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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구분 ■ 기관목적사업   

연
구
성
격

연구단계 ■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술성격 ■ Seed연구   □  원천기술   □ 산업계 현안기술   □ 첨단 추격기술

기
술
분
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화학해양학
70
%

환경지구화학
30
%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해양환경 위해요소 
탐색기술

40% 해양환경 위해요소 
평가․제어․관리기술

30%  해양환경변화 관측 및 
평가기술

30
%

과제명 생지화학 순환 및 해양환경변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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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3년차 2021. 01. 01 - 2021. 12. 21(1년)

연구비
(직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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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총    1,702,000천원 

참여인원

전체 총 392 명 (내부 :  392 명, 외부 : 00 명)

년차
(해당 시 작성)

1년차 총 119 명 (내부 :  119 명, 외부 : 00 명)

2년차 총 130 명 (내부 :  130 명, 외부 : 00 명)

해당 연도 총 141 명 (내부 :  141 명, 외부 : 00 명)

연구기관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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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기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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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

참여연구기관명
참여기업명

이 연차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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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 연안환경, 우리바다, 인도양에서 생지화학순환을 이해하고 

해양환경변화를 탐지하는 기술을 구축하여 당면한 환경문제

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함

연구 내용

○ KIOST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및 이를 통한 동해와 남해 대

기/물리/화학/생물 시계열 관측자료

○ 제주 연안 오염원 및 외래기원 환경교란물질 탐지 및 이동

경향 분석  

○ 동해와 황해에서 탄소와 미량원소/동위원소 생지화학 순환 

연구

○ 해양 방사능 사고 대응 관측 및 모델 정보제공 기술지원 체

계 구축 

○ 인도양 다매체 해양 프로세스 이해

1년차

(해당 시 작성)

목표 ○ 해양환경변화 관측 시스템 구축

내용

○ 연안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해수 이산화탄소 시계열 자료 생산

○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 해양생물 성장단계별 농축계수 산정

○ 동해 및 인도양 미량원소 수직분포 파악

2년차

(해당 시 작성)

목표 ○ 해양환경변화 탐색

내용

○ PM2.5, PM10 미세먼지 시계열 자료 생산

○ 대기 유해물질 유입량 산출

○ 다중플랫폼 기반 외래기원 환경교란물질 탐지 기술개발

○ 울릉분지 시계열 침강물질 특성 및 플럭스 조사

○ 해수-퇴적물 경계면의 물질순환 이해

○ 해양방사능 확산 모델 구축

해당 연도

목표 ○ 해양환경변화 진단

내용

○ pH 시계열 자료 생산

○ 해양산성화 진행경향 파악

○ 동해 미량원소 물질 순환 이해

○ 동해 이산화탄소 거동 특성 이해

○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통한 VOCs 물질순환 이해

○ 인공방사능 농도 변화 종합분석 및 오염 소스 평가 

○ 후쿠시마 기원 인공방사능 영향 평가 및 사고 대응 기술지

원 프레임 설계

○ 한-미 국제공동 연구 연계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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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 

○ 지역해에 최적화된 탐지 기술 및 예측 기술 개발 

○ 한반도 연안에서 일어나는 현안문제 해결방안 제시

○ 인도양 쌍극진동 변동과 물질순화 기작 및 생태계 반응이해

○ 해양 방사능 사고대응 기술지원 체계 운용 메뉴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광역-국지적 규모의 환경유해 인자 조기 탐지 기술 및 예보 기술 확보 

○ 유관기관에 해양환경변화 탐지 및 예측 자료를 제공하여 피해저감 활동 지원 

○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기후변화/환경변화/인위적 오염 증가에 따른 해양환경 변

동이해

○ 주변해와 대양간의 상호연관성 파악 및 미래기후 변화 예측 능력 향상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 실행 시 정부차원의 대응 지원 

○ 국제인도양탐사 프로그램(IIOE-2) 참여 및 인도양 변동 특성 이해에 기여

○ GEOTRACES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대양연구 선도 기관으로 국제 인식 개선

국문핵심어

(5개 이내)
물질순환 화학추적자 인공방사능 인도양 동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Biogeochemical 

cycling

Chemical 

tracers
Radio isotope Indian Ocean East Sea

관련과제

국내 전문가 

3명이상 제시

(공동연구＊

참여자 제외)

소속 이름 대학(박사) 전공 연락처 비고

서울대 김규범
미국 델라웨어

주립대
화학해양학 010-9021-8873

서울대 황점식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화학해양학 010-8717-6587

부산대 이동섭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화학해양학 010-7263-3757



- 4 -

목  차

1. 연구개발과제 개요····················································································································5

1-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5

1-2.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7

1-3.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8

2. 2021년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16

2-1.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및 계획내용············································································16

2-2. 주요 연구 변경사항 현황··································································································16

2-3. 당해연도 연구개발 수행 내용  ······················································································17

3. 2021년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64

3-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64

3-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69

3-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70

3-4. 연구성과의 의의  ··············································································································79

3-5. 연구개발비 사용실적··········································································································81

4. 2022년도 연구개발계획··········································································································82

4-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82

4-2. 국내외 관련 분야 환경변화······························································································83

4-3. 연구개발 추진전략 ············································································································83

4-4.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 성과 ··························································································86

4-5.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86



- 5 -

1  연구개발과제 개요

1-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 최종목표

○ 연안환경, 우리바다, 인도양에서 생지화학순환을 이해하고 해양환경변화를 탐지하는 기술을 구축

하여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함

나. 최종목표 설정근거

□ 해양과기원 임무 및 경영목표 등과의 연계성

○ 본 연구는 해양과기원 주요임무인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연구, 응용 

및 실용화연구”,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해양과학기지 등 해양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영목표인 “도전적 융복합연구로 선도적 해양과학기술 역량강화”,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체계적 해양과학기술지원”에 직접 연계

○ KIOST 경영목표 중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체계적 해양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해양 방

사능 관련 연구로, 해양 방사능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선도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음

□ 해양과기원 연구성과계획서 성과목표와의 부합성

○ 전략목표 1, 성과목표 2, 성과지표 1 ‘해양환경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제안된 ‘해

양환경관리를 위한 고해상도 고품질 해양환경인자 시계열 자료 생산기술 확보’는 해양환경/생

태요인의 주 1회 관측/분석을 통한 시계열 관측 수행과 표준물질 교차분석, 신규 도입된 고성능 

분석 장비 등의 투입을 통한 분석 자료의 품질제고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음.

○ 기관발전 로드맵(2019~2022) 중 브랜드과제 육성계획의 중장기 목표인 “기후·환경변화 대응 

분야-대양과 한반도해 장기변화 지속감시”와 “해양생태계기반 환경 관리-동해 주변해 생태계 

변동 유도 기후/환경인자 추적”에 부합함

○ 본 연구는 해양과기원 경영성과 전략목표 1. (기후·해양환경변화 대응) 기후변화 예측 및 해양

환경 변화 대응 중 성과목표 1-2. 해양환경감시 및 관리기술 개발에 직접 기여 

□ 국가적 아젠다(정부 140대 국정과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와의 연계성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과제 중 “1. 과학적 지식탐구 및 창의·도전적인 연구 진흥”, 

“2. 연구자 중심 연구몰입환경 조성”, “3.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5. 과학기술 외교의 

전략성 강화”, “18.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조성-기후변화 및 신기후체제 대응으로 지속가

능성 확보”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 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 해양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8개가 포함되어 있고 이중 아래 과제들이 본 

과제의 목표와 부합하다고 판단됨

  - 국정과제 13 :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를 위해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

관측과 조사활동 강화 및 해양관리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남해 및 동중

국해의 해양환경/생태계 연구와 잘 부합됨

  - 국정과제 84 :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위해 제주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관측과 조

사활동 강화 및 해양 오염을 감소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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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수행방법

○ 연안환경 연구는 본원(부산)과 4개의 분원(남해, 동해, 제주)에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 1회 연속적인 자료를 획득함

○ 동해에서는 이어도호, 온누리호, 이사부호 등 연구 목적별 최적의 연구선을 투입하여 최고의 성과

를 생산함

  - 국정과제 98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주도적 역할 수행을 실행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남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과 대기의 이산화탄소 교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 99 : “기상 이변등 기후변화적응”을 위해 기후변화의 해양 영향 및 연동되는 생

태계 반응에 대한 이해와 예측 능력을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과제의 핵심 연구 분야와 부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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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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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정성적 목표 및 내용

□  1차년도 (2019년)

 (단위 : 천원) 

구분

연차별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구비

(직접비)

1차년도

1. 해양환경 및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1-1. 해수 이산화탄소 시계열 자료 생산
450,000

1-2.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2. 제주도 연안 유입 내/외부 

기인 해양환경교란인자 파악 

2-1. 주변해역 기초 해양조사

210,0002-2. 관측 대상별 다중플랫폼 자료 수집 및 분석

2-3. 제주를 포함한 주변해역 종합적 현황 분석

3. 동해 생지화학 물질순환연

구

3-1. 미량원소 물질 순환 이해

510,000

3-2. 이산화탄소 거동 특성 이해

3-3.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통한 VOCs 물질순환 이해

3-4. 해수-퇴적물 경계면의 물질순환 이해

3-5. 울릉분지 시계열 침강물질 특성 및 플럭스 조사

4. 해양방사능 연구

4-1. 해양생물 성장단계별 농축계수 산정

175,000

4-2. 해양방사능 거동 관련 입자추적 모델기술 고도화  

5. 인도양 해양환경 프로세스 

연구

5-1. 해양-대기 상호작용 분석 및 이해 

227,000

5-2. 수층내 생지화학인자 분포특성 및 물질순환 변동이

해

5-3.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변동이해

5-4. 해양내부 물질순환 추적자 연구

5-5. 국제공동 연구 연계프로그램 개발

계 1,5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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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2020년)

 (단위 : 천원) 

구분

연차별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구비

(직접비)

2차년도

1. 해양환경 및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1-1. PM2.5, PM10 미세먼지 시계열 자료 생산

550,000

1-2. 대기 유해물질 유입량 산출

1-3. 다중플랫폼 기반 외래기원 환경교란물질 탐지 기술

개발

1-4. 해역별/시기별 발생량 및 유입량 분석

2. 동해 생지화학 물질순환연

구

2-1. 미량원소 물질 순환 이해

533,000

2-2. 이산화탄소 거동 특성 이해

2-3.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통한 VOCs 물질순환 이해

2-4. 해수-퇴적물 경계면의 물질순환 이해

2-5. 울릉분지 시계열 침강물질 특성 및 플럭스 조사

2-6. 해수, 수산물, 퇴적물 내 방사능 농도 관측 및 분석

2-7. 성장단계별 농축계수 및 트리튬을 고려한 해양생물 

영향 예측 모델 고도화

3. 인도양 해양환경 프로세스 

연구

3-1. 해양-대기 상호작용 분석 및 이해 

254,000

3-2. 수층내 생지화학인자 물질순환 변동이해

3-3.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변동이해

3-4. 생태계반응연구

3-5. 한-미 국제공동 연구 연계프로그램 개발

계 1,3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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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년도 (2021년) 

 (단위 : 천원) 

구분

연차별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구비

(직접비)

3차년도

1. 해양환경 및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1-1. pH 시계열 자료 생산

500,000

1-2. 해양산성화 진행경향 파악

1-3. 다중플랫폼 기반 외래기원 환경교란물질 탐지 기술

개발

1-4. 해역별/시기별 해양환경교란인자 기원지 및 유입경

로 파악

2. 동해 생지화학 물질순환연

구

2-1. 미량원소 물질 순환 이해

450,000

2-2. 이산화탄소 거동 특성 이해

2-3.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통한 VOCs 물질순환 이해

2-4. 해수-퇴적물 경계면의 물질순환 이해

2-5. 울릉분지 시계열 침강물질 특성 및 플럭스 조사

3. 해양방사능 연구

3-1. 인공방사능 농도 변화 종합분석 및 오염 소스 평가 

500,000

3-2. 후쿠시마 기원 인공방사능 영향 평가 및 사고 대응 

기술지원 프레임 설계

4. 인도양 해양환경 프로세스 

연구

4-1. 해양-대기 상호작용 분석 및 이해 

252,000

4-2. 수층내 생지화학인자 분포특성 및 물질순환 변동이

해

4-3.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변동이해

4-4. 해양생태계 반응연구

4-5. 한-미 국제공동 연구 연계프로그램 개발

계 1,702,000



- 11 -

□  4차년도 (2022년)

 (단위 : 천원) 

구분

연차별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구비

(직접비)

4차년도

1. 해양환경 및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1-1. 연안환경 오염 주요 원인 파악

500,000

1-2. 연안환경관리 방안 및 시스템 구축

1-3. 제주 연안역 유입 오염원 영향 범위 평가

1-4. 현장-다중플랫폼-모델자료기반 제주 연안유입 외래

기원 환경교란물질 자료 제공

2. 동해 생지화학 물질순환연

구

2-1. 미량원소 물질 순환 이해

450,000

2-2. 이산화탄소 거동 특성 이해

2-3. 화학적 추적자를 통한 동해 특성 이해

2-4. 해수-퇴적물 경계면의 물질순환 이해

2-5. 울릉분지 시계열 침강물질 특성 및 플럭스 조사

3. 해양방사능 연구

3-1. 해양방사능 관련 관측자료 및 모델링 정보제공 체계 

구축

1,500,000

3-2. 해양 방사능 사고대응 기술지원 체계 운용 매뉴얼 

작성

4. 인도양 해양환경 프로세스 

연구

4-1. 해양-대기 상호작용 분석 및 이해 

252,000

4-2. 수층내 생지화학인자 분포특성 및 물질순환 변동이

해

4-3.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변동이해

4-4. 해양생태계 반응연구

4-5. 한-미 국제공동 연구 연계프로그램 개발

계 2,7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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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량적 목표 및 내용

□  1차년도 (2019년)

구분 가중치
(%) 과제 설정목표(건) (a) 연구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건)* (b)
세부 

가중치
(%)

설정도(%)
(a/b)

과학적
성과

논문 70

mrnIF 81점 이상 1 0 10%

mrnIF 61~80 1 0 15%

mrnIF 41~60 2 0 15%

mrnIF 40점 이하 3 0 15%

KCI/SCOPUS 3 0 15%

소계 10 0 70%

저서 10

국제저서

국내저서

국제편저

역서 등 1 10%

소계 1 10%

기술적 성과 특허

국제특허 출원

국제특허 등록

국제특허 추가등록

국내특허 출원

국내특허 등록

경제적 성과 기술료 기술이전 성과

사회적,인프라
..

홍보활동 대중강연/인터뷰 1

세미나
개최

외부협력 세미나 
개최

정책제안 지역현안 정책제안

과학체험프
로그램

대외활동 20 학술발표 5 20%

계 - 100% 17 0 100%

※ 반드시 과제계획서에 제출하였던 성과목표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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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2020년)

구분 가중치
(%) 과제 설정목표(건) (a) 연구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건)* (b)
세부 

가중치
(%)

설정도(%)
(a/b)

과학적
성과

논문 80

mrnIF 81점 이상 5 0 30

mrnIF 61~80 3 0 20

mrnIF 41~60 2 0 10

mrnIF 40점 이하 2 0 10

KCI/SCOPUS 3 0 10

소계 15 0 80

저서

국제저서

국내저서

국제편저

역서 등

소계

기술적 성과 특허 10

국제특허 출원

국제특허 등록

국제특허 추가등록

국내특허 출원 1 10

국내특허 등록

경제적 성과 기술료 기술이전 성과

사회적,인프라.
.

홍보활동 대중강연/인터뷰

세미나
개최

외부협력 세미나 
개최

정책제안 지역현안 정책제안

과학체험프
로그램

대외활동 10 학술발표 10 10

계 -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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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년도 (2021년)

구분 가중치
(%) 과제 설정목표(건) (a) 연구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건)* (b)
세부 

가중치
(%)

설정도(%)
(a/b)

과학적
성과

논문 80

mrnIF 81점 이상 3 0 15

mrnIF 61~80 3 0 15

mrnIF 41~60 4 0 15

mrnIF 40점 이하 4 0 15

KCI/SCOPUS 6 0 20

소계 20 0 80

저서

국제저서

국내저서

국제편저

역서 등

소계

기술적 성과 특허 10

국제특허 출원

국제특허 등록

국제특허 추가등록

국내특허 출원 1 10

국내특허 등록

경제적 성과 기술료 기술이전 성과

사회적,인프라.
.

홍보활동 대중강연/인터뷰

세미나
개최

외부협력 세미나 
개최

정책제안 지역현안 정책제안

과학체험프
로그램

대외활동 10 학술발표 10 10

계 -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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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년도 (2022년)

구분 가중치
(%) 과제 설정목표(건) (a) 연구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건)* (b)
세부 

가중치
(%)

설정도(%)
(a/b)

과학적
성과

논문 80

mrnIF 81점 이상 3 0 15

mrnIF 61~80 4 0 15

mrnIF 41~60 6 0 20

mrnIF 40점 이하 6 0 15

KCI/SCOPUS 6 0 15

소계 25 0 80

저서

국제저서

국내저서

국제편저

역서 등

소계

기술적 성과 특허 10

국제특허 출원

국제특허 등록

국제특허 추가등록

국내특허 출원 1 10

국내특허 등록

경제적 성과 기술료 기술이전 성과

사회적,인프라.
.

홍보활동 대중강연/인터뷰

세미나
개최

외부협력 세미나 
개최

정책제안 지역현안 정책제안

과학체험프
로그램

대외활동 10 학술발표 5 10

계 -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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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1.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및 계획내용

  가. 3차년도 (2021년) 

2-2. 주요 연구 변경사항 현황(해당 시 작성) 

구  분 당초계획 변경내역 변경사유

인도양 해양환경 

프로세스 연구

학-연 공동 인도양 관측 수행 ‘21. 12월 수행예정
코로나-19로 인해 인도양 

관측 연기

한-미 인도양 국제공동 연구 수행 ‘21. 12월 수행예정
12월 인도양 관측시 미국 

과학자 3명 동승 예정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생지화학순환 이해 및 해양환경변동 진단

성과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가중치

(A)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 해양환경 및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1-1. pH 시계열 자료 생산

1-2.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산출

1-3. 다중플랫폼 기반 외래기원 

환경교란물질 탐지 기술개발

1-4. 해역별/시기별 해양환경교란인자 

기원지 및 유입경로 파악

30%

-시계열 해양환경 관측자료 

생산 여부

-부유해조류 이동경향 

주제도 제작

2. 동해/황해 생지화학 

물질순환 연구

2-1. 황해 미량원소 물질 순환 이해

2-2. 동해 이산화탄소 거동 특성 이해

2-3.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통한 VOCs 물질

순환 이해(동해)

2-4. 황해 해수-퇴적물 경계면의 물질 순환 

이해

2-5. 울릉분지 시계열 침강물질 특성 및 플

럭스 조사(동해)

30%

- 황해 미량원소 분석 여부

- 동해 이산화탄소 분석 여

부

- 동해 VOCs 분석 여부

- 울릉분지 시계열 침강입

자 플럭스 산출 여부

3. 해양 방사능 연구

3-1. 인공방사능 농도 변화 종합분석 및 

오염 소스 평가 

3-2. 방사능 사고 대응 관측 및 모델 정보 

제공 프레임 기본설계

20%

-인공방사능 시료 분석 수

-방사능 정보 제공 프레임 

기본설계 여부

4. 인도양 해양환경 프로세스 

연구

4-1. 해양-대기 상호작용 분석 및 이해 

4-2. 수층내 생지화학인자 물질순환 

변동이해

4-3.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변동이해

4-4. 해양생태계반응연구

4-5. 한-미 국제공동 연구 연계프로그램 

수행

20%

- 해양-대기 상호작용 분석 

여부 

- 수층내 생지화학인자 

분석 여부 

-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관측 여부

- 한-미 국제공동 연구 

연계프로그램 수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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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당해연도 연구개발 수행 내용 

1) 성과목표 1. 해양환경 및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가) 연구내용 1-1 pH 시계열 자료 생산

○ 이산화탄소 인자 시료 채취 및 분석

- 부산 본원 주 1회, 제주와 울릉도는 격주 간격으로 표층 해수 샘플링을 수행함. 이에 추가로 

월 1회 부산 본원이 위치한 영도 외해역 관측을 하여 해수 시료를 채취함.

- 채취된 샘플 해수에서 총 용존 무기탄소, 총 알칼리도, 염분을 분석하였음. 총 용존 

무기탄소와 총 알칼리도는 농도가 알려진 CO2 Certified Reference Material(CRM)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염분 또한 측정 전후 염분 CRM을 이용하여 기기 보정 및 신뢰도 검증을 

하였음.

-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pH를 열역학적 상수와 모델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그림 1 연안 모니터링 정점

○ 정점별 pH 시계열 자료

- 정점별 pH 시계열 자료를 살펴보면, 매월 측정하는 부산 외해역 정점을 제외하고 뚜렷한 

계절변동을 보임. 부산 정점의 경우 pH는 7.84~8.18의 범위에서 변하며 생물 생산성이 커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는 봄철에 가장 높고, 생물 생산성이 줄고 수온 상승으로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지는 여름철에 최소값을 보임. 현재까지의 조사 자료로 추정된 

계절변동의 크기는 0.34로 매우 큰 편임.

- 제주 정점의 경우 7.86~8.12 범위에서 변하며 계절변동의 크기는 0.25였음. 부산 정점과 

마찬가지로 봄철에 높고, 여름철에 낮았음. 울릉도 정점의 경우 부산, 제주 정점보다는 

계절변동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최소, 최대값을 보이는 계절은 일치함. 울릉도 정점의 pH는 

7.95~8.28의 범위에서 변하며, 계절변동 크기는 outlier 제외 시 0.21였음. 2020년 5월 

관측치에서 pH 최대값이 관측되었는데, 이는 샘플링 당시 높은 식물 생산성으로 표층 

이산화탄소 농도(<200μatm)가 매우 낮았기 때문으로 추측됨.

- 부산 외해역 정점의 경우 월1회 샘플링으로 자료의 개수가 작아 뚜렷한 계절변동을 찾을 수 

없음. pH는 7.97~8.13 범위에서 변하며 전체 크기 변동은 0.16으로 가장 낮은 변동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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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산, 제주, 울릉도, 외해역 정점에서의 pH 시계열 자료 

나) 연구내용 1-2 해양산성화 진행경향 파악

- 해양 산성화 진행 경향은 pH와 함께 해양 생물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탄산칼슘 포화도(Ω)를 

함께 살펴봄. 탄산칼슘 포화도는 pH와 마찬가지로 열역학적 상수와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탄산칼슘 포화도가 1 이상일 경우 해수는 탄산칼슘에 과포화된 상태이며, 1 

이하일 때 불포화를 의미함. 탄산칼슘 포화도의 감소는 탄산칼슘 껍질을 만드는 생물에게 

영향을 줌. 각 정점에서의 월 평균값을 기준으로 변화 경향을 살펴보았으며, 변화 경향을 

제대로 추정하기 위해 계절변동을 제거하였음. 여기서는 Harmonic fit을 이용하여 평균 

계절변동을 각 정점에서 구하고 이를 월평균 값에서 제거한 후의 값(de-seasonalized 

value)을 이용하여 경향 파악을 시도함. 

- 각 정점에서 계절변동을 제거한 월별 pH와 Ω을 가지고 변화 경향 분석을 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을 보인 곳은 부산 정점 한 곳이지만, 이들 변화율 값의 오차가 

변화율 값보다 커서 뚜렷한 증가나 감소의 경향을 보이는 정점은 없다고 할 수 있음. 울릉도 

정점의 경우 2020년 5월 pH 값을 제외하더라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율은 보이지 않았음. 

제주 정점에서 pH와 Ω 모두 해양 산성화와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는 이유는 

2021년 여름철 측정치 때문임. 보통 여름철은 생물 생산성 감소와 높은 수온으로 인해 낮은 

pH와 Ω 값을 보이지만 2021년 측정치의 경우 값이 높았음. 이는 염분이 낮고 총 용존 

무기탄소와 총 알칼리도의 비가 낮은 특징으로 볼 때 강우로 인해 총 알칼리도가 높은 

하천수의 유입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 산성화뿐만 아니라 모든 경향 파악 연구에 있어서 자료의 개수와 시계열 커버리지가 매우 

중요한데, 본 연구과제에서 얻은 자료는 아직 만 3년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의 자료이기 

때문에 평균 계절변동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연변동이 크면 변화 경향 파악에 큰 오차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추가적인 장기 시계열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임. 지금까지 관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pH와 선석 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아래 표에 나타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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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부산, 제주, 울릉도, 외해역 정점에서의 계절변동이 제거된 pH와 선석 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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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1 pH Ωar

Station Rate p Value Rate p Value

부산 -0.005 ±0.007 <0.05 0.011 ± 0.052 <0.01

제주 0.012 ± 0.006 >0.1 0.103 ± 0.048 >0.1

울릉도 -0.018 ±0.008 >0.1 -0.097 ±0.046 >0.1

부산 외해역 -0.016 ±0.016 >0.1 0.033 ± 0.085 >0.5

표 1 부산, 제주, 울릉도, 부산 외해역 정점에서의 계절변동이 제거된 pH와 

선석 Ω 연변화율

다) 연구내용 1-3 다중플랫폼 기반 외래기원 환경교란물질 탐지 기술개발

- SAR, 광학, 해색 위성 등 다중위성과 저궤도 원격탐사를 활용하여 공간/시간/분광 특성을 

고려하여 중국기원 부유해조류 탐지 및 장기 변화 분석

- 환경교란물질의 시/공간 분포 주제도를 작성함

그림 4 위성으로 분석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

까지 황해 및 동중국해의 괭생이모자반 분포 현황

- 위성을 이용하여 황해 및 동중국해의 갈조(괭생이모자반) 대발생 현황 분석



- 21 -

그림 5 위성으로 분석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황해 및 동중국해의

괭생이모자반 분포 현황

- 2021년 1월과 2월에 괭생이모자반이 제주도 연안으로 대량으로 유입되었는데, 드론을 

활용하여 유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월 20일에 괭생이모자반 유입면적이 약 0.42 km2로 

계산됨

- 중국에서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은 2015년 12,100톤, 2016년 19톤, 2017년 4,418톤, 2018년 

2,150톤, 2019년 860톤, 2020년 5,186톤, 2021년 1월 5,913톤을 수거함  

그림 6 2021년 1월과 2월 제주 구엄리 및 김녕해수욕장의 괭생이모자반 유입 현황

라) 연구내용 1-4 해역별/시기별 해양환경교란인자 기원지 및 유입경로 파악

- 보하이만과 산둥반도 주변의 해상양식장 분포를 분석한 결과 많은 수의 양식장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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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위성으로 분석한 보하이만과 산둥반도 주변 해상양식장 분포 현황

- 우리나라 해역으로 괭생이모자반이 유입되는 시기는 2월 또는 3월이 대부분이나, 2020년에는 

12월에 유입이 시작되었음

- 2015년~2019년에는 주로 제주 남부 연안으로 유입되었으나 2021년 이후로는 제주 북부 

연안으로 유입되는 경향을 보였고 유입량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8 최근 우리나라 해역으로 유입되는 괭생이모자반의 유입시기와 유입

경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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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해역으로 유입되는 괭생이모자반 기원지는 보하이만과 산둥반도 연안의 중국 서북부 

해역과 저장성, 장수성 연안 등 중국 서남부 해역으로 파악됨

- 괭생이모자반은 10~11월에 보하이만을 벗어나 12~2월에 황해 및 동중국해로 이동함

- 저장성, 장수성 연안에서는 12월에 괭생이모자반이 이탈하여 1~2월에 동중국해 남부지역으로 

이동함

- 3~5월에 보하이만 기원 괭생이모자반은 소멸하고, 저장성, 장수성 기원 모자반이 우리나라 

주변 해역으로 유입함

- 연도별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해류와 바람조건이 변함에 따른 것임

그림 9 시기별, 지역별 괭생이 모자반 이동 경향

   

2) 성과목표 2. 동해/황해 생지화학 물질순환연구

가) 연구내용 2-1 미량원소 물질 순환 이해

○ 2021년 3월 이사부호에 설치된 청정해수시스템(PRISTINE ultra clean sampling system, UCC, 

NIOZ, NL)을 이용하여 황해 4개 정점에서 해수를 채취하여 미량원소 연구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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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황해 해수 채취 정점도 및 UCC

○ 해수 시료는 이사부호의 UCC 클린 컨테이너 내에서 산세척된 Capsule filter로 여과하였으며, 

ultrapure grade의 질산을 가하여 pH를 2 이하로 보관함. 환경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중으로 밀봉하여 실험실로 운반한 후, 해수 전처리장비(seaFAST sp3)가 결합된 유도 

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로 분석함.  

그림 11 해수 표준물질(NASS-7)의 인증값 제시

○ 캐나다 NRC 사의 해수 표준물질인 CASS-6와 NASS-7를 시료와 함께 분석하여 분석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26개의 미량금속의 회수율이 78.1~116.0%로 신뢰성 높은 자료가 

생산됨. 해수 표준물질의 인증값이 제시되지는 않은 원소인 Sb와 영양염류인 N, P, S를 

포함하면 31개 원소에 대한 황해 미량원소 자료가 생산되었음. 

○ 정점 4에서 용존미량원소의 평균농도는 Mo가 11,225 ppt로 가장 높았으며, 

Mo>U>V>As>Cu>Ni>Zn>Sb>Mn>Cr>Fe>Y>Cd>Pb>La>Co>Nd>Ce>Sm>Dy>Er>Yb>Ho>Gd>Eu>Tb>Lu>Tm의 

농도순으로 REE와 Co의 농도가 생물이용성 높은 원소에 비해 낮은 특징을 보임.



- 25 -

Pb (ppt)
5 6 7 8 9 10 11

D
ep

th
 (m

)
0

20

40

60

80

100

St.1
St.2
St.3
St.4

Zn (ppt)
5 6 7 8 9 10 11

D
ep

th
 (m

)

0

20

40

60

80

100

그림 12 황해 해수 중 납과 아연의 수직분포 특성(정점별 비교)

○ 해수 중 납과 아연의 농도는 남해와 연결되는 정점 1과 2에서의 농도가 황해 35도 라인의 

정점 3과 4에 비해 높은 농도를 보임. 또한 황해의 정점은 표층보다는 저층으로 갈수록 

농도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나, 남해의 정점은 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음. 

○ 황해 정점 4에서는 주요 미량원소와 희토류의 수직분포 특성을 원소별로 비교함. 주요원소 

대부분은 동계 조사로 수괴가 잘 혼합된 특성을 반영하여 표층과 저층 혹은 수심에 따른 

농도변동이 작게 나타남. 그러나 철과 망간은 저층에서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희토류 

원소는 표층에서 저층으로 갈수록 농도가 감소하고 있었으며, 특히 Gd는 표층에서는 1ppt 

였으나, 저층으로 갈수록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정점 3 역시도 동일한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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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황해 정점4에서 해수 중 주요 미량원소(좌) 및 희토류(우)의 수직분포 원소별 비교

○ 동해 및 황해간의 미량원소(미량금속) 비교 분포도 국내 최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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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2021년도 연구 정점 (왼쪽) 및 주요 미량금속 Fe, Mn, Co, Cu, Cd, Ni의 수

직, 수평 분포도 (오른쪽)

- 이사부호의 청정해수채취 장비를 기반으로 동해(2018-2021) 및 황해(2021)의 미량원소 분석을 

통해 수평 및 수직 분포도 작성을 수행하였음 . 

- Ni, Cu, Cd의 경우 육상 근처 정점에서(E1-E2, S1-S2) 대륙붕으로부터의 유입에 의한 중층-심

층에서 다소 높은 농도가 관측됨. 그 외 미량금속의 경우에서도 전반적으로 Shelf-input의 영향

이 큰 것으로 보임.

그림 15 동해 및 황해와 태평양 및 대서양 내의 주요 미량금속 수직 분포도 비교

-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동해 및 황해 수층 미량원소의 분포도 작성

- 특히 황해 표층에서 Mn, Cu 및 Pb이 높은 농도분포를 보이며, 이는 대기를 통한 물질 유입이 

중요한 기원인 것으로 생각됨.

- 황해(2021)와 동해(2018-2021) 울릉분지의 수층내 미량금속 분포양상을 태평양 및 대서양(3~5

정점) 등 대양과 비교하였을 때, 대채적으로 대양에서의 일반적인 미량원소 분포 특성 (영양

염 형태 혹은 scavenging 형태)을 보였으나, Mn, Fe, Cu, Pb은 한반도 주변해에서 대양에 비

해 2-4배 높은 농도를 보임

- 이는, i)심층에서는 육상-해양 경계면(대륙붕, 혹은 해저 퇴적물에 의한 확산 등)으로부터의 

유입, ii)표층에서는 대기 황사, 육상 담수 등을 통한 미량금속 유입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황해와 동해의 수층 미량금속의 기원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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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표 2 2018-2021년도 동해 및 서해 내 미량금속의 해저 퇴적물로부터의 확산에 의한 유입 플럭스 

산정 예비 결과 (Benthic flux, 10-6 mol m-2 yr-1)

- 2018-2021년간 조사된 동해 및 서해 심층 미량금속 분포농도를 이용하여 benthic flux를 산정

함.

- 특히 Mn의 benthic flux가 다른 미량금속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동해의 

유기물 분해율이 다른 대양에 비해 (2배 가까이)다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와 관련한 

Mn의 재유입에 의한 것으로 보임.

- 상기 연구결과는 동해와 황해에서 청정 해수 채취/분석기술 기반 미량금속 관련 최초 연구성

과로서, 현재 논문 작성 중에 있으며 차년도(2022년)에 국제 학술지에 투고할 예정임.

나) 연구내용 2-2 이산화탄소 거동 특성 이해(황해/동해) 

○ 현장 조사

- 2021년 3월 12일부터 19일,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약 11일간 이사부호에 장착된 underway 

pCO2 장비를 운영하여 동해와 황해에서 해양 표층과 대기 이산화탄소 분압 자료를 획득함(그

림 10).

- 총 4,043개의 이산화탄소 분압 자료를 최종 획득함.

- 수층(수심별) 조사는 황해 남부 지역에서 수행되었으며, 총 4개 정점에서 수층별(표층에서 해

저면까지) 이산화탄소 인자 분석을 위한 해수 시료를 채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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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이산화탄소 분압 관측 라인(동해:파란색, 남해, 황해: 노란색)과 황

해 이산화탄소 인자 조사 정점도

○ 해양 표층 및 대기 이산화탄소 분압 조사

- 관측 라인의 표층 수온은 9.03~16.24℃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 표층 수온은 12.51±1.54℃였

음. 동해의 평균 표층 수온은 12.51±1.44℃였으며, 남해와 황해의 평균 표층 수온은 

12.50±1.84℃였음.

- 표층 염분은 32.47~34.72의 범위에서 분포하였으며, 평균 표층 염분은 34.37±0.41였음. 동해 

평균 염분은 34.47±0.16였으며, 남해와 황해 평균 염분은 34.02±0.69였음.

- 동해의 경우 포항 인근에서 주위보다 낮은 수온이 관측되었으며, 울릉도 동쪽과 남쪽 해역에

서도 주위보다 수온이 2~3℃가량 낮은 표층 해수가 관측되었음. 남동해의 경우 표층 수온은 

외해역이 연안보다 높았으며, 가장 높은 수온이 부산 앞바다에서 관측됨. 염분의 경우 울릉도 

동쪽 해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를 제외하고 동해 대부분 해역에서 비슷한 값을 보였

음.

- 남해와 황해의 경우 표층 수온과 염분 모두 유사한 분포 경향을 보였음. 연안 라인의 경우 황

해부터 여수까지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고 염분이 낮은 표층수가 분포했으며, 남해에서 황해로 

갈수록 수온과 염분이 감소함.

그림 17 표층 수온(좌)과 염분(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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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은 300.55~436.13μatm 범위에서 분포하였으며, 평균 표층 이산화

탄소 분압은 334.44±24.23μatm이었음.

- 해양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은 표층 수온과 염분이 모두 낮은 황해 남쪽 연안 라인에서 가장 

높고, 울릉도 남쪽 해역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임.

- 대기 이산화탄소 분압은 관측 기간 평균 409.97±2.26μatm이었고, 해역 대부분에서 표층 이

산화탄소 분압보다 높은 관측값을 보여 대기로부터 해양으로의 이산화탄소 흡수가 일어남.

-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분압차(해양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대기 이산화탄소 분압)는 –

110.79~27.87μatm의 분포를 보였고, 관측 기간 평균 분압차는 –75.53±25.12μatm이었음.

- 동해의 평균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분압차는 –83.87±13.23μatm였고, 남해와 황해의 경우 평

균 –48.35±33.96μatm였음.

그림 18 해양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좌)과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분압차(우) 분포

- 측정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분압차와 CCMP(Cross Calibrated Multi-Platform) 풍속 자료를 

사용하여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F)을 다음의 식으로 추정하였음.

       

- K0는 이산화탄소 용해도로 온도와 염분의 함수이며, 가스교환상수(k)는 풍속의 함수임. 

Wanninkhof(2014)에 의하면 k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음. U10은 해수면 10m 높이의 풍

속을, Sc는 Schmidt number이고 기체마다 고유하며 해수에서는 온도와 염분의 함수로 나타남.

  
  

- 음의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은 해양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보다 대기 분압이 큰 경우로 

해양이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음을 의미함.

- 조사 기간 관측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은 –11.36~0.72 mol C m-2 yr-1의 범위를 보였

으며, 전체 평균 교환량은 –3.14±2.90 mol C m-2 yr-1로 나타남. 동해 평균 교환량은 –

3.24±2.98 mol C m-2 yr-1이었고, 남해와 황해의 평균 교환량 –2.79±2.62 mol C m-2 yr-1이

었음. 대부분 해역에서 대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었으며, 황해 남부 해역 연안 일부 지

역에서 약하게 대기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였음(아래 그림의 빨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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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분포(음의 값: 해양 CO2 흡수)

   

그림 20 2019년 8월, 2020년 6월, 2021년 3월의 동해 표층 수온, 염분,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비교

- 1, 2차년도 동해 조사 결과(2019년 8월, 2020년 6월)와 비교를 해보면 표층 수온, 염분,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으며, 8월 여름에 비해 

6월이 평균적으로 3배 정도 많은 양의 대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특히 8월의 경우 울릉도 

바깥쪽 외해역의 대기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큼. 3월의 경우 동해 전 해역에서 대기 이산화탄

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겨울철 대기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여름철 흡수량(8월 기

준)의 13배 정도로 큰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겨울철 혼합보다 표층 수온 감소로 인한 표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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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탄소 분압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생각됨.

표 3 2019년 8월, 2020년 6월, 2021년 3월의 해양 표층 수온, 염분, 표층 이산화탄

소 분압,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비교

○ 황해 남부 해역 수층 내 이산화탄소 인자 분포

- 총 4개 정점에서 수층별로 채취된 총 25개의 시료는 실험실에서 총 용존 무기탄소와 총 알칼

리도를 측정하였고, 총 용존 무기탄소와 총 알칼리도 측정은 농도가 알려진 CO2 Certified 

Reference Material(CRM)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음.

그림 21 황해 남부 해역 조사 라인에 대한 수온, 염분, 총 용존 무기탄소, 총 알칼리도 수직·수평 

분포도

- 조사 라인에 대한 수온 및 염분 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남쪽 2개의 정점(YS-2, 3)에서는 표층

부터 바닥까지 수온 및 염분이 일정하여 전체 층에서 혼합이 일어남을 알 수 있으며, 북쪽으

로 갈수록 염분이 낮아지고 수온 또한 낮아짐. 수온과 염분이 낮은 저염수가 YS-6 정점의 상

단부에 분포함을 알 수 있음. 총 용존 무기탄소와 총 알칼리도의 분포는 수온, 염분 분포와 

잘 일치함. 특히, 수온과 염분이 가장 낮은 YS-6 정점에서 가장 높은 총 용존 무기탄소 농도

와 총 알칼리도가 관측됨. 4개 정점 조사만 수행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포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겨울철 황해 남부 해역에서 저염수 분포 라인이 북위 34도와 34.5도 사이에 위치함

을 알 수 있었음.

- 열역학적 상수와 모델을 이용하여 탄산칼슘 포화도와 pH를 추정하여 살펴본 결과, 다른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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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서쪽으로 갈수록 북쪽으로 갈수록 탄산칼슘 포화도와 pH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저염수에서 최소값을 보였음. 

그림 22 황해 남부 해역 조사 라인에 대한 탄산칼슘 포화도(좌)와 25℃ pH(우) 수직·수평 분포도

다) 연구내용 2-3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통한 VOCs 물질순환 이해

○ 황화합물을 포함한 VOCs 분석기법 개발

- 해양 대기 중 환원황화합물 분석법 개발

⋅환원황화합물(Reduced sulfur compounds;RSCs)은 산화반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에어로졸 형태

의 황산염으로 존재하고 강수의 산성도, 지구복사량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줌. 자연 기원

의 RSCs는 약 84.5%가 해양에서 방출되어 해양 대기 중 에어로졸 생성에 중대한 기여하기 때

문에 현장 실시간 측정법 개발이 필수적임.

⋅해양 대기 중 VOCs 분석기법을 적립하기 위해 1차년도: 라이브러리를 구축, 2차년도: 환원황

화합물(RSCs) 실시간분석법 개발을 진행함. 당해연도(3차년도)는 저농도 해양 VOCs 분석기법 

정도관리 및 RSCs 분석법 개발을 수행함.

⋅환원황화합물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검량곡선 작성 전 희석가스의 바탕농도를 4가지 조건(고순

도질소, 고순도질소+흡착(수분+카본)트랩, 고순도에어, 고순도에어+흡착트랩)에서 비교함.

캐리어가스
(N2)

희석가스
(Air or N2)

vent

• Carbonyl sulfide(1 ppm)
• Dimethyl sulfide(1 ppm)
• Ethyl mercaptan(1 ppm)
• Hydrogen sulfide(1 ppm)
• Methyl mercaptan(1 ppm)

Moisture & HC trap Moisture & O2 trap

그림 23 환원황화합물 분석법 개발 및 정도관리 

⋅바탕시료는 3회 반복 수행하여 비교한 결과, 고순도 에어와 트랩을 조합한 구성에서 가장 낮

은 농도분포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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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분석 조건별 바탕시료의 환원황화합

물 농도 분포

⋅환원황화합물 표준가스를 이용한 검정결과, 검량곡선의 기울기는 1.01~2.04로 측정되었으며 

결정계수(R2)는 우수하였음(그림 25). 

       

그림 25 분석기법을 활용한 환원황화합물 검량

선 결과

○ 동해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통한 VOCs 물질 순환 이해

- 동해 해역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기상현황

⋅동해 해양-대기 상호작용 연구를 위해 2021년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사부호 연구선에 

대기 관측 컨테이너를 선적하여 동해 대기질 조사를 실시간 관측함(그림 26). 대기 관측 컨테

이너에 구축되어 있는 관측 장비는 대기 중 가스상 물질과 입자상물질을 측정할 수 있게 구성

되어 있음(표 4).

⋅해양 대기 중 VOCs 관측은 SIFT-MS를 이용하였으며, 준실시간(25초)으로 90여개 화합물을 동

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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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제조사 모델 측정방법 측정간격

CO2,CH4,H2O PICARRO G2201-i
Cavity ring-down 

spectroscopy
3s

NO, NO2, NOx Thermo 42C Chemiluminescence 60s

SO2 Thermo 43C-TLE Fluorescence 60s

O3 Thermo 49iQ UV photometry 60s

CO Thermo 48iQ-TLE Gas filter correlation NDIR 60s

VOCs Syft 
VOICE 200 

ultra

Mass spectrometry

(soft chemical ionization)
25s

0.5 ㎛ ~ 20 ㎛ TSI 3321 APS spectrometer 180s

10 ㎚ ~ 1000 ㎚ TSI

3750 Butanol-based CPCs ~2s

3082
Differential mobility 

analyzer (DMA)
180s

BC MAGEE
Aethalometer

(AE33)
Optical absorbtion 60s

1 ㎛ 이하의 

입자 내 화학 

성분 분석

Aerodyne 

Research
HR-ToF-AMS Mass spectrometry 180s

표 4 대기관측컨테이너 측정 항목 및 방법

       

그림 26 이사부호 연구선 대기관측 컨테이너 선적 모습

⋅동해 해역 조사는 동해연안을 따라 북상한 후에 울릉도 동쪽 해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이후에 

거제 장목으로 복귀하는 경로로 총 운항거리 600 해리를 이동하며 대기 중 가스상과 입자상을 

동시에 관측함(그림 27).

⋅해수 중 SVOC(Semi Volatile Organic Compounds) 측정을 위해 펌프를 이용하여 표층해수를 이

송시킨 후 XAD-2 수지에 흡착시킴. 해수 유속은 1.2 L/min으로 총 100 L 채취함. 동해 해역은 

4개 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해수 내 SVOC를 분석함.

⋅조사 시간 동해 해역 기온은 9.97±1.91℃, 상대습도는 65.3±9.38%, 풍속은 6.94±3.99 m/s, 

주풍향은 동풍이 우세하게 관측됨(그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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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조사해역 조사해역 기상현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3차년도
(2021.3.12~3.19)

①

②

③

④

해수시료

그림 27 동해 조사해역 이동경로 및 기상현황

- 동해 해수 내 SVOCs 농도 분포

⋅동해 해역 해수는 4개 지역에서 XAD-2 수지로 채취하고 냉장 보관함. XAD-2 수지는 실험실에

서 추출-농축-정체-농축 과정을 거친 후 GC/MS로 분석함. 

⋅분석 대상 SVOCs는 PAHs 16종이며, 연안 지역인 동해 1지점에서 채취한 해수 내 PAHs 농도가 

5.96 ng/L로 가장 높았으며, 외해역인 동해 4지점에서 2.68 ng/L로 가장 낮게 측정됨(그림 

28).

⋅동해 해수 내 PAHs 조성비는 연안지역인 동해1과 2에서 벤젠고리 4개 이상인 고분자량 PAHs 

비율이 50% 이상 높게 측정되었으나, 외해역인 동해 3과 4는 고분자량 PAHs의 분포가 상대적

으로 낮게 측정되어 연안지역과 외해역의 PAHs 조성차이를 보임.

       

<동해 해수 내 PAHs 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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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해수 내 PAHs 조성비>

0 20 40 60 80 100

동해1

동해2

동해3

동해4

2-ring 3-ring 4-ring 5~6-ring

그림 28 동해 해수 내 PAHs 농도 및 조성비

- 동해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통한 VOCs 물질 순환 이해

⋅동해 해역 대기 중 CO2 농도의 이동 항로별 실시간 농도 분포 지도를 작성함. 동해 대기 중 

CO2 평균 농도는 437 ppm으로 측정되었으며, 2020년 429 ppm보다 높은 농도 분포를 보임. 공

간적으로 부산 해역, 포항-영덕 구간, 울릉도 동쪽 해역에서 높은 분포를 보임(그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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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2021년 동해 해역 대기 중 CO2 농도 분포지도

⋅동해 해역 대기 중 기준성대기오염물질의 농도분포와 공간 분포지도를 작성함. 기준성대기오

염물질 NO, NO2, SO2, O3, CO의 평균농도는 각각 1.64 ppb, 0.94 ppb, 0.05 ppb, 52.4 ppb, 

249 ppb로 관측됨(그림 30).

⋅NO와 NO2 농도분포는 부산 연안을 통과하는 구간, 포항-영덕 구간, 울릉도 동쪽해역에서 상대

적으로 높은 농도분포를 보임. O3 농도는 NO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분포를 보여 NOx 순환에서 

O3 생성보다 소모가 활발히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됨.

       

<기준성대기오염물질 

농도분포>
<기준성대기오염물질 분포지도>

AVG : 1.64 ppb

AVG : 0.94 ppb

AVG : 0.05 ppb

AVG : 52.4 ppb

AVG : 249 ppb

그림 30 동해 해역 대기 중 기준성대기오염물질 농도분포

⋅동해 해역 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분포와 공간 분포 지도를 작성함. 휘발성유기화합

물은 준실시간(25초)으로 총 90여종을 동시에 관측함. 본 연구에서는 관측기간 대표적으로 

Benzene, Toluene, Isoprene, DMS, Monoterpene, Ammonia의 변화를 나타냄. Benzene, 

Toluene, Isoprene, DMS, Monoterpene의 평균농도는 각각 0.13 ppbv, 0.40 ppbv, 0.04 ppbv, 

0.15 ppbv, 0.07 ppbv로 관측됨(그림 31). 2020년 조사와 비교하면, 평균농도는 유사하거나 

낮은 농도 수준임. 암모니아 농도는 구간별로 부산을 통과하여 동해연안을지나는 구간과 울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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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쪽 해역에서 각각 6.98 ppbv와 6.29 ppbv로 높았으며, 연안에서 울릉도로 이동하는 경로

와 울릉도에서 거제로 이동하는 구간에서는 각각 4.63 ppbv와 4.25 ppbv로 낮게 측정됨.

⋅2020년도 조사에서는 Benzene 및 Toluene과 같은 인위적 기원의 VOCs는 부산과 울산을 지나는 

구간에서 서풍의 영향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해당 구간에서 북동풍 또

는 동풍 계열의 풍향으로 인해 육상영향을 이전연도에 비해 적게 받은 것으로 판단 됨(그림 

32). DMS의 농도분포는 남해연안과 부산과 울산을 지나는 지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DMS는 

주로 해양 플랑크톤에 의해 생성되어 대기로 유입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물질로 해수온도 및 

영양염류의 차이로 인한 플랑크톤 활동성 변화와 관련 있을 것으로 예상됨.

       

AVG : 0.13 ppb

AVG : 0.40 ppb

AVG : 0.15 ppb

AVG : 0.04 ppb

AVG : 0.07 ppb

6.98 ppb 4.63 ppb 6.29 ppb 4.25 ppb

그림 31 동해 해역 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분포

       

그림 32 동해 해역 대기 중 VOCs 농도 분포 지도

- 동해 해역 대기 중 초미세입자(1 ㎛ 이하) 내 화학 성분 조사

⋅동해 해역 대기 중 PM1 내 화학 성분 구성의 질량 농도와 조성비를 관측 항로별로 나타냄.  

PM1 내 화학 성분 구성 중 black carbon, organic, nitrate, sulfate, ammonium, chloride의 

평균농도는 각각 0.62 ㎍/㎥, 2.01 ㎍/㎥, 0.97 ㎍/㎥, 1.85 ㎍/㎥, 1.01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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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측됨. 2020년 관측과 비교하면 높은 농도분포를 보였으나, 3월16일과 17일 전국 황사에 

의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그림 33).

⋅HR-ToF-AMS로 분석된 PM1 중 sulfate를 발생원에 따라 인위적, 자연적, 해염 기원으로 분류

함. 해양의 플랑크톤에서 대기로 배출된 DMS는 산화를 통해 MSA(methanesulfonic acid)를 생

성하고 주로 자연적 기원의 sulfate로 해석됨. HR-ToF-AMS 자료에서 순수한 MSA를 산출하는 

방법은 아래 식과 같음. Sea-salt sulfate는 해염에 기원하여 생성된 sulfate로 chloride 농

도에 해수 중 sulfate와 chloride의 구성비 0.104를 곱하여 산출함.

       자연적  


  

  


⋅동해 해역을 항해하는 동안 sulfate를 자연적, 인위적, 해염 기원 세 종류로 분류하여 각 발

생원이 전체 sulfate에서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함. 부산과 동해연안을 통과하는 구간에서 자

연기원 sulfate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해염 기원의 sulfate는 낮은 수준으로 산출됨. 

해염 기원의 경우 입자의 크기가 조대입자(d>1 ㎛) 영역에 해당함으로 HR-ToF-AMS는 PM1 크기 

이하의 비 내화성 입자들만 분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될 가능성이 있음(그림 34).

⋅동해 해역에서 해양-대기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자연적인 sulfate 비율은 3.9 ~ 40% 수준으

로 관측됨. 자연적인 기원의 sulfate 비율은 남해연안을 통과하면서 DMS 농도가 높게 측정될 

때 가장 높았으며, 동해 연안과 울릉도 이동구간에서는 낮은 비율로 관측되었음.

       

그림 33 동해 해역 대기 중 PM1 내 화학성분 구성 및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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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4 MSA       MSA/ SO4 ratio

그림 34 동해 해역에서 해양-대기 상호작용에 의한 sulfate 구성 비율

라) 연구내용 2-4 해수-퇴적물 경계면의 물질순환 이해

○ 벤틱랜더 현장관측 (총 산소소모율)

- 2021년 5월 2개 지점(St. 1, 2) 10월 2개 지점(St. 3, 4)에서 현장관측 장비인 벤틱랜더를 이

용하여 현장실험을 수행함(그림 35).

  

그림 35 연안용 벤틱랜더 투하 

사진

- 2021년 5월 정점 1, 2에서 약 10시간 이상 현장 배양한 결과 퇴적물 내 유기물의 분해로 챔버

내 용존산소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냄. 시간에 따른 산소의 감소 기울기로 

추정한 퇴적물의 총 산소소모율은 정점 1, 2에서 각각 8.6, 10.3 mmol O2 m-2 d-1을 나타냄. 

2021년 10월 정점 2, 4에서 약 6시간 이상 현장 배양한 결과, 정점 3, 4에서 각각 5.9, 27.8 

mmol O2 m-2 d-1을 나타냄(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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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벤틱 챔버에서 측정한 시간에 따른 산소 감소율

- 총 산소소모율에 탄소 대 산소의 비(C:O2=106:138)를 곱하여 추정한 유기탄소 산화율은 정점 

1, 2, 3, 4에서 각각 6.6, 7.9, 4.5, 21.4 mmol C m-2 d-1였음(표 5).

정점
퇴적물 산소소모율 퇴적물 유기탄소 산화율

(mmol O2 m-2 d-1) (mmol C m-2 d-1)

1 8.6 6.6

2 10.3 7.9

3 5.9 4.5

4 27.8 21.4

표 5 벤틱챔버로 측정한 퇴적물 산소소모율 및 퇴적물 유기탄소 산화율

 

○ 벤틱랜더 현장관측 (영양염 용출율)

- 2021년 5월 2개 지점(St. 1, 2) 10월 2개 지점(St. 3, 4)에서 현장관측 장비인 벤틱랜더를 이

용하여 수층-퇴적물 경계면에서 영양염 용출율을 산정함(표 6).

- 2021년 5월 정점 1에서 벤틱챔버를 이용하여 영양염 용출율을 측정한 결과, 질산염, 인산염, 

암모니움, 규산염은 퇴적물에서 수층으로 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0.56, 0.008, 

0.289, 0.389 μmol L-1 h-1의 용출율로 산정되었음(그림 37).

- 2021년 5월 정점 2에서 질산염은 0.893 μmol L-1 h-1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산

염, 암모니움, 규산염은 각각 0.045, 0.149, 1.602 μmol L-1 h-1의 용출율로 산정되었음(그

림 38).

- 2021년 10월 정점 3에서는 정점 2와 마찬가지로 질산염은 유입되며, 인산염, 암모니움, 규산

염은 용출되는 것으로 측정됨. 질산염, 인산염, 암모니움, 규산염의 용출율은 각각 –0.399, 

0.119, 0.018, 0.192 μmol L-1 h-1로 측정되었음(그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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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정점 4에서 암모니움을 제외한 나머지 영양염류들은 용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질

산염, 인산염, 암모니움, 규산염의 용출율은 각각 1.04, 0.091, -0.605, 0.443 μmol L-1 h-1

로 측정되었음(그림 40).

- 용존무기질소(DIN; dissolved inorganic nitrogen)은 정점 1과 4에서 높은 용출율을 보인 반

면, 정점 3에서는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점 3에서 퇴적물은 용존무기질소의 제

거원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함. 용존무기인(DIP; dissolved inorganic phosphate)는 모든 정

점에서 용출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정점 3에서 가장 높은 용출율을 보임. 규산염은 역시 

모든 정점에서 용출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정점 2에서 가장 높은 용출율을 보임.

정점 DIN DIP SI(OH)4

1 4.99 0.05 2.29

2 0.33 0.26 9.42

3 -2.24 0.70 1.13

4 4.32 0.54 2.60

표 6 벤틱챔버로 측정한 수층-퇴적물 경계면에서 영양염 용출율, 단위: mmol m-2 d-1

   

그림 37 2021년 5월 정점 1에서 측정된 수층-퇴적물 경계면에서 영양염 용출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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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2021년 5월 정점 2에서 측정된 수층-퇴적물 경계면에서 영양염 용출율

 그림 39 2021년 10월 정점 3에서 측정된 수층-퇴적물 경계면에서 영양염 용출율



- 43 -

그림 40 2021년 10월 정점 4에서 측정된 수층-퇴적물 경계면에서 영양염 용출율

마) 연구내용 2-5 울릉분지 시계열 침강물질 특성 및 플럭스 조사

- EC-Trap 정점에 300m(500m), 1000m, 2000m의 수층에 침강입자 포집기(sediment trap)을 1회 

계류 하여 현재까지 총 17회의 계류를 통해 2010년 11월~2020년 9월까지 10년간 6~10일 간격

의  국내 최초 및 유일의 동해 울릉분지 고해상도 시계열 침강물질 플럭스 자료 확보 성공(그

림 41)

- 당해연도(2021년) 침강입자 포집기(Sediment Trap) 계류 내용 (그림 42)

⋅설치 위치 : 울릉분지의 북쪽 수심 2,357m 해역(37°38.057’N, 131°20.619’E)

⋅2021년 4월 15일 ~2021년 9월 18일 (6일 간격 × 26기간)로 설정된 침강입자 포집기 계류 

⋅장착 장비 : Sediment Trap(NGK SMD-26S Type) : 5개 수층(300m, 500m, 1,000m, 2,000m, 

                                                 Bottom-50m)

               Current Meter(RCM DW Type) : 2개 수층 (550m, 2,050m)

- 시료 수집 및 처리 현황

⋅2020년 4월 15일~2020년 9월 18일 계류 시스템 회수 : 300m 수심의 23개 기간, 1000m 수심의 

7개 기간 시료수집 및 Total Massflux 계산완료 (2000m의 시료는 시료병이 막혀 채취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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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8 12차 계류 완료 (ES1803)
 - 플럭스 계산 완료

13차 계류 완료 (ES1810)
 - 시료 전처리 중
 - 23/26 기간 시료채취 성공

14차 계류완료 (ES1903)

2016
10차 계류완료 (ES1703)
 - 플럭스 계산 완료
 - 500m, 2000m만 성공
 - 주요성분 분석중

8차계류 완료 (ES1603)

9차 계류 완료 (ES1609)
 - 플럭스 계산 완료, 주요성분 분석 중
 - 500m, 2000m 시료채취 성공
 - 1000m : 1~5 기간까지만 시료채취 성공

2017 10차계류완료 (ES1703)
 - 플럭스 계산 완료
 - 주요성분 분석중

11차 계류 완료 (ES1710)
 - 여기부터 500m Trap을 300m로 이동
 - 플럭스 계산 완료

12차 계류 완료 (ES1803)
 - 플럭스 계산 완료

5차계류 완료 (ES1405)
Trap 콘의 배출구가 막혀 시료채취 실패

2015 7차계류 완료 (ES1509)
500m (16/26), 1000m (12/26), 2000m (25/26)
플럭스 계산 중, 주요성분 분석 중

8차계류 완료 (ES1603)
- 플럭스 계산완료, 주요성분 분
석중
2000m 실패

2014 5차계류 완료 (ES1405)
Trap 콘의 배출구가 막혀 시료채취 실패

2013
4차계류 완료 (ES1306)
500m, 1000m, 2000m
시료채취 성공
플럭스계산, 주요성분 분석완료

6차계류 완료 (ES1503)
500m, 1000m, 2000m
일부 시료채취 성공 (10기간/26기간)
플럭스계산 완료,  주요성분 분석 완료

2011
1차계류 완료 (ES1106)
1000m
시료채취 성공
플럭스계산, 주요성분 분석완료

2차계류 완료 (ES1203)
500m, 1000m, 2000m
시료채취 성공 (500m는 12기간/26기간만 성공)
플럭스계산, 주요성분 분석완료

2012
3차계류 완료 (ES1211)
500m, 1000m, 2000m
1000m 14기간/26기간만 시료채취성공
플럭스계산, 주요성분 분석완료

Sampling Bottle은 정상적으로 회전하였으나
Trap 콘의 배출구가 막혀 시료채취 실패

1차계류 완료
1000m
시료채취 성공

20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0 16차 계류 완료 (2003)
 - 무게 측정중

17차 계류 완료 (ES2011)
 - 300m 23/26, 1000m 9/26(8번째 채취실패), 2000m 실패

2018 12차 계류 완료 (ES1803)
 - 플럭스 계산 완료

13차 계류 완료 (ES1810)
 - 시료 전처리 중
 - 23/26 기간 시료채취 성공

14차 계류완료 (ES1903)

2019 14차 계류완료 (ES1903)
 - 플럭스 계산 완료
 - 20/26 기간 시료채취

15차 계류 완료 (ES1912)
 - 300m만 24/26 기간 시료채취 성공 (2~3번 기간 채취 실패)
 - 플럭스계산완료

2021 18차 계류 완료 (ES2103)
 - 시료 전처리 중 (항량 측정)

19차 계류 완료 (ES2109)
 - 시료 전처리 중 (동결 건조)

20차 계류 중 (ES2203)

그림 41 울릉분지 침강입자 포집기 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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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울릉분지 침강입자 포집기 계류 현황 및 계류라인 설계도

 

○ 울릉분지 침강물질 플럭스 변화 조사 

- 2010년 11월 10일~2021년 9월 18일까지 약 10년간의 동해 울릉분지 침강입자 플럭스는 2017년 

4월부터 계류를 시작한 300m 수심을 제외하고 500m, 1000m, 2000m에서의 침강입자 플럭스의 

시간에 따른 플럭스의 변화양상 및 플럭스의 크기가 유사하며 수심에 따른 플럭스 피크의 시

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그림 43). 

⋅300m : 0.01~1.50g/m2/day(평균 0.24g/m2/day)

⋅500m : 0.01~1.59g/m2/day(평균 0.38g/m2/day)

⋅1,000m : 0.05~1.61g/m2/day(평균 0.39g/m2/day)

⋅2,000m : 0.04~1.43g/m2/day(평균 0.42g/m2/day)

- 울릉분지는 표층에서 생물생산에 의해 생성된 입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침강하여 해저퇴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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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입되는 것으로 생각냄.

~2014.05 2014.05~2017.07 2017.07~

그림 43 울릉분지 침강입자 시계열 플럭스

- 2014년 5월 이전, 2014년 5월 ~ 2017년 7월, 2017년 7월 이후로 현재까지 3개의 구간으로 

Total Massflux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임(그림 43 및 표 7).

⋅특히 1000m와 2000의 Sediment Trap에서 증가 경향이 현저함.

　 2010년 ~ 2013년 2014년 ~ 2016년 2017년 이후

수심 300m 500m 1000m 2000m 300m 500m 1000m 2000m 300m 500m 1000m 2000m

최소 　 0.16 0.05 0.13 　 0.01 0.22 0.16 0.01 　 0.08 0.04 

최대 　 0.83 0.83 0.76 　 1.59 1.61 1.43 1.50 　 1.06 1.08

평균 　 0.35 0.32 0.35 　 0.39 0.61 0.56 0.24 　 0.33 0.35 

표 7 Total Massflux의 시기별 비교표

   

3) 성과목표 3. 해양방사능 연구

가) 연구내용 3-1 인공방사능 농도 변화 종합분석 및 오염 소스 평가 

○ 인공방사능 농도 변화 종합분석 및 오염 소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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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동해 및 황해 표층에서 인공방사능성 37Cs의 수평(왼쪽), 수직(오른쪽) 분포. 2018

년부터 매년 자료 획득 및 연간 비교 중에 있음(오른쪽)

- 본 연구에서는 선상관측(2021. 03)을 통해 동해 5개 정점 및 황해 4개 정점에서 해수 중 인공

방사능 137Cs의 수평 분포를 조사하였음(그림 44 왼쪽). 

- 137Cs은 표층에서 1.18~1.55 mBg/kg의 농도를 보였으며, 이는 2020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에서 관측한 동해 표층 농도 분포 0.9~1.8 mBq/kg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상 

동해 해수 중 검출 범위 (2015년~2019년간 0.89~2.77 mBq/kg 범위)에 해당함.

- 울산 인근의 표층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국내 원전 밀집지역(동

남해안)의 지역적 영향 것으로 보임.  

- 황해 표층수에서도 평균치(황해에서 1.02~1.41 mBq/kg, 2020년 KINS 자료)에 비해 다소 높은 

Cs-137 농도(최대 2.0 mBg/kg, 위 그림)를 보였는데, 이는 수심이 얕은 황해에서 해저퇴적물

로부터의 재부유/재유입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나, 동해에 비해 높은 과잉의 137Cs의 기원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인위적 Pu 동위원소 등, 다른 인공방사성 핵종은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말에 제

주 이남해역 (한국 주변해로의 해수 주유입 지역)에서 추가적인 수층 해수 시료 채취가 수행

될 예정임

         

그림 45 동해 및 황해 심해 퇴적물에서의 방사성 동위원소 핵종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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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동해 및 황해 수층에서 인공방사성 핵종(137Cs)의 수직 분포를 

관측하였음 (그림 45 오른쪽). 

- 동해 심층에서는 수심에 증가함에 따라 137Cs의 농도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며 이는 표층에

서 유입된 137Cs이 심층에서 Scavenging에 의한 제거로 보임.

- 2018-2021년간 동해에서 심층 137Cs 농도는 0.5-1.5 mBq/kg의 범위로 통상 동해 해수 중 검출 

범위에 해당하며, 이 연구 기간 내 유의미한 137Cs 유입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향후 해양 퇴적물에서 인공방사능 물질의 흡착계수의 예비결과 확보 및 한국 주변해 인

공방사능 오염도 현황 조사를 위해, 동해 (2정점)와 황해(1정점)에서 심해퇴적물 시료를 확보

하여 (위 그림)에서 인공방사능 오염도를 조사. 

- 37Cs의 원전 주변 연안 퇴적물에서의 농도범위가 주로 1-2 mbq/kg으로 KINS의 최근 정기관측

조사 (강릉, 죽변 등)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거나 (0.6~0.9 mbq/kg) 다소 높게 나타남. 특히, 

울릉분지의 정점에서는 4~6 mbq/kg로 다소 높게 나타남.  

- 울릉분지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 분포는 Cs이 해수 중에서 매우 보존적인 화학적 특

성을 가지는 것을 고려할 때, 꽤 오랜 과거에 유입된 방사능 성분으로 보임. 과거 폐기물, 원

전 폐기물의 영향인지 추가 조사 필요하며 정점 및 항목(Pu 동위원소 분석 대기 중)을 추가하

여 2022년까지 추가 조사 계속 예정. 

○ 해양생물 내 농축계수 산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회귀성 수산물 (멸치, Engraulis japonicus)의 성장단계별 인공방사능 농축 양상 연구

- 본 연구에서는 멸치 4종에 대한 성장 단계별 인공방사능을 측정, 다른 어류들과 같이 방사성 

Cs과 Pu의 농도가 멸치 성장단계에 따라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반도 주변을 회유하는 회유성 어종인 동해산 멸치에서 다른 어류/수산물 종에 비해 Pu 방사

능 핵종의 농도가 높게 나타남 (오른쪽 위 그림)

- 또한, 성장 속도 대비, 인공방사성 137Cs과 Pu 핵종의 성장단계에 따른 농축율(농축속도)이 

멸치에서 다른 어종에 비해 수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이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에 금년 

12월 게재 출판됨 (Lee and Kim 2021, Radioprotection)

나) 연구내용 3-2 후쿠시마 기원 인공방사능 영향 평가 및 사고 대응 기술지원 프레임 설계

○ 한반도 주변해역의 회귀성 어류의 방사능 핵종 오염 종합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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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21년도 수산물 내 방사능 핵종 오염조사 연구를 위해 수집한 수산물 시료 

종류(왼쪽) 수집한 수산물의 포획지역 (오른쪽)

- 금년도 수산물 내 방사성 농축양상 변화 선행 연구 성과(멸치에서의 인공방사능 농도 농축양

상 Lee and Kim 2021)를 바탕으로 신규 후속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태평양 및 한반도 주변

을 회유하는 여러 어종의 회유 양상에 따른 인공 방사능 농축 특성 연구로 연구 대상을 확장

하고자 함

-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 (2021년 10월~11월) 다양한 서식지 특성을 지니는 회귀

성 어류 (붉은 메기, 고등어, 민어, 넙치)를 크기별로 수집하였음 (위 그림)

- 채집된 회귀성 어종들은 방사성 물질이 장시간 축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 필요하기에 2021년-2022년 내에 크기별로 분석 완료하여 성장단계에 따른 농축율(농축속

도)를 조사할 예정임. 

- 실험어 중 일부 개체군은 각 부위별 인공 방사능 농축 양상을 비교 분석하여, 체내 이동경로

에 따라 방사성 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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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한반도 주변을 회유하는 멸치의 회유도(왼쪽그림)와 멸치의 성장 단계별 방사

성 핵종 Pu의 농도 (오른쪽 검은색 bar)와 다른 어류(회색 bar)와의 비교 그림 (오른

쪽 위), 멸치 체내에서 Cs 방사능 핵종의 크기(연령)별 방사성 137Cs의 농축률 (빨간

색 dot) 및 다른 어류와의 비교 (오른쪽 아래)

의 이동

경로 규명을 시도할 예정임.

○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 및 해양방사능 물질이동 모델링 체계 구축

[해양방사능 핵심 모델 개발 – 현안 대응]

- 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 및 개선중인 고해상도 북태평양 해양순환모델(KIOST-MOM)의 예비 결

과(수평 및 연직 유속 성분 포함)를 이용하여 해양방사능 물질 이동 시뮬레이션 수행함.

- 모델 계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는 세밀한 수평격자( 0.083°× 

0.083°)를 사용하고, 후쿠시마에서 먼 해역은 넓은 격자간격(~0.75°×0.75°)를 사용.

-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10년간 0.55PBq 방출)하여 후쿠시마 기인 트리튬(3H)의 거동을 입자 추

적 기반 모델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하고, 기존의 유럽 해양순환 모델 결과인 GLORYS 자료(연

직 유속 성분 미포함)를 이용한 실험 결과와 비교함.

- KIOST-MOM의 유속을 기반으로 한 실험에서 방사능 확산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남. 방출 10년 

후 트리튬은 북태평양 전체에 확산되었으나, 우리나라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남(＜0.001Bq/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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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용존트리튬의 거동 예측 결과 (방출 10년 후): 상) KIOST-MOM 해수순환장 

이용 결과, 하) GLORYS 해수순환장 이용 결과 

- 2021년 6월 논란이 되었던 중국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로부터의 방사능 유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슘(137Cs) 유출 시나리오 실험을 수행. 총 방출량 1.0PBq, 방출 

기간 212일(6월1일~12월28일)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여름철 타이산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세슘

이 유출될 경우, 약 100일 후에는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동해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9 중국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로부터의 세슘(137Cs) 유출 시뮬레이션 결과: 방출 

100일 후(좌), 200일 후(우) 세슘 분포

[해양방사능 핵심 모델 개발 - 해저퇴적층 내 세슘 연직분포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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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퇴적층 내 매장되어 있는 방사성물질은 재부유, 생물교란, 공극수 내 용존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양을 오염시킬 수 있음. 따라서, 퇴적층 내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모델에서 재현하는 것은 장기 예측에 필수적임.

- 퇴적물 내 공극수와 침전물 입자 사이의 방사성물질 흡탈착 반응을 단일반응과정(1 step 

reaction)으로 나타냈던 기존 모델을 발전시켜 두 단계 반응과정(2 step reaction)을 고려한 

연직 1차원 퇴적층 모델을 도입. 

- 세슘을 대상으로 한 단일반응과정과 2단계반응과정의 차이점 비교 수행.

            그림 50 10년 퇴적 후 용존 및 입자성 세슘(137Cs)의 농도: (좌) 단일 

반응과정(1 step reaction) 모델 결과, (우) 두 단계 반응과정(2 step 

reaction) 모델 결과

[해양방사능 핵심 모델 개발 – 해수 층 내 플루토늄 연직분포 예측]

- 플루토늄(239,240Pu)과 같은 반응성(reactive) 방사성물질의 소거를 고려한 연직 1차원 모델

을 구축함.

- 일본 기상연구소(Meterological Research Institute: MRI)에서 제공한 플루토늄 농도를 모델

의 입력 자료(source term)로 활용하여 소거 모델을 북태평양에의 적용. 

- 적용 결과, 관측치와 유사한 플루토늄 연직분포를 얻음.

              그림 51 북서태평양에서 관측된 플루토늄(239,240Pu) 농도와 모델 

결과와의 비교: (좌) 용존 플루토늄의 농도, (우) 입자성 

플루토늄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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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생물 영향 모델 대상 핵종 확장

-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대응을 위해, 오염수 처리시설(ALPS)에서 제거되지 않는 대표적인 방사

성핵종인 트리튬(3H)과 방사성탄소(14C)의 방출에 따른 해양생물영향을 평가함. 

- 기 개발한 해양생물 영향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고해상도 북태평양 해양순환모델 (KIOST-MOM)

의 3차원 해류장을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기존 일본 재분석자료인 FORA-WNP30를 기

반으로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함.

         
그림 52 (a) 해양생물 영향 평가 모델의 가변형 수평박스. 후쿠시마 인근 박스 25에서

의 생물 내 트리튬(3H)과 방사성탄소(14C) 농도의 시간변화: (b) 초식성 어류, (c) 육

식성 어류, (d) 연체동물, (e) 해조류

○ 방사능 사고 대응 관측 및 모델 정보 제공 프레임 기본설계

- 우리나라 주변 주요 수산물에 축적된 주요방사능 농도DB를 구축해 오고 있으며, 원자력안전기

술의 용존 방사능 농도를 이용하여 농축계수 DB 구축도 진행 중임.

- 해양방사능 사고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미구축. 2011년 이

후 해양방사능 거동 및 해양생물 영향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 개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 

정부 지원 및 국제협력에 기여하고 있음.

- 지금까지 개발된 해양방사능 모델들 및 적용 해역은 다음과 같음

⋅3차원 입자추적 기반 방사능 확산 모델 (황동중국해, 동해, 후쿠시마 동측 북서태평양)

⋅3차원 격자 기반 해양순환 및 방사능 확산 모델 (황동중국해, 후쿠시마 동측)

⋅가변형 연직 및 수평박스 기반 방사능 해양생물 영향 평가 모델 (북서태평양)

⋅3차원 격자 기반 방사능 확산 모델 (후쿠시마 동측 북서태평양)

- 2018년 주요사업(해양방사능 유출사고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해양방사능 오염 현황 조사)을 

통해 해양방사능 사고 대응 기술지원 시스템(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개념설계 수준으로, 

『해양방사능 사고 대응 정책결정 지원 시스템 (MRI-RPS)』의 틀 내에 『해양방사능 사고 대

응 기술지원 체계 (MRI-RTF)』와 『사용자, 전문가 및 협력기관과의 연결네트워크』로 구성됨 

(하기 KIOST, 2018 그림 참조). MRI-RTF 내에는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과 해양생물 영향/섭취

선량 예측 모델과 이를 이용한 시나리오 실험, 해양방사능 오염조사,『방사능 사고 정보제공

시스템 (MRI-RIS)』이 포함되어 있음. 대기해양환경 예측자료는 MRI-RPS의 일부로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해양환경 수치모델 운용시스템 (MEMOS)』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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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사능 연구팀의 

해양방사능 사고 대응 기술지원 시스템 개념설계(안) 

(KIOST, 2018)

- 2021년에는, 2018년의 개념설계 중『해양방사능 사고 대응 기술지원 체계 (MRI-RTF)』를 보다 

구체화한 기본설계 안을 도출 (하기 도면 참조). 

               

그림 5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사능 연구팀의 해양방사능 

사고 대응 기술지원 시스템 기본설계(안) (KIOST, 2021)

- 핵심 모델 관련해서는 방사능 거동 모델은 격자기반 및 입자추적 기반 모델 두 유형으로 대상

해역을 우리나라 지역해(서해, 동해, 황동중국해 등)에서 북서태평양, 북태평양, 전지구로 달

리하는 일련의 모델을 수립한다. 주요실험 내용으로는 정확한 방사능 물질 유출량을 반복 또

는 역추적하는 모듈이 포함된다. 아울러 가상 방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다양한 계절조건에 

대해 다수의 적용실험을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이를 DB화하여 개략적이나 신속히 정보를 제공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또한 JRODOS 및 DHI 모델링 시스템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사용자 GUI 모듈의 도입 여부를 검

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담당 인력 구조가 필수적임

     

4) 인도양 해양환경 프로세스 연구

- COVID-19로 인해 인도양 관측일정이 ‘21.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일부 기존 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 수행만 이루어짐

가) 해양-대기 상호작용 분석 및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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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관측 자료 확보 예정

나) 수층내 생지화학인자 분포특성 및 물질순환 변동이해

- 해수 중 산소 동위원소를 이용한 서인도양 해수 수괴 혼합 분석 : 산소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서인도양에 분포하는 Arabian Sea Surface Water(ASSW), South Indian Subtropical 

Underwater(STUW), Antarctic Intermediate Water(AAIW), Indian Deep Water(IDW), 

Circumpolar Deep Water(CDW)의 상대적인 기여 정도 분석

- Marine Chemistry (SCI, IF 3.807, mrnIF 92.19)에 개제 (Kim, Y., T. Rho, D.-J. Kang, 

2021, Oxygen isotope composition of seawater and salinity in the western Indian Ocean: 

Implications for water mass mixing. Marine Chemistry, 237, 104035.)

  

그림 55 서인도양 동경 60도와 67도의 연구해역에 분포하는 주요 수괴의 상대적 기여 정도

- 서인도양의 용존유기탄소의 분포 특성: 수심 500m 이내에서 높은 농도를 보이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표층 농도가 증가

그림 56 연구해역(동경60도, 67도)에서 용존유기탄소의 위도별 수직분포

다)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변동이해

- 1990년대 WOCE 자료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1990년대에 비하여 2010년대 인도양 표층에서 수심 

1500미터까지의 무기탄소 Inventory가 3299 mmolC/m2에서 3369 mmolC/m2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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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인도양 표층부터 수심 1500m 까지의 용존무기탄소의

Inventory(좌)와 anthropogenic탄소(우)의 변화

- 연구해역의 이산화탄소 조절요인은 표층(<100m)에서는 대기-해양 기체교환이 주요 요인이고 

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탄산칼슘의 용해에 의해 조절되며 북쪽 해역에서 탄산칼슘의 용해에 

대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그림 58 연구해역 남쪽(a:20 – 23°S)와 북쪽 (b:7 – 8 °S)의 Deffeyes Diagram

라) 해양생태계 반응연구

- 서인도양 SCTR(Seychelles–Chagos Thermocline Ridge) 해역의 동물플랑크톤 군집 변화: 

SCTR해역의 동물플랑크톤 개체수와 종조성은 중층을 중심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표층이나 

심층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Journal of Marine Systems (SCI, IF 2.542, mrnIF 71.56)에 개제 (Kim. M., J.-H. Kang, T. 

Rho, H-W. Kang, D.-J. Kang, J-H. Park, P. Son, 2022, Mesozooplankton community 

variability in the Seychelles–Chagos Thermocline Ridge in the western Indian Ocean, J. 

Mar. Sys., 225, 1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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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연구해역의 표층, 중층, 심층에서의 동물플랑크톤 개체수와 종조성

- 수중 음향 관측을 활용한 서인도양해역 생태 특성 분석: 음향자료를 이용한 생물양을 

대표하는 NASC 지수가 SCTR 해역에서 높은 값을 보이며 남쪽으로 갈수록 최대값을 보이는 

수심이 깊어짐.

- Frontiers in Marine Science (SCI, IF 4.912, mrnIF 95.41)에 투고, 심사중 (M. Knag, J.-H. 

Kang, M. Kim, S.-H. Nam, Y. Choi, D.-J. Kang, 2021, Sound scattering layers within and 

beyond the Seychelles-Chagos Thermocline Ridge (SCTR) in the southwest Indian Ocean. 

Front. Mar. Sci.)

그림 60 음향자료를 이용한 생물양을 대표하는 NASC 지수의 수직 분포

마) 한-미 국제공동 연구 연계프로그램 개발

- 한-미 인도양 국제 공동 관측 수행: 2021년 12월 11일 모리셔스 출항 예정. NOAA측 2명 

승선예정 (Denies Kester, Korey Martin), RAMA Buoy 3기 회수 및 재계류, 남위 8동 동경 

67에 새로운 ADCP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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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2021년 12월 인도양 관측

정점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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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1 기후변화 연구를 위한 해양환경인자 시계열 관측자료 생산

성과

내용

◦ 항만지역 미세먼지 연구를 위한 KIOST 고정대기 관측소 구축
- PM10/2.5 미세먼지 농도, 대용량 분진 시료채취, 가스상 대기오염물 고해상도 동

시관측 가능
◦ 대기 분진 내 유해 방사능 원소 시계열 분포 측정

- 부산 항만 주변 대기 분진 내 유해 방사능 원소 210Po의 연간 시계열 분포 국내 
최초 측정
◦ pH 시계열 자료생산 및 해양산성화 진행경향 파악

- 부산본원, 울릉도, 제주연안 3개 지점 동시 pH 시계열 자료 생산

성과의

우수성

◦ 기후변화 연구를 위한 고해상도 장기 모니터링 자료 확보
- 14C 방사능 베타선 흡수 방식의 대기 미세먼지 농도 분석기로 고정밀(검출 한계 

0.1 μg/m3), 고해상도(10분 간격) 대기 미세먼지 모니터링 자료 획득 중(2020년 3월~)
- 부산 항만 주별 대기 분진 내 유해 방사능 원소 210Po의 연간 시계열 분포 국내 

최초 측정 및 대기 오염물질의 크기별(PM10/PM2.5) 210Po의 분포, 유입기원을 분석중
에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최초 자료 획득 기대. 대기 미세먼지를 통해 육상으로 
유입되는 210Po 침적량은 중국의 항만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일본, 미국 등보다 2~3
배 높은 수준임을 밝혀냄(국내 최초 연구성과)

- 부산본원, 울릉도, 제주연안 3개 지점에서 동시에 1주일 간격의 pH 시계열 자료
를 생산하였으며(2019년 3월~), 계절변동을 제거해 해양산성화 진행 경향 파악을 시도
함. 해양산성화 장기변동 연구를 위한 시계열 자료 생산의 시작으로 산성화 예측의 
정확도와 정밀도 제고를 위해서는 고해상도의 시계열 자료 확보가 지속되어야 함

[부산, 제주, 울릉도, 외해역 정점에서의 계절변동이 

제거된 pH와 선석 Ω 변화]

[KIOST에서 측정된 PM2.5, PM10 농도]

[대기분진 시료에서 측정한 210Po 핵종 농도]

증빙자료

◦ 생산된 시계열자료는 DataOn에 등재하였음

   DOI: 10.22711/0101ND012741323011.0

   DOI: 10.22711/0101ND013311504911.0

   DOI: 10.22711/0101ND01559666331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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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2
전국연안 퇴적물, 생물 금속 안정동위원소 자료 제시 및 상관성 규명

(Marine Pollution Bulletin 게재, mrmIF 98.182)

성과

내용

◦ 일부 오염지역이 아닌 국내 전국연안(동해, 남해, 서해)의 Nationalwide 스케일로 
연안에 서식하는 굴, 홍합 체내와 퇴적물 내 금속 농도 뿐만 아니라 아연(Zn) 안정동
위원소 자료와 금속오염 및 생물이용성 관련 연구결과를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시하
였음

- 굴이 홍합보다 금속오염에 더 나은 생물학적 모니터링 유기체임
-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Mussel Watch Program의 향후 발전 방향성

을 제시하였음

성과의

우수성

◦ Mussel Watch program이라는 생물(굴, 홍합)을 활용한 국제적인 모니터링 연구분
야에서 금속 농도와 함께 금속 안정동위원소가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처음
으로 제시하였음.
- 연안환경 및 생태계의 모니터링 및 관리에 관련 연구가 사용될 수 있음

- 향후 동해/황해 등 주변해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예, 플랑크톤, 부착성 패류, 어류)
의 금속 생물영향 및 물질순환과정 이해에 금속 안정동위원소가 적용가능하며,
KIOST가 관련 연구분야를 국제적으로 리딩할 수 있음

-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분석방법은 인간활동에 의해 환경으로 배출된 유해
물질의 생물영향 및 생물이용성에 대한 연구에 널리 활용이 가능함

증빙자료 ◦ Marine Pollution Bulletin (2021, Vol. 173, Article number-11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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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3-1 국내 수산물을 대상으로한 자연 및 인공방사능 축적연구

성과

내용

◦ 한국의 수산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모든 부위가 식용으로 소비되는 멸치
를 성장단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여 어체 내 인공방사성 핵종인 Cs-137 및 
Pu-239+240의 축적 양상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사했음.

◦ 일반적으로 개체가 성장함에 따라 핵종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예외적
으로 성체인 대멸치에서 농도가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를 국내에서 처음
으로 metallothionein 등의 단백질의 역할에 의한 해독 메커니즘일 수 있음을 제안함.
하지만, 일부 개체들에서의 현상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후에 재연구가 필요함.

◦ 다른 어종, 갑각류, 연체동물과 같은 다른 해양생물군과의 농축계수 (CF)를 계산한 
결과, Cs-137은 약 10배 정도 낮은 수준이었지만, 성체 멸치 내 Pu-239+240의 농축계
수는 다른 어종보다 유의하게 높고, IAEA 권장값(100)과 비슷하거나 더 높으므로 지
속적인 관찰 및 추적조사가 필요함을 제안함.

◦ 한국의 멸치 소비량(1인당)에 대한 연간 유효선량 (AED) 비율은 Cs-137 및 
Pu-239+240의 경우, ICRP에서 제안한 AED (1 mSv yr-1) 권고치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수산물 섭취에 따른 인공방사능에 의한 인채 위해는 크게 없
는 것을 시사함.

성과의

우수성

◦ 일반적으로 개체가 성장함에 따라 핵종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예외적
으로 큰 대멸치에서 농도가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 원인을
metallothionein 등의 단백질의 역할에 의한 해독 메커니즘일 수 있음을 국내에서 처
음으로 제안함

◦ 본 연구내용을 포함하여 국내 수산물을 대상으로한 자연 및 인공방사능 축적연구
에 대한 국내 논문을 학회지에 투고하여 게재되었음. 또한, 향후 수산물 내 자연 및 
인공방사성 핵종 농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데 있어 연구방향 및 중요한 바탕농도를 
제시할 수 있음에 의의가 있음.

수산물 종과 각 기관(내장, 피부, 갑각, 근육 등)에 따른 239,240Pu 분포 양상 (왼쪽)

각 수산물 종마다 산출된 239,240Pu 농축 계수(흰색) 및 IAEA권고치와의 비교(검은색) (오른쪽)

증빙자료

◦ Accumulations of artificial radionuclides 137Cs and 239+240Pu in anchovy from the

Korea seas (Journal of Radioprotection, 2021년 12월)

◦ 국내산 수산물 내 자연 및 인공방사능 축적 연구 현황 및 향후 연구 방향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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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3-2 MICA (Multi-compartment kinetic-allometric) 모델을 통한 방사능의 생물농축 평가

성과

내용

◦ 해양 생물 내 방사성핵종의 축적은 해수, 퇴적물 내 방사능 물질 흡수 및 먹이섭
취와 관련된 복잡한 과정임. 이러한 과정은 각 요소의 화학적 특성, 대사 과정에서의 
역할, 먹이망에서 유기체의 위치 및 해양 환경 매개변수에 따라 달라짐. 방사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경우, 생물 축적 계수(biological accumulation factor: BAF)를 사
용하여 생물과 해수 내 방사능 농도를 평형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후쿠
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일시적인 방출로 인한 시간에 따른 방사능의 이
동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양생물 방사능 축적관련 역학 모델 사용이 필수적임.

◦ 본 연구에서는 유기물 오염 분포의 비균질성과 어류 질량의 대사과정 속도에 대한 
의존성을 고려하여 어류 내 방사성핵종의 축적을 예측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
함(MICA 모델). MICA 모델은 세 그룹의 조직 또는 기관(근육, 뼈, 장기)과 두 그룹
의 흡수 기관(아가미, 소화관)으로 구성되며, 부유 및 저서생물 먹이망을 통한 방사성
핵종의 이동을 다루는 박스모델 POSEIDON-R에 접목됨.

◦ MICA모델이 내장된 POSEIDON-R을 이용하여 포스마크 원전(스웨덴 발트해 연안
에 위치)에서 규칙적으로 방출되는 코발트(60Co)와 망간(54Mn)의 거동 및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 후 어류 내 스트론튬(90Sr) 농도 평가에 적용, 검증함.

성과의

우수성

◦ 유기물 오염 분포의 비균질성과 어류 질량의 대사과정 속도에 대한 의존성을 고려
한 새로운 방사능 물질 해양생물축적 접근방식을 도입하고 스웨덴 포스마크 원전과 
후쿠시마에 적용, 검증한 결과 매우 양호한 결과를 획득.

◦개발된 모델은 향후 원전 사고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류 내 다양
한 방사성핵종 농도 평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됨.

후쿠시마 인근에서 계산된 스트론튬(90Sr) 농도과 측정된 농도와의 비교:

(a) 해수, (b) 해저 퇴적물, (c) 육식성 어류

증빙자료

◦Multi-compartment kinetic-allometric (MICA) model of radionuclide
bioaccumulation in marine fish (Biogeosciences, 2021년 4월)



- 63 -

우수성과 4 산소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한 서인도양 수괴 혼합 이해 (Marine Chemistry 게재)

성과

내용

◦ 인도양의 연구 결과로 해수의 산소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서인도양의 수괴 혼

합 규명

◦ SCI 학술지인 Marine Chemistry(IF 3.807, mrnIF 92.19)에 게재

성과의

우수성

◦ 서인도양의 관측 자료의 공백을 보완하고 서인도양 전체의 수괴 혼합을 대표할 수 

연구 해역을 제시

◦ 인도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해역 및 태평양 등 타대양 연구에 활용 가능성 

제시

증빙자료
◦ Oxygen Isotope composition of seawater and salinity in the western Indian

Ocean: Implications for water mass mixing (Marine Chemistry, 237,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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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가. 연구진도 적정 수행여부 

 ㅇ 당해연도 주요 추진 일정

구분 세부연구목표
추진실적 및 계 획 연구비

(천원)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1

(3차년도)

해양환경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 pH 시계열 자료 생산

- 해양산성화 진행경향 파악

해양환경 및 생태계 장기모니터링

500,000

동해/황해 생지화학 물질순환 연구 450,000

해양방사능 연구 500,000

인도양 해양환경 프로세스 연구

주변해 및 대양 다매체 기후변화 

인자 원소분포 파악

252,000

인도양 해양환경 프로세스 연구

학-연 공동 인도양 관측 수행

ㅇ 당해연도 연구진도 적정 수행여부   

[해양환경 및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 2020년과 2021년 중국기원 부유성 해조류인 괭생이모자반에 대해서 제주 연안 유입 현황 분석 및 위성을 

이용하여 괭생이모자반 이동 경로 추적 분석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괭생이모자반의 새로운 기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연구진도는 적절하게 수행됨.

[동해/황해 생지화학 물질순환 연구]

- 2021년 과제계획서상의 성과목표인 황해에서 미량원소, 이산화탄소 물질순환/거동특성 이해, 해수-퇴적물 

경계면의 물질순환 이해의 성과목표는 목표한 1개 정점 이상인 4개 정점에서 연구가 성실히 수행되었음.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통한 VOCs 물질순환이해와 울릉분지 시계열 침강물질 특성 및 플럭스 조사 

연구분야도 설정목표을 충분히 달성하여 연구가 수행되었음. 

[해양 방사능 연구-후쿠시마 기원 인공방사능 영향 평가 및 사고 대응 기술지원 프레임 설계]

- 설정목표: 해수, 수산물 및 퇴적물 중 인공방사능 농도변화 종합 분석

- 연구진도: 20년도 수행한 현장관측 (2020.06)에서 채취한 해수시료 내 세슘 분석을 완료함. 금년도 현장관

측(2021.03 및 2021.07)에서 동해 및 황해 정점의 해수시료채취를 수행하였고, 심층수를 포함한 동해 (21년

도 3월에 3정점,6월에 ) 및 황해 (4정점) 중 인공방사능 핵종인 세슘과 플루토늄의 오염도를 조사하였음. 

채취한 시료분석은 계속적으로 수행중임 (분석에 시간 소요). 또한, 제주 한림항에서 수집한 수산물 (붉은

메기, 고등어, 넙치, 민어)에 대한 성장 단계별 인공방사능을 측정 중에 있으며 금년 내 분석 완료 예정. 

2021년 설정목표를 초과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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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목표: 후쿠시마 기원 인공방사능 영향 평가 및 사고 대응 기술지원 프레임 설계

- 연구진도: 해양방사능 사고 대응 사고 대응 기술지원 프레임 내 핵심 모듈 개발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수

행. 첫째, 후쿠시마 기원 인공방사능 영향 예측을 위해 고해상도 해양방사능 물질이동 모델링을 시범적으로 

수행(KIOST 북태평양 순환모델 재분석 자료가 완성 되는대로 정확도 높은 해양방사능 배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둘째로는 해양생물 영향 모델 대상 핵종을 확장하여 방사능 오염수 처리시

설(ALPS)에서 제거되지 않는 대표적인 방사성핵종인 트리튬(3H)과 방사성탄소(14C)의 방출에 따른 해양생물 

영향을 평가함. 그리고 기존의 해양방사능 사고 대응 사고 대응 기술지원 프레임 개념설계를 보완하는 기본

설계 안(대상해역, 모델 유형, 실험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을 도출함.

[인도양 해양환경 프로세스 연구]

- COVID-19로 인한 인도양 관측 연기(21년 12월)로 당초 계획보다 늦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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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목표 대비 달성도

   1) 2021년도 목표 대비 달성도

총연구기간 내 연차별 목표 대비 달성율(%)

구분

연차별 달성내용
연차별 

계획대비 

연구실적 

달성율(B)

(%)
성과목표 연구내용

가중치

(A)
달성실적

2021

(3년차)

해양환경 및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pH 시계열 자료생산

0.3

- 부산, 제주, 울릉도에서 주 1회 시료채집해 

pH 시계열 자료생산 완료

- 부산 외해역 정점에서 월 1회 시료 채집해 

pH 시계열 자료생산 완료

100

해양산성화 진행경향 파악

- 계절변동을 제거한 pH 시계열 자료분석을 

통해 관측정점별 해양산성화 진행경향(연변화

율) 파악

 부산: -0.005±0.007

 제주: 0.012±0.006

 울릉도: -0.018±0.008

 부산 외해역: -0.016±0.016

다중플랫폼 기반 외래기원 

환경교란물질 탐지 

기술개발

위성과 드론 등 다중플랫폼을 활용하여 괭생

이모자반 등 환경교란물질을 탐지하고 이동경

로와 분포현황을 분석함

해역별/시기별 

해양환경교란인자 기원지 

및 유입경로 파악

우리나라 해역으로 유입되는 괭생이모자반의 

기원지가 중국 보하이만-산둥반도 연안 및 저

장성-장수성 연안으로 밝혀짐. 두 기원지에서 

이동시기와 우리나라 해역 유입 시기는 다르

게 나타남 

동해/황해 생

지화학 물질

순환 연구

황해 미량원소 물질순환 

이해

0.3

- 황해 4개 정점에서 이사부호에 장착된 UCC

를 이용하여 미량원소 수직 분포도 작성

100

이산화탄소 거동 특성 이

해

- 동해, 남해, 황해 표층 조사를 통한 이산화

탄소 분압 자료 획득

- 황해 남부 해역 수평/수직 라인 이산화탄소 

인자 자료 획득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통

한 VOCs 물질순환 이해

- 동해 해수 4개 지점에서 해수 중 SVOC 농도 

산출

- 동해 대기 중 환원황화합물을 포함한 VOCs 

90여종 실시간 농도 산출

- 동해 대기 중 해양생물기원 황화합물 비율 

산정

황해 해수-퇴적물 경계면

의 물질순환 이해

- 황해 4개 정점에서 현장관측 장비를 활용한 

유기탄소산화율, 저층영양염 플럭스 측정 수

행

울릉분지 시계열 침강물질 

특성 및 플럭스 조사

-3월 침강입자 포집기 회수 및 재계류 

-3월 시료 플럭스 계산완료

-3월 재계류 침강입자 포집기 11월 7~14일 회

수예정

해양 방사능 

연구

인공방사능 농도 변화 

종합분석 및 오염 소스 

평가

0.2

- 동해 (총 정점) 및 황해 (4정점)에서 채수

된 해수 내 인공방사능 분포변화 종합 분석 

및 오염도 평가, 이에 근거한 인공방사능 영

향 가능성 평가 

- 관측 및 모델 결과에 기반하여 한반도 주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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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성과계획서상 목표 대비 달성도  

 

해역에 서식하는 수산물 내 인공방사능 (세슘 

및 플루토늄) 농도 분석 (진행중) 중에 있으

며 금년 내 완료 예정

방사능 사고 대응 관측 및 

모델 정보 제공 프레임 

기본설계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 결과를 이용한 해양

방사능 물질이동 모델링 기반 구축

-해양생물 영향 모델 대상 핵종 확장

-방사능 사고 대응 관측 및 모델 정보 제공 

프레임 기본설계

인도양 

해양환경 

프로세스 

연구

해양-대기 상호작용 분석 

및 이해 

0.2

관측 일정 연기

80

수층내 생지화학인자 물질

순환 변동이해
mrnIF 90이상 SCI논문 1편 출간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

럭스 변동이해
기존 자료 해석

해양생태계반응연구 mrnIF 70이상 SCI논문 1편 출간

한-미 국제공동 연구 연계

프로그램 수행
관측 일정 연기

계 1 96

항목

가중

치

(%)

본 과제 설정목표
2018-2022년도

연구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

부합

여부
수행여부

pH 시계열 자료생산

30

pH 시계열 자료생산 pH 시계열 자료생산 1건 동등 수행

해양산성화 진행경향 파악 해양산성화 진행경향 파악
해양산성화 진행경향 파악 

1건
동등 수행

미량원소 분포파악

30

황해 1개 라인 수직 분포

황해 청정해수 채취

초과 수행

다매체 기후변화인자 

분포도
황해 1개라인 수직분포 초과 수행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통한 VOCs 물질순환 이해
VOCs 플럭스 현장측정 초과 수행

유기탄소 산화율, 

저층영양염 플럭스 추정
황개 1개 정점 초과 수행

퇴적물 트랩 시료 확보 및 

자료 분석
동해 1개 정점 초과 수행

후쿠시마 기원 인공방사능 

영향 평가 및 사고 대응 

기술지원 프레임 설계 

20

해수, 수산물 및 퇴적물 중 

인공방사능 농도변화 종합 

분석

후쿠시마기원 인공방사능 

영향 평가
동등 수행

한-미 인도양 국제공동 연
구 수행 20 한-미 인도양 국제공동 관측 

수행 지속

- 한-미 인도양 공동탐사 
수행
- KUDOS 회의 개최

동등 수행예정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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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    

○ 이사부호에 설치된 청정해수채취 시스템(UCC)를 이용하여 황해 용존상태의 미량원소의 수직/수평 

분포도 작성과 더불어, 입자물질에 대한 미량원소 분석용 시료를 추가적으로 샘플링함. 해수 중 

용존-입자형태 간의 물질이동에 대한 예비 연구를 통해 황해에서 미량원소의 물질순환과정 연구를 

위한 추가 자료를 획득하였음

○ 고분해능 비행시간 에어로졸 질량분석기(High Resolution Time of Flight. Aerosol Mass 

Spectrometer, HR-ToF-AMS)를 활용하여 동해 대기 중 1 ㎛ 이하 입자 내 organic, nitrate, 

sulfate, ammonium, chloride의 화학성분 실시간 자료 산출을 통해 동해 해양 대기 중 에어로졸 

화학적 특성 연구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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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1) 2021년도 목표 대비 달성도 

구분 가중치
(%) 과제 설정 목표(건)

세부 
가중치

(%)
달성(건) 달성도(%)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81점 이상 3 15 11 100

mrnIF 61~80 3 15 9 100

mrnIF 41~60 4 15 4 100

mrnIF 40점 이하 4 15 4 100

KCI/SCOPUS 6 20 11 100

소계 20 80 39 100

저서

국제저서

국내저서

국제편저

역서 등

소계

기술적 성과 특허

국제특허 출원

국제특허 등록

국제특허 추가등록

국내특허 출원 1

국내특허 등록 1 10 1 100

경제적 성과 기술료 기술이전 성과

사회적,인프라..

홍보활동

대외활동 학회발표 10 10 12 100

계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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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여율

1

The  Applicability  of 
the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to the  Mapping of  
Sea  Surface Salinity in 
the  East  China  Sea

remote 
sensing 최종국 13 스위스 MDPI SCIE 2021.07. 2070-4292 100

2
적도 태평양 산호초 
서식지의 해수 반사도 
특성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문정언 37(3) 한국
한국원격

탐사학회
비SCIE 2021.03. 1225-6161 100

3

남태평양 
마이크로네시아와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수 
광학특성 비교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문정언 37(5) 한국
한국원격

탐사학회
비SCIE 2021.05. 1225-6161 100

4

Heavy metal pollution 
assessment in coastal 
sediments and 
bioaccumulation on 
seagrass (Enhalus 
acoroides) of Palau

MARINE 
POLLUTION 
BULLETIN

정혜령 163 영국 Elsevier SCI 2021.02. 0025-326X 100

5

Potentially toxic 
elements pollution in 
road deposited 
sediments around the 
active smelting industry 
of Korea

SCIENTIFIC 
REPORTS

정혜령 11(1) 영국
Nature 

Portfolio
SCI 2021.03. 2045-2322 100

6

Multi-isotope signatures 
(Cu, Zn, Pb) of 
different particle sizes 
in road-deposited 
sediments: a case 
study from industrial 
area

JOURNAL OF 
ANALYTICAL 

SCIENCE 
AND 

TECHNOLOG
Y

정혜령 12(1) 스위스 Springer SCI 2021.08. 2093-3134 100

7

Characteristics of 
Potentially Toxic 
Elements, Risk 
Assessments, and 
Isotopic Compositions 
(Cu-Zn-Pb) in the 
PM10 Fraction of Road 
Dust in Busan, South 
Korea

ATMOSPHER
E 정혜령 12(9) 스위스 MDPI SCI 2021.09. 2073-4433 100

8

Copper, Zinc and Lead 
Isotopic Delta Values 
and Isotope Ratios of 
Various Geological and 
Biological Reference 
Materials

GEOSTANDA
RDS AND 

GEOANALYTI
CAL 

RESEARCH

정혜령 45(3) 미국 Wiley SCI 2021.09. 1639-4488 100

9

Heavy Metal Pollution 
Assessment in Stream 
Sediments from Urban 
and Different Types of 
Industrial Areas in 
South Korea

SOIL & 
SEDIMENT 

CONTAMINA
TION

정혜령 30(7) 미국
Taylor & 

Francis
SCI 2021.10. 1532-0383 100

10

A nationwide survey of 
trace metals and Zn 
isotopic signatures in 
mussels (Mytilus edulis) 
and oysters 
(Crassostrea gigas) 
from the coast of 
South Korea

Marine 
Pollution 
Bulletin

정혜령 173 영국 Elsevier SCI 2021.12. 0025-326X 100

11

Aquaculture farming 
effect on benthic 
respiration and nutrient 
flux in semi-enclosed 
coastal waters of Korea

Journal of 
Marine 

Science and 
Engineering

김성한 9 스위스 MDPI SCIE 2021.05. 2077-1312 50

12

Variations in Seawater 
pCO2 Associated With 
Vertical Mixing During 
Tropical Cyclone 
Season in the 
Northwestern 
Subtropical Pacific 
Ocean

Frontiers in 
Marine 
Science

박근하 8 스위스

Frontiers 

Media 

SA

SCIE 2021.07. 2296-7745 100



- 71 -

13

연구선 이사부호의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분압 연속 측정 시스템을 
활용한 2018년 여름 
북서태평양 해양 표층 및 
대기 이산화탄소 관측 
자료 

Geo Data  
이선은 3 한국

Geo 

Data 

Council 

비SCIE 2021.09. 2713-5004  100

14

Multi-compartment 
kinetic–allometric 
(MCKA) model of 
radionuclide 
bioaccumulation in 
marine fish

Biogeoscienc
es Bezhenar 18 독일 EGU SCIE 2021.04. 1726-4170 50

15

Scavenging processes 
in multicomponent 
medium
with first.order reaction 
kinetics: Lagrangian 
and Eulerian modeling

Environ-ment
al Fluid 

Mechanics
Maderich 21 싱가폴 Springer SCIE 2021.06. 1567-7419 50

16

Development of a 
Tsunami-Tide 
Interaction Model with 
Simulation of Tsunami 
Wave Propagation to 
Korea Coasts

Journal of 
Coastal 

Research
김경옥 SI114 미국 CERF SCIE 2021.10. 0749-0208 100

17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1741년 쓰나미 영향 
연구

한국해안해양
공학회 김경옥 33 한국

한국해안 

해양공학

회

비SCIE

(학진등재)
2021.02. 1976-8192 100

18
국내산 수산물 내 자연 
및 인공방사능 축적 연구 
현황 및 향후 연구 방향

한국 
해양환경안전

학회지
이희수 27(5) 한국

해양환경

안전학회

비SCIE

(학진등재)
2021.08. 1229-3441 100

19

Accumulations of 
artificial radionuclides 
137Cs and 239+240Pu 
in anchovy from the 
Korean seas

Radioprotecti
on

이희수 56(4) 프랑스
EDP 

Science
SCIE 2021.12. 0033-8451 100

20

Oxygen Isotope 
composition of 
seawater and salinity in 
the western Indian 
Ocean: Implications for 
water mass mixing

Marine 
Chemistry 김예슬 237 네덜란드 Elsivier SCI 2021.12. 0304-4203 100

21

Mesozooplankton 
community variability in 
the Seychelles–Chagos 
Thermocline Ridge in 
the western Indian 
Ocean

Journal of 
Marine 

Systems
김민주 225 네덜란드 Elsivier SCI 2022.01. 0924-7963 100

22

Turnover Time of the 
East Sea (Sea of 
Japan)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Frontiers in 
Marine 
Science

한명희 8 스위스
Frontiers 

Media
SCI 2021.11. 2296-7745 50

23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s in Particle 
Fluxes on the Chukchi 
Sea and East Siberian 
Sea Slopes From 2017 
to 2018 

Frontiers in 
Marine 
Science

김호정 7 스위스
Frontiers 

Media
SCI 2021.01. 2296-7745 100

24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s of Aragonite 
Saturation States in the 
Surface Waters of the 
Western Arctic Ocean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oc

eans 

김동선 126 미국 AGU SCIE 2021.11. 2169-9275 100

25

Tracking a Coastal 
Wave Buoy, Lost from 
the Southern Coast of 
Jeju Island, Using 
Lagrangian Particle 
Modeling

JOURNAL OF 
MARINE 
SCIENCE 

AND 
ENGINEERIN

G

서성봉 9 스위스 MDPI SCIE 2021.07. 2077-1312 50

26

Effect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on Egg 
Production, Hatching, 
and Mortality Rates in 
Acartia ohtsukai 
(Copepoda, Calanoida)

FRONTIERS 
IN MARINE 
SCIENCE

최서열 8 스위스

FRONTIE

RS 

MEDIA

SCIE 2021.07. 2296-7745 100

27

Biological carbon pump 
efficiency enhanced by 
atmospheric dust 
deposition in the North 
Pacific Subtropical Gyre

JOURNAL OF 
MARINE 

SYSTEMS
김형직 224 네덜란드 Elsevier SCIE 2021.12. 0924-7963 50

28

Effect of marine 
heatwaves on bloom 
formation of the 
harmful dinoflagellate 
Cochlodinium 
polykrikoides: Two sides 
of the same coin?

HARMFUL 
ALGAE 임영균 104 네덜란드 Elsevier SCIE 2021.04. 1568-988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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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1
한국환경생물

학회

Assessing the validity of making a new designation of 

seaweed tide forming Ulva ohnoi and Sargassum horneri 
nonindigenous population as ecosystem disturbing and 

harmful organisms

이혁제 2021.05.14.
라마다서울

호텔
한국

2
한국환경생물

학회

“해양생태계 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 모니터링 매뉴얼” 저서 

소개
박재연 2021.05.14.

라마다서울

호텔
한국

3
한국에너지기

후변화학회
제주를 포한한 동중국해 수온 변화 연구 손영백 2021.05.27.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한국

4 한국조류학회
위성-모델 활용 외래기원 괭생이모자반 새로운 기원지 추적 

연구
손영백 2021.10.21.

경주 

소노벨
한국

5 한국해양학회
침묵의 제주바다: 신양 방두만 파래 대발생 원인 분석 및 저감 

방안
손영백 2021.11.05.

제주 

휘닉스섭지

코지

한국

29

Differential responses 
of the dinoflagellate 
Cochlodinium 
polykrikoides bloom to 
episodic typhoon events

Journal of 
Applied 

Phycology
임영균 33 네덜란드

SPRING

ER
SCIE 2021.08. 0921-8971 100

30

부남호·천수만의 
갈수기와 강우기 수질 
오염 특성과 
식물플랑크톤의 공간 
분포 특성

환경생물 이민지 39 대한민국
한국환경

생물학회
비SCIE 2021.06. 1226-9999 50

31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Macrobenthic 
Community Structure of 
Yubu Island, a 
UNESCO-Designated 
Migratory Bird 
Sanctuary in the South 
Korea

JOURNAL OF 
MARINE 
SCIENCE 

AND 
ENGINEERIN

G 

김혜선 9 스위스 MDPI SCIE 2021.04. 2077-1312 100

32
해양 섬모충플랑크톤 
정량과 정성분석의 
현실적 접근

바다 김영옥 26 대한민국
한국해양

학회
비SCIE 2021.08. 1226-2978 100

33

Deep Learning for 
Simulating Harmful 
Algal Blooms Using 
Ocean Numerical Model

FRONTIERS 
IN MARINE 
SCIENCE

백상수 8 스위스

FRONTIE

RS 

MEDIA

SCIE 2021.10. 2296-7745 50

34

First High-Frequency 
Underway Observation 
of DMS Distribution in 
the Southern Ocean 
during Austral Autumn

ATMOSPHER
E 김인태 12 스위스 MDPI SCIE 2021.01. 2073-4433 50

35

인위적 기원 
가돌리늄(gadolinium)의 
해양 유입 연구 동향 및 
향후 연구 방향

Ocean and 
Polar 

Research
김인태 43 대한민국

한국해양

과학기술

원 

비SCIE 2021.09. 1598-141X 50

36
인도양에서 미량원소 
연구 동향 및 향후 연구 
방향

Ocean and 
Polar 

Research
김인태 43 대한민국

한국해양

과학기술

원 

비SCIE 2021.12. 1598-141X 50

37

Estimation of 
production of the 
copepod Calanus 
sinicus during spring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PLANKTON 
& BENTHOS 
RESEARCH

강형구 16 일본

PLANKT

ON SOC 

JAPAN

SCIE 2021.02. 1880-8247 50

38
부산 영도 내만에서 
원핵생물 성장 및 
다양성의 주간 변동 특성

Ocean and 
Polar 

Research
양원석 43 대한민국

한국해양

과학기술

원 

비SCIE 2021.03. 1598-141X 100

39
부산 영도 내만에서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주간 변동 특성

바다 양원석 대한민국

한국해양

과학기술

원 

비SCIE 2021.12. 1226-297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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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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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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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국해양학회
제주 연안 갈파래류 대번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염 공급원 

분석
이태희 2021.11.05.

제주 

휘닉스섭지

코지

한국

7
ENVIRA

2021

  Accumulation and depuration of 137Cs and other selected 

radioactive substances by oyster and flounder
김석현 12월6일-10일 온라인 그리스

8
ENVIRA

2021

Accumulations of artificial radionuclides 137Cs and 

239+240Pu in anchovy from the Korean seas

이희수, 

김인태
12월6일-10일 온라인 그리스

9
2021 

한국해양학회

Sound scattering layers within and beyond the 

Seychelles-Chagos Thermocline Ridge (SCTR) in the 

southwest Indian Ocean 

강명희 2021.11.4.
휘닉스 

제주
한국

10

2021년도 

한국해양과학

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한국해양학회)

Distinctive distribution of dissolved oxygen in the bottom 

layer of the Ulleung Basin, East Sea: Oxygen isotopic 

approach

김예슬 2021.5.13.

Incheon 

Virtual 

Convention 

Center

한국

11

2021년도 

한국해양과학

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한국해양학회)

Mesozooplankton community variability in the 

Seychelles-Chagos Thermocline Ridge of the western Indian 

Ocean

김민주 2021.5.13.

Incheon 

Virtual 

Convention 

Center

한국

12 IsoEcol 2021
Behaviour of stable oxygen isotopes by oxygen consumption 

in the bottom layer of the Ulleung Basin, East Sea
김예슬 2021.5.20. 온라인 

오스트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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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1

해저면에서의 

연속측정이 가능한 

현쟁배양 벤틱챔버

대한민국

이재성, 

김성한, 

김경태, 

김동선, 

백주욱, 

백현민, 

이민형

2021.03
10-2235

491
50%

2

시추코어용 

시료파이프의 직립식 

자동 시료압출장치

대한민국

백현민, 

이재성, 

김성한, 

백주욱, 

김경태, 

최진영

2021.08

10-2021

-010342

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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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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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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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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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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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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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출

  □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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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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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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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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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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aderich,유치 2021.08-09 우크라이나 박사 유체역학
해양방사능 

대응

2
Brovchenko,유

치
2021.08-09 우크라이나 박사 응용수학

방사능 

거동모델

3 Bezhenar,유치 2021.08-09 우크라이나 박사 응용물리
방사능 

생물영향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기타 성과]    

○

<참고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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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등록 및 기탁 범위

등록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을 포함합니다)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최종보고서의 원문

기술요약정보 연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서열ㆍ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 서열ㆍ구조ㆍ상호작용 등 단백체정보, 유전자(DNA)칩ㆍ단백질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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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자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ㆍ수정란 등 동물자원, 식물세포ㆍ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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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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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성과의 의의  

구분 주요 내용

자체 

종합평가 

의견

[해양환경 및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 해양환경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의 세부 성과목표인 pH 시계열 자료를 부산, 제주, 

울릉도에서 주 1회, 부산 외해역에서 월 1회 생산 완료함.

- 획득한 pH 시계열자료의 계절변화를 제거하여 각 관측정점의 pH 연변화율을 산정, 

해양산성화 진행경향을 파악함. 장기변동 분석을 위한 첫시도이며 변화경향 예측의 

정확도/정밀도 제고를 위한 장기 시계열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임.

- 2020년과 2021년 동안 위성 및 저궤도 원격탐사를 이용한 환경교란물질 탐지 및 이

동경향 분석을 통하여 부유해조류의 새로운 기원지 발견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

여 2021년 말부터 지속적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발해만에서 모자반 이탈이 시작된 것

으로 발견하여 대책마련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기초자료 제공

[해양 방사능 연구-국내 수산물을 대상으로한 자연 및 인공방사능 축적조사]

- 자연 및 인공방사능 축적양상 조사방법 및 해독 메커니즘 제안은 국내 최초의 연구

로 자체 평가됨.

- 한국의 수산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모든 부위가 식용으로 소비되는 멸치를 

성장단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여 어체 내 인공방사성 핵종인 Cs-137 및 

Pu-239+240의 축적 양상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사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개체가 성

장함에 따라 핵종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예외적으로 큰 대멸치에서 농

도가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 원인을 metallothionein 등의 단백질의 역할

에 의한 해독 메커니즘일 수 있음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안함.

[해양 방사능 연구-핵종별 해양방사능 거동 및 생물영향 예측 모델 고도화]

- 해양 방사성물질의 변동 예측에 필수적인 퇴적층 내 방사성물질 흡탈착 반응을 기존 

단일 과정에서 다중과정(두 단계 과정)으로 개선하여 퇴적층 모델을 발전시킴. 또한, 

플루토늄(239,240Pu)과 같은 반응성 방사성물질의 소거에 대한 모델을 새로이 구성

함. 핵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 모델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자체 평가됨.  

- 오염수 처리시설(ALPS)에서 제거되지 않는 대표적인 방사성핵종인 트리튬(3H)과 방

사성탄소(14C)에 의한 해양생물 영향을 평가함으로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책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됨.  

[인도양 해양환경 프로세스 연구]

- 코로나 상황으로 정상적인 연구 수행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성과를 달성

함

당해연도

성과 및 

의의

[동해/황해 생지화학 물질순환 연구]

- 이사부호에 설치된 청정해수채취시스템(UCC)를 활용하여 오염의 영향없는 황해 해

수중에 미량원소 농도자료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음

[해양 방사능 연구-국내산 수산물 내 자연 및 인공방사능 축적 연구 현황 및 향후 연구 

방향]

- 국내 수산물을 대상으로한 자연 및 인공방사능 축적연구에 대한 국내 논문을 게재하

였으며, 향후 수산물 내 자연 및 인공방사성 핵종 농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데 있

어 연구방향 및 중요한 바탕농도를 제시할 수 있음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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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해양 방사능 연구-방사능 사고 대응 관측 및 모델 정보 제공 프레임 기본설계]

- 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 및 개선중인 고해상도 북태평양 해양순환모델

(KIOST-MOM)의 결과를 활용하여 방사능 핵종별 거동 예측과 해양생물 영향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함. 향후 지속적으로 생산될 KIOST-MOM 모델 결과를 처리하고, 이

를 이용한 방사성물질의 이동 예측 및 생물영향에 대한 모델 정보 제공 시스템의 기

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둠. 

- 2021년 6월 논란이 되었던 중국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로부터의 방사능 유출 의혹에 

사전적으로 대응함.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세슘(137Cs) 유출 후 이동경로를 사전

적으로 예측하고 그 영향에 대해 검토함. 

[인도양 해양환경 프로세스 연구]

- COVID-19로 인해 예정된 관측을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SCI논문 2편 게재

와 학술발표 2건 등 성과가 뛰어남.

- 12월 예정된 인도양 관측에서 한-미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되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제 협력 체제를 잘 유지하고 실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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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가. 당해연도 예산 및 집행실적

구  분
연구비 집행비율 (천원 / %)

예산 집행액 잔액 비 율

외부인건비 303,298 248,463 54,835 81.9

연구활동비 374,412 264,418 109,994 70.6

연구기자재 및 재료비 735,506 692,918 42,588 94.2

연구장비 구입비 0 0 0 0

연구과제 추진비 0 0 0 0

연구과제 추진비(회의비) 15,700 12,932 2,768 81.6

과학문화활동비 0 0 0 0

연구실안전관리비 4,533 4,533 0 100

지적재산권처리비 2,000 1,154 846 57.7

연구수당 75,550 13,700 61,850 18.1

위탁연구비 0 0 0 0

합계 1,511,000 1,238,118 272,881 81.9

  나. 연구비 예산대비 집행실적 평가도

연구비 집행실적 정상 √ 부진 초과

집행실적 부진

(또는 초과) 사유

당해연도 종결시까지

연구비 예상집행률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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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도 연구개발계획

4-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4차년도(2022년) 

  나. 연구개발 계획 주요 연구 변경사항 

구  분 당초계획 변경내역 변경사유

최종목표

연차별목표
인도양 관측 및 생지화학 순환 

이해
삭제

‘22년 별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확정

성과목표

기타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해양환경변화 대응시스템 구축

성과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가중치

(A)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 해양환경 및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1-1. 해수 중금속, 방사능물질 시계열 자료 

생산-해양 유해물질 증가경향 파악

1-2. 다중 플랫폼 활용 외부기인 환경교란물

질 유입 탐지 및 이동경향 분석 

1-3. 제주연안 환경교란물질 발생현황 분석 

및 저감 방안 제시

30%

- 시계열 해양환경 관측자료 

생산 여부

- 외부기인 환경교란물질 

유입시기 및 이동경로 파악 

여부 

- 환경교란물질 발생 특성 분석 

및 저감방안 제시 여부

2. 동해/황해 생지화학 

물질순환연구

2-1. 주변해 기후변화인자 분포도 작성

2-2. 퇴적물 트랩시료확보 및 자료분석

2-3. 수층미소생물 다양성 변동 요인 파악

2-4. 유기탄소산화율, 저층영양염 플럭스 추

정

2-5.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통한 VOCs 물질순

환 이해

40%

- 주변해 기후변화인자 분포도 

작성 여부

- 침강입자 플럭스 자료 확보 

여부

- 수층미소생물 다양성 변동 

요인 파악

- 유기탄소산화율, 저층영양염 

플럭스 추정

-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통한 

VOCs 물질순환 이해

3. 해양방사능 연구

3-1. 우리나라 주변해 인공방사능 농도 

분포현황 파악

3-2. 후쿠시마 기원 인공방사능 확산 모델 

개발

3-3. 방사능 사고 대응 관측 및 모델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30%

- 한반도 유입 인접해역에서의 

방사능 핵종 수층분포 조사 

여부

- 북태평양 해양순환모델 및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을 

이용한 장기적 영향 검토 여부

- 방사능 사고 대응 기술지원 

체계 구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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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외 관련 분야 환경변화(해당 시 작성합니다) 

4-3. 연구개발 추진전략 

 가. 연구개발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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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생지화학 순환 및 해양환경변동 연구
주관연구책임자

김동선 외 총 140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생지화학 순환 및 해양환경변동 연구

연구책임자명

(김동선)외

140명

담당기술개발내용

　

　 　
　 　 　 　 　 　 　 　

㈜오셔닉 위탁연구개발기관명2 위탁연구개발기관명3 위탁연구개발기관명4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해양생물 영향 평가
과 제 명 과 제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명

(박창욱)외

4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해양생물 방사능 영향 

평가 모델 개발 및 실험
　 　 　

  나. 연구개발 수행방법  

[해양환경 및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다중위성을 활용하여 외부기인 환경교란물질의 발생시기와 이동경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해역으

로 유입되는 시기를 예측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연안으로 유입된 교란물질의 분포현황을 파악함

○드론을 활용하여 제주 연안에서 발생하는 환경교란생물의 시기별, 지역별 분포 현황을 분석하고,

물리적, 화학적 분석을 통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제시함

[동해 생지화학 물질순환연구]

○동해/황해 생지화학 물질순환 이해

-우리나라 주변해인 동해와 황해 연구해역에서 이사부호, 온누리호, 이어도호의 연구선을 세부성

과목표별로 현장에서 활용하여, 현장자료 획득 및 시료채취 후 실험실 분석을 통해 생지화학 물

질순환 이해를 위한 신뢰성 높은 과학적 자료를 획득할 예정임. 

[해양방사능 연구]

○우리나라 주변해 인공방사능 농도 분포현황 파악

-한반도 유입 인접해역 (제주 이남 해역, 황해 등)에서 인공방사성 핵종 137Cs, Pu 등 수직-수평 

농도 분포 조사

-회유성 어종에서 인공 방사성 핵종 농축 양상 규명 및 방사성 농축계수 데이터베이스 확장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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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탁과제의 본과제 최종 목표와의 연계성(해당 시 작성합니다)

과제명

연구참여자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비(백만

원)

비고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명)
총기간 당해년도

1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해양생물 영향 평가
박창욱 5명 1년 1년 90

2

3

-연구선 탑재 방사능 관측 시스템을 이용한 방사능 현장 방법 개발 및 오염 평가 조사 (국내 최

초 현장 관측 시스템 구축 및 자료 획득 예정)

○ 후쿠시마 기원 인공방사능 확산 모델 개발

 - 해양방사능 장기거동 모델 성능 검토 및 성능 향상

 - 핵종별 특성을 고려한 고성능 해양방사능 생물영향 예측 모델 고도화

○ 방사능 사고 대응 관측 및 모델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방사능 물질 해양유출 사고 시 효율적인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 전문가 시스템 운용 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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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 성과 

4차년도

일련
번호

연구내용
월별 추진 일정 책임자

(소속기관)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다중 플랫폼 활용 외부기인 환

경교란물질 유입 탐지 및 이동

경향 분석

손영백
(KIOST)

2
제주연안 환경교란물질 발생현

황 분석 및 저감 방안 제시
손영백
(KIOST)

3
한반도 주변해 방사능 관련 프

로세스 규명
김경옥
(KIOST)

4

방사능사고 발생시 정책결정 지

원을 위한 관측 및 모델 정보제

공체계 구축

김경옥
(KIOST)

6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통한 

VOCs 물질순환 이해
나공태
(KIOST)

7

해수 중금속, 방사능물질 시계

열 자료 생산-해양 유해물질 증

가경향 파악

김인태
(KIOST)

8
퇴적물 트랩시료확보 및 자료분

석
김영일
(KIOST)

9
유기탄소산화율, 저층영양염 플

럭스 추정
이재성
(KIOST)

4-5.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해양환경 및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외래기원 환경교란물질 이동경로 예측 정보 제공

○환경교란생물 제거기술 개발 및 선제적 대응방안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동해 생지화학 물질순환연구]

○친환경 오염물질 저감 기술은 육상양식장 외에도 오염된 연안해역, 어항 등의 환경개선 기술 개

발에 활용 가능

○양식장 내 추가시설 증축 없이 친환경적으로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 제시

○외래기원 저염분수 및 부유조류 이동경로 예측 정보 제공

○부유조류 제거기술 개발 및 선제적 대응방안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과 생태계 변화에 대한 부유조류 대발생 추이 예측을 통해 미래 해양환

경 준비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

○주변해 및 대양 내 다매체 기후변화 인자의 기초자료 획득을 통한 물질순환 과정 이해는 우리나

라 환경 및 기후변화에 있어 전략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해수 내 극미량 존재하는 TEIs 관련 자료 축적 및 연구능력 향상은 국제 공동프로그램 개발에 활

용됨

○미래변화 예측을 위하여 3차 생지화학 모델과 기후 진단 모델의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

○Anthropogenic CO2 산출, 동해 저층 산소 농도 감소 현상 등 다양한 분야에 동해 심층수 연령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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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개발 성과의 기대효과

○동해 환경변화에 따라 표층-저층환경간의 영향 및 물질순환 파악에 정량적 평가 자료로 활용

○동해 저서 생태계의 에너지원 파악을 통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기반 자료 제공

○기존에 마련된 DB에 새로운 모니터링 자료를 추가하여 마련되는 한반도 및 북서 태평양 인공방사

성 핵종 DB 시스템 구축 자료는 방사성 물질 이동 확산 모델의 검정용 및 향후 사고에 대비한 국

가 정보로 활용

[해양방사능 연구]

○해양 방사능 사고대응 기술지원체계 구축으로 방사능 물질 해양유출 사고 시 효율적인 정책결정

을 지원

[해양환경 및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 기술적 측면

-융합연구 기반인 원격탐사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연계하여 저염분수 및 부유조류의 정확한 탐

지뿐만 아니라 예측과 이동경로 분석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함

-다종 플랫폼 활용을 통해 황해 및 동중국해 환경교란물질 규모에 대한 높은 정확도와 신속한 탐

지 및 모니터링이 가능함

○ 경제적․산업적 측면

-제주 환경교란물질 저감으로 제주도의 청정이미지 제고를 통한 관광산업 증진

○ 사회적 측면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통한 국가정부 신뢰도 향상

[동해 생지화학 물질순환연구]

○ 기술적 측면

-부영양화가 심각한 국가어항, 양식장 주변해역 및 연안 해역에 수질정화 기술 적용 가능

-융합연구 기반인 원격탐사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연계하여 저염분수 및 부유조류의 정확한 탐

지뿐만 아니라 예측과 이동경로 분석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함

-다종 위성과 무인항공기 등 다종 플랫폼 활용을 통해 황해 부유조류 규모에 대한 높은 정확도와 

신속한 탐지 및 모니터링이 가능함

-황해 및 동중국해 부유조류 대발생에 대한 DB 구축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부유조류 발생 

규모 및 이동경로 예측 분석이 가능함

-화학적 추적자 적용 기술 배양으로 대양 연구에 새로운 분야 개척

-심해 현장 관측 기술 및 계류 기술 확립 및 발전

-과업을 통해 확보한 미량원소 DB는 물질순환과정 이해, 해양환경 변동과 그 핵심요인을 파악함

으로써 환경/기후 변화에 대한 예측 및 대응 방안 마련

- 주변해 및 대양의 TEIs 연구기반 구축으로 국제적인 GEOTRACES 연구 선진국 도약의 기회를 제

공할 것으로 기대됨

○ 경제적․산업적 측면

- 효율적인 제주 연안 오염 배출 관리 개발 효과와 제주도의 청정이미지 제고를 통한 관광산업 

증진

- 고부가가치의 심해 관측/계류 기술 노하우 축정 및 기술 이전

- 환경/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한 국가 해양정책 수립에 일조

- 신뢰성 있는 해양자료 확보 및 해석기술은 해양정보 서비스 시장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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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Is 연구수행 및 분석기술 선진화로 관련 해양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

-동해 울릉분지 수산생물 자원량 유지/조절 및 변동 예측 기조자료 확보 

-국내산 수산물 중 방사능 위해 여부 평가 및 향후 방사능 유입 사고발생 시 영향을 예측하여 국

내 수산산업 안정에 기여

-해양방사능 사고 발생시 관련 과학적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의사결정자가 적절한 대책을 마

련하는 것을 지원하여 국민의 재산과 산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저감

-인도양 쌍극진동 변동에 따른 해양-대기 상호작용 이해 기초 기술확보

○ 사회적 측면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통한 국가정부 신뢰도 향상

-해양 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술/인력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해양재해에 대응 가능한 

융합기술 확보를 통해 4차 산업 기술혁명에 대한 선제적 기술 선점이 가능함

-부유조류의 정확한 발생규모와 이동 예측을 통해 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책정하

는 등 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이는 예산 손실을 예방함

-부유조류 대발생 매커니즘에 대한 원인규명을 통하여 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

하고, 이를 통하여 부유조류 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음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양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

-국가 상위 어젠다 달성에 기여 및 해양과학 분야의 국가 위상 제고

-기후변화에 따른 주변해 및 대양에서의 기후변화인자의 생지화학적 순환 평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지구환경/기후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인류공영의 신지식 창출

-한반도 주변해역 수산물 및 환경 인자의 인공방사능 오염 현황,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

사능 오염수 계획방출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사회적 불안감 

해소에 기여

-대학과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진행으로 대양연구 역량강화

-IIOE-2, GEOTRACERS 프로그램 참여로 국제적인 위상강화 

[해양방사능 연구]

○ 기술적 측면

-선도적인 해양방사능 모델링 기술 확보

○ 경제적․산업적 측면

-해양방사능 사고 발생시 관련 과학적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의사결정자가 적절한 대책을 마

련하는 것을 지원하여 국민의 재산과 산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저감

○ 사회적 측면

-한반도 주변해역 수산물 및 환경 인자의 인공방사능 오염 현황,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

사능 오염수 계획방출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사회적 불안감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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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행한 주요사업 ○○연구개발과제 연차보고서이

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