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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 목적

 전 지구적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국제기구활동

을 지원하고, 국제해양과학협력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행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ㅇ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는 타 분야 대비 국제협력에 대한 투자가 과소한 편으로 급변하는 해

양수산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확대가 필요

  - 해양수산 분야는 정부 전체 R&D 대비 국제협력에 대한 투자예산이 적고, 사업화 성과가 모자란 

편으로 해양수산 R&D의 양적·질적 고도화 필요

- 국가의 미래 이슈 해결 및 국익 창출을 목표로 해양수산 과학기술 기반의 외교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R&D 국제협력 체계 마련이 긴요한 상황

 ㅇ 해양수산 분야에서 기구축된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정부 지원은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됨

- 연구자간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학술회, 컨퍼런스 등의 연구자 중심적인 개별 네트워크 

관리의 국제협력보다는 기 구축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적 관리 필요

  - 해양영토권 강화,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 수산자원 보존 등 산적한 국내 해양수산 현안을 해결

하고, 전 지구적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필요

1-3. 연구개발 범위

 ㅇ 법적 근거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1.12.19. 대통령령)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제21조(국제협력의 추진)

  - 해양수산부 훈령 : 제275조(한국해양과학위원회 규정)

  - 대통령 업무보고(해양과학기술 국제기구 의제 개발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한국 해양학위원

회 활성화 추진 

 ㅇ 사업의 범위

  - KOC에서 관여하는 3개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해양과학협력 추진함

  - KOC는 규정과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개의 산하 소위원회 운영 중 임

    :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150개 회원국 참여, 해양 전 분야 논의

    :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북태평양 6개국 참여, 해양 물리․화학․생물․지질와 사회과학관련 

협력 논의

    : 국제해양학연구위원회(SCOR): 전세계 해양연구자들간의 네트워크(해양 전분야)

  - KOC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549호/2020.10.15.)

제2조(기능) 위원회는 그 목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IOC와 기타 해양과학기구 및 프로그램, 특히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이하 “PICES”라고 한
다.)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ㅇ 사업의 추진체계

 -  정부간해양학위원회 (IOC)와 연계하여 설립된 한국해양학위원회(KOC)를 국제해양과학 기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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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축의 가장 중요한 창구로 활용하며, 다자간/ 다학제간 협력을 위한 과제로 3개의 국제기구(정

부간해양학위원회, 북태펴양해양과학기구, 국제해양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양과학협력 추진 

ㅇ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는 타 분야 대비 국제협력에 대한 투자가 과소한 편으로 급변하는 해양

수산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확대가 필요

  - 해양수산 분야는 정부 전체 R&D 대비 국제협력에 대한 투자예산이 적고, 사업화 성과가 모자란 

편으로 해양수산 R&D의 양적·질적 고도화가 시급한 상황임

  - 부처별 예산현황을 비교해보면, 타 부처와 비교해서 해상수산 분야는 국제협력과 관련된 지원

규모가 매우 적은 형편임

ㅇ 해양연구 특성상 공공연구 특성이 강하고, 수산분야는 타 분야 대비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연

구성과의 사업화가 미흡하고 R&D 투자 효과에 대한 국민체감도 적은 편으로 알려져 있음

  - 해양수산 국제협력 R&D는 범국가적 전략과 투자 구조의 미비로 장기적 투자 대신 순수연구, 협력

과 단기적 이슈 조사 차원의 일회성 과제중심으로 협력이 추진되어 국제협력사업의 성과 창출이 

어려운 상황

  - 국제협력 사업은 국가간 협의회, 국제기구 총회 등 단회적인 회의참석을 중심으로 지원되어 다자간, 

양자간 연속적인 소통이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

  - 해양수산분야의 R&D사업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기술개발’ 중심의 R&D 투자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어 해양수산 과학기술 기반 경제/사회적 성과 창출을 위한 국제협력

에 대한 투자는 과소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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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의 미래 이슈 해결 및 국익 창출을 목표로 해양수산 과학기술 기반의 외교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R&D 국제협력 체계 마련이 긴요한 상황

  - 해양오염 심화 등 해양수산 전반에 걸친 환경변화는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다양한 

국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발생 가능한 국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반 외교의 일환으로써 해양수산분야

의 전략적 R&D 국제협력에 지원이 시급함

  - 또한, 선박배출가스, 해양쓰레기 등 해양오염 요인에 대한 규제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속강화

될 전망이므로, 이를 신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고 국내 기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국제의제 선점과 함께 대응기술 개발이 시급

  - 특히 최근 경쟁이 심화되는 해양영토권 강화, 신산업/자원 확보를 통한 국익 도모 등의 미래 핵심 

이슈 대응이 가능한 해양수산 R&D 국제협력 사업 기획 필요

ㅇ 현재 해양환경공단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해양환경 국제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나 주로 

공동학술연구, ODA사업, 해양서비스 제공 등에 치중되어 있어, 글로벌 해양수산기술 및 외교역

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미흡함

  - 두 기관의 국제협력사업은 주로 공동학술연구, 해양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글로벌 의제를 선점

할 수 있는 국제기구 참여 지원 및 공동R&D 지원이 미흡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수산자원 관리정책에 대한 보완 및 대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연구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제 선점이 어렵고 분야가 한정됨

  - 해양환경공단의 주요사업은 해양환경 보전사업, 해양오염 방제사업, 선박의 이안·접안 및 예인 

등 해양서비스 제공, 해양환경 교육사업 등 해양환경분야라는 한정적인 영역에 그침

  - 해양수산자원을 둘러싼 다양한 외교적 이슈를 뒷받침하고 해양수산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R&D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연구결과 및 과학기술에 기반한 

외교역량 강화를 추구해야 함

ㅇ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아젠다를 선점하고자, 과학기술 기반 외교력 강화에 

대한 정책적인 투자를 아까지 않고 있음

  - (미국) 총 12억 1,000만 달러 재정 규모의 해양수산정책을 추진하여 해양탐사, 연안재건, 해

양과학기술 연구, 불법어업 단속, 개도국 해양수산분야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19년 

기준) 또한, 미국의 CO2 감축 의무 지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대표농도

경로(RCP)’ 도입 노력하는 등 다자간 협상에 있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활용 중 

  - (EU) ‘청색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을 통해 적극적인 해양수산분야 R&D 정책을 제시하고, 

MARINET 프로젝트로 해양수산 과학기술 공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 나아가, 해양 거버넌스

의 강화와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내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 목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거버넌스 구축안을 제시하고 있음

  - (중국) `16년부터 '일대일로' 정책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 정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일대일로 

해양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협력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정책의 실현을 위한 ‘21세

기 해양실크로드 추진계획’과 ‘북극정책 백서’를 발표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 체계

를 구축하는 추진계획 발표함

  - (일본) ‘제3기 해양기본계획’(`18~`22)을 발표하여 「바다의 법치」및「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정책의 실시」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국제협력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7년 ‘제5기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적·국제적 상황을 고려한 해양수산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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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1. 1차년도(2008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거대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프로그램 참여 통한

전 지구적 문제해결에의 동참 및 해양과학기술역량 강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해양영토 확보전략 수립 및

아국의 외교적 역량강화 기반

구축

∘국제기구임원진출

∘제41차 IOC 집행이사회 참가보고서 및

PICES 총회 참가보고서 작성

323,748 한국해양과학기술원∘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국제기구 전문가 파견

∘젊은 과학자 국제회의 발표지원
∘사무국운영을 통한 지식자원

거점화 및 다학제적 협력을

통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KOC 총회 및 산하 소위원회 개최

∘WG 운영

연구개발결과 요약 기술

1. IOC 총회 참가를 통한 국제동향 파악 및 의제분석

가. IOC 제41차 집행이사회(08.6.25-7.1/파리)에 참가하여 회의의제를 분석하고 국제동향을 파악하여 보

고서 발간

나. 여수해양엑스포와 연계하여 KORDI-IOC 신탁기금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1차년도 위탁연구 결과보

고서 작성

다. 2012년 개최될 JCOMM 총회를 국내 유치를 제안하고, Ocean Color 프로그램, UN Regular

Process 사업, Climate Change 프로그램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였으며, IOC 50주년 행사

및 IOC 장관포럼 참여 등 다양한 IOC 관련 의제 발굴

라. ICES-PICES-IOC 주관 제2회 Climate Change 심포지엄(2012년) 개최 확정

2. PICES, WESTPAC을 통한 지역해 공동연구 주도적 참여

가. WESTPAC 제7차 총회(08.5.26-29/사바)에 참가하여 국제 동향 및 회의의제를 분석하여 보고서 발

간

나. WESTPAC을 통해 “유류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능력배양 프로그램” 관련 신규프로젝트 협약을 체

결하고 1차년도 위탁연구 결과보고서 작성

다. 2011년 WESTPAC 제8차 총회 국내개최, WESTPAC 훈련센터 여수 유치 등의 의제 제안

라. PICES 제17차 총회(08.10.24-11.2/대련)에 참가하여 의제를 분석하고 북태평양 지역(미국, 러시아,

캐나다, 일본, 중국) 국제동향을 파악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배포

마. PICES와 위탁연구협약을 체결하고 1차년도 위탁연구 결과보고서(FUTURE 프로그램 이행계획 초

안) 작성

바. IOC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남미 기술이전 사업 의제를 제안함. 한ㆍ중남미 해양과학 정책포럼

(2008. 6. 25, 파리 유네스코 본부)과 한ㆍIOC 2자간 회의(2008. 5. 26, 파리)를 개최하여 중남미국

가 국제협력사업의 기반 마련

사. PICES 제18차 제주총회 개최 확정

3. 국제기구 임원 진출 추진을 통한 국제기구 내 한국의 영향력 강화 및 국제기구와 연계한 해양관련

국제회의 개최

가. IOC/ABE-LOS 제8차 총회(08.4.21-26, 파리)에 참가하여‘유엔해양법협약의 범주 내에서 해양학자료

수집활동 지침안을 작성’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관련 결과보고서 작성

나. 2010년 발간될 PICES “북태평양해양생태계 현황보고서(NPESR) 발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해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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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확보전략(동해/일본해 병기)에 있어 유리한 위치 확보

다. IOC 및 PICES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PICES Science Board 부의장 유신재 박사, IOCCG 안유환 박

사, PP-WET 이동영 박사가 국제기구 임원 진출

라. 여수세계박람회 제1회 국제심포지엄(08. 10. 22 - 23)에 IOC 사무총장(P. Bernal)을 초청하여 성공

적인 심포지엄 개최

마. 2009년 PICES 제18차 제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PICES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세부적인 개최 계획

수립

4. 다학제적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대규모 회의 개최 및 국내 네트워크 구축

가. 유네스코과학프로그램 워크숍을 통해 독일 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간 다학제적

협력방안(시너지 확보, 남북협력, 과학프로그램 주요활동 한국참여 증진, 공동연구, 이메일 뉴스레터

등) 도출

나. “UN이 정한 지구의 해” 기념 해양과학기술 포럼 및 전시회(08.4.23-25, 코엑스) 개최를 통해 과학

자간 현안문제 및 연구결과 공유

다. 전문분야별 7개 WG(IOC 총괄, 해양위성관측, 해양환경평가, 해양서비스 및 재해, 해양법 및 연안통

합관리, 해양연구위원회, PICES 제18차 제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5. 해양관련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제기구 사무국 파견 추진 및 젊은 과학자의 역량강화를 위

한 국제회의발표 지원

가. 국토해양부 전문가의 IOC사무국 파견 확정

나. PICES 인턴파견(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기석)과 21건의 업무 교류

다. 공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젊은 과학자 17인의 PICES 17차 총회 참가 및 논문발표 지원 및 결과보

고서 작성

6. 해양과학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Working Group 운영 및 DB 구축ㆍ공유

가. IOC, PICES 및 기타 해양과학기술 국제기구 의제분석을 위해 KOC 총회 2회, Ko-PICES 총회 3회

개최

나. 전문분야별 7개 WG 구성

다. KOC홈페이지(http://kocean.or.kr)를 통해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뉴스/자료/회의/채용소식에 대한

DB 50건 구축

라. UNESCO 과학프로그램 국내위원회(국제수로학기구, 국제지구과학위원회, 인간과생물권) 홈페이지

에 상호 배너를 설치하여 홍보 강화

마. PICES에 대한 주도적 참여를 위해 국내위원회 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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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차년도(2009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거대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전 지구적 문제해결에의 동참 및 해양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IOC를 통한 국제동향 파악

및 공동연구사업 추진

∘IOC 제25차 총회 및 42차 집행이사회

참가보고서

∘IOC와 공동연구 발굴 및 사업결과보고서

535,80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남아 지역해 공동연구

주도적 참여

∘PICES 총회 참석보고서

∘PICES 공동연구 결과보고서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 추진

체계 확립

∘PICES 총회 개최

∘WESTPAC 심포지움 유치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및

활용 모색

∘국제기구 전문가 파견 및 임원진출

∘젊은과학자 국제기구 발표 지원
∘다학제적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국내 협력체계 구축
∘KOC 및 산하 소위원회 운영

연구개발결과 요약 기술

1. IOC 총회 참가를 통한 국제동향 파악 및 의제분석

가. IOC 제25차 총회 및 제 42차 집행이사회(09.6.15-6.25/프랑스 파리) 참가, 의제분석

- 결과보고서발간 및 배포

2. IOC를 통한 거대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 참여

가. KORDI-IOC 신탁기금사업 협약 체결 및 관련 보고서 발간

- 연구주제: 연안위험예측 / 경고 시스템 및 관련데이터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역별 국가역량 강화 사

업

- 2009 WESTPAC 국가를 위한 Ocean Data Portal 워크숍 개최

- IOC의 신규프로그램 PP-WET 회의 참가

- UN Regular Process 사업 공동 추진

3. 기타 IOC 의제분석

가. 아직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은 IOC 산하 프로그램 의제 분석

- JCOMM 총회 국내 유치

- Ocean Color 프로그램 참여

- UN Regular Process 참여

- Climate Change 프로그램 참여 5) IOC 50주년 행사 및 Global Ocean Conference 참가, 발표

4. WESTPAC 의제분석 및 협력연구 추진

가. KORDI-WESTPAC 공여기금사업 협약 체결 및 관련 보고서 발간

- Oil Spill 방제 및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국제 협력 사업” 수행 :워크숍 개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5. PICES 의제분석 및 협력연구 추진

가. PICES 제18차 제주 총회(09.10.23-11.1) 성공적 개최

- PICES 연차총회 의제 분석 및 결과보고서 발간

나. PICES 의제분석 및 공동연구 연차결과도출

- PICES Interim Meeting 참가를 통한 해양영토 관리 및 확보

- PICES 해양생태계 현황보고서 발간 중간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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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ES/FUTURE 관련 아국 주도의 사업추진 기획보고서 작성

- 북태평양해양생태계현황보고(NPESR) 발간 준비(2011년 예정)

6. 중남미 기술이전 사업 의제제안

가. IOC를 통해 추진된 공동연구 및 훈련 과정 개최 결과 보고서 및 공동연구 추진보고서 발간

7. IOC/ABE-LOS 의제분석 및 EEZ 내 해양연구조사 대응체계 구축 추진

가. 결과보고서 발간 (KOC WG 활용)

8. 우리나라 전문가의 IOC 및 PICES 임원 진출

가. IOC 제4부의장(KORDI 변상경 박사) 당선

나. PICES 과학평의회 의장(KORDI 유신재 박사) 당선

9. 다학제적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프로그램 발굴

가. KOC 산하 7개 WG 운영

10.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및 활용

가. 국토해양부 전문가 IOC 파견근무

나. 젊은 과학자의 PICES 총회 발표지원 (7건)

11. KOC 사무국 운영

가. 주요 국가사안에 대한 의제분석

- 국제기구 수신문서에 대한 적극 대응

- 주요 정부 간 회의 참가 및 의제분석

나.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자료수집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DB 구축 50건

- 전문가의 자가등록체계 구축

다. 전문가 및 DB 범위에 대한 KOC의 사전 검토가

라. 한국해양학위원회 12대 위원회 운영

마. WG운영

- 새로 구성된 WG 활동 평가

- 새로운 국제협력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WG 구성

바. 국내 유치한 국제기구 사무국(NOWPAP, YSLME, PEMSEA)과 네트워크 강화방안 모색 및 홈페이

지 운영

사. SCOR 와의 협력 강화(KOSCOR 사무국 신설 및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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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차년도(2010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거대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프로그램 참여 통한

전 지구적 문제해결에의 동참 및 해양과학기술역량 강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 참여
∘IOC 제43차 집행이사회 참가보고서

∘IOC와 공동연구 발굴 및 사업결과보고서

630,0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연구를 통한 지역해

국제협력체제 구축

∘PICES 총회 참석보고서

∘PICES 공동연구 워크숍 개최

∘WESTPAC 총회 참석보고서
∘해양영토 확보전략 수립 및

외교적 역량강화 기반구축
∘WESTPAC 총회 유치 및 심포지움 개최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국제기구 전문가 파견 및 임원진출

∘젊은과학자 국제기구 발표 지원
∘사무국 운영 ∘KOC 및 산하 소위원회 운영

연구개발결과 요약 기술

1. IOC 총회 참가를 통한 국제동향 파악 및 의제분석

가. IOC 제43차 집행이사회(10.6.8-16/파리)에 참가, 의제분석

- 참가보고서 발간 및 배포

나. 여수해양엑스포와 연계한 연안재해예측체계 역량강화 2차년도 위탁연구 결과보고서 작성

다. IOC 지역훈련센터, 해양생물지리정보시스템(OBIS), UN Regular Process 등 새로운 사업 발굴

라. IOC 50주년 행사 및 IOC 의장단회의 유치 등 다양한 IOC 관련 의제 발굴 추진

2. PICES, WESTPAC 을 통한 지역해 공동연구 주도적 참여

가. WESTPAC 제8차 총회(10.5.10-13/발리)에 참가하여 국제 동향 및 회의의제를 분석하여 참가 보고

서 발간

나. WESTPAC을 통해 “서태평양 해양생태계 보존”관련 신규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고 2차년도 위탁

연구 결과보고서 작성

다. WESTPAC 신규 사업으로 제안한“Coral Reef Genetic Resource Bar Coding Program"이 승인됨에

따라 WESTPAC 지역 국가 및 Coral Triangle 회원 국가들과 연계한 국제공동 연구 활동 확대 추

진 가능

라. 제9차 IOC/WESTPAC 총회유치 확정(12.5.8-11/한국 서울)

마. WESTPAC 지역내 통가 및 피지 교육훈련 프로그램 2회 개최(2010.11/한국)

바. PICES 중기회의(10.4.23-30/일본 센다이) 및 제19차 총회(10.10.22-31/포틀랜드)에 참가하여 국제동

향 및 회의의제 분석, 보고서 발간

사. PICES FUTURE 워크숍 개최(10.8.16-18/한국 서울)

3. 국제기구 임원 진출 추진을 통한 국제기구 내 한국의 영향력 강화 및 국제기구와 연계한 해양관련

국제회의 개최

가. IOC 의장단회의 개최를 통하여 IOC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11.2.9-10/한국 서울)

나. 제8차 IOC/WESTPAC 국제과학심포지움 개최(11.3.28-31/한국 부산)

- 29개국 600여명의 과학자 참석, IOC 사무총장, WESTPAC 의장 등 주요 인사 참석

다. 2010년 발간된 PICES “북태평양해양생태계 현황보고서(NPESR)”에 누락된 동해편의 발간 추진

라. IOC 부의장인 변상경 박사, PICES 과학평의회 의장인 유신재 박사 활동 지원

4. WESTPAC 의제분석 및 협력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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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KORDI-WESTPAC 공여기금사업 협약 체결 및 관련 활동 보고서 발간

-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국제 협력 사업 수행 : 워크숍 2회 개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5. PICES 의제분석 및 협력연구 추진

가. PICES 중기회의(10.4.23-30/일본 센다이) 및 제19차 총회 참가(2010.10.24-31/미국 포틀랜드) 및 의

제 분석

- PICES 중기회의 및 총회 참가를 통한 주요 국제동향 파악

- PICES 해양생태계 현황보고서 발간 시 누락된 동해편 발간 추진

- PICES FUTURE 회의 개최(2010.8/한국 서울)

6. 중남미 기술이전 사업 의제제안

가. IOC를 통해 추진된 공동연구 및 훈련 과정 개최(2011.2.14.-16/페루 리마)

7. 우리나라 전문가의 IOC 및 PICES 임원 진출

가. IOC 제4부의장(KORDI 변상경 박사) 및 PICES 과학평의회 의장(KORDI 유신재 박사) 활동 지원

8. 다학제적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프로그램 발굴

가. 기획연구를 통한 KOC 조직개편 및 운영 개선방안 마련

나. KOC 산하에 4개 WG 및 3개 소위원회 설치 운영

9.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및 활용

가. 국토해양부 전문가 IOC 파견근무

나. 젊은과학자 및 중견 과학자의 PICES 총회 발표지원 (7건)

10. KOC 사무국 운영

가. 주요 해양과학 현안 사안에 대한 의제분석

- 국제기구 주요동향 파악 및 적극 대응

- 주요 정부간 회의 참가 및 의제분석

나.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자료수집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DB 구축 100여건

- KOC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해양과학 정보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다. 한국해양학위원회 12대 위원회 선출 및 운영 WG 및 소위원회 운영

- 새로운 국제협력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4개 WG 구성

- IOC, PICES, SCOR 관련 3개 소위원회 운영

라. 해양관련 여타 국제기구 사무국(NOWPAP, YSLME, PEMSEA)과 네트워크 강화방안 모색 및 홈페

이지 운영

마. PICES 및 SCOR 와의 협력 강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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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차년도(2011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거대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프로그램 참여 통한

전지구적 문제해결에의 동참 및 해양과학기술역량 강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IOC 총회 참가를 통한

국제동향 파악 및 의제분석

∘IOC 제26차 총회 및 제44차 집행이사회

참가보고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정상회의(Rio+20) 국제기구 공동 보고서

“바다와 연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사진”번역 및 발간

820,0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PICES, WESTPAC 을 통한

지역해 공동연구 주도적 참여

∘WESTPAC 제8차 국제과학심포지움

결과보고서 발간

∘WESTPAC 공동연구사업 3차년도 위탁연구

결과보고서 작성

∘2011년 PICES 총회 참가 국제동향 및

회의의제 분석, 보고서 발간

∘북태평양생태계보고서 제2판에서 제외된

동해/일본해편 준비

∘북태평양 해양생태계보고서 제2판에서

제외된 동해/일본해 편 발간 주장을 위한

PICES 출판물 중 동해/일본해 병기 자료집

발간

∘국제기구 임원 진출 추진을

통한 국제기구 내 한국의

영향력 강화 및 국제기구와

연계한 해양관련 국제회의 개최

∘IOC 제26차 총회 및 제44차 집행이사회에서

한국 의장국 진출

∘PICES 과학평의회 의장활동 지원

∘IOC 미래와 한국의 역할포럼 개최

∘IOC 내 동구권국가 해양관측 네트워크 구축

포럼 개최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및

활용

∘차세대 해양과학자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총회 발표 지원

∘KOC 사무국 운영 및

다학제적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프로그램 발굴

∘한국해양학위원회(KOC) 및 산하

소위원회운영

∘월간 뉴스레터 발간을 통한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 현황 공유

연구개발결과 요약 기술

1. IOC 총회 참가를 통한 국제동향 파악 및 의제분석

가. IOC 제26차 총회 및 제44차 집행이사회(11.6.21-7.5/파리)에 참가, 의제분석

- 참가보고서 발간 및 배포

나. 정책결정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정상회의(Rio+20) 국제기구 공동 보고서

“바다와 연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사진”번역 및 발간

다. IOC의 아프리카 지역위원회 설립, UN Regular Process, OBIS 등 IOC 의제를 분석하고,

국제동향 파악 및 제4차 JCOMM 총회, 제2차 PICES/IOC/ICES 기후변화 심포지움 유치 등

다양한 IOC 관련 의제 발굴

라. IOC 의장단 회의(‘12.1.31-2.1/프랑스 파리)참가 및 회의주재를 통한 IOC 현안 논의, 한국측

의견 피력

* 한국 전문가 파견 정원(1인) 확보

2. PICES, WESTPAC 을 통한 지역해 공동연구 주도적 참여



- 11 -

가. WESTPAC 제8차 국제과학심포지움(11.3.28-31/부산) 개최 후 결과보고서 발간

나. WESTPAC을 통해“서태평양 해양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연구 사업”관련 신규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고 3차년도 위탁연구 결과보고서 작성

다. 제9차 IOC/WESTPAC 총회 개최를 위한 국내준비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라. PICES중기회의(11.4.26-30/미국 하와이) 및 2011년 PICES 총회(2011.10.14-23/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참가하여 국제동향 및 회의의제 분석, 보고서 발간

마. 북태평양생태계보고서 제2판에서 제외된 동해/일본해편 준비

바. 북태평양 해양생태계보고서 제2판에서 제외된 동해/일본해 편 발간 주장을 위한 PICES 출판물

중 동해/일본해 병기 자료집 발간

바. 한-러 정기여객선을 이용한 신규 공동연구 발굴 및 진행

3. 국제기구 임원 진출 추진을 통한 국제기구 내 한국의 영향력 강화 및 국제기구와 연계한

해양관련 국제회의 개최

가. IOC 제26차 총회 및 제44차 집행이사회(‘11.6.21-7.5/파리)에서 한국 의장국 진출(해양과기원

변상경 박사)

나. PICES 과학평의회 의장(해양과기원 유신재 박사) 활동 지원

다. IOC 미래와 한국의 역할포럼(‘12.3.19-22/불가리아 바르나) 개최

라. IOC 내 동구권국가 해양관측 네트워크 구축 포럼(‘12.3.19-22/불가리아 바르나) 개최

4.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및 활용

가. 차세대 해양과학자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총회 발표 지원(총 11명/21편 발표)

- 과학평의회 우수 포스터발표(해양과기원 장찬주 박사), 수산분과 우수 논문발표(부경대 이수정),

PCO 우수 논문발표(서울대 나한나), 데이터분과 우수 포스터발표(서울대 장경일 교수)에 선정됨.

5. KOC 사무국 운영 및 다학제적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프로그램 발굴

가. 한국해양학위원회(KOC) 및 산하 소위원회(IOC, PICES, SCOR) 운영을 통한 국제기구 활동지원

및 국내 관련기관과 학계 연계

나. 월간 뉴스레터 발간(총 8회)을 통한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 현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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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차년도(2012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거대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프로그램 참여 통한

전지구적 문제해결에의 동참 및 해양과학기술역량 강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국제협력역량강화 및 협력

기반구축

∘국제공동연구사업

897,48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제기구 참여를 통한 아국과학자의

국제공동연구 참여근거마련 및 지원, 독려
∘한국인과학자 국제기구 진출 및 임무수행

지원
∘차세대 국제전문가 육성
∘국제동향정보 취득, 국내학계제공

연구개발결과 요약 기술

1. 국제공동연구 기획/수행

가. IOC와의 공동연구사업: 국제 해양탄소조정을 위한 공동연구(‘12.7~, 중간결과보고서 받음)

- 이산화탄소 해양흡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UNESCC와의 공동사업 체결

(UNESCO/Republic of Korea Funds-in-Trust Agreement for the Project "Ocean Carbon

Sources and Sinks“)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2012년 7월 1일)부터 21개월간 (2014년 3월 31일까지)

- 우리 측 의무사항 : 협약총액 미화 247,800불 송금신탁

- UNESCO측 의무사항

ㆍ해수면 이산화탄소 Atlas 개설(2013년)

ㆍ제 3차 Ocean in a High CO2 World 심포지엄 개최(2012년10월)

ㆍ홍수림/해양식물/습지 중 탄소량계산(2013년) 등

나. IOC/WESTPAC과의 공동연구사업

- 동남아 산호삼각지대 서식종 DNA 분류 및 가입조사 사업

(“Enhance the Capacity for Species Identification and Genetic Analysis on Marine Organisms

in the Coral Reef Ecosystems in the Western Pacific (DRMREEF)”)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UNESCO 사이에 공동연구 계약체결 (2013.3.15)

- IOC/WESTPAC 지역 협력사업임을 명시; WESTPAC 사무국이 집행

- 사업기간 : 2013.3.15~2014.12.31

- 사업비 :1억 5천만원

- 사업목표 (주요내용)

(1) 생물종 판별 및 종 분석에 대한 동남아지역의 능력을 배양하고,

(2) 객관적인 분류를 위해 ‘DNA 바코드’라 불리는 종 표식 체계를 수립하고,

(3) WESTPAC 국가 지역에 서식하는 산호초의 해양생물의 종류 및 양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고,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해 회원국 간에 정보를 공유,

(4) 유충이나 작은 곤충들을 분석하여 산호초의 증식을 모니터

☐ 국제협력 기반

MOU 체결 공동연구

대상국 대상기관 수집자료
(건) 대상국 협약연구비

(백만원)
국제기구 IOC 1 IOC 100
국제기구 WESTPAC 1 WESTPAC 50

2. 국제해양과학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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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MBER 교육과정 참여지원

- 유능한 청년과학자들로 하여금 일찍이 지구시스템모델링을 접하고 배우게 함으로써 차세대 해양과

학을 주도하는 도약대 역할(1명 지원)

- 일시 및 장소 : 2012. 7.21~30 / 터키 앙카라

- 한국측 참가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종연

나. WESTPAC부의장 진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윤호 (2012-2014)

다. PICES 부의장 진출: 충남대학교 박철 (2012-2014)

라. PICES SB 의장 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신재 (2009-2013)

마. IOC 의장 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변상경 (2011-2013)

바. IOC에 파견: 국토해양부 해양전문가

사.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2012 연차총회 젊은 과학자 지원(2명)

- 권오윤(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형직(한국해양과학기술원)

3.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해양학술 대회개최

가. 제9차 WESTPAC총회 개최: 여수엑스포와 연계된 행사(‘12.5.9~12 / 부산)

- 참석자 : 서태평양 지역 11개국 정부대표단 및 국제기구 해양전문가 등 80여명

- 주요 결과

ㆍ적조, 원격탐사, 해양생물종다양성, 동남아 산호밀집삼각지대 서식종 DNA 분류 및 가입조사 사

업 실적 심의

ㆍ기후변화가 쿠로시오 난류ㆍ대기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모델링, 해양신재생에너지기술 공유

등 신규 사업 심의

ㆍ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윤호 박사 WESTPAC 제1부의장 당선 등

나. 제2차 기후-해양변화 심포지움 개최: 여수엑스포와 연계된 행사(‘12.5.13~20/여수)

- 참석자 : 해양관련 국내외 전문학자 및 학생포함 500여명(국내 200명, 해외 300명)

- 주요 결과

ㆍ총 10개의 세션과 관련 워크샵 8개의 개최로 국내에서 개최된 해양관련 학술행사로서는 가장

비중 있는 심포지움

ㆍ중앙언론매체 포함, 일간뉴스지, TV에 심포지움이 소개되어 대국민 홍보 효과(90회 이상)

ㆍ2016년도 제3차 기후변화심포지움 브라질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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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ICES 중기회의 및 FUTURE 워크숍 개최: 여수엑스포와 연계된 행사(‘12.5.22~25/ 부산)

- 참석자 :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6개국 과학평의회 대표 및 FUTURE 참여 과학자 50명

- 주요 결과: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 적조, 능력배양 등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의 과학프로

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FUTURE 로드맵 설정

☐ 학술회의 개최 성과

명칭
규모

개최장소 지원금액
(백만원)참가국 인원 기간(일)

제9차 IOC/WESTPAC 총회 11 80
2012. 5.

9-12
한국 부산 100

제2차 PICES/ICES/IOC

기후변화 포지움
17 500

2012. 5.

13-20
한국 여수 70

PICES 중기회의 및 FUTURE

워크샵
6 50

2012. 5.

22-25
한국 부산 25

4. KOC사무국 운영

가. 운영현황 및 주요역할

- 정부 및 해양관련 전문가 23인으로 구성

- 해양과학 관련 국제기구의 국내활동 지원 및 국제기구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정책 방향 등 전문

자문

- 국제기구에서 해양과학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 훈령 초안 작업 등에 자문

나. KOC총회 및 소위원회 소집: 국내 해양학계의 범기관/학제적 협력유도하고 국가해양과학외교 자문

- KOC 1차 총회(‘12.6.18)

- KOC 2차 총회(‘12.12.10)

- PICES 1차 소위원회(‘12.6.22)

- SCOR 소위원회(‘12.7.10)

- IOC 소위원회(‘12.7.24)

- PICES 2차 소위원회(‘12.11.15)



- 15 -

다. 국제기구 동향정보 확산: KOC소식지 발간 및 웹사이트 운영

- KOC 뉴스레터 7건 발행

- KOC 홈페이지 업데이트: 26회

5. 해양과학 외교활동

가. IOC의제분석: 국제해양거버넌스에서의 참여도제고

◦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제45차 집행이사회 참가 및 의제분석

- 일시/장소 : 2012. 6.25(월)~28(목) / 프랑스 파리

- 우리측 참가자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관련기관 대표단 9명

- 주요 결과

ㆍIOC에 대한 한국의 신규 지원 공동연구사업은 해양탄소 기원과 침강(OCSS: Ocean Carbon

Sources and Sinks)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합의(‛12.07.∼‛14.03. / 사업비 : USD 247,800)

ㆍ이윤호 박사의 WESTPAC 부의장 당선

ㆍIOC 중기(2014-2021) 전략(안) 마련 등

- 주요 의제

ㆍ국제쓰나미경보협력실적 검토

ㆍ해양데이터포탈지원센터 신설

ㆍUN해양법 IOC자문단 실적평가

ㆍ제 1차 아프리카지역총회 및 제 9차 WESTPAC총회 결과

ㆍRIO+20관련 조치결과 보고 등 IOC 집행이사회 의제 분석 등

나. PICES의제분석: 국제공동대양연구 기조파악

◦ 2012년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총회 참석

- 일시/장소 : 2012. 10. 12(금) ~ 21(일) / 일본 히로시마

- 우리측 참가자 : 국토해양부 강용석 과장, 여기동 사무관, 충남대학교 박철 교수, 서울대학교 장경

일 교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도수 본부장 등 20명

- 주요 결과

ㆍ2013년도 회의는 캐나다 나나이모에서 개최 결정

ㆍ북태평양 방사능핵종 연구그룹 신설

ㆍ집행이사회 부의장에 충남대학교 박철 교수 당선

ㆍ북태평양해양생태계 보고서 2판 동해/일본해편 발간과 관련하여 3판 발간은 2판의 완료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안을 제시하고 타 회원국의 동의확보 및 의결

ㆍMEQ 분과 최우수 논문 발표자에 부경대 김경수 수상 등

◦ 중남미 IOC 운용해양학 포럼

- 일시/장소 : 2013. 3. 6(수) ~ 8(금) / 브라질 리오

- 목적 : 중남미지역 해양관측 현안파악 및 협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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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차년도(2013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거대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프로그램 참여 통한

전지구적 문제해결에의 동참 및 해양과학기술역량 강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국제공동연구 추진
∘해양산성화 정책보고서 발간

677,0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남아 산호삼각지대 서식종 DNA 분류 및

가입조사(DRMREEF)

∘국제협력 역량강화
∘국제기구활동을 위한 의제분석
∘국제기구 임원활동 지원을 위한 리더십 확보

∘외교역량강화를 통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기반구축

∘국제기구 회의 참석
∘아시아지역의 해양관측 및 서비스

네트워킹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

∘국제협력 공동연구 인재양성
∘해외 교육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지원
∘국제기구회의 참여지원
∘국제기구 파견 지원

∘KOC 사무국운영
∘총회 및 소위원회 개최
∘국제해양과학 정보 생산 및 보급

연구개발결과 요약 기술

1. 국제공동연구 역량강화

가. IOC와의 공동연구

- 공동연구명 : IOC 해양탄소조정사업

- 연구기간 : `12. 7. 1. ~ `14. 3. 31.

- 해양탄소조정사업의 일부인 3rd Symposium on the Ocean in a High-CO2 World 결과보고서 출간

- 국내 배포를 위한 번역본 작성 및 배포

- 중간보고서

- 해양탄소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 한국과학자 참석 지원 (부경대 장창익 교수, KIOST 우선

옥 박사 등)

나. WESTPAC과의 공동연구

- 공동연구명 : 동남아 산호삼각지대 서식종 DNA 분류 및 가입조사

- 연구기간 : `13. 3. 15. ~ `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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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1억 5천만원

- 사업목표 (주요내용)

1) WESTPAC 국가의 종판별과 유전자 분석능력 배양

2) 각 국가의 산호초 생물 DB 구축과 정보공유 Portal DB 구축

3) 유생과 자치어 분석을 통한 산호초 생물의 가입 모니터링

- 워크샵 겸 착수회의 참석 (`13. 8. 5. ~ 6. / 태국 방콕)

∘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과학자 약 25명 참석

∘ 한국의 DB업체 참석 및 발표 ((주)환경기술)

∘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DB 구축과 공유에 관심을 표명하고 지원을 요청

함

∘ 지원사항 (사업비 내)

각 나라당 USD5,000씩 5개국 지원

포털 DB 구축 지원 : USD20,000 (한국)

∘ 가입 모니터링 워크숍

IOC/WESTPAC 과학심포지엄과 연계하여 2014. 4. 베트남 나트랑에서 개최할 계획.

- 공유 DB 구조 디자인업체 선정

∘ ㈜ 환경기술 (대표: 정진우)

∘ 포털 DB 구축기간 : 2014.3.1~10.31. (8개월)

∘ 포털 DB 구축 작업의 범위

WETPAC DRMREEF 포털 시스템의 논리적 데이터베이스의 계획을 설계하고 물리적 데이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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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구축.

상기 데이터베이스의 프리젠테이션과 관리를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함.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누구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안정화 기간동안 서비스의 운용을 지원함.

- 각 국가 및 한국의 WESTPAC과 계약 체결

∘ 각 국가 : 산호초 생물 DB 구축 (2014.2~10)

∘ 한국 : 포털 DB 구축 (2014.3.1~10.31)

다. 2013 국제해색위성전문가그룹(IOCCG) 지원

- 2009년 KOC 제2차 정기총회에서 IOCCG지원 결의

- 지원금액 : USD 2,000

2. 국제협력 역량강화

가. IOC 제27차 총회 및 제46차 집행이사회 참가 (`13.6.25.-7.5./프랑스 파리)

- IOC 제27차 총회 및 제46차 집행이사회 대표단 구성

- IOC 제27차 총회 및 제46차 집행이사회 의제분석, 의제분석 및 발언문 등의 자료집 발간

- 변상경 의장 재선 성공 (2013.7.6~2015.6.)

- 변상경 의장 재선 성공에 따른 홍보자료 배포 및 신문 기사화

- 변상경 의장 재선을 위한 미국 및 중국 대표단과의 사전 협의 수행

-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별도 미팅을 통한 기후변화와 해수, 남극연구 등의 협력방안 논의

- 해양수산부 발족과 해양클러스터 개발 계획 등 우리나라 해양비전을 소개하는 영문팜플렛을 작성,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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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도

  연합뉴스 김홍태 파리특파원 | 입력 2013.07.03 21:34  

  세계 해양과학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

(IOC)의 변상경(61)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왼쪽부터 변상경 IOC의장, 웬디 왓슨라이트 IOC사무국장, 하비에르 발라다

레스 전 IOC 의장. 2013.7.3.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30703213408770)

나. PICES 과학평의회 및 FUTURE 워크샵 참가 (`13.5.20-24./러시아)

다. 2013 PICES 총회 참가 (`13. 10.12.-21./캐나다)

라. 2013 SCOR 집행이사회 참가 (`13.11.25-28./ 뉴질랜드)

마. 국제기구 활동 임원 지원

- IOC 의장 변상경 박사, IOC/WESTPAC 제1부의장 이윤호 박사

- PICES 과학평의회 유신재 박사, PICES 부의장 박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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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영토 확보전략 수립 및 외교적 역량강화 기반구축

가. 제3차 IOC 의장주최 운용해양학포럼 개최 (`13.11.25-28./태국)

나. 제4차 한중해양학회간 해양과학심포지움 참가 지원 (`13.8.28.-31./중국)

4.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의 인재양성

가.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샵 개최 예정

- 일시 및 장소 : 2014. 3. 14(금)-15(토) / 제주대학교

- 참석자 : 차세대 해양과학자들과 해양관련 시니어 약 50명

- 목적 : 차세대 해양과학자와 해양관련 시니어들과 연결해 주는 Mentor-Mentee Program 진행

‣ 학교별 차세대해양과학자 참석자 구성

UST OST 경상대 부경대 부산대 포항공대 인하대 전남대 서울대 한양대 제주대 총

1 1 5 6 4 1 4 2 2 4 5 35

나. PICES 차세대해양과학자 선정 및 총회 참석 지원

- 일시 및 장소 : `13. 5. 24 / 제주

- 주관 : Ko-PICES

- 한국해양학회와 공동주관으로 총 8명의 참가 지원신청을 받아 해양학회와 함께 6명의 선정자에게

PICES 총회 참가 지원 (본 사업에서 3명 지원)

다. PICES 사무국 인턴 파견

- 파견기간 : 파견기간: `13. 9. 16. ~ `14. 5. 31.

- 파견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기석

- 파견내용: PICES 사무국의 업무를 익히고 국제기구의 protocol 및 업무능력 배양. 2014년 PICES 여수

총회에 관한 준비 및 한국과의 연락책. 파견종료 후 2014년 여수총회 개최 지원인력으로 활용예정

라. 2014년 PICES 총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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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ICES 총회 개최 계획 작성

- 총회개최지 선정을 위한 현지 답사 (2013.8.29 여수)

- PICES 사무총장 (Alex Bychycov) 및 사무국직원 (Christina Chu)의 총회개최지 방문

(2013.11.21-23) 지원

- 2014 PICES 총회 홈페이지 개설 및 포스터 작성을 위한 지원 (수시)

- 총회 개최업무

주제: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North Pacific: Reflecting on the past and steering

for the future

기조연설자 선정: 서울대학교 정해진 교수 (주제: Red tides in North Pacific coastal waters:

What have we learned and what else do we need to know?)

조직위원회(LOC) 회의: 2014.3.13. 대전

마. 한중 해양학회 공동 워크숍 지원

- 목적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는 한중해양학회 공동워크숍 참가를 지원하여 우리나라

해양과학자들의 국제협력 기회를 증진시킴.

- 배경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동아시아 근해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해양학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해양외교의 발판으로 삼

고자 함.

- 지원내역

8명의 한국과학자들의 한중해양학회 공동워크숍 참가 지원 (2013.8.)

5. KOC 사무국 운영

가. KOC 정기총회 및 각 산하 소위원회 개최

- 2013 KOC 제1차 정기총회 (`13.5.23./제주) 및 제2차 정기총회 (‘13.12.5./KIOST 국제회의실) 개최

- IOC 관련 회의 및 소위원회

· IOC 총회대비 대표단 사전대책회의 (`13.6.14. /서울역)

- PICES 관련 회의 및 소위원회

· PICES 한국전문가 협의회 (`13.4.12./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회의실)

· PICES 소위원회 및 주대표자 회의 (`13.6.4./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 2013 PICES 총회 사전대책회의 (`13.9.27./세종호텔)

· 2013 PICES 총회 후속회의 및 소위원회 개최 (`14.2.24./ 용산역)

· 2014 여수총회 준비위원회 (LOC) 1차 회의 개최 예정 (‘14.3.13./ 대전역)

- SCOR 관련 회의 및 소위원회

· 2013 제1차 SCOR 소위원회 (`13.8.14./서울역)

· 2013 제2차 SCOR 소위원회 (`14. 1.16./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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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OC홈페이지(www.kocean.or.kr)관리

- KOC 뉴스레터(웹진) 4회 발행

- 공지사항, 뉴스, IOC CL 자료(출판) 등 총 70회 업데이트

<KOC 사무국 작성 및 배포 기사 목록 (http://www.kocean.or.kr/sub05_01.html) >

  - 친근하고 알기쉬운 구조로 홈페이지를 재

구성하여 운영, 홈페이지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과학협력관련 소식

을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매체로 

자리잡음.

    ‧ 예: WESTPAC 제9최 국제과학심포지움 

개최안내 기사 클릭수 1500회 이상

번

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수
10 SCOR] 2014 SCOR 제1차 한국 소위원회 1월 개최 KOC 2014-01-28 306

9 [WESTPAC] IOC/WESTPAC 자문위원회 및 국제과학위원회 KOC 2014-01-28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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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OC 활성화 방안 위탁연구

가. 한국해양학위원회 활성화 방안 위탁연구

- 연구책임자 : 노영재 (충남대학교)

- 연구기간 : `13. 6. 1. - 12. 31. (7개월)

- 국제 해양과학 협력 국내 네트워크 및 KOC의 현황, 소위원회 활동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

고,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함 (128쪽)

(ISSC)에서 활발한 활동 펼쳐

8
[PICES] PICES 2014년 총회 한국 개최 결정을 알리고 돌아

와...
KOC 2013-09-10 517

7
[SCOR] 2013 SCOR 소위원회 개최...SCOR 활성화를 위한 청

사진 제시
KOC 2013-08-28 489

6 [IOC] 변상경 박사, IOC의장 재선출 KOC 2013-08-01 816
5 [PICES] PICES 내 한국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KOC 2013-07-3 643
4 [IOC] "한국, 브라질서 운용해양학 이끌 발판 마련" KOC 2013-07-31 613
3 [IOC] "한국, 아프리카에 해양과학 역량과 영향력 과시 KOC 2013-07-31 496

2
"한국해양학위원회(KOC)의 발전방안을 찾자"...3월 12일 세미나 개

최
KOC 2013-07-31 436

1 [PICES] PICES, 국제기구에 대해 묻다. KOC 2013-07-31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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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차년도(2014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거대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프로그램 참여 통한

전지구적 문제해결에의 동참 및 해양과학기술역량 강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국제공동연구 역량강화

∘제2기 해양탄소 사업 수행 : 해양산성화

연구 및 소통의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

823,0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남아 산호삼각지대 서식종 DNA 분류 및

가입조사 연구 완료
∘해색연구(IOCCG) 지원

∘국제협력 역량강화

∘국제기구활동을 위한 지원: 총회 참석,

의제분석, 참가보고서 발간, 일반인을 위한

참가보고서의 ‘알기 쉬운 요약본’작성 및 배포
∘국제기구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임원활동 지원 ⇒ 귀국보고 및 회의진행 발언

등을 정리한 정책입안 보고서 작성

∘외교역량강화를 통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기반구축

∘PICES 총회 개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해양관측 및 서비스를

주제로 한 워크숍을 주재, 네트워킹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

∘국제협력 공동연구 인재양성

∘IMBER Summer School 참여지원
∘국제기구회의 참여지원
∘국제회의(SCOR WG) 개최지원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개최

∘KOC 사무국운영
∘총회 및 소위원회 개최
∘국제해양과학 정보 생산 및 보급

연구개발결과 요약 기술

1. 국제공동연구 역량강화

가. IOC와의 공동연구

- 공동연구명 : IOC 해양탄소조정사업 II (Ocean Carbon Sources and Sinks II - Challenges in

Research and Communication)

- 연구기간 : `14. 6. 1. ~ `15. 11. 30.

- 공동연구비: USD 159,059 (1차년도 US$77,998.64, 2차년도 US$81,060.36)

- 연구목적: 해양탄소 관측연구 분야 협력을 진작강화함으로써 이산화탄소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 연

구성과효율성 제고

- 연구활동

∘ 해양탄소 관측 및 관찰, 해양산성화, 연안역 블루탄소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블루탄소와 관련하여 블루탄소 저장소들의 소실이 연안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

기 위해 IOC가 개최한 국제 블루탄소 워크숍에 한국과학자((부산대 정익교) 참가지원

(‘14.10.21-23/브라질 리오그란데)

∘ IOC는 2015년 4월 30일전 중간보고서 제출

∘ 1차 해양탄소조정사업 결과보고서 수령 후 국내 배포를 위해 번역본 작성 및 배포완료

나. WESTPAC과의 공동연구

- 공동연구명 : 동남아 산호삼각지대 서식종 DNA 분류 및 가입조사

- 연구기간 : `13. 3. 14. ~ `14. 12. 31.

- IOC/WESTPAC 회원국 내 산호초 서식 생물종 인벤토리 구축 및 DNA 분류를 위한 워크숍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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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한 해양과 연안지역 관리 및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과 회원국간 협력 강화 (2014.4.19~26,

베트남 나트랑 해양연구소)

- 공유 DB 구조 디자인업체 선정

∘ ㈜ 환경기술 (대표: 정진우)

∘ 포털 DB 구축기간 : 2014.3.1~10.31. (8개월)

∘ 포털 DB 구축 작업의 범위

WETPAC DRMREEF 포털 시스템의 논리적 데이터베이스의 계획을 설계하고 물리적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상기 데이터베이스의 프리젠테이션과 관리를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함.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누구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안정화 기간동안 서비스의 운용을 지원함.

- 각 국가 및 한국의 WESTPAC과 계약 체결

∘ 각 국가 : 산호초 생물 DB 구축 (2014.2~10)

∘ 한국 : 포털 DB 구축 (2014.3.1~10.31)

- 산호초 생물 가입 모니터링 워크숍

∘ 2014.4.20~21, 베트남 나트랑

- DRMREEF 중간보고회 워크숍

∘ 2014.4.23, 베트남 나트랑

∘ IOC/WESTPAC의 특별 세션으로 진행

- DRMREEF 최종보고회 : 2014.12.

※ DRMREEF 이후의 신규사업 계획

∘ IOC/WESTPAC Biodiversity Observation Network (WBON)

∘ IOC/WESTPAC과 신규사업계획서 검토 등을 통하여 2015년도 수행 사업 준비

다. 2014 국제해색위성전문가그룹(IOCCG) 지원

- 2009년 KOC 제2차 정기총회에서 IOCCG지원 결의

- 지원금액 : USD 2,428(한화 250만원)

2. 국제협력 역량강화

가. IOC 제47차 집행이사회 참가 (`14.6.29.-7.4./프랑스 파리)

- IOC 제47차 집행이사회 대표단 구성 (2014.5.)

- IOC 제47차 집행이사회 주요 의제 분석 (2014.5~6)

- IOC 제47차 집행이사회 참석보고서 발간 (2014.7)

-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대양수심도(GEBCO) 프로젝트의 규정(ToR)과 절차규정(RoP) 개정 자료가

집행이사회 직전에 배포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

※ 대양수심도(GEBCO) 운영위원회관련 2차례의 한ㆍ중 양자회의(1차:‘14.10 한국 여수, 2차:’14.12 중

국 북경) 진행결과, IOC측에 관련한 한ㆍ중 개정안 의견 전달함(‘14.12.17)

- 국제극지방협력계획에 대하여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국제극지방협력계획이 필요함에 동의

함

- 신임 사무총장으로 Vladimir Ryabinin(러시아)가 선발됨

나. IOC 워킹그룹 및 Circular Letter 관련 대응

- IOC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한 워킹그룹 활동을 지원

- IOC가 발행하는 Circular Letter의 내용을 한국해양학위원회(KOC) 및 한국해양학회 등 국내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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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련인들과 공유하고 수시로 대처함.

- IOC Circular Letter #2517부터 #2569까지 총 18회 회람 및 대응

다. IOC/WESTPAC 참가

- WESTPAC 국제과학심포지엄 참가(‘14.4.20-27/베트남 나트랑)

- WESTPAC 과학자문단회의 참가(‘14.12.1-3/태국 푸켓)

∘ 지속가능한 해양관측 및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 해양산성화와 기후변화 관계 및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식량안보 현안에 대응

라. PICES 과학평의회 및 FUTURE 워크샵 참가 (`14.4.14-22./미국 하와이)

- FUTURE 워크숍 (2014.4.13-14)

∘ SG-SEEG의 convenor 활동 (박내선)

- FUTURE 오픈 사이언스 미팅 (2014.4.15-18)

∘ FUTURE관련 국가 프로그램 발표 (박철)

∘ 한국과학자들의 논문 및 포스터발표를 위한 참석 지원

< 발표자 명단 및 논문초록 제목 >

- 중기과학평의회 (2014.4.19-22) : 박철 부의장 참가 지원

이름 및 소속 Title
장찬주 (KIOST)
Session2 공동좌장

Climate Change Projection for the western North Pacific: Dynamical
Downscaling

정석근 (제주대)

Asynchronous responses of fish assemblages to climate-driven ocean
regime shifts between the upper and deep layer in the Ulleung Basin

of the East Sea from 1986 to 2010
Fishing vs. climate change: An example of filefish (Thamnaconus
modestus)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김수암 (부경대)
Session7 공동좌장

Prediction of the Spawning Ground of Todarodes pacificus under IPCC
Climate A1B Scenario

김성용 (KAIST)
A description of T/S and oxygen variability off southern California

using regional- and global-scale climate indices
장창익 (부경대)
Session3 공동좌장

Multiple interacting natural pressures and human activities in North
Pacific marine ecosystems

유신재 (KIOST)
FUTURE프로그램 개
회사

OverviewofPICESFUTUREProgramandoverarchingquestion:
“WhatisthefutureoftheNorthPacificgivencurrentandexpectedpressures?”

원남일 (수과원)
Identifying multiple pressures and system responses in North Pacific
marine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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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14 SCOR 총회 참가

- 한국대표단으로 유신재 박사(KIOST) 참가 지원(`14.9.15-18./ 독일 베르멘)

- 신규 SCOR WG 선정

※ 추후 각 WG Associate member로 한국전문가 추천 예정

- SCOR내 능력배양 강화방안 논의, Large-scale 프로젝트(IMBER, SOLAS, GEOHAB 등) 보고, 재정심의

바. 국제기구 활동 임원 지원

- IOC 의장 변상경(KIOST) 박사

IOC 집행이사회 및 UNESCO 집행이사회 참석

국내외 IOC관련 활동에 대응하고 자문 제공

IOC가 추진하는 해양정책 및 최신 동향을 한국에 소개

IOC 146개 회원국과 IOC사무국을 연결하는 중재 및 조정 역할

UN 반기문 사무총장 및 세계은행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해양과학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 IOC/WESTPAC 제1부의장 이윤호(KIOST) 박사

∘ WESTPAC 총회, 집행이사회 참석 지원

∘ WESTPAC 공동연구(DRMREEF)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 PICES 부의장 박철(충남대) 교수

∘ PICES 총회 및 중기회의 참석 지원

3. 과학외교활동을 통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기반구축

가. 2014 PICES 총회 개최 (`14.10.16-26./여수)

- 개최 준비

∘ 총 4차례의 조직위원회(LOC) 운영 및 회의소집을 통한 개최 준비 및 점검

- 개최: 20개국 354명 참석

∘ 32개 회의, 1개 과학평의회 심포지움, 11개 주제세션, 4개 논문세션, 5개 워크숍, 311개 구두 및

포스터 발표

∘ 13개의 우수 논문발표 및 포스터 상 중 한국인 7개 수상

작업반번호 분야

WG145
Chemical Speciation Modelling in Seawater to Meet 21st Century Needs

(MARCHEMSPEC)
WG146 Towards comparability of global oceanic nutrient data (COMPONUT)
WG147 Radioactivity in the Ocean, 5 decades later (RiO5)

2014 SCOR 총회 참석자

분야 이름 제목

과학평의회
최우수포스터상

장찬주, 조영지, 유신재(이
상 KIOST)

“Interannual variability of chlorophyll associated
with mixed layer depth changes in the East Sea
(Japan Sea)”

생물해양학분과 배재영 (공동저자: 박원규(이상 Population structure and life history of Neom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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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4차 IOC 의장주최 운용해양학포럼: 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7차년도중 시행하지 못하

고 8차년도로 이월하여 개최함 (2015. 4. 13~, 케냐 나이로비)

4.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의 인재양성

가.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3. 4(수)~6(금) / 제주 아스타호텔

- 참석자 : 해양관련 전공 대학(원)생 및 해양분야 전문가 약 60명

- 목 적 : 해양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양과학분야 국제협력현황 및 참여가능

성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제해양협력분야 전문가로 양성할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프로그램 : 해양분야(국제기구, 기후변화, 해양생물ㆍ생태계, 해양운용학)별 전문가 강연, 참가자 발

표 및 토론, 해양산업체 견학

- 기대효과 : 해양관련 국제기구 활동 및 국제동향 습득, 해양분야 진로 안내, 관심 분야별 발표 및 토론을

통한 연구 네트워크 형성

‣ 지원자 통계 : 국내ㆍ외 24개 대학으로부터 총 128명(남 63, 여 65명) 지원

‣ 참석자 통계 : 국내ㆍ외 20개 대학 총 52명(남 27, 여 25명) 선발자 선정

※ 우선순위 1순위: 논문발표 지원자, 2순위: 처음 참가자, 3순위: 지원서 사전질문 작성의 성실성

이 외 학교, 성별 등 고려하여 선발

나. 2014 UNESCO-IOC 청소년 해양캠프 개최

우수논문발표상 부경대))
awatschensi (Crustacea: Mysidae) in Jeju Isalnd,
Korea

생물해양학분과
우수포스터상

고아라, 주세종(이상
KIOST), 김혜선(국립해양생
물자원관)

Tracking seasonal dietary shift of
Euphausia pacifica in the Yellow Sea using
stomach contents and lipid biomarkers

해양환경분과
우수발표상

Andrew Jin Yi Loh(UST 석
사) 공동저자: 임운혁, 하성
용, 안준건, 심원준(이상
KIOST)

Comparison of oil exposure methods
to filter feeding bivalve

해양환경분과
우수포스터상

장미, 홍상희, Manviri Rani,
한기명, 송영경, 심원준(이상
KIOST)

Expended polystyrene buoy as a
moving source of toxic chemicals to
marine life: Enrichment of
hexabromocyclododecanes in mussel

물리해양 및
기후분과
우수포스터상

신호정(KIOST), Ken
Caldeira(카네기 연구소), 장
찬주, 김용선(이상KIOST)

Regional efficacy of ocean heat
uptake under a CO2 quadrupling

자료교환기술
분과
우수포스터상

장찬주, 이동원, 이지현, 신
호정, 김용선(이상 KIOST)

North Pacific upper-ocean changes
projected by CMIP5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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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2014.8.13.-15 /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 주최 / 주관 : 한국해양학위원회(KOC), UNESCO한국위원회

- 참가자 : 유네스코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해양관련 전문가 등 40명

- 주요내용

∘ 해양 생물다양성, 생태계와 기후변화 등 해양관련 이슈와 지속가능한 발전, 해양문화에 대한 청소

년의 이해를 높이고 체험기회를 제공

∘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의 해양활동에 대한 이해증진

∘ 해양과학 분야 연구, 정책, 국제기구 참여 등 해양 분야 다양한 직업과 진로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

다. PICES 차세대해양과학자 선정 및 총회 참석 지원

- 일시 및 장소 : ‘14. 5. 22 / 한국해양학회 춘계 학술대회 특별세션

- 주관 : Ko-PICES

- 한국해양학회와 공동주관으로 총 2명의 참가 지원신청을 받아 해양학회와 함께 2명의 선정자에게

PICES 총회 참가 지원(본 사업에서 2명의 등록비 지원, 해양학회에서 여비 지원)

라. IMBER 젊은과학자 참여지원

- IMBER Open Science Conference 참석 지원

∘ 일시 및 장소 : ‘14.6.23-27 / 노르웨이 베르겐

∘ 선정자 : 김경수(부경대), Rahman Mustafizur(강릉원주대), 윤주은(KIOST)

- IMBER ClimEco4 여름학교 지원

∘ 일시 및 장소 : ‘14.8.4-9 / 중국 상하이

∘ 선정자 : 윤주은, 오유리(이상 KIOST), 한덕기(광주과학기술원)

※ 지원자가 개별적으로 IMBER사무국에 지원서를 제출(‘14.4.15), IMBER 사무국 심사 후 국가별 선

발자 및 재정지원 대상자 발표(’14.5월)



- 30 -

마. 국제해양연구위원회(SCOR) 워킹그룹 개최 지원

- 일시 및 장소 : ‘14.4.1-5 / 한국 부산

- 참석자 : 유신재(KIOST, WG137 Associate Member)

- 주요 결과

∘ SCOR WG 137은 연안-하구역의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기후변화와 인위적인 부영양화에 대한 반

응을 판별하고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 세계 연안역 자료를 취합 분석함

바. 국제해양연구위원회(SCOR) 워킹그룹144 참석 지원

- 일시 및 장소 : ‘14. 7. 14-17 / 브리티쉬콜롬비아 대학(캐나다/벤쿠버)

- 참석자 : 현정호(WG144 Associate member / 한양대 교수)

- 주요내용

∘ Saanich inlet에서 호기성 및 혐기성 조건에서의 미생물 생산력 측정

∘ 산소가 혐기성 미생물의 생산력에 미치는 영향 파악

∘ 미생물 생산, 질소순환 및 관련 미생물 군집 특성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사. IOC/UNESCO 역량강화 워킹그룹 회의 참가 지원

- 일시 및 장소 : ‘15. 2. 15-20 /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 참석자 : 장찬주(KIOST) 박사

- 주요내용

∘ 2015-2021 IOC 역량개발 전략 초안 검토

5. KOC 사무국 운영

가. KOC 정기총회 및 각 산하 소위원회 개최

- 2014 KOC 정기총회 개최 (‘14.12.16/KIOST 소회의실)

- IOC 관련 회의 및 소위원회

· IOC 총회대비 대표단 사전대책회의 (`14.6.18/양재역 엘타워)

· IOC 소위원회 (GOSR 사전대책)회의 (`15.2.4/용산역)

- PICES 관련 회의 및 소위원회

· 2014 제1차 PICES 소위원회 회의(‘14.2.24/용산역)

· 2014 PICES 한국전문가협의회 회의(‘14.5.27/충남대)

· 2014 제2차 PICES 소위원회 (PICES총회 사전대책) 회의(‘14.10.10/용산역)

· 2014 제1차 PICES-LOC 회의(‘14.3.13/대전역)

· 2014 제2차 PICES-LOC 회의(‘14.7.15/서울역)

· 2014 제3차 PICES-LOC 회의(‘14.8.22/여수시)

· 2014 제4차 PICES-LOC 회의(‘14.9.19/서울역)

- SCOR 관련 회의 및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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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SCOR 소위원회 회의(‘14.8.20/용산역)

나. KOC 홈페이지 관리

- 홈페이지 도메인: www.kocean.or.kr

- 한국해양학위원회(KOC)의 활동을 알리고, 한국의 국제기구 활동 내역을 국내의 해양관련인들과 공

유함으로써, 해양과학의 국제협력 발전을 도모함.

- KOC 뉴스레터(웹진) 2건 발행

- 공지사항, 뉴스, IOC CL 자료(출판) 등 총 44회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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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8차년도(2015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거대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프로그램 참여 통한

전지구적 문제해결에의 동참 및 해양과학기술역량 강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유네스코IOC와 공동으로 제2기 해양탄소

사업 완수

721,0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WESTPAC과 공동으로 동남아시아

산호밀집해역 서식종 DNA분류 및

가입조사활동 확대심화

국제해양거버넌스 참여

확대강화

∘국제기구활동을 위한 지원: 총회 참석,

의제분석, 참가보고서 발간, 일반인을 위한

참가보고서의 ‘알기쉬운 요약본’작성 및 배포
∘국제기구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임원활동 지원 ⇒ 귀국보고 및 회의진행 발언

등을 정리한 정책입안 보고서 작성
∘PICES과학평의회 2014-2015 중기회의

한국(부산) 개최
∘국제해양과학기구 한국인 임원 (IOC의장,

WESTPAC부의장, PICES부의장) 활동 지원
∘국제해양과학기구 회람, 업연, 공문 접발,

배포, 대응, 후속조치 (연중상시시행)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해양관측 및 서비스를

주제로 한 워크숍을 주재, 네트워킹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

∘운용해양학 서비스 취약 4대지역 공동

심포지움 개최

차세대 국제해양리더 양성

∘유망청년과학자 국제해양학회 참석 및

논문발표 지원
∘한중일IMBER 심포지엄 개최 및

유망청년과학자 참여지원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개최

KOC사무국 역할 수행

∘총회 및 소위원회 개최
∘국내 해양분야 산학연 네트워킹
∘KOC웹사이트 및 소식지 통한

국제해양과학기구 동향정보 입수보급
∘사업성과의 대내외 홍보

연구개발결과 요약 기술

< 8차년도 성과달성 요약>

1. 국제공동연구 역량강화
가. IOC와의 공동연구
- 공동연구명 : IOC 해양탄소조정사업 II (Ocean Carbon Sources and Sinks II - Challenges in
Research and Communication)

- 연구기간 : `14. 6. 1. ~ `16.3.31 (4개월 연장)
- 공동연구비: USD 159,059 (1차년도 US$77,998.64, 2차년도 US$81,060.36)
- 연구목적: 해양탄소 관측연구 분야 협력을 진작강화함으로써 이산화탄소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 연
구성과효율성 제고

- 연구활동
∘ IGMETS 그룹에서 ‘Discover Ocean Time Series Map’ 발간
∘ 물기둥에서의 전지구적 변화 및 지역적 변화의 원인 및 패턴을 규명하는 보고서 작성중
∘ 8차년도 협약의 지연으로 인해 송금이 지연된 바, IOC 측에서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
업의 연장을 요청하였음. (2015.11.30. --> 2016.3.31.)

∘ 2016년 10월 중간보고서(Progress Report) 발간



- 33 -

나. WESTPAC과의 공동연구
- 공동연구명 : 동남아 산호삼각지대 서식종 DNA 분류 및 가입조사
- 연구기간 : `16. 1. 25. ~ `17. 9. 24. (18개월)
- 공동연구비 : 150,000,000원
(1차 송금 :60,000,000원 (2016.3), 2차송금 : 90,000,000원(2016.5. 예정)

- 연구목적
∘ 서태평양지역의 종 분류와 유전자 분석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역량을 향상시킴
∘ 각 종에 대한 객관적 확인 (objective identification)을 위한 기본 방법으로 DNA 바코딩이라는 유
전자 표지를 수립함.

∘ WESTPAC 국가의 산호초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생물 다양성 평가를 위해
회원국 간 정보를 공유함

∘ 유생과 치어를 분석하여 산호초 생물의 분포를 모니터함.
- 연구활동
∘ IOC/WESTPAC의 이윤호 수석부의장이 본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WESTPAC 자문그룹 2016년

1차회의(1/13~15)에 참석하여 진행상황을 살핌

IOC 해양탄소조정 사업 II 협약서 (좌) 및 서태평양 산호밀집해역 서식종 분류 및 가입조사 사업
협약서(우)

2. 국제협력 역량강화
가. IOC 제28차 총회 및 제48차 집행이사회 참가 (`15.6.15.-6.25./프랑스 파리)
- 참석규모 : 147개 회원국 정부대표 및 옵서버, UNEP, IHO, GOOS, IODE, JCOMM, GEBCO 및

사무국 관계자 등 약 500여명 참석
- 한국 대표단 구성 및 참석: 조신희, 윤종호, 정재관, 김광용, 임채호, 김정례(이상 해수부), 정영수,

김은영(이상 유네스코), 유승협(기상청), 정현, 심문보, 변도성, 이준수(이상 국립해양조사원), 최
신호(한국해양조사협회), 한현철(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변상경, 이윤호, 김현영, 이웅열, 함상옥(이
상 KIOST)

※ 변상경 박사는 의장 자격으로 참석

- 주요 의제
∘ 제10차 IOC/WESTPAC 총회 참가 보고
∘ 대양수심도 절차규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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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해양관측시스템(GOOS)
∘ 세계해양과학보고서(GOSR)
∘ 지진해일 조기경보 시스템
∘ IOC 역량개발
∘ IOC 의장단 및 집행이사국 선출 등

- 주요 결과 및 성과
∘ 공식 발언 건수 14건
∘ 일본의 대양수심도 프로젝트의 절차규정 중 1.4조 개정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삭제함.
∘ GOSR 발간에 한국이 기여하기로 함
∘ 변상경 의장 임기가 만료되고 (2011~2015), 신임의장올 노르웨이의 Peter Hogan 박사가 당선됨
∘ 변상경 의장의 임기만료로 의장국의 지위는 상실하였으나, 집행이사회국의 지위는 유지함 (총 40
개국. 한국은 1993년 이후 12회 연속 진출함)

∘ IOC 제28차 총회 및 제48차 집행이사회 참석보고서를 발간함 (2015.8)

<IOC 제28차 총회 및 제48차 집행이사회 참가보고서 발간 (2015.8)>

- IOC 의장직의 성공적 완수
ㅇ IOC집행이사회(2015년 6월 16일)를 주재하여 IOC 제28차 총회를 위한 선행준비를 완료함
ㅇ 순차적으로 IOC 제28차 총회(2015년 6월 18-25일)를 주재하여 의제 36개, 결정사항 30개, 결의

안 3개를 토의 완료하였고, 부수적으로 선거 및 지역 회의 13차례, 소회의 7차례를 갖음으로써
IOC의장 직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차기 의장(Prof. Peter Haugan, 노르웨이)에게 직무를
인계함.

ㅇ 2011년부터 4년간 의장직 수행에 대한 감사 발언이 일본, 튜니지, 프랑스, 인도, 중국 등 회원국
으로부터 이어졌고 IOC사무총장으로부터도 사의 표명이 있었는 바, 우리나라의 IOC내 리더십
을 한층 드높이는 자려있음.

<IOC 제28차 총회 개막식(2015. 6. 18)에서 IOC의장단과 UNESCO사무총장>
나. 제10차 IOC/WESTPAC 총회 참가
- 일시 및 장소 : 2015.5.12.~16 / 태국 푸켓
- 참석규모 :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러시아, 스리랑카, 베트

남,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50여개국 및 IOC, UNEP, CLIVAR, NOWPAP 등 국제기구에서 총
100여명 참석

- 한국 대표단 구성 및 참석 : 정재관(해수부), 이준수(국립수산과학원), 조양기(서울대), 변상경(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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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형택(전 WESTPAC 의장), 이윤호(WESTPAC 수석부의장), 함상옥(KIOST)
- 주요의제
∘ 동북아시아 세계 해양과측시스템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재난 증대
∘ 서태평양 산호초 생테계 해양생물종 식별 및 유전자 분석 역량강화
∘ 인도ㆍ태평양 해양관측 네트워크 및 서비스
∘ IOC/WESTPAC 지역훈련센터
∘ IOC/WESTPAC 의장단 선출

- 주요결과 및 성과
∘ 공식발언 5건 수행
∘ 이윤호 박사 수석부의장 연임 (총 임기: 2012-2017)
∘ 후속조치로 WETPAC과 공동연구협약 추진
∘ IOC/WESTPAC 제10차 총회 참석보고서 발간 (2015.8)

- 주요 대응 및 지원
∘ IOC/WESTPAC 총회 참가를 위한 정부대표단 사전대책회의 개최 (2015.5.6.)
∘ 의제분석 및 정부대응을 지원함

<제10차 IOC/WESTPAC 총회참석 결과보고서 발간 (2015.8)>

다. 2015 PICES 연차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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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2015.10.14.~25 / 중국 청도
- 정부대표단 구성 및 참석 (30명)
- 총회 주제 : 북태평양의 변화와 지속가능성
- 주요의제
ㅇ 2015년 예산 사용내역 검토 및 2016년 예산검토
ㅇ PICES 북극기반 활동 참여여부 논의
ㅇ PICES FUTURE 프로그램 평가 및 PICES 역량강화 프로그램 검토
ㅇ PICES 의장 및 부의장 선출
ㅇ PICES 규정 개정 제의(안) 검토

- 주요활동 및 성과
ㅇ 분과위원회 한국대표 참석 및 주요의제에 대한 적극 대응 (집행이사회, 과학평의회, 행재정위원
회 및 6개 위원회, 워킹그룹 3개, 연구그룹 1개, 3개 섹션, 2개 자문위원회 및 25주년 준비위원
회 등 참석 및 활동)

ㅇ 포스터 및 학술구두 발표 : 포스터 25인, 학술구두발표 22인, 초청연설 4인
ㅇ 북태평양생태계상태보고서 2판 동해편 발간과 관련하여 한일 정부간 회담 개최. 향후 동해편

최종수정본에 대해 협의키로 함.

- 우수논문상 수상 : 2인
ㅇ 김용선 (KIOST) : “Seasonal characteristics of the long-term sea surface temperature

variability in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ㅇ 김자명 (포항공대) : “Shifts in biogenic carbon flow from particulate to dissolved forms

under high carbon dioxide and warm ocean conditions”

- 주요 지원사항
ㅇ 2015 PICES 연차총회 대표단 구성 및 의제분석 (2015.8~10)
ㅇ 총회 기간 내 정부대응 지원
ㅇ 전문가 참석 지원 (박철, 정석근, 장창익, 원남일)

2015 PICES 연차총회 전경(좌) 및 과학평의회 멤버들(우)

라. PICES 과학평의회 중기회의 개최 (2015.5.18.-20./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 참석자 : PICES 임원, 분과장, FUTURE 자문그룹장, 6개 회원국 정부대표, PICES 사무국 북태평

양 6개국 23명
- 개최목적 : 실적 현황 점검 및 향후 주요계획 심의조정
- 주요결과
∘ 주요활동실적 검토 및 추진계획 승인
∘ FUTURE SSC 진도보고 및 승인
∘ 2015년 연차총회(25주년 기념식) 구성 논의
∘ 우스터상 및 포마상 수상자 결정
∘ 전문가 그룹현황 보고
∘ PICES/ICES ECSC (Early Career Scientist Conference)를 2017년 4월(예정) 한국에서 개최하
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추후 장소 및 일시등을 정하여 협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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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PICES 과학평의회 중기회의 참가자 일동 (2015.5/ 부산)

마. 국제기구 활동 임원 지원
- IOC 의장 변상경(KIOST) 박사
∘ 주요활동

: IOC 의장업무 수행 (2015.6.25. 의장임기 만료, 현재 前의장으로 활동중)
: 국내외 IOC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 및 자문 제공
: IOC가 추진하는 해양정책 및 최신동향을 한국에 소개
∘ 관련 회의 참석
IOC 총회, 집행이사회 및 UNESCO 집행이사회 참석 (2015.6. 프랑스 파리)
제10차 IOC/WESTPAC 총회 참석 (2015.5. 태국 푸켓)
2016년 IOC 의장단 회의 참석 (2016.1. 덴마크 코펜하겐)

- IOC/WESTPAC 제1부의장 이윤호(KIOST) 박사
∘ 주요활동

: 수석부의장 및 자문위우너회 의장 수행
: WESTPAC 공동연구(DRMREEF)의 리더로서 2단계 사업 추진 및 협약 진행
∘ 관련 회의 참석

제10차 IOC/WESTPAC 총회 참석 (2015.5. 태국 푸켓)
ㆍ IOC/WESTPAC 자문그룹회의 (2016.1. 인도네시아 조그자카르타)

- PICES 부의장 박철(충남대) 교수
∘ 주요활동

: PICES 부의장 역할 수행
: 집행이사회 및 행재정위원회의 정부대표로 참석 및 대응
: PICES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안사항 대응 및 자문수행
∘ 관련 회의 참석
ㆍPICES 2015 연차총회 (2015.10 중국 청도)
ㆍ2015 PICES 과학평의회 중기회의 (2015.5. 부산)
ㆍ러시아 태평양 수산연구센터 창립 90주년 기념행사 (2015.9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3. 과학외교활동을 통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기반구축

가. 제4차 IOC의장 주최 운용해양학 추진
- 지속가능한 해양관측 및 서비스의 미래 구축 포럼

ㅇ 일시 및 장소 : 2015.4.11.~13 / 케냐 나이로비
ㅇ 참석규모 : 아프리카 및 아랍권 국가 회원국 약 40명, IOC의장단 (전ㆍ현직 IOC 의장 및 부의장 4

명), IOC 사무국 전문가 5명, 한국 KIOST 2인
ㅇ 주요내용
ㆍ IOC 해양서비스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운용해양학 사업을 동구권(2012년), 중남미(2013년), 아시

아-태평양(2013), 아프리카(2015)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IOC 활동이 미약한 동
구권, 중남미,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Network을 이미 구축하였음

ㆍ 해양관측 및 서비스 분야에서 아프리카가 이룩한 주요 업적을 평가함.
ㆍ 아프리카 및 아랍 회원국 간의 해양관측 시스템의 현황을 발표하고 정보를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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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해양관측 및 서비스 분야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및 아랍국가 회원국 간의 협력
을 도모할 수 있는 향후 기회들을 확인함.

ㆍ 이미 개최된 지역별 포럼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모델도 소개하여 궁극적으로 IOC가 운용해양
학 사업을 각 권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 추진토록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아프리카 운용해양학 포럼 참석자 일동 (2015. 4. 11, 케냐 나이로비)>

※ 제4차 IOC 의장주최 운용해양학포럼은 원래 7차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하여 연기되어 8차년도에 개최됨..

- 아프리카 지역위원회 (IOC Africa Sub-commission) 지원
ㅇ 2015년 4월 13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아프리카 및 아랍국가 내 운용해양학의 미래 포럼을 개최함.
ㅇ 아프리카 및 아랍국가 회원국 대표 10인, 전/현직 IOC의장 및 부의장 4인,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의장

단 2인 IOC 전문가 4인 등 총 11인 참석 (한국측 참석자 3인)
ㅇ IOC 미래를 위한 운용해양학의 전망을 토의하고 IOC 그룹 V내 운용해양학 추진 시 장점 및 장애를

검토하고, 운용해양학을 위한 전략적 추진 방안을 제안함
ㅇ 본 활동의 결과물로, 아프리카 및 아랍국가 내 운용해양학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해양관측 및 서비스

보고서를 발간함 (2015.4)

<아프리카 및 아랍국가 내 운용해양학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해양관측 및 서비스 보고서 발간(2015.4)>

ㅇ 본 활동의 배경 및 의의
ㆍ2011년 제 26차 IOC 총회에서 아프리카 지역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여수 Project(1.5억
원)로 아프리카 Sub-commission 설립 및 설립 후 필요한 발전계획(마스터 플랜) 작성을 위해 관
련 전문가 회의 및 정부간 회의 개최와 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한 바 있음

ㆍ교과부 개도국 지원사업(1억원)으로 2012년 8월 아프리카 베넹에서 아프리카 지역 해양관측 역량강
화 사업으로 아프리카 10개국 및 국제기구에서 63명을 초청하여 교육프로그램 실시하고 협력 네트
워크를 구축하였음.

ㆍ아프리카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운용해양학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4월 케냐 나이로비에
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제3차 IOCAFRICA회의에 보고하였음

ㆍ아프리카는 UN에서 최우선 고려 대상이며 IOC 자체에서도 지역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을 만큼 중요
성이 높은데 우리나라와의 향후 발전적 관계를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확대시켜 나아
가야 할 것임

<제3차 아프리카지역위원회(IOCAFRICA III) 참석자 (2015. 4..14, 케냐 나이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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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7차 한중일 IMBER 국제심포지움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6.3.24.~26 / KIOST 제주 국제해양과학연구ㆍ지원센터
- 참석규모 :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노르웨이 등 5개국 전문가 100여명
- 주요 논의 내용 : 북서태평양 연안해역에서의 생지화학적 순환과 생태계의 역학변동, 해양생태계

의 변화, 적조 및 녹조 현상과 해파리 대량발생 등 세계적인 이상현상에 대한 논의
- 예상 발표 규모

: 구두발표 35인 (오프닝 4인 포함)
: 포스터 발표 21인
: 사전등록인수 : 83인

- 국가별 참가현황

- 총 4개 세션으로 운영
S1. Recent inter-annual/decadal trends in circulation and ecosystem dynamics

S2. Anthropogenic impacts (eutrophication, atmospheric deposition, overfishing, increased CO2
etc.)on biogeochemical cycles and ecosystem dynamics

S3. Impact of Kuroshio Current on biogeochemical cycles and ecosystem of the marginal seas in
the Northwest Pacific

S4. Abnormal ecosystem phenomena

- 주제별 발표현황

<IMBER 홈페이지 내 심포지움 안내 공지>
http://www.imber.info/
http://www.imber.info/Meetings/China-Japan-Korea-IMBER-Symposium/7th-CJK-IMBER-Symposium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노르웨이 기타 총 계
구두 발표 22 4 7 1 1 35
포스터 발표 13 1 7 21
참 가 7 1 5 14 27
총 계 42 6 19 1 14 83

Opening Session1 Session2 Session3 Session4 총 계
구두 발표 4 8 10 8 5 35
포스터 발표 2 8 6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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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역대 CJK IMBER Symposium 개최 경과

4.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의 인재양성
가. PICES 차세대해양과학자 선정 및 총회 참석 지원
- 2015년 10월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제24회 PICES 총회에 POSTEC의 임형규, KIOST의 김예슬과
안소언을 선발하여 학술발표를 지원함.(항공료 지원)

- 안소언 : Diet of long-beaked common dolphin (Delphinus capensis) in the East Sea (Japan Sea),
Korea

- 김예슬 : Testing several hypotheses on the outbreak mechanisms of Cochlodinium polykrikoides
blooms in the southern coastal waters of Korea

- 임형규 : Impact of the chlorophyll bias on tropical meean states with bio-geophysical feedback

년도 회차 개최국가 개최장소
2000.08 한-일 한국 부산
2002.12 1차 한중일 한국 안산
2004.11 2차 한중일 중국 항저우
2007.12 3차 한중일 일본 하코다테
2010.05 4차 한중일 한국 제주
2011.11 5차 한중일 중국 상하이
2013.12 6차 한중일 일본 토쿄
2016.03 7차 한중일 한국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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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해양과학자 선정자의 2015 PICES 총회 참석 및 발표

라. 차세대해양과학자 워크숍
- KIOST 내부사정으로 2016년도로 연기됨

5. KOC 사무국 운영
가. KOC 정기총회 및 각 산하 소위원회 개최
- 2015 KOC 정기총회 개최 (‘15.8.17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 참석자 : KOC 위원 16인
ㆍ 윤종호(해수부), 서장원(기상청), 이준수(국립수산과학원), 강상규(유네스코), 정희동(국립수산과학
원), 정석근(제주대), 장창익(부경대), 성효현(이화여자대학교), 김홍선(한국해양산업협회), 임석재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윤호, 전동철, 김현영, 박내선, 이철교(이상 KIOST)

ㆍ 위원장인 홍기훈 원장의 불참으로 수석부위원장인 이윤호 박사의 주재로 개최함.
- 회의록 작성 및 열람
- 주요 보고내용
ㆍ 소위원회 재구성 보고 및 승인
ㆍ 2015 각 IOC, PICES, SCOR의 소위원회 활동 보고 및 승인
ㆍ 2015 KOC 활동계획 보고 및 승인

2015 KOC 정기총회 전경 (2015.8 / 대한상공회의소)

2) IOC 관련 회의 및 소위원회
(1) 제10차 IOC/WESTPAC 총회에 대비한 정부대표단 사전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5.5.6. / 서울역 KTX 회의실
- 참석자 : 총회대표단 7인
- 주요논의사항 및 결과
ㆍ 총회 안건검토
ㆍ 25주년 기념집 발간 (허형택 전 의장 공동집필)
ㆍ 북한의 제10차 총회 참가
ㆍ WESTPAC 심포지엄 기념논문집 OSJ 발간 (총회시 발언)
ㆍ WETPAC 의장단 선출 (이윤호 박사 연임)
ㆍ DRMREEF 등 사업별 검토 및 추후 한국의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
ㆍ 의제별 발언문 작성방향 논의 (4건)

(2) IOC 총회대비 정부대표단 사전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5.5.27. / 서울역 KTX 회의실
- 참석자 : IOC 소위원회 위원 및 총회 참석 예정자 20인
- 주요논의 및 결과
ㆍ 제28차 IOC 총회 및 제48차 IOC 집행이사회 의제 검토
ㆍ UNESCO/IOC 집행이사국 연임추진방안 논의
ㆍ 대양수심도 규정개정 관련 대응논의
ㆍ IOC 역량개발을 위한 한국의 참여 활성화 방안
ㆍ 의제별 발언문 작성 방향 검토 (16건)

3) PICES 관련 회의 및 소위원회
(1) 2015 제1차 Ko-PICES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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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2015.3.26.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 참석자 : 해수부 및 위원 15인
- 주요 논의 및 결과
· ISB-2015 개최계획(안) 검토조정
· Ko-PICES 재구성 및 차기 구성안 검토ㆍ수립

(2) 2015 제2차 Ko-PICES 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15.6.8. / 용산역 KTX 회의실
- 참석자 : 소위원회 위원 및 PICES 한국전문가 13인
- 주요 논의 및 결과
· PICS ISB-2015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논의
· PICES ECSC-3 개최기본계획(안) 수립
· PICES-2015 참가경비 지원대상 신진과학자 및 중견과학자 선정

(3) 2015 PICES 총회 대책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5.10.5. / 서울역 KTX 회의실
- 참석자 : 해양수산부 및 KIOST 관계자 등 12인
- 주요 논의 및 결과
· 집행이사회 및 행재정위원회 대응방안 논의
· 2016 PICES 기여에 대한 논의
· ECSC-3 개최관련 대응
· 분과별 진행상황 및 주요 현안이슈 공유 및 대응방안 논의
ㆍPICES 총회참석 지원 관련

(4) 2015 PICES 총회 결과 공유 및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5.11.19. / 서울 종로 토즈
- 참석자 : 해수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17인
- 주요 논의 및 결과
ㆍ2015 PICES 총회 결과보고
ㆍWooster & POMA Award 추천
ㆍ스터디 그룹 및 워킹그룹 참여 관련 논의
ㆍPICES 젊은 과학자 지원방안 모색
ㆍ차기 PICES 총회 참석 지원바안 논의
ㆍNPESR-2 동해편 발간 대응방안 수립
ㆍNPESR-3 발간 추진방향 보고 및 향후 대응방안 협의

4) SCOR 소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15.9.8. / KIOST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성산회의실
- 참석자 : 소위원회 위원 12인
- 주요논의 및 결과
ㆍ 워킹그룹 프로포절 검토, 평가 및 우선순위 선정
ㆍ 워킹그룹 별 활동보고
ㆍ 2016 한중일 IMBER 심포지움 개최준비 (예산, 일정, 장소)
ㆍ 2015 SCOR 총회 참가 계획 수립

나. KOC 홈페이지 관리
- 홈페이지 도메인: www.kocean.or.kr
- 한국해양학위원회(KOC)의 활동을 알리고, 한국의 국제기구 활동 내역을 국내의 해양관련인들과 공
유함으로써, 해양과학의 국제협력 발전을 도모함.

- 정부간 회의중 입수한 정보 제공 : 6건
ㆍ IOC 참가보고서, 정부간 회의참가결과 안내
ㆍ PICES 발표자료 안내
- 국제기구관련 소식들을 다양한 게시판을 통해 전달 :50RJS
ㆍ IOC 서큘러 레터 #2570~2621 총 16회 회람 및 대응
ㆍ 국제기구 관련 소식 (스케줄, 뉴스, 채용) 제공
- 국내 언론 및 학술지를 통한 KOC활동, IOC 및 WETPAC, PICES 활동 홍보 : 4건

ㆍ KOC의 차세대 해양과학자 육성 프로그램 소개
“해양과학분야의 국제활동 꿈나무를 키우자”, 2015년 5월 과학기술정책 통권 202호, 제25권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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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소식 :11건
ㆍ 산업계 뉴스 : 해양기업협회 소식 3건, 한국해양산업협회 웹진 8건 게시

호, PP.30~35 file:///C:/Users/%EB%B0%95%EB%82%B4%EC%84%A0/Downloads/202_8.pdf

ㆍIOC 집행이사국 재선출 관련 뉴스
“해수부, IOC 집행이사국 재선출, 파이낸셜, 2015.6.25.
http://www.fnnews.com/news/201506251125472167
“한국, 정부간 해양학위원회 집행이사국 지위 유지, 연합뉴스, 2015.6.2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5/0200000000AKR20150625051700030.HTML
ㆍPICES 활동관련 뉴스
“지구온난화로 방어, 삼치 북으로” (2015.11.18.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47772400520553073
“북태평양 연구프론티어의 플랫폼 PICES” 2015.12.17.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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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9차년도(2016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거대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전지구적 문제해결에의 동참 및 해양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1.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 WESTPAC과 공동으로 동남아시아

산호밀집해역 서식종 DNA분류 및

가입조사활동 확대 (2단계)

844,000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 신규협력사업 발굴 노력, 국내 관련기관과

협력

2. 국제해양 거버넌스 참여확대

강화

∘ 국제기구활동 및 국제학술대회 활동 및

지원
∘ 국제기구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임원활동

지원
∘ 국제회의 개최

3. 차세대 국제해양 리더 양성

∘ 유망청년과학자 국제해양학회 및 국제기구

참석 및 논문발표 지원
∘ IMBER Summer School 참석 지원
∘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개최

4. KOC사무국 역할 수행

∘ 총회 및 소위원회 개최
∘ 국내 해양분야 산학연 네트워킹
∘ KOC웹사이트 및 소식지 통한

국제해양과학기구 동향정보 입수보급
∘ 국제기구 상시업무 대응

5. 해양국제협력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국제협력 기반사업의 연구대상 범위 설정
∘연구개발 목표/내용, 추진 체계/방법 등 수립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도출

6. 국제에너지기구

(IEA)해양에너지 시스템

이행협약(OES-IA) 회원국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 IEA-OES 집행위원회 대표활동

55,000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 분과위원회 전문가 활동

∘ 국내위원회 운영

연구개발결과 요약 기술

1. 국제공동연구 발굴ㆍ추진 ㆍ수행

가. WESTPAC과의 공동연구

1) 공동연구명 : 동남아 산호삼각지대 서식종 DNA 분류 및 가입조사 II (DRMREEF-II)

2) 연구기간 : 2016.01.25. ~ 2017.12.31. (23개월, 5개월 연장)

3) 공동연구비 : 150,000,000원

(1차 송금 :60,000,000원 (2016.03.), 2차송금 : 90,000,000원(2016.07.)

4) 사업참여국: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IOC/WESTPAC

5) 연구배경

ㅇ “바다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동남아 산호삼각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집약된 해양생물다양성과 고

유한 지역특성을 유지하며 지구상에서 해양생물이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

ㅇ 산호삼각지대에 대한 조사가 아직 미완전한 가운데 지구온난화와 연안개발로 인한 쇠퇴 위험

ㅇ 현재의 생물다양성의 정도와 그 역학관계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과학적인 보존 절차 필요

6) 연구목적

ㅇ 서태평양지역의 종 분류와 유전자 분석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역량을 향상시킴

ㅇ 각 종에 대한 객관적 확인 (objective identification)을 위한 기본 방법으로 DNA 바코딩이라는 유전

자 표지를 수립

- WESTPAC 국가의 산호초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생물 다양성 평가를 위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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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 간 정보를 공유함

- 유생과 치어를 분석하여 산호초 생물 모집 현상을 모니터함.

7) 연구목표

ㅇ 서태평양 지역 및 각국의 산호초 생태계의 해양 생물종 식별 및 유전자 분석 역량 향상

ㅇ 포털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 활용

7) 주요 내용

ㅇ 산호삼각지대와 그 인근 해양생물에 관한 WESTPAC 생물다양성 포탈 시스템 구축

(http://www.en-gis.com:8088/westpac/)

ㅇ 착수 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6.12.01.-02./ 중국 청도

- 참석자: 7개 기관에서 12명의 과학자 참석

- 주요 결과

: 2차 프로젝트 통해 수집할 데이터 템플릿 완성

: 동남아시아 6개 참여기관과의 해양 생물 다양성 데이터 수집, 분석 및 기록과 관련된 협약 논의

: 산호생태계 해양생물에 대한 샘풀 수집, DNA 추출, 데이터 분석 등을 실습하고 WESTPAC 생물

다양성 데이터 포털에 대해 안내하는 교육을 2017년 IOC 지역 훈련 및 연구센터(인도네시아)에서

실시될 예정

: 유전자 분석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고 DNA 바코드에 대한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DRMREEF 워크숍 개최 예정(2017.04.20.~20./중국 청도)

ㅇ 프로젝트 중간보고서(Progress Report) 수령(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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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향후계획

ㅇ WESTPAC 포털시스템과 국가별 인벤토리 연결 구축

ㅇ WESTPAC 해양생물다양성 포털 지속 확대: 한국의 EN-GIS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담당

- 동남아시아 5개 참여국이 100종, 200개의 정보를 제공

- 데이터 포맷은 1차프로젝트에서 확정된 양식을 준용

- 생물군은 각 참여국의 전문성을 살려 설정

ㅇ 지역 워크숍 개최 예정

- 산호초 생태계에서의 해양생물 분류에 대한 능력배양 워크숍 1회(인도네시아)

- 신규 모니터링 워크숍 1회(태국)

DRMREEF-II 협약서 DRMREEF-II 중간보고서

2. 국제해양거버넌스 참여 강화

가. 국제해양거버넌스 리더쉽 발휘

1) PICES 의장 선출

ㅇ PICES 의장: 박철 충남대학교 교수

ㅇ 추진경과

- 2004년 PICES 정부대표로 참여

- 2012년 PICES 부의장 선출

- 각 회원국 대표단을 만나 적극적 지지요청

- 2016년 PICES 연차총회 시 한국 정부대표가 각 회원국 대표단을 만나 적극적 지지요청

: 11.10.~11, 캐나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정부대표단과 한국 정부대표(해양수산부 최준욱 국장) 회담 진

행

- 2016년 PICES 연차총회 집행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박철교수가 의장으로 선출(2016.11.13.)

ㅇ 의의

- 의장진출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과학 위상 강화

- 세계 해양학계에서의 한국 역할 확대

- 향후, 국제기구에서의 국제적 기여도를 증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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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ES 집행이사회 기념촬영 PICES 의장 선출 언론 보도

2) PICES 주요위원회 의장 진출

ㅇ BIO - 주세종 박사(KIOST)

ㅇ TCODE – 이준수 박사(수과원)

ㅇ FUTURE SSC – 강수경 박사(수과원)

PICES 주요위원회 의장 진출 언론 보도

3) 국제기구 임원 활동

ㅇ IOC 前 의장 변상경 박사

- 역할

: IOC규정에 따라 4년간(2015.07.~2019.06.) IOC전의장 역할 수행 중

: 국내외 IOC관련 활동에 대응하고 자문 제공

- 활동내용

: 2016 IOC 집행이사회 참석(2016.06.04.~12/ 프랑스 파리)

: 2017 IOC 의장단 회의 참석

ㅇ IOC/WESTPAC 부의장 이윤호(KIOST) 박사

- 역할

: 2012년 5월 IOC/WESTPAC 부의장에 선출되어 역할 수행

: IOC/WESTPAC의 DRMEEF-II 프로젝트 책임자

- 활동내용

: IOC/WESTPAC 자문그룹회의 참석 (2016.11.28.~30./ 중국 칭다오)

: CSK-2 사전준비 워크숍 참석(2017.01.18.~19./ 중국 칭다오)

ㅇ PICES 의장 박철 교수

- 역할



- 48 -

: 2012년 PICES 부의장에 선출되어 역할 수행

: PICES 집행이사회(GC)와 재정행정이사회(F&A)에 정부대표로 참석

: 2016년 PICES 의장직에 선출되어 역할 수행 중 (2016.11.13.)

- 활동내용

: 2016년 PICES 중기회의 참석(2016.5.30.~06.02,/ 중국 항저우)

: 2016년 PICES 연차총회 참석(2016.11.02.~13./ 미국 샌디에이고)

ㅇ PICES 前 의장 허형택 박사(1998년~2002년)

- 활동내용

: PICES 25주년 기념행사 참석(2016.11.06.~10./ 미국 샌디에고)

나. 정부간 회의 대응

1) IOC 제49차 집행이사회 참석 및 대응

ㅇ 일시 및 장소: 2016.06.07.~10./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ㅇ 참석자

- 148개 회원국 정부대표 및 옵서버, UNEP, IHO, GOOS, IODE, JCOMM, GEBCO 및 사무국 관계

자 등

약 200여명 참석

- 한국 대표단: 허만욱, 정재관(이상 해양수산부) 김은영(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 이호만(기상청), 이

준수(국립수산과학원), 김정현(국립해양조사원), 변상경, 김현영, 김경진, 윤채영(이상

KIOST)

※ 변상경 박사는 前 의장 자격으로 참석

ㅇ 주요 의제

- IOC 지역기구 활동 보고 및 프로그램과 예산안 검토

- 2030 아젠다(SDGs, SIDS, 차기 도전과제 등)에 대한 IOC 기여

- 센다이 강령에 대한 IOC 기여

- IIOE-2(제2차 국제인도양 탐사)

- 파리 기후변화회의 후속조치

- 대양수심도(GEBCO) 사업 검토

- WOA(세계해양환경평가)

- GEBCO(대양수심도)

- IOC 과학 프로그램 및 차기 도전과제 개발

- IOC 미래 과제 논의

ㅇ 주요 결과 및 성과

- 공식 발언 건수 7건

: 2015년 제28차 IOC 총회 이후 사업성과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관련, 아국은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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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IOC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IOC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공동의 노력 및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또한 이를 위해 아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언급함

: 어젠다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관련, 아국은 발언을 통해 SDGs를 IOC 중기전략과 연계시

키고, SDGs 지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 군서도서개도국(SIDS) 활동계획 관련, 아국은 발언을 통해 군서도서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및 해

양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관리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ODA 프로젝트 추진 및 수행을 통한 지원

을 진행중임을 알림

: IOC 과학 프로그램 및 차기 도전과제 개발 관련, 아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캐나다 등이 발언을

통해 IGMETS 워킹그룹의 활동기간 연장 및 신규 워킹그룹 추진을 지지하고, 전문가들의 참여 등

을 통한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IIOE-2 관련, 아국은 발언을 통해 우리원 이사부호로 향후 인도양 조사 및 공동 승선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회원국들과의 공동 협력을 제안하였음

: GEBCO 관련, 아국은 발언을 통해 GEBCO 및 GEBCO 프로젝트에 대한 IOC의 지원 필요성을 강

조하였음. 또한 한국의 GEBCO Outreach Homepage 제작지원에 대해 소개하였음. 다른 많은 회원

국들 또한 IOC의 GEBCO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중국은 한국의 입장에 동의한다

는 발언을 하였음

: IOC의 미래 관련, 아국은 발언을 통해 IOC가 유네스코로부터 독립하는 것, IOC 활동에 대한 가시

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미래 과제임을 상기시킴.

: BBNJ(국가관할이원영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활용) 관련, 회기간작업반(Intersessional

working group)을 설립, 준비위원회(PrepCom)에 IOC가 기여할 방안을 마련하여 제29차 IOC 총회에

발표하기로 함. 한국 정부 차원에서 작업반 구성 등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대응 필요성 인식

: GOSR(전지구해양과학보고서) Information Meeting 참석을 통해 아국 및 스페인, 노르웨이, 콜롬비

아에서 데이터 분석, 초안 작성, 편집 등에 기여키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전하였음.

특히 한국은 GOSR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 한국에서의 2차 편집위원회 개최 이

외에 추가적으로 기여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음

- BBNJ 워킹그룹 전문가 추천(모영동 박사, 이창렬박사) (2016.07.)

- IOC 제49차 집행이사회 참석보고서 발간 (2016.08)

2) 2016년 PICES 연차총회 참석 및 대응

ㅇ 일시 및 장소: 2016.11.2.~13,/ 미국 샌디에고 OMNI 호텔

ㅇ 참석자: 정부대표단

ㅇ 총회 주제: PICES 25주년: 과거를 기념하고, 미래를 그리다

ㅇ 주요의제

- PICES 의장진출

- 북태평양해양생태보고서 2판(NPESR-2) 동해편 발간

- NPESR-3 발간 관련 대응

- PICES 25주년 기념행사 참석

ㅇ 주요활동 및 성과

- 박철교수(충남대학교) PICES 의장 선출

- 주요 위원회 한국인 의장 선출: 3인

: BIO - 주세종 박사(KIOST)

: TCODE – 이준수 박사(수과원)

: FUTURE SSC – 강수경 박사(수과원)

- 회원국(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국, 일본) 정부대표와의 양자회담 개최(11.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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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대표단(Carmel Lowe, Arran McPherson, Darlene Smith) 면담(11.10)

: 2012년에 의장으로 선임되어 PICES를 이끌어 온 Laura Lichards 의장과 PICES 사무국 운영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시함. 한국과 캐나다 간 북극 연구 협력 및 북태평

양 대양연구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 및 북태평양해양생태보고서 2판 발간에 협조를 요청함. 박철

교수가 PICES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함

• 러시아 대표단(Lev Bocharov, Igor Shevchenko) 면담(11.10)

: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러시아 쉬르쇼프 해양연구원 간 MOU 체결을 바탕으로 양국의 해양연구

협력을 논의함. 2017년에 젊은과학자 컨퍼런스(ECSC)가 한국에서 개최되며 러시아 젊은 과학자들

의 많은 참여를 촉구함. 박철교수 의장 선출에 지원을 요청함

• 미국 대표단(Enrique Curchitser, John Stein) 면담(11.10)

: 한미해양협력사업(JPA) 수행 및 NOAA와의 협력, 이사부호를 활용한 연구 등 한국과 미국 간 해

양과학 협력 강화 논의. 북태평양해양생태보고서 2판 발간에 협조를 요청하고, 3판 발간을 위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함. 박철교수 의장 선출에 지원을 요청함.

• 중국 대표단(Fangli Qiao, Dongmei Tang) 면담(11.11)

: 한국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양국간 수립된 ‘한중 해양분야 협력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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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약속하였음. 북태평양해양생태보고서 2판 발간 확정과 관련하여 중국 측 전문가에게 감사를

표현하였고 박철교수 의장 선출에 지원을 요청함

• 일본 대표단(Junichiro Otaka, Shigeru Itakura, Takashi Ikeda) 면담(11.11)

: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한 일정부간 해양과학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함.

NPESR-2 발간이 한 일간 원활한 합의를 통해 신속히 발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박철교수

의장 선출에 지원을 요청함

ㅇ 우수발표상 수상: 1인

- 나한나 (KIOST): “Mesoscale-eddy-induced variability of flow through the Kerama Gap between

the East China Sea and the western North Pacific”

ㅇ 주요 지원 및 대응

- PICES 연차총회 대응을 위한 소위원회 및 사전대책회의 개최

- 2016 PICES 연차총회 대표단 구성 및 의제분석(2016.8~10)

- 집행이사회, 재정위원회, 과학평의회 정부대표로써 대응

- 한국대표로 6개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14명 및 WG, 세션, 스터디 그룹 전문가 24명 참석

- 전문가 참석 지원 9인(박철, 현정호, 정명화, 김경렬, 유신재, 주세종, 심원준, 장찬주, 최상화)

- PICES 25주년 기념행사 전 PICES 의장(허형택, 1998~2002) 참석 지원

- PICES 연차총회 젊은과학자 참석 지원(정세미, 유채원, 전창현, 공은진, 양현성 5인)

- 2016년 PICES 연차총회 참가보고서 발간(2016.12.)

3) 2016년 PICES 중기회의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6.05.30.~06.02./ 중국 항저우

ㅇ 참석자: PICES 임원, 분과장, 6개 회원국 정부대표, PICES 사무국

PICES 중기회의 과학평의회 및 집행이사회 참가자 

ㅇ 주요의제 및 결과

- PICES 차기 의장 아국후보(박철 교수) 추천 및 진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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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태평양해양양생태보고서 2판(NPESR-2) 발간 논의

• 한일 양자회의(6.1, 6.2)를 개최하여 협의한 결과, 최종편집이 끝난 후 한일 간 회담을 개최하기

로 함

- 2017년 P/ICES 젊은과학자 컨퍼런스(ECSC) 개최 점검

• ECSC 준비와 관련하여 사무국과 행사 브로셔 최종 점검, 추후 계획 등 논의

• 사무국이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함

- 2017년 총회, 2018년 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협의

- NPESR-3 발간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승인

- PICES 인턴 파견 보고 (강민호)

- PICES 인턴지원금 CAD 14,000를 PICES 사무국에 송금함

- 2016년 PICES 25주년 기념행사를 위하여 PICES 사무국에 CAD 25,000 지원

- PICES Chair Award 추천

ㅇ 주요 지원 및 대응

- 중기회의 집행이사회 및 과학평의회 의제분석, 대응방안 마련

- 집행이사회 참석 정부대표단 대응 지원

- 한일 양자회의 개최 및 대응(6.1~6.2)

4) 2016 국제해양학위원회(SCOR) 총회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6.09.05.~07., 폴란드 소포트 폴란드 해양연구소

ㅇ 참석자: 유신재 박사(KIOST)

ㅇ 활동내용

- 진행중인 워킹그룹 현황 보고(8개)

- 2017년 신규 워킹그룹의 제안서 심의(11개)

- SCOR 관련 국제프로그램의 현황 보고

- 재정관련 논의

ㅇ 주요결과

- 신규 워킹그룹에 한국인 과학자 참여: 권은영 박사(서울대학교)

- SCOR-IOC 공동프로젝트인 제2차 인도양해양탐사(IIOE-2) 운영위에 한국 참여 논의

5) 북태평양해양생태계상태보고서(NPESR) 발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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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태평양해양생태계상태보고서 2판(NPESR-2) 동해편 발간 추진

ㅇ 주요내용: 북태평양 동해지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상태 보고서

ㅇ 의의: 동해병기 표기(East/Japan Sea)

ㅇ 추진경과

- 2016 PICES 중기회의 과학평의회 및 집행이사회(2016.5.30.~6.2) 논의 결과

: 과학평의회(2016.5.30.~31)에서 동해편 2판 서문(Foreword)을 축소하고 부록(Appendix)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과학평의회 위원들의 별다른 의견없이 통과됨

: 집행이사회(6.2)에서 한 일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요청하였으며,

집행이사회 이후 한 일간 협의 진행

- 2016 PICES 중기회의 후 한 일회담 개최(6.1~2)

: 한국 측에서는 동해편 2판 발간을 위해 technical editiong이 완료되기 전, 한일간 협의가 진행되어

야함을 주장하였으나, 일본 측에서는 technical editing 작업이 끝난 후 최종본을 토대로 한일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최종편집이 끝난 후 한일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함

- 최종편집본 완성(2016.10.)

ㅇ 동해병기 표기 관철 추진

나) 북태평양해양생태계생태보고서 3판(NPESR-3) 발간 대응

⓵ SG-NPESR3 (북태평양해양생태계생태보고서 3판 발간 스터디그룹) 워크숍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6.06.29.~30./ 캐나다 시드니 베스트웨스턴 호텔

ㅇ 참석자: 주세종 박사(KIOST)

ㅇ 활동내용

- 워크숍 참석 및 발표, 각 위원회별 기 제출 ETSO 심의 및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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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 현황 보고서의 해역별 지정학적 분류 사례 및 조정 협의

- 보고서 작성을 위한 ETSO 자료 동화 및 소그룹 구성, SG-NPESR 향후 일정 협의(베스트 웨스턴

호텔)

- 해양생물학 위원회 ETSO 자료 동화 및 생태계보고서 작성 워킹그룹 구성 협의

- LME 시스템의 동해 명칭을 번호로만 표기하는 데에 일본 측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협

의

※ 2017년 PICES 연차총회 시 PICES-1, 2, 3,...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됨

- ETSO 제출을 위한 웹사이트 개설과 관련하여 오류사항을 개선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ㅇ 관찰 및 평가

- 확정된 ETSO 내용을 관련 기관과 관련자들에게 전달하고 새로운 양식에 맞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응

- 북태평양 해양생태계 보고서 3판의 각 해역별(또는 Chapter 별) 참여 저자 선정에도 우리나라 해양

학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해양주권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⓶ 북태평양해양생태계상태보고서 3판(NPESR-3) 발간 대책회의 개최 (2회)

ㅇ 일시 및 장소: 2016.06.16., 서울역 삼경C&M회의실 (3차)

2016.10.05., 서울 종로 토즈 (4차)

ㅇ 참석자: 해수부 및 외교부, 관련기관 관계자 등

ㅇ 주요결과

- SG-NPESR 워크숍 결과 공유

- NPESR 새로운 분류체계 도입관련 검토 및 조치

- ETSO(시계열 관측자료) 작성 양식 안내

- 한국 측 ETSO 리스트를 검토하여 관련기관에 자료제출 요청(2017.1.17. 해양수산부 공문 송부)

다. 국제사회 기여를 통한 국격 제고

1) 전지구 해양과학보고서 2차 편집회의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2016.10.25.~27./ 서울 광화문 신라스테이 호텔

ㅇ 참석자: IOC GOSR 편집위원 및 사무국 직원 등 총 17인

ㅇ 보고서 발간 목적

- 해양과학에 대한 국가별 역량, 전문가 현황, 투자, 자원 및 성과에 대한 국가별 정보 제공

- 유엔 공식보고서로서 정기적으로 발간, 전 세계의 해양과학분야로 국가별 성과와 지역별 연구동향

을 평가할 예정

ㅇ 주요의제

- GOSR 개요 및 제1차 GOSR 편집위원회 이후 신규 개발(new developments) 소개

- 업데이트 된 GOSR 초안 발표

- GOSR Chapter 4, 7, 8의 추진내용 업데이트

- GOSR 데이터 포털(data portal)

- 지속가능개발 목표 14(SDG 14) 관련 논의

- GOSR 편집위원회의 임무 및 향후계획 논의 후 일정 업데이트



- 55 -

2) IOC 의장단 회의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7.01.16.~18./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의장단회의 참석자 명단

ㅇ 참석자: 변상경 전 IOC 의장

ㅇ 주요 의제

- 차기 IOC 총회 및 집행이사회 준비사항 점검, 일자 및 의제 확정

- IOC 중기전략 검토

- IOC 미래전략 토의

- IOC 예산 협의

- 기타 현안(인사사항, 업무배치 등) 논의

ㅇ 관찰 및 평가

- 제29차 IOC 총회 및 제50차 IOC 집행이사회 일정 확정(2017.06.19.~29.)

- 제29차 IOC 총회에서 예정된 집행이사국 선발에 대한 전략 마련 필요

- IOC는 현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학의 해(가칭)의 추진을 준비 중이며, UN총회에서 결의

안이 통과되면 과업추진을 위한 사무국 설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한국에서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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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2016 제2차 IOC/WESTPAC 자문위원회의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6.11.28.~30., 중국 칭다오

ㅇ 참석자: 이윤호 박사, 이철교(KIOST)

ㅇ 주요의제

- 제10차 WESTPAC 국제과학 컨퍼런스 개최 준비 점검

- WESTPAC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진행사항 점검

ㅇ 활동결과

- 2차 IOC/WESTPAC 자문위원회의 참석 및 회의 주재

- DRMREEF-II 프로젝트 착수워크숍 참석 및 회의주재

- 칭다오 즉묵 Blue Economy Valley 방문

ㅇ 관찰 및 평가

- IOC/WESTPAC 활동 강화를 통한 우리나라의 해양외교력 강화 필요

- IOC/WESTPAC 국제과학 컨퍼런스 참여 및 논문발표 권장 필요

- 해양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투자 확대 및 해양관련 국제이슈 적극 대응 절실

4) 제2차 쿠로시오와 그 인접해역 협력연구(CSK-2)를 위한 사전 워크숍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7.01.18.~19./ 중국 칭다오

ㅇ 참석자: 이윤호 박사, 정회수 박사(KIOST)

ㅇ 회의목적:

- 제1차 쿠로시오와 그 인접해역 협력연구(CSK-1) 프로젝트 성과 리뷰

- 쿠로시오와 그 인접해역에 대한 현재의 관측과 연구 성과 업데이트

- 쿠로시오와 그 인접해역에 대한 향후 관측 또는 연구 계획 공유

- 지식 격차와 새로운 과학테마 확인

- CSK-2의 타당성 분석

5) 국제인도양학회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7.01.30.~02.04./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ㅇ 참석자: 장찬주 박사(KIOST)

ㅇ 목적

- IOC와 SCOR가 주도하는 제2차 국제인도양탐사(IIOE-2) 수행을 위한 제1차 IIOE-2 사업운영위원회

참여

- IIOE-2와 우리나라 해양학계 연계방안 모색

6) 2016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25주년 행사 기여

ㅇ PICES 25주년 행사 지원경비 CAD $25,000(한화 약 22백만원) 송금

7)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인턴 지원

ㅇ 사무국 인력 지원을 위하여 인턴 선발 (2016.09./ 한국인 인턴 총 7회)

ㅇ 인턴 운영을 위한 지원금 송금 (금액 CAD $ 14,000)

3. 차세대 국제해양리더 양성

가. IMBER Summer School 참석 지원

ㅇ 일시 및 장소: 2016.08.10.~17./ 브라질 나타우 Praia Mar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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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내용: 2016 ClimECO5 summer school 참가 및 젊은 해양과학자와 소통을 통한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ㅇ 지원대상자: IMBER 사무국에서 지원한 지원자 중 선발된 한국인 3인에 대한 항공료 지원

- 김예슬(KIOST)

: Optical discrimination of harmful Cochlodinium polykrikoides blooms in Korean coastal waters

에 대해 포스터 발표

- 이순미(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 Interannual variability in the bloom timing of phytoplankton functional groups in the East Sea

(Sea of Japan)에 대해 포스터 발표함

- 임형규(포항공대)

: 열대태평양에서 기후시스템 모형 바이어스가 해수면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포스터 발표

ㅇ 참석소감 및 향후계획

- 젊은 해양과학자들과 소통하고 연구 교류하며 협업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기와 젊은 해양과학자

들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기회 부여

- 참여자들 모두 Summer School에서 실습을 통해 습득한 스킬을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활동에

반영하여 향후 논문을 투고할 예정임을 밝힘

- 한 참여자는 해외 유관 연구원과의 협력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수립 중이며, YESS(Young Earth

System Scientists)와 같은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국제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함

나. PICES 차세대해양과학자 선정 및 PICES-2016 참석 지원

ㅇ 선정절차

- 해양학회 2016년 춘계 학술대회 특별세션을 통해 선발 절차 진행(2016.5.20.)

※ 특별세션 참가자: 14명

- 심사(발표내용, 발표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를 통해 5명 선발

- 합격자 개별통보(2016.6.)

- 선발된 5인의 젊은과학자가 2016년 PICES 연차총회에 참석, 포스터세션 발표(2016.11.2.~13)

ㅇ 주요내용

- 차세대 해양과학자 5인을 선발하여 2016년 PICES 총회(2016.11.2.~13, 미국 샌디에이고) 참석 지원

(항공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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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자 및 발표제목

- 정세미(부경대학교)

: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s in the biochemical composition of surface sedimentary organic

matter and material fluxes at the sediment-water interface of Jaran Bay

- 유채원(서울대학교)

: Fisheries collapse and social changes in fishing-dependent community: the case of Goseong

- 전창현(인하대학교)

: Distribution of near-inertial waves in the mixed and deep layers of the East Sea from high

-resolution wind-forced ocean model

- 공은진(KIOST)

: Characteristics of the subsurface chlorophyll maximum(SCM) in the Yellow Sea(YS), East

Sea(ES), and East China Sea(ECS)

- 양현성(KIOST)

: Inter-annual variation in the reproductive pattern of Manila clam Ruditapes philippinarum and

impacts of Perkinsus olseni infection on the reproduction observed from the west coast of Korea

ㅇ 참석소감 및 향후계획

- PICES 연차총회에 참가한 젊은과학자들이 발표를 통해 PICES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조언과 의견

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응답함

- PICES 전문가들의 발표를 들음으로써 국외연구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PICES에서 받은

조언을 토대로 논문으로 발전시켜 투고할 예정으로 향후계획을 보고함

다. PICES 인턴파견

ㅇ 추진경과

- PICES 소위원회를 통해 후보자 공개모집(2016.3.) 및 면접 실시(2016.3.25)

- 선발자를 PICES 사무국에 추천하여 PICES 사무국 측에서 최종 선발(2016.4)

※ 사무국 인턴 선발자: 강민호

- PICES 사무국에 인턴지원금 CAD $ 14,000 송금(2016.7.)

- PICES 사무국 인턴 근무(2016.9~)

ㅇ 인턴 주요업무

- PICES 작업반(WG), 과학 및 기술위원회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 PICES 주최 회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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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ES에서 출간하는 출판물 편집 및 교정 업무 지원

- 해양과학 협력 프로그램 업무 지원

- PICES와 국제기구 간 활동업무 지원

ㅇ 향후계획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연구자 또는 매니저로서 활동할 계획

라. 2016년 차세대 해양과학자워크숍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2016.12.26.~29, 제주 서귀포 KAL호텔

ㅇ 대상: 해양관련 전공 학부생, 석/박사 과정 25명

ㅇ 세션 및 강연자

- 세션1. 해양물리: 이재학(KIOST)

- 세션2. 해양화학: 심원준(KIOST)

- 세션3. 해양생물: 유신재(KIOST)

- 세션4. 해양지질: 정회수(KIOST)

- 세션5. 해양공학: 박우선(KIOST)

- 세션6. 젋은과학자와의 만남: 이정현, 김원국, 나공태, 원덕희, 서인아(KIOST)

- 특별세션 1. UST 및 OST 소개: 강현주(KIOST)

- 특별세션 2. 해양관련 국제협력 및 정책활동 소개: 김경진(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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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결과

- 해양물리, 해양생물, 해양화학, 해양지질, 해양공학 동향 강연 및 관련 주제에 관한 학생 발표

- 젊은해양과학자와의 만남을 통한 진로 상담 및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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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만족’ 13명, ‘만족’ 11명, ‘보통’ 1명으로 96%가 매우만족 또는

만족했던 것으로 응답함

- 본 워크숍이 참가학생에게 어느 부분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차세대 해양과학

자 워크숍 강의’에 12명, ‘진로탐색’에 6명, ‘강연자와의 만남’에 6명,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에 4명으

로 조사됨(중복 답변 있음)

- 2016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강의 주제를 조사한 결과, ‘해양화학세션’. ‘젊

은과학자와의 만남’에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차년도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20명

이 ‘매우그렇다’로 응답하였으며, ‘그렇다’ 4명, ‘보통이다’ 1명으로 조사됨

4. KOC 사무국 역할 수행

가. KOC 정기총회 및 각 산하 소위원회 개최

1) 2016년 KOC 정기총회

ㅇ 일시 및 장소: 2016.8.26., 서울역 공항철도 AREX-1회의실

ㅇ 참석자: KOC 제15대 위원 및 관계부처 관계자 등 25명

ㅇ 주요결과

- 제15대 KOC 위원 구성 보고 및 위원장 선출

: KOC 위원구성 규정 변경으로 한국해양학회장, 한국해양수산기업협회장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됨

: 당연직 10명, 위촉직 13명 총 23명이 KOC 15대 위원으로 선출됨

- 2016년 KOC 활동 결과 및 계획 보고

- 소위원회 활동 및 결과 보고 및 승인

• IOC 소위원회 2016년 활동 보고

: 제49차 IOC 집행이사회와 GOSR 1차 편집회의, 향후계획 보고

• SCOR 소위원회 2016년 활동 보고

: SCOR 차기 의장 진출(유신재 박사) 등 향후계획 보고

• PICES 소위원회 2016년 활동 보고

: NPESR-3 지역분류체계 도입 관련 추진사항 보고 및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 실무자 회의 개최 예

정

: PICES 소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S-MBM에 소속된 국립수산과학원 전문가들의 참석을 독려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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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계획 수립방안 논의

: 해양과학국제기구/프로그램 중장기 계획 T/F 구성 예정

: T/F 위원장 한국해양대학교 이용희 교수 선정

2016년 KOC 정기총회

2) IOC 관련 회의 및 소위원회

가) 제49차 IOC 집행위원회 대책회의

ㅇ 일시 및 장소: 2016.05.03., 서울시 용산구 삼경회의실(서울역 인근)

ㅇ 참서자: IOC 집행이사회 참석자 및 관계자

ㅇ 목적: IOC 집행이사회 의제분석 검토 및 구체적인 대응방안 협의

ㅇ 주요결과

- 제49차 IOC집행이사회 한국대표단 선정 및 전반적 일정 논의

- 의제 분석(12건) 및 발언문 초안 검토

- 발언문 담당기관 선정

3) PICES 관련 회의 및 소위원회

가) 2016년 PICES 중기회의 관련 대책회의

ㅇ 일시 및 장소: 2016.05.12., 서울역 티원

ㅇ 참석자: PICES 중기회의 한국대표단 및 관계자

ㅇ 목적: PICES 중기회의 주요 의제 관련 대응 협의

ㅇ 주요결과

- 2016년 PICES 중기회의 주요의제 검토(4건) 및 정부대응 논의

- PICES 중기회의 발언문 작성관련 협의

- NPESR 2판 관련 대응

- 한일회담 개최 협의

나) 북태평양해양생태보고서(NPESR) 3판 발간 대책회의(3차)

ㅇ 일시 및 장소: 2016.06.16., 서울역 삼경C&M회의실

ㅇ 참석자: 해수부 및 외교부 관계자, Ko-PICES 관계자 등 10여명

ㅇ 목적: NPESR 3판 발간 관련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전략 논의

ㅇ 주요결과

- NPESR 3판 스터디그룹 워크숍(2016.6.28.~30)에 주세종 박사 참석 및 대응방안 확정

- NPESR 3판 PICES 지역의 새로운 지역 분류체계 도입 검토

- 한국 측 ETSO 리스트를 검토하여 자료제출이 부진한 기관에 참여 협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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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6년 제1차 Ko-PICES 위원회

ㅇ 일시 및 장소: 2016.8.24., 서울역 KTX 6회의실

ㅇ 참석자: Ko-PICES 위원장 및 위원, 간사, 해수부 관계자 등 9인

ㅇ 주요안건

- SG-NPESR 워크숍 주요결과 보고

- PICES 연차총회 젊은과학자 지원 절차 규정(안) 검토 및 의결

- PICES 연차총회 참석 중견과학자 지원 대상자 선정 검토 및 의결

ㅇ 주요결과

- SG-NPESR 워크숍 결과 후속조치로 한국에서 추가 자료제출이 필요하여, 9월 중 ETSO 관련 실

무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PICES 연차총회 젊은과학자 지원 절차 규정 검토 결과, 젊은 과학자로 지원받은 학생이 연속해서

지원받는 경우 심사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로 함

- PICES 연차회의 참석 중견과학자 지원 대상 6인을 선정함. 각 전문가 그룹 및 대표 위원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연속성을 위해 2년 이상 참석가능한 전문가들을 지원하기로 협의

라) 북태평양해양생태보고서(NPESR) 제3판 발간 대책회의(4차)

ㅇ 일시 및 장소: 2016.10.05., 서울 종로 토즈

ㅇ 참석자: 해수부 및 관계기관 실무자 등 10여명

ㅇ 주요안건: SG NPESR 워크숍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

ㅇ 주요결과

- SG NPESR 워크숍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

- ETSO 제출양식 설명

- 관련기관 관련 협조 요청

마) PICES 연차총회 대응을 위한 소위원회

ㅇ 일시 및 장소: 2016.10.12., 서울상공회의소 소회의실1

ㅇ 참석자: Ko-PICES 위원, 간사, 해수부 관계자 등 13인

ㅇ 주요의제 및 결과

- 한국해양학위원회 PICES 소위원회 보궐 위원장 선임(심원준 박사(KIOST))

- PICES 한국대표단 명단 확정 및 역할 지정

- 분과별 주요 의제 공유 및 대응 방안 협의

• 각 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임기 만료로 인하여, 금년 PICES 총회 시 BIO 의장으로 주세종 박

사(KIOST), T-CODE 의장으로 이준수 박사(NIFS) 지원

- 북태평양생태계보고서 3판 시계열자료 제출 관련 논의

• ETSO 작성 양식 안내, 기관별 책임자를 통하여 PICES 각 위원회 한국대표에게 제출토록 함

• 각 위원회 한국대표는 제출된 ETSO 검토 후 ETSO 자료 관리자에게 제출함

- 기타 현안사항 논의

바) PICES 연차총회 결과공유 및 후속조치를 위한 소위원회

ㅇ 일시 및 장소: 2016.12.7., 서울역 삼경C&M 회의실

ㅇ 참석자: Ko-PICES 위원 및 간사, PICES 분과 및 WG 전문가, 해수부 관계자 등 17인

ㅇ 주요논의 결과

- 심원준 박사(KIOST) Ko-PICES 의장으로 선출

- 분과별 현안사항 논의

- Ko-PICES 위원(HD: 정명화 박사(KMI), MBM: 안용락 박사(Mabik), FUTURE-SSC: 강수경 박사

(NIFS), 장찬주 박사(KIOST)) 추가

- POC 멤버 정리(대표: 정희동 박사(NIFS), 멤버: 남성현 교수(서울대학교)), AP-CREAMS 멤버는

추후 추천받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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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ESR-3 대응 관련, 자료제출 시한이 2017년 2월로 연장되었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

기로 함

- PICES 참여 과학자 지원범위 및 차세대 해양과학자 육성방안 논의

• WG에 중견과학자와 젊은과학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안함

4) SCOR 소위원회

ㅇ 일시 및 장소: 2016.7.22., 서울역 프리미엄라운지 에메랄드 회의실

ㅇ 참석자: SCOR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등 12인

ㅇ 주요의제

- WG Proposal 검토 및 순위 선정

- 제7차 한중일 IMBER 심포지움 결과보고

- SCOR 연차회의 참가계획 보고

- SCOR 관련 활동 및 동향 보고

ㅇ 주요결과

- 2016년 SCOR 신규 WG Proposal 11개의 검토 평가 결과, 3개의 제안서(ECVice, FeMIP, NExT

SGD)를 Must Fund로 선정함

※ FeMIP: Iron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ECVice: Measuring Essential Climate Variables in Sea Ice

NExT SGD: Global Assessment of Nutrient Export Through 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 SCOR 연차회의 참석(2016.9.5.~7) 시 SCOR 소위원회 위원 중 한명이 추가로 동행하기로 함

- 제7차 한중일 IMBER 심포지엄이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 지원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을

보고함

- FeMIP에 참여할 한국전문가로 차세대 해양과학자를 추천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양성시키는 방

안이 논의됨

나. 국제기구 임원 활동 지원

ㅇ 지원대상자

- IOC 前 의장 변상경 박사 (2015.07.~2019.06.)

- IOC/WESTPAC 부의장 이윤호(KIOST) 박사 (2012.05.~ )

- PICES 의장 박철 교수 (2016.10.~2018.11.)

※ 2012~2016 PICES 부의장

- PICES 前 의장 허형택 박사(1998~2002)

ㅇ 지원내용

- 각 기구별 임원 역할 수행을 위한 출장 지원

다. IOC 사무총장 방한 수행

ㅇ 방문자: Vladimir Ryabinin UNESCO-IOC 사무총장

ㅇ 방한일시: 2016.10.23.~29.

ㅇ 주요내용

- IAMARI 연차총회, 여수해양포럼 및 한국해양학회 50주년 행사 참석

- GOSR 제2차 편집회의 참석(서울 광화문)

-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만찬 참석

- UNESCO 한국위원회 및 KIMST, KIOST 방문

ㅇ 주요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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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C에 대한 한국의 기여 치사

- 해양 분야에서의 한국의 개발도상국으로 기여 희망(ODA사업 등)

- IOC와의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함

라. KOC 웹사이트 운영

ㅇ 홈페이지 도메인: www.kocean.or.kr

ㅇ 목적:

- 한국해양학위원회(KOC)의 활동을 알리고, 한국의 국제기구 활동 내역을 국내의 해양관련인들과

공유함으로써, 해양과학의 국제협력 발전을 도모함.

ㅇ 주요업적

- 정부간 회의중 입수한 정보 제공 : 3건

: IOC 참가보고서, 정부간 회의참가결과 및 입수자료

- 국제기구관련 소식들을 다양한 게시판을 통해 전달: 25건

: IOC CL 대응

: 국제기구 관련 소식 (스케줄, 뉴스, 채용) 제공

- KOC 관련 정보 전달: 10건

: 정기 총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 공유

: 기타 KOC 활동에 관련된 정보 제공

마. 해양과학정보 최신 정보의 국내 공유

ㅇ 동해해양학 구입 및 배포

- 도서명: 동해 해양학(Oceanography of the East Sea)

- 출판사: 스피링거(Springer)

- 저 자: 장경일 교수(서울대학교), 강동진 박사, 주세종 박사, 이상훈 박사(이상 KIOST),

Mark Wimbush 명예교수(미 로드아일랜드 대학교)

- 목 적: 동해에 대한 해양과학적 이해 증진과 동해 명칭 홍보

- 배포처: 해수부를 비롯한 국내 해양관련기관과 교육기관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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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2차 국제인도양탐사 Science Plan 번역 배포

- SCOR에서 발행한 2nd International Indian Ocean Expedition (IIOE-2) Science Plan 번역 배포

- 목적:

: 국제해양학계 최신연구동향을 파악, 국내해양학계와의 공통관심분야에서 연구협력 유도

: 본격적인 대양연구시대를 앞두고 대양에 대한 학술적 관심 제고

5.해양국제협력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가. 해양과학 국제협력 중장기 계획에 관한 전문가 온라인/오프라인 설문 실시

ㅇ 일시: 2016.10.10.~10.31.

ㅇ 대상: 해양과학 국내 전문가

ㅇ 결과:

- 총 71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설문조사 완료

-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이 해양과학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국제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국내외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 차세대 인력 양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고 답변함.

- 설문결과를 중장기 계획 수립에 반영

국제해양거버넌스 참여 확대를 위해 중점 추진해야할 사항은?

국내외 체계적 국제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강화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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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국제협력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T/F 팀 구성

ㅇ 구성과정

- 2016 KOC 정기총회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T/F 팀 구성에 대해 논의(2016.08.26.)

- KOC 위원 서면결의를 통해서 중장기 계획 추진 및 T/F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합의(2016.10.26.)

ㅇ T/F 팀 명단

- 위원장: 이용희 교수(한국해양대학교)

- 위원: 정재관 사무관(해양수산부), 정회수 박사, 이윤호 박사, 유신재 박사, 심원준 박사, 김경진

박사(이상 KIOST)

다. 해양과학 국제협력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2016.10.27./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ㅇ 목적: 해양과학 국제협력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ㅇ 결과: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중장기 계획 초안 마련

라. 해양과학 국제협력 중장기 계획 T/F 회의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2016.12.13./ 서울역 회의실

ㅇ 참석자: 이용희 T/F 위원장(한국해양대학교)외 T/F 위원 5명

ㅇ 회의결과

- 중장기 계획의 범위 확정

- 중장기 계획 프레임 워크 검토

- 향후 추진 일정 수립

: 2017년 1월 말. 1차 초안 제출 및 검토

차세대 인력양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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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초. 2차 초안 제출 및 검토

: 2017년 2월 중. 워크숍을 통해 해양학회 추가 의견 수렴

: 2017년 2월 말. 최종안 제출

마. 해양과학 국제협력 중장기 계획 수립

ㅇ 비전

- 글로벌 해양과학 이슈해결에 주도적 기여

ㅇ 목표

-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국제이슈 해결기여 및 연구역략강화

-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 영향력 확대

ㅇ 전략

- 국제기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주도적 역할 수행

- 국제기구 리더쉽 강화

- 차세대 해양과학자 국제기구/활동 진출 확대

- 해양과학 국제협력 지원시스템 구축/강화

6. 국제에너지기구(IEA)해양에너지 시스템 이행협약(OES-IA) 회원국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가. 국제에너지기구(IEA) 해양에너지시스템 이행협약 제31차 집행위원회 참석

ㅇ 제31차 OES-IA 집행위원회(‘16.10.20-21, 싱가포르)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하여 해양에너지시스템

이행협약 운영과 회원국으로서 의제에 대한 검토 및 의결권을 행사하고 우리나라의 해양에너지 관

련 활동을 소개하였음(Country Presentation). 또한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및 미국 등의 주요국의

개발 계획 및 미래 전망을 파악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제31차 OES-IA 주요내용

▪ 제31차 OEA-IA 집행위원회 현안 논의 (Dr. J.L. Viliate & Dr. A. Brito Melo)
- IEA 활동 현황
- 각 국가별 OES 가입현황 (신규참가 예상국, 재참가국, 비활동국 현황)
- 예산 집행내용(‘16) 및 집행계획(’17) (자료발간, 학회지원, 분과지원 등)
▪ 2017-2022 OES 신규전략계획 논의 (Dr. J.L. Vilate)
- 완료 분야 : 해양에너지 시스템 성능평가 절차, 해양에너지 계통연계
- 지속 분야 : 환경영향 및 모니터링, 해양에너지 변화 동향, GIS 기반 해양에너지 데이터베이
스 구축, 해양에너지 비용추산, 회원국 연구동향, 기술로드맵 및 국제비전

- 신규 분야 : 수치해석 모델링(파력), 해수온도차발전 자원 분석

▪ 국가별 최근 해양에너지 연구 활동 소개 (각 국가 대표위원)
- 프랑스 : 500kW, 1MW급 조류발전 실증, 파력 시작품 개발, 16MW 해수온도차발전 개발 진
행 중(몰디브 섬)

- 덴마크 : 파력 중심 연구진행(DANWEC, Wavestar, CRESTWIND, WEPTOS), 천해역 파력
발전 계류시스템 개발 진행 중

- 영국 : 유럽분야 해양에너지 협력프로그램(EERA) 운영
- 독일 : Spar를 이용한 조류발전 모델 개발, 파력발전 모델 개발 중
- 미국 : Wave Energy Prize 활동을 통한 파력발전 시스템 성능 비교
- 중국 : 정부의 대규모 예산 투자(1억 위안), 파력기반 복합발전장치(Sharp Eagle, 파력-풍력
-태양광 연계)의 실증 진행

- 일본 : 2MW 조류발전 연구 진행(OpenHydro)
- 한국 : 파력 및 조류발전 시험장, 용수시험파력발전소,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구조물 건조,
방파제 연계형 파력발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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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에너지 시스템 성능해석 수치코드 검증 분과 위원회 활동

ㅇ 파력발전장치 설계에 사용되는 수치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에 회원으로 참여

ㅇ 성능평가를 위한 부유체를 선정하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수치해석 모델을 적용한 해석 결과를

타 기관의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수치해석 모델의 성능을 검증

ㅇ 향후 다양한 파력발전장치에 대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해양공학수조에서 모형시험을 실시하

고,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유효성을 검증할 계획

다. 국내위원회 운영

ㅇ 국내 전문가협의를 통해 신규 분과위원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신규 분과위원회 「해수온

도차 에너지 자원평가」(OTEC Working Group 1) 및 「해수온도차 에너지 글로벌 현황 및 계

획」(OTEC Working Group 2)를 발굴

ㅇ 관련 회원국인 인도, 일본, 우리나라 중심으로 집행위원회에 분과위원회 활동을 제안하기 위한 제

안서를 준비 중이며, OTEC WG 2의 선도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선임

▪ 분과활동 내용 검토 및 신규 분과활동 논의
- 환경영향 추산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 (Dr. A. Daliman)
- 해양에너지 분포 및 프로젝트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Mr. F. Thalemann)
- 해양에너지의 인가절차 결과보고서 (Dr. A. Brito Melo)
- 파력발전장치 수치해석 프로그램 비교검증 (Dr. K. Nielsen)

· 유럽과 미국기관들 참여 중, 한국 및 다른 국가 및 기관 참여 추진
· ‘17.03까지 반구형상 해석 및 비교 진행

- 해수온도차발전 자원 조사 및 추산 (Prof. Ikegami)
· WG-1 잠재에너지 추산 (중국이 추진)
· WG-2 해수온도차발전 프로젝트 현황 및 계획 (한국이 추진)
· 참여희망국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프랑스, 네덜란드

- 조류발전장치 수치해석 프로그램 비교검증 (Prof. S. Narasimalu)
- 원격지에 대한 해양에너지 적용 (Prof. S. Narasima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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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10차년도(2017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거대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전지구적 문제해결에의 동참 및 해양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국제공동연구 발굴ㆍ추진

ㆍ수행

ㅇ동남아시아 산호밀집해역 서식종 분류 및

가입조사 2단계 수행

847,000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ㅇ신규 공동연구 과제 발굴

국제해양 거버넌스 참여강화
ㅇ정부간회의/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대응
ㅇ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
ㅇ국제기구 리더쉽강화를 위한 임원활동 지원

차세대 국제해양리더 양성
ㅇ젊은해양과학자 국제학회 참석지원
ㅇ차세대 국제해양리더 양성
ㅇ멘토프로그램 활성화

KOC사무국기능 강화
ㅇKOC 총회 및 소위원회 개최
ㅇ국제기구업무 상시 대응
ㅇKOC 웹사이트 운영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해양에너지시스템

이행협약(OES-IA) 회원국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 기반

확대

ㅇOES-IA 집행위원회 대표활동
ㅇ분과위원회 전문가 활동 확대

ㅇ국내위원회 운영 및 국제 네크워크 기반

구축

연구개발결과 요약 기술
1. 국제공동연구 발굴ㆍ추진 ㆍ수행

가. 국제공동연구 수행

1) 동남아시아 산호밀집해역 서식종 분류 및 가입조사 2단계(DRMREEF-II) 수행

DRMREEF-II 사업 중간보고서

ㅇ 공동연구명 : 동남아 산호삼각지대 서식종 DNA 분류 및 가입조사 II (DRMREEF-II)

ㅇ 연구기간 : 2016.01.25.-2018.01.24. (24개월)

ㅇ 공동연구비 : 150,000,000원

ㅇ 연구목적

- 서태평양지역의 종 분류와 유전자 분석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역량 향상

- 각 종에 대한 객관적 확인 (objective identification)을 위한 기본 방법으로 DNA 바코딩이라는 유전자 표지 수

립

- WESTPAC 국가의 산호초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생물 다양성 평가를 위해 회원국 간 정보

공유

- 유생과 치어를 분석하여 산호초 생물의 분포 모니터링

ㅇ 수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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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WESTPAC 국제과학컨퍼런스 DRMREEF II 중간점검 워크숍 개최(2017.04./ 중국 청도)

* 주재자: 이윤호 박사(KIOST)

* 참석자: 프로젝트 참여자, 컨퍼런스 일반 참가자 등 20여명

- IOC 해양생물다양성 지역훈련연구센터(IOC-RTRC MarBest) 2017 분자계통 훈련과정(Molecular Taxonomy

Training) 실시(2017.9.25.-10.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DRMREEF-II 프로젝트 최종점검 워크숍(2018.01.20.-21./ 한국 곤지암)

* 참석자: DRMREEF 사업 참여자 및 IOC/WESTPAC 사무국 관계자 등 16인

* 주요내용

: 프로젝트 참가 각 국의 산호초 해양생물다양성 분석결과 점검과 정보 공유

: DRMREEF-II 프로젝트와 연계된 WESTPAC 활동내역 보고

: WESTPAC 해양생물다양성 DB 구축 결과 점검

: 프로젝트 3단계 사업계획 수립

- 중간 보고서 제출(2017.10.)

- 최종 보고서 제출예정(2018.02.)

※ 사업기간 연장으로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2) 전지구해양과학보고서(GOSR) 발간 및 2차주기 실행을 위한 GOSR 데이터 포탈 구축

ㅇ 공동연구명: 2차주기 실행을 위한 GOSR 데이터 포탈 구축

ㅇ 연구기간 : 2018.01.19.-2019.12.31. (24개월)

ㅇ 공동연구비 : 100,000,000원

ㅇ 연구목적: 국가별 해양과학 역량을 파악하여 해양연구에 필요한 기틀을 국제거버넌스에 제공

ㅇ GOSR 추진현황

- 유엔 The Ocean Conference에서 GOSR 보고서 발표(2017.06.)

- Ocean Decade 이행을 위한 해수부-IOC 사무국 간 MOU 체결(GOSR 발간 협력 내용 포함)(2018.01.)

- KIOST-IOC 간 GOSR 포털 사이트 구축 관련 협약서 체결(2018.01.)

ㅇ 향후계획

- GOSR 2차주기 실행계획 수립, 단계적으로 GOSR Data Portal 개발(2018-2019)

나. 신규 공동연구 과제 발굴

1) 아시아 루트 모니터링 프로젝트(ARM)

ㅇ 사업명: Asian Route Monitoring Project

ㅇ 사업책임자: 정회수 박사(KIOST)

ㅇ 목적

- 아시아 항로에 따른 해양 및 대기 환경의 장기 변화에 대한 과학적 결과 도출

전지구해양과학보고서(GO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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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해역 연구를 위한 국제 협력 연구 네트워크 구축

ㅇ 추진현황

- WESTPAC을 통한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이 아닌 양자간 프로젝트로 추진

-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기술 협력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이행협정(IA) 체결 합의 및 설립 추진(2017.11.)

: 한-인니 공동연구프로젝트로 ARM 연구 추진

- 인도네시아 전문가 초청 및 ARM 공동프로젝트 개발 논의(2017.12.14.-15./ 한국 부산)

2) Ocean Decade 실질적 지원을 위한 IOC-해양수산부 간 MOU 체결 및 Ocean Decade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협약서

체결

ㅇ 일시 및 장소: 2018.01.19./ 프랑스 파리

ㅇ 주요내용

- IOC 사무국에 Ocean Science Decade 세부계획 수립과 국제네트워킹 구축 등을 위한 인적 지원

- IOC 내 한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추진

- IOC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 GOSR 발간을 위한 협력

ㅇ 추진경과

- 해양수산부와 IOC 사무총장 간 협의를 통해 한국의 재정지원 및 인력파견 의사가 전달되었으며, 원활한 지원

을 위한 MOU 체결 합의(2017.06./ 프랑스 파리)

- MOU 초안 작성, 의견 조율 및 검토(2017.12.)

- KIOST-IOC 간 협약서 체결(2018.01.)

2. 국제해양 거버넌스 참여강화

가. 정부간회의/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대응

1) 제29차 IOC 총회 및 제50차 IOC 집행이사회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7.06.19.-29./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ㅇ 참석자: 148개 IOC 회원국 대표단, 유네스코 사무국, 관련 국제기구 등 300여명

- 한국대표단: 허만욱, 정재관(해수부), 이선경(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 엄기혁, 이준수(국립수산과학원), 손성화(기

상청), 모영동(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배성환(KIMST), 변상경, 김현영, 김경진, 윤채영(KIOST)

ㅇ 주요의제

- 국제해양과학 10개년(Ocean Decade)

- 전지구 해양과학보고서(GOSR) 결과보고서 및 향후계획

- 대양수심도(GEBCO) 관련 Seabed2030 프로젝트 추진관련 논의

- 국가관할권이원영역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BBNJ) 관련

ㅇ 주요결과

- 13번째 집행이사국 연속 진출

- 의제 발언(총 16개 의제), 위원회 활동(총 6개) 등 각 의제/영역별로 적극 대응

: 국제해양과학 10개년(Ocean Decade) 관련, 한국과 노르웨이가 공동 제안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 결의안 주요내용

프로그램 수행기간(2021-2030)

본 결의안의 제72차 유엔총회 상정

IOC를 동 사업의 코디네이터로 제안, 2019년까지 실행계획초안(draft implementation plan)작성

동 사업의 특별계정(Special Account)을 통한 재정지원 및 인력파견 등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 요청 등

: GOSR 2차주기 실행계획을 2018년까지 수립하며, 단계적으로 GOSR Data Portal을 개발하기로 승인

: 대양수심도(GEBCO) 관련 Seabed 2030 프로젝트에 포르투갈, 중국, 영국 등이 지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아

국은 향후 동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적극적으로 기여할 의사를 밝힘

2) IOC/WESTPAC 제11차 정기총회 및 제10차 국제과학컨퍼런스 참석

가) IOC/WESTPAC 제10차 국제과학컨퍼런스 우수과학자상(Outstanding Scientist Award) 수상

ㅇ 일시 및 장소: 2017.04.17./ 중국 청도

ㅇ 수상내용: 지역 해양과학 발전 및 협력에 장기적인 헌신에 대한 인정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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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상자: 이윤호(KIOST) 외 2인

나) IOC/WESTPAC 프로젝트 DRMREEF II 중간점검 워크숍 주재 및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7.04.17.-20./ 중국 청도

ㅇ 주재자: 이윤호(KIOST)

ㅇ 참석자: 프로젝트 참여자, 컨퍼런스 일반 참가자 등 20여명

-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프로젝트 중간결과 발표

- 태국은 28종의 어류, 인도네시아는 88종 연체류 정보 수집 보고

- 방글라데시 본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 표명 및 참여 승인

다) IOC/WESTPAC 제11차 정기총회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7.04.21.-23./ 중국 청도

ㅇ 참석자: 정재관(해수부), 이윤호, 정회수, 문중호(KIOST)

ㅇ 주요결과

- SDG, International Decade, BBNJ 등에 대한 논의

: 국가별 SDG 이행계획 보고

: 사무국은 International Decade를 위한 각 회원국들이 UN을 통한 지지를 요청

: 예산과 SDG에 대한 IOC/WESTPAC 대응을 위한 T/F Ad-hoc 신설

- 기존 프로그램/프로젝트 점검 및 새로운 과제와 작업반 선정

: 쿠로시오와 그 주변해 연구 제2단계 사업 (CSK-II) 등 3개의 작업반과 2개의 신규과제 선정

- 새로운 의장단 선출(임기 2년)

: 의장: Dr. Vo Si Tuan (베트남 해양연구소장)

: 부의장: Dr. Fangli Qiao(중국 제1해양연구소장), Dr. Zainal Arifin(인도네시아과학원 부원장), Dr. Kentaro

Ando(일본 JAMSTEC)

- 우리나라 신규 대형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의 공동승선 조사를 제의

: 이사부호의 취항 및 2017년 인도양과 태평양 조사사업을 소개하고, 공동 승선조사의 기회(ship of

opportunity)가 국제사회에 제공됨을 안내

3) 2017년 PICES 연차총회 참석 및 대응

ㅇ 일시 및 장소: 2017.09.30.-10.01./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ㅇ 한국대표단: PICES 전문가 및 정부부처 관계자 46명

ㅇ 주요결과

- 2016년도 회계결산 승인 및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논의

- 2017 ECSC-3 개최를 위해 우리나라가 지원한 기금(6천만원, $68,237)의 잔액($11,187) 2018년 PICES

summer school 개최 지원경비로 사용하기로 의결

- PICES 인턴십 프로그램 : 안정적인 인턴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매년 $5,000 자발적 신탁기금 지원

- 새로운 전문가그룹 신설

: 북태평양지역 과학적 협력을 위한 PICES-NPFC* 공동 스터디그룹, 해양미세플라스틱 스터디그룹(의장: 심

원준), 해양생태계서비스 워킹그룹(WG-MES, WG41)

IOC/WESTPAC 우수과학자상 수상 제11차 IOC/WESTPAC 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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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ES 특별프로젝트 정책: 특별프로젝트 개발 및 승인 절차를 새롭게 재정

- 수상자

: PICES 우스터상 수상: 김수암(부경대학교)

: 젊은 과학자 우수 발표상: 안소언(BIO 생물분야 우수구두발표), 김무진(FUTURE분과 우수구두발표), 노수

연(POC 물리분과 우수포스터), 이지영(MONITOR 우수구두발표)

※ 한국해양학회 발표를 통해 선발된 지원자 6명 중 3명 수상

ㅇ 주요활동내용

- 집행이사회를 비롯한 분과위원회 및 워킹그룹 등 참여

- 북태평양해양생태계상태보고서 2판(NPESR-2) 발간 합의를 위한 한일양자회담 개최

- 집행이사회, 재정행정위원회 의제 분석 및 참석, 정부대표단 대응 지원

4) 2017년 SCOR 연차총회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7.09.04.-06./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ㅇ 참석자: 유신재 박사, 장찬주 박사(KIOST)

ㅇ 주요내용

- 신규 WG 제안서 심의, 3개 선정

: Integration of Plankton-Observing Sensor Systems to Existing Global Sampling Programs (P-OBS)

: Eastern boundary upwelling systems (EBUS): diversity, coupled dynamics and sensitivity to climate

change

: Floating Litter and its Oceanic TranSport Analysis and Modelling (FLOTSAM)

- SOOS, IMBeR, INTERRIDGE, IIOE-2, Global HAB 등 국제프로그램 현황 보고

ㅇ 향후계획

- 새로 선정된 WG 중 EBUS에 한국인 과학자 추천(장찬주 박사, KIOST) 예정

- SCOR 부의장 한국인 진출 목표(2018.9.)

2017년 SCOR 연차총회 참가자 단체사진

5) 북태평양해양생태계상태보고서(NPESR) 발간 대응

가) NPESR 발간 관련 작업반(WG-35) 워크숍 참석 지원

PICES-2017 집행이사회 정부대표 단체사진 PICES-2017 결과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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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및 장소: 2017.04.09.-11./ 미국 하와이

ㅇ 참석자: 유신재, 주세종, 강동진(KIOST), 강수경, 이준수(국립수산과학원)

ㅇ 주요결과

- 북태평양 해양생태 보고서 3판 발간을 위한 working group 워크숍에 참석 관련 동향 파악 및 대응

- 과거 북태평양생태계 보고서 형식 및 SG의 제안 리뷰

- 지역보고서 내용 검토 및 목차 제시

- ETSO 제출 절차와 관리에 대한 리뷰 및 개선 방안 논의

- NPESR 3판에 채택된 지역구분체계(PICES region 11∼25)의 각 지역별 보고서 주저자 추천 및 선정

- NPESR 3판 출판을 위한 WG 작업 추진 일정 확정

나) 2017년 PICES 중기회의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7.04.11.-13./ 미국 하와이

ㅇ 참석자: 주세종, 유신재, 심원준(KIOST), 박철(충남대), 강수경, 이준수(국립수산과학원) 포함 과학평의회 멤

버 및 사무국 관계자 총20여명

ㅇ 주요결과

- PICES 2017년 연차총회 일부 일정 조정 및 확정

- Wooster상(추천 후보: Alex Bychkov, 김수암)과 POMA 상(추천 후보: NH-line 모니터링 프로그램, The

East Sea real-time ocean buoy (ESROB) 프로그램)의 수상자(프로그램) 선정

- 부의장 선출: Emanuele Di Lorenzo(POC 위원장)

- PICES 2018 연차총회 장소: 일본 요코하마 선정

다) NPESR 2판 발간협의를 위한 한일양자회담 개최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7.04.12./미국 하와이

ㅇ 참석자

- 한국 대표단: 허만욱, 이재호, 황신혜(해양수산부), 전효진(외교부), 심원준, 문중호(KIOST)

- 일본 대표단: Junichiro Otaka, Chieko Kondo, Ken Fujimoto(일 외무성), Chika Fujumistu(일 수산청) 등

ㅇ 주요내용

- PICES 북태평양해양생태계상태보고서(NPESR) 2판 동해편 발간 관련 한일 양자회담 개최

- 일본 측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 입장을 전달할 것 요청

라) 2017년 PICES 연차총회 시 NPESR 2판 발간협의를 위한 한일양자회담 개최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7.09.29./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ㅇ 참석자

- 한국 대표단: 허만욱, 정재관(해양수산부), 진의림(외교부), 심원준, 정회수, 김경진, 문중호, 김새슬(KIOST)

- 일본 대표단: Junichiro Otaka, Chieko Kondo(일 외무성), Tomowo Watanabe(수산청) 등

ㅇ 주요내용

- 일본 측이 NPESR-2 수정안을 제시하여 한국 측에 검토 요청

- 일본 측 수정안을 검토 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 2018년 초에 양자회담 개최할 것을 협의

나. 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

1) 제3차 PICES/ICES 젊은과학자 컨퍼런스(ECSC-3) 개최

2017년 PICES 과학평의회 중기회의 PICES-2017 중기회의 시 한일양자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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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및 장소: 2017.05.30.-06.02./ 부산 코모도 호텔

ㅇ 참석자: 32개국 젊은 과학자 100여명 포함 총 120여명

ㅇ 주제: 기후, 해양 그리고 사회: 도전과 기회

ㅇ 목적: 해양과학분야의 유명 과학자들의 강의와 전 세계의 젊은 과학자들이 참여하여 해양관련 전 세계 네트

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주요결과

- 보도자료 배포(아주경제, 국제일보)(2017.05.29.),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2017.05.28.)

: ‘[아주경제]해수부, 부산서 신진과학자 컨퍼런스 개최’, ‘[국제일보]세계 젊은 해양과학자들 부산 총결집’

- PICES 의장, ICES 의장으로부터 ECSC-3 개최에 대한 감사편지 수신(2017.08.29.)

2) IMBeR IMBIZO V 개최 지원

ㅇ 일시 및 장소: 2017.10.02.-05./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

ㅇ 주제: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해양생물 연구

ㅇ 주요결과: 공식만찬 및 기타경비로 USD 10,000 지원

제3차 PICES/ICES 젊은과학자 컨퍼런스 참석자 단체사진

ECSC-3 개최에 대한 PICES의장, ICES 의장으로부터의 감사편지(20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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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eR IMBIZO 5 공식포스터

다. 국제기구 리더쉽강화를 위한 임원활동 지원

1) IOC 변상경 前의장

ㅇ 주요활동

- 국내외 IOC 관련 활동 대응 및 자문활동, IOC의 전의장으로서의 활동

- IOC 의장단 회의 참석(2018.01.14.-21./ 프랑스 파리 IOC-UNESCO 본부)

- 제50차 IOC 집행이사회 및 제29차 정기총회 참석(2017.06.20.-29./ 프랑스 파리 IOC-UNESCO 본부)

: 제29차 IOC 정기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활동

: 정부대표 발언(의제 4.1 IOC 로드맵)

: Ocean Decade 관련 IOC 사무총장과 한국정부대표단 면담 시 의견조율 지원(2017.06.27.)

ㅇ 지원내용

- 제50차 IOC 집행이사회 및 제29차 정기총회 참석을 위한 항공료 및 체재비 등 활동경비 지원

- 활동 관련 행정지원 및 요청사항 대응

2) IOC/WESTPAC 이윤호 前수석부위원장

ㅇ 주요활동

- IOC/WESTPAC 자문단 활동 참여

: IOC/WESTPAC 자문단 회의 참석(2017.09.15.-16./ 베트남 나트랑)

- WESTPAC 제10차 국제과학컨퍼런스 참석(2017.04.17.-20./ 중국 청도)

: 해양생물다양성 세션(B09)의 좌장 수행

: 젊은과학자상(Young Scientist Award, 35세 이하 과학자 대상) 선정위원으로 활동

: IOC/WESTPAC 우수과학자상(Outstanding Scientist Award)을 수상

: IOC/WESTPAC 프로젝트 DRMREEF-II 중간 점검 워크숍 개최 및 주재

- WESTPAC 제11차 정기총회 참석(2017.04.21.-23./ 중국 청도)

- IOC/WESTPAC 공동연구(DRMREEF II) 책임자 수행

: 2017년 IOC 해양생물다양성 지역훈련연구센터(IOC-RTRC MarBest) 훈련과정 기조연설 및 강의

(2017.09.25.-9.2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ㅇ 지원내용

- WESTPAC 자문위원단 회의, 정기총회 등 행사 참석 경비 지원

- 활동 관련 행정지원 및 요청사항 대응

3) PICES 박철 의장

ㅇ 주요활동

- 2017년 PICES/ICES 주관 제3차 젊은과학자 컨퍼런스(ECSC-3) PICES 의장 자격으로 참석(2017.05.30.-06.02./

한국 부산)

- 2017년 PICES 중기회의 참석 및 의장직 수행(2017.04.11.-15./ 미국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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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PICES 연차총회 참석 및 의장직 수행(2017.09.22.-10.2./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ㅇ 지원내용

- PICES 사무국을 통해 PICES 의장 활동 경비 지원(2018.01.)

- 활동 관련 행정지원 및 요청사항 대응

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해양에너지시스템 이행협약(OES-IA) 회원국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 기반 확대

1) 제33차 국제에너지기구 해양에너지시스템(IEA-OES) 집행이사회 및 해양에너지 워크숍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7.11.13.-15./ 인도 첸나이

ㅇ 참석자: 이진학(KIOST)

ㅇ 주요결과

- 인도 지구과학부(Ministry of Earth Sciences) 후원, 인도 국립해양과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Ocean

Technology, NIOT) 주관 워크숍 참가

: 해양에너지 관련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제 동향, 인도 해양에너지 연구 내용 소개

- 신규 회원국 추천 및 가입 현황

: 콜롬비아: 회원 가입 절차 중

: 칠레: 2017년 11월 선거 이후로 IEA-OES 가입 연기

: 인도네시아: 정치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으나, 최근 해양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중

: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IEA-OES 가입에 관심이 많은 국가아르헨티나, 파나마, 우루과이, 필리핀, 말레이시

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가입 유도를 시도하기로 함

- 부의장 선출

: Annie Dalman(미국), Yann-Herve De Roeck(프랑스) 2인 선출

- 총 14개 회원국 최근 해양에너지 개발동향 발표

- IEA-OES에서 수행 중인 여러 Task 검토 및 신규 Task에 대한 의견 교환

NIOT 주관 해양에너지 워크숍 참석자 단체사진
제33차 국제에너지기구 해양에너지시스템(IEA-OES) 

집행이사회

3. 차세대 국제해양리더 양성

가. 젊은해양과학자 국제학회 참석지원

1) PICES 2017 연차총회 참석 지원

ㅇ 일시 및 장소: 2017.09.22.-10.01./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ㅇ 선발인원: 6명(1명 개인사정으로 5명 참가)

ㅇ 지원내용: 왕복 항공료 지원

ㅇ 주요결과

- 젊은 과학자 PICES 2017 연차총회 세션 참가, 발표

- 젊은과학자 프레젠테이션 수상자: 안소언(BIO 생물분야 우수구두발표), 김무진(FUTURE분과 우수구두발표),

노수연(POC 물리분과 우수포스터), 이지영(MONITOR 우수구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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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SC-3 국내 젊은과학자 추가 접수 지원

ㅇ 일시 및 장소: 2017.05.30.-06.02./ 부산 코모도 호텔

ㅇ 추가접수 인원: 3명

ㅇ 지원내용: 국내 젊은과학자들의 많은 참여를 위하여 사무국과 합의 후 추가접수 진행

3) 최근 3년간 국제학회 참석지원 받은 과학자 추적조사 수행

ㅇ 조사대상: 2014~2016년(3년) 간 KOC로부터 지원을 받은 젊은과학자들

ㅇ 조사내용: 대학원 진학 여부 및 종사 분야 분석

ㅇ 주요결과

- 3년간 14명의 젊은과학자들의 역량강화나 인턴 프로그램 참여 지원(인턴지원 1명, 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

13명)

- 12명의 젊은과학자들은 해양과학분야에서 학업 및 연구활동을 수행 중

- 젊은과학자 풀을 구축하여 국제기구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속적 안내

나. 차세대 국제해양리더 양성

1) 제4차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2018.1.11.-13./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

ㅇ 참석자: 해양관련전공 학부생 50명

ㅇ 강연자: 17인(기관소개 포함)

ㅇ 주요내용

- 해양생물,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질 등 해양관련 분야 국제동향 강연

- 해양관련 자유 주제 학생 발표 및 토론

- 해양관련 주요기관 소개

- 젊은 과학자 및 중견과학자와의 만남을 통한 멘토링

ㅇ 추진경과

- 제4차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준비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2017.10.13./ 광명역 KTX 회의실)

: 준비위원회 위원장 조양기 교수(서울대), 위원 최만식 교수(충남대), 최병주 교수(전남대), 안순모 교수(부

산대), 김종규 교수(전남대), 박종수 교수(경북대), 신경훈 교수(한양대), 김경진 박사(KIOST)로 구성

: 제4차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지원공고 및 지원접수(2017.11.13.-30.)

* 총 76명 지원

: 준비위원회에서 지원자 지원서 심사, 선발(2017.12.14.)

* 11개 대학 55명(예비인원 포함) 선발

* 포스터 발표 희망자 30여명

: 합격자 통보(2017.12.14.)

- 강연자(기관소개자 포함 약 17명) 섭외(~2017.12. 말)

- 참석자 숙박, 식사 및 제주 항공료 지원

- 우수 포스터 발표자에게 KOC 위원장상, KIOST 원장상, 한국해양학회장상, 한국해양수산협회장상 수여

PICES-2017 참석 젊은과학자 구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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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3.)

2017년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포스터 및 주요일정

다. 멘토프로그램 활성화

1) 2017년 PICES 연차총회 참석 중견과학자와 젊은과학자 간 간담회

ㅇ 일시 및 장소: 2017.09./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교(FEFU)

ㅇ 참석자: PICES 연차총회 한국 대표단 및 젊은 과학자 27명

ㅇ 주요내용

- PICES 주요 분과, 위원회, 전문가 작업반 별 위원 및 젊은과학자 간 간담회 진행을 통해 상호간 교류 및 참여

지원

2) 제4차 차세대해양과학자워크숍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ㅇ 일시 및 장소: 2018.01.12./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

ㅇ 대상: 해양관련전공 학부생 50명

ㅇ 멘토: 4명

ㅇ 주요내용

- 젊은과학자와의 만남을 통해 향후 진로 탐색 기회 부여

4. KOC 사무국 기능 강화

가. KOC 정기총회 및 KOC 산하 소위원회 개최

1) 2017년 KOC 1차 정기총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2017.8.30./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ㅇ 참석자: KOC 위원 및 정부부처 관계자 24명

ㅇ 주요내용 및 결과

PICES-2017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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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KOC 제1차 총회 결과 이행보고

- 소위원회 재구성 보고

: IOC, PICES, SCOR 소위원회 활동기간(2017.07.01.-2019.06.30)

- 2017 한국해양학위원회 활동 결과 및 계획 보고

: IOC 집행이사회, IOC/WESTPAC, PICES, SCOR 총회 참가,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개최계획 결과 보

고

- 2017 IOC 소위원회 활동 보고

: 2016 하반기 및 2017 상반기 IOC 소위원회 활동 보고. IOC/WESTPAC 제11차 정기총회 참석결과, IOC

제29차 총회 및 제50차 집행이사회 참석결과 보고

- 2017 SCOR 소위원회 활동 보고

: 2016 하반기 및 2017 상반기 활동결과 보고

- 2017 PICES 소위원회 활동 보고

: PICES 소위원회 결과 및 NPESR 발간 관련 진행상황 보고

-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계획 보고

: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T/F 추진 안 검토.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서면으로 취합 후 차기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결정

2) 2017년 KOC 제2차 정기총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2017.12.22./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

ㅇ 참석자: KOC 위원 및 정부부처 관계자 30여명

ㅇ 주요내용 및 결과

- 2017년 KOC 제1차 총회 이행결과 보고

- IOC, PICES, SCOR 소위원회 활동 보고

: 유엔 국제해양과학 10년 계획, IOC 의장단 회의 참석, IOC/WESTPAC DRMREEF-II Wrap-up Meeting

개최 계획 보고

: PICES-2017 참석결과,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PICES-2018 연차총회 젊은과학자 선발 계획 보고.

PICES 젊은과학자 지원 규정은 차기 PICES 소위원회에서 수정 필요

: SCOR 총회 참석결과 보고

-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진행과정 보고

-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계획 제출

: 위원 의견에 따라 수정 보완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의결

2017년 KOC 제1차 정기총회 2017년 KOC 제2차 정기총회

3) IOC 관련 회의 및 소위원회

가) 제50차 IOC 집행이사회 및 제29차 IOC 총회 대책회의

ㅇ 일시 및 장소: 2017.06.08.(목), 서울역 AREX-5 회의실

ㅇ 참석자: 허만욱, 정재관(해양수산부), 이준수(국립수산과학원), 손성화(기상청), 배성환(KIMST), 장은미(지인

컨설팅, 서울시립대), 변상경, 정회수, 김경진, 윤채영(KIOST)

ㅇ 주요내용

- 대표단 명단 및 업무 분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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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 분석내용 검토 및 발언할 의제 확정

- 집행이사회 진출 논의

- 발언문(16개) 작성 논의

4) PICES 소위원회

가) 2017년 PICES 1차 소위원회

ㅇ 일시 및 장소: 2017.03.14.(화), 서울역 AREX-6 회의실

ㅇ 참석자: PICES 소위원회 위원 및 정부부처 관계자 등 14명

ㅇ 주요내용

- 2017년 PICES 연차총회 참석자 및 지원범위 관련 논의

: 재정지원 필요 전문가 총 24인 지원

: 지원예산에 대한 지침 필요

- 2017년 PICES 연차총회 참석 지원 젊은과학자 선발 논의

: 심사위원 선정, 선발인원 및 관련 규정 확인

- NPESR-3 발간을 위한 ETSO 자료 제출 진행경과 공유 및 후속조치

- POMA상, Wooster상 후보자 추천

나) 2017년 PICES 2차 소위원회

ㅇ 일시 및 장소: 2017.09.14.(목), 서울역 프리미엄라운지

ㅇ 참석자: PICES 소위원회 위원 및 정부부처 관계자 등 15명

ㅇ 주요내용

- 2017년 PICES 총회 주요의제 대응방안 논의

- 분과위원회 및 워킹그룹 별 현안사항 대응 논의

- 분과별 참석자 및 보고서 작성자 확인

- 소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 MEQ분과 최민규 박사(국립수산과학원) 추가

다) 2017년 PICES 3차 소위원회

ㅇ 일시 및 장소: 2017.12.06.(수), 서울역 AREX-6 회의실

ㅇ 참석자: PICES 소위원회 위원 및 PICES 참석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 등 17명

ㅇ 주요내용

- 2017년 PICES 연차총회 주요결과 공유

: 분과위원회, 전문가그룹 별 현안사항 공유

- 후속조치 및 2018년도 활동 계획 논의

: 신규 스터디그룹, 워킹그룹(3개) 전문가 추천

: 위원 추천이 필요한 전문가 그룹(3개) 전문가 추천 예정

: 2018년도 활동계획 공유 및 지원사항 논의

- 기타 현안사항 논의

: PICES 전문가/젊은과학자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논의

: PICES 참여율 저조 전문가 교체

: 지명 이슈 관련 일본과의 협력연구 전망 논의

나. 국제협력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TFT 운영

ㅇ T/F 위원: 이용희(한국해양대학교), 정재관(해양수산부), 유신재, 심원준, 정회수, 김경진(KIOST)

ㅇ 추진경과

추진 일정 추진 내용

2016.8.26. 2016년 KOC 총회 시 중장기계획 수립 및 T/F팀 구성에 대해 논의

2016.10.10.~31.
해양과학 국제협력 중장기계획에 대한 전문가 온라인/오프라인 설문 조

사

2016.10.2. 해양과학 국제협력 중장기계획 추진 및 T/F 위원장 및 위원 구성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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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내용

- 국제프로그램 참여의 확대와 국제기구 진출확대, 차세대 인력양성, 체계적인 국제협력 지원체계 구축

- 해양과학 국제협력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로드맵, 예산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

ㅇ 주요결과

- 2017년 KOC 제2차 정기총회 개최 시 중장기 계획 최종본 제출(2017.12.22)

해양과학 국제협력 중장기계획(안)

다. 국제기구업무 상시 대응

1) SCOR 2017년도 연회비 납부

ㅇ 일시: 2017.08.

ㅇ 금액: USD 13,110(약 15,000,000원)

ㅇ 주요결과: 정회원 II등급에서 III등급으로 상향조정

2) 사무국 대응

(KOC 서면 결의)

2016.10.27. 해양과학 국제협력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2016.12.13. T/F 1차회의 개최

2017.01. 초안 작성

2017.01. 초안 검토 의견 수렴

2017.02.~07. 초안 수정 및 재검토

2017.08. KOC 위원들에게 수정본 회람

2017.08.
2017년 KOC 1차 총회에서 진행상황 보고, 추가 검토 의견 받아 수정하

기로 의결

2017.09. 추가 검토의견 수렴

2017.10.~11. 추가 검토의견을 반영한 수정본 작성

2017.12.13 T/F 2차 회의 (수정본 검토 및 추가 수정사항 논의)

2017.12.20. T/F 3차 회의 및 최종수정본 완성

SCOR 회원국 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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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대표단 및 사업관계자에 IOC Circular Letter 회람

ㅇ 공동연구 관련 지원범위 논의, 지원내용 의견 조율

: IOC/WESTPAC 사무국과 DRMREEF II 최종점검회의 개최 지원범위 논의(회의 참석자 국내이동, 국내경

비 지원)

ㅇ 사무국과 한국정부대표 간 의견조율

: 해수부-IOC 사무국 간 Ocean Decade MOU 초안 검토, 정부에 관련 자문 제공

ㅇ IOC/WESTPAC 신규 자문위원단 추천(2017.05.)

: 이윤호 박사(KIOST)(활동기간: 2017~2021)

ㅇ PICES 의장 활동 관련 지원범위 협의

ㅇ 수상 후보자 추천

: PICES Wooster Awards 수상 후보자 김수암 교수(부경대) 추천 수상

ㅇ 필요 시 참여 전문가 추천

: PICES WG 신규 전문가 추천 명단 사무국에 송부

라. 주요성과 홍보

1) 2017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 기념강연 Ocean Decade 현황 및 소개

ㅇ 일시 및 장소: 2017.11.02./ 경주현대호텔

ㅇ 특별강연 주제: 해양과학 저변확대를 위한 설명회

ㅇ 강연자: 허만욱 과장(해수부 해양개발과)

ㅇ 주요내용

- Ocean Decade(국제해양과학 10개년 계획) 관련 배경, 해수부-IOC 간 MOU 체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소개

- GOSR(전지구적해양과학보고서) 승인 및 추진 현황, GOSR 1차 발간 기여사항 등 발표

2) KIOST 공식 블로그에 KOC 소개자료 게시

ㅇ 게시일시: 2017.08.09

ㅇ 게시물 제목: 국제 해양 연구의 교두보 한국해양학위원회 KOC

ㅇ 주요내용

- KOC 역사 및 구조, 역할 소개

- KOC 산하 소위원회 활동 및 역할 소개

2017년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강연 및 강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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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C 활동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 배포

ㅇ 배포건수: 5건

ㅇ 주요내용

- IOC/WESTPAC 우수과학자상 수상(2017.04.20.)

- 2017년 제3차 젊은과학자 컨퍼런스(ECSC-3) 관련 카드뉴스(2017.05.26)

- 2017년 제3차 젊은과학자 컨퍼런스(ECSC-3) 개최(2017.05.28)

- 2017년 KOC 제1차 정기총회 개최(2017.09.04)

- PICES 우스터상 수상(2017.09.27)

마. KOC 웹사이트 운영

1) 홈페이지 개편

ㅇ 일정: 2017.10.01.-12.31.(3개월)

ㅇ 수행업체: 한커뮤니케이션

ㅇ 주요결과

- PICES 연차총회 젊은해양과학자 참석 지원 관련 공고

- 제4차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참가자 모집, 접수 공고

2) KOC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정보제공

ㅇ 게시물수: 32건

ㅇ 주요내용

- IOC Circular Letter 게시

- KOC 총회 결과 게시

- KOC 산하 소위원회 활동내용 게시

- IOC, IOC/WESTPAC, PICES, SCOR 관련 공지사항 게시

KIOST 공식블로그 KOC 소개자료

보도자료 카드뉴스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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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11차년도(2018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UN 해양관련프로그램 적극적 참여를 통한 국제기구 대응체계 강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국제프로제트를 통한 국제기구

기여

ㅇUN Ocean Decade 및 IOC GOSR 수행

799,000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ㅇ신규 공동연구 과제 발굴

국제해양 거버넌스 참여

ㅇ국제기구(IOC, PICES, SCOR 등) 활동 자문

제공

ㅇ국제기구 정례회의 참석
ㅇ국제기구 임원 진출 및 활동 지원

국제해양 미래인재양성
ㅇ젊은해양과학자 국제학회 참석지원
ㅇ차세대 국제해양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KOC 사무국홍보활동
ㅇ온라인 홍보(홈페이지 운영, 뉴스레터 배포)
ㅇ오프라인 홍보(해양학회 특별세션 발표)

연구개발결과 요약 기술

1. 국제프로제트를 통한 국제기구 기여

가. 유엔 국제해양과학 10년 계획(UN Ocean Decade of Ocean Science, 이후 Ocean Decade) 이행을 위한 국제공동

연구 실행계획 수립

ㅇ 상대기관: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ㅇ 공동연구비: 150,000,000원(USD 130,435)

ㅇ 연구기간: 2018.2.1.-2018.12.31

ㅇ 연구목적

- SDGs 수행지원에 필요한 해양과학 관련 글로벌 파트너십 촉진

- 전체 해양생태계 및 이의 사회로의 기여에 대한 향상된 정량적 지식 습득

-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지원 위한 해저 및 자원 맵핑

-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통한 다학제간 해양연구역량 향상,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국의 경제적 편익 유도

ㅇ 주요내용

- Ocean Decade(2021-2030)에 수행할 동 프로그램 실행계획 작성

- 2019년까지 실행계획초안 작성

ㅇ 주요결과

- UN Decade 준비기간 중 자문전문가 그룹인 UN Decade 집행기획위원회(EPG) 위원 선발

: 제51차 IOC 집행이사회에서 UN Decade 집행기획그룹 ToR 승인 이후, 회원국, UN기구, 해양과학/정책/기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EPG 위원 추천을 받아서 약 130명의 지원자 중 19명의 전문가

를 지역별,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선발

※ 한국에서는 KIOST 이윤호 박사가 EPG 위원으로 최종 선발됨

- UN Decade EPG 1차 회의 개최(2018.12.17.~19,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

: UN Decade 로드맵 검토, 이행계획 준비, 워크숍 개최 지역/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협의

- 관련 회의에서 UN Decade 목표 및 홍보

: UN the International Aquarium Congress (Fukushima, November 2018)

: Sustainable Blue Economy Conférence (Nairobi, November2018)

: The PICES Annual Meeting (Yokohama, October2018)

: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ttee (London,

October2018)

: GEF International Waters Conférence (Marrakesh, November2018)

: IOC / Ocean Climate Conference (September 2018)

: UN BBNJ Process (April and September2018)

: Our Ocean Conference (Bali, October 2018)

: Regional Seas Global Meeting (Split,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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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OA Pathway Mid-Term review(Apia, October2018)

- UN Decade 로드맵 문서 초안 회람(2018.2.) 및 업데이트(2018.6)

- UN Decade 관련 세션(2018.10.2., 미국 유엔 본부), UN-Oceans 미팅(2018.3.26.~28, 파리 유네스코본부) 개최

- UN Decade 관련 행사유치 의사표명 요청 결과, 관계기관 및 파트너 50여개 이상이 유치 의사표명

- Decade 리플렛 초안 및 개정본, 브로셔 제작

IOC UN Decade 홍보물(리플렛)

나. 전지구해양과학보고서 2판(GOSR-II) 발간 추진 및 포털사이트 구축

ㅇ 상대기관: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ㅇ 연구기간: 2018.3.28.~2019.2.28

ㅇ 연구비: 100,000,000원(USD 93,104)

ㅇ 연구목적

- 국가별 해양과학 역량을 파악하여 해양연구에 필요한 기틀을 국제 거버넌스에 제공

- 해양과학역량 관련 데이터 데이터 산출물에 대한 접근 및 후속 GOSR 발간본을 위한 데이터 통합 촉진

ㅇ 주요결과

- GOSR-II 편집위원회 구성(멤버 12명)

- GOSR-II 편집위원회 1차 회의 개최(2018.4.24.~26,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

- GOSR 데이터포탈 구축,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설문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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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해양과학보고서(GOSR) 웹 기반 설문지

다. 신규 공동연구과제 발굴

ㅇ 동남아시아 산호밀집해역 서식종 분류 및 가입조사 3단계(DRMREEF-III) 추진

- 프로젝트 명: 동남아시아 산호밀집해역 서식종 분류 및 가입조사 3단계(DRMREEF-III)

- 상대기관: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서태평양지역위원회(IOC/WESTPAC)

- 연구책임자: 이윤호 박사(KIOST)

- 참여국: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시아,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 WESTPAC 사무국과 DRMREEF-2단계 참여했던 6개국*은 3단계 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 서한을 한국에 전달

- 프로젝트 기간: 2년(2019.01.01.~2020.12.31.)

- 금액: 150,000,000원(연간 75,000,000원)

- 연구목적

: 해양 생물종 식별 및 유전자 분석 역량 향상

: 데이터 포털의 확대 및 지속적 활용

: 서태평양지역의 산호초 분포와 바코드 정보를 담은 삽화수록 도서 발간

- 기대효과

: 나고야 의정서 발효이후 어려워진 해외 생물자원 확보와 관련, 본 프로젝트는 공동연구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연안 해양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서태평양지역의 해양생물 유전자원 확보하고 이를 국내기업에서 활

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데이터 포털 국내 운영

: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사업책임자를 맡고 있는 국제기구 공동연구프로그램으로 IOC/WESTPAC 내 한국의

위상 강화

라. PICES 및 SCOR의 신규 WG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 방안 모색

ㅇ PICES 특별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국내전문가의 국제공동연구 활동 활성화

- 프로젝트명: Turtle-logger: 바다거북 해양환경 모니터링 프로젝트(Sea turtle marine environment monitoring

project)

- 연구책임자: 김태원 교수(인하대학교)

- 프로젝트 기간: 4년(2018.12~2022.11)

- 금액: CAD 300,000 (연간 CAD 75,000)

- 주요내용

: 바다거북 이동경로 및 서식지 모니터링을 통해 동아시아 해양환경 모니터링 진행

: 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바다거북 생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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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ES Press,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게재 및 대중강연 실시

2. 국제해양 거버넌스 참여

가. 정부간 회의/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대응

1) 제51차 IOC 집행이사회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8.07.02.~06./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ㅇ 참석규모: 40개 집행이사국 정부대표 및 옵저버(미국, 영국 등), UN, GCOS, GEBCO, WCRP, WMO, IMO,

SCOR, PICES 및 사무국 관계자 등 약 250여명

ㅇ 한국 정부대표단: 허만욱, 정재관(해수부), 이충호(국립해양조사원), 이준수(국립수산과학원), 이소영(기상청), 변

상경 IOC 前 의장, 이윤호, 김경진, 김희진, 문중호, 김새슬(KIOST) 등 13명

ㅇ 주요결과

- IOC 사무국은 UN 해양과학 10개년(UN Decade) 준비 작업이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초기 지원해준 한국

과 벨기에에 특별히 사의를 표함

※ 한국이 130,435미불과 벨기에가 총 176,000미불을 지원

- 한국 정부대표단은 IOC 사무총장(Vladimir Ryabinin)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UN Decade에 기여와 협력을 지속

할 의향을 전달함

- 제51차 IOC 집행이사회 결과보고서 발간

ㅇ 활동내용

- 의제분석 및 총회 대응

- IOC 사무총장 및 각 부서 주요담당자(Salvatore Arico, Julian Babier)와의 별도 면담 개최를 통해 사무국와의

네트워크 및 협력 강화

제51차 IOC 집행이사회 정부대표단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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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 PICES 연차총회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8.10.25.~11.04./ 일본 요코하마

ㅇ 참석자: 한국 정부대표단 및 전문가그룹 참여 전문가 40여명

ㅇ 활동내용: 집행이사회를 비롯한 분과위 및 워킹그룹 등에 참여

ㅇ 지원내용: PICES 정부대표단 18인 왕복항공권, 체재비 지원

ㅇ 주요결과

- 박철 PICES 의장 2년 연임

- PICES 북태평양해양생태계상태보고서(NPESR) 2판 동해병기 한일 양자협의 개최

ㅇ 활동내용

- PICES 연회비 인상, 특별 프로젝트 등 PICES 주요의제 분석 및 대응, 정부대표단 발언 지원

- 연차총회 기간 중 중견과학자 및 젊은과학자 간 간담회 개최

제51차 IOC 집행이사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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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ES-2018 집행이사회(GC) 참석자 단체사진 PICES-2018 개회식

PICES-2018 결과보고서 발간

3) 2018년 SCOR 총회 집행이사회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8.09.04.~06./ 영국 플리머스

ㅇ 참석자: 유신재, 장찬주(KIOST)

ㅇ 주요결과

- 국내전문가(유신재, KIOST) SCOR 부의장으로 선출(임기: 2018~2020)

※ 신규 SCOR 부의장 3인: 유신재(한국), David Halpern(미국), Jing Zhang(중국)

ㅇ 활동내용

- SCOR WG 활동 보고 및 주요의제 대응

- 국제프로그램의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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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COR 총회 참가자 단체사진

4) 2018 PICES 과학평의회(SB) 중기회의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8.05.07.~11./ 캐나다 빅토리아

ㅇ 참석자: 주세종(KIOST)

ㅇ 활동내용: 분과위원회 활동 중간보고 및 검토

ㅇ 주요결과

- PICES-2018 총회 일정 협의, Wooster상. POMA상 수상자 선정, 차기 SB 의장 선출 논의 등 주요의제 참여

2018년 PICES SB 중기회의 참석자 사진

5) IOC/WESTPAC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8.09.27.~28/필리핀 마닐라

ㅇ 참석자: 이윤호(KIOST)

ㅇ 활동내용

- IOC/WESTPAC 활동내용 점검 (2017~2018)과 차기 활동 일정 수립 등 주요의제 대응 참여

- 해양 process와 기후 프로그램, 해양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건강성 프로그램,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등에서 이루

어진 다양한 프로젝트의 활동내용을 점검하고 각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전할 권고사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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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WESTPAC 자문위원회 참석자 사진

6) 국제에너지기구(IEA) 해양에너지시스템 이행협약(OES-IA) 제34차, 제35차 집행위원회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제34차 집행위원회) 2018.06.11.~15/ 프랑스 셰르부르

- (제35차 집행위원회) 2018.11.27.~11.30/ 스페인 라스팔마스

ㅇ 참석자: 이진학(KIOST)

ㅇ 주요내용

- 정기회의 의제 분석 및 아국의 대응전략 수립

- OES-IA 분과위원회 국내 전문가 분과위원회 활동 확대

- OES-IA 국내위원회 운영 및 국제 네크워크 기반 구축

ㅇ 활동내용

-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주요의제 대응 및 회원국 동향 파악

- 국내 해양에너지 관련 정책 및 기술동향 소개

※ 발표제목: Update of Ocean Energy Activities in Korea

제34차 IEA-OES 집행위원회 회의 ICOE 2018 개회식

7) UN 해양과학10개년(UN Decade) 추진을 집행기획그룹(Executive Planning Group, EPG) 위원 국내전문가 진출

및 활동 지원

ㅇ 배경

- UESCO-IOC에서 2020년부터 10년간 진행되는 UN Decade의 실행계획 개발을 위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기

획그룹 설립하여 149개국 후보 중 17개국*의 과학자만을 최종 선정

* 선정국가 : 한국, 콜롬비아, 멕시코, 호주, 스웨덴, 이집트, 뉴질랜드, 인도, 프랑스, 중국, 포르투갈, 러시아, 남

아공, 일본, 독일, 푸에르토리코, 미국(3인) 총 17개국 19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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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발위원 : 이윤호 책임연구원

ㅇ 활동기간 : 2018년 말~2020년 말

ㅇ 향후활동내용

- 2021년부터 추진되는 UN Decade 준비단계(2018~2020)에 전문적 자문 수행

- UN Decade 기획체계, 프로그램/프로젝트, 지역워크숍 개최 등 실행계획 수립 참여

UN Decade 집행기획그룹(EPG) 최종선정자 명단(UNESCO 홈페이지)

나. 국제해양 거버넌스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임원활동 지원

1) IOC 변상경 前의장

ㅇ 주요활동

- 국내외 IOC 관련 활동 대응 및 자문활동, IOC의 전의장으로서의 활동 지원

- 제51차 IOC 집행이사회 참석(2018.07.01.~07./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 IOC 의장단 회의 참석(2018.07.02., 07.06.)

: 집행이사회 의제 분석 및 정부대표 발언문 작성(의제 4.4 SDGs)

: UN Decade 관련 IOC 사무총장과 한국정부대표단 면담 주선(2018.07.06.)

ㅇ 지원내용

- 제51차 IOC 집행이사회 참석을 위한 항공료 및 체재비 등 활동경비 지원

- 활동 관련 행정지원 및 요청사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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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의장단 회의

2) IOC/WESTPAC 이윤호 前수석부의장

ㅇ 주요활동

- WESTPAC 자문단 활동 등 기타활동 지원

- IOC/WESTPAC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2018.09.27.~28/필리핀 마닐라)

- IOC/WESTPAC 아시아-태평양 산호초 심포지엄(APCRS) 참석 및 논문 2건 발표(2018.06.04.~08/필리핀 세부)

* 발표논문 제목

1. DNA barcodes for teleost fish species from protected coral reefs in Mindanao, Philippines;(세션:

Biodiversity and Evolution of coral reef organisms)

2. Establishment of a western Pacific regional database on coral reef organisms in the IOC/WESTPAC

DRMREEF project(세션: Biodiversity and Evolution of coral reef organisms)

- 제51차 IOC 집행이사회 참석 및 관련의제(의제3.2 IOC 지역위원회(IOC/WESTPAC) 활동보고) 발언

(2018.07.02.~06/프랑스 파리)

아시아-태평양 산호초 심포지엄 참석 사진 제51차 IOC 집행이사회 발언 사진

ㅇ 지원내용

- WESTPAC 자문위원단 회의, 제51차 IOC 집행이사회, 관련 심포지엄 등 행사 참석 경비 지원

- 활동 관련 행정지원 및 요청사항 대응

3) PICES 박철 의장 : PICES 의장 활동 지원 및 PICES 자문

ㅇ 주요활동

- 제2회 SOI Global Dialogue에 PICES 의장자격으로 참석, 생물양성기구(CBD) 관련 논의 참여(2018.04.10.~13/서울 웨스

틴조선호텔)

- 2018 PICES 국제 심포지엄 ‘태평양 전이지역 변화에 대한 이해‘ 참석(2018.04.24.~26/멕시코 라파스)

- 2018 PICES 중기회의(ISB) 참석(2018.05.08.~13/캐나다 빅토리아)

- 제4차 PICES/ICES/IOC 주관 세계해양기후변화 영향 국제심포지엄(ECCWO-18) 참석(2018.06.04.~08/미국 워싱턴

DC)

- 2018 북대서양해양과학기구(ICES) 연차과학총회, 과학위원회 참석(2018.09.22.~30/독일 함부르크 대학)

- 2018 PICES 연차총회 참석(2018.10.26.~11.04/일본 요코하마)

ㅇ 지원내용

- PICES 사무국을 통해 PICES 의장 활동 경비 지원(201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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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관련 행정지원 및 요청사항 대응

제2회 SOI Global Dialogue 참석

태평양 전이지역 변화에 대한 이해 국제 심포지엄 참석

4) SCOR 부의장 진출 지원

ㅇ 주요활동

- KIOST 유신재 박사 SCOR 부의장으로 진출 달성

- 2018년 SCOR 총회 집행이사회 참석(2018.09.04.~06/영국 플리머스)

2018-2020년 SCOR 의장단 목록(SCOR 홈페이지)

3. 국제해양 미래인재양성

가. 유망 젊은해양과학자 국제해양학회 참석 및 논문발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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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ICES 2018 연차총회 참석 지원

ㅇ 일정 및 장소: 2018.10.25.~11.04./ 일본 요코하마

ㅇ 선발인원: 6명(1명 개인사정으로 5명 참가)

* 공은진(KIOST), 김형기(KIOST), 노수연(서울대), 전찬형(인하대), 최연주(연세대), 김민경(서울대)

ㅇ 선발절차

- 젊은과학자 선발을 위한 PICES 소위원회를 통해 심사위원 5명 선정

- 2018년 한국해양학회 춘계학술대회(5.25, 제주ICC) 지원자 선발을 위한 PICES 특별세션 개최

- 영어 구두발표(15분) 및 질의응답(5분) 후 평가점수 순으로 선발

ㅇ 지원내용: PICES 연차총회 왕복 항공료 지원

ㅇ 주요결과

- PICES 2018 연차총회 세션 참가, 포스터 및 구두 발표

- 젊은과학자 발표우수자 수상자 15인 중 우리나라 젊은과학자 4인 선정(지원 대상 자 1인 포함)

- 지원 대상자 발표내용

• 공은진(KIOST): Spatial and inter-annual variability in the primary productivity of the East China Sea

and Southern Yellow Sea (1998-2012)

• 김형기(KIOST): Comparison of nematode assemblages associated with Sargassum muticum in its native

range in South Korea and as an invasive species in the English Channel

• 노수연(서울대): Observation on internal wave modulation under varying mesoscale variability for 18

years from 2000 to 2017 off the east coast Korea

• 전찬형(인하대): Near-inertial waves advected by the Kuroshio from observation and simulation

• 최연주(연세대): The scaling of the mixed layer depth under surface heating using LES

PICES 참석지원 젊은과학자 발표우수자 선정

2) 2018년도 제6차 PICES 여름학교(summer school) 참석 지원

ㅇ 일시 및 장소: 2018.07.09.-13./ 캐나다 빅토리아

ㅇ 주제: 연안 해양관측 과학

ㅇ 참석자: 박사과정 졸업예정자 및 박사학위 후 5년 이내 젊은 과학자 25명

ㅇ 지원 대상자: 공은진(KIOST)

ㅇ 지원내용: 항공료 지원

※ 제3차 PICES/ICES 차세대과학자 컨퍼런스(ECSC-3) 한국 측 기여금 잔액(CAD 11,187)을 여름학교 경비

로 사용, 일부는 한국 젊은과학자 초청비로 사용

3) IMBeR ClimEco6 Summer School 한국인 젊은과학자 참석 지원

ㅇ 일시 및 장소: 2018.08.01.-08./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

ㅇ 참석자: 공은진(KIOST)

ㅇ 지원내용: 왕복항공료 지원

ㅇ 주요결과

- 연구결과 포스터 발표(Spatial and inter-annual variability in the primary productivity of the East China

Sea and southern Yellow Sea (199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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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주제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for sustainable oceans” 관련 최신 연구동향 파악

- 젊은과학자들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IMBeR ClimEco6 Summer School 참석 사진

나. 차세대 국제해양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ㅇ 행사명: 제5차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2018.12.20.~22./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

ㅇ 참석자: 해양관련학과 및 해양분야에 관심있는 학부생 50명

ㅇ 강연자:

ㅇ 주요내용

- 해양과학분야 별 국제동향 강의 및 학생 발표(해양관련 자유주제) 진행

- 국제기구 활동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기구 동향과 이슈 관련 강연 진행

- 젊은 해양과학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멘토링

- 해양유관 기관 소개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

- 참가자 포스터발표 및 조별발표 진행

다. 멘토 프로그램 활성화

1) 2018 PICES 연차총회 참석 젊은 과학자와 중견과학자 간 간담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2018.10.30./일본 요코하마

ㅇ 참석자: PICES 참석 젊은과학자 및 중견과학자 60여명

ㅇ 주요결과

- PICES 활동 경험 공유 및 관련 정보 제공, 진로탐색 기회 제공 등 세대간 정보 활성화

PICES-2018 참석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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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차 차세대 과학자 워크숍 젊은과학자와의 만남 세션 진행

ㅇ 일시 및 장소: 2018.12.21./제주 메종글래드 호텔

ㅇ 젊은과학자:

ㅇ 주요결과

- 젊은 과학자와 학생 간 대담을 통한 진로탐색 정보 제공

라. PICES 인턴십 프로그램 신탁기금 공여

ㅇ 금액: CAD 5,000(약 5,000,000원)

ㅇ 목적: 연차총회 참석 등 인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인턴프로그램 운영

4. KOC 사무국 운영

가. 2018년 KOC 제1차/제2차 정기총회(2회), 임시총회 개최(1회)

ㅇ 일시 및 장소

- (제1차 정기총회) 2018.06.25./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 (제2차 정기총회) 2018.12.20./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예정)

- (임시총회) 2018.08.30./서울스퀘어

ㅇ 주요내용

- 제16대 KOC 위원 구성, KOC 상·하반기 실적보고 및 향후계획 수립

- 국가차원에서 UN Decade 집행기획위원회(EPG) 위원 추천

나. KOC 산하 소위원회 개최

1) 제51차 IOC 집행이사회 대응논의를 위한 IOC 소위원회 개최(3회), IOC/UN Decade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회

개최(2회)

ㅇ 일시 및 장소

- 2018.5.25./제주 부영호텔 회의실

- 2018.6.15./서울역 KTX 회의실

- 2018.6.27./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 2018.08.30./서울역 삼경C&M 회의실

- 2018.10.12./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ㅇ 참석자: 정재관 외 제51차 IOC 집행이사회 정부대표단, IOC/UN Decade 소위원회 위원 10여명

ㅇ 주요결과

: 집행이사회 의제분석, 역할분담 및 발언문 작성 검토

3) 2018년 PICES 소위원회 개최(4회)

ㅇ 일시 및 장소

- 2018.03.23./부산역 KTX 회의실

- 2018.05.29./제주 ICC

- 2018.07.25./KIOST 부산본원

- 2018.10.02./부산역 KTX 회의실

ㅇ 참석자: 심원준 외 PICES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10명

ㅇ 주요결과

: PICES-2018 연차총회 지원대상자 및 젊은과학자 선발 관련 논의

: PICES 중기회의 결과 공유

: PICES 특별프로젝트 제안서 심사

: PICES-2018 연차총회 참석 전 주요 대응 이슈 공유

4) 2018년 SCOR 소위원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2018.7.20./부산역 KTX 회의실

ㅇ 참석자: 유신재 외 SCOR 소위원회 위원 9명

ㅇ 주요결과: 신규 워킹그룹 제안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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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성과 홍보 및 정보제공

1) 2018년 한국해양학회 특별세션 개최

ㅇ 세션명: 국제기구 활동 정보제공을 위한 KOC 특별세션

ㅇ 일시 및 장소: 2018.05.24./제주 ICC

ㅇ 발표자: 정재관(해수부), 주세종, 유신재, 정회수(KIOST)

ㅇ 주요결과

- KOC 관련 국제기구(PICES, SCOR, IOC) 주요이슈, KOC 국내과학자 지원 프로그램 소개

2) 차세대 해양과학자 대상 KOC 관련 국제기구 홍보(예정)

ㅇ 행사명: 제5차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ㅇ 일시 및 장소: 2018.12.20.~22./제주 메종글래드 호텔

ㅇ 발표자: 변상경 IOC 前 의장, 강현주, 주세종, 유신재

ㅇ 주요내용

: KOC 활동소개 및 젊은과학자 지원 프로그램 홍보

: 국제기구 활동, 사무국 운영, 향후 국제기구 직원으로 진출방법 등 강연

라. 국제기구업무 상시 대응

1) SCOR 2018년도 연회비 납부

ㅇ 일시: 2018.05.10

ㅇ 금액: USD 13,110 (한화 약 16,500,000원)

ㅇ 회원자격: 정회원 Category III

2) PICES 사무국 대응업무

ㅇ 박철의장 지원 관련 대응(지원금 송금)

ㅇ PICES-2018 연차총회 후속조치 지원(PICES 사무국장 선정위원회 선발, 2019년 인턴프로그램 한국 파견, 연회

비 상승 등)

3) IOC 사무국 대응업무

ㅇ UN Decade 활동관련 행사유치 및 기여의사 표명(2018.8.31)

ㅇ UN Decade EPG 위원 추천(2018.09.05)

ㅇ 전지구해양과학보고서 2판(GOSR-II) 국내담당자 선정(2018.09.19)

ㅇ 재정자문그룹 위원 국내위원 추천(2018.10.30)

마. KOC 웹사이트 운영

ㅇ KOC 홈페이지 구축 운영

- KOC 주관 행사 접수사이트를 구축하여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등 참가자 모집, 등록 시 활용

ㅇ 웹사이트를 통한 해양관련 최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 KOC관련 뉴스 뿐 아니라 원내에 게시되는 다양한 해양과학관련 최신 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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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12차년도(2019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UN 해양관련프로그램 적극적 참여를 통한 국제기구 대응체계 강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국제프로제트를 통한 국제기구

기여

ㅇUN Ocean Decade 및 IOC GOSR 수행

775,000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ㅇ신규 공동연구 과제 발굴

국제해양 거버넌스 참여

ㅇ국제기구(IOC, PICES, SCOR 등) 활동 자문

제공

ㅇ국제기구 정례회의 참석
ㅇ국제기구 임원 진출 및 활동 지원

국제해양 미래인재양성
ㅇ젊은해양과학자 국제학회 참석지원
ㅇ차세대 국제해양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KOC 사무국홍보활동

ㅇ온라인 홍보(홈페이지 운영, 뉴스레터 배

포)
ㅇ오프라인 홍보(해양학회 특별세션 발표)

연구개발결과 요약 기술

1. 국제프로제트를 통한 국제기구 기여

가. 유엔 국제해양과학 10년 계획(UN Ocean Decade of Ocean Science, 이후 Ocean Decade) 이행을 위한 국

제공동연구 실행계획 수립

ㅇ 상대기관: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ㅇ 공동연구비: 150,000,000원(USD 130,435)

ㅇ 연구기간: 2019.2.1.-2019.12.31

ㅇ 연구목적

- SDGs 수행지원에 필요한 해양과학 관련 글로벌 파트너십 촉진

- 전체 해양생태계 및 이의 사회로의 기여에 대한 향상된 정량적 지식 습득

-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지원 위한 해저 및 자원 맵핑

-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통한 다학제간 해양연구역량 향상,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국의 경제적 편익 유도

ㅇ 주요내용

- Ocean Decade(2021-2030)에 수행할 동 프로그램 실행계획 작성

- 2019년까지 실행계획초안 작성

ㅇ 주요결과

- UN Decade of Ocean Science 글로벌기획회의(GPM) 참석

장소: 덴마크 코펜하겐

일시: 2019년 5월 13일-15일

주요결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UN해양과학10년사업(UN Decade)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 세계 이

해당사자 의견 수렴(주요 해양과학 연구 주제 및 실행 방안 도출, 이해당사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협의, 역량강화, 재원확보, 자료공유, 기술 전달, 홍보 등 횡재 문제 논의, 사회적 기대효과에 대

한 패널 토론 및 실무 그룹 집중 토론)

나. 동남아시아 산호밀집해역 서식종 분류 및 가입조사 3단계(DRMREEF-III) 추진

ㅇ 상대기관: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서태평양지역위원회(IOC/WESTPAC)

ㅇ 연구책임자: 이윤호 박사(KIOST)

ㅇ 참여국: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시아,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ㅇ 프로젝트 기간: 2년(2019.01.01.~2020.12.31.)

ㅇ 금액: 150,000,000원(연간 7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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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목적

- 해양 생물종 식별 및 유전자 분석 역량 향상

- 데이터 포털의 확대 및 지속적 활용

- 서태평양지역의 산호초 분포와 바코드 정보를 담은 삽화수록 도서 발간

ㅇ 기대효과

- 나고야 의정서 발효이후 어려워진 해외 생물자원 확보와 관련, 본 프로젝트는 공동연구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연안 해양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서태평양지역의 해양생물 유전자원 확보하고 이를 국

내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데이터 포털 국내 운영 : 웹사이트 내 해양생물유전정보 획득 결과 게시 중(연간 300건 이상 목표)

-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사업책임자를 맡고 있는 국제기구 공동연구프로그램으로 IOC/WESTPAC 내 한

국의 위상 강화

다. Turtle-logger: 바다거북 해양환경 모니터링 프로젝트(Sea turtle marine environment monitoring project)

ㅇ 연구책임자: 김태원 교수(인하대학교)

ㅇ 프로젝트 기간: 4년(2018.12~2022.11)

ㅇ 금액: CAD 300,000 (연간 CAD 75,000)

ㅇ 주요내용

- 바다거북 이동경로 및 서식지 모니터링을 통해 동아시아 해양환경 모니터링 진행

- 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바다거북 생태교육 실시

- PICES Press,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게재 및 대중강연 실시

ㅇ 추진결과

- 프로젝트 착수 회의 개최

장소: 제주 KIOST 센터

일시: 2019년 8월 26일-27일

주요결과: 로드맵 완성 및 태그 장착한 푸른바다 거북 방류

Year 1 Year 2 Year 3 Year 4

Tracking Jeju Sea 3 iridium tags 3 iridium tags 3 iridium tags 3 iridium tags

PICES iridium tag를 달고 방류 전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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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해양 거버넌스 참여

가. 정부간 회의/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대응

1) 국제에너지기구(IEA) 해양에너지시스템 이행협약(OES-IA) 제36차, 제37차 집행위원회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36차 : 2019.03.26. ~ 28. / 멕시코 플라야델카르멘

- 37차 : 2019.10.02. ~ 03. / 아일랜드 더블린

ㅇ 참석자: 이진학(KIOST)

ㅇ 활동내용:

- 36차 : 국내 해양에너지 정책/기술동향 소개, 2018년 회계감사 보고 및 승인, 2019년 예산 소개

- 37차 : 국내 해양에너지 정책/기술동향 소개, 2019년 예산 수입 및 지출 현황 및 2020년 예산(안) 검토

2) 제12차 IOC/WESTPAC 총회 참석

Turtles
(at least one logger

head)

(at least one

logger head)

(at least one

logger head)

(at least one

logger head)

Trash monitoring Jungmun Beach Foraging grounds

Tracking Green

Sea Turtles in

Japan (Ishigaki)

2 iridium tags

1~2 tags

depending on the

results

Sea Turtle

monitoring

interviews

(questionnaires)

Korea

(demonstration,

standardization)

N = 15 ~25

Korea, Japan, Hong

Kong, Hawaii

USA, Canada

China

Meeting
Kick-off meeting

PICES BM

PICES business

meeting

PICES business

meeting
Wrap-up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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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IOC/WESTPAC 총회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9.04.02.~05./ 필리핀 마닐라

ㅇ 참석자: 김선하(해양수산부), 이윤호, 변상경, 김새슬(KIOST)

ㅇ 주요의제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해양과학 10개년(UN Decade) 지역워크숍 개최 논의

- 기존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워킹그룹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 신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워킹그룹 등에 대한 승인

- IOC/WESTPAC 의장단 선출

ㅇ 주요결과

- IOC/WESTPAC 의장단 선출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해양과학 10개년(UN Decade) 이행 관련 대응

- 우리나라 참여 공동연구 증진

3) 2019 PICES 중기회의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9.04.18. ~ 21. / 일본 요코하마

ㅇ 참석자: 한국 정부 대표단 및 전문가그룹 참여 전문가 10명

ㅇ 활동내용: 분과위원회 활동 중간보고 및 검토

ㅇ 주요결과

- PICES 연회비 증액, 동해편 제2판 발간 관련 업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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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PICES 중기회의 참석자 사진

4) UN 해양과학10개년(UN Decade) 추진을 집행기획그룹(Executive Planning Group, EPG) 위원 국내전문

가 진출 및 활동 지원

ㅇ 일시 및 장소: 2019.05.13. ~ 15. / 덴마크 코펜하겐

ㅇ 참석자: 이윤호(KIOST), 박윤이(KIMST)

ㅇ 주요의제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UN해양과학10년사업(UN Decade)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 세계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사회적 기대효과에 대한 패널 토론 및 실무 그룹 집중 토론

ㅇ 주요결과

- UN해양과학10년사업 제1차 글로벌기획회의 참가자 및 이해당사자 그룹(국제기구, 연구기관, 학계, 산

업계, 정책 담당자, 언론계, 민간기구, 젊은세대 대표 등) 220개 기관이 참석

- R&D 우선분야, 사회적 기대효과, 기존 프로그램의 확장, 역량강화와 자료 공유, 이해당사자간 협력

등 횡재 문제 협의

5) UN 해양과학 10년 사업 집행기획위원회 임시회의 참석 및 부대행사 지원

ㅇ 일시 및 장소: 2019.06.14. / 미국 UN 본부

ㅇ 주요내용 : UN 본부에서 UN 해양과학 10년 사업 지행기획위원회 임시회의가 개최

- UN Decade의 과학활동계획과 관리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UN에 UN Decade를 홍보하

는 부대행사를 갖고 이를 대한민국이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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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해양과학 10년 사업 집행기획위원회 임시회의 참석 및 부대행사 지원

5) IOC 제52차 집행이사회 및 제30차 총회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9.06.25.~07.04./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ㅇ 참석규모:

- 집행이사회: 39개국 IOC 집행이사국 대표단 및 유네스코 사무국, 관련 국제기구 등 100여명

- 총회: 150개 IOC 회원국 대표단 및 유네스코 사무국, 관련 국제기구 등 300여명

ㅇ 한국 정부대표단: 안은주, 이선경(주유네스코대표부), 유은원, 김선하(해양수산부), 이준수(국립수산과학

원), 이충호(국립해양조사원), 변건영(기상청), 변상경(IOC 前의장), 조승환 원장, 박윤이

연구원(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이윤호, 강현주, 엄경환, 김새슬, 문중호(한국해양과학

기술원)

ㅇ 주요결과

- IOC 의장단 및 집행이사국 선거

의장 및 부의장 신규 선정

의장(1인): Ariel Troisi (아르헨티나)

부의장(5인): Monika Breuch-Moritz(독일), Alexander Frolov(러시아), Frederico Nogueira (브라

질), Satesh Shenoi(인도), Karim Hilmi(모나코)

※ 우리나라는 27년 간(14회 연속) 집행이사국 지위 유지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해양과학 10개년(이하 UN Decade) 계획수립 관련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 발표

: R&D 우선순위 7개 분야 선정 및 가능성 있는 사업 아이템 소개

: 캐나다, 멕시코, 에콰도르, 브라질, 이탈리아, 일본(IOC/WESTPAC, PICES 공동 주관) 등에서 지역

워크숍 개최

: 제2차 EPG 회의(2020년 상반기, 프랑스 파리) 및 제2차 UN 해양컨퍼런스 개최(2020.6.2.-5., 포르투

갈)

한국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제출한 결의안 채택

: 결의안 주요내용: △ UN Decade 지원사무국 설립 및 국가조정 메커니즘을 위한 지침(안) 검토, △

향후 실행계획 초안 검토 요청, △ 실행계획 초안 검토의견을 제53차 집행이사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 △ 사무국 직원 파견 등 in-kind 및 자발적 기금 기여 촉구, △ 지역워크숍 및 국제워크숍,

주제회의(thematic meeting) 유치 및 재정지원 요청, △ UN Decade 준비단계 재정지원 및 관련행

사 유치 국가에 대한 사의 표현 등

우리나라는 발언을 통해 UN Decade에 대한 한국의 기여사항을 안내하고, 향후 UN Decade 조정사

무국 유치 의사를 밝힘

- UN 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이하 UN Decade) 준비단계 지원을 위한 KIOST-IOC 간 FIT 레터 교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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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2019.7.3.(수) 9:30, UNESCO 본부 5회의실

참석자: Vladimir Ryabinin IOC 사무총장, Julian Barbiere IOC 해양정책&지역수행섹션 책임자,

Jessica Jeavons UNESCO 전략기획국 직원.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강현주

KIOST 국제협력부장, 이선경 주유네스코대표부 주재관 등

사업명: UN Decade 준비단계 지원-홍보 및 행사개최

사업기간: 2019.7.1.~12.31

사업비: 1.5억 원 (USD 129,000)

사업내용: UN Decade 준비단계에 예정되어 있는 집행기획위원회(EPG) 회의 및 글로벌기획회의

(Global Planning Meeting) 등 UN 기구 및 이해관계자를 UN Decade에 참여시키기 위

한 활동 개최

6) 2019년 SCOR 연차총회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9.09.22.~25./ 일본 도야마

ㅇ 참석자: 유신재, 장찬주, 강동진(KIOST)

ㅇ 주요결과

- SCOR WG 활동 보고 및 주요의제 대응

- 국제프로그램의 현황 보고

- 2021년 SCOR 연차총회 국내 개최 논의

- 국내 과학자의 한국활동 강화 협의(신규 워킹그룹 관련)

제30차 IOC 총회 KIOST-IOC 간 FIT 레터 교환식

IOC 제30차 총회 및 제52차 집행이사회 결과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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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SCOR 연차총회 참가자 단체사진

7) 2019 PICES 연차총회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19.10.16.~27./ 캐나다 빅토리아

ㅇ 참석자: 한국 정부대표단 및 전문가그룹 참여 전문가 40여명

ㅇ 활동내용: 집행이사회를 비롯한 분과위 및 워킹그룹 등에 참여

ㅇ 지원내용: PICES 정부대표단 18인 왕복항공권, 체재비 지원

ㅇ 주요결과

- PICES 연회비 인상 논의

- 특별 프로젝트 협의

- 2021년 PICES 총회 개최지 한국 선정(구체 개최지는 미정)

- 연회비 인상 관련하여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은 합의 도출했으나, 러시아 측의 추가 검토(정부

부처 보고) 요청으로 인해 차후에 재논의 예정

- 젋은과학자 참여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학술활동결과 매년 젊은과학자상을 수상함

- PICES 북태평양해양생태계상태보고서(NPESR) 2판 동해병기 한일 양자협의 개최

ㅇ 활동내용

- PICES 연회비 인상, 특별 프로젝트 등 PICES 주요의제 분석 및 대응, 정부대표단 발언 지원

- 동해병기 대응을 위한 한·일 양자회담 개최 및 정부대표 지원활동 수행

- 연차총회 기간 중 중견과학자 및 젊은 과학자 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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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해양 거버넌스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임원활동 지원

1) 변상경 IOC 前의장 활동 지원

ㅇ 주요활동

- UN Decade 국제 프로그램 사무소의 원내 유치를 위한 전략 자문

- 이란의 UNESCO 센터 유치과정 분석

- 이란 UNESCO 센터 유치관련 IOC 내부사안 검토

ㅇ 지원내용

- 의장단회의, 제30차 IOC 총회 및 제52차 IOC 집행이사회 참석을 위한 항공료 및 체재비 등 활동경비

지원

- 활동 관련 행정지원 및 요청사항 대응

2) IOC/WESTPAC 이윤호 前수석부의장 활동 지원

ㅇ 주요활동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UN해양과학10개년사업(UN Decade) 추진 관련 의미, 방향 설정, 국제기획회의

와 지역워크숍 개최 논의

- 기존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워킹그룹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 신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워킹그룹 등에 대한 승인

ㅇ 지원내용

- 제12차 IOC/WESTPAC 총회 참석을 위한 항공료 및 체재비 등 활동경비 지원

- 활동 관련 행정지원 및 요청사항 대응

3) 박철 PICES 의장 : PICES 의장 활동 지원 및 PICES 자문

ㅇ 주요활동

- 사무국 연차총회 준비 점검

- 차기 사무총장 선임을 위한 면접 진행(전형위원으로 참석)

- 개회식, Committee Business Meeting, 폐회식, Chairman’s Reception 참석

- 재정행정위원회(F&A), 집행이사회(GC) 등 위원회 진행

ㅇ 지원내용

- PICES 사무국을 통해 PICES 의장 활동 경비 지원(2019.06.)

- 활동 관련 행정지원 및 요청사항 대응

4) 유신재 SCOR 부의장 활동 지원

ㅇ 주요활동

PICES-2019 결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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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SCOR 집행위원회 참석 및 협력기구 보고 분배 관련 협의

- SCOR 의장 보고 및 사무총장 보고 내용 포함 총회 참석

- 2020년 시작될 신규 전문가 그룹 6개 제안서에 대한 소개 발표

ㅇ 지원내용

- SCPR 총회 참석을 위한 항공료 및 체재비 등 활동경비 지원

- 활동 관련 행정지원 및 요청사항 대응

- SCOR 부의장 유신재 박사를 영국 PML로 파견한 결과 유럽 지역 과학자와의 추가 네트워킹이 용이

해졌으며, 2021년 한국의 SCOR 연차총회 개최가 확정이 된 상황임.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아국

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유신재 박사의 SCOR 의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3. 국제해양 미래인재양성

가. 유망 젊은해양과학자 국제해양학회 참석 및 논문발표 지원

1) PICES 2019 연차총회 참석 지원

ㅇ 일정 및 장소: 2019.10.16.~27./ 캐나다 빅토리아

ㅇ 선발인원: 5명(개인사정에 의해 4명 참가)

* 신지윤, 이경재, 강지원(이상 서울대학교), 이민영(제주대학교)

ㅇ 선발절차

- 젊은과학자 선발을 위한 PICES 소위원회를 통해 심사위원 5명 선정

- 2019년 한국해양학회 춘계학술대회(5.16, 제주ICC) 지원자 선발을 위한 PICES 특별세션 개최

- 영어 구두발표(15분) 및 질의응답(5분) 후 평가점수 순으로 선발

ㅇ 지원내용: PICES 연차총회 왕복 항공료 지원

ㅇ 주요결과

- PICES 2019 연차총회 세션 참가, 포스터 및 구두 발표

- 젊은과학자 발표우수자 수상자 중 우리나라 젊은과학자 4인 선정

- 지원 대상자 발표내용

• 신지윤(서울대): Intraseasonal abyssal current variability of bottom-trapped topographic Rossby

waves in southwestern East Sea (Japan Sea)

• 이경재(서울대):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East Sea (Japan Sea) Mesoscale Eddies Detected,

Tracked, and Grouped using Satellite Altimeter Data from 1993 to 2017

• 강지원(서울대): Non-seasonal variability of the Kuroshio shelf intrusion and its associated

changes in the ocean environment over the East China Sea during 1993-2017

• 이민영(제주대): The monthly wet depositional fluxes of organic matter in precipitation of Jeju

Island

나. 차세대 국제해양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ㅇ 행사명: 제6차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2019.08.19.~21./ 부산 해운대 더베이 101

ㅇ 참석자: 해양관련학과 및 해양분야에 관심있는 학부생 50명

ㅇ 강연자: 성동훈(전남대) 외 11명

ㅇ 주요내용

- 국제기구 활동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기구 동향과 이슈 관련 강연 진행

- 젊은 해양과학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멘토링

- 해양유관 기관 소개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

- 참가자 포스터발표 및 조별발표 진행

- 강연자와 참석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행 : 만족 비율이 88%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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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 관리 방안

: 기존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기 워크쇼 개최 관련 정보 사전 공유(소속 학교 내 홈페이지, SNS

홍보 등)

: 년차별 프로그램이 다른 관계로(초청 연사, 유관 기관 방문 및 Training 등) 참여 학생 수를 중복

산정하여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차세대 국제해양리더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할 예정(재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시 추가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재

참여에 대한 주요 요인 및 건의 사항을 상세 파악)

: 부산 이외 제주, 여수, 강릉 등 타 지역 개최를 검토하여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 지속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의 상세 성과를 유튜브 채널 영상 업로

드를 통한 적극 홍보

: 참여자 DB를 구축하여 향후 상위프로그램(젊은과학자 지원) 참석이 가능하게끔 적극 홍보 계획임

다. 멘토 프로그램 활성화

1) 2019 PICES 연차총회 참석 젊은 과학자와 중견과학자 간 간담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2019.10.21.(월) / 캐나다 빅토리아

ㅇ 참석자: PICES 참석 젊은과학자 및 중견과학자 60여명

ㅇ 주요결과

- PICES 활동 경험 공유 및 관련 정보 제공, 진로탐색 기회 제공 등 세대간 정보 활성화

2) 제6차 차세대 과학자 워크숍 젊은과학자와의 만남 세션 진행

ㅇ 일시 및 장소: 2019.08.20./부산 해운대 더베이 101

ㅇ 젊은과학자: 강분순, 김중진, 허만웅, 오철홍 (좌장 : 주세종)

ㅇ 주요결과

- 젊은 과학자와 학생 간 대담을 통한 진로탐색 정보 제공

라. PICES 인턴파견

ㅇ 파견자: 김새슬(한국해양과학기술원)

ㅇ 선발절차

- PICES 소위원회를 통해 후보자 공개모집 및 면접 실시

- 선발자를 PICES 사무국에 추천하여 PICES 사무국 측에서 최종 선발

- PICES 사무국 인턴 근무(2019년 10월 파견 완료)

ㅇ 인턴 주요업무

- PICES 작업반(WG), 과학 및 기술위원회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 PICES 주최 회의 준비

- PICES에서 출간하는 출판물 편집 및 교정 업무 지원

- 해양과학 협력 프로그램 업무 지원

- PICES와 국제기구 간 활동업무 지원

4. KOC 사무국 운영

가. 2019년 KOC 제1차/제2차 정기총회(2회)

ㅇ 일시 및 장소

- (제1차 정기총회) 2019.07.16. / 서울역 회의실

- (제2차 정기총회) 2018.12.12. / 서울 명동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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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내용

- IOC/UN Decade 소위원회 위원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관련 전문가 추천 필요

- 기존 소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구성함

- IOC/UN Decade 소위원회 2018년 상반기 활동을 보고

나. KOC 산하 소위원회 개최

1) IOC/UN Decade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회 개최(2회)

ㅇ 일시 및 장소

- 2019.02.11./서울역 KTX 6 회의실

- 2018.05.02./서울역 프리미엄라운지 토파즈룸

ㅇ 참석자: 제52차 IOC 집행이사회 정부대표단, IOC/UN Decade 소위원회 위원 10여명

ㅇ 주요결과

: 집행이사회 의제분석, 역할분담 및 발언문 작성 검토, 한국해양학회 UN Decade 특별세션 준비

3) 2019년 PICES 소위원회 개최(3회)

ㅇ 일시 및 장소

- 2019.05.10. / 부산역 KTX 530 회의실

- 2019.10.08. / 부산역 KTX 201 회의실

- 2019.12.11.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 본원

ㅇ 참석자: PICES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15명

ㅇ 주요결과

: PICES-2019 연차총회 지원대상자 및 젊은과학자 선발 관련 논의

: PICES 중기회의 결과 공유

: PICES 특별프로젝트 제안서 심사

: PICES-2019 연차총회 참석 전후 주요 대응 이슈 공유

4) 2019 SCOR 소위원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2019.07.11./부산역 KTX 532 회의실

ㅇ 참석자: 유신재 외 SCOR 소위원회 위원 9명

ㅇ 주요결과: 신규 워킹그룹 제안서 검토, 제8차 한중일 IMBER 심포지움 진행 보고, SCOR 연차회의 참

석 계획, SCOR 관련 한국활동 보고

다. 주요 성과 홍보 및 정보제공

1) 2019년 IOC UN 해양과학 10년(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사업 제1

차 글로벌 기획 회의(GPM)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2019.09.05.13(월) ~ 15(수) / 덴마크 코펜하겐, 국립박물관

- 참석자: 이윤호 (EPG 위원,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바다‘ 패널 공동의장), 박윤이(KIMST)

ㅇ 활동내역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UN해양과학10년사업(UN Decade)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 세계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주요 해양과학 연구 주제 및 실행 방안 도출 및 이해당사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협의 추진 등

2) SDG-14 출판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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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및 장소: 2019.10.31. /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

ㅇ 참석자: 한국해양학회 참석자 약 200여명

ㅇ 배경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설서 시리즈 발간사업 실시

ㅇ 발간주체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해양학위원회

라. 국제기구업무 상시 대응

1) SCOR 2019년도 연회비 납부

ㅇ 일시: 2019.04.

ㅇ 금액: USD 13,900 (한화 약 16,000,000원)

ㅇ 회원자격: 정회원 Category III

2) PICES 사무국 대응업무

ㅇ 박철의장 지원 관련 대응(지원금 송금)

ㅇ PICES-2018 연차총회 후속조치 지원(PICES 사무국장 선정위원회 선발, 2019년 인턴프로그램 한국 파

견, 연회비 상승 등)

마. KOC 웹사이트 운영

ㅇ KOC 홈페이지 구축 운영

- KOC 주관 행사 접수사이트를 구축하여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등 참가자 모집, 등록 시 활용

- 제6차 차세대해양과학자워크숍 강연자료 공유

ㅇ 웹사이트를 통한 해양관련 최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 KOC관련 뉴스 뿐 아니라 원내에 게시되는 다양한 해양과학관련 최신 뉴스 제공

바. 국제기구 대응 국내 포컬 포인트 역할

ㅇ IOC 등 Circular Letter 대응 : 연간 50건 이상

ㅇ UNCLOS SDG 지표 14.c.1 관련 설문지 작성

ㅇ GOOS 등 국제프로그램 국내 전문가 지정

SDG-14 [우리의 지속가능한 바다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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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13차년도(2020)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UN 해양관련프로그램 적극적 참여를 통한 국제기구 대응체계 강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국제프로제트를 통한 국제기구 

기여

ㅇUN Ocean Decade 이행계획 수립에 재정적, 

인적 기여

775,000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ㅇ동남아시아 산호밀집해역 서식종 분류 및 

가입조사 3단계(DRMREEF-III) 추진

ㅇ한국의 PICES 특별 

프로젝트(Turtle-logger/바다거북 해양환경 

모니터링 프로젝트)의 운영 지원

국제해양 거버넌스 참여

ㅇ국내자문위원회 개최

ㅇ국제기구 정례회의 참석

ㅇ국제기구 임원 진출 및 활동 지원

국제해양 미래인재양성
ㅇ젊은해양과학자(석박사) 지원

ㅇ차세대 국제해양리더(학부생) 운영

KOC 사무국홍보활동
ㅇ국제해양이슈 온라인 홍보

ㅇ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1. 국제프로제트를 통한 국제기구 기여

가. UN Ocean Decade 이행계획 수립에 재정적, 인적 기여

ㅇ 상대기관 :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ㅇ 사업기간 : 2020.2.1. ~ 2020.12.31.

ㅇ 연구비 : 150,000,000원

ㅇ 연구목적

- SDGs 수행지원에 필요한 해양과학 관련 글로벌 파트너쉽 촉진

- 해양생태계의 정량적 이해, 해양과학 기술이전을 통한 다학제간 해양연구 역량 강화

ㅇ 사업 주도권 확보 노력 지속과 프로그램 사무국 유치 추진

- 한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UN 해양과학 10개년(UN Ocean Decade) 사업 발의단계부터 노르웨

이와 함께 하였으며, 해양수산부가 IOC와 MOU를 체결하고 실행계획 수립단계(`18~`20)에 재정,

인적자원을 지원 중

- 집행기획위원회(EPG)에도 한국 전문가가 참여 중

- 현재 많은 IOC 회원국들이 UN Ocean Decade에 참여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프로그램 조정

사무소 및 협력센터 유치 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 또한 증가하고 있음

- 그 결과 현재 UN Ocean Decade 공식 홈페이지 상 주요 파트너 목록에 일본 문부과학성,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플랑드르 정부, EU 집행위원회, IOC/UNESCO, 국제과학위원회(ISC)와 더불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로고가 명시되어 있으며, 향후 UN Ocean Decade 이행 단계에서도 주요 기여

국의 역할을 맡을 계획

- 미국 등 해양선진국과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 사무국의 공동 유치 가능성 타진

과 추진 필요

- 2020년 1월 20~22일 개최한 제21차 POGO 연차총회(개최지 : 중국 칭다오) 특별세션에서 한국의

UN Ocean Decade 추진과 KIOST의 주요 기여 내용(IOC, IOC/WESTPAC 신탁기금 활동의 주요

내용도 포함)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그 외 국제회의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홍보를 지속 시행하

여 UN Ocean Decade 추진 계획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확고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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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탁기금(FIT) 협의시 대한민국 측 제안 수용

- 한국은 IOC UN Decade 시행 준비에 앞서 젊은 해양과학자(ECOP : Early Career Ocean

Professional) 3명을 제안함

- ECOP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한국이 신탁기금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지출의 일

부가 젊은 해양과학자들의 사업 참여에 쓰일 수 있도록 제안함

- IOC/UNESCO측 에서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해당 문구는 신탁기금 협약서 최종 문구에 반

영되어 양자 간 서명절차가 진행됨

ㅇ UNESCO/IOC 등과의 UN Ocean Decade 관련 회의 진행

<UNESCO/IOC 등과의 UN Ocean Decade 관련 회의 진행>

- 일시 및 장소: 2020.10.19./ 화상회의 개최

- 참석자

: UNESCO/IOC : Julian Barbiere(해양정책·지역조정실장)

: 해양수산부 : 황진실 사무관

: 외교부 : 김광재 공사참사관, 김지현 주재관(UNESCO)

: 해양과기원 : 김희진 실장, 김준형 선임, 김이영 행정원

<UN Decade 이행계획 수립 공식 Partner로 KIOST 명시

(Decade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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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내용: (종합) UN Ocean Decade Call for Decade Actions 중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3가지 방

안에 대한 세부 내용 확인

① 프로그램 조정사무소 유치(Program Coordination Office)

② 프로그램 협력센터 유치(Program Collaborative Center)

③ Ocean Decade 연합체(Alliance) 가입

ㅇ IOC/UNESCO UN Ocean Decade Webinar 참석

<IOC/UNESCO UN Ocean Decade Webinar 참석>

- 일시 및 장소: 2020. 04. 02.

- 참석자: 이윤호, 김희진, 김준형, 김이영

- 개최 목적

: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IOC 총회가 2021년으로 연기된 관계로, UN Ocean Decade 추진

의 근거가 될 UN Ocean Decade Implementation Plan(계획 이행안)을 온라인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 마련

: 기존 오프라인 회의에서는 EPG(Executive Planning Group) 위원 위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반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형태의 Webinar Session 형태를 통해 IOC 회원국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여 완성도 높은 실행 계획안 작성에 기여

- 주요내용

: UN Ocean Decade Implementation Plan(계획 이행안) 초안 소개

: Decade Action 체계 토론 – 과학적 목적 및 방향, 자료 및 지식 운영에 대한 원칙, 능력개발,

참여 방안, 거버넌스, 조직 및 자원 동원 등

: 기존 일정대로 2020년 9월 UN총회에서 실행계획안을 상정하여 정식 채택할 계획이며, 2021년 1

월부터 UN Ocean Decade 개시

: Webinar에 젊은 과학자(ECOP) 대표가 참석을 하여 향후 UN Ocean Decade 이행시 젊은 과학

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됨

ㅇ IOC/WESTPAC UN Decade Webinar “Co-designing the Science We need for the Ocean

Decade” 참석

- 일시 및 장소: 2020. 11. 10. / 화상회의

- 참석자: 이윤호, 김희진, 김준형, 김이영

- 개최 목적 및 개요

:　대한민국은 UN Ocean Decade가 2021년에 시행됨에 따라, 조정사무소/협력센터 유치 및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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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을 준비 중인 과정에서 IOC/WESTPAC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준비과정

에 대한 기획 절차 및 사무소 유치 과정을 소개하고자 Webinar를 개최함

:　 UN Ocean Decade 집행기획위원회(EPG) 및 전세계 해양과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Implementation Plan 2.0 (실행계획안)이 완성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실행계획안의 권장 사항

(성별, 세대, 지역의 안배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 중

:　그 외 유엔총회의 실행계획안 채택 및 Ocean Decade 일정을 한국해양학위원회(KOC)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Webinar 개최에 IOC 회원국 자격으로 참석

함

- 주요내용

　　: 국제 프로그램 예시 : IOC/UNESCO에서는 IOC 회원국의 국제 프로그램 제안서 접수 후 특정 조

건들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평가 예정

(Foster inter/transdisciplinary approaches, Foster cooperation between disciplines, sectors and

communities of knowledge, Promote increased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ocean research &

innovation process)

: 국제 프로그램 기획 관련 팁 제공

(Respect the local realities, Enjoy diversity, Find good local partners (local researcher), Be

open and flexible (hypothesis, model, team members))

나. 동남아시아 산호밀집해역 서식종 분류 및 가입조사 3단계(DRMREEF-III) 추진

ㅇ 상대기관: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서태평양지역위원회(IOC/WESTPAC)

ㅇ 총 연구비: 150,000,000원(‘19년 75,000,000원, ‘20년 75,000,000원)

ㅇ 연구기간: 2019.01.-2020.12.

ㅇ 참여국: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시아,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ㅇ 연구목적

- DRMREEF-II와 연계하여 서태평양지역의 종 분류와 유전자 분석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역량 향상

- 참여 국가 확대를 통해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기대효과

- 나고야 의정서 발효이후 어려워진 해외생물 유전자원 확보와 관련, 본 프로젝트는 공동연구라는 우

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연안 해양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서태평양지역의 해양생물 유전자원 확보하고

이를 국내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데이터 포털 국내 운영

-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사업책임자를 맡고 있는 국제기구 공동연구프로그램으로 IOC/WESTPAC 내

한국의 위상 강화

다. 한국의 PICES 특별 프로젝트(Turtle-logger/바다거북 해양환경 모니터링 프로젝트)의 운영 지원

ㅇ 연구책임자 : 김태원 교수(인하대학교)

ㅇ 프로젝트 기간 : 2018.12. ~ 2023.11.

ㅇ 금액 : 2020년도 1차: CAD 75,000

2020년도 2차: CAD 75,000

ㅇ 주요내용

- 국내(제주)에서 5개의 바다거북 Tag 부착 및 추적

: 코로나19로 인해 `20년도 미국 및 일본과의 공동연구 및 Tag 부착 추적계획이 연기됨

- PICES 연차총회에서 COVID-19로 인한 활동기간 연장 승인

- 본 사업을 통해 획득된 연구 자료가 PICES 홍보자료에 포함됨(PICES 소식지, 2020년 겨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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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해양 거버넌스 참여

가. 정부간 회의/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대응

ㅇ IOC/UNESCO UN Ocean Decade 집행기획위원회(EPG) 제2차 대면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2020. 01. 15-17 / 프랑스 파리

- 참석자 : 이윤호

- 개최 목적 :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UN Ocean Decade의 실행계획안(2020.12월 UN 총회

채택 예정) 작성 및 IOC 회원국 간의 의견 조율

- 주요내용

: 지역워크숍/주제별 워크숍 결과의 반영 방법 논의

: 과학행동계획(Science Action Plan)(안) 검토

: 해양 데이터 처리 관련 논의

: 역량강화 분야 협의

: UN Ocean Decade 거버넌스 구조 업데이트(Decade Board 설치, Coordination Unit 시행, 조정 사

무소와 협력 센터의 구분화, Ocean Decade Alliance 구성 및 참여 방식 논의)

ㅇ 2020 PICES 중기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2020.04.27 - 05.02 / 서면 및 화상회의

- 참석자: 강수경(수과원), 김성용(KAIST)

- 주요내용

: 과학평의회(SB) 중기회의에 참석하여 각 분과별 수행내용 점검

: 북태평양해양생태계보고서 3판 발간 관련 협의

ㅇ 2020 PICES 연차총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2020.09.01.~11.01./ 화상회의 개최

<바다거북 해양환경 모니터링 프로젝트 성과(PICES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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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한국 정부대표단 및 전문가그룹 참여 전문가 50여명

- 활동내용: 집행이사회를 비롯한 분과위 및 워킹그룹 등에 참여

- 주요내용

: 코로나19에 따른 PICES 특별프로젝트 활동기간 연장

: 한국인 인턴파견 연장 승인

: 북태평양해양생태계보고서 2판 특별판 발간 및 3판 발간에 관한 합의

: PICES-2022 개최지 확정(대한민국 부산)

: PICES 신규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장: Enrique N. Curchitser, 부의장: Tetsuo Fujii)

: PICES WG-32 보고서 발간(참여과학자: 문혜원, 우선옥, 최광식)

ㅇ 2020 SCOR 연차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2020.10.19.-23. / 화상회의

- 참석자: 유신재, 장찬주(KIOST)

- 활동내용

: SCOR WG 활동 보고

: 국제프로그램의 현황 보고

: 신규 의장단 선출

- 후속조치: SCOR 연차총회 개최 준비를 위하여 국내 위원회 구성(LOC) 및 향후 SCOR 사무국과

개최시기, 개최장소(부산 내) 협의

나. 국제해양 거버넌스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임원활동 지원

1) WESTPAC (이윤호 박사/KIOST): WESTPAC 자문단 활동 및 UN Decade EPG 활동 지원

ㅇ 주요활동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UN해양과학 10개년(UN Ocean Decade) 사업 추진 관련 의미, 방향 설정,

국제기획회의와 지역워크숍 개최 논의

- UN Ocean Decade 실행계획안(Implementation Plan) 기획 및 완성

ㅇ 지원내용

- IOC/UNESCO UN Ocean Decade 집행기획위원회(EPG) 제2차 대면회의 참석을 위한 항공료 및

체재비 등 활동경비 지원

- 활동 관련 행정지원 및 IOC/UNESCO 요청사항 대응

2) PICES (박철 교수/충남대학교): PICES 의장 활동 지원 및 PICES 자문

ㅇ 주요활동

- 사무국 연차총회 준비 점검

- 연차총회 재정행정위원회(F&A), 집행이사회(GC) 등 위원회 진행

ㅇ 지원내용

<2020 PICES 연차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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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ES 사무국을 통해 PICES 의장 활동 경비 지원

- 활동 관련 행정지원 및 요청사항 대응

3) SCOR (유신재 박사/KIOST): SCOR 부의장 활동 및 SCOR 의장 진출을 위한 활동 지원

ㅇ 주요활동

- 2020년 SCOR 총회 참석 및 WG, 국제프로그램 현황 보고

ㅇ 지원내용

- SCOR 의장 진출을 위한 활동 지원

- 활동 관련 행정지원 및 요청사항 대응

- SCOR 부의장 유신재 박사를 영국 PML로 파견한 결과 유럽 지역 과학자와의 추가 네트워킹이 용

이해졌으며, 2021년 한국의 SCOR 연차총회 개최가 확정이 된 상황임.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아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유신재 박사의 SCOR 의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

- SCOR 의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 결과, 2020년도 SCOR 총회에서 유신재 박사가 의장으로 최종 선출

(아시아 최초 의장)

<유신재 박사 아시아 최초로 SCOR 의장 선출 관련 보도자료>

3. 국제해양 미래인재양성

가. 젊은해양과학자(석박사) 지원

ㅇ IOC UN Decade 젊은 해양과학자(ECOP : Early Career Ocean Professional) 추천서 제출

- 목적 : 국제해양과학 10개년(UN Ocean Decade)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원내 대상자를 선발

- 선발대상 : 원내외 수요조사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여 국제협력부장과 IOC UN Decade 소위원

회 위원장 등이 최종 적임자 선발 완료(해수부 등 유관부처 보고 완료)

- 추천인원: 3명(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재형, 중앙대학교 송치운, 극지연구소 윤승태)

- 향후계획 : 당초 코로나19의 여파로 PICES 연차총회, IOC GMP과 총회 등 젊은과학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관련 학회가 모두 취소된 관계로 성과 목표를 변경하였으며, 향후 국제기구 내

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한 각종 활동을 장려 예정임. 또한, 대면회의가 재개될 경우

젊은 과학자들이 다양한 국제학회에 참여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임.

- 기대효과 : IOC 내 젊은 과학자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차세대 리더십 양성 및 UN Decade에서 논의

중인 의제 분석 후 우선 순위 선정에 기여

나. 차세대 국제해양리더(학부생) 운영

ㅇ 행사명: 제7차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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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정 및 장소: 2020.11.27 /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

* 코로나19로 기간을 단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개최

ㅇ 참가대상: 해양관련학과 및 해양분야에 관심있는 대학생

ㅇ 참가인원: 총 60명(오프라인 참석자: 18명, ZOOM 참석자: 22명, 유튜브 참석자: 20명)

- 오프라인 참가자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라 부산지역 학생으로 참가자격 제한하고 참가신청서 제출

시 관심사, 질의사항 등 파악

- 온라인 참가자: 학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행사 홍보

ㅇ 주요내용

- 해양학 관련 전문가 강의(3건)

: 과학 원격탐사를 이용한 연안 및 대양 관측

: Marine Ecological Genomics

: 대기오염물질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 젊은 해양과학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멘토링: 지난 차세대해양과학자워크숍에 참석한 후 실제로 해

양과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젊은 과학자를 초청하여 차세대해양과학자와 젊은 과학자 간 지원프로그

램의 선순환적 구조 활용

ㅇ 기타

- COVID19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

- 행사 후 웹사이트(홈페이지, YouTube)를 통해 주요 프로그램(강연) 영상 공유

: 3개의 강연,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자 인터뷰 등 5건 이상 업로드 예정

- 사후 관리 방안

: 지속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의 상세 성과를 유튜브 채널 영상 업

로드를 통한 적극 홍보

: 참여자 DB를 구축하여 향후 상위프로그램(젊은과학자 지원) 참석이 가능하게끔 적극 홍보 계획임

다. 차세대과학자, 젊은 과학자, 국제기구 전문가 간 사후관리 체계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7차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개최>

젊은 과학자 및 차세대해양과학자 지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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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차세대과학자 및 젊은 과학자의 지원이 나아가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데이터베이스 내용

- 차세대과학자: 200명 (학부생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누적 279명)

- 젊은과학자: 71명(석·박사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누적 103명)

- 각 참여자들의 성명, 연락처(이메일), 기타 인적사항(학교 및 학과) 등 정리

ㅇ 향후 활용방안

- 본 인력풀을 토대로 향후 국제기구 활동에 국내 젊은과학자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 방안 검토 예정

- 향후 코로나19 이후 IOC, IOC/WESTPAC, SCOR 등 다양한 국제기구 활동 지원방안 마련 예정

라. PICES 인턴십 프로그램 신탁기금 공여 및 환류 방안

ㅇ 금액: CAD 10,000(약 9,500,000원)

ㅇ 목적: 연차총회 참석 등 인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인턴프로그램 운영

ㅇ 인턴 파견 관련 환류 방안

- 2019년도에 파견한 인턴의 경우 캐나다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2020 PICES 연차총회)

- 인턴 파견 종료 후 PICES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업무 지식 및 Know-How를 적극 활용하여 2022

년 가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PICES 연차총회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회의장 대관, 워크

샵 및 발표 등 행사 진행, 연차총회 시 지출 예정 비목 파악, 사후 관리 등)

4. KOC 사무국 운영

가. 2020년 KOC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 개최(2회)

ㅇ 일시 및 장소:

- (임시총회) 2020.04. / 서면

- (1차 정기총회) 2020.12. / 서면예정

ㅇ 주요내용

- (임시총회) 제7차 차세대해양과학자워크숍 개최 관련 협의

- (1차 정기총회) 제17대 한국해양학위원회 위원 구성 보고

2019년 KOC 제2차 정기총회 결과 이행보고

각 소위원회 활동 및 계획 보고

KOC 60주년 기념도서 발간 기념식

나. KOC 산하 소위원회 개최(총 5회)

1) 2020년 IOC/UN Decade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회 개최(2회)

ㅇ 일시 및 장소: 2020.04.21, 2020.10.30 (2회) / 부산(화상회의 병행)

ㅇ 주요내용: UN Ocean Decade 실행계획안 진행 상황 점검, 한국의 기여 방안 논의, UN Ocean

Decade ‘Call for Actions’ 제안서 양식 분석, 국제 프로그램 개발, 조정사무소 및 협력센터 유치 가

능 여부 협의

ㅇ 향후계획

- IOC/UN Decade 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대한민국 정부 및 해양과학 관련 유관 기관들이 제안한

국제 프로그램 주제를 검토

- 프로그램 국제프로그램의 총괄적 사업 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UN-IOC 산하 공식 조직인 조정사무

소(Coordination Office)와 사업 관련 연구자들이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분원 형태의

비정규 조직인 프로그램 협력센터(Collaborative Centre) 유치 검토

- 국제 프로그램 개발 및 사무소/센터 유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KOC에서 정부 부처(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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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해수부, 외교부 등)간 의견 조율 및 예산 확보 협의에 적극 참여

2) 2020년 PICES 소위원회 개최(2회)

ㅇ 일시 및 장소: 2020.04.10. / 2020.08.21 / 부산(화상회의 병행)

ㅇ 주요결과

- 1차 : PICES-2020 젊은과학자 선발 계획, PICES-2020 전문가 참석지원 대상자 선정, PICES 수상

후보 선정, 각 위원회 및 전문가 그룹 한국 대표 교체 논의, PICES 소위원회 위원 추가

- 2차 : GC 신임 의장 및 부의장 선출 관련 논의, PICES 한국인 인턴 파견 연장, 정부지원단 참석 지원

방안 논의, PICES 특별프로젝트 활동기간 연장 논의

3) 2020년 SCOR 소위원회 개최(1회)

ㅇ 일시 및 장소 : 2020.07.28 / 부산(화상회의 병행)

ㅇ 주요내용

- 신규 워킹그룹 제안서 검토

- 2020년 SCOR 연차총회 참석계획 보고

- SCOR 관련 한국활동 보고(SCOR 총회 개최, 의장 진출 등)

- SCOR 연차총회 개최 지역위원회(LOC) 구성 논의

<한국해양학위원회 60주년 자료집 발간>

다. 주요 성과 홍보 및 정보제공

ㅇ KOC 60주년 기념도서 발간

- KOC 6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해양학 태동기부터 기여해온 KOC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본 사업의

13년간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수록한 자료집 발간

: 초창기 한국해양학원로들을 인터뷰를 통하여 한국해양학 발전과정에서의 KOC의 역할

: 본 사업을 통해 지원한 KOC의 최근 13년간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

-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국내 해양 전문가들에 배포

라. 국제기구업무 상시 대응

1) SCOR 2019년도 연회비 납부

ㅇ 납부금액: USD 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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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14차년도(2021)

ㅇ 회원자격: 정회원 Category III

2) PICES 사무국 대응업무

ㅇ 박철의장 지원 관련 대응(지원금 송금)

ㅇ PICES 특별프로젝트 지원금액 송금(2회)

ㅇ PICES 인턴 파견 연장 협의

3)기타 사무국 대응업무 수행(상시)

ㅇ 국제기구와의 업무 공조, 최신 뉴스 배포 및 대응, 후속조치(연중 상시)

사. KOC 웹사이트 운영

ㅇ KOC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공유 활성화: 26건

- IOC Webinar 및 PICES 연차총회 관련 동영상 공유: 14건

- KOC 및 국제기구 주요 소식 안내: 12건

ㅇ 차세대해양과학자워크숍 관련 강연자료는 KOC YouTube 채널에 업로드: 5건

ㅇ 웹사이트를 통한 해양관련 최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 국제기구(IOC, PICES, SCOR, IEA-OES 등)의 최신 뉴스, 채용공고, 연구 및 홍보자료 게재를 통한

해외연구활동 정보공유 확대

ㅇ IOC 등 Circular Letter 대응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UN 해양관련프로그램 적극적 참여를 통한 국제기구 대응체계 강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국제프로제트를 통한 국제기구 

기여

ㅇ UN Decade 실행단계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775,000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ㅇ 국제기구 프로그램 지원: PICES 특별 

프로젝트(Turtle-logger/바다거북  

해양환경 모니터링 프로젝트)의 운영 지원

국제해양 거버넌스 참여

ㅇ 국내자문위원회를 통한 국제기구 의제 분석 

및 주요 이슈 대응

ㅇ 국제기구 정례회의 참석

ㅇ 국제기구 임원활동 지원

국제해양

미래인재양성

ㅇ 젊은 과학자(석·박사) 국제기구 활동 지원

ㅇ 차세대해양과학자(학부생) 지원

KOC　사무국기능강화
ㅇ 국제해양이슈 홍보

ㅇ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1. 국제프로제트를 통한 국제기구 기여

가. UN Ocean Decade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제안서 제출

ㅇ 공모 절차 : IOC는 UN Ocean Decade의 주요 현안 관련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연 1회
공모 절차(Decade Action)를 추진

- 제1차 연구(Program) 제안을 공모(’20.10~’21.1)한 결과 213건의 제안 접수
ㅇ 공모 결과 : 제1차 공모 결과, 213건 제안서 중 28건의 전지구 연구(프로그램), 33건의 기여방안, 6

건의 UN 주도 활동 공식 선정(`21.6)

- 한국의 경우 KIOST에서 제출한 2건의 프로젝트(이윤호 박사, 장찬주 박사)가 공식 채택됨(`21.10)
나. UN Ocean Decade Alliance 가입

ㅇ 운영기관 :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ㅇ 연회비 : 한화 150,000,000원



- 125 -

ㅇ 가입 : `20년 12월 IOC에서 청와대로 공문을 발송하여 Decade Alliance 가입을 요청하였으며, 대한
민국은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로 가입 추진 및 기여금 납부(`21.11)

- 포르투갈, 케냐, 캐나다, 팔라우, 프랑스, 대한민국,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등 9개국이 초대되어 가
입 시 창립 회원국 지위 확보 가능

ㅇ 활동내용: △UN Ocean Decade에 현물·재정을 기여한 후원자를 특별 명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사무국에 조언, △공식후원체(국가·기관) 간 연구 공동투자, 특정 주제 연구를 위한 가상의 기금 마
련, △고위급 행사 참석 계기 타 회원국·기관 대상 UN Ocean Decade 참여 및 재원조달 홍보

다. 한국의 PICES 특별 프로젝트(Turtle-logger/바다거북 해양환경 모니터링 프로젝트)의 운영 지원

ㅇ 연구책임자 : 김태원 교수(인하대학교)

ㅇ 프로젝트 기간 : 2018.12. ~ 2023.11.

ㅇ 금액 : 2021년도: CAD 75,000 (총 CAD 300,000)

ㅇ 주요내용

- 화상회의를 통해 21년도 과제 운영 계획 논의(‘21.03.01)

- 바다거북 Tag 부착과 아를 통한 바다거북 생태 추적: 현재 총 6마리 추적 중(총 11마리 방류)

- 바다거북 생태계를 위협하는 제주 연안의 해양쓰레기(낚시도구, 플라스틱 등) 상관관계 조사

2. 국제해양 거버넌스 참여

가. 국제기구 국내자문위원회 운영

1) KOC 정기총회: 2회

ㅇ 일시 및 장소:

- (1차) 2021.08.12. / 화상회의

- (2차) 2021.12.30. / 화상회의

ㅇ 주요내용

- (1차) 2020년 KOC 정기총회 결과 이행 보고

KOC 소위원회 위원 구성

각 소위원회 활동 및 계획 보고

제8차 차세대해양과학자워크숍 개최 계획 보고

- (2차) 각 소위원회 활동 및 계획 보고

제8차 차세대해양과학자워크숍 결과 보고

2) IOC-UN Decade 소위원회

ㅇ 일시 및 장소:

- (1차) 2021.01.27. ~ 29. / 서면

- (2차) 2021.05.27. / 화상회의

- (3차) 2021.08.31. / 화상회의

- (4차) 2021.09.09. / 화상회의

ㅇ 주요내용

- (1차) UN Ocean Decade ‘Call for Actions’ 제안서 제출 결과 보고

2021년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제53차 집행이사회 참석 계획(안) 보고

- (2차) IOC 제31차 총회 및 제54차 집행이사회 대표단 확정 및 기관별 의제 대응

- (3차) IOC/UN Decade 소위원회 위원 구성 보고

IOC 제31차 총회 및 제54차 집행이사회 참석 결과 보고

UN Ocean Decade 제1차 Call for Actions 선정 결과 및 국내 전문가 참여 현황 파악 결과

보고

IOC/WESTPAC Decade Regional Kick-Off Conference 준비 현황 보고

UN Ocean Decade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위원 선출 공고 자료 보고

- (4차) UN Ocean Decade 자문위원회 추천 관련 서류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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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ICES 소위원회

ㅇ 일시 및 장소:

- (1차) 2021.03.11. / 부산(화상회의 병행)

- (2차) 2021.07.15. / 부산(화상회의 병행)

- (3차) 2021.08.20. / 화상회의

ㅇ 주요결과

- (1차) 2021년 PICES 수상후보 한국인 추천 검토, PICES-2021 젊은과학자 선발심사 진행 논의, 각

위원회 및 전문가 그룹 한국대표 선정 및 교체, 2021년 PICES 중기회의 관련 이슈 공유,

PICES 소위원회 위원 재구성 논의

- (2차) 2022년 PICES 연차총회 한국 개최 준비 논의, 2021년 PICES 중기회의 결과 공유

- (3차) 2021년 PICES 연차총회 주요의제 및 대응방안, 2021년 총회 전문가 그룹별 회의 참석자 및 보고

서 제출자 확인, 2022년 PICES 연차총회 주제(안) 공유

4) SCOR 소위원회

ㅇ 일시 및 장소:

- (1차) 2021.04.14. / 부산(화상회의 병행)

- (2차) 2021.07.15. / 부산(화상회의 병행)

ㅇ 주요내용

- (1차) 2021년 SCOR 연차총회 한국개최 논의, SCOR 한국대표 교체,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

성 변경

- (2차) SCOR 신규 제안서 검토 및 평가

나. 국제기구 정례회의 참여

1) 제53차 IOC 집행이사회 참석

ㅇ 기간/장소 : 2월 3일(수) ~ 9일(화) / 화상회의

ㅇ 참석자 : 해양수산부 황진실 해양개발과 사무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은영 팀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윤호 부원장, 김희진 선임행정원, 김준형 선임행정원, 문중호 행정원

ㅇ 주요결과

- △ 회기 구성, △ 제30차 총회 이후 성과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UN Ocean Decade 로드맵 및 실행계획(안) 보고, △ 2022-2029 중기전략(안)과

2022-2025 프로그램 및 재정(안), △ 재정위원회 의장 보고, △ 차기 IOC 회의 구성, △ 결의안 및

회의보고서 채택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보고서를 채택함.

ㅇ 대표단 활동

- 의제별 발언 : 3 제30차 총회 이후 성과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황진실),

4.1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UN Ocean Decade 로드맵 및 실행계획(안) 보고(황진실)

- 회기 중 위원회 활동 : 재정위원회(김희진, 김준형, 문중호), 결의안위원회(김준형)

2) IOC/WESTPAC 제13차 총회 참석

ㅇ 기간/장소 : 4월 27일(화) ~ 29일(목) / 화상회의

ㅇ 참석자 : 12개국 약 100명 참석

- 대한민국 대표단 : 해양수산부 황진실 해양개발과 사무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윤호 부원장,

- 사무국 국제협력부(KOC 사무국) : 김희진 선임행정원, 김준형 선임행정원, 문중호 행정원

- IOC-WESTPAC 국내위원 : 장찬주 책임연구원, 박한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소장

ㅇ 주요결과

- WESTPAC 사무국을 포함한 예산 검토 및 회기 간 활동에 대한 WESTPAC 사무총장의 보고

- 2019.05 ~ 2021.04 기간 지역 프로그램, 프로젝트, 실무작업반 검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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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프로그램/프로젝트/실무작업반 추진

- UN 해양과학 10개년(UN Ocean Decade) 참여 및 기여방안 논의(2021-2030)

- 2021.05 ~ 2023.04 기간의 WESTPAC 운영계획 및 예산 논의

- 의장단 선출

3) IOC 제31차 총회 및 54차 집행이사회

ㅇ 기간/장소 : 2021.06.14.(월)～06.25.(금) / 화상회의로 진행(Zoom)

ㅇ 참석자

- 수석대표 : 주유네스코대표부 김광재 공사

- 교체대표 : 해양수산부 구도형 해양개발과장, 황진실 사무관

- 대표단 : 주유네스코대표부(임시연), 국립해양조사원(김억동), 국립수산과학원(이준수, 손문호),

기상청(박승균), 국립서울대학교(남성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김은영, 오혜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박윤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윤호, 김희진, 김준형, 문중호, 변상경)

ㅇ 주요결과

- IOC 사안 및 보고

- IOC 중기전략 초안(41C/4) 및 프로그램/예산 초안(41C/5)

- 분과위원회 보고

- UN Decade

- 유해조류 : 제15차 IPHAB 총회 결과 보고

- GEBCO 결과

- GOOS 업무 계획

- WMO-IOC 공동 전략 및 보고

- IODE-26(국제 해양자료정보교환)

- 역량강화 전략

- IOC 해양소양 & 전략

4) PICES 연차총회 참석

ㅇ 목적: '20년 결의사항의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22년 총회까지의 계획을 검토․승인

ㅇ 기간/장소: 9월 1일(수) ~ 11월 3일(수)/ 화상회의(Zoom 또는 Webex)

ㅇ 주요일정(안) * 한국시간 기준

- 과학평의회(SB): 10월 12일(화)~14일(목) 각 09:00 ~ 12:00

- 재정행정위원회(F&A): 10월 14일(목)~15일(금) 각 09:00 ~ 12:00

- 집행이사회(GC): 11월 2일(화)~4일(목) 09:00 ~ 12:00

ㅇ 주요결과

- (SB 신임의장 선출) 現 의장(Dr. Vera L. Trainer) 임기가 ‘22년 총회 후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의

장 선출(임기 3년)

- (Wooster 상 수상) 한국의 유신재 박사가 PICES에서의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Wooster 상 수

상

* 우스터상은 북태평양 해양과학 연구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해양과학 국제협력에 기여한 해양학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PICES창립을주도하고초대의장을지낸워런우스터교수를기리기위해만든상

- (인턴임기 연장) 코로나19로 인하여 러시아의 인턴 파견이 불가능함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인 한국

인 인턴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함

- (PICES-2022) 차년도 연차총회 프로그램 계획 승인(전문가 그룹별 비즈니스 미팅 및 세미나 등)

5) SCOR 연차총회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2021.10.26.~28., COVID-19로 인하여 화상개최

ㅇ 참석자: SCOR 한국 대표(장찬주, 권은영, 신형철)

ㅇ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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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R 연차총회 등 차기 개최지 결정

* 2022년 대한민국 부산, 2023년 에콰도르, 2024년 중국, 2025년 콜롬비아 예정

- 기존 워킹그룹 활동 보고

- 신규 워킹그룹 제안서 검토 및 승인(3개의 신규 워킹그룹 승인)

다. 국제기구 임원활동 지원

1) WESTPAC 자문단 활동 및 UN Decade EPG 활동 지원(이윤호 박사/KIOST)

ㅇ 주요활동

- 제13차 IOC-WESTPAC 총회 참석 관련 자문 제공

- DRMREEF-III 사업 자문 제공

- 그 외 WESTPAC 내 제2차 쿠로시오 및 인접해역 국제연구(CSK-II), 아시아 주변해 기후변화

(AMS) 등 신규 프로그램 자문 제공

ㅇ 지원내용

- 활동 관련 자문 및 행정지원, 요청사항 대응

2) PICES 부의장 활동 지원(박철 교수/충남대학교)

ㅇ 주요활동

- 연차총회 재정행정위원회(F&A), 집행이사회(GC) 등 위원회 의장 자문

- 2022년 PICES 연차총회 한국개최 관련 자문 제공

ㅇ 지원내용

- 활동 관련 자문 및 행정지원, 요청사항 대응

3) SCOR 의장 활동 지원(유신재 박사/SCOR)

ㅇ 주요활동

- 2021년 SCOR 연차총회 주재 및 참석, 국내 SCOR 활동 장려

ㅇ 지원내용

- SCOR 의장 활동 지원(자문비 지급 등)

- 활동 관련 행정지원 및 요청사항 대응

3. 국제해양 미래인재양성

가. 젊은해양과학자(석박사) 국제기구 활동 참여 지원

ㅇ 국제기구 국내자문위원회 신규위원 추가(4인)

- 목적 : 국제기구 대응을 위한 국내자문위원회에 젊은과학자의 참여시켜 국제기구 의사결정 과정 학

습, 전문가간 교류 등을 통해 국제기구 전문가 육성

- 추가인원

IOC/UN Decade 소위원회: 박재형(KIOST)

PICES 소위원회: 주희태(국립수산과학원)

SCOR 소위원회: 김인태(KIOST), 박재형(KIOST), 윤승태(경북대학교)

ㅇ 국제기구 전문가그룹 내 젊은과학자 추가(2인)

- 목적: 국제기구에서 운영하는 신규 전문가그룹 내 한국대표 추천시 국내 젊은과학자를 추천하여

국제활동과 국제기구 내 국내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국제기구내 영향력 강화

- 추천인원

PICES WG-47(해산생태연구): 문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PICES SG-SciCOM(과학자그룹의 의사전달 체계 개선연구): 박범수(KIOST)

나. 차세대 국제해양리더(학부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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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사명: 제8차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개최

ㅇ 일정 및 장소: 2020.12.20.~22. / 전남 여수 소노캄 호텔

ㅇ 참가대상: 해양관련학과 및 해양분야에 관심있는 대학생

ㅇ 참가인원: 총 70명

- 학생 참가자: 9개 대학 50명

- 대학원생 멘토: 10명(참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대학원 진학에 대한

- 전문가: 10명(강연 및 젊은과학자와의 만남 패널, 포스터 심사 등 역할 수행)

ㅇ 주요내용

- 멘토-멘티 그룹 구성: 대학원생(1명)-학부생(5명)으로 10개조로 구성하여 저녁시간 이후 소모임 활

동 진행

- 전문가 강의(4건)

: 현장 해양관측 과학자의 꿈과 도전 20여년/ 남성현 교수(서울대)

: 미세플라스틱과 지구환경의 미래: 융복합적 해양연구 사례/ 김승규 교수(인천대)

: Probing the physical processes in the ocean from below / 박재훈 교수(인하대)

: 지구의 끝자락 극지바다, 어디까지 알고 있니? / 양은진 박사(KOPRI)

- 포스터발표(21건): 참가 학생들 대상으로 개인 또는 팀 단위로 21개 포스터를 접수하여 발표시간을

갖고, 이를 심사하여 시상 진행

- 젊은 해양과학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멘토링: 지난 차세대해양과학자워크숍에 참석한 후 실제로 해

양과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젊은 과학자를 초청하여 차세대해양과학자와 젊은 과학자 간 지원프로그

램의 선순환적 구조 활용

ㅇ 기타

- 행사 후 웹사이트(홈페이지, YouTube)를 통해 주요 프로그램(강연) 영상 공유

: 3개의 강연, 멘토링 프로그램, 스케치영상 등 업로드 예정

- 사후 관리 방안

: 설문지를 통해 해당 워크숍에 대한 피드백 후 차기 워크숍에서 보완 예정

: 참여자 DB(대학원생 멘토 포함)를 구축하여 향후 상위프로그램(젊은과학자 지원) 참석 홍보

다. PICES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ㅇ 한국인 인턴현황: 2019년도에 파견한 한국인 인턴의 근무기간 연장(2차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

지 근무 예정

ㅇ 활용방안

- PICES 사무국 운영과 업무지식 획득

- 국내 관련기관과 사무국 사이 연락책 역할 수행

- 2022년 PICES 연차총회 한국 개최와 관련 업무 수행

4. KOC 사무국기능강화

가. KOC 웹사이트 및 유투브 운영을 통한 관련 정보 공유

ㅇ 차세대해양과학자워크숍 관련 강연 및 관련자료 KOC YouTube 채널에 업로드

ㅇ 웹사이트를 통한 해양관련 최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 국제기구(IOC, PICES, SCOR, IEA-OES 등)의 최신 뉴스, 채용공고, 연구 및 홍보자료 게재를 통한

해외연구활동 정보공유 확대

ㅇ IOC 등 Circular Letter 대응

나. 국제기구 관련 자료 번역 및 인쇄 배표

ㅇ UN Ocean Decade 실행계획 요약본 번역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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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C 2021년 시작되는 UN Ocean Decade 실행계획과 요약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KOC 사무국

은 IOC 사무국의 정식 승인을 받아 실행계획의 요약본을 번역하여 인쇄 후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

대회, UN Ocean Decade 관련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책자를 배포

- UN Ocean Decade에 대한 국내 홍보를 통해 국내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관련 프로그램 및 프로

젝트의 참여 유도

- 향후 실행계획 전문을 번역 후 배포 예정

ㅇ IEA-OES 발간 책자 번역 및 배포

- 국제에너지기구(IEA) 산한 해양에너지시스템(OES)에서 2021년 발간한 조류에너지 개발 주요사항과

파력에너지 개발 주요사항이라는 각각의 책자를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 번역작업 및 인쇄, 배포

다. 국제기구업무 상시 대응

1) SCOR 2021년도 연회비 납부

ㅇ 납부금액: USD 14,300

ㅇ 회원자격: 정회원 Category III

2) PICES 사무국 대응업무

ㅇ PICES 특별프로젝트 지원금액 송금

ㅇ PICES 인턴 파견 연장 협의 및 지원금액 송금

ㅇ 2022년 연차총회 개최관련 협의

3)기타 사무국 대응업무 수행(상시)

ㅇ 국제기구와의 업무 공조, 최신 뉴스 배포 및 대응, 후속조치(연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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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1.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가. 연구실적개요

ㅇ UN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UN SDG) 중 하나인 ’해양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 14)‘ 달

성을 위하여, 2021~2030 간 UN 全회원국이 참여하는 전지구적 해양탐사·연구·능력배양 프로젝

트인 유엔 해양과학 10개년(UN Ocean Decade)‘ 추진

ㅇ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제안으로 시작되어 ‘17.12 UN 총회에서 공식 채택되었으며, ’20년까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1～’30 기간 간 본 사업 추진 예정: 10년간 약 10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

   * IOC(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정부간해양학위원회)는 UN산하 해양과학 전담 국제기구로서 현재 

15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1961년 가입한 후 1993년 집행이사국 진출

   ** IOC 사무총장은 지난 51차 집행이사회에서 UN Decade과 관련하여 준비단계에서 2.2백만 달러, 실행단계에서 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나. 연구실적내용

ㅇ 준비단계 기여

  - 해양수산부와 KIMST가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IOC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해양과학 

10개년 추진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18.01)

  - 제51차 IOC 집행이사회에서 한국 및 노르웨이가 UN Ocean Decade 준비단계 지원에 대한 결

의안 발의, 30여개의 집행이사국이 적극적인 참여의사 표명 

ㅇ 진행기획위원회(EPG : Executive Planning Group) 국내전문가 선출

  - IOC에서는 UN Ocean Decade 이행계획 개발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회원국 및 UN 관

련 기구, 정부간기구 등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 집행기획위원회(EPG)를 운영

  - 국내에서는 KOC 지원을 통해 IOC 추천 및 선정 절차를 거쳐 KIOST 이윤호 박사가 선출됨

ㅇ UN Ocean Decade 프로젝트 공식 체택

  - IOC가 Ocean Decade의 주요 현안 관련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추진한 공모 절차

(Decade Action)에서 한국 KIOST에서 제출한 2건의 프로젝트가 공식 채택됨

ㅇ 대한민국의 Decade Alliance 가입 및 사업기금 공여

  - IOC 회원국, 국제기구, 저명인사의 가입을 통해 UN Ocean Decade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자금 동원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대한민국, 포르투갈, 케냐, 캐나다, 팔라우, 프랑스, 일본, 스

웨덴, 노르웨이 9개국 및 기타 UN기구와 기업, 자선단체가 공식 초대됨

  - `20.12월 IOC에서 대통령께 Decade Alliance 가입 요청 서한 송부, 그 후 대한민국은 가입 의

사를 밝히고 250,000 USD(연1.5억/21~22년분)의 기여금을 송금

다. 연구실적의 우수성 및 차별성

ㅇ 준비단계 기여

  - 한국은 신탁기금을 통해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매년 1.5억씩 총 4.5억 원*을 IOC에 지원

하여 UN Ocean Decade 실행에 있어 주요국가임을 입증함

    * UN Ocean Decade 준비에 필요한 전체 비용인 2.2M 달러 중 약 18% 규모

ㅇ 진행기획위원회(EPG : Executive Planning Group) 국내전문가 선출

  - UN Ocean Decade 준비단계(2018~2020)에 국내 전문가가 자문 수행을 하는 위원으로 활동하

게 되어 UN Ocean Decade 기획체계, 프로그램/프로젝트, 지역워크숍 개최 등 실행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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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UN Ocean Decade 프로젝트 공식 채택

  - ‘북서태평양 기후변동에 대한 해양효과’, ‘태평양 중층 생태계의 생물펌프 역학과 연계성’ 등 국

제 해양과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의 제안서 2건이 UN Ocean Decade 공식 프로젝트로 

채택됨에 따라 향후 타국 과학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연구의 기회 마련에 성공

ㅇ 대한민국의 Decade Alliance 가입 및 사업기금 공여

  - 한국을 비롯한 소수 국가가 IOC의 Decade Alliance 가입절차에 초청됨에 따라, 한국은 창립 회

원국 자격으로 향후 회원국 차원의 공동 대응 및 행사 개최에서 주도권 확보가 가능함

라. 실적의 활용도 및 파급효과

ㅇ정부간 국제기구인 IOC를 통해 해양관련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면서 사회적 성과와 해양

과학의 진흥을 달성
※ UN 해양과학 10년의 사회적 성과로 깨끗한 바다,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바다, 예측가능한 바다, 안전한 바다, 지속가능

한 생산이 가능한 바다, 투명하고 접근가능한 바다 등으로 설정

ㅇUN Ocean Decade에서 추구하는 결과물로 “깨끗한 해양”,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해양”, “생산적

인 해양”, “예측 가능한 해양”, “안전한 해양”, “접근 가능한 해양”, “영감을 주고 참여하는 해양”

의 7개 분야가 제시되어 관련 대규모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UN 

Ocean Decade 사업 발의, 국내전문가의 EPG 참여, 우리나라 주도의 프로그램/프로젝트 개발 및 

Decade Alliance 가입/기여를 통해 우리나라 전문가 참여, 기술력 확대, UN Decade 수행을 위한 인

력파견을 통한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에 활용. 한국의 UN Ocean Decade 참여를 활용하여 한국 해

양과학 발전의 재도약 기회로 삼고 향후 해양과학 분야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가 가능함.

마. 사업과의 연관성과 핵심성

ㅇ 사업의 목적 : (해양과학 국제연구) 해양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국익을 창출하고, 국

제공동연구를 발굴·추진하여 해양과학 역량 강화

ㅇ 현재 많은 IOC 회원국들이 UN Ocean Decade에 참여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사업이 본격 시

행됨에 따라 전세계에서 UN Ocean Decade의 프로그램‧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ㅇ 우리나라가 UN Decade 사업 실행계획 수립단계는 물론, 본격 추진 단계(`21~30)에도 적극 참

여하고 지원을 계속 한다면, UN Decade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대전환

을 이룰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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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수행 결과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가. 국제공동연구 추진현황

제30차 IOC 총회 : 한국의 기여에 감사하는 IOC 사무국
ㅇ 국제공동연구의 중요성

- 국제기구 공동연구는 사무국의 재정적 기여와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이라는 두 가지 목

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 최근 국제기구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전문가 진출과 함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ㅇ 국제기구 내 한국의 위치

- IOC 내에서의 한국의 기여는 상위권에 속해 있으며 단일 국가로는 7번째에 위치하고 있으며,

PICES에도 최근 4년간 매년 $ 70,000 씩 기여하고 있음

- 이러한 기여는 우리의 정책 필요성에 의해 수행되기 보다는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같

이 동참하는 형태를 주로 띄고 있음.

나. 국제기구 내 고위직 진출

ㅇ 사업기간 중 국내전문가의 IOC, PICES, SCOR 의장, IOC-WESTPAC 부의장 진출을 통해 우

리나라 영향력을 확대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토대를 다지는데 기여함

ㅇ IOC 및 PICES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PICES Science Board 부의장 유신재 박사, IOCCG 안유환

박사, PP-WET 이동영 박사가 국제기구 임원 진출(2008)

ㅇ IOC 제26차 총회 및 제44차 집행이사회(‘11.6.21-7.5/파리)에서 한국 의장국 진출(한국해양과학

기술원 변상경 박사)(2011~2015)

ㅇ IOC/WESTPAC 부의장 진출(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윤호 박사)(2012~2017)

ㅇ IOC UN Ocean Decade 자문을 위한 집행기획위원회(EPG)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윤호 박사

선출(2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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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6년 PICES 연차총회 시 한국 정부대표가 각 회원국 대표단을 만나 적극적지지 요청한 결과

충남대학교 박철 교수가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선출됨(2016~2020)

ㅇ 2020년도 SCOR 총회에서 유신재 박사가 아시아 권역 최초로 의장으로 선출됨(2020~2024)

ㅇ 2021년 PICES 연차총회 집행이사회에서 국립수산과학원 강수경 박사, PICES 과학평의회

(Science Board) 의장 선출(2022~2025)

다. 국제기구 공식발언

ㅇ 한국은 93년 이후 집행이사국 지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총회 및 집행이사회에서 아국의 이익

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ㅇ 특히, ‘14년과 ’15년 IOC 회기 중 일본의 대양수심도 프로젝트의 절차규정 개정에 문제를 공식

적으로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 관련 조항을 삭제시킨 바 있음

ㅇ 최근에는 UN Decade 추진과 관련한 결의안을 두 차례(2017, 2019) 발의하여 통과시킴으로써

IOC 내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라. KOC 총회 및 소위원회 운영

ㅇ 과제 초기 당시에는 KOC 총회 내부적으로 형식적인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국제기구와의 실질

적인 연관성이 적었으나, 2008년 이후 각 국제기구별 담당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각 국제기구

총회 의제별 전략 및 발언자료 등을 마련하고 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정비함

ㅇ KOC는 3개의 주요 국제기구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국제기구에 실제 참여하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신속대응 체계가 구축된 상태

- 특히, 정부간 국제기구인 IOC와 PICES는 각 총회 전/후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부처와

국내 전문가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연중 최소 2회 이상의 소위원회를 운영 중

- 사전 회의에서는 총회 의제 분석과 함께 각 의제에 관한 정부 공식입장 및 발언문 등을 정리

하고 있으며, 후속회의에서는 주요 관계자와 함께 연차총회 등 중요행사 결과를 공유하고 차기

국제회의 개최 시점까지 소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방안을 논의함

- 또한, 각 국제기구별로 시급한 사안이 발생하여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추

가로 별도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의사결정을 진행함

ㅇ 총회는 각 위원회 하에서 진행되는 각종 활동과 국제기구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최종 승인함

마. 국내 전문가 국제기구 정례회의 참석 지원

ㅇ 국제기구 정례회의 참석

- 최근 14년간 640명의 전문가가 4개 국제기구 정례회의에 참석함(연평균 45.7명)

- KOC는 각 소위원회를 통해 정부대표단을 선정하고, 필요시 본 과제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제

공함

ㅇ 전문가 활동 지원

- 본 과제의 초기에는 고위직 진출에 초점을 두고 국제기구내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

으나 최근에는 국내 전문가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역할 수행하고 영향

력을 강화를 꾀하고 있음

ㅇ 해외 최신동향 제공

- KOC 사무국은 국제회의 참가 후 보고서를 발간, 배포하여 회의 내용을 국내 전문가들에게 공

유하였음

- 과제기간 중 총 27권의 국제회의 참가보고서를 발간함

- 국제회의 참가보고서와 별개로 해외 최신동향을 신속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해양학회와 연계한

특별세션을 총 3회 개최하였으며, 관련 보고서도 함께 발간하여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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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 시 작성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

   (1) 단계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1차~14차)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논문(SCIE/비SCIE)
특허(출원/특허)
보고서원문 28건 28건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표준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국제기구내 고위직 유지 및 진출 12건 12건 20%

국제 프로그램 및 공동연구 참여 15건 15건 10%

국제기구 공식발언 171건 171건 10%

KOC 총회 및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개수 4개 4개 10%

회의 횟수 101건 101건 10%

국내 전문가 정례회의

참석 지원

참석자 수 672명 672명 10%

참가보고서 발간 28건 28건 10%

젊은과학자(석·박사)들의 국제회의 참석 지원 103명 103명 10%

차세대해양과학자(학

부생) 지원

차세대 워크숍 개최 8회 8회 5%

참석자 349명 349명 5%

계 100

 

바. 젊은과학자 및 차세대해양과학자 지원

ㅇ 젊은과학자 및 차세대해양과학자 정의

- 젊은과학자: 박사 후 5년 이내 또는 38세 이하의 과학자

- 차세대해양과학자: 해양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학부생(또는 그 이하)

ㅇ 젊은 과학자 지원현황

- 매년 PICES 연차총회 발표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100여명의 젊은과학자가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

- 그 외 다양한 국제기구의 여름학교(Summer School) 등에 28명의 젊은과학자 참석을 지원함

-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71명의 젊은 과학자 그룹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현재

전문가로서 국제기구에서 활동 중에 있음

ㅇ 차세대해양과학자 지원현황

- 2013년부터 차세대해양과학자 워크숍 등을 총 9회 개최하여 대학생 349명(오프라인)의 참가를

이루어 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미래 해양과학자로서 택할 수 있는 진로 탐

색 등의 기회를 제공함

- 학부생뿐만 아니라 석 박사생까지 포함된 기존 방식에서 발생하는 내용 구성 등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개최 규정 신설을 통해 3차 워크숍 이후부터는 학부생의 진로 탐색에 집중하는 성

격의 행사로 개편함

- 차세대해양과학자 그룹에서 젊은과학자그룹으로 이동하며 다시 국제기구 전문가로 인력풀의

이동을 통해 인력양성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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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차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퍼센트)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최종목표

1. 

해양과학기술분야 

주요 국제기구내 

영향력 확보

국제기구내 고위직 

유지 및 진출

연 1건 

이상
20%

국제기구 내 의사결정 

과정(총회, 집행이사회, 

자문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고위직 임원 유지 및 진출

유지 및 진출 건수

국제 프로그램 및 

공동연구 참여

연 1건

이상
10%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운영하는 국제기구 내 

프로그램/공동연구

참여 프로그램/공동연구 

건수

국제기구 공식발언
연 6회 

이상
10%

국제기구 회의 중 기록된 

우리나라 발언 

국제기구 회의 중 기록된 

우리나라 발언 수

(사무국에 발언문 제출)

2. KOC 사무국 

운영 기반구축

KOC 총회 및 

소위원회 구성

3개 이상 10% 전문가 간 네트워크 구성 

활성화 및 국제기구 이슈에 

정밀 대응위한 각 기구 별 

소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소위원회 개수

연 4회 

이상 
10% 회의 개수

국내 전문가 

정례회의 참석 

지원

연 10명 

이상
10%

국내 대응이 필요한 

국제기구의 정례회의 참석 

지원

참석 지원 국내 전문가 수

연 2권 

이상
10%

결과 공유를 위한 국제회의 

참가보고서 발간

국제회의 참가보고서 발간 

건 수

3. 국제해양

미래인재양성

젊은과학자(석·박

사)들의 국제회의 

참석 지원

총 100명 

이상
10% 피지원 젊은과학자(석·박사)

피지원 

젊은과학자(석·박사) 인원 

수

차세대해양과학자

(학부생) 지원

총 6건 

이상
5% 차세대를 위한 워크숍 개최

차세대를 위한 워크숍 개최 

건수

총 200명 

이상
5% 워크숍 참석 전체 대상자

워크숍 참석 전체 

인원(대상자: 학부생)

1차년도

(2008년)

해양영토 확보전략 

수립 및 아국의 

외교적 역량강화 

기반 구축

9건 40%
∘국제기구 임원 진출

∘총회 참가보고서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18건 30%

∘국제기구 전문가 파견

∘젊은 과학자 국제회의 참가 

및 발표지원

사무국운영을 통한 

지식자원 거점화 

및 다학제적 

협력을 통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5건 30%
∘KOC 및 산하 소위원회, WG 

운영

2차년도

(2009년)

IOC를 통한 

국제동향 파악 및 

공동연구사업 추진

3건 30% ∘국제기구 회의 참가 보고서

동남아 지역해 

공동연구 주도적 

참여

2건 20%

∘국제기구 참가보고서

∘공동연구 도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 추진 체계 

확립

2건 10%
∘국제기구와 연계한 회의 

유치 및 개최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및 활용 모색
9건 20%

∘국제기구 전문가 파견 및 

임원진출

∘젊은 과학자 국제기구 참여 

및 발표지원

다학제적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국내 협력체계 

구축

3건 20%
∘관련 회의 개최, 사업 추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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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2010년)

국제공동연구프로

그램 참여
3건 30%

∘국제기구 회의 참가보고서, 

공동연구수행

공동연구를 통한 

지역해 

국제협력체제 구축

3건 20%
∘공동연구수행, 국제기구 

회의 참가보고서

해양영토 확보전략 

수립 및 외교적 

역량강화 기반구축

2건 10%
∘국제기구와 연계한 회의 

유치 및 개최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6건 10%

∘국제기구 전문가 파견 및 

임원진출

∘젊은 과학자 국제기구 참여 

및 발표지원

사무국 운영 3건 30%
∘관련 회의 개최, 사업 추진 

보고서 

4차년도

(2011년)

IOC 총회 참가를 

통한 국제동향 

파악 및 의제분석

2건 30%
∘국제기구 회의 참가보고서, 

공동연구수행

PICES, WESTPAC 을 

통한 지역해 

공동연구 주도적 

참여

5건 20%
∘공동연구수행, 국제기구 

회의 참가보고서

국제기구 임원 

진출 추진을 통한 

국제기구 내 

한국의 영향력 

강화 및 

국제기구와 연계한 

해양관련 국제회의 

개최

2건 10%
∘국제기구와 연계한 회의 

유치 및 개최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및 활용
11건 10%

∘국제기구 전문가 파견 및 

임원진출

∘젊은 과학자 국제기구 참여 

및 발표지원

KOC 사무국 운영 

및 다학제적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프로그램 

발굴

14건 30%
∘관련 회의 개최, 사업 추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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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년도

(2012년)

국제공동연구사업 1건 이상 20% ∘중간/결과 보고서

국제기구 

참여(대표단 파견, 

자문, 

국제해양학대회 

개최, 회비납부 등 

공여)를 통한 아국 

과학자의 

국제공동연구 

참여근거 마련 및 

지원, 독려

50건 이상 20%
∘국제해양과학기구 총회 

의제분석 건수

2건 이상 20%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한 국제해양과학대회 

결과보고서

한국인과학자 

국제기구 진출 및 

임무수행 지원

1건 이상 12% ∘국제기구 임원진출

차세대 국제전문가 

육성

연인원 

5인 이상
14%

∘국제공동 대양연구 

프로젝트 한국인 과학자 

참여지원건수

국제동향정보 

취득, 국내학계 

제공

월1회

7%

∘뉴스레터 발간

월5회 ∘홈페이지 자료공유

KOC사무국운영통한 

우리  해양학계의 

학제적 구심역 

수행

40건 이상 7%

∘총회 및 소위원회

(서면결의 포함)의 

심의안건수 및 관련당국 

정책자문 횟수

6차년도

(2013년)

국제공동연구 추진 2건 20% ∘공동연구 결과보고서

국제협력 역량강화 

3편 10% ∘국제기구 활동보고서 발간

3편 10%
∘국제기구 임원활동 지원에 

대한 의견서

외교역량강화를 

통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기반구축

1건 이상 10%

∘East Sea라는 명칭이 

사용된 논문 혹은 보고서 

생성

2건 이상 10%

∘IOC 제27차 총회 및 제46차 

집행이사회 참가보고서

∘2013 PICES 연차총회 

참가보고서

1건 10%
∘아시아 해양네트워크 구축 

보고서

국제협력‧공동연구 

인재양성 

2편 10% ∘교육프로그램 참석 보고서

3편 5%
∘국제기구회의 참여시 발표 

성과물

1편 5% ∘국제기구 파견 보고서

KOC 사무국운영 

연3회 5% ∘의사록 및 회의록

월2회,

분기별

1회

5%
∘웹사이트 정보 업로드 및 

뉴스레터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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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년도

(2014년)

국제공동연구 추진 

1건 10%
∘제2기 사업제안서 및 

계약서

2편 10%

∘Ocean Sources and Sinks 
사업 및 DRMREEF 사업의 

결과보고서 각 1편

국제협력역량강화 

2편 5% ∘국제기구참가보고서

2편 5%

∘국제기구 회의 

참가보고서에 ‘알기 쉬운 

요약본’ 추가 및 별도 

출판, 일반배포

3건 5%

∘국제기구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임원활동 

지원활동보고서

1건 5%

∘국제기구 의장지원과 

관련한 귀국보고서 및 

회의진행발언을 정리한 

정책입안 관련보고서 작성

과학외교역량강화

1건 10% ∘국제기구 총회 개최

1건 10%

∘해양관측 및 서비스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

 인재양성 

2명 5% ∘교육프로그램 참여지원

10건 10% ∘국제기구회의 참여지원

1건 5% ∘국제회의 개최 지원

KOC 사무국운영 

5건 10% ∘총회 및 소위원회 개최

10건 10%
∘국제해양과학정보생산·보

급

8차년도

(2015년)

국제기구 이용한 

해외진출

국제공동연구사업

통한 네트웍 구축 
1편 10% ∘공동연구성과보고서

국제해양 거버넌스 

참여강화

정부간회의 

국가대표단 

자문보좌통한 

국익수호

20건 5%
∘정부 간 회의 의제분석 

건수

20건 5%
∘정부 간 회의 공식발언

(Intervention) 건수

국제사회 기여통한 

국격 제고 

3건 7.5%
∘국제기구 회의/행사 

개최건수

10회 5%

∘글로벌 프로그램 수행지원 

실적결과 보고서의 대내외 

홍보

국제해양 거버넌스 

리더십 앙양
3명 5%

∘신규배출 또는 활동 지원 

대상 국제기구 한국임원 

명수

차세대 

국제해양리더 양성

역내 

유망청년과학자 

국제학회 체험지원

12명 7.5%
∘피지원 유망청년과학자 

연인원

청소년 대상 

국제해양 거버넌스 

리더십 도전위한 

동기부여

30명 5% ∘리더십 캠프 참가자 수

KOC사무국기능

해양정책 자문제공 30건 7.5% ∘처리안건 수

해외정보 국내제공

20건 10%
∘정부 간 회의중 입수한 

동향정보 국내 학연산 제공

50건 10%
∘정부간회의간(연중상시) 

입수정보 국내 학연산 전파

사업성과 국내외 

홍보

4건 5% ∘국내언론 보도건수

4개 2.5% ∘다국어화 웹페이지 수

학연산 네트워킹
4회 7.5%

∘산업계 대표 발언/제언 

건수

4건 7.5% ∘산업계 소식 보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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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년도

(2016년)

국제공동연구 발굴ㆍ추진 ㆍ수행 1편 5% ∘공동연구 중간보고서

국제해양 거버넌스 

참여강화

정부간회의 

국가대표단 

자문보좌통한 

국익수호

10건 10%
∘정부 간 회의 의제분석 

건수

5건 10%
∘정부 간 회의 공식발언

(Intervention) 건수

1건 10% ∘국제기구 동해표기

국제사회 기여통한 

국격 제고 

1건 5%
∘국제기구 회의/행사 

개최건수

2건 5% ∘국제기구 주요회의 참석

1건 5% ∘국제기구 신탁기금 공여

국제해양 거버넌스 

리더십 앙양
1명 10% ∘국제기구 임원진출

차세대 

국제해양리더 양성

역내 

유망청년과학자 

국제학회 체험지원

5명 10%

∘국제회의, 

해양과학프로그램 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지원

국제해양 거버넌스 

리더십 도전위한 

동기부여

1회 10% ∘리더십 캠프 개최 수

KOC사무국기능

해양정책 자문제공 5회 10% ∘총회 및 소위원회 운영

해외정보 국내제공 20건 10%
∘홈페이지 운영 및 산학연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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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년도

(2017년)

국제공동연구 

발굴ㆍ추진 ㆍ수행

국제공동연구수행

1편 5%

동남아시아 산호밀집해역 

서식종 분류 및 가입조사 

2단계(DRMREEF-II) 

중간보고서

∘공동연구 보고서

2건 5%
DRMREEF II 중간점검 워크숍, 

DRMREEF II 최종점검회의

∘공동연구 관련 전문가회의 

건수

국제공동연구

신규 발굴
1건 10%

IOC-해수부 Ocean Decade 

이행을 위한 MOU 체결
∘공동연구제안서

국제해양 거버넌스 

참여강화

정부 간 회의 대응

10건 5%
제29차 IOC 총회 및 제50차 

집행이사회 대책회의 회의록
∘정부 간 회의 의제분석

6건 5%
IOC 총회 및 집행이사회 

정부대표단 발언문
∘정부 간 회의 공식발언

국제사회 기여통한 

국격 제고

1회 10%
제3차 PICES/ICES 젊은과학자 

콘퍼런스(ECSC-3)
∘국제기구 회의/행사 개최

2회 10%

PICES-2017 결과보고서, 

제29차 IOC 총회 및 제50차 

집행이사회 결과보고서

∘국제기구 회의 참가결과 

보고서

국제해양

거버넌스 리더십 

지원

3인 10%
PICES 박철, IOC/WESTPAC 

이윤호, 전IOC의장 변상경

∘국제기구 

임원 활동보고서

해양에너지 이슈 

대응을 위한 

집행위원회 활동

8인 5%
IEA OES 제33차 집행이사회 

참석
∘전문가 활동보고서

차세대 

국제해양리더 양성

국내 젊은 

해양과학자

국제학회 참석지원

8명 5%

PICES-2017 젊은 과학자 참석 

지원(6인)

ECSC-3 국내 젊은 과학자 

추가 접수 지원(정원 외, 3)

∘국제회의 및 

해양과학프로그램 참석결과 

보고서

∘최근 3년간 국제학회 

참석지원자 추적통계

차세대 해양과학자 

지원
1회 5%

제4차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발표 자료집

멘토 프로그램 

활성화
2건 5%

PICES-2017 간담회, 제4차 

차세대해양과학자 워크숍 

멘토링 프로그램

∘중견과학자와 

차세대과학자와의 멘토링 

개최 회의록

KOC사무국기능

해양과학정책 

자문제공
8회 5%

KOC 정기총회(2건), PICES 

소위원회(3건), IOC 

소위원회(1건), SCOR 

소위원회(1건), 

국제협력중장기계획 

수립(1건)  

∘총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

주요 성과 홍보 2건 5%

IOC/WESTPAC 우수과학자상 

수상, ECSC 개최, PICES 

우스터상 수상, KOC 제1차, 

제2차 총회 개최 등 

∘학회 등을 통한 주요활동 

및 성과 홍보

해양과학관련 

해외정보 국내제공
20건 5%

홈페이지 국제기구 관련 정보 

제공

∘홈페이지 운영 및 

해양과학관련 정보제공 건수

KOC 

홈페이지 개편
1회 5%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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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년도

(2018년)

국제프로제트를 

통한 국제기구 

기여

공동 프로그램 

발굴
1건 10%

IOC/WESTPAC DRMREEF-III 

사업 추진
∘공동연구제안서

공동 프로그램 

수행
2건 15% UN Ocean Decade 및 IOC GOSR ∘진도결과 보고서

국제해양 거버넌스 

참여

국제기구 참여
6건 10%

국제기구 국내자문위원회 

개최
∘KOC 및 소위원회 회의록

4건 15% 국제기구 정례회의 참석 ∘참석보고서 및 출장보고서 

국제기구 리더쉽 3건 10%
국제기구 임원 진출 및 

활동지원
∘국제기구 임원활동 보고서

국제해양

미래인재양성

젊은 과학자 지원 5명 10%
젊은과학자 

능력배양활동 지원
∘참석결과 보고서

차세대해양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1건 10%
제5차 

차세대해양과학자워크숍 개최

∘차세대해양과학자워크숍 

자료집

KOC　

사무국기능강화

국제해양이슈 

온라인 홍보
20건 10%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을 

통한 국제이슈 제공

∘해양과학관련 정보제공 

건수

∘뉴스레터 배포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

1회 10%

국제기구 활동 및 활동 

홍보를 위한 해양학회 

특별세션 

∘해양학회 특별세션 

발표자료

12차년도

(2019년)

국제프로제트를 

통한 국제기구 

기여

UN Decade 

이행계획 수립에 

주도적 참여

1건 10%
UN Decade 이행계획 수립에 

재정적, 인적 기여

∘UN Decade 관련 국내의견 

반영 건 수

동남아시아 

산호밀집해역 

서식종 분류 및 

가입조사

300건 10%
해양생물유전정보 

확보

∘포털사이트 정보 

업로드 건 수

Turtle-logger: 

바다거북 해양환경 

모니터링 프로젝트

1건 10% 연구내용 홍보
∘PICES Press 및 뉴스레터를 

통한 사업진행내용 홍보

국제해양 거버넌스 

참여

국제기구 참여
6건 10%

국제기구 국내자문위원회 

개최
∘KOC 및 소위원회 회의록

4건 10% 국제기구 정례회의 참석 ∘참석보고서 및 출장보고서 

국제기구 리더십 3건 10%
국제기구 임원 진출 및 

활동지원
∘국제기구 임원활동 보고서

국제해양

미래인재양성

젊은 

과학자(석·박사) 

지원

4명 10%
젊은 과학자들의 

국제학회 참석(발표) 지원
∘참석결과 보고서

차세대해양과학자

(학부생) 지원

50명 5% 대학생 참여자 수 ∘워크숍 참 명단 및 서명부

80점 5%

제6차 

차세대해양과학자워크숍에 

대한 참가자 만족도 조사

∘워크숍참가자 만족도(점)

∘5점 척도x20/전체응답자

KOC　

사무국기능강화

국제해양이슈 

온라인 홍보
20건 10%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을 

통한 국제이슈 제공

∘해양과학관련 정보제공 

건수

∘뉴스레터 배포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

1회 10%

국제기구 활동 및 활동 

홍보를 위한 해양학회 

특별세션 

∘해양학회 특별세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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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년도

(2020년)

국제프로제트를 

통한 국제기구 

기여

UN Decade 

이행계획 수립에 

주도적 참여

1건 10%
UN Decade 이행계획 수립에 

재정적, 인적 기여

∘UN Decade EPG 활동 참여 

및 관련 국내연구자 발표 및 

의견 반영 건 수

동남아시아 

산호밀집해역 

서식종 분류 및 

가입조사

1건 10%

해양생물유전정보 

확보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시행

∘활동 보고서

Turtle-logger: 

바다거북 해양환경 

모니터링 프로젝트

1건 10% 연구내용 홍보

∘PICES Press 및 뉴스레터를 

통한 사업진행내용 홍보

∘본 사업을 통해 획득된 

연구 자료에 대한 정량적 

결과가 홍보자료에 포함될 

수 있도록 PICES 사무국과 

사전 협의

국제해양 거버넌스 

참여

국제기구 참여
6건 이상 10%

국제기구 국내자문위원회 

개최
∘KOC 및 소위원회 회의록

3건 이상 10% 국제기구 정례회의 참석 ∘국제회의 참석보고서

국제기구 리더십 3건 이상 10%
국제기구 임원 진출 및 

활동지원
∘국제기구 임원활동 보고서

국제해양

미래인재양성

젊은 

과학자(석·박사) 

지원

3명 이상 10%

젊은 과학자(석‧박사) 

국제기구 활동 참여 

지원(추천서 제출)

∘추천서

차세대해양과학자

(학부생) 지원
50명 이상 10%

제7차 

차세대해양과학자워크숍 개최 

참석자 수 (또는 동시 접속자 

수)

∘워크숍 참가자 명부(또는 

강연 영상 제출)

KOC　

사무국기능강화

국제해양이슈 

온라인 홍보
20건 이상 10%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을 

통한 국제이슈 제공

∘해양과학관련 정보제공 

건수

∘뉴스레터 배포

∘5건은 SNS 기반의 홍보 

게시물 배정(유튜브 등)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

1회 이상 10%
그간 KOC의 발자취와 성과를 

담은 도서 제작 
∘KOC 기념 도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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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해당사항 없음)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 최종보고서 제출시 등록 및 기탁 증빙 제출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되는 항목만 선택하여 작성하되,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14차년도

(2021년)

국제프로제트를 

통한 국제기구 

기여

UN Ocean Decade 

실행 적극적 참여

1건 10%

UN Ocean Decade ‘Call for 

Decade Actions’에 따른 

국내 참여 제안서 제출

∘제안서 

1건 10% IOC Decade Alliance 참여 ∘가입신청서

국제기구 프로그램 

지원
5건 10%

Turtle-logger: 바다거북 

해양환경 모니터링 프로젝트 

수행 지원

∘2020년 Tagging된 바다거북 

개체 추적 mapping (5마리)

국제해양 거버넌스 

참여

국제기구 참여
6건 이상 10%

국제기구 국내자문위원회 

개최
∘KOC 및 소위원회 회의록

3건 이상 10% 국제기구 정례회의 참석 ∘국제회의 참석보고서

국제기구 리더십 2건 이상 10% 국제기구 임원 활동지원 ∘국제기구 임원활동 보고서

국제해양

미래인재양성

젊은 

과학자(석·박사) 

지원

5명 이상 10%
젊은 과학자(석‧박사) 

국제기구 참여 지원

∘PICES 및 국제기구 

학술대회 참석지원

차세대해양과학자

(학부생) 지원

30명 이상 5%

제8차 

차세대해양과학자워크숍 

오프라인 참석자 수

∘워크숍 참가자 명부

30명 이상 5%

제8차 

차세대해양과학자워크숍 

온라인 참석자 수

∘워크숍 실시간 방송 접속 

현황

KOC　

사무국기능강화

국제해양이슈 홍보 20건 이상 10%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한 

국제이슈 및 강연 자료 제공

∘해양과학관련 정보제공 건 

수 

(홈페이지 및 유튜브)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

1건 10%
UN Ocean Decade 출범과 

관련한 국내 홍보행사 개최
∘행사 개최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여율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허용방식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2008

IOC서부태평양지역회의

(IOC/WESTPAC) 제7차 총회

참가결과 보고

2008.05

2008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제41차 집행이사회 참가 보고서
2008.07

2008

제17차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총회 참석보고서

2008 11-1520635-000047-10

2009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제25차 총회 및 제42차 

집행이사회 

참가 보고서

2009.08

2010

IOC 서부태평양지역회의

(IOC/WESTPAC) 제8차 총회

참가결과 보고

2010.07

2010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제43차 집행이사회 참가 보고서
2010.07 BSPM55720-2206-7

2010

2010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총회

(PICES-2010) 참가보고서

2010

2011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제26차 총회 및 제44차 

집행이사회

참가 보고서

2011.08 BSPM56370-10005-7

2012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2011 

연차총회 참가보고서
2012.03 BSPM56370-10106-7

2012

IOC 서태평양지역위원회 

(IOC/WESTPAC)

제9차 총회 참가결과 보고

2012.11

2012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제45차 집행이사회 참가보고서
2012.11 BSPM56971-10176-7

2013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2012 

연차총회 참가보고서
2013.02 BSPM 56971-10215-7

2013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제27차 총회 및 제46차 

집행이사회 참가보고서

2013.11

2014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2013 

연차총회 참가보고서
2014.02

2014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제47차 집행이사회 참가보고서
2014.07 BSPM57981-10494-7

2015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2014 

연차총회 참가보고서
2015.03 BSPM57981-10404-7

2015

IOC 서태평양지역위원회 

(IOC/WESTPAC)

제10차 총회 참가결과 보고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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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합니다(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2015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제28차 총회 및 제48차 

집행이사회 참가보고서

2015.08 BSPM58611-10804-7

2015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2015 

연차총회 참가보고서
2016.03

2016

제49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집행이사회 참가보고서

2016.08 BSPM 59441-11060-7

2017
2016년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연차총회 참가보고서
2017.01

2017

제29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총회 

및 제50차 집행이사회 

결과보고서

2017.10 BSPM60020-11402-7

2017
2017년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연차총회 참가보고서
2017.12

2018
제51차 IOC 집행이사회 

결과보고서
2018.07 BSPM60670-11672-7

2018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연차총회 

참가보고서
2018.12 BSPM60670-11808-7

2019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제30차 총회 및 제52차 

집행이사회

참가 보고서

2019.07

2020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연차총회 

참가보고서
2020.01 BSPO01363-12188-7

2020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연차총회 

참가보고서
2020.12

2021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제31차 총회 및 제54차 

집행이사회

참가 보고서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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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ㅇ 국내표준

번호 인증구분1」 인증여부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3」 제안/인증일자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1

」 표준명 표준기구명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3」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

(FDIS), 국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 기술 실시(이전)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천원)

국외

(달러)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

     * 3」 국내 또는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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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천원) 국외(달러)

합계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수출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yyyy년 yyyy년

합계

  □ 고용 효과

구분 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생산인력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산정 방법 비용 절감액(천원)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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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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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 실적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1 보도자료 아시아경제 등 변상경 박사, UN 정부간해양학委 부의장 선출 2009.06.24.

2 보도자료 디지털타임스 PICES 과학평의회 의장 유신재씨 2009.11.04.

3 보도자료 MBC 등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委 의장에 변상경 박사 2011.06.30.

4 보도자료 연합뉴스 등 부산서 28∼31일 해양기후변화 국제심포지엄 2011.03.25.

5 보도자료 뉴시스 1 여수엑스포서 제2회 국제 기후∙해양변화 심포지엄 개최 2012.05.07.

6 보도자료 연합뉴스 등 제9차 IOC-WESTPAC 총회 부산서 9일 개막 2012.05.08.

7 보도자료 연합뉴스 등 해양연구원 이윤호 박사, IOC 서태평양委 부의장 2012.05.11.

8 보도자료 연합뉴스 등 변상경 박사, 정부간 해양학위원회 의장 재선출 2013.07.03.

9 보도자료 뉴스 1 등 16일 여수,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제23차 총회 2014.10.15

10 보도자료 아시아투데이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대에서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개최
2014.03.17.

11 보도자료 연합뉴스 한국, 정부간 해양학위원회 집행이사국 지위 유지 2015.06.25

12 보도자료 경향신문 PICES 의장에 박철 교수, 한국인 두번째 선출 영예 2016.11.13

13 보도자료 부산일보 등 KIOST 이윤호 박사, 우수과학자상 수상 2017.04.20.

14 보도자료 국제신문 등 세계 젊은 해양과학자들 부산 총결집 2017.05.29.

15 카드뉴스 디지털타임스 등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3차 젊은과학자 

컨퍼런스 개최
2017.05.26.

16 보도자료 연합뉴스 등
부경대 김수암 교수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우스터상 

수상
2017.09.27.

17 보도자료 부산일보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5차 차세대해양과학자 워크숍’ 

개최
2018.01.10.

18 보도자료 연합뉴스 등 해수부, 세계 해양탐사 지원 위해 유네스코와 업무협약 2018.01.21.

19 보도자료 파이낸셜뉴스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5차 차세대해양과학자 워크숍’ 

개최
2018.12.24.

20 보도자료 KBS 등
한국, 유네스코 산하 해양과학 전담기구 이사국 14번째 

재선출
2019.07.07.

21 보도자료 부산일보 등 KIOST, ‘제6차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개최 2019.08.20.

22 보도자료 서울경제 등
KAIST 김성용교수, 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 관측의장 

선출
2019.12.28.

23 보도자료 연합뉴스 등 해수부, 청년 과학자 후원프로그램 지원자 모집 2020.04.26.

24 보도자료 연합뉴스 등
해양과기원 유신재 박사, 국제해양연구위 

의장에…아시아 최초
2020.10.21.

25 보도자료 연합뉴스 등
한국, 유네스코 해양과학 전담 국제기구 집행이사국 

재선출
2021.06.22.

26 보도자료 뉴스펭귄
폐그물에 지느러미 잘렸던 바다거북, 바다로 돌아가 

GPS로 전한 소식
2021.09.17.

27 보도자료 연합뉴스 등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과학평의회 신임 의장에 강수경 

박사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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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성과](해당 시 작성합니다)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해당 시 작성합니다)

<참고 1> 연구성과 실적 증빙자료 예시 

성과유형 첨부자료 예시

연구논문  논문 사본(저자, 초록, 사사표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포함, 연구개발과제별 중복 첨부 불가)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발명인, 발명의 명칭, 연구개발과제 출처 포함)

제품개발(시제품)  제품개발사진 등 시제품 개발 관련 증빙자료

기술이전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실시 계약서, 기술료 입금 내역서 등

사업화

(상품출시, 공정개발)
 사업화된 제품사진, 매출액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매출 확인가능 내부 회계자료) 등

품목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허가서

임상시험실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서

<참고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과 범위

구분 대상 등록 및 기탁 범위

등록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연구시설

·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연구시설·장비 또

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연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생명자원 중 생

명정보

서열·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 서열·구조·상호작용 등 단백체정보, 유전자(DNA)칩·단백질칩 등 

발현체 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표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

보를 포함한다]

기탁

생명자원 중 생

물자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수정란 등 동물자원, 식물세포·종

자 등 식물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5) 목표 달성 수준 

추 진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 해양과학기술분야 주요 국제기구내 영향력 

확보

○ 국제기구내 고위직 유지 및 진출(연 1건 이상)

○ 국제 프로그램 및 공동연구 참여(연 1건 이상)

○ 국제기구 공식발언(연 6회 이상)

○ 100%

○ 100%

○ 100%

○ KOC 사무국 운영 기반구축 ○ KOC 총회 및 소위원회 구성(3개 이상)

○ KOC 총회 및 소위원회 회의 개최(연 4회 이상)

○ 국내 전문가 정례회의 참석 지원(연 10명 이상)

○ 결과 공유를 위한 국제회의 참가보고서 발간(연 2권 이상)

○ 100%

○ 100%

○ 100%

○ 100%

○ 국제해양 미래인재양성 ○ 젊은과학자(석박사)들의 국제회의 참석 지원(총 100명 이상)

○ 차세대해양과학자(학부생)을 위한 워크숍 개최(총 6건 이상)

○ 차세대해양과학자워크숍 참석자 수(총 200명 이상)

○ 100%

○ 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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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해당 시 작성합니다)

 4-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4-2. 자체 보완활동

 4-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1. 목표 달성도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최종목표

1. 해양과학기술분야 주요 

국제기구내 영향력 확보

국제기구내 고위직 유지 및 진출 연 1건 이상 100%

국제 프로그램 및 공동연구 참여 연 1건 이상 100%

국제기구 공식발언 연 6회 이상 100%

2. KOC 사무국 운영 기반구축

KOC 총회 및 소위원회 구성
3개 이상 100%

연 4회 이상 100%

국내 전문가 정례회의 참석 지원
연 10명 이상 100%

연 2권 이상 100%

3. 국제해양 미래인재양성

젊은과학자(석·박사)들의 

국제회의 참석 지원
총 100명 이상 100%

차세대해양과학자

(학부생) 지원

총 6건 이상 100%

총 200명 이상 100%

5-2. 관련 분야 기여도

 ㅇ 국제기구 활동 지원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입지 강화

  - (국제기구 참여) 국제기구에서의 국제학술회의 개최, 국제기구 발언으로 해양과학기술 분야 한국 

국가 위상 제고

  - (고위직 임원 진출) IOC, PICES 등 주요 해양과학 국제기구의 한국 전문가 고위직 진출로 한국 

해양과학기술 위상 강화

 ㅇ 해양수산 글로벌 현안·이슈 중심으로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하여 외교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근거 

마련

  - 다자간, 대형 국제공동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는 해양 관련 국제공동사업에 참여하고 해외 유수 대

학과 공동연구 추진하여 표준화된 체계 구축

  - 유엔 국제해양과학 10개년 계획(UN Ocean Decade) 실행계획안에 따라 국내 해양 유관 기관들

로부터 국제 프로그램 추진하여 단계별로 국제해양 이슈에 필요한 연구 발굴

  - 글로벌 해양 이슈에 관한 SCI논문 발표, 보고서 및 책자 발권 등의 해양과학기술성과는 미래 해양

자원 발전의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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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6-1. 연구개발성과의 관리계획

6-2.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ㅇ KOC 사무국 운영을 통한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유지

 - 본 사업을 토대로 KOC는 IOC, IOC/WESTPAC, PICES, SCOR 등 해양과학 국제기구와의 오랜 네트

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임원진출 등의 성과 달성. 현재 구

축해 놓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며 각 사무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향후 국제이슈에 주도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틀 유지

ㅇ 홈페이지 지속 운영 및 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제기구 및 국내외 주요기관에서 국제 동향 관련 자료를 KOC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 제공

 - 공개가 어려운 성과데이터들은 서버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ㅇ 국내 전문가 관리 체계 

 - 14년간 사업을 통해 수집된 국내전문가 및 젊은과학자, 차세대해양과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 풀을 

유지 관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국제협력 업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 제공

ㅇ 동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추진

작성자: 권석재

ㅇ 해양수산 국제협력 성과 활용의 필요성 

  - 해양수산자원의 중요성 및 해양환경변화의 가속화로, 국가 간 갈등 및 국제협력이 늘어나며 과학

기술기반 외교력의 중요성이 증대

  - 그러나 현재 국내 해양수산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지속적인 거버넌스가 부재하여 이벤트성 협력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해양수산 R&D성과의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국가 차원의 해양수산 과학기술 국제협력 통합 거버넌스 부재로 인해 국가 간 협의회, 국제기구 

총회 등에 일회성 전문가 파견 등이 주를 이룸에 따라 국제기구/이해관계국과의 연속적 커뮤니케

이션 미흡 등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의 성과창출이 미흡

  - 따라서 국내 해양수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해양수산 분야 글로벌 거버넌스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14년간 국제해양과학협력 기반구축사업에서 구축된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정부 지원은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됨

ㅇ 활용방안 (1) : 국제기구 정례회의 의제의 효율적인 대응

  - 정부간 글로벌 국제 해양과학 연구활동 및 국제기구 정례회의 의제 관련 대응을 위한 사전회의, 

보고서, 발언문, 시나리오 등의 효율적인 작성 및 현장 활용

  - KOC 총회 등을 통하여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를 분석하여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하고 국제기구별 소위원회(PICES, IOC/UN Decade, SCOR)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해양

과학기술 분야 국제이슈 선점 및 효과적인 전략/지침 마련에 활용

  - UN Ocean Decade 등 국제기구에서 추진 중인 대형 사업 내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채택 지원을 통해 

국내 과학자들의 국제 이슈 대응력 향상 및 향후 국내 전문가 주도의 국제 공동 프로그램 추진에 

기여

ㅇ 활용방안 (2) : 국제기구, 국제공동연구 내 전문가 활동 지원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해양과학기술 분야별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국내학회 위주로 활동하는 과학자

들이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그간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과 관련한 기존 사업의 성과 및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미래지향적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여 미래 환경/규제 및 국내 경제/사회적 수요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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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성과의 보안등급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12조 참조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분야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기관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구·개발 도중 협력의 단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간 협력 및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

  - 국제 해양과학 이슈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참가 후 정부 및 유관 기관 관련자 배포용

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유사경우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

  - 과거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의장,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의장 활동에 이어 최근 국제

해양연구위원회(SCOR) 의장으로 국내 해양과학자가 성공적으로 진출을 한 성과를 활용하여 국제

해양과학분야의 글로벌 리더쉽 강화

  - 14년간 국제해양과학협력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과거 주요 국제기구 분과 리더십에서 시작하여 의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직 선출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고도화 단계에서 본 과정을 재현할 수 있는 발판 

마련

ㅇ 활용방안 (3) :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인재양성을 통해 확보된 인력풀의 활용

  - 국제기구 능력배양프로그램 및 국제기구 내 취업 정보 등 맞춤뉴스 제공을 통해 확보한 젊은과학자 

풀을 활용하여 각종 해양과학기술 분야 학회 참여 및 국제기구 리더십 진출을 유도

  - 차세대해양과학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확보한 인재풀을 활용하여 이들이 석박사 또는 

박사후 과정에서 보다 많은 국제협력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

  - KOC 산하 국제기구별 소위원회(PICES, IOC/UN Decade, SCOR) 위원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기구 

내 젊은 해양과학자 프로그램(ECOP) 추천 과정에서 젊은 과학자들의 위원 및 임원 진출을 지원

하여 해양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

ㅇ 활용방안 (4) : 해양수산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외교 실현

  - 현재 연구자간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학술회, 컨퍼런스 등 국제협력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연구자 중심적인 네트워크 관리로 인해, 국가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과학기술기반 외교*의 경우, 과학적 연구 및 기술에 기반한 외교적 논거를 준비하거나 그를 준비

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인데 연구자 중심적인 네트워크로 인해,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이 변경될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제협력 네트워크가 단절되는 사례가 발생함

   * (Diplomacy for science)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는 외교로, 다국가의 참여를 통해 광범위하고 비

용이 큰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여 과학적 진전을 달성하는 외교

  - 과학기술기반 외교의 하위 개념에 해당되는 다양한 분야·영역에 대해서 과학기술자문,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촉진하는 외교(Science in diplomacy), 국가의 대외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Diplomacy for science), 국가 간 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외교(Science for diplomacy) 

등의 방식으로 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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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7-1.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록한 연구시설 장비 현황

구입
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장소)

ZEUS장비
등록 번호

7-2.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록한 연구시설 장비 현황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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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해양과학국제연구’ 연구개발사업 ‘국제해양과학협력 

기반구축’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이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에서 시행한 ‘국제해양과학협력 기반구축’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