자료 처리 공간

○ 자료분배 시스템

    - 분석자료  기상청, 소방방재청  유 기  요청자료 처리  배포

    - 해당 기 별 속권한 부여를 통한 자료 제공

(3) 연도별 연구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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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비고

2차

자료수집 

시스템  

자료 리 

시스템 구축

- 하드웨어 선정

- 소 트웨어 선정  데이터 용량을 고려한 storage 선정

- 시스템 도입  구축

-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시스템 로그램 설치  검증

- 측소 정지역에 한 이동식 해 지진 측 설치 

  자료획득

- 측소 주변지역 지진성향 악

- 측소 설치 정지역 주변잡음 조사

- 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 측 시스템 기본자료 구축

3차
자료 리 DB 

구축

- 지진  쓰나미 실시간 측자료 DB 설계  구축

- 원시자료  가공자료 장방식 결정

- 측소 정지역에 한 이동식 해 지진 측 설치 

  자료획득

- 측소 주변지역 지진성향 악

- 측소 설치 정지역 주변잡음 조사

- 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 측 시스템 구축

4차

데이터 처리

시스템, 가시화

시스템 구축 

 자료분배 

시스템 구축

- 지진  쓰나미 자료처리 과정 모듈화

- 서버 시스템 선정  도입

- 시스템 로그램 설치  검증

- 응용 로그램 설치  검증

- 련 기  의를 통한 제공자료 선정  배포

- 측소 정지역에 한 이동식 해 지진 측 설치 

  자료획득

- 측소 주변지역 지진성향 악

- 측소 설치 정지역 주변잡음 조사

- 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 측 시스템 구

라. 추진방법  략

○ 1차~4차년도에는 자기부상식 해 지진계를 활용하여 측소 설치의 최 지

역을 선정하고 설치 정지역의 지질/지구물리 기본조사를 수행한다. 수행과

정에서 해 지진 발생 황 악, 측  주변잡음 분석 등을 수행한다.
○ 2차년도부터 실제자료를 수집하며, 자료의 기본처리  리 시스템을 구축

한다. 체 시스템의 기능  필요요구 성능을 고려한 시스템 상세설계를 수

행하고, 수집가능한 자료를 조사하여 국내 지진 측소 운  유 기 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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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하여 자료수집 방법을 결정한다.
○ 해 지진 실시간 감시를 하여 국내 유 기 간의 조를 유도하다.
○ 해 지진으로 인한 연안재해의 험성을 인식시키고, 피해를 사 에 측하

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마. 소요인원  소요 산

(1) 연도별 소요인원  소요 산

연도 소요인원(명) 소요 산(백만원)

1차 10 250

2차 10 500

3차 10 750

4차 10 500

합계 4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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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소요 산 내역

○ 인건비: 2천만원/인 × 40인 = 8억원

○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명 규격 단 수량 단  가(천원)   액(천원) 비  고

구입

서버 상용 SET 5 30,000 150,000

스토리지 상용 SET 2 50,000 100,000

시스템 로그램 상용 SET 5 2,000 10,000

DB 로그램 Antelope SET 2 50,000 100,000

Terminal 컴퓨터 듀얼코어 EA 10 3,000 30,000

개발
DB Custom SET 1 80,000 80,000

자료수집 Custom SET 1 30,000 30,000

합   계 500,000

○ 재료  산처리비

      

품   명 규격 단 수량 단  가(천원)   액(천원) 비고

산부품
로세서, MEM, 

HDD
SET 100 544 54,400

린터 토 B/W, Color SET 100 400 40,000

린터 용지 A4 BOX 140 40 5,600

합  계 100,000

○ 간 비,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등 기타 항목 등: 6억원

바. 기 효과

(1) 기술  측면

○ 지진  쓰나미 실시간 자료수집  장 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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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 기 에서 운 인 지진 측망과 감시 시스템과 연계 기능

○ 심해역의 지진  쓰나미 발생 황 근  정 감시 시스템 기반확보

○ 모듈식 시스템 구축으로 향후 확장  교체 가능

(2) 산업‧경제  측면

○ 지진  지진해일 등의 재해 발생시 신속 응 기능 확보

○ 북한, 국, 일본 등에서 시행가능한 규모 인공폭 의 실시간 감시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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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역 리인자 측부이 구축

가. 사업 추진배경  필요성

○ 주요 경해역을 체계 으로 리하기 해서는 상해역의 종합 해양환경

을 실시간으로 측하는 부이의 설치가 요구된다.

○ 경해역 리체계(IAMS)의 통합 수 음향 게이트웨이(ISAG)  통합 수

음향 노드(ISAN)에 의해 측정되는 수 음향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해

서는 상해역의 수온구조, 음속구조  유속구조 등 해양내부의 해양환경

을 실시간으로 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가거  해양과학기지 등의 활용을 극 화하기 해

서는 이들 기지에서 측하기 곤란한 해양내부의 해양환경을 실시간으로 

측하는 부이의 설치가 요청된다.

나.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1) 연구개발 목표

○ 경해역 리  수 음향 측정자료 해석 등에 필요한 해양환경을 실시간

으로 측하기 한 해역 리인자 측부이(OBAM) 구축

(2) 주요 연구개발 내용

○ OBAM 설치해역 해양환경 조사  분석

  - 독도 OBAM 설치해역 해양환경 조사  분석

  - 백령도 OBAM 설치해역 해양환경 조사  분석

  - 가거도 OBAM 설치해역 해양환경 조사  분석

  - 이어도 OBAM 설치해역 해양환경 조사  분석

○ OBAM 설계  구축

  - 독도 OBAM(심해용) 설계  구축

  - 백령도 OBAM(천해용) 설계  구축

  - 가거도 OBAM(천해용) 설계  구축

  - 이어도 OBAM(천해용) 설계  구축

○ OBAM 운용  리

  - 독도 OBAM 운용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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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령도 OBAM 운용  리

  - 가거도 OBAM 운용  리

  - 이어도 OBAM 운용  리

(3) 연도별 연구개발 내용

연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비고

1차
독도 인근해역 

해양환경 조사

- 독도 IAMS 설치해역 해양환경 조사

- 독도 IAMS 설치해역 해양환경 자료 분석

2차
백령도 인근해역 

해양환경 조사

- 백령도 IAMS 설치해역 해양환경 조사

- 백령도 IAMS 설치해역 해양환경 자료 분석

3차
가거도 인근해역 

해양환경 조사

- 가거도 IAMS 설치해역 해양환경 조사

- 가거도 IAMS 설치해역 해양환경 자료 분석

4차

이어도 인근해역 

해양환경 조사

독도 OBAM 
구축

- 이어도 IAMS 설치해역 해양환경 조사

- 이어도 IAMS 설치해역 해양환경 자료 분석

- 독도 OBAM(심해용) 설계, 구축

- 독도 OBAM(심해용) 운용

5차
백령도 OBAM 
구축

- 백령도 OBAM(심해용) 설계, 구축

- 백령도 OBAM(심해용) 운용

6차
가거도 OBAM 
구축

- 가거도 OBAM(심해용) 설계, 구축

- 가거도 OBAM(심해용) 운용

7차
이어도 OBAM 
구축

- 이어도 OBAM(심해용) 설계, 구축

- 이어도 OBAM(심해용) 운용

다. 추진방법  략

○ OBAM을 설치하기 에 상해역에 한 해양물리, 해양생물  해양지질 

등 해양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함

○ OBAM의 설치 치는 해양환경 조사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상해역을 

표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함

○ 독도 OBAM의 경우 해양환경 조사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수심 약 500 m
의 치에 견디는 심해용으로 설계하여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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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령도, 가거도  이어도에 설치하는 OBAM의 경우 해양환경 조사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수심 약 50~60 m의 치에 견디는 천해용으로 설계하여 

구축함

라. 소요인원  소요 산

(1) 연도별 소요인원  소요 산

연도 소요인원(명) 소요 산(백만원)

1차 10 600

2차 10 600

3차 10 960

4차 10 1,300

5차 10 1,400

6차 10 1,500

7차 10 1,140

합계 70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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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소요 산 내역

○ 인건비: 2천만원/인 × 70인 = 14억원

○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  명 규  격 단  수  량
단  가

(천원)
  액

(천원) 비  고

구입

해역 리인자

측부이(심해용) Custom SET 1 510,000 510,000 표 3-17

해역 리인자

측부이(천해용) Custom SET 3 464,000 1,392,000 표 3-18

실험용 노트북 펜티엄 EA 6 3,000 18,000

임차

수치해석용 

컴퓨터
인텔 EA 6 2,000 12,000

선박 용선료 이어도호 일 280 4,600 1,288,000

트럭 임차료 회 100 800 80,000

합   계 3,300,000

○ 재료  산처리비

품   명 규  격 단  수  량
단  가

(천원)
  액

(천원)
비  고

실해역 시험재료 로  등 SET 80 5,000 400,000

산부품
로세서, 

MEM, HDD SET 60 500 30,000

린터 토 B/W, Color SET 70 400 28,000

린터 용지 A4 Box 300 40 12,000

PC Upgrade Pentium SET 30 1,000 30,000

합  계 500,000

○ 간 비,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등 기타 항목 등: 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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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Description Qty Price (KRW) Total (KRW)
1 Meteorological & Oceanographic Sensors

1.1 Meterological Sensor Part 0 0
1.2 Oceanographic Current & Wave Sensor Part

- TRDI WH 75 kHz Monitor DR ADCP with Pressure sensor
- Included gimbal & mount frame with cable, connector

1 98,000,000 98,000,000

1.3 Oceanographic C‐T Sensor Part
- SBE37 Micro CAT C & T with I/M, Strain gauge Pressure
- Surface Inductive Modem PC board 
- Inductive Cable coupler Assembly

17
1
1

224,400,000
1,300,000
1,700,000

227,400,000

Sub Total 325,400,000
2 Buoy Hull & Master System with Assembly

2.1 2.3m Foam Buoy Hull & Master
- Elastomer Composite Hull
- Resilient Polyethylene Foam Core
- Aliphatic Urethane Elastomer Skin Color Yellow
- Marine Grade Aluminum Buoy Mast Tower
- Buoy Electronic Canister Housing

1 40,000,000

2.2 Buoy Control Suite
- Otronix Intelligent Buoy Controller 

1 8,000,000

2.3 Telemetry Suite
- Satellite communication Module
- CDMA Module
- Antenna Mount & cable connector

1 8,500,000

2.4 Power Supply
- 25W Solar Panel  4 ea
- 12V 60A Rechargeable Battery  3 ea
- Battery Cage with Connector
- Voltage Regulator with Box including Bulkhead connector

1 4,000,000

2.5 Navigation & Safety System
- GPS
- EZ Compass
- Marine Signal Lantern
- Radar Reflector

1 12,900,000

2.6 Buoy Assembly and Engineering Support
- Buoy Assembly
- Technical Support
- Special Integration Required
- Other Expandable Supplies

1 15,000,000

Sub Total 88,400,000
3 Mooring system 500 meters

3.1 Mooring Design with
- 0.5" Jacketed wire rope 500m
- 27.5 m 19mm Anchor chain 5 roll
- 300 kg Stockless Anchor 
- Shackles & Swivels

1 30,000,000

Sub Total 30,000,000
4 Base Station & Software

4.1 Base Station
- Processing computer
- Satellite communication data receive server
- Rack case with UPS

1 15,000,000

4.2 Software
- Processing Software

1 5,000,000

Sub Total 20,000,000
Grand Total 463,800,000

VAT 46,380,000
Grand Total Price (KRW, Included VAT) 510,180,000

표 3-17. 심해용 해역 리인자 측부이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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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Description Qty Price (KRW) Total (KRW)
1 Meteorological & Oceanographic Sensors

1.1 Meterological Sensor Part 0 0
1.2 Oceanographic Current & Wave Sensor Part

- TRDI WH 300kHz Monitor DR ADCP with Pressure sensor
- Included gimbal & mount frame with cable, connector

1 52,000,000 52,000,000

1.3 Oceanographic C‐T Sensor Part
- SBE37 Micro CAT C & T with I/M, Strain gauge Pressure
- Surface Inductive Modem PC board 
- Inductive Cable coupler Assembly

17
1
1

118,800,000
1,300,000
1,700,000

121,180,000

Sub Total 173,180,000
2 Buoy Hull & Master System with Assembly

2.1 10m Buoy Hull & Master
- Elastomer Composite Hull
- Resilient Polyethylene Foam Core
- Aliphatic Urethane Elastomer Skin Color Yellow
- Marine Grade Aluminum Buoy Mast Tower
- Buoy Electronic Canister Housing

1 150,000,000

2.2 Buoy Control Suite
- Otronix Intelligent Buoy Controller 

1 8,000,000

2.3 Telemetry Suite
- Satellite communication Module
- CDMA Module
- Antenna Mount & cable connector

1 8,500,000

2.4 Power Supply
- 25W Solar Panel  4 ea
- 12V 60A Rechargeable Battery  3 ea
- Battery Cage with Connector
- Voltage Regulator with Box including Bulkhead connector

1 4,000,000

2.5 Navigation & Safety System
- GPS
- EZ Compass
- Marine Signal Lantern
- Radar Reflector

1 12,900,000

2.6 Buoy Assembly and Engineering Support
- Buoy Assembly
- Technical Support
- Special Integration Required
- Other Expandable Supplies

1 15,000,000

Sub Total 198,400,000
3 Mooring system 60 meters

3.1 Mooring Design with
- 0.8" Jacketed wire rope 55m
- 27.5m 19mm Anchor chain 3 roll
- 240Kg Stockless Anchor 
- Shackles & Swivels

1 30,000,000

Sub Total 30,000,000
4 Base Station & Software

4.1 Base Station
- Processing computer
- Satellite communication data receive server
- Rack case with UPS

1 15,000,000

4.2 Software
- Processing Software

1 5,000,000

Sub Total 20,000,000
Grand Total 421,580,000

VAT 42,158,000
Grand Total Price (KRW, Included VAT) 463,738,000

표 3-18. 천해용 해역 리인자 측부이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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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공 성 활용 시스템 구축

가. 사업 추진배경  필요성

인공 성이 촬 한 학  이더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상의 특정 역을 주기

으로 감시하는 기술은 최근 성장비의 성능향상에 발맞춰 세계 각국에서 심을 

갖고 개발 인 분야이다. 인공 성 데이터는 그 해상도에 따라 수 십 km2에서부터 

수백 km2에 이르는 해상 역을 한번의 촬 으로 분석  감시할 수 있는 장 이 있

어 그 이용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 데이터의 경우 이미 1 m  이

내의 해상도를 갖는 성들을 세계 각국에서 운 이며,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

는 이리랑 2호 성도 이  하나에 해당된다. 이더 데이터 성은 일반 으로 

학 성에 비해 공간 해상도가 떨어지지만, 최근에 발사된 성들은 학에 필 하

는 1 m  해상도를 보유하고 있어, 수상  수  이동체 추   해수면의 정략

인 물리  특성을 추출하는 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인공 성을 이용한 해역 감시체계 구축은 기존에 활용가능한 세계 각국의 연구

용 성  우리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성을 활용하여 ① 경해역 주변의 수상  

수  이동체 활동 감시 ② 경해역 주변의 재해유발 환경인자 감시 ③수   수상 

센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보완  검증 목  ④인공 성을 활용한 경해역 주변의 

역정보 획득에 사용하고자 한다. 

본 사업에서 상으로 하고 있는 경해역은 수상  수  이동체의 왕래가 빈

번하거나 정치‧경제 으로 우리나라에 요한 가치를 제공하는 역에 해당되며, 

토의 최외곽에서 측된 해수면 정보는 내륙의 기상변화 측에 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하여 재 활용가능한 세계의 해양 측 성으로부터 

학  이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배포를 담당하는 자료처리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 요구된다. 원격탐사 분야의 학  이더 데이터를 이용한 목표물 인

식  확인 연구는 학계나 연구소를 통해 개별 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재까지는 

실제 운 되고 있는 성기반의 목표물 탐지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역의 수상 

 수  이동체 탐지체계 구축을 해서는 재 세계 으로 운 인 다양한 해

양 성으로부터 촬  데이터를 입수하여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이런 

에서 개별 단 의 연구는 비용  자료 근성 등의 문제로 자료확보에 한계성

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정부기 이 주도하는 사업을 통한 통합 자료획득  분석 시

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학  이더 성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시 가장 요한 목표는 신뢰성 

있는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찾고자 하는 정보를 가능한 높은 정확도로 추출하는 것

이다. 수상  수  이동체의 인식  별, 해상오염 상물질 확인  확산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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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역의 해상풍, 랑, 해류 등의 물리  환경인자 값 추출은 모두 성 데이터

를 기반으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그 값을 결정하게 된다. 이 게 추출된 물리값 

혹은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해서는 재 개발된 추출 알고리듬의 검

증  새로운 알고리듬의 개발이 요구된다.

학 성 데이터는 그 해상도에 따라 목표물을 구분하는 능력이 결정되며, 형 

수상 이동체의 경우는 비교  해상도 데이터에서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소규모의 

수상  수  이동체는 고해상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 요구된다. 한 

이더 성 데이터의 경우, 성에서 방사한 자기 가 지상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다시 수신하는 방식으로, 자기 의 편 성분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

다. 특히 이더 데이터는 측 역에 존재하는 해상풍, 랑, 해류 등 자연 상

의 강도에 따라 자료의 품질이 다양하게 변화하게 되므로, 신뢰성있는 목표물 인식 

 별을 한 자료분석 기법  개발이 반드시 요구된다(Dowd et al. 2001).

목표물의 인식  별에 이용되는 성 데이터는 크게 학과 이더로 구분

된다. 학의 경우 1 m에서 수십 미터에 이르는 공간 해상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상  수  이동체의 별에 주로 이용된다. 높은 공간 해상도의 데이터가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한번에 측할 수 있는 역은 10~60 km로 비교  좁은 편이다. 

한 구름이나 강수 등의 기상 상시 인식이 불가능한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이

더 성 데이터는 학에 비해 보통 낮은 공간 해상도인 8~50 의 상이 주로 사

용되며, 측 역은 400 km에 이를 정도로 넓은 편이다. 한 구름이나 강수, 밤낮 

등에 계없이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최 의 장 으로 주로 목표물의 인식에 

이용한다. 해상에서 움직이는 수상  수  이동체의 경우 이더 성 데이터에 

나타나는 신호의 에코를 검출하여 도 러 편이를 이용하면 이동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Chapron et al. 2005). 해상풍, 랑 등의 해상물리 상이 높은 값을 가질 경우, 

수상  수  이동체 별에 나쁜 향을 주는 신호의 잡음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를 제거하고 목표물만 인식하는 수학  기법의 개발이 인식  별의 확률을 높이

는 방법 의 하나이다(Stoffeleen et al. 1997a, 1997b). 재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에

서 운 인 수상  수  이동체 별 시스템(JRC131) Vessel Detection System)의 

경우 측한 성 데이터 입수시 부터 목표물의 인식  별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정도이다. 이처럼 단기간에 성 데이터로부터 목표물을 단하기 해서는 

신뢰성과 효율성을 갖는 추출기법의 개발이 반드시 요구된다.

131) JRC: Joint Research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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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1) 국내 동향

수상  수  이동체 탐지  감시를 한 기본 알고리듬 연구는 재 련 

학과 연구소를 심으로 개별 으로 시도되고 있지만, 실제 운 가능한 수 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분석  자료처리에 필요한 다양한 해양 성 데

이터를 종합 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정된 산

과 성자료에 한 근성 문제는 부분 인 데이터를 이용한 알고리듬의 시험  

특정 상황에서의 목표물 인식 등 부분 인 연구에만 용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재 운 하고 있는 해상의 목표물 감시체계는 어선  상선 등과의 통신을 바탕으

로 획득된 정보를 이용하는 VMS132)가 사용되지만, 이는 수상  수  이동체와의 

통신이라는 제조건하에서만 감시가 가능한 수동 인 방법이다. 성을 이용한 감

시체계는 수상  수  이동체와의 통신이 두 된 상황에서도 원격탐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 할 수 있는 장 을 갖고 있다. 서해상에서 발생하

는 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동해상의 독도를 둘러싼 일본 순시선  어선과의 

충돌 등을 고려하면 성기반의 종합 인 해역감시 시스템의 구축  운  필요성

이  증가하는 시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더 성 데이터를 이용한 해양 측 연구는 국내 학  연구소를 심으

로 수행 이며, 측 상은 주로 해상풍, 랑, 내부  등에 한 상 이해와 정보 

추출, 데이터 분석 일고리듬 연구 등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역 해양 측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는 아직 없다. 2009년에 발사 정인 다목  성 5호가 이더 측을 

실시 하게 되므로, 성의 발사와 함께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상된다. 재 우리나라에서 이용가능한 성으로는 아리랑 2호가 1 m 의 학 데

이터를 얻을 수 있고, 향후 발사 정인 통신해양 기 성(COMS133))에 장착된 해양

측 카메라로부터 역의 해양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2) 국외 동향

유럽의 경우 우리와 유사하게 해상으로 둘러싸인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들은 

성을 이용한 종합 인 수상  수  이동체 감시 시스템을 활발하게 개발 이거나 

이미 운용 에 있다. 한 기존의 선박 감시체계인 VMS와 연동하여 목표물의 탐지 

 추  확률을 더욱 높이는 시스템 개발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

드와 같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에서는 세 , 해양경찰, 농림부, 이민국, 환경부 등

의 정부기 들이 성을 이용한 수상  수  이동체 감시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되

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기 에 필요한 감시  리 업무를 추진하여 그 효

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와 가까지 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자체 발사한 고해

132) VMS: Vessel Monitoring System
133) COMS: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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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학  이더 성을 활용한 해양 불법침입 탐지기술 개발을 일본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6~2012년)에 포함하여 활발한 개발을 추진 이다. 우리나라와 

동해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의 이런 활동은 우리나라  북한의 선박들이 주된 상

으로 상되기 때문에, 이에 한 극 인 응이 요구되는 시 이다.
최근 이더 성의 발사가 빈번해짐과 동시에 성의 공간 해상도가 증가함에 

따라, 성 보유국을 심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해상  수  이동체 탐지, 해양

환경 인자 추출 등에 활용하는 연구  업 운용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유럽에서는 ERS134), ENVISAT135)를 이용하여 해상 이동체 인식  해양 측 

인자 추출에 이용하고 있다. 특히 ENVISAT는 10개의 센서를 장착하여 각 해수면 

온도, 해색, 랑, 해상풍, 해상 오염물질 탐지에 활용가능한 이더 성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캐나다는 RADARSAT 성을 이용해 OSM136)을 개발하여 활용 이

며, 노르웨이는 NDRE137)가 국가 안보를 목 으로 수상 이동체 탐지 기술을 개발하

고 있다. 국은 QinetiQ사138)가 상업 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더 측자료로부

터 수상 물체를 탐지하여 고객에게 치 정보  재해로 인한 해상 오염물질 존재

유무를 24시간 내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1) 연구개발 목표

재 세계 으로 운용되고 있는 해양 측용 연구  실용 성을 상으로 

한반도 주변의 해역을 주기 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성자료 수집 시스템을 구축, 
이를 분석하여 심해역의 수상  수  이동체 감시, 해상 오염 인자 인식  추

, 해상풍, 랑, 해류 등의 물리  인자 추출에 이용할 있는 분석 시스템 구축, 그

리고 처리된 정보를 련기 에 배포할 수 있는 자료배포 시스템을 개발 구축한다

(그림 3-62). 한 수상  수  이동체 탐지, 해상의 재해유발 인자 감시, 해상풍, 
랑, 내부  등의 물리인자 감시에 요구되는 학  이더 상분석 기술을 개

발, 시험하고 이 기술을 용하여 성기반의 토감시 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용할 

수 있는 소 트웨어를 개발한다.

134) ERS: European Remote-sensing Satellite
135) ENVISAT: ENVIronment SATellite
136) OSM: Ocean Monitoring System
137) NDRE: Norwegian Defence Research Establishment
138) http://www.qineti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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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성기반 토  해양환경 인자 감시 시스템 구성도.

(2) 주요 연구개발 내용

○ 자료수집 시스템

    - 학  마이크로  성 데이터 수집 기능

    - 한국해양연구원 직  수신  네트워크 수신으로 구분

    - 수집 상자료의 종류, 형식, 수집 주기, 용량 설정

○ 자료 리 시스템

    - 성 상 DECODE를 통한 측인자 DB 구축

    - 원시 성자료 장 공간

○ 상처리 시스템

    - 수상  수  이동체 감시 모듈( 치, 항 , 추출)
    - 재해유발 해상오염 인자 측정 모듈

      (유출 탐지, 해상풍, 랑, 해류정보 추출, 내부  추출)

○ 가시화 시스템

    - 분석자료 표출 기능

    - 측모듈별 측정자료 가시화

    - 분석결과의 검증에 활용



207

○ 자료분배 시스템

    - 분석자료  해양경찰청, 해군  유 기  요청자료 처리

    - 해당기 별 속권한 부여를 통한 자료 제공

○ 직  부착 시설

    - 해양 부이에 마이크로  성 반사  설치

    - 측된 성 상의 고유분  특성을 이용 정 치 측정에 활용

○ 수상  수  이동체 인식  탐지 소 트웨어 개발

    - 수상 이동체

    - 수  이동체

○ 해수면 유해물질 식별 소 트웨어 개발

    - 유해물질별 이더 상특성 구분 기술

    - 유해물질 확산범  산출 기술

○ 해양환경 인자 추출 소 트웨어 개발

    - 해상풍 바람장 추출 기술

    - 랑정보 추출 ( 고, 장, 향) 기술

    - 해류정보 추출 기술

    - 내부  탐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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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도별 연구개발 내용

연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비고

1차 체 시스템 설계

- 활용가능 성 선정( 학, 이더)
- 성 데이터 획득방법 결정

- 데이터의 형식, 수집주기, 자료크기 결정

- 성 데이터 수신방식 선정

2차

자료수집 시스템 

 자료 리 

시스템 구축

- 직  수신  네트워크 수신경로 확보

- 하드웨어 선정

- 소 트웨어 선정

- 데이터 용량을 고려한 storage 선정

- 시스템 도입  구축

-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시스템 로그램 설치  검증

3차
자료 리 DB 

구축

- 성 상별 DB 설계  구축

- 메타데이터 추출  장 로그램 개발

- 원시자료 장방식 결정

- 수상 이동체 치 인식  확인

- 해상풍 정보 추출 

4차

데이터 처리 

시스템, 가시화 

시스템  

자료분배 시스템 

구축

- 분석 정보별 모듈화 구축

- 서버 시스템 선정  도입

- 시스템 로그램 설치  검증

- 응용 로그램 설치  검증

- 련기  의를 통한 제공자료 선정  배포

- 수상 이동체 선형 추출

- 랑 스펙트럼을 이용한 고, 장 추출

- 장조사를 통한 알고리듬 검증  수정

5차

수상 이동체 탐지 
 해상 환경인자 

추출 기술

- 수상 이동체 항  추출

- 해류정보 추출

- 장조사를 통한 알고리듬 검증  수정

6차
수  이동체 탐지 

기술

- 내부 의 탐지  인식 기술

- 내부  특성에 따른 수  이동체 유무 단 기술

- 장조사를 통한 알고리듬 검증  수정

7차
소 트웨어 탑재 

 시험 운용

- 체 모듈의 시스템 탑재  시험 운용

- 추출 정보  라미터의 통합 검보정

- 장조사를 통한 알고리듬 검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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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방법  략

○ 1차년도에는 체 시스템의 기능  필요 요구성능을 고려한 시스템 상세설

계를 수행하고, 수집가능한 세계 해양 측 성의 데이터를 조사하여 데

이터 보유국가와 의  자료수집 방법을 결정한다.
○ 2차년도에 자료수집  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제 학  이더 성 

자료를 수집하고 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3차년도에는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여 분석에 쉽게 활용가능한 DB 시스템을 구축하고, 4차년도에 성 

데이터 처리와 배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분석  배포 기능을 확보한다.
○ 구축에 요구되는 서버  스토리지는 유지 보수  확장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 으로 선정 활용한다.
○ 분석 알고리듬 개발에는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을 주로 하고, 국외 연

구기   국외 학계와 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에 개발된 알고리듬의 장단

 분석  우리나라 해역에 용가능한 독자 알고리듬 개발을 목표로 한다.
○ 개발된 알고리듬은 운용을 한 소 트웨어 개발 이 에 장조사를 수행하

여 유효성  신뢰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동시에 병행한다.
○ 추출 상 정보  라미터는 세부요소 기술별로 구분하여 독립 으로 운용

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향후 수정  이 이 용이하도록 모듈화를 원칙으

로 한다.

마. 소요인원  소요 산

(1) 연도별 소요인원  소요 산

연도 소요인원(명) 소요 산(백만원)

1차 10 500

2차 10 1,000

3차 25 3,000

4차 25 2,500

5차 15 1,500

6차 20 1,500

7차 15 1,000

합계 120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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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소요 산 내역

○ 인건비: 2천만원/인 × 120인 = 24억원

○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명 규격 단 수량 단  가(천원)   액(천원) 비  고

구입

서버 상용 SET 8 30,000 240,000

스토리지 상용 SET 2 1,000,000 2,000,000

시스템 로그램 상용 SET 10 2,000 20,000

DB 로그램 Oracle SET 2 50,000 100,000

Terminal 컴퓨터 듀얼코어 EA 10 3,000 30,000

개발

DB Custom SET 1 80,000 80,000

자료수집 Custom SET 1 30,000 30,000

수상  수  

이동체 별 

소 트웨어

Custom SET 1 500,000 500,000

해상 유해 물질 

식별 소 트웨어
Custom SET 1 500,000 500,000

해역 환경 인자 

추출 소 트웨어
Custom SET 1 500,000 500,000

탁연구 건 10 100,000 1,000,000

국제 력연구 건 3 300,000 900,000

합   계 5,900,000

○ 재료  산처리비

      

품   명 규격 단 수량 단  가   액(원) 비고

산부품
로세서, MEM, 

HDD SET 100 544 54,400

린터 토 B/W, Color SET 200 400 80,000
린터 용지 A4 BOX 390 40 15,600

성 상 학  이더 상 SET 100 1,000 100,000
연구용 

소 트웨어
MATLAB SET 10 5,000 50,000

합  계 300,000

○ 간 비,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등 기타 항목 등: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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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 효과

(1) 기술  측면

○ 학  이더 해양 측 성 데이터 수집  장 허  구축

○ 기존의 수상  수  이동체 감시 시스템과 연계 기능

○ 심해역의 목표 인식  추  시스템 기반 확보

○ 모듈식 시스템 구축으로 향후 확장  교체 가능

○ 성기반의 수   해상 이동체 인식  별 기술 향상

○ 성기반의 해수면 유해물질 별  처방안 기술 확보

○ 성기반 해상풍, 랑, 해류 정보 추출 기술개발을 통한 해양기상 환경정보 

분석 기술 향상

○ 성 이더 데이터 분석기술 확보

(2) 산업‧경제  측면

○ 수상  수  이동체의 인식, 별 등 상황정보 제공으로 신속 응 기능 확보

○ 주변국 선박의 불법어로 등 수산자원 리와 어장 리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 방 기능 확보

○ 해양오염, 재해, 사고시 등 처능력 향상

○ 해양 련 기본정보 제공에 따른 업무 이득, 기상청, 해양 련 기   연구

기 , 사업체 등에 정보 제공, 특히 기상악화나 해상악화로 인한 자료취득 

곤란 시에도 정보제공 기능 확보

○ 재해 측을 한 정보활용, 심해역에 한 역 이고 지속 인 감시 기능 

확보, 태풍과 같은 자연배해 방지의 목 으로 활용

○ 수상 이동체의 사고, 국외 선박의 침입 등에 신속히 응가능한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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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해역 연구센터 설치  운

가. 사업 추진배경  필요성

(1) 사업 추진배경

○ 「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기술개발 사업」은 경해역 할권을 강화

하고 경해역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한 사업이므로 체 인 사업계획

을 수립하여 체계 으로 추진하여야 함

○ 「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기술개발 사업」은 해양경계 획정, 해양 토 

수호  외해 해양환경 모니터링에 필수 인 실시간 종합 해양환경 측체

계를 구축‧운용하여 련자료를 계기 에 제공하는 사업임

○ 해양 측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해양요소에 한 무인 연속 측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자통신 기술의 발 을 바탕으로 장에서 측된 자료의 실시

간 송, 처리  제공이 가능함

○ 경해역 리체계(IAMS)에서는 측해역별로 해표면으로부터 해 에 이르

는  해수층 역의 음향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요소 측자료가 연속 으

로 생산될 정임

(2) 사업 필요성

○ 「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기술개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규모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체계 인 사업 리  사업추진을 해 사업의 주체로서 

경해역 연구센터의 설치  운 이 필요함

○ 「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기술개발 사업」은 주요 경해역에 경해

역 리체계를 구축‧운용하여 수 음향, 수산음향, 해 지진  해역 리 인

자 등 해역 리에 필요한 종합 인 해양환경을 실시간으로 측‧분석하여 

련된 자료를 계기 에 제공하여야 하므로 측자료 유통, 리  서비

스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경해역 연구센터의 운 이 요청됨

○ 경해역 연구센터에는 장에서 측된 다항목‧ 용량의 측자료를 업 

 연구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자료유통  자료 리 시스템이 필

수 으로 요구됨

○ 경해역 리체계에서 생산된 장 측자료는 경해역 토 리 측면에

서 가치가 있는 자료이며, 고비용 투입에 의한 자료이므로 실시간으로 송

된 장 측자료를 손실이 없이 장‧ 리하여야 함

○ 한 자료의 업활용이 가능한 수요기 에 필요 요소자료만을 선택 으로 

실시간 송하는 자료 서비스 기술개발이 자료의 활용도 극 화를 해 필

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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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1) 국내 동향

국내의 표 인 해양기 인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연구원

에서는 기 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해양정보를 리하며 유통시키고 있다. 국립수

산과학원에서는 매년 격월로 실시하고 있는 정선 측에서 수집한 수온, 염분, 용존

산소, pH, 양염 자료를 텍스트 일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그림 

3-63)139), 여러 인공 성에서 측한 성 상도 웹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 어

장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강릉, 삼척, 양양 지역의 수온, 염분, 용존산소, pH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그림 3-64)140).

그림 3-63.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선 측자료 제공 서비스.

139) http://portal.nfrdi.re.kr/envirodata
140) http://www.kecff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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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국립수산과학원의 어장정보 서비스.

국립해양조사원141)에서는 검조소에 설치된 실시간 측시스템에서 수집된 조 , 
수온, 염분, 기상자료를 텍스트, 그래  형태로 제공하는 실시간 연안정보 서비스를 

운 하고 있으며, 일 다운로드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그림 3-65). 해수의 물리  

특성정보에서는 1995년 이후 남해, 동해에서 수집하고 있는 수온, 염분, 해류 자료

를 그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그림 3-66).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등표, 해양잔교, 타워 등에 설치된 실시간 해양 측 시스템에서 

수집하는 수온, 염분, 고, 기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 하

여 왔으며(그림 3-67)142), 구축완료된 시스템 운 업무의 일부가 2007년부터 국립해양조사

원으로 이 되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구축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는 수온, 염분, 
고, 기상자료, 환경자료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이의 운 업무 역시 국립해양조

사원으로 이 되어 재 인터넷을 통해 자료서비스가 수행되고 있다(그림 3-68)143).
이와 같이 국내에서 다수의 해양정보 제공 시스템들이 구축, 운 되고 있으나, 

단  시스템별로 운 되고 있으며, 각 단  시스템별 유통‧제공되는 실시간 측자

료의 종류와 자료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한 이들 자료는 연안지역에 치 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경해역과 같이 외해의 해수층 내부에 한 종합 인 해양환경 자

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141) http://www.nodi.go.kr
142) http://realtime.kordi.re.kr
143) http://ieado.nod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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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국립해양조사원의 실시간 연안정보 서비스.

그림 3-66.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수의 물리  특성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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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구축한 실시간 해양정보 서비스.

그림 3-68.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실시간 해양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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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동향

(가) 미국

해양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NOAA 산하의 여러 해양기 과 학에서 다양한 실시

간 해양자료 시스템, 과거 해양자료 DB 시스템, 해양 보 시스템을 구축, 운 하고 있

다. 표 인 실시간 측자료 시스템으로는 미국의 NOAA에서 운 하는 물리해양 실

시간 측 시스템(PORTS144))이 있다. PORTS는 미국  연안역에서 측된 자료제공

을 해 구축‧운 되고 있으며, NOAA는 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료와 간단한 

측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국가 데이터 부이 센터(NDBC145))에서는 미국의 각 

해양기 에서 운 하는 해양부이의 자료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그림 3-69)146).

그림 3-69. 미국 NDBC의 실시간자료 제공 서비스.

한 NOAA에서는 산재한 단  시스템 정보의 통합제공을 목 으로 nowCOAST 
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그림 3-70)147). nowCOAST는 GIS 기반의 맵핑 포탈시스템으

144) PORTS: Physical Oceanographic Real-Time System (http://tidesandcurrents.noaa.gov/ports.html)
145) NDBC: National Data Buoy Center
146) http://ndbc.noaa.gov
147) http://nowcoast.noa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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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국 역의 실시간 자료, 인공 성 자료, 해양 보 자료를 통합 으로 제공하는 

데, 연방정부, 주정부, 교육기 에서 운 하고 있는 측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으

며, NOAA에서 운 인 하구, 해양, 강, 기상, 천문조 보 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있

다. 각 단  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ArcGIS shape 일 형태로 제공되며, 
GIS 인터페이스를 통해 여러 layer의 동시 선택, 확 , 축소, 이동 등이 가능하고, 
GIS 맵에 표출된 지 에 한 상세정보 제공기능도 갖추고 있다.

그림 3-70. NOAA의 nowCOAST 시스템.

(나) 유럽연합

EuroGOOS에서는 회원국들간의 활발한 정보교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EuroGOOS 홈

페이지148)는 각 회원국의 생산정보에 근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
림 3-71). 한 지역해를 심으로 주변국가들의 해양자료, 정보를 통합하기 한 지역

해별 시스템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BOOS149), NOOS150), MOON151) 등이 있다.  NOOS
에서는 주변국가에서 생산된 조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그림 3-72), MOON은 

지 해와 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각 국가별 사이트들에 한 연결기능을 갖고 있

다.

148) http://www.eurogoos.org
149) BOOS: Baltic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http://www.boos.org)
150) NOOS: North West Shelf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http://www.noos.cc)
151) MOON: Mediterranean Operational Oceanographic Network (http://www.moon-oceanforecasting.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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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 EuroGOOS 홈페이지.

그림 3-72. NOOS의 통합정보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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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1) 연구개발 목표

○ 경해역 연구센터 설치  운

- 경해역 연구센터 설치

- 경해역 연구센터 운

○ 통합 자료 리 시스템 구축

- 측자료 수집 시스템 구축

- 측자료 리 시스템 구축

- 측자료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측자료 서비스 기술 개발

- 일반 사용자를 한 범용자료 서비스 기술 개발

- 수요기 을 한 특화자료 서비스 기술 개발

(2) 주요 연구개발 내용

○ 경해역 연구센터 설치  운

「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기술개발 사업」을 체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하여 경해역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 한다. 「 경해역 해양 토 리

체계 기술개발 사업」이 착수됨과 동시에 경해역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추진의 심체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주요 연구참여자는 이 센터에 

소속되어 연구하도록 한다. 이 센터의 조직과 담당할 주요한 업무는 표 3-19
와 같다.

조직 주요 담당업무

체계기술 개발
- 경해역 리체계 개발, 설치  운용

- 경해역 리체계 유지, 리  보수

체계활용 연구
- 경해역 리체계 활용연구

- 탁연구 계획수립  리

측자료 리
- 측자료 수집, 처리, 리, 서비스 기술 개발

- 측자료 수요기  실시간 제공 서비스 운

표 3-19. 경해역 연구센터의 주요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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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자료 리 시스템 구축

경해역 연구센터의 측자료 리 에서는 경해역에서 측된 용량 실시

간 수 음향 측자료와 수 음향 자료해석을 해 측된 해양환경 자료를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통합 자료 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 이 필수 이다. 통합 자

료 리 시스템은 자료의 처리 단계에 따라 크게 세 개의 서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데, 서 시스템은 측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하는 자료수집 시스템(Data 
Ingestion System)과 각 측 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합 장‧ 리하는 자료 리 시스

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장된 자료를 다양한 사용자 계층에 효과 으로 

제공하는 자료 서비스 시스템(Web/GIS Service System)이다(그림 3-73).
자료수집 시스템은 측 장 인근에 치한 장서버를 심으로 측 시스템에

서 송된 자료를 일차 으로 손실이 없이 안 하게 장하는 1차 원시자료 장 서

버의 기능과 측 시스템에서 생산된 원시자료의 통합 리를 한 메인서버로 효율

으로 송하기 한 자료변환 등 일차 자료가공 작업과 DB 입력 기능을 수행한다.
경해역 연구센터의 자료 리 시스템은 각 측 장의 자료수집 시스템에서 

일차 가공된 측자료를 통합 수집‧ 리하는 메인 DB 서버시스템으로 각 장서버

에서 일차 변환된 후 송된 측자료를 정한 질 리(QA/QC) 차를 거쳐 통합 

DB에 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별도의 3차 장 시스템을 자료의 2차 장 시스

템인 메인 DB서버와 연계한 3단계 자료백업 시스템을 구성한다.
자료 서비스 시스템은 자료 리 시스템에서 통합 리되는 측자료를 사용자

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기 한 시스템으로 웹 서버 기능을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에 따른 자료제공을 한 어 리 이션 로그램을 개발‧활용

해 인터 티  서비스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그림 3-73. 실시간 자료 리 시스템 구성  자료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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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자료 서비스 기술 개발

수집된 장 측자료는 사용자 요구에 따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

티  웹 로그래   GIS, 시기술 개발  서비스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특

히 사용자 계층에 따라 경해역 연구센터의 연구자용과 련기  배포용, 일반 사

용자용으로 구분해 제공 서비스를 특화‧개발해야 하며, 사용자 계층에 따른 제공자

료의 잠정 인 분류는 표 3-19와 같다.
연구 참여자들이 방 한 양의 측자료를 연구수요에 따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부 자료제공 시스템과 고도화된 GIS, 시기술의 개발이 요구되며, 경해역 

자료가 상시 요구되는 련기 에 각 기 별로 요구되는 요소자료만을 선별하여, 
자료의 송이 요구되는 시 에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자료가

공‧제공기술을 개발해 서비스 시스템에 용‧개발한다(그림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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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제공자료 종류

련

기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 ISAG  ISAN에서 측된 수상/수  이동체 자료

• ISAG  ISAN에서 측된 쓰나미, 해 지진 자료

• OBAM에서 측된 수온/음속, 유속/유향, 기상 자료

• OBAM에서 측된 해양 오염물질 분포 자료

• 인공 성에서 측된 수상 이동체, 해상풍, 랑 자료

해군

(해양 술정보단)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 ISAG  ISAN에서 측된 실시간 수 음향 자료

• ISAG  ISAN에서 측된 수상/수  이동체 자료

• ISAG  ISAN에서 측된 해양잡음 자료

• ISAG  ISAN에서 측된 선박 방사잡음 자료

• ISAG  ISAN에서 측된 해양동물 수 발생음 자료

• OBAM에서 측된 수온/음속, 유속/유향, 기상 자료

해양경찰청

• ISAG  ISAN에서 측된 수상/수  이동체 자료

• 인공 성에서 측된 수상 이동체, 해상풍, 랑 자료

• OBAM에서 측된 수온, 유속, 기상 자료

• OBAM에서 측된 해양 오염물질 분포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 ISAG에서 측된 어류  랑크톤 자료

• OBAM에서 측된 수온, 유속 자료

기상청

소방방재청

• ISAG에서 측된 쓰나미, 해 지진 자료

• OBAM에서 측된 수온, 유속  기상 자료

• OBAM에서 측된 해양 오염물질 분포 자료

연구참여자

• ISAG  ISAN에서 측된 실시간 수 음향 자료

• ISAG  ISAN에서 측된 수상/수  이동체 자료

• ISAG  ISAN에서 측된 해양잡음 자료

• ISAG  ISAN에서 측된 선박 방사잡음 자료

• ISAG  ISAN에서 측된 해양동물 수 발생음 자료

• ISAG에서 측된 쓰나미, 해 지진 자료

• OBAM에서 측된 수온/음속, 유속/유향, 기상 자료

• OBAM에서 측된 해양 오염물질 분포 자료

• 인공 성에서 측된 수상 이동체, 해상풍, 랑 자료

일반사용자

• ISAG  ISAN에서 측된 해양잡음 자료

• ISAG  ISAN에서 측된 선박 방사잡음 자료

• ISAG  ISAN에서 측된 해양동물 수 발생음 자료

• ISAG에서 측된 쓰나미, 해 지진 자료

• OBAM에서 측된 수온/음속, 유속/유향, 기상 자료

• OBAM에서 측된 해양 오염물질 분포 자료

• 인공 성에서 측된 해상풍, 랑 자료

표 3-20. 사용자 계층에 따른 제공자료의 종류



224

그림 3-74. 실시간 C/S 웹 동기화 기술: Ajax와 Co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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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도별 연구개발 내용

연도 주요 연구개발 내용

1차

 - 경해역 연구센터 설치  운

 - 통합 자료 리 시스템 기본설계

 - 측자료 서비스 기술개발을 한 기반기술 개발

2차
 - 자료 리 시스템 개발

 - 자료수요자(기 )별 서비스 SW 개발

3차
 - 자료 리 시스템  자료서비스 SW 통합

 - 독도 자료 리 시스템 설계  제작

4차
 - 독도 자료 리 시스템 운

 - 백령도 자료 리 시스템 설계  제작

5차
 - 백령도 자료 리 시스템 운

 - 가거도 자료 리 시스템 설계  제작

6차
 - 가거도 자료 리 시스템 운

 - 이어도 자료 리 시스템 설계  제작

7차  - 이어도 자료 리 시스템 운

라. 추진 략  방법

(1) 추진 략

○ 자료수집 시스템에서는 수집된 측자료를 신속하고 효율 으로 장할 수 

있는 실시간 자료의 DB를 구축하며, 장 서버와 메인 서버간 DB 동기화를 

포함한 체계  리시스템 도입

○ 자료 리 시스템에서는 DB 자료를 기반으로 통계분석 정보, GIS 분석정보 

등을 생산하며 통합 활용체계를 구축함

○ 자료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GIS 기술을 이용한 정확한 치기반의 정보제공

을 추진하며, 이를 해 제공정보를 가공하여 GeoDatabase를 구축하고, GIS 
서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

(2) 추진방법

○ 1~3차년도에는 각 세부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요소기술들을 개발함  

○ 자료 수요기 별 필요 요소자료  자료제공 형태에 한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자료 서비스 S/W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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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차년도에서는 독도와 백령도 자료 리 시스템의 운 을 통해 시스템 보

완작업을 수행

○ 6~7차년도에서는 모든 경해역 리체계의 자료 리 시스템을 단계 으로 

구축함

마. 소요인원  소요 산

(1) 연도별 소요인원  소요 산

연도 소요인원(명) 소요 산(백만원)

1차 10 1,000

2차 15 1,500

3차 15 3,000

4차 15 3,000

5차 15 2,500

6차 15 2,500

7차 15 2,500

합계 100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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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소요 산 내역

○ 인건비: 2천만원/인 × 100인 = 2,000백만원

○ 연구기자재비

  

품명 규격 단 수량 단  가(천원)   액(천원) 비고

앙 서버 Custom SET 2 400,000 800,000

클라이언트 서버 Custom SET 4 200,000 800,000

서버(DIS, DB, 
Web/GIS, Backup) Custom SET 8 100,000 800,000

Cluster Custom SET 10 40,000 400,000

Data Storage Custom SET 14 200,000 2,800,000

GIS 엔진 ArcGIS SET 2 100,000 200,000

DBMS 오라클 SET 6 100,000 600,000

보안 솔루션 Custom SET 2 100,000 200,000

DB  Backup 
시스템 구축

Custom SET 2 300,000 600,000

Web/GIS 서비스 

개발
Custom SET 2 300,000 600,000

Network 구축 Custom SET 5 200,000 1,000,000

리/통제 S/W Custom SET 2 300,000 600,000

합   계 9,400,000

○ 재료  산처리비

      

품   명 규격 단 수량 단  가(천원)   액(천원) 비고

산부품
로세서, 

MEM, HDD
SET 200 500 100,000

린터 토 B/W, Color SET 400 400 160,000

린터 용지 A4 BOX 1,000 40 40,000

PC Upgrade Pentium SET 40 1,000 40,000

과학기술 계산 S/W
WADER, 
DADiSP

SET 5 52,000 260,000

합  계 600,000

○ 간 비,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등 기타 항목 등: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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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 효과

(1) 기술  측면

○ 경해역 측자료, 분석정보의 원스톱 서비스 구

○ 자료 수요기 별 필요 요소자료의 선택  실시간 활용

(2) 산업‧경제  측면

○ 고비용의 해양 측 자료, 생산정보의 체계  통합 리를 통한 자료유실 방지 

 자료수집/서비스 시간 단축

○ 실시간 운용을 한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련 정보 리 기술의 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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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경해역 리체계 활용 연구

제 1 수 음향 활용연구

1. 사업 추진배경  필요성

해수 에서 음 는 자  는 빛 등에 비하여 에 지의 감쇠가 거의 없이 멀

리까지 잘 달되므로 해양계측  정보 달의 수단으로 리 이용되고 있다. 해수

 주 잡음, 해수  잔향  해수  음  등의 수 음향 특성은 소나 등 수

음향 장비의 탐색범 에 향을 미치므로 이에 한 특성 악이 필요하다. 한 수

음향 연구는 해양기기 개발, 수산음향 기술개발  해 지질 탐사기술 개발 등에 

응용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해양 토 주권확립  해양방 를 한 기 자료로 활

용된다. 한반도 주변의 주요 경해역은 해양물리, 해양기상  해 지질 등의 주변

환경이 시‧공간 으로 심하게 변동하므로 이에 따라 해수 의 수 음향 특성도 다

양하게 변동하리라 상된다. 그러나 수 음향 특성에 한 연구는 장실험, 자료

처리, 주변환경 측  수치모델 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 연구과제로서 공공복리 

 해양방 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기 이나 기업체에서 이에 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해수 에는 기 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잡음이 항상 존재한다. 불특정 

다수의 음원에 의해 발생되어 해수 을 하여 해수 의 특정 치에 형성된 이러

한 소리를 통틀어 해수  주 잡음 는 해양잡음이라 일컫고 있다(Urick 1983). 해

수  주 잡음을 발생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자연잡음과 인공잡음으로 나  수 있

다. 주요한 자연잡음에는 해표면 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 발생되는 풍랑잡음, 어류 

 해산 포유류 등 해양생물에 의해 발생되는 생물잡음, 해  지진활동에 의해 발

생되는 지진잡음 등이 있다. 그리고 주요한 인공잡음에는 항해하는 선박에 의해 발

생되는 항행선박 잡음, 설, 매립  수 구조물 설치 등 토목공사에 의해 발생되

는 산업활동 잡음, 해 유  탐사  수 물체 탐지 등에 사용되는 각종 능동소나

에 의해 발생된 소나 핑 잡음 등이 있다.
해수  주 잡음은 소나 등의 수 음향 장비를 설계할 때 는 수 음향 장비의 

사용범 를 계산할 때 신호  잡음비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입력인자로 쓰인다. 
한 해양잡음은 해표면상의 풍속  강우량 등의 해양환경을 원격 으로 측정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고래류의 자원량  이동경로를 추정하기 한 기 자료로도 활

용되고 있다. 해수  주 잡음에 한 연구는 소나 등 수 음향 기기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효율  활용을 한 신호  잡음비의 선정이나 음향기뢰의 활용, 해수  주

잡음 발생기구에 한 심 등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 해상 교통량의 증가, 
왕성한 해 유  개발, 고래류 자원량의 폭 인 증가  활발한 연안해역의 개발 

등에 따라 해양잡음이 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해양잡음의 측

정  수치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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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반도 주변해역의 경우 해수  주 잡음을 연속 으로 측정한 실 도 거의 없

을 뿐만 아니라 해양잡음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반도 주변의 주

요 경해역에서 해수  주 잡음의 연속 인 측정이 필요하다.
소나에는 인 인 음원을 사용하는 「능동 소나」와 음원을 사용하지 않는 

「수동 소나」가 있다. 능동소나에서 해수 으로 펄스음 를 송신하면, 방사된 펄스

음 는 해수 의 산란체나 해표면, 해  등에서 잇달아 산란되어 이들 산란 가 수

신 치로 되돌아온다. 이와 같이 음  수신 치에서 음 송신 정지후에도 반복되는 

반사나 산란에 의해 어느 시간 동안 지속되는 음 를 총칭하여 해수  잔향이라 한

다(APL-UW 1994). 해수  잔향은 발생 상에 따라 체  잔향, 해표면 잔향  해  

잔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수 에 분포하는 미소입자, 기포 등의 산란체에 의해 

일어나는 잔향을 체 잔향이라 하고, 해표면 는 해표면 근방에 분포하는 기포 등

의 산란체에 의해 일어나는 잔향을 해표면 잔향이라 하며, 해  는 해 근방의 

산란체에 의한 잔향을 해 잔향이라 한다. 해수 에서 잔향은 능동소나를 사용할 

때 탐색범 를 결정하는 요한 음향환경 라미터의 하나이다. 한 해수  잔향

은 해표면 상태 는 해  조성 등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해수  

랑크톤 분포  조성 등을 연구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Medwin and Clay 1998). 한

반도 주변해역의 경우 해수  잔향을 직  측정한 실 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해수  잔향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반도 주변의 주요 경해역

에서 해수  잔향을 측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소나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해서는 해수  음 달 특성을 악하는 것이 필

수 이다. 해수 에서 음 는 수심, 음속구조, 해표면 거칠기, 해  거칠기  해

지질의 음 특성 등 해양환경의 향을 받으면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rick 1982). 이 에서 수심, 해  거칠기  해 지질의 음 특성 등은 시간 인 

변동이 없고 단지 공간 인 변동을 보이는 데 비하여 해표면 거칠기  해수  음

속구조는 시간 인 변동뿐만 아니라 공간 인 변동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해수  

음속구조는 미약한 변동이라 하더라도 수 음 의 굴 에 작용하므로 수 음 의 

장거리 달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주요 경해역에는 난수

성 소용돌이, 한수성 소용돌이  용승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난수괴 는 냉수

괴 등 특이해역을 형성함으로써 해수  음속구조에 향을 미치고 음 달에도 

향을 미친다. 한 주요 경해역에는 해양 선, 내부   기포유출 등에 의한 특

이해역이 형성됨으로써 해수  음속구조에 향을 미치고 음 달에도 향을 미

칠 것으로 상된다. 소나의 표  탐지성능을 측함으로써 소나를 원활하게 사용

하기 해서는 수 음 의 달특성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주요 경해역의 

해양환경 특성을 조사함과 동시에 주요 경해역의 수 음  달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 주변의 주요 경해역에서 음 달 특성을 직  측정

한 실 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수  음 달 특성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반도 주변의 주요 경해역에서 해수  음 달 특성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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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가. 국내 동향

국내에서 수 음향 분야의 연구는 해양 련 연구소  학 등에 의하여 단편

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미국, 국  러시아 등 해양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뒤떨어져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1990년도부터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수

음향에 한 조사연구에 참여하여 자료획득에 노력하고 있으나, 인원, 장비  

산 등의 종합 인 문제에 의하여 개발의 여지가 많다.
국내에서 해수  주 잡음에 한 연구는 미국, 러시아 등 해양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한국해양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련된 사업의 목 에 따

라 해수  주 잡음을 측정하여 단편 인 특성을 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의 

학에서는 항로 설 등 연안토목공사에 의한 어업피해와 련하여 연안 가까이에서 

해수  주 잡음을 측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  주 잡음에 한 장기

간에 걸친 연속 인 측정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해수  주 잡음 수치모델 개

발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 해수  잔향에 한 연구는 해양 선진국에 비해 미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수 음향 연구의 시작이 선진국에 비해 늦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재 한국 해군에서 사용되는 소나성능 측모델에서조차 

잔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잔향을 고려한 소나성능 측모델은 탐지거리의 정확

도를 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한 책으로는 잔향을 고려한 모델을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도입하는 

모델에도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 주변해역에 모델을 용할 수 있는지에 

한 검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모델을 수정하거나 입력자료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잔향 수치모델 개발이 시 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내의 수 음  달특성에 한 연구도 해양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한국해양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련된 사업의 목 에 따라 수 음  

달실험을 실시하여 수 음  달특성을 규명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학교  한

양 학교에서는 수 음  달 수치모델을 통해 해수  음 달 특성을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의 주요 경해역에 한 해수  음  특성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나. 국외 동향

미국, 러시아, 일본, 랑스, 국 등 해양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부터 수

음향의 요성을 인식하여 많은 연구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연구결과

에 의해 해양 상이 비교  단순한 양심해에서의 수 음향에 하여는 많은 사실

이 발표되어 있다. 수 음향 분야의 최근 연구동향은 보다 복잡한 천해, 연해로 집

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거의 공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해수  주 잡음의 경우 제2차 세계  이후 미국에서는 Knudsen 등(194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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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z(1962)의 연구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재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 심해의 경우 20~500 Hz의 주 수 역에서 

주 잡음 스펙트럼 벨의 변화는 주로 선박 통행량의 변화에 따라 향을 받으며, 
500 Hz~30 kHz의 주 수 역에서는 주로 해상상태의 변화(풍속의 변화)에 따라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Urick 1984). 주 잡음의 발생원이 비교  잘 정의된 

양 심해와는 달리, 연해, 만  항만 등의 경우 주 잡음 스펙트럼 벨의 변화는 

상당히 심하며, 잡음원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주 잡음 스펙트럼 

벨의 변동을 측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 

해군은 1970년 부터 주 잡음 발생원이 비교  잘 정의된 양 심해를 비롯해서 

천해에서 해수  주 잡음을 연속 으로 모니터링하여 해양잡음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고 있으며 한 주 잡음을 효율 으로 측하기 한 수치모델 개발을 시작하

고, 개발된 주 잡음 수치모델은 잠 에서 소나의 표  탐지거리를 정확히 

측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수  잔향에 한 연구를 수행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음 산란과 음

에 한 이론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잔향은 모든 음 의 산란을 합한 것으로 

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음 산란에 한 이론  연구는 1960년 부

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Kirchhoff 근사와 섭동 근사를 사용하는 복합 모

델이 완성되었고, 1980년도에는 복합 모델을 보완하 으며, Voronovich(1993)에 의해 

제안된 작은 기울기 근사법이라는 단일 이론으로 음 산란 측이 가능하게 되었

다. 컴퓨터의 발 으로 빠르고 정확한 이론계산은 가능하 으나, 이론과 실제 자료

를 비교할 수 있는 실험의 부족으로 이론을 확인할 수 없었다. 1990년 에는 실험

과 이론을 비교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많은 실험을 통해 모델을 검증한 

결과 모델 입력자료가 정확하면 모델 계산값은 신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 의 

경우는 많은 변수가 작용한다. 해 의 구성물질은 시료를 채취한 후 입도분석을 통

하거나 는 소나에 의한 간 인 방법으로 확인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정확한 

수치모델 입력자료를 생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재 연구자들의 심은 정확

한 수치모델 입력자료를 생산하는 데에 있다.
미국에서는 다수의 해군 련 연구소  학에서 1940년 부터 재까지 수

음  달특성에 하여 매우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특히 해군연구소, 우즈홀 해

양연구소,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워싱톤 학교 응용물리연구소  텍사스 학교 응

용물리연구소 등에서는 다양한 해양에서 수 음  달실험을 실시함과 동시에 다

수의 음  수치모델을 개발하여 달특성을 연구하고 있다(Jensen et al. 1994). 
1990년 에는 해양환경이 공간 으로 심하게 변동하는 해역에서 수 음 의 3차원 

달특성을 규명하기 한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Robinson and Lee 1994). 
그리고 일본의 경우 해양개발연구기구에서는 수 음 를 이용한 수 통신과 련하

여 해수  음 달에 해 연구하고 있고, 방 학교, 카나가와 학  치바 학 

등에서는 독자 인 수 음  달 수치모델을 개발하여 수 음  달특성을 연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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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가. 연구개발 목표

주요 경해역에 설치된 통합 수 음향 게이트웨이(ISAG)  통합 수 음향 노

드(ISAN)를 활용하여 주요 경해역의 해수  주 잡음, 해수  잔향  해수  음

 등 수 음향 특성을 조사함과 동시에 수 음향 특성과 주변환경과의 련을 

분석하고, 한반도 주요 경해역에 한 수 음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한반도 

주요 경해역의 수 음향 특성에 용할 수 음향 수치모델을 개발함

나. 연구개발 내용

(1) 해수  주 잡음 특성연구

○ 해수  주 잡음 연속측정  특성분석

○ 해수  주 잡음 벨과 풍속, 강우량  유속 등 주변환경과의 련분석

○ 원거리 선박항행잡음, 풍랑잡음  생물잡음 특성분석  해수  주 잡음

   발생원인 분석

○ 고래류, 어류  해산 포유류 수 발생음 특성분석

○ 해수  주 잡음 지향성 분석

○ 해수  주 잡음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해수  주 잡음 수치모델 개발

(2) 해수  잔향 특성연구

○ 해표면 잔향 측정  특성분석

○ 해수  체 잔향 측정  특성분석

○ 해  잔향 측정  특성분석

○ 해표면 잔향과 주변환경과의 련연구

○ 해수  체 잔향과 주변환경과의 련연구

○ 해  잔향과 해 지질과의 련연구

○ 해수  잔향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해수  잔향 수치모델 개발

(3) 해수  음  특성연구

○ 계 별, 해역별 음  실험

○ 음원수심별, 수신기 수심별  주 수별 음  특성분석

○ 수심, 해수  음속 로 일  해  지질특성 등 주변환경 분석

○ 음  특성과 주변환경과의 련분석

○ 해수  음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해수  음  수치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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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비고

1차

해수  주

잡음 활용

기 연구

- 해수  주 잡음 측정  분석 시스템 구축

- 주요 경해역 해수  주 잡음 측정

- 주변환경 측정  분석 시스템 구축

- 주요 경해역의 풍랑잡음, 생물잡음  항행

  선박잡음 분석

- 해수  주 잡음 데이터베이스 설계

- 해수  주 잡음 수치모델 연구

2차
해수  잔향 

활용 기 연구

- 해수  잔향 측정  분석 시스템 구축

- 주요 경해역 해수  잔향 측정

- 주요 경해역의 해표면 잔향, 해  잔향 

  해수  체 잔향 분석

- 해수  잔향 데이터베이스 설계

- 해수  잔향 수치모델 연구

3차

해수  음

 특성

활용 기 연구

- 해수  음  측정  분석 시스템 구축

- 주요 경해역 해수  음  측정  분석

- 주요 경해역 음  특성과 주변환경과의

  련분석

- 해수  음  수치모델 연구

4차

독도 주변해역

수 음향 특성

 활용연구

- 독도 통합 수 음향 게이트웨이(ISAG)  통합

  수  음향 노드(ISAN) 활용 해수  주 잡음

  연속 측정  분석

- 독도 ISAG  ISAN 활용 해수  잔향 측정   분석

- 독도 ISAG  ISAN 활용 해수  음  측정

   분석

- 독도 주변해역 해수  주 잡음, 잔향  음

   등 수 음향 데이터베이스 구축

- 독도 주변해역 수 음향 특성규명

- 독도 주변해역 수 음향 활용연구

5차

백령도 주변

해역 수 음향

특성  활용

연구

- 백령도 ISAG  ISAN 활용 해수  주 잡음

  연속측정  분석

- 백령도 ISAG  ISAN 활용 해수  잔향 측정

   분석

- 백령도 ISAG  ISAN 활용 해수  음

  측정  분석

다. 연도별 연구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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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령도 주변해역 해수  주 잡음, 잔향 

  음  등 수 음향 데이터베이스 구축

- 백령도 주변해역 수 음향 특성규명

- 백령도 주변해역 수 음향 활용연구

6차

가거도 주변

해역 수 음향

특성  활용

연구

- 가거도 ISAG  ISAN 활용 해수  주 잡음

  연속측정  분석

- 가거도 ISAG  ISAN 활용 해수  잔향 측정

   분석

- 가거도 ISAG  ISAN 활용 해수  음

  측정  분석

- 가거도 주변해역 해수  주 잡음, 잔향 

  음  등 수 음향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가거도 주변해역 수 음향 특성규명

- 가거도 주변해역 수 음향 활용연구

7차

이어도 주변

해역 수 음향

특성  활용

연구

- 이어도 ISAG  ISAN 활용 해수  주 잡음

  연속측정  분석

- 이어도 ISAG  ISAN 활용 해수  잔향 측정

   분석

- 이어도 ISAG  ISAN 활용 해수  음

  측정  분석

- 이어도 주변해역 해수  주 잡음, 잔향 

  음  등 수 음향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이어도 주변해역 수 음향 특성규명

- 이어도 주변해역 수 음향 활용연구

4. 추진 략  방법

가. 추진 략

○ 제 1~3차년도에는 한반도 주변의 주요 경해역에 한 해수  주 잡음, 해

수  잔향  해수  음  등 수 음향 특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연

구기반 구축에 치 함과 동시에 수 음향 기 연구를 집 으로 수행함

○ 제 4~7차년도에는 독도, 백령도, 가거도  이어도 등 한반도 주변의 주요 

경해역에 설치된 통합 수 음향 게이트웨이(ISAG)  통합 수 음향 노드

(ISAN)를 극 으로 이용하여 주요 경해역의 수 음향 특성을 규명하고, 
수 음향 특성을 활용하는 데 연구역량을 집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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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방법

○ 국내외 련 문헌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수 음향 최근 연구동향을 분석

한 후 연구개발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함

○ 해수  주 잡음, 해수  잔향  해수  음  등 수 음향 분야의 국내 

문가를 극 으로 자문 원으로 활용함

○ 수 음향 연구결과를 활용할 련기 과 주기 인 모임을 통해 수요자의 요

구를 악하여 부응하도록 추진함

○ 해양 련 연구소, 학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 동연구  탁연구를  

병행하여 연구개발이 내실을 기하도록 추진함

○ 수 음향학, 해양학, 신호처리  자공학 등 련분야의 고 유능한 연구

자를 유치하고 연구조직을 보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함

5. 소요인원  소요 산

가. 연도별 소요인원  소요 산

연도 소요인원(명) 소요 산(백만원)

1차 10 1,000

2차 20 1,500

3차 20 1,500

4차 25 2,000

5차 25 2,000

6차 25 2,000

7차 25 2,000

합계 150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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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소요 산 내역

○ 인건비: 2천만원/인 × 150인 = 30억원

○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명 규격 단 수량 단  가(천원)   액(천원) 비고

구입

수 청음기 배열 

시스템
Custom SET 3 900,000 2,700,000

수 음향 송신 

시스템
Custom SET 3 200,000 600,000

오실로스코  Tektronix SET 3 40,000 120,000

수 음향 

자료처리 시스템
Custom SET 3 100,000 300,000

실험용 노트북 펜티엄 EA 16 3,000 48,000
수치해석용 

컴퓨터
듀얼코어 EA 16 3,000 48,000

임차
선박 용선료 이어도호 일 240 4,600 1,104,000

트럭 임차료 회 100 800 80,000

합   계 5,000,000

○ 재료  산처리비

품   명 규격 단 수량 단  가(천원)   액(천원) 비고

실해역 

실험재료
로  등 SET 80 5,000 400,000

산부품
로세서, MEM, 

HDD
SET 100 544 54,400

린터 토 B/W, Color SET 70 400 28,000

린터 용지 A4 BOX 840 40 33,600

측정 S/W 
Upgrade

LabVIEW SET 7 10,000 70,000

PC Upgrade Pentium SET 50 1,000 50,000
과학기술 계산 

S/W
WADER, DADiSP SET 7 52,000 364,000

합  계 1,000,000

○ 간 비,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등 기타 항목 등: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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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 효과

가. 기술  측면

○ 해양 측 기기개발, 수산음향 기술개발  해  지질탐사 기술개발에 응용가

능한 수 음향 기 기술 확보

○ 해양 토 할권 강화  해양방  태세 확립에 필요한 한반도 주변의 주요 

경해역에 한 해수  주 잡음, 해수  잔향  해수  음  특성 

등 수 음향 자료 획득

○ 수 음향 수치모델을 개발하여 한반도 주변의 주요 경해역의 수 음향 특

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나 활용기술 지원

○ 한반도 주변의 주요 경해역에 한 수 음향 특성과 주변환경과의 련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양환경 모니터링 수 음향 활용기술 확보

나. 산업‧경제  측면

○ 수 음향 자료획득  수 음향 수치모델 개발에 의해 소나 탐지성능 측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나 국산화  자주국방에 기여

○ 수 음향 기 기술 확보에 의해 해 자원 탐사기술에 용함으로써 경제

인 탐사활동 지원

○ 한반도 주변의 주요 경해역에 서식하는 고래류 등의 수 발생음을 데이터

베이스하여 시각화함으로써 고래류 자원  이동경로 악으로 고래류에 의

한 어업피해 최소화  고속여객선 충돌사고 책 비에 기여



239

제 2 수산음향 활용연구

1. 사업 추진배경  필요성

○ 한반도 주변해역은 연도별 혹은 계 별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류의 생

산성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요한 상업어종

의 경우 부분 동 국해 → 황해, 혹은 동 국해 → 남해 → 동해의 계

별 이동경로를 가지고 있다. 
○ 연안  주요 경해역을 포함한 배타  경제수역 내에서 어류자원의 효율

인 이용  리를 해서 요 상업어류의 계 별 이동상황 악은 다양

한 형태의 핵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주요 경해역으로 선정한 4개 지역은 수산자원 측면에서도 요한 해역이

므로 각 해역에서 실시간/장기간 어류자원의 시공간 자료는 해양 토의 지

속 이며 효율 인 리를 한 필수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 재까지 요 상업어류의 분포  이동상황 악을 한 직 인 방법으

로는 장까지 출어하는 어선의 어획보고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간

으로는 해양환경 자료를 통한 모델 측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직 인 방

법은 경해역까지 선박이 이동해야 하는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간

인 방법은 자료의 정확도 측면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 특정해역의 실시간/장기간 측 측면에서 가장 효율 인 모니터링 방법 가운

데 하나로 어군에 의한 수산음향 신호취득  자료해석 방법을 이용하고 있

다.
○ 설치되는 수산음향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요 경해역 주변해역을 이동하거

나 혹은 체류하는 어군으로부터 취득되는 실시간/장기간 음향자료로부터 해

양 토 내 어류자원의 악  지속 인 리방안에 한 연구를 실시하고

자 한다.
○ 부가 으로 수산음향 센서의 주 수 선택성으로부터 어류자원 이외에 해양

생태계의 요 구성종인 동물 랑크톤의 실시간/장기간 변동 악을 통하

여 해양환경에 따른 생태계 구성요소에 한 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2.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경해역 내의 수산자원은 동 국해를 기 으로 한‧ ‧일 3국의 해역을 회

유하는 어종에 의해 자원분포 특성이 결정되므로 어류의 이동경로에 한 

연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에 한 연속 측 시스템은 운용하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어류 음향자원 조사를 한 음향 시스템은 국내에서 일부 개발이 시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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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상용화하지는 못하 고 재는 부 국외에서 개발되는 시스템을 사용

하고 있는 수 이며, 활용 측면에서도 외국에 비해 히 낮은 수 이다.
○ 특히 요 해양 고정지 에서 수산자원의 연속 /장기간 자료 측은 장기변

동 측 측면에서 필수 이나 이에 한 연구  활용은 무한 상황이다.
○ 기존의 선박에 설치된 계량어군탐지기를 이용한 자료는 조사 당시의 자원 

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특정지역에서 수산자원의 시간에 따른 변동특성

이나 분포특성을 악하기 하여 주요 어류 이동지 에 고정 측망을 

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미국 등에서도 이

루어지고 있다.

3.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가. 연구개발 목표

주요 경해역에 설치된 수산음향 시스템으로부터 취득되는 어류의 수산음향 자료

를 이용하여 실시간/장기간에 걸친 수산자원 변동을 악하고자 함

나. 연구개발 내용

(1) 요 상업어류의 음향특성 연구

○ 요 어류의 side-aspect 음향특성 분석

○ 어류의 3-D 음향산란 특성 분석(그림 4-1)

그림 4-1. 수산음향 자료를 이용한 활용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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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비고

1차
요 상업어류

음향특성 악

- 요 어류의 side-aspect 음향특성 분석

- 어류의 3-D 음향산란 특성 악

2차

요 상업어류/
동물 랑크톤

음향특성 연구

- 어류의 3-D 음향산란 특성 악 (계속)
- 요 우  동물 랑크톤의 음향특성 분석

- 요 상어류의 음향이론 모델을 이용한 음향

  특성 분석

- 장 측치와 이론 모델치의 상 성 분석에 의

   한 주 수 확장성 특성 악

3차

수산음향 자료

에 의한 요

어류의 시변동

성 연구

- 음향자료에 의한 어류  동물 랑크톤 식별

  특성 악

- 음향자료를 이용한 어류이동 특성 악

- 음향자료를 이용한 자원량 변환

- 음향자료와 어획/환경 자료  과거 자료의

  비교‧분석 기법

- 어류자원 분포 특성  해양환경과의 연 성

  분석

4차

독도 주변해역

수산음향 자료

활용연구

- 계 별/연도별 독도 인근해역의 우  어류 변동

  특성 악

- 독도 ISAG에서 획득되는 수산음향 자료분석

(2) 산란모델을 통한 음향특성 연구

○ 요 상어류의 음향이론 모델을 이용한 음향특성 분석

○ 장 측치와 이론 모델치의 상 성 분석에 의한 주 수 확장성 특성 악

(3) 우  동물 랑크톤 음향특성 연구

○ 요 우  동물 랑크톤의 음향특성 분석

○ 동물 랑크톤 음향자료와 장 음향자료 분석을 이용한 존량 추정 악

(2) 요 상업어류의 시변동성 연구

○ 계 별 어류의 이동상황  자원량 변동 특성 분석

○ 해역별 어류의 이동상황  자원량 변동 특성 분석

○ 음향자료와 어획/환경 자료  과거  자료의 비교‧분석

○ 어류자원 분포 특성  해양환경과의 연 성 분석

다. 연도별 연구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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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음향 자료로부터 어류  동물 랑크톤 

  시변동성 연구

- 해양환경 자료와 수산음향 자료와의 상호

  연 성 분석

5차

백령도 주변

해역 수산음향

자료 활용연구

- 계 별/연도별 백령도 인근해역의 우  어류

  변동특성 악

- 백령도 ISAG에서 획득되는 수산음향 자료분석

- 수산음향 자료로부터 어류  동물 랑크톤

  시변동성 연구

- 해양환경 자료와 수산음향 자료와의 상호

  연 성 분석

6차

가거도 주변

해역 수산음향

자료 활용연구

- 계 별/연도별 가거도 인근해역의 우 어류

  변동특성 악

- 가거도 ISAG에서 획득되는 수산음향 자료분석

- 수산음향 자료로부터 어류  동물 랑크톤 

  시변동성 연구

- 해양환경 자료와 수산음향 자료와의 상호

  연 성 분석

7차

이어도 주변

해역 수 음향

특성  활용

연구

- 계 별/연도별 이어도 인근해역의 우  어류 

  변동특성 악

- 이어도 ISAG에서 획득되는 수산음향 자료분석

- 수산음향 자료로부터 어류  동물 랑크톤 

  시변동성 연구

- 해양 환경 자료와 수산음향 자료와의 상호

  연 성 분석

4. 추진 략  방법

가. 추진 략

○ 제 1~3차년도에는 주요 경해역에 분포  이동하는 어류의 음향특성 악, 
우  동물 랑크톤의 음향특성 악  음향자료를 이용한 자원량 변환, 
해양환경과의 연 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필수 연구기반 구축

○ 제 4~7차년도에는 독도, 백령도, 가거도  이어도 등 경해역에 설치된 

ISAG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되는 연속 /실시간 수산음향 자료를 이용하여 해

역별, 계 별 어류  동물 랑크톤 분포특성 악  실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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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방법

○ 실내, 해상수조, 음향산란 모델을 활용한 요 상어류의 음향특성 악

○ 음향산란 모델  실험에 의한 우  동물 랑크톤의 음향특성 악

○ ISAG 시스템이 설치된 인근해역의 수산자료를 바탕으로 음향자료의 신뢰성 

향상

○ 수산 련 연구소, 학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국내의 수산음

향 탐지 시스템 활용 극 화 추진

5. 소요인원  소요 산

가. 연도별 소요인원  소요 산

연도 소요인원(명) 소요 산(백만원)

1차 3 300

2차 3 300

3차 3 300

4차 4 400

5차 4 400

6차 4 400

7차 4 400

합계 25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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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소요 산 내역

○ 인건비: 2천만원/인 × 25인 = 5억원

○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명 규격 단 수량 단  가(천원)   액(천원) 비고

구입

수산음향 

자료처리 시스템
Custom SET 3 100,000 300,000

오실로스코  Tektronix SET 3 40,000 120,000

실험용 노트북 펜티엄 EA 10 3,000 30,000

수치해석용 

컴퓨터
듀얼코어 EA 10 3,000 30,000

임차
선박 용선료 이어도호 일 100 4,600 460,000

트럭 임차료 회 50 800 40,000

합   계 980,000

○ 재료  산처리비

품   명 규격 단 수량 단  가(천원)   액(천원) 비고

실해역 

실험재료
로  등 SET 20 5,000 100,000

산부품
로세서, MEM, 

HDD
SET 20 500 10,000

린터 토 B/W, Color SET 70 400 28,000

린터 용지 A4 BOX 700 40 28,000

PC Upgrade Pentium SET 4 1,000 4,000
과학기술 계산 

S/W
Matlab SET 10 5,000 50,000

합  계 220,000

○ 간 비,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등 기타 항목 등: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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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해 지진  쓰나미 활용연구

1. 사업 추진배경  필요성

지난 수십년간 비록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 지진 혹은 지진해일이 발

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꾸 히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진 측망이 육상에 국한되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에서 발생하는 지

진의 발생 빈도, 치, 규모  시간 등의 정확한 황 악을 한 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먼 거리에 치한 해 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지진해일의 경우 우리나라 심해역에 도착시간을 상할 수 있다. 일례로 일

본 북서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진해일을 일으킬 경우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1시

간 혹은 1시간 30분 후에 도달하므로 한 지진해일 경보의 발령이 가능할 것이

다. 실제로 우리나라 동해에서는 1983년과 1993년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

여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지진·지진해일·해 사태로 인한 연안 시설물의 안 성 

평가와 안 성 확보  피해 감을 하여 지진원 부근에서 지진의 발생을 근  정

감시할 필요가 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핵실험이 실시된 후, 핵실험을 감

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국제기구에서는 북한 핵실험의 실시여부, 실시장소와 시간, 
그리고 핵실험 규모 등의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많은 혼선과 어려움을 겪었다. 지

난 수십년간 국제기구에서는 핵실험 감시  식별을 하여 다양한 지구물리학  

방법이 연구되어 왔으나, 지 까지의 방법이 연구지역별 특성에 매우 의존하는 결

과를 보이고 있으며, 인 식별기술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인공지진 식별을 

하여 지진  분석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진  지진  특성 분석

의 정량  연구결과는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을 구별하는 기 자료를 제공한다. 인공

지진 식별기술의 성공  결과 생산을 해서도 가장 요한 요인 의 하나가 인공

지진 감시 측망의 구축과 효과  운 이다. 재까지는 주로 육상에 인공지진

측을 한 감시망을 설치하고 운 하 으나, 지구상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해양에

서의 인공지진 감시는 히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지역에서 수행되

는 인공지진의 경우 육상보다 해 에서 측할 경우 보다 근거리에서 정확한 북한 

핵폭발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가. 국내 동향

○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지진감시 기 에서는 우리나라 육상  해

에서 발생하는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하여 여러 

곳의 지진 측소를 운 하고 있으나, 1개소를 제외한 모든 지진 측소가 육



246

상에 분포하여 해 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효과 인 감시는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나. 국외 동향

○ 미국, 일본, 랑스, 국 등의 기술 선진국에서는 해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

한 해성과 육상 측기만을 이용한 감시의 한계를 인식하여 지진 측 공

백을 해소하고 지진발생 치의 정 결정  신속결정을 하여 해 지진 

측소를 설치 운 하고, 생산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미국과 캐나다는 NEPTUNE Project와 DART Project 등을 통하여 규모 지

진과 이로 인한 지진해일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다수의 해 지진계

와 고계를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를 수행하고, 지진 혹은 지진해일 발생시 

조기에 발생사실과 해성을 국민과 련기 에 통보함으로써 재해 감에 

활용하고 있다.
○ 지진은 단층운동을 수반함으로써 상 으로 많은 양의 에 지가 S 로 방

출되며, 지진 측소에서 측된 지진 형 역시 P 보다 큰 S 가  감지된다. 
인공지진(발 )의 경우 shear-motion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상 으로 작은 

진폭의 S 가 감지된다. 한 인공지진은 얕은 깊이에서 발생하므로 근거리 

지진기록상에 뚜렷한 Rg phase가 기록된다. 이러한 특성들은 스펙트로그램의 

찰을 통하여 식별이 가능하다. 

그림 4-2.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한 인공지진 식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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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다수의 인공지진과 자연지진의 측/분석 결

과에 따르면, 인공지진 P 의 고주  성분은 S 의 고주  성분보다 크고 

(P/S spectral amplitude 약 1.25), 자연지진으로부터 발생한 P 는 S 보다 작

은 특성(P/S spectral amplitude 약 0.5) 등을 이용하여, P/S Spectral Ratio를 계

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진과 인공발 의 구분 인덱스로 사용하는 것이 가

장 일반 인 인공지진 식별기술  하나이다.

그림 4-3. P/S 혹은 Pg/Lg를 이용한 인공지진 식별.

○ 음 는 인간의 가청주 수 역을 심으로 음 (ultrasound, >20 kHz)와 

주 수 음 (infrasound, <20 Hz)로 나뉜다. 음원에서 발생한 고주  에

지는 거리가 증가할수록 격히 감쇠하나, 주  역의 에 지는 

경로상에 감쇠가 어 수천 km의 장거리 가 가능하다. 인공지진의 

경우, 지표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여 기에 인 라사운드를 발생시키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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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 음원이며, 원거리에서 측된 인 라사운드를 지진 와 함께 측하

여 분석함으로써 인공지진 식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4-4. 인 라사운드를 이용한 인공지진 식별.

3.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가. 연구개발 목표

○ 해 지진 험요소 근  정 감시  규명

○ 한반도 주변 지구조 변화 모니터링

○ 연안 구조물 험요소 규명

○ 주변국의 핵확산 지조약 이행여부 모니터링

○ 인공지진 식별기술 확보

 
나. 연구개발 내용

○ 한반도  주변지역에서의 지진요소 결정의 정확성 향상

○ 정확한 진앙  진원심도 결정을 한 3차원 지진  속도구조 규명

○ 지진원 상수값 제시와 지진발생 원인분석을 통한 한반도 지진원 특성 규명

○ 다양한 진도결정 기술 연구

○ 지역별 지진  달특성(감쇠구조) 규명  정량화

○ 한반도 자연지진  인공지진의 시·공간  분포 특성

○ 한반도 선구조(단층 )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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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진  자연지진 DB 구축

○ 지진  측지역의 부지 특성 연구

다. 연도별 연구개발 내용

연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비고

3차

지진  

측지역의 

부지특성 연구

- 정확한 진앙  진원심도 결정을 한 1차원

  지진  속도구조 검토

- 지진  측지역의 부지 특성 연구

- 해 지진/쓰나미의 연안시설물/구조물에 한

  해성 검토

4차

경해역 측

자료를 활용한

한반도  주변의

지진원 요소결정의

정확성 향상 I

- 한반도  주변지역에서의 지진요소 결정의

  정확성 향상

- 지진원 상수값 제시와 지진발생 원인분석을

  통한 한반도 지진원 특성 규명

- 다양한 진도결정 기술 연구

- 지역별 지진  달특성(감쇠구조) 규명 

  정량화

- 해 지진/쓰나미로 인한 피해 측 시스템 

  기본입력 DB 구축

5차

경해역 측

자료를 활용한

한반도  주변의

지진원 요소결정의

정확성 향상 II

- 한반도 선구조(단층 ) 규명 

- 인공지진  자연지진 DB 구축

- 정확한 진앙  진원심도 결정시 3차원 속도

  모델의 필요성  유효성 검토

- 연안취약 구조물의 입지 분류

6차

경해역 측

자료를 활용한

인공폭  식별기술

연구 I

- 한반도 자연지진  인공지진의 시·공간  

  분포 특성

- 한반도  주변지역에서의 자연지진/인공지진

  지진요소 결정의 정확성 향상

- 해 지진/쓰나미 피해 측 시스템 정확성 향상 

7차

경해역 측

자료를 활용한

인공폭  식별기술

연구 II

- 수치모델을 이용한 보 정확도 검증

- 라미터 변환을 통한 수치실험  검증

- 해 지진/쓰나미 피해 측 시스템을 이용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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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략  방법

가. 추진 략

○ 한반도  그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쓰나미의 해성/유해성 악을 

하여 본 연구로부터 생산되는 자료와 함께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국내 연구기 과 국, 일본 등의 주변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료를 

극 활용한다.
○ 지진, 쓰나미 발생시 피해를 측하고 취약 지역/계층을 사 에 인지하여 그

에 한 책을 미리 수립/실행함으로써 실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

 방재의 기 를 확립한다. 
○ 한반도 주변국에서 인공지진 발생시 그 발생사실을 신속/정확히 분석하고 평

가하기 하여 계기 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한다.
○ 지진·쓰나미 발생시 발생가능한 피해를 상하고 사 에 방  재해 감 정

책수립의 기 자료를 제공한다.

나. 추진방법

○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한국 력기술연구소, 한

국고속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내 지진 측 유 기 과의 력을 통한 

지진자료 교류  력연구를 추진한다.
○ 필요시 우리나라 주변국 지진 측  연구기 들과의 력연구를 추진하여 

측자료의 질 /양  향상을 도모한다.
○ 지진·쓰나미 재해로 인한 피해 측 시스템의 정 화를 하여 연안 구조물의 

분포 황  취약도를 작성 활용한다.

5. 소요인원  소요 산

가. 연도별 소요인원  소요 산

연도 소요인원(명) 소요 산(백만원)

3차 20 1,000

4차 20 1,000

5차 20 1,000

6차 20 1,000

7차 20 1,000

합계 1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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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소요 산 내역

○ 인건비: 2천만원/인 × 100인 = 20억원

○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명 규격 단 수량 단  가(천원)   액(천원) 비고

구입

자료처리 시스템 Custom SET 4 100,000 400,000

실험용 노트북 펜티엄 EA 16 2,500 40,000
수치해석용 

컴퓨터
듀얼코어 EA 20 3,000 60,000

합   계 500,000

○ 재료  산처리비

      

품   명 규격 단 수량 단  가(천원)   액(천원) 비고

산부품
로세서, MEM, 

HDD
SET 50 600 30,000

린터 토 B/W, Color SET 150 600 90,000

린터 용지 A4 BOX 250 40 10,000

측정 S/W 
Upgrade

LabVIEW SET 7 10,000 70,000

PC Upgrade Pentium SET 50 1,000 50,000
과학기술 계산 

S/W
MATLAB 등 SET 25 10,000 250,000

합  계 500,000

○ 간 비,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등 기타 항목 등: 20억원

6. 기 효과

가. 기술  측면

○ 지진/지진해일 조기경보 기 기술 확보

○ 한반도  주변해역에서의 지진발생 황자료 확보

○ 연안 구조물 안 성 평가  향상을 한 기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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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경제  측면

○ 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한 방  재해 감 책수립

○ 연안에 치한 지역사회 경제활동 생산성 증

○ 국민 삶의 질 향상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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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해역 리인자 측부이 활용 해양‧기상 환경연구

1. 사업 추진배경  필요성

해역 리인자 측부이(OBAM)가 독도, 백령도, 가거도, 이어도에 설치되면 우

리나라 주변해역에 설치된 부이 에서 가장 외곽에 치하게 되고, 설치수심도 기

존의 연안 부이보다 깊은 곳에 있게 되므로 해양특성 측자료는 한반도 주변 각 

해역(동해, 황해, 황해 남부, 동 국해)의 표성을 띠게 된다.
동해는 반폐쇄된 북태평양의 연해로서 양에서 일어나는 해양학  상이 유

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작은 양으로 불린다. 동해를 해양물리학 인 면에서 바

라보면,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극 선이 존재하고 북쪽으로 흐르는 동한난류는 쿠

로시오나 걸  스트림(Gulf Stream)과 같은 서안경계류의 특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극 선 주변에 양에서와 같이 여러 개의 규모 소용돌이가 발생한다. 수직 으

로는 극 선 남쪽에서는 고온‧고염의 해수 아래  북태평양 층수와 같은 동해 층

수가 염분 최소층의 형태로 존재하고 더 깊은 곳에 심층수와 층수가 존재한다. 
층수와 심층수는 겨울에 동해 북서쪽에서 강한 바람과 낮은 기온으로 인한 표층

냉각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며 층수는 겨울에 북쪽에서 해수가 동결하면서 그 주

변에서 염분이 높아져 침강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에 한 연구는 동해에서도 양과 마

찬가지로 수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그 향은 양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동해에 설치될 OBAM은 독도 동쪽 수심 500 m 해역으로 해양학 으로 요한 

의미를 갖는다. 울릉분지에는 난수성 소용돌이가 존재하는 데 분지 안에만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이동하면서 동해 남서부 해역의 변동에 큰 향을 

다(Shin et al. 2005). 동한난류의 사행으로 난수성 소용돌이뿐만 아니라 독도 근해는 

냉수성 소용돌이가 생성되어 울릉분지로 떨어져 나오기도 한다. 난수성 소용돌이와 

냉수성 소용돌이의 변동을 악하기 한 해역으로 OBAM이 설치되어 있는 독도 

주변이 요하며, 동해 남서부 해역의 해양환경을 연구하기 해서는 이 해역에 

한 시간변화를 악해야 하는 요한 해역이다.
황해는 편서풍 지역에 치한 우리나라의 기상에 큰 향을 주며 요한 어장

이다. 황해의 해류는 표층에 쿠로시오로부터 분기된 황해난류가 제주 서쪽으로부터 

북상하고, 층에는 겨울에 형성된 냉수가 남하한다. 그러나 아직 황해 난류가 지속

인 것으로 측된 자료를 얻지는 못하 으며 해류의 변화를 악하지 못하고 있

다. 백령도는 황해 층냉수의 거동을 악할 수 있는 좋은 치이며, 가거도 인근 

해역은 황해난류  황해 층냉수의 확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치이다. 황해의 

생태계와 기상변화를 악하기 해서는 OBAM이 설치될 백령도와 가거도 해역에

서 시간변화 자료가 필요하다. 해역 리인자 측부이는 황해 부와 남부에 치

하고 있어 편서풍 지역에 치한 우리나라의 기상 보에 큰 도움을  수 있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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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깊은 골에 치한 가거도 부이에서는 황해 난류를 측할 수 있으며, 황해 

층냉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 도 있다.
이어도 근해는 황해, 양자강 희석수, 쿠로시오 등의 향을 받는 해역으로 태풍

의 경로이며 우리나라의 주요한 어장형성 해역이다. 양자강 희석수의 확장은 수산업

과 연안환경에 향을 주며 동해까지 유입된다. 동 국해에 치한 이어도 해양과학

기지 주변해역은 요한 어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어도 기지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지

속 으로 측하지 못하는 외해로 OBAM이 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요 해역에 하여 실시간으로 장기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OBAM은 

해양학  기상학 으로 요할 뿐만 아니라 수산과 기후연구에서도 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가. 국내 동향

실시간으로 장기간 모니터링하는 정 은 있으나 주로 연안에 한정되어 있어 외

해의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부이를 이용하여 수온‧염분, 해‧조류, 기상 등을 측

하여 서비스하는 수 이며 해수층에 한 물리특성, 화학특성  생태학 인 요소

들은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 국외 동향

미국, 일본 등 해양 선진국에서는 해양부이를 이용하여 해양물리  해양기상 

자료뿐만 아니라 생태, 오염  기후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센서를 부이 시스템

에 부착하여 자료를 얻어 연구하고 있다. 

3. 연구개발의 목표  항목

가. 연구개발 목표

해역 리인자 측부이 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해양, 기상, 생태, 기후 등의 기 연구

나. 연구개발 항목

○ 물리특성  유속자료 분석을 통한 해류 변동성 규명

○ 오염물질 측정  이동 연구

○ 기-해양 상호 계, 열수지, 울, 표층 경계면 연구

○ 식물 랑크톤의 계 별 신호연구

○ 수온‧염분, 유속자료를 이용한 수치모델 검증(순환, 혼합층, 조   조류)
○ 내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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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략  방법

가. 추진 략

○ OBAM 구축에는 가장 기본 인 항목(수온‧염분, 유속)만을 측정하기 한 

필수 장비만 장착된다. 그러나 부이에는 다른 여러 가지 센서, 즉 기상, 생

태, 화학 등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자료를 송할 수 있는 

용량이 있다. 
○ OBAM을 이용하여 연구할 수 있는 분야는 폭이 넓으므로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분야를 연구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구비를 확보하여 연차 으

로 구축되는 OBAM에 새로운 센서를 장착하여 실험하거나 부이에서 측정되

는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할 주제와 연구자를 공모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나. 추진방법

○ 연도별로 OBAM이 설치되어 운용되는 해역을 연구 상해역으로 한다.

연도

설치해역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독  도 OBAM X152) X X ◎153) O154) O O

백령도 OBAM X X X X ◎ O O

가거도 OBAM X X X X X ◎ O

이어도 OBAM X X X X X X ◎

5. 소요인원  소요 산

가. 연도별 소요인원  소요 산

연도 소요인원(명) 소요 산(백만원)

4차 9 1,200

5차 10 1,500

6차 10 1,500

7차 11 1,800

합계 40 6,000

152) 활용연구를 수행하지 않음

153) 해역 리인자 측부이(OBAM)를 설치함

154) 활용연구를 수행함



256

나. 주요 소요 산 내역

○ 인건비: 3천만원/인 × 40인 = 12억원

○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명 규격 단 수량 단  가(천원)   액(천원) 비고

구입

Weather Station Custom SET 10 48,000 480,000

화학 Sensor Custom SET 10 40,000 400,000

실험용 노트북 펜티엄 EA 20 3,000 60,000

수치해석용 

컴퓨터
듀얼코어 EA 20 3,000 60,000

임차
선박 용선료 이어도호 일 200 4,600 920,000

트럭 임차료 회 100 800 80,000

합   계 2,000,000

○ 재료  산처리비

품   명 규격 단 수량 단  가(천원)   액(천원) 비고

실해역 

실험재료
로  등 SET 30 5,000 150,000

산부품
로세서, MEM, 

HDD
SET 40 500 20,000

린터 토 B/W, Color SET 100 400 40,000

린터 용지 A4 BOX 750 40 30,000

PC Upgrade Pentium SET 10 1,000 10,000

과학기술 계산 

S/W
Matlab SET 10 5,000 50,000

합  계 300,000

○ 간 비,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등 기타 항목 등: 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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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 효과

○ 해역 리인자 측부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그 동안 연구하기 어려웠던 외

해의 환경변화에 한 연구환경 제고를 통한 연구수  향상

○ 외해 경해역의 해수층에 한 실시간 시계열 자료획득으로 해양학  난제 

해결 기

○ 한반도 주변 외해의 해양물리, 해양기상, 기후, 오염물질 이동, 생태계 등의 

연구로 해양정책 기 자료 축   연구방향 조정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연

구결과 생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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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인공 성 활용연구

1. 사업 추진배경  필요성

학  이더 성 측 데이터를 이용한 해상환경 인자  우리에게 직

인 향을 주는 추가 라미터들을 추출할 수 있다. 본 사업에서 구축된 성기반 

토감시  해양환경 인자 감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가 인 라미터를 추출하면 

기상 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데, 이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

상에서 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출한 값을 통해 태풍과 같은 기상 상이 육지에 

미치는 향을 사 에 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경우이다. 재 태풍의 경우 정지

성을 통한 측이 주를 이루고 있고 체 인 규모나 이동경로를 감시하는 수

에 머무르고 있다. 고해상도의 학  이더 해수면 측 성을 활용하면 태풍에 

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데, 이는 태풍 의 정확한 

치, 바람의 강도  바람 장 분포, 태풍이 지나가는 해상의 물리 인 환경인자 값 

추출(태풍 직하  해상의 극한 랑 등)이 해당된다. 이 게 측정된 값은 태풍의 진

로  육지에 미치는 향을 측하는 시뮬 이션에 보다 상세하고 구체 인 입력

값을 제공함으로써 기상 보의 정확도 향상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방에 기여할 수 

있다. 

성기반의 감시체계는 공간 인 제한이 없이 원하는 역의 측데이터를 필

요에 의해 주기 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장 이 있기 때문에, 태풍과 같은 극한 자연

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본 사업에서 구축된 성기반 

감시 시스템은 정지 성에 비해 고해상도의 학  이더 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태풍 발생시 보다 상세한 환경 라미터를 감시할 수 

있다.

2.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가. 국내 동향

기상청에서 감시하고 있는 태풍 련 정보는 정지 성의 기상 측 센서로부터 

얻는 것이 주가 되며, 이는 구름 사진에서 독되는 태풍의 크기, 발달 정도  이

동경로 측에 이용되고 있다. 보다 신뢰성있는 보를 해서는 태풍자체 특성의 

자료(태풍의 정확한 치  크기, 강도, 바람장의 분포) 등이 요구되며 이는 공간 

해상도가 높은 고도 해양 측 성에서 측된 값들을 활용할 수 있다. 한 태

풍이 지나가는 해수면의 해상풍, 랑, 조류 등의 정보는 성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태풍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직 측 외에는 별다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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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다. 

태풍과 같이 발생에서 소멸되는 동안 세기  진행방향이 수시로 변화하는 자

연 상을 정확하게 측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수치모델에 제공되는 입력

값의 향상을 통해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재 기상청의 해양 측망은 연근해

에 설치된 부이, 등표 등에 국한되어 있고,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등에서 유일하게 

원거리 측정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정확한 강도  

경로 측이 힘들다.

나. 국외 동향

미국의 경우 허리 인 발생시 고해상도 학  이더 상자료를 이용할 뿐

만 아니라, 직  항공기를 이용하여 태풍에 근, 태풍 주변의 물리 상과 태풍경로

상의 해수면 환경정보를 측정하여, 태풍 측 모델의 입력값으로 이용함으로써 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활동을 미국 해양 기청(NOAA) 산하 국가태풍 보센터를 통

해 수행하고 있다.

3.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가. 연구개발 목표

성기반의 토감시  해양환경 인자 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먼 해상에서 발

생해 우리나라에 향을 주는 태풍의 이동경로  강도 보 정확도 향상에 도움을 

 해상도가 높은 측값을 성 데이터로부터 추출하여 기존의 수치모형  보 

값과 비교 검증한다.

나. 연구개발 내용

(1) 태풍의 특성 연구

○ 고해상도 데이터를 이용한 태풍의 정확한 치  이동경로 분석

○ 고해상도 성 데이터를 이용한 태풍의 강도 산출

○ 고해상도 성 데이터를 이용한 태풍내의 바람장 분포 산출

(2) 태풍 이동경로상의 해상 환경인자 연구

○ 해수면 해상풍 세기  분포 연구

○ 랑의 특성분석 연구

○ 태풍 직하 의 극한 랑 정보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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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비고

6차 태풍특성 연구 I

- 태풍의 치, 이동경로 분석

- 태풍의 강도 분석

- 태풍내의 바람장 산출

- 태풍 주변해상의 해상풍 분포 분석

- 태풍 주변해상의 랑특성 분석

- 태풍 직하 의 극한 랑 분석

7차 태풍특성 연구 II
- 수치모델을 이용한 보 정확도 검증

- 라미터 변환을 통한 수치실험  검증

다. 연도별 연구개발 내용

4. 추진 략  방법

가. 추진 략

○ 한반도에 태풍이 집  발생하는 시기인 7~9월 동안 본 사업에서 구축된 

성감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태풍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상의 해양환경 정

보를 수집한다.
○ 수집된 환경정보를 태풍 측 모델의 입력값으로 이용하여 그 정확도를 검증

하는 방법으로 태풍 보에 한 용 가능성을 실험한다.

나. 추진방법

○ 기상청 태풍담당 부서와 력하여 공동연구 체계 구축

○ 기존에 사용되는 태풍 측 수치모델 조사

○ 태풍경로 주변의 해수면 환경인자(해상풍, 랑, 해류) 정보 추가

○ 태풍발생후 보의 정확도  실효성 검증

5. 소요인원  소요 산

가. 연도별 소요인원  소요 산

연도 소요인원(명) 소요 산(백만원)

6차 20 1,000

7차 20 1,000

합계 4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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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소요 산 내역

○ 인건비: 2천만원/인 × 40인 = 8억원

○ 재료  산처리비

      

품   명 규격 단 수량 단  가(천원)   액(천원) 비고

린터 토 B/W, Color SET 100 400 40,000

린터 용지 A4 BOX 250 40 10,000

수치모델 

계산료 
시뮬 이션 회 500 100 50,000

과학기술 계산 

S/W
MATLAB 등 SET 20 5,000 100,000

합  계 200,000

○ 간 비,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등 기타 항목 등: 10억원

6. 기 효과

가. 기술  측면

○ 태풍 보 기술 향상

○ 태풍발생 경로상의 해수면 물리환경 특성자료 확보

○ 태풍의 특성과 주변 해수면 물리  특성과의 상 계 자료 확보

나. 산업‧경제  측면

○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 방 효과

○ 향상된 측으로 인한 사회경제 활동 생산성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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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추진 략

제 1 추진방법

1. 비타당성조사

국토해양부  재정기획부 등 정부 련부처로부터 「 경해역 해양 토 리

체계 기술개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받아 비타당성조사 상사업으

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비타당성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력투

구한다. 그리고 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시작되면, 먼  선행 연구된 기획보고서의 

내용을 면 히 검토하고 그 동안의  내‧외 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기술개발 사업」의 구체 인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한다. 이때에

는 국내‧외 기술개발 황을 면 히 조사‧분석하여 실성이 있는 연도별 실행계획

이 작성되도록 노력한다.

2. 사업추진 략체계

사업수행의 주체로서 경해역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 하고, 내부 조직으로서 

체계기술 개발 , 체계활용 연구 , 측자료 리  등을 두도록 한다(그림 5-1). 

그림 5-1. 사업추진 략체계도.

체계개발 기술 에서는 경해역 리체계의 개발, 설치  리 등을 주로 담

당한다. 그리고 체계활용 연구 에서는 경해역 리체계의 운용  활용연구를 

주로 담당하며, 측자료 리 에서는 측자료의 수집, 처리  수요기  서비스 

제공 등을 주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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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해 정부 부처, 국‧공립 연구소, 련 학 

 민간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연구개발 의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

다. 필요로 하는 경우 련기 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해당분야에 해 공동연구, 
력연구  탁연구 등을 추진한다. 한편 경해역 리체계로부터 획득되는 

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요기 에 원활히 제공하기 해 련기 이 참여하는 수요

기  의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3. 체계개발  활용연구 병행 추진

「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체계개발이 주요한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 산의 부분도 체계개발에 투입될 계획이다. 그

러나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체계를 개발하여 운용하는 것만으로는 바람직하지 않

다. 따라서 「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기술개발 사업」에서는 체계의 활용연구

에도 을 두고 추진할 정이다.

4. 사업비 확보

제 5장의 제 3 에 제시한 바와 같이 「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기술개발 

사업」은 7년간의 사업기간과 약 2,54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해서는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

하여야 하므로 국토해양부  재정기획부 등 정부 련부처를 상 로 산확보를 

해 노력한다.

(1) 국가계획에 반   승인획득

○ 앙부처 사업계획( 기재정운  계획 등)에 우선반

○ 본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타당성조사 상사업으로 상정하여 심의

(2) 국고지원 합성 단

○ 국고지원 사업의 기 은 공공성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에서 「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기술개발 사업」은 표 인 국고지원 사업으로 분류됨(표 5-1)
○ 정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

는 국고지원을 최소화하고 민자유치를 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경해역 리를 한 「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기술개발 사

업」은 해양이라는 특수환경하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주도 사업의 일환으로 

단되는 바 100% 국고지원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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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원 근거법령 지원기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 해양수산발 기본법

․제17조 1항: 정부는 해양  해양자원의 합리 인 리·
보   개발·이용을 하여 해양에 한 과학조사  

측을 실시해야 한다.
․제35조: 정부는 이 법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련기  등에 재

정· 융에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정부는 효율 이고 균형있는 연구개발을 추진

하기 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늘리고 

이를 화하기 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기 과학연구진흥법

․제5조 2항  제9조 8항: 기 과학연구의 연구기반 구

축, 연구환경 조성  기타 지원제도 강구

- 국고출연

- 공공기  지원

  (수익성 사업시

   75% 이내에서

   국고지원)

표 5-1. 「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기술개발사업」의 재정지원 근거 법령

5. 인력  장비 확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해서는 필요로 하는 소요인력  연구장비의 확보가 

필수 이다. 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시작되면, 먼  선행 연구된 기획보고서의 내

용을 면 히 검토하고 그 동안의  내‧외 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소요 연구개발 

인력  연구장비 확보에 한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련인력 

 조사장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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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추진내용 비고

1차

- 경해역 연구센터 설치  운

  • 연구  구성  설치

  • 측자료 리  분석장비 구축

- 경해역 리체계(IAMS) 구축  기술개발

  • 독도 인근해역 해양환경 조사  분석

  • 독도 인근해역 수 음향 환경조사  분석

  • 경해역 리체계 핵심기술  부품개발

  • 쓰나미/해 지진 측체계 설계

  • 인공 성 활용체계 설계

- 경해역 리체계 활용연구

  • 해양잡음 활용 기 연구

  • 주요 상업어류 음향특성 분석

2차

- 경해역 연구센터 운

  • 자료 리 체계 개발

  • 자료 서비스 SW 개발

- 경해역 리체계 구축  기술개발

  • 백령도 인근해역 해양환경 조사  분석

  • 백령도 인근해역 수 음향 환경조사  분석

  • 경해역 리체계 핵심기술  부품개발

  • 수 통신장비 로토타입 개발

  • 쓰나미/해 지진 자료수집 체계 설계

  • 인공 성 자료수집 체계 구축

- 경해역 리체계 활용연구

  • 해수  잔향 활용 기 연구

  • 주요 동물 랑크톤 음향특성 분석

3차

- 경해역 연구센터 운

  • 자료 리 체계 구축

  • 자료 서비스 SW 통합

표 5-2. 연도별 주요 추진내용

제 2 추진일정

「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기술개발 사업」의 연도별 주요한 사업 추진내

용은 표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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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추진내용 비고

- 경해역 리체계 구축  기술개발

  • 가거도 인근해역 해양환경 조사  분석

  • 가거도 인근해역 수 음향 환경조사  분석

  • 심해형 경해역 리체계 통합

  • 심해형 경해역 리체계 시험평가

  • 수 통신장비 안정화

  • 쓰나미/해 지진 자료 리 DB 구축

  • 인공 성 자료 리 DB 구축

- 경해역 리체계 활용연구

  • 해수  음  활용 기 연구

  • 음향측정에 의한 주요 어류의 시변동성

  • 한반도 주변 지진원 요소결정 정확성 

4차

- 경해역 연구센터 운

  • 독도 자료 리 체계 설계  제작

  • 독도 자료 리 체계 시험평가  운용

- 경해역 리체계 구축  기술개발

  • 이어도 인근해역 해양환경 조사  분석

  • 이어도 인근해역 수 음향 환경조사  분석

  • 독도 경해역 리체계 설치  운용

  • 천해형 경해역 리체계 통합

  • 천해형 경해역 리체계 시험평가

  • 수 통신 네트워크 기능 고도화

  • 쓰나미/해 지진 자료처리  자료분배 체계 구축

  • 독도 해역 리인자 측부이 설치  운용

  • 인공 성 자료처리  자료분배 체계 구축

- 경해역 리체계 활용연구

  • 독도 주변해역 수 음향 특성연구

  • 독도 주변해역 수산음향 특성연구

  • 한반도 주변 지진원 요소결정 정확성

  • 독도 주변해역 해양환경 특성

5차

- 경해역 연구센터 운

  • 백령도 자료 리 체계 설계  제작

  • 백령도 자료 리 체계 시험평가  운용

- 경해역 리체계 구축  기술개발

  • 백령도 경해역 리체계 설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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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추진내용 비고

  • 수 음향 측정체계 네트워크 확장

  • 백령도 해역 리인자 측부이 설치  운용

  • 인공 성 활용 수상 이동체 탐지체계 구축

- 경해역 리체계 활용연구

  • 백령도 주변해역 수 음향 특성연구

  • 백령도 주변해역 수산음향 특성연구

  • 한반도 주변 지진원 요소결정 정확성

  • 백령도 주변해역 해양환경 특성

6차

- 경해역 연구센터 운

  • 가거도 자료 리 체계 설계  제작

  • 가거도 자료 리 체계 시험평가  운용

- 경해역 리체계 구축  기술개발

  • 가거도 경해역 리체계 설치  운용

  • 수 음향 측정체계 네트워크 확장

  • 가거도 해역 리인자 측부이 설치  운용

  • 인공 성 활용 수  이동체 탐지체계 구축

- 경해역 리체계 활용연구

  • 가거도 주변해역 수 음향 특성연구

  • 가거도 주변해역 수산음향 특성연구

  • 쓰나미/해 지진 활용 인공폭  식별기술

  • 가거도 주변해역 해양환경 특성연구

  • 인공 성 활용 태풍 특성

7차

- 경해역 연구센터 운

  • 이어도 자료 리 체계 설계  제작

  • 이어도 자료 리 체계 시험평가  운용

- 경해역 리체계 구축  기술개발

  • 이어도 경해역 리체계 설치  운용

  • 이어도 해역 리인자 측부이 설치  운용

  • 인공 성 활용 역해양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경해역 리체계 활용연구

  • 이어도 주변해역 수 음향 특성연구

  • 이어도 주변해역 수산음향 특성연구

  • 쓰나미/해 지진 활용 인공폭  식별기술

  • 이어도 주변해역 해양환경 특성

  • 인공 성 활용 태풍 특성



269

제 3 소요 산  소요인력

「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기술개발 사업」의 연도별 연구개발 분야별 소

요 산  소요인력은 각각 표 5-3  표 5-4 같다.

            연도

분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계

수 음향
체계구축 12,146 23,845 26,204 26,942 28,554 28,554 28,554 174,799
활용연구 1,000 1,500 1,500 2,000 2,000 2,000 2,000 12,000

수 통신 체계구축 2,020 2,080 2,440 2,340 1,980 1,920 1,220 14,000

수산음향
체계구축 300 300 400 400 1,400
활용연구 300 300 300 400 400 400 400 2,500

쓰나미/
해 지진

체계구축 250 500 750 500 2,000

활용연구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해양환경
체계구축 600 600 960 1,300 1,400 1,500 1,140 7,500
활용연구 1,200 1,500 1,500 1,800 6,000

인공 성
체계구축 500 1,000 3,000 2,500 1,500 1,500 1,000 11,000
활용연구 1,000 1,000 2,000

경해역연구센터 운 1,000 1,500 3,000 3,000 2,500 2,500 2,500 16,000
계 18,116 31,625 39,554 41,582 40,834 41,874 40,614 254,199

표 5-3. 연도별 연구개발 분야별 소요 산
 (단 : 백만원)

            연도

분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계

수 음향
체계구축 10 15 15 15 15 15 15 100
활용연구 10 20 20 25 25 25 25 150

수 통신 체계구축 15 15 20 24 24 20 12 130

수산음향
체계구축 4 5 5 6 20
활용연구 3 3 3 4 4 4 4 25

쓰나미/
해 지진

체계구축 10 10 10 10 40

활용연구 20 20 20 20 20 100

해양환경
체계구축 10 10 10 10 10 10 10 70
활용연구 9 10 10 11 40

인공 성
체계구축 10 10 25 25 15 20 15 120
활용연구 20 20 40

경해역연구센터 운 10 15 15 15 15 15 15 100
계 82 103 143 163 138 159 147 935

표 5-4. 연도별 연구개발 분야별 소요인원
 (단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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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기 성과

제 1 경제사회  기 성과

1. 경해역 리체계 운용을 통한 해양 토 할권 강화

독도, 백령도, 가거도  이어도 등의 주요 경해역은 일본, 국, 북한 등의 

주변국과 EEZ 경계획정  해양과학 기술경쟁의 결장으로 국의 제해권 선포, 
일본의 우경화  북한의 불법침투 등에 의해 주요 경해역의 주변해역에는 해양

토 분쟁의 가속화 가능성이 항상 내재된 해역이다. 주요 경해역의 인근해역에 

경해역 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함으로써 이들 해역에 한 실효  지배권을 강

화하는데 기여하리라 기 된다. 한 이들 주요 경해역으로 진입하는 수   수

상 인공 이동체에 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여 주요 경해역을 효율 으로 

리함으로써 해양 토 할권을 증강시킬 것으로 상된다.

2. 수산자원 모니터링에 의한 어장 리  어족자원 보호

독도, 백령도, 가거도  이어도 등의 주요 경해역은 경제성이 높은 주요 어

류의 회유경로로서 연근해 어장형성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국 어선단

의 월경 불법어로에 의해 주요 경해역 주변의 해양 생태계가 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장 황폐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 경해역의 인근해역에 구축

된 경해역 리체계를 운용하여 연근해 주요 어족자원의 이동상황  분포상태 

등을 연속 으로 측함으로써 연근해 어장을 체계 으로 리하고 어족자원을 효

율 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하리라 기 된다.

3. 해양기인 재난방지  오염물질 이동감시

독도, 백령도, 가거도  이어도 등의 인근해역에 구축된 경해역 리체계를 

운용하여 주요 경해역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해 지진  쓰나미를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함으로써 해 지진  쓰나미 등 해양기인 재난을 조기에 탐지하여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상된다. 한 주요 경해역은 우리나

라 주변 해양환경 변화를 일으키는 근원지로서 해양환경 자료  기상정보 수집을 

한 핵심지역으로서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의 통과경로이므로 경해역 리체계

에 의해 해역 리에 필요한 해양환경을 집 으로 상시 측함으로써 오염물질의 

이동을 감시하고 기상 보  해양 보의 률 항상에 기여하리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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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학기술  기 성과

1. 과학기술  상성과

「 경해역 해양 토 리체계 기술개발 사업」으로 상되는 과학기술  기 성

과는 표 6-1과 같다.

          구분

  분야
논문(SCI) 특허 제품 개발 로그램 개발

수 음향/수 통신 98 21 7 28

수산음향 14 7 3 7

쓰나미/해 지진 14 7 3 7

해양환경 28 7 3 14

인공 성 활용 14 7 3 14

계 168 49 19 70

표 6-1. 과학기술  기 성과
                                                                       (단 : 편)

2. 해양방  기술 기여

경해역 리체계의 수 음향 센서  수 음향 배열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수 음향 자료처리 SW를 개발함으로써 해양방  기술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 독도, 백령도, 가거도  이어도 등 한반도 주변의 주요 경해역에서 해수  

주 잡음, 해수  잔향  해수  음  특성 등 수 음향에 한 자료를 획득

하고 수 음향 수치모델 개발하여 소나 탐지성능 측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나 

국산화  자주국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3. 수 음향 기 기술 확보

한반도 주변의 주요 경해역에서 수 음향 특성과 주변환경과의 련을 연구

하여 해양환경 모니터링에 응용가능한 수 음향 활용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해양 측 

기기개발  수산음향 기술개발을 지원하리라 기 된다. 한 확보된 수 음향 기

기술을 해 자원 탐사기술에 용함으로써 경제 인 탐사활동을 지원하여 효율

인 해양에 지 개발을 가능하게 하리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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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양기인 해요소 조기경보 기 기술 확보

독도, 백령도, 가거도  이어도 등 한반도 주변의 주요 경해역에서 해 지진 

 쓰나미 등 원양기인 재해요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조기경보 기 기

술 확보에 기여하리라 기 된다. 한 해 지진  쓰나미 등 해양기인 재해발생시 

피해를 측하고 취약지역  취약계층을 사 에 인지하여 그에 한 책을 수립

하고 실행함으로써 실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  방재의 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상된다.

5. 국내 해양학 발  기여

독도, 백령도, 가거도  이어도 등 한반도 주변의 주요 경해역에서 해역 리

인자 측부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그 동안 연구하기 어려웠던 외해의 환경변화에 

한 연구환경 제고를 통한 연구수  향상에 기여하리라 기 된다. 외해 경해역

의 해수층에 한 실시간 시계열 자료획득으로 해양학  난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

로 상된다. 한 한반도 주변 외해의 해양물리, 해양기상, 기후, 오염물질 이동, 
생태계 등의 연구로 해양정책 기 자료 축   연구방향 조정으로 국가에서 필요

한 연구결과를 생산할 것으로 기 된다.

6. 인공 성 활용기술 확보

재 운용되고 있는 해양 측용 성  실용 성을 이용하여 한반도 주변해

역을 상으로 수상  수  이동체 감시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인공 성을 활용한 

해양 토 감시기술 향상에 기여하리라 기 된다. 한 인공 성에 의한 한반도 주

변해역의 해상 오염인자 인식  추 , 해상풍, 랑, 해류 등의 물리  인자 추출 

기술을 개발하여 용함으로써 인공 성을 활용한 해양  기상의 환경정보 분석기

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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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해양연구용역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해양연구용역사업의 연

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