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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해양공간을 탐사・조사・관측하는 첨단장비 개발, 연구선 및 해저관측 케이블을 활용한
극한환경 관측 기술 개발 및 해양 빅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포함하는 『실시간 극한해
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연구기획 수행
(연구기획 내용)
◦ 극한해양공간 관측기술의 국내외 동향, 정책동향, 시장현황 및 전망 분석
◦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 식별 및 세부기술 분석
◦ 한국해양연구원 및 부설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분석
◦ 핵심과제 도출 및 연구 목표・내용, 성과물,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설정
◦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및 연구개발 추진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기획 결과)
◦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 관측을 위한 핵심기술 및 운용인프라 구축 사업 연구기
획 결과 및 RFP 도출
- 황천 해양특성 연속 관측용 찌부이 개발, 응용 및 활용 연구기획 도출
-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연구기획 도출
- 빙저탐사 수중로봇 개발 연구기획 도출
- 극한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연구기획 도출
- 연구선의 심해 탐사·수색을 위한 해양로봇 운용체계 구축 기획 도출
색인어

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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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해양공간, 통합 관측, 스마트, 부이, 수중로봇, 실시간,
빅데이터
Extreme Ocean Environments, Integrated Observation, Smart,
Buoy, AUV & ROV, Real-time,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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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시장현황 및 전망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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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제1장 사업 개요
1.1 연구개발의 목적
극한해양공간을 탐사・조사・관측하는 첨단장비 개발, 연구선 및 해저관측 케이블을
활용한 극한환경 관측 기술 개발 및 해양 빅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연구개발 사업을 도출하고자 함

1.2 기술의 정의
극한해양공간은 심해를 비롯하여 극지 빙저 수중환경, 해상상태 8의 황천 해양공간,
및 고염 해역 등 극한환경의 해양공간을 의미함
극한해양공간: 전통적·일반적 탐사방법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특별한 해양공간으
로, 이러한 극한해양환경은 새로운 해양현상을 발견하고 더 높은 수준의 해양기
술 개발을 위한 자연 학습장
◦ 예) 기존의 조사선이나 고정관측용 부이로는 탐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랑이 매
우 강력한 황천환경, 특수한 잠수정 등으로만 관측이 가능한 빙하(빙붕) 저면 환
경 또는 해저 동굴 등

실시간 관측: 생산된 자료를 무선통신, 위성 및 케이블 등을 활용해 즉시 육상에
지체없이 전송하는 기술

스마트 통합관측은 4차산업 기술의 핵심인 인공지능, 수중로봇, 빅데이터, 해양 IoT
기술을 융합한 종합적인 해양관측을 의미함
스마트 통합: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막대한 양의 관측데이터(빅데이터)를 인공지
능기술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술
빙붕하부를 실시간으로 탐사하며 로봇팔을 이용한 샘플링 임무를 수행할 수 있
는 Light-tethered ROV(이하, LTROV) 기술
◦ 빙붕(ice shelf, 氷棚): 남극대륙에서 빙하를 타고 흘러 내려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얼음덩어리

◦ 실시간(Real-time): 카메라나 센서가 취득한 정보 및 데이터를 시간 지연이 없거
나, OO초 이내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함. 또한, 로봇 및 로봇에 장착된 장비를 OO
초 이내의 지연으로 조종할 수 있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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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tethered ROV(LTROV): 운용선박의 원격제어실과 광케이블로 연결되어 통
신을 중계 받음. 전원까지 공급하고, 진·회수 시 장력까지 버티는 장갑 케이블
에 비해 굵기를 훨씬 줄일 수 있음. 이를 통해 탐사반경을 증대시킬 수 있음

스마트 통합관측은 극한해양공간에서 시간-공간 관측역량 확대, 실시간 모니터링, 빅
데이터의 실시간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분석 및 가시화 기술이 핵심임
전통적인 고정식 해양관측 부이에 해양 IoT 기술을 접목한 극한해양공간에서 장기 모
니터링, 모바일 해양로봇의 극한해양공간으로 조사관측 영역 확대, 고정-모바일 복합
관측 시간-공간 빅데이터의 스마트 서비스 기술을 3대 축으로 함
이사부호・아라온호 등 대형해양조사선 기반의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운용체
계가 3대 핵심과제의 중심에 위치함

【그림 1-1-1】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기획연구 구성도
:

1.3 추진 배경
통합관측시스템은 해양을 입체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시대적 요청이며,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해야 함
기존 확보기술들은 전문적이고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인 체계가 부족하므로 융합적인
체계로 묶는 기획의 필요성이 대두됨
해양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키고 유용한 해양정보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해양탐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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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극한해양환경으로 확대하고, 실시간으로 관측하며, 막대한 관측자료를 더욱 효
율적으로 분석
기술적 한계로 인해 그동안 관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최소 SS8 이상의 황
천해양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해양특성을 규명
추진 배경(사례)

【그림 1-3-1】 Daily (up) and seasonal (low) variations of thermocline in the
East/Japan sea. Note the water depth of thermocline with about 40 to 80
meter. referred from Jeon et al. (2014, JGR),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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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양 수층의 플랑크톤 분포와 이동, 물질순환, 음향
속도변화 등 다양한 해양특성은 수온약층(thermocline)을 중심으로 변화함

◦ 따라서 수온약층의 시간+공간적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하며,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하는 것은 해양현상 이해 및 이용을 위한 가장 기초적 과업임

◦ 그간 수온약층 모니터링을 위해, 연구조사선을 활용한 CTD casting, CTD 계류
(mooring) 등의 방법이 동원되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수온약층을 지속(연속)적으로 관측하지 못하는 일시적
연속 profiling 이거나 (조사선 사용시), 또는 계류선에 매다는 CTD 갯수의 한계
로 관측자료의 깊이별 연속성이 부족한 문제점 (계류시)을 가지고 있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선을 정선시키고 끊임없이 CTD를 casting 하거나,
또는 계류 라인에 촘촘히 CTD를 부착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작업임. 아울러 계류
시스템을 조사선에서 투하-회수하는 작업도 번거로운 작업임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선의 퇴적물 시추기를
진수-인양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궁리하게 되었음
◦ 즉 코어 라이너 같은 형태로 된 계류 시스템 마디마디에 CT 센서를 장착하여 진
수 및 회수하는 방식을 고안함으로써, 앞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계류
의 편의성을 증가시킴

◦ 이 시스템은 황천 등 극한 해양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수중 계류형태로 설
계될 것이며, 필요시 헤드부이 상부에 dHF 통신기 등을 장착, 실시간으로 CT
depth profiling data를 지상으로 전송할 수 있음

◦ 이러한 시스템은 아직 시도된 바 없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기존 기술과 차별화되
며, 성공여부는 정교한 설계 연구 및 실해역 테스트 등을 통해 판단될 것임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요구
우리나라 극한환경(심해) 동해 수중환경 파악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울릉도와 독도는 육지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하는 섬으로 극한 환경 해역임
◦ 극한 환경에서 수중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관측장비 시스템 개발이 요구됨
◦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수중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실시간 해저 관측케이블은 수중에서는 해양음향감시 관측케이블을 이용하여 수
중이동체, 생물이동(고래류) 및 해양기인 재해 원인신호(태풍, 지진, 해일, 폭발음,
파동 등) 등을 관측하여 실시간으로 해역을 감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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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저탐사 수중로봇 기술 요구
지구는 온난화로 극지방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극지 생태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음.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전 지구적으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해양선진국들은 극지 연구에 집중하고 있음
해수에 접한 스웨이츠 빙하 아래에 대형 공동이 발견되어, 이로 인해 해빙 속도
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과 영국은 공동 연구팀을 구성해 이 빙하 변화를
연구 중임
한편, 극지연구소는 K-Route 프로젝트(2017~2026)를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수행
중이며, 코리안 루트 개척, 심부빙하․빙저호 시추 및 운영기술 개발, 첨단 분석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함
이러한 여건으로부터, KRISO-KOPRI-KIOST가 협력하여 빙붕 아래 해저를 탐사하
는 수중로봇을 개발한다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되는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연구개발 패러다임 및 연구데이터 관리 활용 환경의 변화
데이터 중심(data-driven)으로 데이터 활용 기술 및 융합연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
‘연구데이터’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오픈사이언스 정책 확산에 따라 연구
데이터 기반 연구생태계 구축 요구
연구데이터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수립 및 등록 의무화

【그림 1-3-2】 연구데이터와 과학기술 경쟁력

■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극지연구소

7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 확대
빅데이터 기술은 기존 DB 관리도구의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셋을 포함하여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괄
요소기술로는 수집 기술, 공유 기술, 저장 기술, 처리 기술, 분석 기술, 시각화
기술 등 포함
빅데이터 기술은 요소기술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적절한 배치 및 연계 필수
기술 구분

내용

요소기술

조직내부와 외부의 분산된 여러 데이터 소
스로 부터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빅데이터

수동 또는 자동으로 수집하는 과정과 관련

수집

된 기술로 단순 데이터 확보가 아닌 검색/
수집/변환을 통해 정제된 데이터를 확보하

ETL, 크롤링엔진,
로그수집, 센싱, RSS,
Open API 등

는 기술
빅데이터
공유

서로 다른 시스템간의 데이터 공유

멀티 테넌트 데이터
공유/협업 필터링 등

작은 데이터라도 모두 저장하여 실시간으로
빅데이터

저렴하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처리된 데이

병렬 DBMS,

저장

터를 더 빠르고 쉽게 분석하여, 이를 비즈

하둡(Hadoop), NoSQL 등

니스 의사 결정에 바로 이용하는 기술
빅데이터
처리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 수집, 관리, 유
통, 분석을 처리하는 일련의 기술

실시간 처리, 분산병렬
처리, 인-메모리처리,
인-데이터베이스 처리
통계 분석, 데이터마이닝,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비

텍스트마이닝,

즈니스 등의 영역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로

머신러닝(예측), 최적화,

이미 여러 영역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평판분석, 소셜네트워크
분석 등

자료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학문으로 빅데
빅데이터

이터는 기존의 단순 선형적 구조의 방식으

시각화

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빅데이터 시각
화 기술이 필수적임

【표 1-3-1】 빅데이터 요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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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시각화, 분포시각화,
관계시각화, 비교시각화,
공간시각화, 인포그래픽

1. 사업 개요

1.4 사업의 필요성
1.4.1 필요성
해양과학연구의 한계 돌파 절실
반복된 일상적 해양현상의 관측에서 해양과학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극한해양
환경으로 연구영역 확대 필요
◦ 예) 해저열수환경으로 탐사영역을 확대, 수많은 새로운 해양현상 발견

해양관측 주요수단중 하나인 부이는 손망실, 진수·회수의 번거로움, 높은 제작
비용(부이 대부분은 수입품)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 해양관측 활용 어려움
◦ 예) 국립해양조사원의 KOGA부이 손망실 사례, 기상청 부이활용 확대 지연 등

신 해양현상 구명을 위해, 수온약층 등 해양 불연속면의 해양특성이 깊이·시간
별로 어떻게 연속적으로 변화하는지 관측 필요

【그림 1-4-1】 2019년 12월 현재 미국 NOAA가 전세계 해양에서
운영 중인 약 1,500개 부이 분포도
◦ 특히 황천 해양환경 특성변화 관측은 해양현상 이해의 출발점

현재는 물론 향후 해양관측의 핵심이 될 4차산업 기반 무인·자동·실시간 해양
관측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이 관측시스템의 국산화 및 관련 특허 선점 필요
4차산업 혁신과 함께, 조사선을 활용한 해양관측의 시대가 저물고, 위성, 드론,
부이 등을 활용한 무인·자동·실시간 관측으로 진화하는 바, 관련 경쟁에 대응
한 혁신적 기술개발, 관련 특허의 선제적 개발, 관련 응용 및 활용 기술의 개발
등이 시급
해양기상 예측 정확도 제고, 지진·쓰나미 등 해양재난재해 대응, 해양영토 수호
를 위한 수중 음파감시체계 구축 등을 위해, 부이 등을 활용한 실시간 해양관측
기술 축적이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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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기상해양 부이 설치 현황(노란색 점). 연안에 국한된
부이자료에 근거, 먼바다 해황예보 실시중
찌부이는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시도된 바 없는 새로운 개년의 부이로, 낚시 찌의
안정성과 연구선에 기 설치된 피스톤 코어러(corer) 진수·회수 장치의 활용성
등에서 영감을 받아 도출된 혁신적 아이디어
현재까지 수온약층 등 수층 불연속면을 깊이별 및 시간적으로 연속 관측한 사례
는 찾기 어려움. 따라서 혁신적 찌부이 관측으로 새로운 해양현상 구명 시도
◦ CTD 캐스팅(casting)은 깊이별 연속성은 있으나 시간적 연속성이 없고, 기존의
부이 계류(mooring)는 시간적 연속성은 있으나 불연속면을 관통하는 깊이별 연속
성은 없는 각각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필요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개발 필요
◦ 대수심용 극한 환경에 대한 해저관측 케이블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
◦ 대용량의 수중음향 자료는 위성통신으로 전송하기에는 역부족임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료 획득 및 전원 공급을 위해서는 해저케이블 형태가 가
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해저케이블의 요구 사양으로는 수압, 수온, 장력 등의 여러 가지 외력으로부터
전력선, 통신서, 센서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며, 연속 장거리 생산이 용이한 경
제적인 케이블 구조설계가 요구됨

심해 해저케이블 및 수중 드론 연계 체계 개발 필요
◦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는 국립해양조사원 및 기상청에서 설치한 해양환경관측 부
이가 다수 설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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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부이들은 기본적인 해양환경(수온, 기온, 기압, 풍향, 풍속 등)에 국한되어 관측하
고 있어 수중에서 이동하는 생물에 관한 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있음

◦ 수중에서 이동하는 수중 생물에 관한 음향학적 접근을 위해서는 현재 설치된 부
이보다 많은 센서와 기술이 필요함

◦ 해양생물 관측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선배열형 수중음향센서, 대용량 파일 실시간
전송 시스템 및 영구적 적원 공급 시스템이 필요함

빙저 수중환경 탐사 수중로봇 기술 부재
빙저탐사를 위한 수중로봇 기술 개발의 필요성
◦ 빙저환경 특성에 맞는 운용성 확보
- 수중로봇이 빙저로 진입하게 되면 모선이 추적할 수 없기에 USBL 등의 수중위
치측위장치의 사용이 불가능해짐. 또한, 일반적인 ROV의 강철(Armored) 케이
블은 잠수정의 운용반경 증대에 한계가 있음

◦ 빙저환경 데이터 확보 및 샘플링의 필요성
- 케이블이 없는 AUV는 탐사반경이 넓은 대신 수행 가능한 임무가 센서 계측
및 Mapping 등에 한정됨. 실시간 고해상도 화상 데이터나 샘플링을 위한 로봇
팔 운용이 어려워짐

◦ 경량 케이블을 이용하는 ROV 기술 확보
- 샘플링 등의 보다 복잡한 임무 및 실시간 고해상도 화상 데이터의 전송이 가
능하면서, 탐사반경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량 케이블을 이용하는 ROV
에 대한 기술 확보 필요성 대두

빙저탐사의 필요성
◦ 지구온난화 연구
- 빙저호 바닥의 퇴적물은 과거 기후에 대한 중요한 단서이므로 가장 큰 이슈인
지구온난화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생물학적 연구
- 극한환경에서 생명체발견은 생물학적 연구가치가 높음과 동시에 태양계의 다
른 행성에서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음
- 지구나 태양계의 다른 지역에서 생명체를 제한하는 요소에 대한 실마리를 찾
을 가능성

해양과학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 부재
국가예산이 투입된 해양과학조사자료 및 연구데이터의 개별 소유 및 관리
각 연구자의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한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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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 빅데이터의 부재
해양과학 빅데이터의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제도적 의무 근거 부재 한계
KIOST-KRISO-KOPRI 간 연구데이터 공동 수집/관리 체계의 부재

실시간 관측 빅데이터 및 AI 융합 연구 지원을 위한 대응 체계 및 컨트롤 타워 부재
실시간 수집되는 해양과학 빅데이터에 관한 전담 인력/조직/인프라 등 지원 및
체계 부족
실시간 데이터 관리 책임 실무자의 권한 한계에 따른 연구자간 공동 활용 제약

인프라 구축 및 재원 한계
빅데이터/AI 사업 난립으로 부서 단위 전산 자원 분산
저가 컴퓨팅 자원 중복 구입 등

1.4.2 사업 추진의 시급성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선진국 대비 10~20년 늦음
◦ 미국 (2008년 시작), 캐나다 (2000년 시작), 유럽 (2007년 시작) 등은 2000년대 초
반에 해저관측케이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 분야는 활용이 전무함

극지 빙저 수중환경 탐사 장비기술 개발 요구 증대
미래 기후 환경 변화 및 시장 수요에 대비한 수중로봇 기반 전무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20여년 이상 수중로봇 핵심기술과 플랫폼 개발실적과 사
례가 있으나, 극지 빙하 아래를 탐사할 수 있는 수중로봇 기술은 미확보 상태임

◦ 극지연구소는 극지에서의 다양한 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내의 자체 플랫
폼이 부재하여 외산장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의 다양한 요구조
건을 모두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음

◦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는 그 변화의 징후가 뚜렷하게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측에 기반한 선(先)조치가 요구됨. 이러한 예측은 풍
부한 데이터에 기반하여야 하는데, 현재 국내 자체 탐사 플랫폼 및 기술이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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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국가 및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관리 및 공동활용 요구 증대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가기관에서 데이터 공유 및 활용에 대한
계획 발표[1-3-1;2]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향후 지속적 압력 예상

【그림 1-3-3】 데이터 · AI경제 활성화 계획 (’19~’23년) (관계부처 합동, 2019. 1. 16)(a,b),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전략(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c)

빅데이터 및 데이터 표준화 요구 증대
빅데이터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국외에서는 요소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서비스 개발이 일부 선도 업체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융복합 기술개발 시도 역시 일부 연구소 및 대학 등을 중
심으로 기초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내의 경우 개별 요소기술 개발은 여러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해양과학 분야에서 관련한 요소기술 개발은 미흡한 수준이며 융복합 기
술 개발은 아직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됨

◦ 해양관측데이터의 생산/처리/제공에 관한 기술 상용화와 관련하여 해외의 경우
최근 들어 일부 회사에서 웹서비스를 통해 상용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전무함

◦ 해양과학 분야에서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 시작된 지 오래지 않아 국외와
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술개발 연구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면
4~5년 이내에 해외 기술수준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
늦춰진다면 기술격차가 급격히 벌어질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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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무인관측데이터 실시간 저장/분석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이니셔티브 행사
(표준 및 특허 선점 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해양과학 빅데이터 표준화 필요성
◦ 해양과학 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따라 데이터 표준을 안내하고 적합성 준수의 수
준을 결정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 시스템이 필요

◦ 국내외 다양한 데이터 표준 활동에 대한 조사 분석을 정형화하는 것이 필요
◦ 특히 데이터 생산자와 데이터 이용자의 데이터 표준에 대한 요구사항의 정기적
파악 필요

해양데이터 기반 AI 연구 증가 [1-3-3;7]
최근 딥러닝,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적용 융복합 연구 증가
AI 융복합 연구를 위한 해양과학 빅데이터의 확보가 주요 화두

【그림 1-3-4】 해양과학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연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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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업 추진 근거
1.5.1 법적 추진 근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란 법률 제정 [1-4-1]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집 : 10. 안전한 대한민국→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 (첫 번째 항목)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해양 예경보 시스템을 구
축→ (두 번째 항목) 해양지진, 쓰나미 등 대형 해양재난 대응체계 강호를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해양예측 및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추진, (세 번째 항목) 재
난안전 비상통신시스템 관련기술 개발 및 활용 고도화 에 해당(125쪽/195쪽)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란 법률 제정 [1-4-1]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2조(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를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4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조사를 할 때에는 그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
양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5조(국가해양정보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된 해양정보 등을 수집ㆍ
가공ㆍ분석ㆍ예측하고 이를 총괄하여 관리ㆍ제공하는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을 구
축ㆍ운영 가능

【그림 1-4-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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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국정과제, 국가계획 및 부처계획 상의 추진 근거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21-2030)에서 6대 추진전
략 중 굳건한 해양안보로 해양영토 확보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

◦ 해양영토 주권․주권적 권리 행사 강화를 목표하고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의 확고
한 주권 확보를 위한 해저음향관측케이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빙저탐사 수중로봇 기술 개발
정부는 2050년까지 극지활동 7대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으로 ‘2050 극지
비전’을 2018년 12월에 선포하였고, ‘2050 극지비전’은 7대 추진계획을 담고
있음
7대 추진전략 중 네 번째 전략은 “극지연구 혁신 및 실용화 성과 창출”을 포
함하며, 주요 도전 과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극지연구 도입, 극한지 토목,
바이오신약 개발 및 극한기술 테스트베드 지원”임

해수부 지능정보화 기본계획(‘18~’22)
해양수산정보 공공활용 기반강화를 통해 해양수산 데이터 유통 체계 마련 지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전략(안) 발표 (과기정통부, 20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DMP 수립 의무화 (과기정통
부, 2019)
연구기관/연구자들이 국가 R&D사업에 DMP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리 매뉴얼’ 개정 (KISTEP, 2019)

데이터 · AI경제 활성화 계획(’19~’23년) (관계부처 합동, 2019. 1. 16)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
◦ 체계적인 데이터 축적 및 개방 확대
◦ 양질의 데이터 유통 기반 구축

세계적 수준의 AI혁신 생태계 조성
◦ AI 허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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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술력 제고
◦ AI 활용 생태계 조성

데이터 AI 융합 촉진
◦ AI 융합 클러스터 조성
◦ 사회적ㆍ산업적 수요확산
◦ 제도적ㆍ인적 융합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전략(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및 공유 커뮤니티 형성 촉진
◦ 계층적 연구데이터 연계체계 마련
◦ 데이터 기반 연구 커뮤니티 형성 촉진 및 확산

연구데이터 관리ㆍ공유ㆍ활용 관련 법제도 마련
◦ 연구데이터의 관리ㆍ공유ㆍ활용 근거규정 마련
◦ 데이터 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도입

1.5.3 기관 R&R과의 부합성
KIOST 연구성과계획서 전략목표 1 기후변화 예측 및 해양환경 변화 대응, 전략목표
3 해양공학 핵심기술 및 첨단장비 개발, 전략목표 4 해양방위 및 공간관리 기술개발
등 KIOST 연구성과계획서와 부합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해양방위․안전 및 재난 예측․대응 기술 개발
◦ ‘(해양무인체) 무인체계 이용 다목적 해양탐사 및 음향 분석․예측 체계 기술개
발’에 부합하는 항목으로 판단됨

◦ 울릉도, 독도에 시스템을 설치하면 해양영토 수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KRISO 상위역할 및 추진전략의 전략목표 3. 디지털 융합 기술혁신을 통한 해양 4차
산업혁명 선도 – 3.1 스마트 해양장비・로봇 기술 개발 “해양 장비와 로봇의 스마트화
(지능화・연동화 등)를 제시하는 기술 개발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차세대 신성장 동력
확보 등 기관고유미션 및 연구성과계획서와 부합
◦ 선박해양플랜트 분야 원천기술개발, 응용 및 실용화 연구 등 종합 연구역량 수월
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창조적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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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행

◦ 본 제안 기술은 극지 빙저 탐사와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수중로봇 플랫폼에 대
한 기술로 수중로봇의 항법, 제어, 운용, 통신 등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을 포함함

경영성과계획에 명시된 경영목표에 부합
◦ 본 기술은 해양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극지 빙저 탐사에 있어 기반이 되는
기술로 극지 연구에 있어 해양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극지활동 선도국
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 KRISO 경영성과계획에 명시된 경영목표 중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에 부합함

KRISO 2026 중장기발전계획에 명시된 전력목표에 부합
◦ 본 연구는 극지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K-Route 프로젝트(2017~2026)의 코리안
루트 개척 및 심부빙하․빙저호 시추 및 운영기술 개발에 있어 기반이 되는 원천
기술로 KRISO 2026 중장기발전계획에 명시된 전략목표 중 ‘미래선도 기술 핵심
역량 강화’에 부합함

KRISO 2026 중장기발전계획에 명시된 추진과제 달성에 적합
◦ 본 연구는 극지 연구와 관련된 국제 이슈인 빙하 탐사를 위한 수중로봇의 원천
기술 개발로 KRISO 2026 중장기발전계획에 명시된 추진과제 중‘국제 이슈․규제
선제대응 기술개발’과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연구 주제임

KOPRI 상위역할 및 추진전략의 전략목표 1 기후변화에 의한 극지 환경 변화 감시와
원인규명, 전략목표 2 극지역 온난화가 초래하는 국가 사회 문제 해결, 전략목표 3 극
지연구 신성장 동력 및 실용화 성과 창출, 전략목표 등 기관고유미션과 부합
기관 설립목표에 부합
◦ 극지의 정치⋅경제적 중요성 증대에 따른 국가 극지활동의 확대와 국제수준의
극지연구 전문기관 역할 수행에 필요

극지연구 2030 중장기 계획에 부합
◦ 극지에서의 기술혁신과 극지탐구를 위한 극한지 개발 및 탐사용 시스템 기술개
발을 위해 필수적인 연구임

◦ 극지기반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원인 규명 및 예측을 위해 필수적인 연구주제
로 글로벌 선도기관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함

국가 극지진흥정책에 부합
◦ 기후변화 연구, 수산⋅해저 자원 확보 등 전략적 가치가 증가하는 극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정책 수립 필요성 확대에 따라 극지활동 진흥법 제6조 2항 7
호. 극지 연구를 위한 첨단연구장비의 개발과 관련하여 극지수중로봇기술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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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부분임

◦ 대부분의 극한지 관련 높은 기술 의존도로부터 기술자립화를 통한 기술 강대국
으로 위상선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연구주제임

KIOST R&R 추진전략의 전략목표 5
해양연구 핵심 인프라 운영 및 플랫폼 공동활용
◦ 해양과학 시료·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 빅데이터 기술기반 해양연구 역량 강화 지원

KIOST 2030 중장기 전략
1억 데이터 수집 및 발굴을 통한 빅데이터 축적
연구사업 및 상시관측자료 체계 구축 및 운영

1.6 기획연구 내용 및 추진 체계
1.6.1 기획연구 내용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선정
본 사업은 고정식, 이동식 및 융합방식 해양관측장비 시스템 개발과 함께, 해양
관측장비 운용 체계 및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을 목표로 하며 세부사업은 다음으로 구성됨
◦ 극한 해양환경 관측장비 시스템 개발 기획연구
◦ 고밀도 공간정보 관측용 해양로봇 및 운용 기술 개발 기획연구
◦ 극지해역 해양환경 통합관측 체계 구축 기획연구
◦ 극한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기획연구
◦ 이사부/아라온호의 심해 탐사·수색을 위한 해양로봇 운용 체계 구축 기획연구

제1성과목표 연구배갈 내용 및 범위
◦ 극한 해양특성 연속 관측 부이 시스템(Top-tensioned buoy) 개발 계획 수립
◦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계획 수립
◦ 심해 관측장비 설치·회수·운용 기술 개발 계획 수립

제2성과목표 연구배갈 내용 및 범위
◦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이동 플랫폼 융합 스마트 관측부이 기술 개발 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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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종 해양로봇 플랫폼(ASV, AUV, Glider) 개발 계획 수립
◦ 운용 알고리듬(임무 계획, 통합 항법, 최적 제어) 개발 계획 수립
◦ 다기능 이종 장비·로봇 통합운용시스템 개발
◦ 빅데이터 실시간 전송 및 처리 기술 개발 계획 수립

제3성과목표 연구배갈 내용 및 범위
◦ 빙붕저 수중 탐사 자율무인잠수정 기술 및 플랫폼 개발 계획 수립
◦ 극지환경을 고려한 장기관측 시스템 및 준실시간 자료전송 기술 개발 계획 수립

제4성과목표 연구배갈 내용 및 범위
◦ 극한해양공간 빅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 계획 수립
◦ 극한해양공간 빅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및 공동 활용 서비스 개발 계획 수립
◦ 극한해양공간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를 위한 분석 플랫폼 개발 계획 수립
◦ 수중관측 장비(계류장비, 무인관측장비 등) 및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 계획
수립

제5성과목표 연구배갈 내용 및 범위
◦ 심해용 AUV 및 AUV 지원을 위한 USV(무인수상선) 운용 체계 구축 계획 수립
◦ 심해용 ROV 운용 체계 구축 계획 수립
◦ 원격 지원 및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 전문운용인력 양성(파일럿, 유지보수, 자료처리, 운용감독, DB관리 및 활용 등)
계획 수립

기획연구 내용
국내외 관련 환경분석 및 기술개발 동향 분석
◦ 국내외 정책 동향 및 기술수요 분석
◦ 국내외 연구 동향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특허 동향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관련 산업 현황 분석
◦ 분석결과의 시사점 및 현안문제 도출

연구개발 추진계획 수립
◦ 시장 및 기술 환경 분석, 기술예측 조사, SWOT 분석
◦ 전문가 설문조사 및 공청회 개최
◦ 기능 분석(FAST), 기술트리 및 기술 분석
◦ 사업 비전 및 목표 수립

연구개발 목표 및 성과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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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된 연구개발 사업의 최종성과로서 정량적·정성적 목표 제시
◦ 단계별/연차별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 제시 및 평가안 제시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 내용 및 연구 범위 설정
◦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 도출 및 기술확보 방안 제시
◦ 단계별/연차별 세부 연구 내용 및 연구 범위 설정

성과목표 핵심기술별 특허 분석
연구개발 추진 계획 수립
◦ SWOT 분석, 추진전략, 기술개발 로드맵(TRM), 추진체계, 기술수준(TRL) 제시
◦ 총 연구기간 및 단계별/연차별 소요예산과 소요인력 제시
◦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한 비용 추정 및 재원 확보 방안 제시

연구성과물 활용 계획 수립
수요자 기반 개발대상 기술의 중요성·시급성 분석 및 우선순위 선정1.5.2 기관
별 역할분담
연구개발 타당성 분석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정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관련 기관의 참여 및 사업추진 의지, 유사 사례에 대한 국내외 정부지원 사례 등

◦ 기술적 타당성 분석 : 기존 연구사업과의 중복 및 차별성, 연구개발의 성공가능
성, 연구개발의 파급효과, 연구개발 위협요인 검토 등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
(IRR) 등의 기법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연구개발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계획 수립
도출된 연구개발의 제안요구서(RFP) 작성
◦ 도출된 핵심 기술별 제안요구서 작성:

1.6.2 기획연구 추진전략
3개 기관 연구책임자는 본원-부설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미래선도형 연구사업 도출
을 유도하고, 각 기관의 분야별 참여연구원들이 자료공유와 정보교환을 원활히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연구진ㆍ자문위원회 구성 시 관련 산‧학‧연 전문가, 특허분석 전문가, 기획 및 경
제성 분석전문가 포함
공청회/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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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특허/경제성분석, 공청회 등)는 각 기관이 공통
분담함

세부성과목표는 기획연구를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통합하거나 새로운 미래선도
형 연구주제가 식별되면 분할 추진
세부성과목표별로 미래선도형 연구사업을 도출하여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작성
하고 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고유사업 또는 정부출연사업으로 추진 전략 수립
성과목표 간 연계성 확보 전략 및 선택과 집중 방안
◦ 극지, 심해, 및 황천의 극한환경공간 관측에 공동으로 요구되는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4차산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통합관측 사업 기획
- 지향하는 목표가 상이한 5개 핵심사업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이
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상호 연계된 기술개발 방향 정립

◦ 해양 IoT 기술 및 해양로봇 기술 통합을 통한 극한해양공간의 시간-공간 관측역
량 확대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사업 도출에 집중
- 전통적인 고정식 해양관측 부이에 해양 IoT 기술 접목 및 모바일 해양로봇의
극한해양공간으로 조사관측 영역 확대를 핵심 목표로 설정 (성과목표1 & 성과
목표3)
- 두 핵심 기술을 공통으로 활용하는 사이 기술인 고정-모바일 복합관측 기술을
병행 개발 (성과목표2)

◦ 극한해양공간에서 장기 모니터링, 수중 모바일 조사관측, 고정-모바일 복합관측
시간-공간 빅데이터의 실시간 서비스, 가시화, 및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분석을
통한 신해양 가치창출 (성과목표4)

◦ 극한해양공간으로의 장비 투입, 극한환경에서의 관측장비 운용 건전성 확보, 지
속가능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모바일 해양로봇의 통합제어, 장거리 운항 정밀
도와 신뢰성・강인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선 기반 통합운용체계 구축
방안 도출 (성과목표5)

실제 운용환경 및 기술개발 목표 구체화를 위한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
관측 체계 구축」 시나리오 작성
기획연구를 통해 극지 및 동해 심해를 대상으로 한 통합관측 시나리오 제안
기획연구를 통해 각 극한환경별 상세 시나리오 제시
◦ 극지의 경우 겨울과 같은 혹한상황에선 데이터 전송을 위해 자주 수면위로 올라
오는 경우 결빙으로 인한 해양관측 불가 상황 발생 가능

◦ 수중에서 다양한 수중무인관측장비들을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을 통해 장비 간
각각의 상태를 서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관측 및 최적 시기(상부에 유빙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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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결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 자체판단)를 판단하여 위성을 통한 자료 전송

1.6.3 기획연구 추진체계
세부성과목표는 5개로 나누어 세부성과목표별로 유관 기관이 기획연구를 주도하고,
연구선 운용 계획 및 데이터 통합 관리 계획에 부합하는 기획연구 수행
극한 해양환경 관측장비 시스템 개발 기획연구: KIOST/KRISO 주도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이동

플랫폼

융합

스마트

관측부이

기술

개발:

체계

구축:

KRISO/KIOST 주도
극지해역 해양환경 통합관측 체계 구축: KRISO/KOPRI 주도
극한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KIOST/KOPRI 주도
이사부/아라온호의

심해

탐사·수색을

위한

해양로봇

운용

KIOST/KOPRI 주도 KRISO 협력

【그림 1-5-1】 본-부설기관 공동 기획연구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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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환경 및 역량 분석

2.1 국내외 기술동향
2.2 국내외 정책동향
2.3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2.4 SWOT 분석
2.5 국내외 환경분석에 따른 시사점

2. 환경 및 역량 분석

제2장 환경 및 역량 분석
2.1 국내외 기술동향
빅데이터 수집 기술
OpenAPI 데이터 수집 기술 [2-1-1]
◦ SW⋅ICT 패러다임의 변화로 연계통합 기술 발전 중
◦ SNS, 포털서비스 등 공급자가 제공하는 오픈 API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 과거 데이터 복제 기술에서 현재는 OpenAPI형태로 서비스화 연계

【그림 2-1-1】 API기반 데이터 공개 활용 추진 방향

◦ 데이터 수집, 공유, 개방을 통한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Open API 등 표준기
반의 데이터 공유 활용체계 구축

【그림 2-1-2】 API기반 데이터 공유 활용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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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데이터 수집 기술
◦ IT 환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이터이며, 사물인터넷(IoT)의 급부상과 함께
효용성 증가

◦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로그 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로
그 데이터 수집, 분석, 결과 도출 필요 [2-1-2]

【그림 2-1-3】 로그 데이터 수집
◦ 수집환경과 수집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고려해 수집기술의 선정
- 확장성 : 수집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 안정성 : 수집되는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저장 가능한가?
- 유연성 : 다양한 데이터의 형식과 접속 프로토콜을 지원하는가?
- 주기성 : 수집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돼야 하는가 혹은 배치처리를 해도 가
능한가?

◦ 대표적인

로그

수집기로써

아파치(Apache)의

FLUME과

Chukwa,

페이스북

(Facebook)에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Scribe 등이 존재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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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로그 수집 프로그램 비교
구분

FLUME

Scribe

Chukwa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
터를 수집해 다양한 방
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서버의 타입

수집

아키텍처가 단순하고 유

에 상관없이 다양한 방

수집된

방법

연하며, 확장 가능한 데

식으로 로그를 읽어 들

HDFS에 저장한다.

이터 모델을 제공하므로

일 수 있다.

로그

파일을

실시간 분석 애플리케이
션을 쉽게 개발 할 수
있다.

처리
방법

각종 Source, Sink 등을
제공하므로 쉽게 확장이
가능하다.

최근
특징

국내의

단, Apache Thrift는 필
수.

Thrift

기반

Scribe

API를 활용해 확장 가능
하다.

빅데이터

솔루션에서 수집 부분에
많이 채택되고 있다.

HDFS의 장점을 그대로
수용했고, 실시간 분석도
가능하다.

페이스북의 자체 Scaling
작업을

위해

설계되어

현재 매일 수백 억 건의

지나치게 하둡에 의존적
이라는 단점이 있다,

메시지를 처리하고 있다.

DBMS 데이터 수집 기술
◦ 데이터는 파일 시스템이 아닌 정교하게 설계된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에 보관되며, 다양한 조건의 데이터 조회, 원인 분석 등을 위해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등이 확장되어 도입

◦ DBMS는 주로 Oracle, MS SQL Server, My SQL 등과 같은 RDBMS(Relational
DBMS)가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빅데이터용 DBMS, NO SQL DBMS와 같은 새로운
DBMS 출현

◦ 빅데이터 분석 시 하둡과 같은 분산저장 환경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데이터
연계 분석 필요

◦ 하둡과 정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간 통합을 위해 상호 연결할 수 있는 브리지
가 필요하여 Sqoop 등 기술 등장

◦ 스쿱(Sqoop) : 하둡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형 데이터 저장소간 데이터
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작 [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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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스쿱 아키텍쳐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수집 기술
◦ 람다 아키텍쳐(Lambda Architecture) [2-1-5]
- 오류(error) 수용적, 높은 확장성, 읽기와 업데이트 작업수행 대기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
- 목적에 따라 배치 레이어(Batch layer)와 스피드 레이어(Speed layer)의 두 가지
레이어로 데이터를 전달
- Batch layer : 변하지 않는 히스토리 데이터를 배치 형식으로 모아서 처리
- Speed Layer : 실시간 분석을 통해 실시간 정보 생성

【그림 2-1-5】 람다 아키텍쳐

◦ 아파치 스톰(Storm)
- 하둡은 배치 분석에 특화된 대용량 분산 처리 시스템, 스톰은 실시간 분석에
특화된 분산 처리 시스템 스트림 분산 처리 아키텍처를 자동으로 구축/관리해
주는 프레임워크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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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아피치 스톰을 상용화한 예시

◦ 카프카(Kafka) [2-1-7]
- publish-subscribe 모델을 기반으로 동작하며, 크게 producer, consumer, broker
로 구성
- Kafka는 확장성과 고가용성을 위하여 broker(Kafka server)들이 클러스터로 구
성되어 동작하도록 설계
- Zookeeper는 클러스터 최신 설정정보 관리, 동기화 등 클러스터의 서버들이 공
유하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며 Zookeeper 없이는 Kafka 구동 불가
- 실시간 데이터 수집(IoT 등)에 활용 가능, 센서 방식의 데이터 수집은 센서로
데이터를 전송받는 게이트웨이에 직접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IoT제공 플랫폼과
연계하여 데이터 수집처리가 적합

【그림 2-1-7】 Kafka 아키텍쳐

【그림 2-1-8】 실시간 데이터 수집

웹 크롤링(web crawling) 및 스크래피(scrapy) 기술 [2-1-7]
◦ 웹 문서의 신속, 효율적인 수집 및 최신 상태 유지를 위한 웹 크롤링 기술 필요
◦ 크롤러 방식의 데이터 수집은 Crawler를 통한 인터넷 사이트의 주기적인 데이터
수집

◦ 대상사이트와 사전 Blocking 협약이 필요하며, 오픈소스 활용 시 분석소프트웨어
와 연동을 위한 customizing 필요

◦ 외부망과 내부망의 연결 고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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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크롤링 수집 기술

빅데이터 처리 및 관리 기술
병렬 처리 [2-1-8]
◦ 복잡하고 큰 문제를 여러 개로 나눠 각각을 하나의 단순한 문제로 만들어 해결
하는 방식

【그림 2-1-10】 Divide and Conquer 알고리즘

◦ 비용 최소화와 효율성 증진을 위해 슈퍼컴퓨터 대신 분산 처리 기술 활용
◦ 분산처리의 종류에는 부하 분산, 처리 분산, 기능 분산, 위험 분산, 관리 분산, 확
장 분산의 여섯 가지 종류가 존재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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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분산처리 종류
분산처리

특징

종류
부하분산

- 작업이 많은 컴퓨터에서 작업이 적은 컴퓨터로 작업을 이동
- 시스템 전체의 처리 효율을 향상시킴
- 특정한 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처리를 수행하지 않음

처리분산

- 데이터의 발생 장소나 서비스를 요구하는 장소 등에서 처리
- 통신 비용의 저하와 서비스 향상을 가져옴
- 한 대의 컴퓨터에 모든 기능을 구비시키는 것은 시스템의 대형화의 단점

기능분산

- 개별적인 기능을 갖는 전용의 컴퓨터를 준비하여 시스템 전체에서 공유
- 예: 전용의 슈퍼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등
- 집중 처리의 경우, 컴퓨터 센터가 고장 나면 시스템 전체가 정지

위험분산

- 분산 처리에서는 일부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컴퓨터에 의해 처리 가능
-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 효과

관리분산
확장분산

- 시스템의 운용과 관리를 각 조직에서 개별적으로 수행
- 조직 내의 실정에 맞는 이용과 서비스 제공 가능
- 복잡한 대형의 컴퓨터 센터는 기능의 변경이나 확장이 어려움
- 기능의 추가와 진보된 기술의 수용 들 확장이 용이하게 이루어짐

맵리듀스(MapReduce) [2-1-10]
◦ MapReduce는 구글(Google)의 웹 데이터 분석 모델로 페타바이트(PB) 이상의 대
용량 데이터를 저사양 컴퓨터로 구성된 클러스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

◦ Hadoop은 해당 구조에 대응하는 체계로 개발
◦ MapReduce는 LISP와 같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Map 함
수와 Reduce 함수를 기반으로 함

◦ Map()과 Reduce()를 구현함으로써 처리해야할 데이터 병렬화
◦ 문서에서 글자수를 셀 때 단어를 key값, 개수를 value로 할 때 Shuffle이라는 과
정을 통해 같은 key 값끼리는 같은 reduce 함수가 호출됨

【그림 2-1-11】 MapReduce 데이터 처리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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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on Hadoop
◦ SQL on Hadoop은 HDFS에 저장된 데이터를 SQL이나 SQL과 유사한 형태로 처리
를 요청하고 분산 처리하는 시스템

◦ MapReduce보다 짧고 간단하게 구현 가능하여 버그 발견에 용이하며 개발 시간
단축 가능

◦ 최근 나온 SQL On Hadoop은 맵리듀스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YARN의 리소스
관리 기능이나 하둡 2.0(HDFS)의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음

YARN(Yet Another Resource Negotiator) - Hadoop의 진화 [2-1-11]
◦ Hadoop에는 병목현상과 클러스터 내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이라는 문제점 존재
◦ 기존 Job Tracker가 다른 Task Tracker를 관리하는 구조에서 Job Tracker에서 지
연이 생기면 모든 클러스터 노드가 지연되는 병목현상 발생

◦ 하나의 노드에서 실행될 수 있는 MapReduce 작업의 개수가 제한되었으며 이로
인해 클러스터 내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이라는 문제점이 초래

◦ MapReduce 방식을 고전적인 방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Hadoop 1.0, 새로운 버전을
Hadoop 2.0로 지정

【그림 2-1-12】 Hadoop 1.0 아키텍처와 Hadoop 2.0 아키텍처의 비교
◦ YARN의 경우, 병목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Job Tracker가 하던 관리 책임을 나
누어 각각을 담당하는 컴포넌트 생성

◦ Resource Manager(자원 관리)는 애플리케이션에 자원을 할당하고, App Master(앱
관리자)를 관리, Node Manager(노드 관리자)는 노드의 컨테이너를 관리해 할당된
자원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절, Container(컨테이너)는 실제 앱을 실행하고
상태값을 앱 마스터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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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3】 Hadoop 1.0과 Hadoop 2.0의 차이점

오픈소스 기반 DBMS
◦ 최근 데이터의 폭증과 활용도 증가로 고가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MS) 대신
오픈소스 DBMS로 전환 추세

◦ 마이SQL, 포스트그레스QL, 몽고DB와 같은 오픈소스 DB주류
◦ 국내에서는 큐브리드와 같은 오픈소스DB가 공공, 국방 등의 분야에서 활용

NoSQL 기술
◦ NoSQL(Not Only SQL)은 RDBMS와는 달리 데이터 간의 관계를 정의하지 않음
◦ 고정되지 않은 테이블 스키마
- NoSQL의 경우 ID로

사용하는 키부분만 타입이

동일하고 이후 필드는

mandatory(생략되지 않는) 필드로 지정하여 각기 다른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허용

◦ RDBMS에 비해 훨씬 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음
◦ 단,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난이도와 기능적 제약이 많은 것이 단점임

【그림 2-1-14】 RDBMS와 NoSQL 테이블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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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AN
◦ CKAN(Comprehensive Knowledge Archive Network)은 오픈 데이터의 저장 및 배
포를 위한 오픈소스 데이터 포털로 라이선스 제약 없이 데이터 공유 및 공공데
이터 개방을 위해 사용되는 플랫폼임

◦ 미국, 캐나다, 영국, 인도 등 해외 각 나라의 오픈데이터 포털을 비롯하여 국내
국가공간정보포털, 공공데이터포털 등 CKAN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임

◦ CKAN은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 검색,
활용이 가능하여 데이터 연계 활용 플랫폼으로서의 중요한 장점을 보유함

◦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공개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표준화된 데이
터 구축 체계를 이용하여 CKAN을 도입한 기관간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함

◦ 카탈로그 기능을 이용한 데이터 검색, 메타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셋 제공이 가능
◦ 다양한 확장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분석 및 시각화 기능 강화가 가능하며, 목적에
따른 Plug-in 기능 등을 통해 분석 기능 보완 가능

【그림 2-1-15】 CKAN의 데이터 카탈로그

빅데이터 분석 도구
R
◦ R은 통계학자에 의해, 통계학을 위해 개발된 통계 계산 및 가시화를 위한 오픈
소스 프로그래밍 언어임

◦ 데이터의 분석 및 시각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언어이므로 효과적인 분석 및 의도
를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시각화 기능을 지원함

◦ R에서 사용 가능한 통계, 그래픽 관련 패키지가 개발되어 있어 패키지를 설치하
는 것으로 최신의 테크닉과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통계 기법 및 그래프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처리, 기계학습 등에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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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 Python은 플랫폼에 독립적이며 인터프리터식, 객체지향적, 동적 타이핑(Dynamic
typing) 대화형 언어임

◦ 데이터 분석 결과나 통계적인 코드를 다른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에 접
목하는 것에 특화된 언어로 다양한 패키지 및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분석 목적
에 맞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사용자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라이브러리가 풍부하여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산업계에서 이용
이 증가하고 있음

◦ 특정 분야를 위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쉽고 직관적으로 개발이 가능하
며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음

◦ Pandas, Numpy 등의 패키지를 이용하여 대형, 다차원 배열 및 행렬 연산과 데이
터베이스 작업을 쉽고 직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Scala
◦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과 함수형 언어의 특징을 함께 가지는 다중 패러다임 프
로그래밍 언어

◦ 자바 가상 머신(Java Virtual Machine)에서 동작하는 JVML(JVM Language)로 자바
의 모든 라이브러리 사용이 가능

◦ 함수형 언어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자바에 비하여 코드길이가 짧아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음

◦ 또한 의도하지 않은 동작(Side Effect)의 발생을 줄이고 한번 검증된 함수는 신뢰
할 수 있기 때문에 버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 특히 Immutable 변수는 문제를 단순화시켜주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 및 병렬 처
리에 강함

Apache Spark
◦ 매우 큰 데이터 집합을 대상으로 빠르게 처리 작업을 수행하고 여러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 작업을 분산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

◦ Spark는 다양한 방식으로 배포가 가능하며, Java, Scala, Python, R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네이티브 바인딩을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부터 데이터 과학자에 이르
기까지 Spark의 확장성과 속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음

◦ SQL, 스트리밍 데이터, 머신러닝, 그래프 프로세싱을 지원함
◦ 기존의 하둡(Hadoop)이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 MapReduce 작업을 디스크 기반으
로 수행하여 성능이 느려지는 현상을 메모리 기반으로 수행하여 고속 처리가 가
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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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처리 및 관리를 위해 하둡의 HDFS뿐 아니라 Hive, HBase, PostgreSQL,
MySQL, MariaDB, CSV 등 다양한 데이터 저장 장치 및 방식을 지원하고 있음

◦ 머신러닝 등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반복적인 데이터 처리에 적합함
◦ 그러나 메모리 기반 처리방식으로 인해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음

【그림 2-1-16】 Apache Spark Framework
Apache Zeppelin
◦ 대표적인 빅데이터 분석도구인 Hadoop과 Spark는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에서 분
석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임

◦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래프나 테이블과 같은 형태로 시작화한 분
석 결과 표출이 필수적이지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는 활용이 불편함
[2-1-12]

◦ Zeppelin은 Web기반의 Notebook을 통해 Spark의 데이터분석의 불편함을 해소하
기 위해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임

◦ Notebook 스타일 환경은 Web 기반 환경에서 코드 작성-실행-결과확인-수정이
가능한 작업환경을 의미함

◦ Apache Spark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Python, Scala 등의 언어로 분석 코드
작성이 가능함 [2-1-13]

◦ 대화형으로 쿼리 및 코드 작성을 지원하여 분석결과의 가시화를 위해 차트, 그래
프 및 테이블 조회가 가능하고, HTML 표현을 지원하여 이미지 표시, 웹 페이지
링크, 지도 연계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함

◦ Zeppelin은 Interpreter라는 Plug-in 구조로 확장을 지원하며 각 Interpreter는
Zeppelin의 Web Interface를 통해서 입력받은 분석 코드를 Local 또는 원격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Zeppelin 자체가 데이터 분석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Spark와 같은 데이터 분
석 프레임워크나 데이터베이스 등이 미리 구성되어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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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7】 Zeppelin 활용 화면
Elastic Stack [2-1-14]
◦ Elastic Stack은 분석 및 저장 기능을 담당하는 Elasticsearch, 수집 기능을 하는
Logstash, Beats, 그리고 시각화 도구인 Kibana를 묶어 제공하는 서비스 이름임

◦ Elastic Search는 Apache Lucene 기반의 분산 검색엔진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쉽
게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실시간 검색과 Plug-in을 이용한 확장을 지원함

◦ Full Text로 검색이 가능한 오픈소스 분석엔진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저
장, 검색 및 분석할 수 있고 인덱스 갱신 주기도 빠른 편이며, 운영중인 스키마
변경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그림 2-1-18】 Elastic Stack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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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stash는 다양한 플러그인을 이용하여 데이터 집계 및 보관, 서버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필터를 통해 변환 후 Elastic Search로 전송함

◦ Kibana는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Elastic Stack의 모든 기능을 구성 및 관리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UI 도구임

◦ Beats는 Logstash보다 경량화된 서비스로 에이전트로 설치되어 단말 장치의 데이
터를 Logstash 또는 Elastic Search로 전송하는 오픈 소스 데이터 발송자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정보처리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컴퓨터 자산을 구매하는 대신
빌려 쓰는 개념임
어떤 요소를 빌리느냐에 따라 인프라 서비스(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플랫폼 서비스(platform as a service; PaaS), 소프트웨어 서비스(software as a
service; SaaS) 등으로 구분
【표 2-1-3】 IaaS, PaaS, SaaS의 특징 비교

40

IaaS

PaaS

SaaS

특
징

- 기업이 준비해놓은 환경
에서 사용자가 사용할 전
산자원을 직접 선택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제한적인 OS
지원
- 관리 측면에서 개발자와
인프라 관리자의 역할을
분담시킬 수 있음

- 개발자가 응용 프로그램
을 작성할 수 있도록 플랫
폼 및 환경을 제공하는 모
델
- 사용자는 OS, Server 하
드웨어, Network 등등을
고려할 필요 없음

- 모든 서비스를 클라우드
에서 제공하여 사용자는
별도의 설치나 부담이 필
요 없이 SW를 사용할 수
있음

장
점

고객은 가상 서버 하위의
레벨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 없음

이미 설치된 미들웨어 위
에 코드만 돌리면 되기 때
문에 관리 편리

사용자는 웹만 접속하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우
수하며, 최신 SW 업데이트
를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
음

단
점

가상 서버 하위의 레벨에
대해서 고객이 접근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어 가상 서
버 하위의 레벨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사용
자가 쓰기에 적합한 모델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과 플랫폼이 함께 제공되
며, 어플리케이션이 플랫폼
에 종속되어 개발되기 때
문에 다른 플랫폼으로의
이동이 어려울 수 있음

특성상 반드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만 사용
할 수 있고, 외부의 데이터
노출에 대한 위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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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9】 IaaS, PaaS, SaaS의 관리 항목 비교
AWS(Amazon Web Services)
◦ AWS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포괄
적이며 널리 채택되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사용자에게 인프라를 대여해주
고 사용자는 각 장비를 사용한 만큼 비용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인프라 기술부터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
데이터 레이크 및 분석, 사물 인터넷 등의 새로운 기술까지 다양한 서비스와 기
능을 제공하고 있음

◦ 물리적인 서버를 구축하고 배포하는 시간 대신 즉시 새로운 앱을 배포하고 수요
에 따라 운영중인 서버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음

◦ 언어 및 운영체제에 구애받지 않는 플랫폼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개
발 플랫폼 또는 프로그래밍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

◦ PCI DSS Level 1, ISO 27001, FISMA Moderate, FedRAMP, HIPAA 및 SOC 1 등 업
계에서 인정하는 인증 및 SOC 2 감사 보고서 등과 같은 감사 자료를 갖춘 안전
하고 내구성 있는 기술 플랫폼임

MicroSoft Azure
◦ 전 세계에 구축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여 컴퓨팅에서부터 데이터 저장, 애플리
케이션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Microsoft의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임

◦ Windows Server 등의 Microsoft사 제품과 친화성이 높으며 현재 사용중인 시스템
환경으로부터 원활한 전환이 가능함

◦ Linux 등의 오픈 소스 및 Oracle 등 Windows 이외의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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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Net, PHP, Java, Node.js, Python, Ruby 등의 개발언어와 다양한 개발도
구를 사용할 수 있음

◦ PaaS(Platform as a Service) 등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능을 지원함
◦ Azure Machine Learning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문 개발자가 아니어도 알고리즘을
작성, 테스트 및 배포가 가능함

빅데이터 관련 오픈소스 기술동향 [2-1-16]
MarketandMarket의 ‘2025년까지 하둡 빅데이터 분석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하둡 빅데이터 분석 시장의 연평균 13% 성장 전망
코어 프로젝트(HDFS, 맵리듀스)에 데이터 수집, 데이터마이닝 등 서브 프로젝트
들의 활용으로 하둡 생태계 큰 성장
User는 오픈소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하둡 전문 상용화 업체(클라우데라,
아마존, MS, 구글, 오라클 등)를 통해 사용가능

2.1.1 국외 기술개발 동향
해저관측 케이블 활용 연구
미국 OOI (Ocean Observatories Initiative) 사업
◦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후원으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6천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해양관측 프로그램

◦ 해양 및 해저에 물리, 화학, 생물, 지질 환경요소를 관측하기 위해 센서가 장착된
관측망을 구축하였고, 전 지구적 3차원 다중 관측시스템으로 기존의 관측시스템
과 차별화되어 있음

◦ 현재 각 관측 사이트에서 획득한 자료를 실시간 제공 하고 있음

【그림 2-1-20】 미국 OOI 관측망 및 연구 활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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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해저관측네트워크 프로그램 (NEPTUNE1))
◦ NEPTUNE는 센서 지정, 명령, 제어 등을 비롯하여 파일전송, 데이터 스트리밍,
비디오 스트리밍 등의 수중응용에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고속 광대역 통신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해저 관측기지용 네트워크임

◦ 2000년부터 과제를 시작하여 2007~2008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캐나다에 광통신
네트워크를 구성($112,000,000) 하였으며, 2009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5년
간 지속적인 관측을 제공함

◦ 현재는 Ocean Networks Canada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림 2-1-21】 캐나다 NEPTUNE 관측망 위치
유럽 ESONET2)
◦ ESONET은 유럽의 바다속 구성요소로서 장시간 동안 해양의 물리, 생물, 화학적
특성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해저관측 네트워크 구축 사업

◦ 2007년 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유럽 9개국의 14개 기관이 참여하여 시작하였으며,
지진, 쓰나미 등을 예측하고, 지구온난화와 같은 장주기 현상 관측

◦ 실시간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위성 이미지, 연구선 조사, 부이 계류 등이 있고, 심
해 장기간(최소 10년) 조사를 위해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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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2】 유럽 ESONET 관측망 위치 및 심해 조사 필요성과 방법들

빙저탐사 수중로봇 기술 개발
극지 빙저탐사에 활용됐던 수중로봇 사양 및 기능 (국외사례)
【표 2-1-4】 국외 빙저 탐사에 활용됐던 수중로봇 사양 및 기능
Name

ARTEMIS

Autosub3

Endurance

Icefin

IceShuttle

ALTEX

MUNIN

AUV

AUV

AUV

Hybrid

AUV

AUV

AUV

Manufacturer

Stone
Aerospace

National
Oceanography
Centre

Stone
Aerospace

Georgia Tech
Research
Institute

German
Research
Cent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

Monterey Bay
Aquarium
Research
Institute

Kongsberg
Maritime

Body Type

Rectangular

Torpedo

Oblate

Torpedo

Torpedo

Torpedo

Torpedo

Size (LxWxH)

4.5 x 1.19 x
0.87m

6.8 x 0.9 x
0.9m

2.13 x 1.52 x
1.52m

3 x 0.26 x
0.26m

4 x 0.21 x
0.21m

5.5 x 0.53 x
0.53m

4 x 0.34 x
0.34m

Hull Material

-

Carbon Fiber

ABS

Aluminum

-

Aluminum

Aluminum

Weight

1,300kg

3,500kg

1,000kg

105kg

73kg

750kg

300kg

Maximum
Depth

-

1,600m

1,000m

1,500m

-

4,500m

1,500m

Maximum
Forward Speed

1.5m/s

1.5m/s

0.3m/s

2.32m/s

3m/s

1.54m/s

2.32m/s

Dynamic
Buoyancy

No

No

No

No

Yes

No

No

Self-Righting

Yes

Yes

Yes

Yes

Yes

Yes

Yes

Obstacle

Yes

Yes

Yes

No

Yes

Yes

No

Items

Imag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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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idance
Hovering

Yes

No

Yes

Yes

Yes

No

No

Endurance
(nominal load)

15 hours

72 hours

6 hours

8 hours

10 hours

12 hours

24 hours

-

500kg of
manganese
alkaline
batteries

5kWh

3 kWh
silver-zinc
battery

5 kWh
Li-Ion battery
modules

Battery Type
& Capacity

Propulsion
System

4 V. thrusters Twin bladed
4 H. thrusters propeller

Navigation

GPS, INS, DVL,
GPS, INS, DVL
USBL

Ice-hole
Launch
Docking

2 V. & 2 H.
2 V. thrusters
& 1 main
4 H. thrusters
thruster
IMU, DVL,
USBL, GPS

1.2m drill hole Rectangle hole 2m melt hole
Docking bar

-

Li-Ion
Li-Po
(Ni3020HD25) with 1.75 kWh
1.47 kWh
at 48 V

2 H. 1 main
Gimbaled
thruster &
ring-wing tail
two dive cells

1 main
thruster

IMU, DVL,

IMU, DVL,
USBL

INS, DVL,
USBL, GPS

IMU, DVL,
single-transpo
nder

0.38m drill
hole

0.21m melt
hole

No

Rectangle hole

-

IceShuttle
Teredo

-

-

Visual homing

수중로봇을 이용한 빙붕 및 해빙 하부 탐사사례
◦ 빙붕은 남극의 경우 남극해안선의 44%를 차지하기 때문에 남극탐사에서는 중요
한 탐사지역임. 대형 빙붕 중 하나로 알려진 Ross Ice Shelf는 면적이 472,960km2
으로 한반도 전체 면적의 2배 이상인 크기임. 빙붕하부의 탐사가능 수평거리는
1,000km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현재 개발되어 있는 AUV로도 탐사에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음. 하루에 수 미터씩 움직이는 빙붕은 탐사에 있어 또 다른 어려움이
되어 지금까지 수많은 탐사를 시도함에 있어 실패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음. 극
지탐사를 함에 있어 빙붕하부는 아직까지 많은 탐사가 이뤄지지 않았음

◦ 극지해역에는 빙붕 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 떠다니는 커다란 해빙들이 많이 있음.
이러한 해빙하부탐사도 빙붕탐사에 이어서 중요한 탐사지역중 하나임. 특이 해빙
의 경우 빙붕과 달리 얼음이 회전도 하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탐사에 있어 더 어려울 수도 있음. 빙붕과 마찬가지로 얼음하부까지는 GPS신호
가 전송되지 않는 점도 수중항법에 있어 어려운 점 중 하나임.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남극보다 북극이 상대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최근 지구온난화영향으로
북극얼음이 녹으면서 북극항로가 개척되는 등 북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더 다양한 장비들이 북극에서 시험과 탐사를 하고 있음. 대부분의 거대한 빙붕은
남극에 있으며 북극은 해빙이 많은 편이라 해빙탐사사례의 대부분이 북극에서
이뤄지고 있음

◦ 현재까지 크게 세 가지 무인로봇형태가 응용되고 있음
- Tethered : 전원 및 통신, 또는 둘 중 하나를 물리적 케이블로 중계하는 방식
- Untethered : 케이블 등을 이용한 물리적 연결이 없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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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brid : 임무 등에 따라 AUV모드 또는 ROV모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식

Untethered vehicles
◦ 1972년 최초로 북극의 Fletcher’s Ice Island에서 UARS AUV로 탐사를 시작한 이
후 올해 2020년까지 꾸준한 탐사들이 이뤄져왔음. 이중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
는데 2004년도엔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던 영국해양연구소에서 개발한
AutoSub2모델이 2005년 미션 땐 얼음하부에 갇혀버리는 사건이 있었음. 이때 문
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곧이어 AutoSub3가 개발되어 2009년
부터 더 많은 탐사를 수행하고 있음

【그림 2-1-23】 AutoSub 3
【표 2-1-5】 Untethered vehicles for under-ice shelf
탐사 시기

로봇종류

1972

UARS

1982

ARCS

1989

ACTV

특징
450m depth,50kHz LBL, acoustic positioning and communication
system [2-1-39]
DVL, Gyrocompass, LBL, Obstacle avoidance sonars [2-1-40]
3axis(non-gimbaled) magnetometer, depth, pitch/roll sensor, CTD
[2-1-41]
Fiber-optic Gyroscope(FoG), upward-downward DVL

2004/2005

AutoSub2

Greenland landfast sea ice 450km mission success
Trapped under ICE(2005) [2-1-42]
increased attention to robustness and redundancy of critical system

2009/2014

AutoSub3

6 times(2009),4 times(2014) in the Antarctica, 511km survey
[2-1-43~44]
Lake Bonney, Taylor Valley, Antarctica

2008

ENDURANCE

DVL-aided Inertial Navigation System(INS), USBL system, Custom
magnetic beacon system [2-1-45]

46

2010

REMUS 100 AUV

2010/2011

ISE Explorer AUV

Around Barrow, Alaska Arctic Deployments(4 times)
LBL USBL, OWTT acoustic systems [2-1-46]
Canada’s High Arctic [2-1-4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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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시기

로봇종류

특징

2013/2017

German Research
LBL, USBL, OWTT navigation, upward-downward looking DVL, FoG
Center for Artificial
Maybe only test [2-1-48]
Intelligence

2014

Teledyne
Gavia-Class AUV

2018

AutoSub Long
Range AUV Boaty
McBoatface

2018/2020

Nupiri Muka

2019

Hugin AUV

Floating tongue of Thwaites GlacierAntarctica [2-1-52]

2020

Tethys-class AUV
by MBARI and
WHOI

lake ice in northern Maine, US [2-1-53]

around McMurdo, Antarctica [2-1-49]
Filchner and Ronne Ice Shelves, Antarctica
Magnetic compass, upward-downward looking DVL [2-1-50]
S∅rsdal Glacier Antarctica
Thwaites Glacier Antarctica (6 times launch and recovery) [2-1-51]

◦ 해빙하부 탐사사례를 살펴보면 1993년 Odyssey II급의 AUV[탐사가 북극에서 있
었으며 이후로 여러 탐사들을 수행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탐
사가 주로 북극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우리나라 경우 MBARI와 공동
연구를 통해 2017년에 해빙하부 탐사를 한 적이 있음. 여러 번의 미션 중 해저면
과 충돌로 인해 AUV가 고장이 나면서 더 이상의 탐사를 수행하지 못하였음

【그림 2-1-24】 Dorado-class AUV
【표 2-1-6】 Untethered vehicles for under-ice
탐사 시기

로봇 종류

특징

1993

Odyssey II-class
vehicle

magnetometer, six-axis IMU, depth,LBL/USBL, Arctic [2-1-54]

1998

AMTV(Autonomous
Microconductivity
based upon the REMUS vehicle by WHOI, Arctic [2-1-55]
Temperature Vehicle)

2001

MBARI ALTEX AUV

Arctic [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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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시기

로봇 종류

특징

2001

Autosub2

Antarctic sea ice edge(2005 missing) [2-1-57]

2002

Martin 150 AUV

Marginal Ice Zone(MIZ), Arctic [2-1-58]

2007

two seabed-class
AUVs
Jaguar and Puma

Gakkel Ridge, Arctic [2-1-59]
first digital terrain mapping of the underside of drifting pack ice.

2007

Gavia AUV

Although operating autonomously, the vehicle was tethered to
aid recovery. [2-1-60]

2008

Kongsberg HUGIN
1000 AUV

2010

two ISE Explorer
AUV

2010/2012/2 WHOI seabed-class
015/2017
AUVs

2013

PAUL(Polar
Autonomous
Underwater
Laboratory) Bluefin
21 AUV

2017

MBARI’s Dorado
class AUV

DVL,USBL/LBL-aided INS, RF-based under-ice localiz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at 60m beneath sea ice [2-1-61]
DVL-aided INS, USBL, Canadian Arctic [2-1-62]
Weddell, Bellingshausen seas, east Antarctic
Ice-relative navigation system, Arctic marginal Ice Zone(2015),
Ross Sea ice pack(2017) [2-1-63~65]

Fram Strait, Arctic [2-1-66]

iceberg mapping work was conducted near sermilik Greenland
[2-1-67]

Tethered vehicles
◦ Tether cable이 연결된 잠수정은 탐사반경은 AUV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유
실위험이 적고 때에 따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유용한 경우가 많은 편임. 1992년 Theseus AUV는 기본적으로
Untethered AUV이지만 당시엔 유실우려로 인해 tether를 연결해서 탐사를 하였
으며 최근에는 AUV탐사를 위해서 tether를 연결하여 사용하지는 않는 편임.
tether타입 중 눈여겨볼만한 탐사사례로는 2013년, 2015년, 2018년, 2019년에 걸
쳐 북극과 남극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BRUIE(Buoyant Rover for Under-Ice
Exploration)는 NASA에서 2025년도에 Europa위성연구를 위해 개발하였으며 빙붕
하부 탐사는 발사 전 시험을 위해 4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탐사를 완료한 무인
수중로봇임. 다른 AUV보다 BRUIE가 특별한 점은 기존에 없던 얼음하부에 붙어
자동차처럼 다니며 영상촬영과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식임. 울퉁불퉁
한 얼음에 붙어서 다닐 수 있는 형태는 얼음하부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연구하
는데 필수적인 기능이나 BRUIE를 제외하고는 아직 얼음하부에 붙어 이동하면서
연구한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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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5】 BRUIE
【표 2-1-7】 Tethered vehicles for under-ice shelf
탐사 시기

로봇 종류

1992

Theseus AUV laid a fiber-optic cable from Ellesmere Island, Canada [2-1-68]

1993/1994
1993

ROBY ROV
TROV

1997/1998
2008

ROMEO ROV
SIR

2012~2015

SCINI

2012/2013

MSLED

2014/2015

Deep SCINI

2014
2017~2020

특징

inclinometers, magnetic compass, angular and linear accelerometers.
Terra Nova Bay, Antarctica [2-1-69~70]
Modified Phantom S2 ROV, SHARPS Short Baseline(SBL)
McMurdo Sound, Antarctica [2-1-71]
DVL,Gyroscope,Compass,inclinometers
Terra Nova Bay, Antarctica [2-1-72]
deployment beneath Antarctic Ice Sheets [2-1-73]
LBL,SBL,USBL
McMurdo Sound, Antarctica [2-1-74]
just under 2.0kg, MEMS IMU
McMurdo Sound successfully tested. (Target:SLW, Antarctica) [2-1-75]
Ross Iceshelf, Antarctica [2-1-76]
only test(2014)

Icefin

redeveloped Icefin vehicle around McMurdo station(2017~2020)
[2-1-77~78]
a prototype of future rovers

2013/2015/2
018/2019

3 times tested in the Arctic(2013/2015/2018), 1 time tested in the
BRUIE

Antarctic(2019)
Europa Clipper orbiter will be lauched in 2025 to study Europa
[2-1-79~80]

◦ 해빙하부 탐사에는 Tethered ROV가 케이블로 인한 운동 제약 때문에 탐사반경
이 작아 쉽지 않은 편임. 해빙하부탐사에 사용된 ROV사례중 해빙에 시추공을 뚫
어 구멍으로 ROV를 넣어 탐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되
는 ROV는 주로 소형이 많이 사용됨. 2016년에 스웨덴 Ocean Modules에서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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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V8 M500 ROV는 북극에서 탐사를 수행하였고 이는 2019년 9월부터 올해 10
월까지 있었던 MOSAiC 탐사 때에도 탐사를 수행하였음

【그림 2-1-26】 M500 ROV
【표 2-1-8】 Tethered vehicles for under-ice
탐사 시기

로봇 종류

특징

2002/2005

ROV Global Explorer

Arctic Ocean [2-1-81]

Modified Phantom S2 ROV

Antarctic [2-1-82]

2011

V8 Sii ROV

Arctic [2-1-83]

2016

V8 M500 ROV

Arctic [2-1-84]

2005/2008
/2009

Hybrid Tethered vehicles
◦ Tether cable이 연결된 잠수정의 탐사반경은 AUV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유
실위험이 적고 때에 따라 실시간으로 취득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음. Hybrid
Tethered Vehicle로는 ARTEMIS (Autonomous Rovers/airborne-radar Transects of
the Environment beneath the McMurdo IceShelf)가 있음. ARTEMIS는 ROV와
AUV를 결합한 Hybrid 타입이라기 보다는 광케이블 tether를 사용하는 타입으로
광케이블로 데이터송수신을 하며 전력공급은 되지 않음. 특이사항으로는 시추공
같은 얼음구멍을 통해 빙붕 아래로 내려가서 탐사하고 다시 돌아와서 docking
system으로 돌아와서 배터리 충전 후 다시 탐사를 갈 수 있는 타입으로 기존보
다 좀 더 진보된 형태의 수중로봇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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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7】 Artemis docking system
◦ 우즈홀 해양연구소(WHOI)와 존스홈킨스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용중인
NUI(Nereid Under-Ice)는 가장 성공적인 Hybrid ROV(HROV)플랫폼으로 알려져 있
음. NUI는 선박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빙붕이나 해빙 가까운 곳
까지 이동 후 ROV모드로 진수하여 연결된 광케이블을 통해 20km까지 빙붕이나
해빙하부로 이동이 가능함. 기존 ROV 경우 연결된 케이블 길이가 20km까지 가
능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을 감고 있을 윈치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운용자체가
쉽지 않음. NUI는 20km길이의 광케이블만 사용하기 때문에 부피와 무게 면에서
강점을 가지게 됨. 20km까지 케이블에 연결된 채로 얼음하부 탐사를 마치고 귀
환할 때는 광케이블 없이 AUV모드로 귀환하도록 설계됨. AUV모드로 진행시
Tow Body에 연결된 Micro-Tether가 분리되어 내장된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하여
모선(Mother ship)으로 복귀하게 됨. NUI는 더 깊이, 더 멀리, 더 오랜 시간 동안
운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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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8】 NUI HROV
【표 2-1-9】 Hybrid Tethered vehicles for under-ice
탐사 시기
2014/2016
2014

로봇 종류

특징

NUI

lightly-tethered hybrid AUV/ROV(HROV) for under fixed or

(Nereid Under-Ice)

moving ice, Arctic [2-1-85]
lightly tethered vehicle, 6th Chinese National Arctic Research

Polar-ARV

Expeditions(CHINARE) [2-1-86]

해외 해양관측데이터 체계 구축 사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천기 이상의 부이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NOAA)은 현재 전
통적 형태의 중소형 부이를 활용 중
그러나 태평양의 TOGA-TAO buoy array 및 인도양의 RAMA buoy 등을 운영하
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미국은 일본, 우리나라 등 태평양과 인도
양 주변국에 부이 관리 협력을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
비록 대양의 부이는 도난 및 손망실 우려가 비교적 낮지만, 생물오염 등에 대응
한 센서의 주기적 관리 등을 위해 정기적 방문은 필요하고, 또한 실시간 데이터
통신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임
한편, 영국(PML)에서 운영하는 중규모의 E1, L1 부이 등은 수십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해양과학계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지만, 부이 관리를 위한 전용선 등 부
이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과 노력이 큰 부담인 것이 현실
비록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도난과 손망실 우려가 낮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
한 상황으로 인해 도난 및 손망실에 대비한 기술개발이 중요한 이슈

해외 해양관측데이터 체계 구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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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A 부이정보시스템 [2-1-17]
◦ NDBC(National Data Buoy Center)는 부표와 해양 관측소 데이터의 네트워크를
설계, 개발, 운영 유지 업무 수행

◦ 약 90개의 부표와 60개의 Coastal-Marine Automated(C-MAN) 스테이션으로 구성
된 네트워크에서 시간별 관측

◦ 제공데이터 : wind speed, direction, and gust; atmospheric pressure; and air
temperature, measure sea surface temperature and wave height and period 등

◦ 시스템 아키텍처 :

FTP서비스 중단예정, 아스키(ascii)형태로 HTTP, wget,

Perl/LWP를 통해 다운 가능

【그림 2-1-29】 NOAA 부이정보시스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과정 (NOAA, 2018)
국가 기상 서비스
◦ 빅데이터 수집 저장 및 분석 관련 기술 사례로써, NOAA는 50년 넘게 축적한 관
측데이터 및 실시간 관측데이터를 저장 및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
를 통해 국가 기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임 (무료, 국가연구기관)

◦ 위성, 선박, 항공기, 부표 및 기타 센서로 부터 매일 35억 건 이상의 관측 데이터
를 수집하고 있고, 매년 30페타파이트(PB)의 신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있음

◦ 해양 및 지상 데이터의 직접 측정치와 복잡하고 고도의 정밀성을 갖춘 모델링을
함께 사용하여 NWS(National Weather Service)를 운영 중

◦ 매일 수백만 가지의 데이터를 산출하여 국방성, NASA와 같은 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예측 기관에 기상 경보와 안내 서비스를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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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0】 미국 NOAA NWS 운영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및 처리 과정
[2-1-18]
에

◦

별

가

구축되어 있음
등

◦

있고 해당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에서 수행한 다양한

가

과 간단한 설명 제공

수행

◦

지원과 현장 장비의 데이터를 수집과 인프라 개발 및 유지관리 등 업무를 담
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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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및 역량 분석

【그림 2-1-31】 NOAA PMEL 프로젝트별 메타데이터 정렬

[2-1-19]
◦ 해양관측 데이터 수집 및 제공에 관한 기술 사례로써, 미국 동남해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측 센서에서 수집되는 관측데이터를 수집 가공 및 처리하여 웹사이트
를 통해 제공함 (무료, 비영리 단체(Southeast Coastal Ocean Observing Regional
Association; SECOORA))

◦ 해양 연구자의 인사이트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최적의 인터페
이스 및 데이터 제공 체계를 구현함

◦ Interactive Map 기능을 통해 실시간 관측데이터 및 각종 공간통계 요약 정보 등
을 지도 기반으로 가시화 및 제공함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조회를 원하는 기간
및 공간 범위의 지정이 가능하며, 통계 기반의 지도 및 그래프 가시화 기능 구현

【그림 2-1-32】 미국 IOOS 실시간 관측데이터 제공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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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 해양관측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및 제공에 관한 기술 사례로써, 하와이 인근 해
역 및 태평양 일대에 분포한 수중 글라이더 및 부이에서 관측되는 실시간 데이
터를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함 (무료, 대학 연구소)

◦ Voyager라는 웹GIS 서비스를 통해 PC 및 모바일에서 관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함

◦ Tiger Shark에 GPS 센서 및 각종 센서를 부착하여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의 이동
경로 및 생태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그림 2-1-33】 미국 하와이 PacIOOS 웹페이지 초기화면

캐나다

[2-1-21]

◦ NEPTUNE Canada는 25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목표로 2007년에 해저 케이블
설치

◦ 시계열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연구자들은 장기간 변화 연구에 활용
◦ 해저 관측기기는 수심 17~2,660m 깊이에서 작동하며 수백 개의 기기가 전력 및
광섬유 통신선을 모두 전달하는 shielded cable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음
(광통신 네트워크 예산 : 112 million 달러)

◦ 데이터베이스는

보관된

모든

데이터에

대해

네트워크

액세스

보관하고

NEPTUNE과 협력하는 연구자들에게 데이터 제공

◦ Juan de Fuca판은 북태평양에 있는 12개의 지각판 중 가장 작은 판으로, 해안에
가까운 특성이 있어 NEPTUNE canada는 해당 지역에서 지각 작용 모니터링에
적합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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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4】 Data Management and Archive System (DMAS)

【그림 2-1-35】 Juan de Fuca판(좌)과 NEPTUNE canada 기기 설치 위치(우)

[2-1-23]
◦ MGDS는 전 세계 해양과 인접 대륙의 경계에서 수집된 marine geoscience 관련
데이터에 대한 무료 사용 제공

◦ MDGS data systems & Services 구성 : Marine-Geo Digital Library, Community
Data Portals, Antarctic Data Resources, Global Bathymetry, Visualization and
Analysis Tools

◦ Standard exchange format으로 각종 데이터 제공 (ascii, binary, BMP, CARIS,
HDF5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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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6】 MGDS 자료 검색 화면

◦ GOSUD는 연구선, 상선, 범선, 크루즈 등 다양한 범주의 선박으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액세스 할 수 있도록 글로벌 데이터 세트로 제공

◦ GOSUD 데이터 서버의 기능
- 관측망에서 수집된 데이터 관리
- 중앙집중식 웹 ftp데이터 포털 유지
- 메타데이터 문서의 안전한 보관
- 타 국가와의 데이터센터 인터페이스 유지
- 데이터 시스템 모니터링

【그림 2-1-37】 GOSUD 자료검색화면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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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8】 GOSUD Data-access 흐름도 [2-1-25]
영국 빅오션데이터 [2-1-26]
◦ 선박 모니터링 데이터 가시화 및 리포팅 관련 기술 사례로써 전 세계 선박 위치
및 이동경로를 웹

형태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서비스함 유료 일반 회사

◦ 선박소유주 선박관리자 항만관리자 물류관리사 보험사 어업활동 관리기관 해
양레저 활동관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선박 정보를 유상으로 실시간 제공

◦ 최대
◦ 웹

개월 항적 정보를 저장 관리하고 선박별 다양한 리포트도 제공
에서 사용자가 직접 지정한 구역에 선박이 진입하는 경우 이를 실시간

나 이메일로 알리는 기능

도 서비스

【그림 2-1-39】 영국 BigOceanData 선박항적정보 제공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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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ing Deck to Repository (R2R) [2-1-27]
◦ R2R 프로그램은 국가해양학 연구 자산 보존과 접근을 위해 관련 연구데이터의
전체적인 관리 제공

◦ 해양탐사의 높은 비용과 한정된 자원을 감안할 때, 모든 수집된 데이터는 높은
가치를 가지므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은 필수적임

◦ 제공 데이터는 ADCP, CTD, GNSS, pH 등으로 다양하며, metadata, shiptrack
navigation, event log, post-processed data 등의 정보를 제공함

【그림 2-1-40】 R2R data 흐름도
SCHMIDT Ocean Institute [2-1-28]
◦ Schmidt Ocean Institute는 해양학 커뮤니티의 데이터관리 아카이브와 저장소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데이터 공유

◦ Falkor Underway Data - Rolling Deck to Repository (R2R), Sensor-Based Marine
Geoscience Data - Marine Geoscience Data System (MGDS), Multibeam Data Center for Coastal and Ocean Mapping (CCOM),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Data - plotted on the UHDAS website, Shipboard Meteorological Data Shipboard Automated Meteorological and Oceanographic System (SAMOS) 등과 제
휴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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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1】 Schmidtocean data-management
GEOMAR [2-1-29]
◦ GEOMAR는 독일의 해저, 해양 및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상호작용 조사 기관
◦ Information, Data and Computing Center를 통해 데이터 및 연구인프라 관리
◦ Team Research Data Infrastructures, Team Research Data Management, High
Performance Computing, Team MetaData Helmholtz Metadata Collaboration(HMC)
플랫폼 관리 등으로 구성

【그림 2-1-42】 GEOMAR digital research ser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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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술연구지원 해양과학자료 리파지토리(Repository)
Australian Antarctic Data Center (AADC)
◦ 접근 주소 : https://data.aad.gov.au/
◦ 접근 항목 : 사용자가 업로드한 모든 데이터(code, csv, png, pdf 등)
◦ 제공 포맷 : metadata record를 이용해 데이터 검색 및 관리

【그림 2-1-43】 AADC 홈페이지
Australian Ocean Data Network
◦ 접근 주소 : https://portal.aodn.org.au/
◦ 접근항목
- Parameter (Biological, Chemical, Physical-Atmosphere, Pysical-Water)
- Organization

(Australian

Universities,

Commonwealth

Departments

Agencies, Intergrated Marine Observing, Systen (IMOS))
- Platform (Fixed station, Float, Glider, Moorning and buoy, Vessel)

◦ 제공 포맷 : CSV, Python, Un-subsetted NetCDF, List of U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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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4】 AODN 홈페이지
Marine Data Archive
◦ 접근주소 : https://marinedataarchive.org/
◦ 접근항목
- Biotic data
- In situ Instrument data
- Lab instrument data
- Experimental data
- Geographic data
- Remote sensing data
- Image and movies
- Model Data
- Software-Scripts
- Documents

◦ 제공 포맷 : Root folder, subfolder로 구분된 tree vie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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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5】 Marine Data Archive 화면

Marine Geosciences Data System
◦ 접근주소 : http://www.marine-geo.org/index.php
◦ 접근 항목 : 사용자가 업로드한 모든 데이터(code, csv, png, pdf, xlsx 등)
◦ 제공 포맷 : metadata record를 이용해 데이터 검색 및 관리

【그림 2-1-46】 MGD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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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OE
◦ 접근 주소 : https://www.seanoe.org/
◦ 접근 항목 : 연구자가 업로드한 모든 데이터(CSV, ASC, metadata 등)
◦ 제공 포맷 : publication, discipline, SEA로 항목 선택하여 데이터 제공

【그림 2-1-47】 SEANOE 홈페이지

해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사례
미국 뉴욕 - Mayor’s Office of Data Analytics(MODA)
◦ Mayor’s Office of Data Analytics(MODA)는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집계 및 분석
하여 범죄, 공공 안전 및 삶의 질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설립

◦ 데이터 분석 도구 사용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효율적
인 행정서비스 제공

◦ 데이터 활용 관련 법률적 제약 투명화 및 효과적 시행

【그림 2-1-48】 MODA 활용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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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 London Office of Data Analytics(LODA)
◦ LODA는 뉴욕 MODA를 벤치마킹하여 2016년 6월 런던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관
으로 설립

◦ 여러 공공 기관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처리, 가공을 담당
하는 공공기관으로 시작

◦ 런던 내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 LODA는 지속적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분석 진행

◦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2가지 권고사항 제안으로
협업 추진

【표 2-1-9】 지속적 발전을 위한 LODA의 12가지 권고사항
구분

내용

데이터 호환

다양한 부서 간의 데이터 연결이 가능하도록 공공부서의 IT시스템
에 적용시킬 수 있는 데이터 매칭 솔루션을 우선시하여 개발

데이터 공유

IT기반 위탁용역 과제를 발주하는 기관은 해당기관의 데이터를 모
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데이터 사전
확인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수집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데이터
정합성 및 데이터 완결성을 먼저 공공기관을 통해 확인한 뒤 추진

공간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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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생성되는 공간기반 데이터는 Unique
Reference Numbers(UPRNs-고유소유지 번호)를 기재

Property

충분한 투자

LODA와 유사한 기관,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
준 계획보다 2~3배 이상의 충분한 시간 투자

데이터 융합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쓰는 것과 함께 국가, 민간, 교육기관, 그 외
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활용

전문가 협업

데이터 분석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프로
젝트 매니저 그리고 다른 팀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의견을 공유하며
분석 진행

실무자 참여

데이터 분석가들은 서비스 매니저와 같이 실제 문제를 다루는 직책
을 맡은 인원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문제의 본질을 판단할 수 있
는 업무환경 구축

현장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는 실제 생활에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데이터
를 축적하는 ‘실무진’과 함께 의견공유하며 지속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보안

의사결정
활용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자는 실제 데이터를 확인한 뒤 의사결정을 진
행할 수 있는 업무환경 구축

행정지원

협력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경우 지속적인 데이터 공유, 분석, 검
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LODA 반영

향후 LODA에서 데이터 공유를 결정하고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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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 국가위험관리시스템(RAHS)
◦ 재난, 전염병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사전 감지 및 예방
차원에서 개발

◦ 환경안보, 해상안보, 사이버안보, 식량안보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상황별 대응조치 마련 및 위기 시 즉각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수립

◦ 이와 더불어 국가위험관리시스템(RAHS: Risk Assessment and HorizonScanning)을
통해 질병, 금융 위기 등 모든 국가적 위험을 수집 및 분석

◦ 불확실한 미래의 대비를 위하여 2004년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위험 관리
계획 추진하였고, 수집 정보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분석하여 사전
위험 예측 및 대응방안 모색에 활용

◦ 결과적으로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분석함으로써 효
율적인 국가 위험 관리시스템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

【그림 2-1-49】 싱가폴 RAHS 솔루션 센터의 분석추진단계
미국 USGS - 지진위험 예측 및 미래사고 방지 시뮬레이션 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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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가 1900년 이래로 지구지진 기록을
분석해 인터넷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지구에서 강한 강진의
규모와 횟수를 보면 최근 강진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00년 동안 규모
7.0~7.9의 강진은 17~18차례, 규모 8.0 이상 대지진은 1차례 꼴로 발생

◦ 재난, 전염병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사전 감지 및 예방
차원으로 환경안보, 해상안보, 사이버안보, 식량안보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시뮬
레이션을 수행

◦ MAEViz(Mid-America Earthquake Center Seismic Loss Assessment System)를 이
용한 지질 분석 시스템으로 지난 100년간 발생한 각종 지진을 유형별, 크기별로
조사할 뿐만 아니라 피해정도까지 분석

◦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난 상황
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 봄으로써 각종 재난 피해에 대한 예측 가능

◦ 지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지역별 피해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대처 가능

◦ 여러 가지 변수별로 분석하여 재난재해를 미리 모의해 봄으로써 매뉴얼을 작성
하고 이를 이용하여 큰 사고를 미리 대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그림 2-1-50】 MAEViz를 통한 지진 분석 시뮬레이션(Mid-America Earthquak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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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 폭우예측 및 교통관제 등을 위한 지능형통합운영센터
◦ 2011년 초 브라질 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는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하여 세계
적인 뉴스가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2014년과 2016년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대규모 행사, 교통관제 등을 통합한 미래도시 비전을 제시

◦ 하천 유역의 지형 측량자료, 강수량 통계, 레이더 사진 등의 데이터와 고해상도
날씨 예측시스템 및 첨단 모델링 시스템을 통해 48시간 전 폭우예측 시스템을
마련

◦ 30여 개에 이르는 시 정부 산하부서와 기관이 공유한 다양한 정보는 통합·연동
되어 갑작스런 호수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가능교통체증, 정전 사
태 등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대규모 행사, 교통관제까지
통합제어가 가능토록 지원

◦ 지능형통합운영센터는 실시간 가상화,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해 디자인된 도시시
스템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비상사태나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실시
간으로 취합·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도시 운영자들이 각종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도시의 두뇌 역할 가능

◦ 이러한 예측정보는 현재 날씨와 교통상황 등의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며, 리우데자네이루의 홍수 및 산사태
예측에 변동이 있을 시 시청 공무원과 긴급대응팀에 통보토록 서비스 제공

【그림 2-1-51】 리우데자네이루 지능형통합운영센터 (Mid-America
Earthquake Cen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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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국내 기술개발 동향
국내 찌 부이 개발 사례
현재 부이 개발 관련연구는 도난 및 손망실 등에 대비한 대형화 추세
◦ 과거에는 약 4미터 직경 이하의 부이가 주로 활용되었으나, 우리나라 주변해역
특성상 도난 및 손망실이 심하여 유지관리에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이러한 까
닭으로 인해 부이관측이 활성화되지 못함

그러나 기상해양 부이가 기상청 해황예보 현업에서 절실히 필요하고, 또한 지진,
쓰나미 등 해양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부이 관측 필요성이 제기되는 현실
현재 10미터 직경의 거대 부이가 황해 중부에 1기 가동 중이고, 또 다른 2기의
거대 부이가 황해 잠정조치 수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더 많은 거대 기상해양부이
가 동해 먼바다 등에 설치될 계획
그러나 대형부이는 진수·회수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고(반대로, 거대하기 때문
에 도난 및 손망실 우려는 감소), 수중 센서 설치 및 운영에도 큰 약점이 있음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진수·회수가 간단하고도 저렴하면서 센서 운영도
용이한 신형 부이개발이 절실하나, 이에 대한 연구개발은 현제 없는 상황임

수중음향 기술
능동 및 수동 탐지 기술
◦ 능동탐지 : 고주파 음향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중으로 방사된 펄스음파가 해양생
물, 해저지형, 해저구조물 등에 의해 반사되어 수신기로 되돌아오는 특성을 이용
하는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음

◦ 수동탐지 : 능동탐지와 달리 주로 저주파수 대역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수중청음
기(hydrophone)에 수신되는 신호를 사용하고 있음

◦ 국내의 수중음향 기술은 수중소음, 수중항법, 잠수함 탐지, 고래생태연구, 수중지
형조사 등에서 활용하고 있음

수중통신 기술
◦ 수중통신 분야에서는 KRISO에서 양방향 수중통신모뎀을 개발하였고, SKT와 호서
대학교에서는 수중네트워크를 이용한 문자 전송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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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0】 음향의 능동 및 수동 탐지 항목별 응용대상과 식별 기술
탐지항목

탐지

능동
해양생물

수동
능동

해양물리

수동
해양화학

능동
능동

해양지질

수동

탐지 및 응용대상

식별 기술

수산자원 조사

사용 주파수에 대한 탐지대상의 음향 반사강도로 식별

동물 플랑크톤, 적조생물,
유해성 해파리 분포

다중 주파수에 의한 음향 반사강도 차이로 식별

어류 위치 추적

코드화된 수신신호로부터 위치 추적 및
영상정보로 생물종 분석

해양 포유류 이동 조사
생물기원 해양잡음원 조사

생물기원(포유류/새우류/멸치류) 수중소음
특성분석으로 이동 및 자원 파악

해수유동, 유량 및 파고 측정 수신신호의 doppler 변위와 수신신호의 음향 반사강도로 식별
수온구조 파악

음파의 travel time 변위로 식별

해상 강수량 측정

강우에 의해 발생하는 수중소음의 분석

해상풍 세기 측정

해상풍에 의한 수중소음의 분석

연안 오염물질 파악

수신신호의 음향 반사강도로 식별

해저지형, 수심, 지층구조 탐색 수신신호의 음향 반사강도로부터 퇴적물 조성 식별
해저퇴적물 구성, 해저 열수광상 탐색 지형구조에 의한 수신신호 강도 이용
지각변동 모니터링

지각균열 발생음의 분석

침몰선박 탐색, 인공어초 구조물
능동
복합 분야

수중통신
수신신호의 음향 반사강도로 식별
수중 구조물 분리 및 균역 탐색 Coded 수신신호로 식별정보 전송
탐색용 음향 카메라

수동

이동선박 탐지, 수중 구조물 균열 탐색 수신신호의 수중소음 분석으로 식별
수신 음향영상 시스템

수신신호의 음향특성 분석으로 식별

빙저탐사 수중로봇 기술 개발
극지활용을 위한 무인탐사장비(AUV, ROV) 플랫폼 개발 또는 개발 시도 사례는
없음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주요사업으로 ‘극지 빙하 탐사와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수중로봇 ICT 원천기술 개발’사업을 19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본 사업에서는 빙홀을 통해 진·회수 되는 Hybrid AUV타입을 위한 수중로
봇 원천기술을 포함하여, 극지에서의 빙저항법, 수중통신, 수중음향 및 저온환경
성능평가 기법과 멀티스케일 용융 기법 등을 연구하고 있음

◦ 빙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기자재 방한성능 및 저온 내구성 평가에 관한 연구는
수행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수중로봇 분야의 내한성능 평가에 관한 기술 개발은
전무한 상황임

극지탐사를 위하여 공동연구형태로 AUV를 투입한 사례는 있음
◦ AUV에는 수많은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는 엄청 고가장비중 하나라 AUV가 유실
되면 연구에 많은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탐사성공을 위해선 다경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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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로봇설계기술과 탐사노하우가 필요함. 우리나라 경우 아직까진 국내에서 제
작된 AUV로 극지를 탐사한 사례는 없으며 해외 AUV보유기관과 공동연구형태로
수차례 남극과 북극에서 탐사를 수행해오고 있음. 공동연구를 수행한 사례로는
호주 타즈메니아대학의 NUPIRI MUKA를 활용하여 남극 빙붕탐사를 수행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에 다시 남극 빙붕탐사를 계획하고 있음. MBARI와 스웨덴 예테보
리대학의 AUV를 활용해 남극과 북극탐사를 일부 진행했었고 추후 계획을 추진
하고 있음

국내 해양관측데이터 수집 및 관리 사례
해양수산부 JOISS 관할해역해양정보 공동활용시스템 [2-1-30]
◦ 해양R&D 과제의 자료와 국내외 해양과학자료의 공동 활성화 향상
◦ 지능형ㆍ융합형 대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해양데이터 리포지토리’구축 집중
◦ 수집-처리-저장-품질관리로 정의되는 지속적인 데이터 큐레이션 활동 수행
◦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해양정보 제공을 위해 국제적 표준 및 국내와 해양데이터
센터 참고하여 해양지리정보 메타데이터 유통 표준화연구 수행

◦ Data Management Plan(DMP), 해양자료분석튜토리얼, 가공산출물(수온ㆍ염분의
수평분포도, 수직 단면도 제작 및 서비스), 해양교육자료집

【그림 2-1-52】 joiss main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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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3】 메타데이터 표준화 연구과정

해양환경정보포털 [2-1-31]
◦ 해양환경 포털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 폐기물해양배출, 해역이용영
향평가, 해양생태, 해양폐기물에 관한 정보관리 및 서비스 제공

◦ 베이스맵(Base map)에 레이어 중첩을 통한 조사지점 정보제공
◦ 조사사업정보(사업구분, 세부사업, 조사년도), 정접정보(정점번호, 위도, 경도), 조
사결과정보(수질정보, 퇴적환경 입도, 수질/퇴적 중금속, 해양생물, 수질CTD, 미
생물 EzTazon유사도, 미생물 총 세균 수, 수리환경, 퇴적환경모니터링) 제공

【그림 2-1-54】 해양환경정보시스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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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5】 해양환경정보시스템 베이스맵(Base map)
국립수산과학원|한국해양자료센터 [2-1-32]
◦ 국내외 해양과학 자료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ㆍ제공 수행
◦ 관측 메타데이터, 한국근해 해양관측자료, 연안정지 및 실시간 부이관측자료, 연
안역 어장환경모니터링자료, 위성해양정보, 이상해황정보, 해어황정보, 적조정보,
해파리 출현정보, 패류독소정보 제공

◦ 해양관측 자료의 경우,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 관측자료, 연안정지관측자료,
정선해양관측자료를 텍스트나 엑셀형태로 제공

【그림 2-1-56】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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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7】 국립수산과학원 해양관측자료 list

2. 환경 및 역량 분석

국립해양조사원|국가해양정보 마켓센터[2-1-33]
◦ 파일데이터, Open API, 산업지원데이터로 총 615개의 데이터셋 존재
◦ CSV, XML, JSON, SHP, EXCEL, txt 등 다양한 형태 파일포맷 제공

【그림 2-1-58】 국가해양정보 마켓센터 개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Underway

Meteorological

and

Oceanographic

System(KUMOS)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사부호, 온누리호, 이어도호, 장목1호, 장목2호 등 5척의
연구선의 상시관측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WebGIS기반
의 정보시스템 구축

◦ 연구선 운항정보와 상시관측 자료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제공 서비스 체제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해양 빅데이터 생산 체계 구축, 연구선 운영의 효율 증진

◦ KUMOS 핵심기능 : 연구선 상시 관측자료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연구선
운항계획 신청 및 관리 전산화 체계 구축, 연구선 상시 관측자료 관리 및 제공
서비스 체계 구축, 해양 연구업무 지원용 Web G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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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UMOS 실시간 관측데이터 제공 사례
한국극지데이터센터(Korea Polar Data Center, KPDC) [2-1-34]
◦ 우리나라가 남북극 지역에서 수행하는 과학연구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데이터
관리

◦ 극지데이터 관리 정책 제정·시행,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개발·운영, 디지털
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연구 분야별 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 기반 조성

◦ 획득된 디지털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영구 보존을 위하여 백업 및 보존체계
구축

◦ 획득된 데이터를 국내·외에 공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극지데이터
관리 및 공개와 관련된 기여도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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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0】 한국극지데이터센터 자료 다운로드 페이지

국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례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공통기반
◦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정형·비정형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분석결과의 공유·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 기반 공통 플랫폼을 구축

◦ HDFS, HIVE 등 Hadoop 생태계 기반의 요소 기술을 적용하여 정보의 수집->저장
->분석->제공 기능 구현

◦ 각 기관별로 공통기반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관 수요에 맞는 빅데이터 분석 수행

【그림 2-1-61】 빅데이터 공통기반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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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 K-ICT 빅데이터센터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K-ICT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공무원부터 시민에 이르기
까지 분석 인프라 이용, 분석 서비스 및 기술자문 서비스 등 제공

◦ 빅데이터 사업화와 미래전략 수립에 활용도가 높은 SNS, 뉴스 등 데이터를 수집
하는 웹크롤링 기능과 시각화 기능 등을 제공

◦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보유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대용량 데이터 분석 및 기술개발 · 검증에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및
교육 실습 환경 제공

【그림 2-1-62】 시스템 구성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Kbig.kr)

해양수산부 바다허브(vadahub) [2-1-35]
◦ 해양, 수산, 해운물류, 해사안전, 항만분야의 연구 및 산업활동에 활용되는 각종
정보의 공동활용으로 가치창출 수행

◦ 해양수산정보검색, 해양공간종합지도, AI해양모델로 3가지 주요 서비스 제공
◦ 해양수산정보검색
- 자료명/제공기관/개방여부/분류체계의 검색조건으로 필요한 데이터 조회
- 데이터 목록 조회를 위해 기초DB(생산기관에서 제공받은 원본데이터를
- 전처리 후 서비스), 융합DB(기초DB의 목적에 따라 2개 이상의 데이터를 융합한
데이터 셋)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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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3】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Science Freeway [2-1-36]
◦ 과학 빅데이터 활용 연구자들을 위한 플랫폼 기반의 Science Freeway 구축
◦ KISTI는 PRP(Pacific Research Platform) 프로젝트 국제파트너로 미국, 유럽의 20
여개의 빅데이터 사이트들과 국제간 데이터 전용 노드(DTN, Data Transfer
Node) 시스템과 연동 성공

◦ 국내와 미국의 주요 대학과 연구소들 간의 전송성능이 10GE 네트워크상에서 최
대 9.5Gb/s의 전송 속도를 달성

◦ 과학기술분야에서 선진국의 빅데이터 공유는 국내 연구자들에게 차세대 빅데이
터 기반의 6개 응용과학분야(소재과학, 입자물리학, 천체물리학, 바이오메디컬,
지구과학, 고해상도 가시화 및 가상현실)에 대한 고부가가치 데이터의공유가 가
능하여 국내 응용과학분야와의 교류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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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4】 PRP 프로젝트의 미국 내 주요 거점과 국제 참여기간 리스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KOBIS [2-1-37]
◦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개발프레임 워크의 표준 정립을 응용하여 소프트웨어 표준
화, 품질 재사용성 향상 증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가
능하도록 자체 개발

◦ KOBIS는 다양한 유형의 생명연구자원을 통합, 일원화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수많은 자료로부터 광범위하게 널려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 운
영하기 위한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

◦ KOBIS 추진계획 : 정보연계 체계구축, 통합정보 시스템구축, 활용체계정립, 통계
집 발간, 시행계획 수립

【그림 2-1-65】 국가생명연구 자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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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지원연구원 지오플랫폼연구본부 [2-1-38]
◦ 지오플랫폼연구본부는 지난 100년동안 연구원에 축적된 연구결과와 데이터를 종
합하여 빅데이터로 생성

◦ 지구환경변화 대응, 국민안전, 광물자원·미래에너지자원개발, 국토개발 등에 활
용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

◦ 지질자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가상물리시스템(CPS) 등을 활용
한 '스마트 지오데이터플랫폼' 구축

◦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광산과 유전을
확보, 기후변화나 지진·지질재해를 모사·예측하는 등의 미래 신기술을 창출 기
대

【그림 2-1-66】 지오플랫폼연구본부 스마트 지오데이터플랫폼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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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국내외 특허분석
분석대상 기술 및 검색식 도출
검색식 및 검색건수
◦ 검색식 (1차 검색)

【표 2-1-11】 특허분석 검색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검색
언어

검색식

한글

(남극* 북극* 해저* 심해* 해양* 극한해양* 대수심* 극지*
결빙* 빙저* 수중* 황천* 얼음* 해빙* 빙하* 빙상* 빙붕*
빙설* “열수 시추” “빙하 시추”) AND (해상* 관측* 센서*
감지* 조사* 측정* 분석* 연구* 모니터링*) AND (데이터베
이스* 디비* 빅데이터* “빅 데이터*” 인공지능 “인공 지능”
머신러닝 “머신 러닝” “병렬 컴퓨팅” “분산 컴퓨팅” “데이터
모델”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가시화” “데이터 시각화”
“비관계형” 지리정보시스템 “지리 정보 시스템” “지리정보
시스템” “데이터 통신” “위성 통신” 인말사트 INMARSAT
투라야 THURAYA 글로벌스타 Globalstar 이리디움 lridium
스타링크 Starlink 아르고스 Argos "이동형 기지국") AND
(B63J* G01S* G05B* G06F* G06Q* H03M* H04L*).IPC.

영문

(antarctic* arctic*, polar*, underwater*, submarine*,
subsea* deepwater*, seabed* subglacial* seaice* thaw*
glacier* "ice shelf*" "hydrothermal drilling*" "glacier
drilling*" “under ice shelf*" "ice sheet*" "ice-bug*"
"sea-ice*" "subgracial lake*" sea-bed* "sea floor*"
ice-drilling* ice-melting* "hot-water drilling*") AND
(monitor* observe* survey* detect* communicat* sens*)
AND (database* DB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I
"machine
learning*"
M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data
communication*" "satellite communication*" INMARSAT
THURAYA Globalstar lridium Starlink argos "mobile
station*") AND (B63J* G01S* G05B* G06F* G06Q* H03M*
H04L*).IPC.

극한해
양
관측
스마트
데이터 없음
통합관
관리
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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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식 (보강검색) (보강 키워드 강조)

【표 2-1-12】 특허분석 검색식 보강검색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검색
언어

구조

검색식

{데이터 NEAR 해양) AND 관측} OR {데이터 AND (해양
NEAR 관측)}
* 데이터, 해양, 관측 3개의 그룹의 상관관계에 기반하여
3개 그룹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검색식 생성

극한해
양
관측
스마트 데이터
통합관 관리 없음
측
시스템

(((데이터* data* 정보* information* 데이터베이스* DB
database* 빅데이터* "빅 데이터*" "big data" (인공 near
지능*) (머신 near 러닝*) AI "artificial intelligence" ML
"machine learning*" "병렬 컴퓨*" "parallel compu*" "분산
컴퓨*" "distributed comput*" "데이터 모델*" "data
model*"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데이터 near
시각화*) "data visual*" (지리 adj 정보) "geographic
information*" GIS "geo-spatial information*" "데이터
통신*" "data communicat*") NEAR (해양* ocean* marine*
maritime* 수중* underwater* undersea* 해저* seabed*
“sea floor*” “ocean floor*” 심해* “deep sea*” 대수심*
deepwater*)) AND (관측* observ* 모니터* monitor* 수집*
collect* gather* 조사* survey* 측정* measure* 탐사*
한영 explor*)) OR ((데이터* data* 정보* information*
데이터베이스* DB database* 빅데이터* "빅 데이터*" "big
data" (인공 near 지능*) (머신 near 러닝*) AI "artificial
intelligence" ML "machine learning*" "병렬 컴퓨*"
"parallel compu*" "분산 컴퓨*" "distributed comput*"
"데이터 모델*" "data model*"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데이터 near 시각화*) "data visual*" (지리 adj
정보)
"geographic
information*"
GIS
"geo-spatial
information*" "데이터 통신*" "data communicat*") AND
((해양* ocean* marine* maritime* 수중* underwater*
undersea* 해저* seabed* “sea floor*” “ocean floor*”
심해* “deep sea*” 대수심* deepwater*) NEAR (관측*
observ* 모니터* monitor* 수집* collect*
gather* 조사* survey* 측정* measure* 탐사* explor*)))

◦ 검색건수 (1차검색)

【표 2-1-13】 특허분석 검색건수
대분류

중분류

극한해양
스마트
통합관측
시스템

관측
데이터
관리

검색건수
한국(KR)

일본(JP)

419

47

중국(CN) 미국(US)

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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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건수 (보강검색)

【표 2-1-14】 특허분석 검색식 보강검색
대분류

중분류

극한해양
스마트
통합관측
시스템

극한해양
관측
데이터
관리

검색건수
한국(KR) 일본(JP) 중국(CN) 미국(US) 유럽(EP)
732

309

1,508

306

합계

88

2,943

유효특허 선별
◦ 유효특허 및 선별 기준

【표 2-1-15】 유효특허 선별
중분류

소분류

분류코드

관측
데이터
관리

없음

AE

기술범위

해양공간 빅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 빅데이터 관리,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를 위한 분석 플랫폼

◦ 유효특허 선별 결과

【표 2-1-16】 유효특허 선별 결과
중분류

소분류

AE

없음

유효데이터 건수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

계

180

18

285

70

24

577

기술별 출원동향
기술별 연도별 출원동향
◦ 관측 데이터가, 해양 로봇 다음으로 출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최근의 머
신러닝, 딥러닝, 인공신경망 등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발전과 데이터 마이닝 등
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플랫폼이 발전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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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7】 특허 기술별 출원동향

기술별 점유율
◦ 기술별 점유율 결과를 참조하면, 5개의 해양 관측의 중분류 분야가 어느 한 분야
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 로봇과 관측 데이터의 점
유율이 1위와 2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음

◦ 해양 로봇과 관측 데이터의 출원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해
양 로봇이 관측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하드웨어 장비라는 점과 최근의 데이터
마이닝 플랫폼의 발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그림 2-1-68】 특허 기술별 점유율
기술별 다출원인
◦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기술분야는, 중국 국적의 하얼빈 공과대학교(Univ.
Harbin Engin.)가 310건을 출원하여 1위이며, 2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106
건을 출원함. 1위 출원인의 출원건수가 2위 출원인 출원건수의 3배에 이를 정도
로 큰 차이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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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7】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분야의 기술별 다출원인
순
위
1
2
3
4
5

6

7
8
9

10

출원인 [국적]
Univ. Harbin
Engin.[중국]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한국]
대우조선해양(
주) [한국]
Ocean Univ.
China [중국]
PGS
Geophysical
AS [노르웨이]
Univ
Northwestern
Polytechnic
[중국]
Univ.
Zhejiang
[중국]
Univ. Tianjin
[중국]
Single Buoy
Moorings
[독일]
China Ship
Scientific
Research
Center [중국]

세부기술

관측 부이

해저
케이블

해양 로봇

극지 관측

관측
데이터

합계

7

21

254

21

7

310

10

14

18

26

38

106

0

6

8

55

7

76

9

16

23

1

11

60

1

29

1

0

17

48

0

1

0

1

2

47

2

11

19

2

8

42

7

11

14

1

8

41

34

0

0

0

0

34

3

3

26

1

0

33

출원 현황
◦ 출원 현황 통계를 참조하면, 관측 데이터 기술분야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46%로, PGS Geophysical AS가 20%로 각 1위 및 2위의 출원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뒤를 중국 해양대학교, Univ. Zhejiang, Univ. Tianjin이 뒤를 잇고 있음

◦ 관측 데이터 기술분야에서 출원 점유율 2위에 오른 PGS Geophysical AS는
Electromagnetic sensor를 이용하여 수중에서 지구물리학 자료를 수집하는 장치,
시스템, 데이터 가공 방법과 시스템에 관해 높은 출원점유율을 보임

◦ 관측 데이터 기술분야는 크게 데이터 수집과 가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서
다시 데이터 수집에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각종 해상망, 통신방법, IoT 장치 등
이 포함되며, 데이터 가공에는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 신경망 등의 인공지능 알
고리즘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등이 포함됨

◦ 관측 데이터 기술분야에서 데이터 수집 분야에 많은 출원이 포지되어 있으며, 최
근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관련 데이터 분석 방법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음

◦ 극지 관측과 관측 데이터 관리와 연계하여 해저 지진 탐사와 관련된 출원이 높
은 출원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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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9】 관측 데이터 기술분야 출원인 별 출원현황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그림 2-1-70】 해저 케이블 기술분야 출원인 별 출원현황
◦ 그림을 참조하면, 해저 케이블 기술분야에서 PGS Geophysical AS가 31.8%로 출
원 점유율 1위로 나타나고, 그 뒤를 이어 중국의 대학 하얼빈 공과대학교(Univ.
Harbin Eng.)가 23%로 2위에, 다음으로 중국의 대학 중국 해양대(Ocean Univ.
China), 한국해양과학기술원, Univ. Tianjin이 뒤를 이음

◦ PGS Geophysical AS라는 회사는 노르웨이 정유회사인 PGS의 자회사로서 관측
케이블 기술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출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유럽을 비롯
하여, 미국, 중국, 등지에 해외 출원을 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상위 다출원인 중에서 해저 케이블 기술분야에서 영향력이 있
다고 판단되는 PGS Geophysical AS사에 특허에 대하여 조사를 함

◦ PGS Geophysical AS사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정유회사
Petroleum Geo-Services (PGS)의 자회사로, 해저 케이블, 센서 등의 해양 관측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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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제조하는 회사이며, 스위스에 위치함

◦ PGS Geophysical AS사는 해저 케이블, 해양 로봇 및 관측 데이터 기술분야에서
특허 출원을 하고 있으며, 총 출원건수는 48건, 이 중에서 해저 케이블 관련 출
원건수는 29건임

◦ 특허장벽/공백기술 검토
- PGS Geophysical AS사가 해저 케이블 기술분야에서 출원한 발명을 명칭 및 요
약을 기반으로 검토한 결과, 주로 electromagnetic sensor 분야에 출원이 집중
되어 있음
- 해저 케이블은, 물리적 측정, 화학적 측정, 및 생물학적 측정에 따라 다양한 센
서를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PGS Geophysical AS사의 케이블 센서는 주
로 물리량 중에서 해저의 전자기파를 측정하는 electromagnetic sensor 분야에
출원이 집중되어 있음
- 앞으로 해저 케이블 기술분야 발명의 출원에 있어서 PGS Geophysical AS사의
특허를 참고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동일 분야 출원에서는
회피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해저 케이블 기술분야에서 PGS Geophysical AS가 31.8%로 출원 점유율 1위로
나타나고, 그 뒤를 이어 중국의 대학 하얼빈 공과대학교(Univ. Harbin Eng.)가
23%로 2위에, 다음으로 중국의 대학 중국 해양대(Ocean Univ. China),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Univ. Tianjin이 뒤를 이음

빙저탐사 수중로봇 기술 개발
극지 빙저 무인탐사 수중로봇의 수중항법, 수중탐사, 수중통신 기술 및 빙하시추,
방한성능 기술 분야의 연도별 전체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
석 초기구간인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다가, 2014년을 최고점으로 최
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5년 이후 연도별 전체 특허건수가 감소한 요인은 한국 특허의 영향이 크며,
이는 연도별 한국 특허의 출원 동향이 전체 특허의 출원 동향과 유사한 것에서
확인 할 수 있음
국가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은 200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주요 선박 제조 기업들이 극지 운항용 선박의 방한 성능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다수 출원한 점이 지속적인 증가세의 요인이나, 최근 조선 업계의 침체 현상으로
인해 2008년 이후 특허 출원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국가별 출원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이 60건, 59%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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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 30건, 29%, 일본 6건, 6%, 유럽 6건, 6% 순으로 나타
남
극지 빙저 무인탐사 수중로봇의 수중항법, 수중탐사, 수중통신 기술 및 빙하시추,
방한성능 기술 분야의 전체 및 기술 위치를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것으로 전체
출원

중

최근의

출원

동향을

1구간(’97~’01),

2구간(’02~’06),

3구간

(’07~’11), 4구간(’12~’16)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간별 특허 출원
인 수 및 출원건수를 나타내어 특허 출원 동향을 통한 기술의 위치를 살펴봄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속적인 성장기 추세를 보이고 있
고, 출원건수의 증가폭과 출원건수의 증가폭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
한 추세로 볼 때 시장의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극지 빙저 무인탐사 수중로봇의 수중항법, 수중탐사, 수중통신 기술 및 빙하시추,
방한성능 기술 분야 다출원인 1위는 DSME로 분석되었으며, 뒤를 이어 현대중공
업, 삼성중공업이 다출원인으로 도출됨
한국 국적의 주요 다출원인들은 한국 중심의 출원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
나, 이는 한국 조선 3社의 소송방지를 위한 아이디어성 특허를 다수 출원하는 전
략을 통해 해외 기업으로부터의 소송 진행시 무효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특허출
원으로 분석됨
STX Offshore & Shipbuilding 역시 한국 중심의 국내 출원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DSME,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한국의 주요 선박 제조 기업들은 방한성능 기
술과 관련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한 반면, 수중로봇의 수중항법, 수중탐사, 수중통
신 기술에 대한 특허는 상대적으로 적음

【그림 2-1-71】 연도별/국가별 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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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2】 특허기술 성장단계
극지 빙저 무인탐사 수중로봇의 수중항법, 수중탐사, 수중통신 기술 및 빙하시추,
방한성능 기술 분야의 전체 및 해당 국가의 기술 위치를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것으로 전체 출원 중 최근의 출원 동향을 1구간(’97~’01), 2구간(’02~’06), 3
구간(’07~’11), 4구간(’12~’16)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간별 특허
출원인 수 및 출원건수를 나타내어 특허 출원 동향을 통한 기술의 위치를 살펴
봄
기술 분야의 전체 기술 성장단계를 살펴보면, 1구간(’97-’01)부터 4구간
(’12-’16)까지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장기인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3구간(’07~’11)이후 급격한 성장추세를 보이
며 본격적인 기술개발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점이 주목됨
미국의 경우, 2구간(’02~’06)과 3구간(’07~’11)의 출원인수 및 출원건수가 동
일하여 다소간의 퇴조기를 거쳐 회복기에 접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일본의 경우 출원건수가 많지 않으나, 2구간(’02~’06)에서 3구간(’07~’11)으
로 다소간의 퇴조기를 거쳐 4구간(’12-’16)에서 회복기에 접어든 양상을 보이
고 있음
유럽의 경우는 출원건수가 많지 않으나,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성장기 단계에 위치하고 있음
미국의 Stone Aerospace社는 미국 중심의 국내 출원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Stone Aerospace社는 수중로봇의 광 에너지 전송 및 변환 시스템에 관한 특허와
열수 시추에 관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여, 극지 빙저 무인탐사 수중로봇의 수중
항법, 수중탐사, 수중통신 기술에 있어서 직접적인 경쟁사로 판단됨
미국의 Conoco Phillips社는 동일한 특허를 미국과 유럽에 동시에 출원하고 있음
극지 빙저 무인탐사 수중로봇의 수중항법, 수중탐사, 수중통신 기술 및 빙하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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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성능 기술 분야의 IP 부상도를 분석해본 결과, 대상기술과 관련성이 있는 특
허 출월건수는 다소 적지만, 전반적으로 출원인 수와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시장의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대상기술에 대한 유효특허 중 핵심특허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원격으로 동력
전달 및 정보 송수신이 가능한 수중로봇 기술들을 개발하여 출원하고 있음. 또한
극지에서의 방한 성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발열 및 열전달 장치 기술들이 개
발되고 있음

【그림 2-1-73】 주요 국가별 특허기술 성장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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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외 정책동향
2.2.1 해외 정책동향
주요국가 해양수산 정책3) (해양수산부, 2021)
선진국 해양수산 주요 정책
◦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 국제무역환경 변화, 과학기술
의 발전, 사회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해양수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중
-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첨단기술의 해양 분야 도입에 대해서는 주요
국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해양의 국제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
도 치열

【표 2-2-1】 주요국가 해양수산 정책방향
중점분야

추 진 내 용

국가

해양환경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해양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 관찰 및 조사, 모니터링,
미국, 일본
예측, 대응, 친환경 정책 강화 등

수산자원

수산자원 보전 및 관련규제 강화, 국제적인 불법어획 단속강화, 양식산업 강화 미국, 중국,
등 추진
일본

첨단기술

디지털 기반 첨단기술을 토대로 스마트양식, 항만물류의 첨단화,
해양수산업의 혁신 및 강화,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강화 등 추진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사회문제

연안 및 어촌, 섬지역 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섬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가

미국, 중국
일본

국제협력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협력 및 극지문제, IMO 등 국제기구에서의 입지 등
국제적 해양수산 아젠다 강화 추진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미국
◦ 해양에서의 이익 창출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미국의 경제·안보·환경이
익증진을 위한 해양 정책’ 추진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 해양산업 발전, 식량안보 정착, 해양과학 및 기술 진보,
문화체험 확대, 에너지 및 자원 안보체계 구축 등을 중점 정책 목표로 선정

◦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자원운영’에 관한 정책 추진계획 발표
- 해양과학기술 계획 수립, 자원운영 계획 수립, 해안 및 배타적 경제수역 지도
화 등 포함
- 해양과학기술 정책 : 해양환경변화 예측, 대양탐사, 차세대 해양기술 장려
- 해양자원운영 정책 : 해상교통, 어획노력, 해양수산자원, 연안인프라 등 중심의
데이터 구축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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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경제수역과 해안선의 지도화 : 미국 해역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
양영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 수립

◦ 해양탐사 강화, 연안재건, 불법어업 단속 및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 해양수산정책 23개의 추진 계획과 12억 1,000만 달러 재정 투입계획 수립

중국
◦ 수산자원 증대 및 양식산업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 중국 정부는 어획량을 감축하여 수산자원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업 어획허가 관리 규정」을 17년 만에 전면 개정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첨단 IT 기술을 수산양식에 융합하는 스
마트화 방안 추진

◦ 도서 및 극지관련 정책 강화
- 도서생태환경 보호추진, 무인도 개발 및 이용관리 강화, 도서 모니터링 평가추
진, 도서국가와의 협력 및 교류 강화, 도서 통계 조사 등 추진
- 2018년 4월 제34차 남극탐사활동 및 업무조사를 통해 중국의 다섯 번째 남극탐
사기지 건설 사전준비 수행
- 2018년 중국의 북극정책을 총 망라한 ‘중국의 북극정책’ 발표, 제9차 북극탐
사활동(’18)을 통해 북국의 생태환경, 어업자원 및 환경오염물 등에 대한 조사
수행

일본
◦ 「제3차 해양기본계획(’18~’22)」 수립
- 해양의 산업적 이용 촉진, 해양환경의 유지 및 보전, 과학조사 및 연구강화, 북
극정책 추진, 국제적 연계확보 및 국제협력 강화, 해양인재육성 및 국민이해
증진 등 제시
-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해양수산업 발전 도모 및 SDGs의 국제적 틀 안에서의
해양환경 보전, 해양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IMO 대응,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
함

◦ 일본 어업법 개정(’18)
- 급변하는 수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제도적으로 반영
- 수산자원의 관리와 공유수면의 이용 제한, 어촌의 활성화, 불법어업 처벌강화
등이 주 내용

빙저탐사 수중로봇 기술 개발
북극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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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북극 관련 국외 정책 동향
국가

주요 내용

미국

☐ 2009년/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66/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25｣
① 북극지역 관련 국가 및 국토 안보 강화
② 북극 환경보호와 생물자원 보존
③ 북극지역 천연자원 관리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보장
④ 북극이사회 국가(A8) 간 협력체계 강화
⑤ 북극 원주민 공동체에 그들의 삶과 관련된 의사결정 참여 보장
⑥ 지방, 지역, 글로벌 환경 관련 과학적 모니터링 및 연구 강화
☐ 2013년/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① 3가지 방침 : 미국의 안보 이익 우선, 책임감 있는 북극 지역 관리 모색, 국제협력 강화
② 접근 원칙 : 평화와 안정성, 최선의 정보를 이용한 의사결정, 혁신적인 협의 추구(국제
파트너십), 알래스카 원주민과의 협력
☐ 우주과학자들은 빙저호 환경이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하며, NASA 등
연구소들은 빙저호 탐사 수중로봇을 개발해 유로파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1]

캐나다

☐ 2009년/ ｢Canada’s Northern Strategy Our North, Our Heritage, Our Future｣
① 사회․경제적 발전 촉진
② 환경적 유산 보호(생태계 기반 관리접근법 촉진, 과학연구 강화 등)
③ 북극해 거버넌스 개선(북극지역 원주민 참여 지원 등)
④ 북극 영토 강화(북극 지역 주권 수호와 관련 군 역할 강조)

러시아

☐ 2008년/ ｢Fundamentals of the State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Arctic up to 2020
and Beyond｣
① 북극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식 축적과 인적 자산의 발달을 통한 국가적, 산업적, 개인적
안전 보장
② 경제의 혁신적 발전과 다양화를 통한 북극 천연 자원의 안정적 사용
③ 북극해 항로의 안정적 기능
④ 북극의 새로운 통치 형식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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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New Building Blocks in the North: The next step in the Government’s High
North Strategy｣
① 북극지역 기후 및 환경에 대한 지식 발전
② 북방 수역에서의 감시, 긴급대응 및 해양안전시스템 개선
③ 연해 석유 및 재생가능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④ 북극에서의 해양산업 발전 촉진
⑤ 북극에서의 기반시설 추가 발전
⑥ 북방에서의 단호한 주권행사와 국경협력 강화
⑦ 토착민의 문화와 생활 보호
☐ 2011/ ｢Kingdom of Denmark Strategy for the Arctic 2011-2020｣
① 평화롭고 안전한 북극
② 자급자족의 성장 및 발전
③ 북극에 대한 배려(북극의 기후, 환경 및 자연을 이해)
④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
☐ 2010/ ｢Finland's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ㅇ 대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안보, 환경, 경제, 인프라, 원주민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
ㅇ 수송 관계의 개선, 수출의 진흥, 북극 연구 및 북극이사회 역할 강화 등 제안
☐ 2011/ ｢Sweden's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ㅇ 북극 지역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
ㅇ 기후변화와 환경, 경제 발전, 인류 문제 등 세 가지 우선순위를 표명
☐ 북극 지역과 다자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ㅇ 연안 북극 국가로서의 인식을 강조
ㅇ 북극 내와 북극 관련된 교육과 지식 증대를 강조
ㅇ 비즈니스 개발과 협력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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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및 역량 분석

국가

주요 내용

중국

일본

이탈리아

EU

ㅇ 북극이사회 역할의 중요성 강조
☐ 중국 국가해양국 주요 조치
ㅇ 극지과학탐사 및 연구수준 제고와 극지탐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극지과학 전략연구
기금을 설립
- 기금 지원 원칙: (1) 국가극지발전전략의 실현에 이롭고 (2) 과학연구수준의 제고에
이롭고 (3) 청년 인재의 양성에 이롭고 (4)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는데 이롭도록 하는 것
☐ 2013년/ 중-아이슬란드 FTA 체결(4월)
☐ 2012년/ 해양정책연구재단 : 북극해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일본이 실행해야할 시책
ㅇ 총리실 산하 ‘종합해양정책본부’를 북극해 정책 사령탑으로 함
ㅇ 북극해 관리를 위한 일본 참여 확대, 북극해 환경문제 적극 대응
ㅇ 북극해 자원에 대한 조치 강화, 북극해 항로 개척에 따른 물류 변화 대응안 마련
ㅇ 북극해 항로 개척 후 방위정책 입안
ㅇ 북극해 관련 국제질서 형성에 기여
ㅇ 북극해 문제의 총괄 처리를 위한 러-일 간 대화창구 개설
☐ 2012년/ 해양정책연구재단 : 북극해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일본이 실행해야할 시책
ㅇ 총리실 산하 ‘종합해양정책본부’를 북극해 정책 사령탑으로 함
ㅇ 북극해 관리를 위한 일본 참여 확대, 북극해 환경문제 적극 대응
ㅇ 북극해 자원에 대한 조치 강화, 북극해 항로 개척에 따른 물류 변화 대응안 마련
ㅇ 북극해 항로 개척 후 방위정책 입안
ㅇ 북극해 관련 국제질서 형성에 기여
ㅇ 북극해 문제의 총괄 처리를 위한 러-일 간 대화창구 개설
☐ 북극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한 국제협력 및 북극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심을
집중
ㅇ 기후변화와 북극환경 보호 대책 마련
ㅇ 북극과 주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ㅇ 북극이슈들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

남극 관련
【표 2-2-3】 남극 관련 국외 정책 동향
국가

미국

일본

중국

주요 내용
☐ 남극 리더십과 영향력 유지·강화
ㅇ (정책방향) 남극의 평화적 이용을 주도하면서 개별국가에 의한 영유권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는 한편, 남극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남극조약 관련 회의에서 자국의 위
상과 영향력을 확대
- (과학연구) ①해수면 상승의 크기와 속도, ②남극 생명의 적응과 진화, ③우주의 기원
규명을 ‘3대 전략적 연구 우선순위(National Academies)’로 추진
- (인프라) 세계 최대의 남극 과학기지(맥머도기지)를 포함하여 3개의 상주기지와 3척의
쇄빙선을 운영
☐ 전략적 투자와 연구 인프라 강화
ㅇ (정책방향) 전 지구적 기후변화 연구와 환경관련 연구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연구 활
동에 대해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한편, 남극해에서의 조업 등 자원획득에도 관심
ㅇ (과학연구) ‘남극으로부터 다가오는 지구시스템 변동’을 주요 주제로, ①남극-지구 대기
시스템, ②대기-빙상-해양의 상호작용, ③남극 고환경 복원을 주요 연구 분야로 추진*
* (제9기 남극지역관측 6개년 계획, ’16∼’21) 국제공동연구에서의 리더십 확보와 국제협
력 강화, 차세대 연구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포함
- (인프라) 쇼와 기지(1957~) 등 4개의 남극기지(상주1, 하계3)와 쇄빙 연구선 ‘시라세’에
이어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 추진 중
☐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 추진
ㅇ (정책방향) 남극활동을 국가적인 해양진출 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우주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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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영국

주요 내용
계획과 더불어 극지연구의 전략적 체계와 인프라를 확충
ㅇ (과학연구) 해양-해빙-대기 상호작용, 빙붕-해양 순환작용, 기지주변 종합모니터링, 빙하
탐사 등 5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된 PANDA(Prydz Bay, Amery Ice Shelf and Dome A
Observation) 프로그램 추진
ㅇ (인프라) 남극 2개 상주기지에 이어 2009년에 남극 쿤룬기지를 건설하고, 제2쇄빙연구
선(10,000톤급) 건조를 추진
☐ 남극연구 선도국가의 위상 유지
ㅇ (정책방향) 가장 오래된 남극 영유권 주장국이지만, 영토정책과 환경정책을 분리하여 남
극환경과 생태계보호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남극연구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확
립을 도모
ㅇ (과학연구) ‘지구를 위한 극지과학(Polar Science for Planet Earth, ’09~)’프로그램 아래,
기후·대기화학·생태계·환경변화·빙상·극지해양 등 6개 중점분야(’16~’20)를 설정하고, 첨
단 극지연구 기획·발굴*도 병행
* 영국남극조사소(BAS)와 케임브리지대학이 공동으로 혁신센터(Aurora Cambridge)를 설
립하여 미래 극지연구를 주도할 혁신적 연구주제 발굴 및 수행(’17 개소 예정)
ㅇ (인프라) Halley 기지 등 3개의 상주기지와 2척의 쇄빙연구선을 운영

국외 데이터 개방 및 공동 활용 동향
연구데이터 개방⋅공유 사례 [2-2-1]
◦ 1990년도부터 연구의 속도와 범위 확대를 위해 연구데이터 개방 및 공유가 강조

【표 2-2-4】 연구데이터 개방 및 공유 사례 (STEPI, 2016)
Human Genome Project(1990~2003년)







목표: 인간게놈지도 완성
기간: 1990~2003년
주체: 미국을 포함하여 영국, 일본, 독
일, 프랑스, 중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
연구컨소시엄을 구성, 연구를 추진함
과정: 논문판 보류하고 목표 달성을 위
해 연구결과를 공개ㆍ공유
효과: 목표(2005년)보다 빠른 2003년에
대규모 연구 협력을 통해 인간게놈지
도 완성, 사회경제적 편익 창출

Polymath Project(2009년부터)







Galaxy Zoo Project(2007년부터)

CERN-LHC Project(200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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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은하계 탐색 및 분류
기간: 2007년부터 현재까지
주체: 옥스퍼드대학 연구자와 동료가
처음 제안
효과: 단기간 내 혁신적 분류체계 제
안, 후속 프로젝트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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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난해한 수학문제 풀기
기간: 2009년부터
주체: 캠브리지대학 수학과 교수가 처음
제안
과정: 자신이 풀지 못한 수학난제 해결을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요청, 대략 40여
명이 참여하여 크라우드 소싱형 문제풀이
효과: 단기간(35일만)에 핵심 난제 해결,
이후 크라우드소싱형 수학 난제풀이 프로
젝트 추가 진행





목표: 대형강입자충돌기(LHC)를 이용한
실험데이터 공동분석연구를 통해 물리학
기본 원칙 참구
기간: 시설구축(1998~2008), 연구는 2009
년부터 시작함
과정: CERN 산하 36개국 네트워크를 통
해 연구 데이터 공유 및 공동연구 진행
효과: 힉스입자발견(2012), 380여 편의 논
문 생산

2. 환경 및 역량 분석

Open Data & Open Science Policy
◦ 미국
- 미국은 2013년 오바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국 메모(OSTP Memorandum)는 공공
부문 오픈액세스 정책 확대의 기폭제 역할 수행
- 연구의 성과를 연구자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가 활용하여 혁신을 도모하고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기여를 목표로 함

【표 2-2-5】 미국 OSTP memorandum 주요 내용
학술 출발에 관한 지침






연구 데이터에 관한 지침

연방정부 지원을 받은 공공연구에서
산출된 논문에 대해 출판 이후(권고예
시: 12개월 이내) 일반인이 디지털 형
태로 읽고, 다운로드 받고 분석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권고함
개별 논문에 관한 메타데이터가 적절
히 제공되어 완전한 공공액세스가 구
현될 수 있도록 지원함
오픈액세스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민관
협력 이래 저자, 저널, 출판 등의 권리
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연방정부 지원으로 생산된 디지털 연
구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되
국가안보, 개인프라이버시, 지식 재산
권 등의 이슈를 고려하도록 권고함
연방정보 지원으로 수행된 학술연구와
정부기관의 자체연구에서 생산된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 관리계획
(DMP)를 작성,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
할 것을 권고함
데이터 액세스 및 호환체계 마련, 교
육 및 전문기술 양성을 위한 민관협
력, 타 기관과의 협력을 장려함

◦ 유럽 [2-2-2]
- European Commission은 2014년 “Open science”라는 용어 사용 시작
- Open science는 과학을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하며 사회발전 기여
- 유럽에 최적화된 open science 활용을 위해 이해관계자, 공동 설계, 개발자와
정책 개발
- Horizon Europe에서 연구데이터는 “가능한 한 개방적이며 필요한 경우 폐쇄
적”을 원칙
- 연구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Data Management Plans (DMP)이 의무화미
국은 2013년 오바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국 메모(OSTP Memorandum)는 공공부
문 오픈액세스 정책 확대의 기폭제 역할 수행

◦ 일본
- 2013년 G8회의 이후 오픈사이언스 정책수립 검토, 2015년 일본 오픈사이언스
정책에 관한 제안서 작성
- 2016년부터 일본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오픈사이언스 추진 방안 구체화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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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사이언스 정책은 일본 내각부에서 주관하되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시행, 다
만 국가적 일괄 지침보다는 기관차원의 규정⋅대책 마련을 독려

【그림 2-2-1】 일본 오픈사이언스정책 추진체계

국외 해양 데이터 공개 및 공동 활용 동향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2-3]
◦ 현재 이미 많은 지식과 해양과학 data를 가지고 있지만 활용과 관리를 위해 data
관리/공유 체계 필요

◦ 이에 2017년 12월 4일 UN에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양과학 10년 선포

◦ 해양 과학 기술 전문가, 해양 정책 전문가, 기업, NGO 및 시민단체 등 200명의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맺어 연구전략 공동 설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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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 IODE [2-2-4]
◦ 유네스코의 International Oceanographic Data and Information Exchange(IODE)와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IOC)는 1961년에 설립

◦ 해양데이터의 교환을 촉진하여 해양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
◦ 해양 데이터 관리 : 작업 정의(‘데이터’와 ‘정보’ 구분)
- ‘데이터’는 연구 또는 모니터링 활동에서 얻은 관찰 가능한 기본 가치(온도,
염도 등)
- ‘정보’는 처리 및 결과 해석이 된 데이터를 의미(메타 데이터 등)

◦ 해양 정보 사용자 : 과학자, 정책 입안자, 학생, 교육자, 산업, 기업
◦ 해양 데이터 배포를 위해 구개, 국제 표준 설정, 네트워크 연결로 개인 및 전문
가 그룹 구성, 교육 및 기술 협력

EU Marine knowledge 2020 [2-2-5]
◦ 업계, 공공기관 및 연구자들의 데이터 검색과 효과적 사용 촉진
◦ 유럽 전체 데이터 수집을 위해 EU에서 여러 국가 및 지역 시스템의 통합
◦ EMODNET (European Marine Observation and Data Network)의 prototype의 웹사
이트를

통해 엔지니어와 과학자는 해역에 대해 데이터 확인과 원본자료, digital

terrain models, 퇴적물 분포, 해양생물 및 서식지 데이터 다운로드

■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극지연구소

99

【그림 2-2-3】 Infographic - The European Marine Observation and Data
Network - at a glance

NOAA NCEI-Oceans Data Policy [2-2-6]
◦ NCEI-Oceans : 전 세계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많은 국제 및 국
가 기관과 협력하여 데이터 보관 수행

◦ 협력 기관 :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GEOSS),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GOOS),
Committee on Earth Observing Satellites (CEOS),
International Oceanographic Data and Information Exchange (IODE)
of the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
World Data System (WD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ce
(ICSU)

◦ 제공데이터 : Air Temperature and Atmospheric Properties, Arctic and Sea Ice
Ecosystems and Natural Resources, Geomagnetism, Global Climate, Gulf of
Mexic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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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NOAA NCEI data categories
Canada Policy for Scientific Data [2-2-7]
◦ 연구자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최근 데이터가 가장 중요
◦ 해양은 전 세계가 이어져있고 대기 시스템 등에 영향을 받아 한 국가만의 데이
터로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부족

◦ 데이터 노드(Data node)의 책무(responsibility)
- 메타데이터, 데이터 인벤토리 및 문서 유지
- 정부 및 부서 정책에 따른 데이터 통합, 검색, 요약 제공
- 다른 조직과의 데이터 공유 계약 조정
- 데이터 제공자와 협력하여 품질관리, 중복 확인 및 제거
- 데이터 손실 보호, 장기적 접근, 조직변경, 책임변경, 퇴직 등의 경우에도 데이
터 유지

Australia’s Integrated Marine Observing System (IMOS) Data Policy [2-2-8]
◦ Australian Ocean Data Network (AODN) 포털의 인프라는 IMOS 개발을 기반으
로 하며 데이터/메타데이터 형식화, 검색 및 공유에 대한 국제 표준 및 계약을
따름

◦ AODN은 해양 및 기후 데이터 자원의 상호 운용 가능한 온라인 네트워크
◦ AODN는 가능한 많은 해양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액세스하고 자유롭게 사용하
도록 하는 것이 목적

◦ 수집가능 데이터
- Parameter(Biological, Chemical, Physical-Atmosphere, Physical-Water)
- Organisation(Australian Universities, Commonwealth Departments and Agencies,
Industry, Integrated Marine Observing System (IMOS), International, Local
Government, Non Government,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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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AODN 데이터 관리 개요

2.2.2 국내 정책 동향
해양수산발전 정책방향 (해양수산부, 2021)
해양의 지속가능성 강화
◦ 해양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한 해운, 항만 친환경 기술의 개발 및 활용 확대
◦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후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등 육상기인 해양오염 물질의 저감을 위한 육·해상 통합
적 환경관리

◦ 해양공간 및 자원의 공공성 강화와 친환경적 이용
◦ 해양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선박, 항만, 어촌 등으로의 이용 확대
◦ 기후위기 상황을 새로운 해양산업 발굴 및 혁신의 기회로 활용
◦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 및 세계적인 탈탄소화 움직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선
도 필요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6대 주진전략4) 수립 (해양수산부, 2021)
주요정책과제 중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해안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

◦ 데이터 기반 자연재해 예측․평가 능력 강화
- 재해예측을 위한 해양 빅데이터 수십․공유 체계 구축
- 디지털 기술 기반 재해 예측·위험 평가 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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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대응 사전 예방적 연안·해양공간 조성
- 연안재해 위험평가·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
- 자연재해 대응 항만·어항 방재능력 강화

◦ 해양수산 통합형 재난관리체계 구축
- 상시적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항만 등 주요 해양 기간시설의 재난 위기
를 유형별(자연재난, 인적재난 등)로 정의, 위험도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평가,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제 구축
주요정책과제 중 굳건한 해양안보로 해양영토 확보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

◦ 해양영토 주권․주권적 권리 행사 강화
- 독도와 주변해역 관리 강화 : 독도와 영해의 확고한 주권 수호를 위한 안보태
세 강화와 견고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 울릉도의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독도관련 콘텐츠(관광, 교육, 연구 등)를
울등도와 연계하여 울릉도를 독도 영토관리 거점으로 활용
- 독도 시설물을 환경 친화적·현대적 시설로 전환하여 독도의 자연환경 보호
및 상주인력의 거주여건 개선
- 독도 주변 해양생태계 보호·보전을 위한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사회
적 약자·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독도 탐방을 지원하여 독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 독도, 동해 및 해양지명 영문 명칭 표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용 확대
- 해양영토 관리역량 고도화 : 우리나라 EEZ 및 대륙붕에서 어족 자원의 지속가
능한 생산을 위한 지표개발, 타국의 불법어업 및 남획 차단을 위한 해상 법집
행권 제고
- 해양공간관리계획, 해양자원 개발·이용, 해양협력 구축 등을 토대로 통합적인
해양영토관리 전략 마련 추진
- 고해상도 해양·환경 관측위성 개발 사업 등을 통해 관할해역의 광역 감시망
확대·구축을 통한 해양이익 증진 및 해양문제 대응력 제고
- 해양과학조사 능력 및 자원 탐사 능력 강화로 우리나라 대륙붕에 부존하는
석유 및 가스 자원을 지속적으로 탐사하고 자원 확보

빙저탐사 수중로봇 기술 개발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공동으로 2018년 12월 ‘2050 극지비전’ 선포를 통해 향
후 30년의 통합 극지정책 방향 제시.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한 7대 추진전략을 제
시하여 5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남극연구활동기본계획’과 ‘북극활동진흥 기
본계획’의 지침으로 삼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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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활동 7대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7대 추진전략 및 세부 도전과제 추진
◦ 7대 추진전략 중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극지정책 추진’, ‘극지연
구 혁신 및 실용화 성과 창출’, ‘국제사회의 극지환경 보전노력에 적극 참
여’, ‘연구인프라 확충 및 인력양성 등 정책역량 강화’가 본 사업과 관련됨
※출처 : 해수부, 외교부 공동 보도자료 18-791(극지의 새미래, 2050년 극지활동
청사진 밝힌다.)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4대 전략 중 ‘북극
과학연구 활동 강화’가 본 사업과 관련됨
- 북극 과학연구 활동 강화 전략 중 추진과제‘기지 등 인프라 활용 연구·활동
확대’, ‘연구·활동 기반 확충’, ‘북극권 공간정보 구축’과 관련됨
출처 : 관계부처 합동,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2013)

신(新)북방정책 추진계획
◦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여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신북방정책’이 본 사업과 일부분 관련됨
- 4대 목표 중 하나인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에서 북극지
역 연구개발 분야 확대와 관련됨
출처 :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 현대경제연구원

해양수산부 R&D사업으로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수행
◦ 남극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구조 및 기능 연구
◦ 장보고기지 주변 빙권변화 진단, 원인규명 및 예측

극지연구소는 Korean-Route 프로젝트(2017~2026)를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
하여 연구사업 수행 중
◦ 코리안 루트 개척, 심부빙하․빙저호 시추 및 운영기술 개발, 첨단 분석 기술 개발
을 목표로 함

◦ 미국/영국/일본/덴마크 연구진이 심부빙하 시추 분야에 국제공동연구 참여
◦ 국내에서도 건설(연)/철도(연)/천문(연)도 코리안 루트 개척 분야에 참여

국내 해양 데이터 공개 및 공동 활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약칭: 해양조사정보법)
◦ 해양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3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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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해양조사정보법
구분

내용
제42조(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를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4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조사를 할 때에는 그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양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1. 조석·조류·해류의 관측 및 해수의 물리적 특성 조사
2. 해저지형, 해상 지구자기, 해상 중력 및 해저지질의 조사

해양정보

3. 인공어초 등 해저위험물의 조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
②~③ (생략)
제45조(국가해양정보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된 해양정보 등을 수집·가공·분석·예측하
고 이를 총괄하여 관리·제공하는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해
양조사 관련 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의 수집·가공·분석·예측 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보이용자에게 해양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에 해양정보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2.3.1 해외 시장현황 및 전망
황천 해양특성 연속 관측용 찌부이 개발
최근 배터리 기술과 무선통신 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 해양과학기술분야에서
도 해로운 혁신 분위기 조성 중
장수명 배터리 등장에 따라 부이를 활용한 무인 연속관측이 진화되고 있으며, 최
근 우리나라에서도 10미터 직경의 대형 기상관측 부이, 황해 중부해역의 해양영
토 수호용 초대형 관측부이 등 운용이 확산되고 있음,
중국에서는 2020년 최근 15미터 직경의 초대형 부이를 개발, 동중국해 등에서 운
영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관측부이 제작, 설치 및 운영,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시장이 형성 초기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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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은 무선통신, 배터리 기술, 박데이터 및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기술 혁
신에 동반, 초대형 부이 관련 시장도 더욱 확장될 것이라 예측됨
특히, 황천에서의 찌부이 개념은 본 연구제안이 최초이므로, 이 기술에 대한 시
장은 국내외 어디에서도 미 형성

수중청음기 분야
수중청음기의 해외 기술 현황
◦ 국외에서

개발된

수중청음기(hydrophone)는

Teledyne의

자회사인

덴마크의

RESON, 덴마크의 Brüel & Kjær 사, 그리고 미국의 High Tech Inc. 등에서 개발
되어 우수한 성능의 상용 제품을 판매함

◦ 해양에서 사람에 의해서 발생되는 목소리와 인위적인 충격에 의한 소리를 청음
하기 위한 하이드로폰의 감도와 주파수 응답범위는 일반적으로 -170dB ∼
-220dB, 2 Hz∼100 kHz 임

◦ 수중음향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지
속적으로 수행되어옴. 최근에는 CPU의 신호처리 속도의 발달로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의 모뎀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Teledyne Benthos사에서는 MFSK와 PSK 방식의 변조기법을 사용하며 다중경로를
피하기 위한 가드타임(guard period) 설정이 가능. 수중과 수상과의 데이터 통신
을 위해 수상 유닛용 모델(ATM-891 등)이 있음

◦ EvoLogics는 독일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S2C(sweep-spread carrier) 기술을 적용
한 모뎀 제작사임. 모델은 크게 R 시리즈와 M 시리즈로 구분되며 주파수 대역,
전송속도 및 거리, 운용수심 등에 따라 구분됨. R 시리즈는 USBL을 이용한 위치
추적 기능이 가능한 특징이 있음

◦ 영국 Tritech International Ltd는 영국 업체로서 수중음향 모뎀을 비롯한 여러 장
비를 생산하고 있음. 수중음향 모뎀으로는 AM-300과 Micron Data Modem의 두
종류가 있음. Micron Data Modem은 ROV나 AUV 장착이 용이한 소형모델이며,
위치탐지가 가능한 특징이 있음

◦ 미국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수중에서 작업하는 잠수사 또는 무인잠수정의 위
치를 실시간 파악하기 위한 장비의 모뎀이 Applied Acoustics사, Edgetech사,
Tritech사 등에 의해 개발되었음

◦ 국외에서는 청음센서(hydrophone) 및 휴대용 수중청음기 및 수중모뎀 등의 기술
개발이 주로 이루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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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음향 센서 시장 동향
◦ Maximize market research에 의하면 음향 센서의 사장은 2027년까지 점차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며, 지역적 증가 차이는 크게 없음5)

◦ 또한 음향 센서의 전세계 시장은 2027년까지 $2,049,560,000로 증가할 예정임6)

【그림 2-3-1】 세계 음향 센서의 지역별 성장 예측(2019-2027)

【그림 2-3-2】 세계 음향 센서 시장 동향(2020-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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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술 시장
해외 데이터 산업 현황 [2-3-1]
◦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연평균성장률 7.3%의 성장세로, 2018년도에는 15조
1,545억 원의 규모

【그림 2-3-3】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Kdat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1.3%의 성장세 예상, 2025년엔 3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클라우데라
- IT시장에서 처음으로 하둡을 기반으로 탄생한 기업
- 하둡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분류하는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
업에 공급
- 강력한 경쟁자였던‘호튼웍스’를 합병해 빅데이터 분석 시장에서 독보적인 1
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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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클라우데라 기업 규모 및 하둡시장 전망

【그림 2-3-5】 2025년까지 하둡 빅데이터 분석 시장

2.3.2 국내 시장현황 및 전망
해양환경 및 안전 분야
해양산업 분야 전망
◦ 해양산업위원회 (2014)에 따르면, 2006년 Douglas Westwood Limited社가 작성한
‘해양관측시스템의 세계시장(Global Markets for Ocean Observation Systems)’
에서 2006년 기준으로 세계 해양관측시스템 시장이 약 18억 달러(1.8조원) 규모가
2011년에는 약 24억 달러(2.4조원)로 전망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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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공공서비스(모니터링) 분야는 ‘해양관측, 해양위성 관측, 해양예보 등을 포
괄하는 기술’로 특히 최근 해양과 연안에서의 자연재해, 유류오염, 해양환경오
염, 적조,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해양예측정보의 생산 및 신속한 전
파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 해양산업의 전략적 위치를 시장규모와 향후 2030년까지의 성장률의 2가지 지표
를 사용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한 시장매력도와 각 산업별로 도출된 KSF(Key
Success Factors)를 상대평가(선진국 수준=100)한 경쟁역량으로 표현하면, 2030년
에 해양안전(해양서비스 포함) 분야는 해양산업 평균에 비해 시장매력도는 높지
만, 내부경쟁역량은 다소 미흡할 것으로 전망(해양산업위원회, 2014)

【그림 2-3-6】 해양산업의 전략적 포지셔닝 결과

빙저탐사 수중로봇 기술 개발
현재 극지활용을 위한 수중로봇 및 관련 장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지
지 않아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대양전기, 레
드원테크놀로지, 포항공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등에서 수중 탐사 및 작업을
위한 수중로봇을 개발하였으나, 극지활용을 위한 AUV, ROV에 대한 개발은 시도
조차 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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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술 시장
국내 데이터 산업 현황 [2-3-2]
◦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2018년에 6조 9,862억 원으로, 2017년 대비 6.4%
성장

【그림 2-3-7】 KDATA2019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국내 플랫폼 서비스
◦ 국내 플랫폼 서비스의 대표적 사례로써 통신으로부터 발생되는 빅데이터의 본격
적인 활용을 위해 SKT에서 오픈소스 기반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하둡(Hadoop) 서버를 기존 40대에서 1,100대까지 늘리고 주키퍼(Zookeeper), 플럼
(Flume), 스톰(Storm), 스파크(Spark) 등 구비

◦ SQL on Hadoop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하이브(Hive)에 더해 임팔라(Impala)와 타조
(Tajo) 도입하여 빅데이터 분석 지원

【그림 2-3-8】 SKT 공개 SW 도입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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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WOT 분석
2.4.1 내부 환경 분석
강점요인(Strengths) 분석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강점요인(Strengths)을 분석,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4-1】 강점요인 분석
분석 항목
현
황

강점

분

(Strengths)

석

분석 내용


해양과학연구 전문성 및 최고 수준 연구인력



해양과학 빅데이터 자체 생산 능력(관측자료, 수치모델, 위성
영상 등)



해양과학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기술 보유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 구축 및 운영 경

약점요인(Weakness) 분석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약점요인(Weakness)을 분석,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4-2】 약점요인 분석
분석 항목
현
황

약점

분

(Weakness)

석

분석 내용


연구자, 부서, 기관 간 빅데이터 인식 차이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관리/분석 경험 미흡



인프라(전문인력, 조직, 장비 등) 분산



해양과학 빅데이터 공개/공동활용 체계 미비



해양과학 빅데이터 수집, 활용 자체 규정 부재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강점(Strength)
◦ 실시간 해양정보 획득, 4차원 해양관리 기술 및 고급 기술 확보 가능

약점(Weakness)
◦ 해저관측망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
◦ 제작 및 설치 고비용, 장비 유지/보수 어려움(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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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및 역량 분석

2.4.2 외부 환경 분석
기회요인(Opportunities) 분석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회요인(Opportunities)을 분석,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4-3】 기회요인 분석
분석 항목
현
황
분
석

분석 내용


실시간 해양 분석 체계 도입 요구

기회



머신러닝, 딥러닝 등 AI 연구 개발 활성화

(Opportuniti



해양과학 빅데이터 분석 콘텐츠 제공 요구

es)



데이터 공개/공동 활용 관련 정책적 압력 증가



데이터 중심 연구로의 인식 변화 및 문화 강화

위협요인(Threats) 분석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위협요인(Threats)을 분석,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4-4】 위험요인 분석
분석 항목
현
황

위험

분

(Threats)

석

분석 내용


빅데이터 체계 도입을 위한 중장기 투자 불확실



지속 가능한 전담조직 및 인프라 구축 불투명



급변하는 빅데이터 기술의 주기적 교체 부담



기관 간 협력체계 유지 불확실



확보 전문인력의 기관 간 공동활용 부담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기회(Opportunity)
◦ 중국, 일본 등이 해저 관측망을 운영 중
◦ 우리나라 해양 주권 확보를 위한 대응 필요

위험(Threat)
◦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
◦ 어선에 의한 케이블 절단 위험 및 해저케이블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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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SWOT Matrix
【표 2-4-5】 SWOT Matrix
Strength

내부환경



외부환경
Opportunity



배터리 및 IT강국으로서
강화된 대한민국 위상

세계

최고수준의

중국의 정부차원 지원과
빠른 기술추격

조선해양,

배터리 및 IT 기술 보유
 세계 최고수준의 조선해양,
배터리, IT 기술과 강화된
우리나라의 관련분야 위상을
활용, 황천해양 관측기술의
세계적 리더 위상 확보
S-O

Threat



Weakness



앏은 해양정보 수요층



얇은 수요층 극복을 위해,
관련기술을 해외 수요와
연계 추진
W-O

S-T


중국보다 한발 앞서 관련
기술을 개발, 관련기술
최강국으로서의 입지(이미지)
조기 선점

W-T


해외 관련기술시장을 조기에
개척 추진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SO 전략 (Strength & Opportunity)
◦ 주변국에 대응한 실시간 해양정보 획득을 위한 해저케이블 설치
◦ 4차원 해양관리 기술을 활용한 해양 주권 확보

WO 전략 (Weakness & Threat)
◦ 주변국 마찰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지원 필요
◦ 해저케이블 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ST 전략 (Strength & Threat)
◦ 해저케이블을 이용한 해양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 추진

WT 전략 (Weakness &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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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및 역량 분석

빙저탐사 수중로봇 기술 개발
Strength

외부환경
내부환경

Opportunity

• 해양로봇 설계/해석 기술
보유
• 수중항법/제어 등 해양로봇
핵심기술 개발 실적, 다수의
수중로봇 제작 및 실해역
운용 경험
• 극지환경 재현과 실험실
시험이 가능한 빙해수조 및
콜드룸 인프라 확보

Weakness

•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발전에
따라 해양로봇(극지탐사 수중로봇
포함) 수요 증대
• 해양 신산업 육성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강화
• 극지연구소의 K-루트 개발사업
추진 및 국제적 관심 고조

• 빙저호 및 빙붕저 해저탐사에
외국기관 참여가 지속됨으로써
국내연구개발 기회 실종
• 국제협력으로 얻은 극지연구
데이터의 외국독점 및 기술종속
• 극지 탐사 수중로봇의 개발과
검증에 고비용 소요

• 심해저 자원개발 선도국에 대한
제3국가의 환경보호 압력을
견지하고, 심해 유인잠수정을
통한 안정적 자원확보 기틀
마련
• 조선 및 해양플랜트 등
우리나라 해양공학 범용기술을
활용과 정부의 적극적
개발의지를 통한 新산업 기반
창출
• 주변국의 정치적 견제 및 기술
선진국의 기술보호 강화로 인한
심해잠수정의 필요성 및 정부의
강력한 개발 의지와 기술력을
통한 극복

• 기술 선진국의 기술보호
강화를 도전적 심해잠수정
기술개발을 통한 극복
• ICT 융복합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과 심해자원 확보 및 심해
배터리 및 펌프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
• 해양안전 및 환경 보호 중요성
부각을 통한 정부의 투자 확대
우도 및 전문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 인프라 강화

Threat
• 극지탐사 수중로봇
개발경험 전무하고, 극지
해양장비 운영 /유지관리
인력 부족
• 극지환경에 대한 표준화된
시험평가체계 미흡
• 개발자 위주 연구로
수요자 요구 반영 미흡함에
따라 상용화 미흡

S-O

W-O

S-T

W-T

• ICT 융복합을 통한 심해잠수정
개발로 해양자원, EEZ 선점의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
• 해양공학 분야의 세계 최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의
심해잠수정 기술력에 대한 도전
• 심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육성정책의
해양분야 관심 고취

■
■

• 심해잠수정 원천기술 기반
부족 및 취약한 인프라 경쟁력
적극 개선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유도
•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장기
기초연구개발에 대한 여론
환기 및 심해에 대한 관심
유도와 취약한 연구 인프라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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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6】 SWOT Matrix
Strength

내부환경



외부환경



Opportunity






실시간 해양 분석 체계
도입 요구
머신러닝, 딥러닝 등 AI
연구 개발 활성화
해양과학 빅데이터 분석
콘텐츠 제공 요구
데이터 공개/공동 활용
관련 정책적 압력 증가
데이터 중심 연구로의
인식 변화 및 문화 강화






해양과학연구 전문성 및 최고
수준 연구인력
해양과학 빅데이터 자체 생산
능력(관측자료, 수치모델,
위성영상 등)
해양과학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기술 보유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 구축 및
운영 경
실시간 빅데이터 수집/분석
환경 구축 제공
해양과학연구인력의 AI 융복합
연구 유도
자체 생산 데이터와의 융합
콘텐츠 생산
자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기관 역량
강화 및 이니셔티브 확보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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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체계 도입을
위한 중장기 투자 불확실
지속 가능한 전담조직 및
인프라 구축 불투명
급변하는 빅데이터 기술의
주기적 교체 부담
기관 간 협력체계 유지
불확실
확보 전문인력의 기관 간
공동활용 부담







Weakness












연구자, 부서, 기관 간
빅데이터 인식 차이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관리/분석 경험 미흡
인프라(전문인력, 조직, 장비
등) 분산
해양과학 빅데이터
공개/공동활용 체계 미비
해양과학 빅데이터 수집,
활용 자체 규정 부재
AI 융합 콘텐츠 개발을 통한
빅데이터 인식 개선
실시간 데이터 처리/분석
역량 강화 활동 지원
분산된 인프라를 데이터
중심으로 통합 및 재편
데이터 공개/공동활용을 위한
체계/제도 정비
대내외 데이터 공개 및
공동활용 서비스 개발

S-O

W-O

S-T

W-T

빅데이터 및 AI 기반 연구과제
발굴 지속 지원
데이터 전문 인력 재배치를
통한 역량 집중
본-분원 간 공동활용 및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조직(또는
위원회) 신설 및 겸직 허용
본-분원 간 데이터 및 기술
교류 체계 정립을 통한 노하우
전수 및 기술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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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부서별 인프라 분산
투자 통제 및 감독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계획 수립 및 이행
장기적 기술 교체 부담이
적은 기술 선별 도입
기관간 협업 및 협력 가능한
체계 및 규정 구비
빅데이터 분야 투자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

2. 환경 및 역량 분석

SWOT 분석 시사점
SWOT분석에 따른 대응방향 및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그림 2-4-1】 SWOT 분석 시사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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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내외 환경분석에 따른 시사점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국외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해저관측케이블을 이용한 해양환경 자료를 획득하고
있음
◦ 현재 국내의 해저음향케이블은 국방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민수용으로 활용 가
능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수중음향자료를 이용한 해양동물 연구는 미흡하며, 실시간 해저음향케이블에서
획득한 자료를 이용한 고래류의 생태학적 연구가 요구됨

음향센서 시장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 해저음향케이블을 이용한 수중 환경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출 가능한 품목
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울릉도, 독도의 해양 영토 수호
◦ 독도의 영유권 강화와 해양 영토 수호 차원에서 울릉도, 독도의 수중환경 모니터
링이 매우 중요하게 판단됨

◦ 해저음향케이블을 이용하면 수중이동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양동물 생태연구
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음

빙저탐사 수중로봇 기술 개발
현재도 많은 연구단체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무인수중로봇들을 개선
하고 신규개발하고 있음.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로는 기술의 향상이 뒷받침되
었기 덕분임.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탐사거리가 길어지고 수중통신기술의 발전
과 정확도가 높아진 수중항법, 더 고화질의 영상과 최근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까지 반영한 장비들이 나오고 있음. AUV의 탐사반경이 길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저장기술의 발전임. 로봇 설계시 저전력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고 해도 배터리와 같이 에너지 저장체의 한계가 있을 경우 큰 효과
를 기대하긴 힘듦. 또한, 최근에 사용되는 관성항법장치의 성능은 과거에 비해 2
배 이상 향상되었으며 광학모뎀의 경우 더 많은 양의 데이터전송이 가능하며 물
속으로 150m까지 전송이 가능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더불어, 파도에너지나
수심에 따라 다른 바다의 온도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도가 수
행되고 있음
Tethered, Untethered, Hybrid는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
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며, 비교를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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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및 역량 분석

아래의 항목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해 보아야 함
◦ 탐사거리
◦ 실시간성
◦ 매니퓰레이션 샘플링(로봇팔 등)

현재의 기술동향 및 탐사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요구되는 형태는
NUI 같은 Hybrid형 ROV임. AUV 등에 비해 탐사반경은 짧아지더라도, 광학영상
카메라의 실시간 확인과 로봇팔 등을 이용한 샘플링 기능이 요구되기 때문임. 전
원과 통신을 함께 전달하고자 하면 Tether케이블이 너무 두꺼워지며 이로 인해
탐사반경에 더욱 제약을 받기 때문에, 통신만을 중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해양연구데이터 정책 동향
국내외에서 오픈데이터, 오픈사이언스정책 등이 활성화되면서 기초과학분야에서
의 연구데이터 공개 및 공동 활용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국제공동체인 UN, EU 등에서도 해양데이터의 공개 및 공동활용을 위한 프로그
램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 및 운영 중임
개별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해양데이터 공개/공동활용 정책을 선도적
으로 수립하고, 실시간(real time) 및 지연시간(delayed time) 해양관측/연구데이터
를 제공하는 체계를 완성하여 이를 활용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03호, 2020. 2.
18. 공포)"을 제정하면서 해양데이터의 공개 및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는 실효성있는 지원 사업이나 체계 구축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해양빅데이터 기술 동향
국외에서는 빅데이터 기술 일부를 활용한 데이터 서비스 개발이 몇몇 선도 업체
를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융복합 기술개발 시도는 일부 연구소 및 대학 등
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국내의 경우 빅데이터 관련 기술 개발은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나, 해양과학 분야에서 관련한 기술 개발은 미흡한 수준이며 융복합
기술 개발은 아직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됨
해양관측데이터의 실시간 생산/처리/제공 및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기술 상용화
와 관련하여 해외의 경우 최근 미국, 영국, 호주와 일부 글로벌 회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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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용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전무함
해양과학 분야에서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 시작된 지 오래지 않아 국외와
의 기술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술개발 연구에 집
중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4~5년 이내에 해외 기술수준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해양 무인관측데이터의 실시간 저장/분석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이니셔
티브 행사(국내외 표준 및 특허 등 산업재산권 선점 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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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3.1 비전 및 목표
3.2 핵심과제 도출
3.3 추진전략

3.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제3장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3.1 비전 및 목표
비전 수립 (세부성과4)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해양관측기술 혁신
극한해양공간 관측 빅데이터 중심 연구몰입 환경 구현

정책 목표 (세부성과4)
실시간 연속 해양관측으로 새로운 해양현상 발견과 과학기술 정책목표 도출
극한해양공간 관측데이터 수집-처리-분석 연구 업무효율 30% 향상

연구개발 목표 (세부성과4)
황천 해양특성 연속 관측용 찌부이 개발

【그림 3-1-1】 찌부이(Bob-type top-tensioned bob-type buoy system)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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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 전체 비전 및 목표이므로 세부성과팀 의견을 총괄에서 모아 정의 필요 의견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수중환경 측정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수중음향케이블을 이용한 수중음향 환경 측정
◦ 해양동물(고래류) 탐지 연구
◦ 수중드론 항법지원용 수중기준위치 기지국(underwater GPS) 기술 개발

빙저탐사 수중로봇 기술 개발
목표
◦ 빙붕하부를

실시간으로

탐사하며

로봇팔

등을

이용한

샘플링이

가능한

Light-tethered ROV 기술 및 플랫폼 개발

 빙붕하부 탐사를 위한 경량 광케이블을 이용하는 ROV 시스템 및 운용 기술 개발
- 탐사반경: OOkm
- 탐사수심: 2,000m
- 항법 위치 정밀도: 항해거리의 OO% 이내

3.2 핵심과제 도출
3.2.1 핵심과제 도출
(핵심과제 1) 황천 해양특성 연속 관측용 찌부이 개발
(핵심기술 1-1) 실시간 황천관측 부이 설계 및 제작기술
(핵심기술 1-2) 실시간 황천관측 부이 운영기술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해저 관측케이블 시스템 구축
◦ 울릉도, 독도에 해저케이블 설치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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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동물 탐지 기술 개발
◦ 수중드론 항법지원용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기술 개발

빙저탐사 수중로봇 개발
빙붕 하부라는 특수한 공간에 대한 탐사를 위해 최신 기술 중 하나인 경량 테더
케이블을 적용한 원격조종무인잠수정(ROV) 기술 및 플랫폼 개발

(핵심과제 4) 극한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핵심기술 4-1)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기술
(핵심기술 4-2)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
영 기술
(핵심기술 4-3)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기술
(핵심기술 4-4)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장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기술

3.2.2 핵심기술개발 내용
(핵심기술 1-1) 실시간 황천관측이 가능한 부이 설계 및 제작 기술
직경 10cm+/-, 길이 10미터 파이프 안에 센서를 장착하여 장기간(1년 이상)
thermocline 을 관통하는 구간 계측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
센서 bio-fouling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 적절하도록 설계(계측 시에만 해수에
노출되거나, 계측면에 생물부착을 방해/제거하는 장치 등)
수심 40~100 미터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
설치 및 회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WHOI의 core sampler type 참조)
황천(SS8)에서 생존 가능한 시스템으로 설계, 제작 기술 등
(핵심기술 1-2) 실시간 황천관측 부이 운영기술 개발
부이장착 센서 기능유지 관리기술
부이에 장착된 대용량 배터리 재충전 기술
저비용 무선 통신을 위한 디지털 HF 통신기술
실시간 데이터 인공지능 처리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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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수중환경 측정 시스템 개발
◦ 극한 해양환경 측정을 위하여 해저에 관측케이블을 이용하여 수중환경 측정
◦ 수중 환경 중에서 해저 수중음향케이블을 이용한 수중 음향 환경 측정
◦ 울릉도와 독도에서 실시간 수중음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신호케이블(광케이블)
1km와 센서 케이블(수중음향 측정) 100m를 설계하고 제작하여, 설치 및 운영

◦ 측정된 결과를 이용하여 해양동물(고래류 등)를 탐지하는 연구 수행
◦ 해저관측케이블을 이용하여 수중드론 항법지원용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기술을
접목

빙저탐사 수중로봇 개발
빙붕하부 탐사를 위한 경량 테더케이블(Light tether cable)을 이용한 ROV 사양
도출 및 설계·제작
◦ 수중로봇 플랫폼 기술 개발 : 극저온 환경의 극지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내한성
능에 대한 확보. 장거리 경량 광케이블을 테더로 사용하여
ROV의 진·회수 및 운용 기술 확보

◦ 빙저 수중복합항법 기술 개발 : 일반적인 USBL의 사용이 어려운 빙붕하부 환경
에서의 수중항법 기술 확보

◦ 고밀도 배터리 기술 개발 : 저온환경에서 고밀도 에너지 용량과 방전 성능을 확
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실시간 광학카메라 탐사 및 로봇팔을 이용한 샘플링 가능 Light-tethered ROV
운용 개념 도출
◦ 통신만을 중계하는 경량 케이블과 자체 전원을 이용하여 기존의 ROV보다 빙붕
하부에서의 탐사 반경을 대폭 증대할 수 있도록 함

(핵심기술 4-1)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기술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 설계 기술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 구축 기술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DB 설계 기술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DB 구축 기술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표준화 기술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스트리밍 수집/처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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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인덱싱 및 검색/조회 기술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처리 결과의 통계 가시화 기술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처리 상시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탐지 기술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신 지연 및 접속 중단에 대한 알람 및 복원 기술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 보안 기술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 운영 기술

(핵심기술 4-2)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설계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DB 설계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DB 구축 기술
이종 시스템 DB 간 연계를 통한 데이터 수집/저장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생성/관리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품질진단 및 관리, 정제, 가공 등 전처리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보안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 설계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 구축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용 메타데이터 DB 및 카탈로그
DB 설계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용 메타데이터 DB 및 카탈로그
DB 구축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용 데이터 웨어하우스(DW) 및
데이터 마트(DM) 설계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용 데이터 웨어하우스(DW) 및
데이터 마트(DM) 구축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검색/조회/제공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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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3D 가시화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GIS 기반 가시화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사용자 맞춤형 추천 및 제공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 보안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 운영 기술

(핵심기술 4-3)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사이언스 DB 설계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사이언스 DB 구축 기술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플랫폼 설계 기술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플랫폼 구축 기술
오픈소스 기반 해양과학 빅데이터 분산저장 기술
오픈소스 기반 해양과학 빅데이터 병렬처리 기술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상시 자원 모니터링 및 관리/제어 기술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기반 빅데이터 분류, 배열 및 조직화 기술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기반 빅데이터 분석 결과 가시화 기술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기반 융복합 콘텐츠 및 분석 툴 개발 기술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지원용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설치/관리 기술
딥러닝, 머신러닝 등 AI 관련 라이브러리 활용 기술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 인터페이스 구현 기술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보안 기술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운영 기술

(핵심기술 4-4)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장비
‧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기술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장비/데이터 공동활용 관리시스템 DB 설계 기술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장비/데이터 공동활용 관리시스템 DB 구축 기술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장비/데이터 공동활용 관리시스템 시스템 설계 기술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장비/데이터 공동활용 관리시스템 시스템 구축 기술
이종 시스템 DB 간 연계를 통한 아카이브(archive) 구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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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장비/데이터의 이중화/이원화 아카이브 보존 기술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장비/데이터 현황 모니터링 기술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장비/데이터의 웹 기반 관리 기능 및 인터페이스 구현
기술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장비/데이터 공동활용 관리시스템 자원 모니터링 및
관리/관제 기술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장비/데이터 공동활용 관리시스템 보안 기술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장비/데이터 공동활용 관리시스템 운영 기술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장비/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기술 (조직 구성
및 운영, 예산 확보, 정책 및 제도 제정, 데이터 관리 지침, 인력 양성 등 포함)

3.2.3 기술개발 로드맵
(핵심기술 1) 황천 해양특성 연속 관측용 찌부이 개발
1차년도 : 기존자료 수집 및 기술분석, 개념설계
2차년도 : 상세설계 및 제착 착수
3차년도: 시스템 제작 완성
4차년도 : 실해역 설치 및 운영 시작
5차년도 : 검보정 및 문제점 개선

(핵심기술 2)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설계, 제작 및 운영
◦ 우리나라에서 극한 해역으로 분리되는 울릉도, 독도해역에 해저관측케이블을 설
계, 제작, 설치 및 운영

◦ 해저케이블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실시간 해양동물 모니터링 연구
◦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활용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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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목표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해저관측케이블 설계 및

해저 관측케이블 설계

해저 관측케이블 독도

해저 관측케이블 울릉도,

제작(1조, 울릉도해역)

및 제작(1조, 독도 해역)

해역 설치 및 운영

독도 해역 정상 운영

해저 관측케이블 울릉도

해양동물 탐지 알고리즘

실시간 해양동물

해역 설치 및 운영

정립

모니터링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기
술 정립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구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구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활

축 연구

축 연구

용 연구

수중음향 자료처리센터

수중음향 자료처리센터

수중음향 자료처리센터

수중음향 자료처리센터

구상

구축

운영

정상 운영

해저관측케이블 설계 및 제작
(울릉도 해역)

해저관측케이블 설계 및 제작
(독도 해역)

해저 관측케이블 울릉도, 독도
해역 설치 및 운영

해양동물 탐지 알고리즘 연구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구축 연구

해양동물 탐지 알고리즘 정립

수중 음향 자료를 이용

연차목표

주요
연구
내용

한 해양동물 탐지 알고
리즘 연구

해저 관측케이블 울릉도, 독도
해역 정상 운영

- 해양동물 모니터링
-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활용연구
- 수중음향 자료처리센터
정상 운영

【그림 3-2-1】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연구 로드맵

(핵심기술 3) 빙저탐사 수중로봇 개발

【그림 3-2-2】 빙저탐사 수중로봇 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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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4) 극한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그림 3-2-3】 극한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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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핵심기술개발 성과지표

All

황천 해양특성 연속 관측용 찌부이 개발 성과물
핵심기술 구분

최종 성과물

실시간 황천관측이
가능한 부이 설계 및
제작 기술

상세설계도면
장수명 고용량 배터리 장착기술
황천부이 진수인양 장치 설계기술
바이오파울링 저감 기술

실시간 황천관측 부
이 운영기술 개발

부이장착 센서 기능유지 관리기술
부이에 장착된 대용량 배터리 재충전 기술
저비용 무선 통신을 위한 디지털 HF 통신기술
실시간 데이터 인공지능 처리기술

핵심과제 4의 핵심기술개발 성과물
핵심기술 구분

최종 성과물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DB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기술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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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수집/처리 기술
실시간 데이터 인덱싱 및 검색/조회 기술
실시간 데이터 수집/처리 결과의 통계 가시화 기술
실시간 수집/처리 상시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탐지 기술
실시간 데이터 수신 지연 및 접속 중단에 대한 알람 및 복원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DB
해양과학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
해양과학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메타데이터/카탈로그 DB
해양과학 빅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용 DW/DM
이종 시스템 DB 간 연계를 통한 데이터 수집/저장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생성/관리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품질진단 및 관리, 정제, 가공 등 전처리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검색/조회/제공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3D 가시화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GIS 기반 가시화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사용자 맞춤형 추천 및 제공 기술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오픈소스 기반 해양과학 빅데이터 분산저장 기술
오픈소스 기반 해양과학 빅데이터 병렬처리 기술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상시 자원 모니터링 및 관리/제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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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기반 빅데이터 분류, 배열 및 조직화 기술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기반 빅데이터 분석 결과 가시화 기술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기반 융복합 콘텐츠 및 분석 툴 개발 기술
데이터 사이언스 지원용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설치/관리 기술
딥러닝, 머신러닝 등 AI 관련 라이브러리 활용 기술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 인터페이스 구현 기술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장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기술

기‧장비/데이터 공동활용 관리시스템
기‧장비/데이터 아카이브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지침
(조직구성/운영, 예산, 정책/제도, 데이터관리지침, 인력양성 등 포함)
이종 시스템 DB 간 연계를 통한 아카이브(archive) 구축 기술
기‧장비/데이터의 이중화/이원화 아카이브 보존 기술
기‧장비/데이터 현황 모니터링 기술
기‧장비/데이터의 웹 기반 관리 기능 및 인터페이스 구현 기술
공동활용 관리시스템 자원 모니터링 및 관리/관제 기술
기‧장비/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기술

핵심과제 1의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상세설계도면
실시간 황천
관측이 가능
한 부이 설계
및 제작 기술

1식

장수명 고용량 배터리 장착기술
황천부이 진수인양 장치 설계기술
바이오파울링 저감 기술

실시간 황천
관측 부이 운
영기술 개발

1건
1건
1건

부이장착 센서 기능유지 관리기술

1건

부이에 장착된 대용량 배터리 재충
전 기술

1건

저비용 무선 통신을 위한 디지털 HF
통신기술

1건

실시간 데이터 인공지능 처리기술

1건

비고
(세계최고수준,
설정근거 등)

기획연구
수요조사 및
특허분석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요구기능
도출 결과
기획연구
수요조사 및
특허분석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요구기능
도출 결과

: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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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설계 및 구축 성과지표
핵심기술

최종 성과물

통신케이블

수중청음 센서

프리앰프 사양
해저관측케
이블 설계

신호 전송
조립체

센서연결함체

광변환기조립체

음향센서케이블

주요 특징(요구 성능, Spec)

-

수심 : 3000m
광섬유 : Fibers 8
공기중 무게 : 1,050 kg
외경 : 25.0 mm 이상
수신감도 : -193.5dB/V/uPa (±2dB)
주파수 범위 : 10Hz ~ 12.8kHz
지향성 : ±2dB (at 12.8kHz)
커패시턴스 : 2,400pF (±10%)
입력 임피던스 : 10㏁
전원전압 : ±10V 이상
소비전류 : ±20mA이하
신호출력범위 : 최대 ±10Vpk
채널간 최대 위상차 : ±5° (at f=4KHz)
왜율 : 0.1% 이하 (at f=4KHz)
DC offset : ±1mVrms이하
전송데이터 형태 : 맨체스터 코딩
전송주파수 : 19.922944MHz
A축 번호 데이터 : 08000H
전송방법 : 직렬전송, MSB먼저
BIT수 : 16BIT / 채널
외형치수 : 최대 156 φ
중량 : 70kg
굽힘제한기 포함 여부 : 포함
전기적신호 입출력 방식 : TTL
평균 광출력 : -10dBm이상
데이터전송 속도 : 1Mbit 이상
최대수심 : 3000m
음향센서개수 : 20개 이상
케이블 길이 : 100m 이상

시제품 확인

실해역 시험
및 데이터 비교

시제품 구동

실해역 시험
및 데이터 비교

실해역 시험
및 데이터 비교
실해역 시험
및 데이터 비교
시제품 확인

음향센서
자료 처리
및 전시

음향센서부
신호처리
알고리즘

해양동물
탐지 기술

해양동물 탐지
모니터링 기술

- 자료 처리 주기 : 1분
- 해양동물 탐지 알고리즘 개발
- 해양동물 경로 탐지 알고리즘 개발

실해역 시험
및 데이터 비교

수중위치기
지국

수중 드론 위치
확인 기술

- 위치 오차 : ±10m
- 위치 전송 주기 : 1분

실해역 시험
및 데이터 비교

- 전시 방법 : LOFAR, ALI 등
- 분석 GUI 개발

빙저탐사 수중로봇 개발
경량 테더케이블을 이용하는 원격조종무인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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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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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및 시제품
확인

3.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 Light-tethered ROV – LTROV로 표기
성과목표

최종목표

LTROV 개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비고

크기

3m(L), 2m(H),2m(W)

*

중량

00kg

NUI에 준함

최대운용수심

2,000m

NUI에 준함

수요자 요구사항

속도

NUI에 준함

항법 정밀도

NUI에 준함

운용 거리

40km

NUI에 준함

*NUI: Nereid-Under-Ice (우즈홀해양연구소에서 개발한 빙저탐사 ROV)
https://www.whoi.edu/press-room/news-release/nereidui/

핵심과제 4의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비고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세계최고수준,
설정근거 등)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
설계서

1식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DB 설계서

1건

개발 건수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1건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DB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수집/처리 기술(모듈)

실시간 통합관측

1식

실시간 데이터 인덱싱 및 검색/조회
기술(모듈) 개발 건수
실시간 데이터 수집/처리 결과의 통계 가시화
기술(모듈) 개발 건수
실시간 수집/처리 상시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탐지 기술(모듈) 개발 건수
실시간 데이터 수신 지연 및 접속 중단에
대한 알람 및 복원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2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논문 게재 건수

2건 이상

특허 출원 건수

3건 이상

특허 등록 건수

2건 이상
7건 이상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1식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설계서

1건

서비스 체계 구축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DB

1식

및 운영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DB 설계서

1건

통합관리 시스템 및

■
■

수요조사 및
특허분석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요구기능
도출 결과

1건 이상

소프트웨어(S/W) 등록 건수
해양과학 빅데이터

기획연구

기획연구
수요조사 및
특허분석에
따른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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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
해양과학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 설계서
해양과학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메타데이터/카탈로그 DB
해양과학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메타데이터/카탈로그 DB 설계서
해양과학 빅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용 DW/DM
해양과학 빅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용 DW/DM 설계서
이종 시스템 DB 간 연계를 통한 데이터
수집/저장 기술(모듈) 개발 건수
해양과학 빅데이터 메타데이터 표준화 보고서
해양과학 빅데이터 메타데이터 생성/관리
기술(모듈) 개발 건수
해양과학 빅데이터 품질진단 및 관리, 정제,
가공 등 전처리 기술(모듈) 개발 건수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검색/조회/제공
기술(모듈) 개발 건수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3D 가시화
기술(모듈) 개발 건수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GIS 기반
가시화 기술(모듈) 개발 건수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사용자 맞춤형
추천 및 제공 기술(모듈) 개발 건수

구축 및 운영

1건
1식
1건
1건 이상
1건 이상
1건 이상

2건 이상
2건 이상
3건 이상

특허 등록 건수

3건 이상

소프트웨어(S/W) 등록 건수

14건 이상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1식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설계서

1건

기술(모듈) 개발 건수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상시 자원 모니터링
및 관리/제어 기술(모듈) 개발 건수
배열 및 조직화 기술(모듈) 개발 건수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기반 빅데이터 분석
결과 가시화 기술(모듈) 개발 건수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기획연구

도출 결과

2건 이상

5건 이상

오픈소스 기반 해양과학 빅데이터 병렬처리

및 요구기능

2건 이상

특허 출원 건수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기반 빅데이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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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3건 이상

기술(모듈) 개발 건수

사이언스 플랫폼

1건

논문 게재 건수

오픈소스 기반 해양과학 빅데이터 분산저장

해양과학 데이터

1식

1건 이상
1건 이상
1건 이상
3건 이상
3건 이상

기획연구
수요조사 및
특허분석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요구기능
도출 결과

3.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기반 융복합 콘텐츠
및 분석 툴 개발 건수
데이터 사이언스 지원용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설치/관리 기술(모듈) 개발 건수
딥러닝, 머신러닝 등 AI 관련 라이브러리 활용
기술(모듈) 개발 건수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 인터페이스
구현 기술 개발 건수

5건 이상

특허 등록 건수

3건 이상

소프트웨어(S/W) 등록 건수

15건 이상

기‧장비/데이터 공동활용 관리시스템

1식

기‧장비/데이터 공동활용 관리시스템 설계서

1건

기‧장비/데이터 아카이브

1식

기‧장비/데이터 아카이브 설계서

1건

아카이브(archive) 구축 기술(모듈) 개발 건수

운영

1건 이상

특허 출원 건수

이종 시스템 DB 간 연계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및

1건 이상

3건 이상

지침

통합관측 기‧장비

1건 이상

KCI 논문 게재 건수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극한해양공간

3건 이상

기‧장비/데이터의 이중화/이원화 아카이브
보존 기술(모듈) 개발 건수
기‧장비/데이터 현황 모니터링 기술(모듈)
개발 건수
기‧장비/데이터의 웹 기반 관리 기능 및
인터페이스 구현 기술 개발 건수
공동활용 관리시스템 자원 모니터링 및
관리/관제 기술(모듈) 개발 건수

5건 이상
1건 이상
기획연구
1건 이상

수요조사 및
특허분석에

1건 이상

따른 핵심기술
및 요구기능

2건 이상

도출 결과

2건 이상

기‧장비/데이터 거버넌스 시범 구축 및 운영

3개월 이상

KCI 논문 게재 건수

5건 이상

특허 출원 건수

3건 이상

특허 등록 건수

2건 이상

소프트웨어(S/W) 등록 건수

7건 이상

:

3.3 추진전략
3.3.1 사업 구성
황천 해양특성 연속 관측용 찌부이 개발
황천에서 관측된 해양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신, 인공지능 분석함으로써 유용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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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해양 정책적, 과학적 정보를 도출, 실시간 서비스

극한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타 핵심과제 성과로부터 생산되는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데이터의 유기적 연계
수집 및 공동 활용,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3.3.2 핵심과제 추진전략
핵심과제 1의 비전 및 목표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해양관측기술 혁신, 실시간 연속으로 해양을 관측, 새로
운 해양현상 발견과 과학기술 정책목표 도출, 서비스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주관으로 수행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수행
◦ 해외의 관리시스템 유관기관, 전문가, 국내 기술보유 기관 및 업체 등과 협조체
제를 유지

◦ 세미나 및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새로운 정보 및 기술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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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관측케이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단계에 관리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실시간 해양환경을 감시하여 해양영토 수중환경 관리

【그림 3-3-1】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구축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빙저탐사 수중로봇 개발
KRISO-KOPRI 협업
◦ KRISO
- 수중로봇 플랫폼 개발 : 6,000m급 ROV 해미래 개발,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
봇 개발, 자율무인잠수정 개발 사례를 통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
로 극저온, 극지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내한성능의 확보, 탐사반경 증대
를 위한 경량 광케이블을 테더로 이용하는 ROV 플랫폼, 이에 대한 진·회
수 및 운용 기술 개발
- 빙저 수중복합항법 기술 개발 : 일반적인 USBL의 활용이 어려운 빙붕하부 환
경에서의 수중로봇 위치추정을 위한 수붕복합항법 기술 개발
- 고밀도 배터리 기술 개발 : 저온환경에서의 고밀도 에너지 용량 유지와 방정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 KOPRI
- 극지 환경 분석 : 탐사지역 환경에 대한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수요자 요
구분석서 도출
- 극지 탐사기술 분석 : 극지에서 수행된 선진극지 연구기관의 탐사 성공실패 결
과 분석
- 운용모선 인프라 개발 : 개발되는 ROV플랫폼 운용을 위한 쇄빙연구선(아라온
호 등)의 인프라 요구조건 도출 및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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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SO-KOPRI 공동
- 요구사양 도출

핵심과제 4의 비전 및 목표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해 극한해양공간 관측데이터
수집-처리-분석 연구 업무효율을 30%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극한해양공간
관측 빅데이터 중심 연구몰입 환경 구현

핵심과제 4의 추진 전략
타 핵심과제와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을 위한 6대 추진 전략 활용
【표 3-3-1】 추진전략
1
실시간 통합 관측
빅데이터 수집/관리 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관례
실무자간 워킹 그룹 운영

2

3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의

본-분원 간 데이터 기장비

빅데이터 분석/가시화 지원

공동활용 지원을 위한

데이터사이언스 체계 도입

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

5

6

4
본-분원 내 빅데이터 중심
융복합 연구개발 사업
발굴 및 협력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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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분원 참여 연구원의
최신 빅데이터 기술
활용연구 역량 증진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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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분원 간 표준화된
데이터 거버넌스 및
프로토콜의 개발 및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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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세부추진 계획

4.1 내역사업1: 황천 해양특성 연속 관측용 찌부이
개발, 응용 및 활용 연구
4.2 내역사업2: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4.3 내역사업3: 빙저탐사 수중로봇 개발
4.4 내역사업4: 극한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4.5 내역사업5: 연구선의 심해 탐사·수색을 위한
해양로봇 운용 체계 구축

4. 세부추진 계획

제4장 세부추진 계획
4.1 내역사업1: 황천 해양특성 연속 관측용 찌부이 개발, 응용 및 활용
연구
4.1.1 기술개발 개요 및 정의
최소 SS8 황천에 견디고, 내경 10cm, 길이 30미터 이상 규격의 연속 해양관측용 찌
부이를 개발

4.1.2 기술개발 필요성
해양관측 주요수단중 하나인 부이는 손망실, 진수·회수의 번거로움, 높은 제작비용(부
이 대부분은 수입품) 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제 해양관측에 활용되기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 해양현상 구명을 위해, 수온약층 등 해양 불연속면
의 해양특성이 깊이·시간별로 어떻게 연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부이 개발 필
요

4.1.3 개발기술 분석 및 기술트리
해양기후변화 감시망 구축과 운용,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해역 생태계 장
기변동 및 예측, 해양공간 통합관리연구 등

4.1.4 세부사업 구성
실시간 황천관측이 가능한 부이 설계 및 제작 기술
실시간 황천관측 부이 운영기술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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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최소 SS8 황천에 견디고, 내경 10cm, 길이 30m 이상 규격의 연속 해양관측용 찌부
이를 개발
세부내용
◦ top-tensioned buoy system 최적 설계 기술: 앵커, 몰수 부이, 센서시스템, 전원
공급, 신호 전송
- 수중 부이 및 계류 시스템 최적 설계: 용량 산정, 동적 거동해석
- 수중 부이 – 신호전송장치 최적 설계: 최소수면 신호전송 부이 자동화 및 수중
부이 상호작용 해석
- 센서시스템 최적화 기술개발: 수중센싱 모듈개발, Anti-bio-fouling 기구 개발
- 전원공급 시스시템 개발: 수중부이 일체형 전원 공급/충전 시스템 개발

◦ top-tensioned buoy system 황천 시 생존성 확보 기술
- 수중 부이 – 수중 센서 – 계류 시스템 황천 시 동적 거동 시뮬레이션
- 해양수조 모형시험 검증

◦ top-tensioned buoy system 설치 및 회수 기술
- 수중 부이 – 앵커 – 센서 시스템 설치 시나리오 개발
- 수중 부이 – 앵커 – 센서 시스템 설치 시나리오 검증

4.1.6 목표성과물 및 성과 로드맵
실시간 황천관측이 가능한 부이 설계, 제작, 운영 기술

4.1.7 추진전략
해양과학과 해양기술이 융합된 연구 추진

4.1.8 연구장비/시설(Infra) 구입 계획
국내 제작이 어려운 관측 센서(예: CTD, 지진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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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R/V이사부의 태평양, 인도양 탐사 항로 길목에 개발된 부이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부
이 운영을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
개발된 부이의 특허를 활용, 국내는 물론 관련 세계시장 진출 추진
개발된 부이를 활용, 우리나라 해양영토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 구축에 기여
◦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기상해양 예보 정확도 재고, 쓰나미/지진 등 해양재난재해
예보 및 대응능력 강화, 수중 음향 모니터링 및 DB구축을 통한 해양감시능력 강
화 등

4.1.10 인프라 활용 계획
KRISO 보유, 대형수조 활용을 통한 수조실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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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내역사업2: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4.2.1 기술개발 개요 및 정의
우리나라의 극한 해양환경(심해, 육지로부터 근거리)을 극복할 수 있는 관측장비 시
스템이 필요하며, 해저음향관측케이블 시스템을 제안함
울릉도, 독도 해저 관측케이블 구축
수해양동물 탐지 기술 연구
수중드론 항법지원용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기술

육상에서 해상까지 유선으로 연결되어, 실시간 전원 및 자료 전송 가능
울릉도, 독도에서 신호케이블(광케이블) 1 km, 센서케이블 100 m 제작
수집된 수중음향 자료를 이용한 해양동물(고래류) 탐지 연구
해저음향관측케이블을 활용한 수중 기지국 기술 개발

4.2.2 기술개발 필요성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개발 필요
극한 해양환경을 극복하고, 실시간 영구적 운용 필요
동해의 해양동물(고래류)의 개체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수중에서 이동하는
생물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수중음향학적 방법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필
요

다목적 해저케이블 시스템 구축
해저관측케이블 시스템의 핵심은 수압, 수온, 장력 등의 여러 가지 외력으로부터
전력선, 통신선, 센서를 보호하는 것임
케이블 포설 및 수리할 경우 회수 장력, 굴곡, 마모 등의 외력에 견디고 해저수
심(최대 8,000m, 수압 800 bar, 수온 1℃) 환경에 25년 이상의 장기간 신뢰성 확
보 필요
연속 장거리 제작 생산이 용이한 경제적인 케이블 설계가 요구됨

심해 해저케이블 및 수중 드론 연계 체계 개발
현재 해양환경 측정은 대부분 부이형태로 수행(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등)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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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유지 보수 등의 문제 발생
측정 자료는 대부분 수온, 염분, 기온, 기압, 풍속 등에 국한
수중에서 이동하는 생물체에 관한 정보 수집에는 제한적임

◦ 실시간 해양생물

모니터링을 위한 음향학적 접근 필요

4.2.3 개발기술 분석 및 기술트리
개발기술 분석
SWOT 분석
◦ 강점(Strength)
- 실시간 해양정보 획득, 4차원 해양관리 기술 및 고급 기술 확보 가능

◦ 기회(Opportunity)
- 중국, 일본 등이 해저 관측망을 운영 중
- 우리나라 해양 주권 확보를 위한 대응 필요

◦ 약점(Weakness)
- 해저관측망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
- 제작 및 설치 고비용, 장비 유지/보수 어려움(심해)

◦ 위험(Threat)
-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
- 어선에 의한 케이블 절단 위험
- 해저케이블 유지

SWOT 전략
◦ SO 전략 (Strength & Opportunity)
- 주변국에 대응한 실시간 해양정보 획득을 위한 해저케이블 설치
- 4차원 해양관리 기술을 활용한 해양 주권 확보

◦ WO 전략 (Weakness & Threat)
- 주변국 마찰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지원 필요
- 해저케이블 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 ST 전략 (Strength & Threat)
- 해저케이블을 이용한 해양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 추진

◦ WT 전략 (Weakness & Threat)
- 해저케이블을 활용한 해양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식 고양

기술트리

■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극지연구소

147

해양수산기술분류체계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을 위한 기술트리

최종기술

중분류

소분류
전력,신호케이블

심해용
해저
관측
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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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관측
케이
블

전원공급
신호 송수신
센서연결함체

센서케이블

센서부(기구부)
센서부(전자부)

자료 모니터링

해양
동물
탐지
기술

소요기술

광역모니터링 시
스템
집중/근접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 센터

수중
기준
위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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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통신망
수중 음향
통신기술

음향신호 수신장치
음향신호 전시장치
수중 소음 자료수집
해양동물 위치 추정
광학사진 모니터링
해양동물 형태학적 분석
수집된 자료 분석
개체식별 및 생태 연구
센서 노드 설치
수중 통신망 영향 범위 확대
AUV 등 위치 제어 기술
기지국의 위치 정보 보정

4. 세부추진 계획

4.2.4 세부사업 구성
울릉도, 독도 해저 관측케이블 설계, 제작 및 운영
신호케이블(광케이블) : 각 1 km
수중음향 센서 케이블 : 각 100 m (50 channel)
육상 : 전력 공급 및 자료 수신, 실시간 수중음향 자료 모니터링
센서 모듈 내부 구성도

광통신 케이블(예)

수중청음 센서

신호철 GUI S/W
음 전달 모델 분석 예
울릉도, 독도 해저 관측케이블 설치 및 운영

【그림 4-2-1】 울릉도, 독도 해저음향관측케이블 설치 및 운영
해저음향관측케이블 설계
◦ 해저음향관측케이블은 주변 소음을 측정하고 필요에 의해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며, 이에 따라 설치 및 회수가 가능 하도록 유연한 구조를 가지는 동시에,
매설 시에도 정상 동작이 가능하도록 내해수성, 내수압성, 내수밀성을 갖는 해저
환경에 대응해 설계

◦ 해저음향관측케이블에서 수신된 음향신호는 연결함체에서 광신호로 변환된 후
광케이블을 통해 음향신호 수신시스템으로 전달

◦ 선배열형 음향센서는 수중 음향신호를 수신하는 센서모듈과 육상과 센서모듈간
의 전기적 기구적 연결을 담당하는 연결함체, 광케이블로 구성

◦ 센서모듈 각 구성품은 수중청음기, 전치증폭기 조립체, 노드 조립체, 2차전원 조
립체로 구성된 음향센서부와 TDM로직 조립체, 2차전원 조립체로 구성된 신호전
송부로 구성

◦ 센서모듈은 음향센서부와 신호전송부를 1개의 모듈에 일체형으로 제작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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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센서 모듈 내부 구성도
【표 4-2-1】 해저음향관측케이블 구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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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센서 자료 처리 및 전시
◦ 선박에서 발생되는 특징적 음향신호를 분석하여 표적을 탐지, 식별하는 음향케이
블은 현재 군사적 목적으로 폭 넓게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음

◦ 또한 수중 생물체 또한 식이음, 생식음, 유영음 등의 생물 고유의 음향 신호를
발생하며, 이러한 신호를 수신 분석하여 생물체의 존재여부 및 개체의 종을 식별
하는 음향케이블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 개발되어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음향케이블의 표적의 탐지 성능은 표적의 신호 특성과 해양의 음향
전달 모델에 따른 신호의 전달 특성, 표적 신호를 제외한 나머지 음향 신호에 의
한 잡음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됨

◦ 수신되는 음향 신호 가운데 표적 신호의 크기가 잡음 신호의 크기에 비해 월등
히 큰 경우 표적 탐지가 용이 하지만 반대로 잡음 신호의 크기가 표적 신호의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표적의 탐지가 쉽지 않음

◦ 따라서 음향케이블의 표적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신되는 음향신호로부터 원
하지 않는 잡은 신호를 걸러내어 표적 신호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신호처리
기술이 필수적임

◦ 울릉도, 독도 해저음향관측케이블 구축 시 설치될 음향센서는 선박 소음과 생물
소음을 신호원으로 하는 음향케이블로 설계되어야 함

◦ 따라서 음향센서로 수신 되는 신호로부터 표적신호인 선박 및 생물체를 탐지하
고 이를 식별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함

◦ 음향센서부 신호처리 알고리듬을 개발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표적은 일반적으로
특징적인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Base Band 신
호처리를 수행

◦ Base Band 신호처리는 시간축으로 들어오는 입력 신호를 표적 신호의 특성에 맞
게 필터링한 후 FFT를 이용하여 주파수 분석을 수행

◦ 결과로 얻어진 주파수 데이터는 STI 평균과 소음 규준화 기법을 통해 LOFAR 신
호로 처리되어 운용자에게 시간 주파수 화면을 제공

◦ 또한 LTI 평균을 거친 데이터는 ALI 신호로 처리되어 운용자에게 화면을 제공한
다. 신호처리 결과로 얻어진 LOFAR, ALI 신호는 각각 사후 활용을 위하여 저장
되어질 수 있음

◦ 해양의 음향 전달 특성 분석을 위한 음 전달 모델로 분석되며, 케이블 설치 후
운용 시에 필요한 운용자를 위한 GUI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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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박 /생 물
소음 측정

주변소음
측정
표적 분석
모델 선정

소음 분석
모델 선정
음파 전달
특성 분석

수신 신호
분석
음향 환경
파 라 미 터 DB

알고리듬
G UI 개 발

【그림 4-2-3】 음향센서부 신호처리 알고리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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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Base Band 분석결과 (Lofar Gram)(좌), Base Band 분석결과 (ALIGram)(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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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전달 모델 분석 예

【그림 4-2-6】 신호처리 GUI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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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동물 탐지 기술
육안으로 고래를 볼 수 있는 생태관광정보 제공
고래 청음자료 수집 및 분석
수집수중음향 자료 분석
고래의 이동 패턴 및 서식지 수중소음준위 평가
이동 중인 선박에 실시간 고래 출현 경보 정보 전달
광역모니터링 : 선배열형 수중청음기

집중/근접 모니터링 : 드론, 무인기 등

【그림 4-2-7】 해양포유류 모니터링 시스템 개념도
광역 모니터링 시스템
◦ 광역모니터링 시스템은 다수의 수중음향 부이에 선배열형 수중청음기를 설치하
여 고래 소리를 취득

◦ 수직, 수평으로 설치한 여러 센서에서 탐지된 고래 소리를 이용하여 고래가 위
치한 지점을 파악할 수 있음

◦ 그리고 고래 출현시 모니터링 센터로 실시간 자료 전송되며, 고래 위치, 고래가
발생한 소리 등을 저장하여 고래 생태를 분석할 수 있음

집중/근접 모니터링 시스템
◦ 집중/근접 모니터링 시스템은 광역모니터링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된
다. 광역모니터링에서 수신된 신호를 바탕으로 부이 근처로 접근 하여 직접적인
관측을 수행

◦ 집중/근접 모니터링을 위하여 드론, 무인선박을 이용하여 수행하며, 해양포유류에
접근하여 광학사진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수행

◦ 광역모니터링(고래 소리)에서 수집된 여러 고래 소음을 형태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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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집중/근접 모니터링 시스템(안)

【그림 4-2-9】 집중/근접 모니터링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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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센터
◦ 광역모니터링, 직접/근접 모니터링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센터로 전송

◦ 모니터링 센터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
◦ 실시간으로 전송된 고래소리를 분석하여 주변에 항행중인 선박에 고래 위치를
전송하여 선박 항행시 주의하도록 경고

◦ 광역 모니터링으로 수집된 고래 소리와 직접/근접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영상,
사진을 통하여 개체 식별 및 고래 생태 연구에 활용

◦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고래 청음자료는 모니터링 센터에서 실시간 재생
◦ 하와이에는 실시간으로 전송된 고래 청음자료를 이용한 카페가 운영중에 있으며,
획득된 고래 청음자료를 이용한 카페를 운영하여 획득한 자료를 활용

◦ 고래 출현시 고래 위치 및 고래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Web 및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수행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변에서 전용 관광선에서 고래 출몰을 확인하여 운행

【그림 4-2-10】 모니터링 센터에서 항행정보 제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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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1】 고래 출현 시 알람 프로그램 개발

수중드론 항법지원용 수중기준위치 기지국(underwater GPS) 기술
해저케이블에서 전력 및 통신을 사용하여 기지국 구성
◦ 대기의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는 3개의 위성에서 송신한 위치정보를 수
신하여 자기위치(경위도)를 계산하며, 4개 위성에서는 자기고도까지 계산할 수
있으나, 위성시계 오차 또는 흔듦으로 인한 계산 위치초차가 수 m ~ 수심 m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육상에 고정점(기지국)을 설치하여 GPS의 위치오
차를 줄이는 D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로 위치오차를 1미터
이하로 정확도를 높여서 활용하고 있음

◦ 육상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GPS개념을 수중으로 활용하여 수중에서 이동하는
잠수함, AUV 등의 활동시 정확한 방향을 지원해 줄 수 있음

◦ 수중위치시스템(UPS; Underwater Positioning System)의 개념은 음향센서를 이용
하여 위치정보를 수중으로 방사하여 수신체에서 수중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

◦ 이 방법은 육상의 GPS와 동일한 시스템이다. UPS가 설치된 부이시스템을 연구선
부근에 투하하고, 연구선 부근에서 활동하는 AUV는 UPS의 신호를 수신하여 수
중에서 정확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음

◦ 현재는 USBL (Ultra-Short BaseLine)을 이용한 수중 예인체의 위치를 제어하는 기
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

◦ USBL은 1지점의 위치를 전송하기 때문에 위치오차가 크게 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중 송신시스템을 활용한 위치오차를 줄이는 방법이 요구됨

◦ UPS를 이용하면 수중항해 시 3개 이상의 해저 고정점(부표 또는 해저고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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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점 좌표와 시간을 주변에 방사하면 잠수함 또는 AUV 운항시 수중통신으로
음파수신하여 자함 또는 AUV 위치 및 항로진행을 계산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잠수함이나, AUV의 연안 접근 시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될 것임

【그림 4-2-12】 UPS를 이용한 수중이동체 위치 활용 예시

기지국 주변으로 센서 노드를 설치하여 수중 통신망의 영향범위 확대
수중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중음향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이를 유선
으로 컨트롤센터로 전달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 제공
◦ 장거리 해상망은 수중에서 이동하는 잠수함, AUV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

◦ 근거리는 해저케이블을 이용한 유선, 원거리는 부이형태의 무선 시스템을 제안
◦ 장거리 해상망은 육상으로부터 연결된 해저케이블에서 전력 및 통신을 사용하는
기지국(Underwater Base Station)을 구성하고, 기지국 주변으로 센서 노드를 설치
하여 수중 통신망의 영향범위를 넓힘

◦ 또한 해상에서는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부이를 설치하여 기지국의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보정하는 역할

158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기획연구

4. 세부추진 계획

【그림 4-2-13】 호서대학교에서 연구 중인 광해역 수중통신 체계 구축 모식도

4.2.5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해저음향관측케이블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울릉도, 독도 해저 관측케이블 구축
수해양동물 탐지 기술 연구
수중드론 항법지원용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기술

4.2.6 목표성과물 및 성과 로드맵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설계, 제작 및 운영
◦ 우리나라에서 극한 해역으로 분리되는 울릉도, 독도해역에 해저관측케이블을 설
계, 제작, 설치 및 운영

◦ 해저케이블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실시간 해양동물 모니터링 연구
◦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활용 연구 수행

■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극지연구소

159

최종목표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해저관측케이블 설계 및

해저 관측케이블 설계

해저 관측케이블 독도

해저 관측케이블 울릉도,

제작(1조, 울릉도해역)

및 제작(1조, 독도 해역)

해역 설치 및 운영

독도 해역 정상 운영

해저 관측케이블 울릉도

해양동물 탐지 알고리즘

실시간 해양동물

해역 설치 및 운영

정립

모니터링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기
술 정립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구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구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활

축 연구

축 연구

용 연구

수중음향 자료처리센터

수중음향 자료처리센터

수중음향 자료처리센터

수중음향 자료처리센터

구상

구축

운영

정상 운영

해저관측케이블 설계 및 제작
(울릉도 해역)

해저관측케이블 설계 및 제작
(독도 해역)

해저 관측케이블 울릉도, 독도
해역 설치 및 운영

해양동물 탐지 알고리즘 연구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구축 연구

해양동물 탐지 알고리즘 정립

수중 음향 자료를 이용

연차목표

주요
연구
내용

한 해양동물 탐지 알고
리즘 연구

해저 관측케이블 울릉도, 독도
해역 정상 운영

- 해양동물 모니터링
-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활용연구
- 수중음향 자료처리센터
정상 운영

【그림 4-2-14】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연구 로드맵

4.2.7 추진전략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주관으로 수행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수행
◦ 해외의 관리시스템 유관기관, 전문가, 국내 기술보유 기관 및 업체 등과 협조체
제를 유지

◦ 세미나 및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새로운 정보 및 기술을 도입
◦ 해저관측케이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단계에 관리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실시간 해양환경을 감시하여 해양영토 수중환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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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구축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4.2.8 연구장비/시설(Infra) 구입 계획
해저음향관측케이블
음향센서케이블
광통신 케이블

해양동물 탐지 기술
해양동물 탐지 알고리즘 구축
모니터링 센터 구축

수중드론 항법지원용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기술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모니터링 센터 구축

4.2.9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수중음향 활용연구
해양기기 개발, 수산음향 기술개발 및 해저지질 탐사기술 개발 등에 응용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해양영토 주권확립 및 해양방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울릉도-독도 주변 해역에는 난수성 소용돌이, 한수성 소용돌이 및 용승 등이 빈
번하게 발생되어 난수괴 또는 냉수괴 등 특이해역을 형성함으로써 해수중 음속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음파전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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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류의 자원량 및 이동경로를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

수산음향 활용연구
한반도 해양 영토내에서 어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 중요 상업
어류의 계절별 이동상황 파악은 다양한 형태의 핵심자료로 활용
울릉도-독도 해역은 수산자원 측면에서도 중요한 해역이므로 각 해역에서 실시
간/장기간 어류자원의 시공간 자료는 해양영토의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한 필수자료로 활용
중요 상업어류의 분포 및 이동상황 파악을 위한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현장까지
출어하는 어선의 어획보고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해양환경 자료
를 통한 모델예측 방법을 이용
설치되는 수산음향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변해역을 이동하거나 혹은 체류하는 어
군으로부터 취득되는 실시간/장기간 음향자료로부터 해역 내 어류자원의 파악 및
지속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에 활용 가능
부가적으로 수산음향 센서의 주파수 선택성으로부터 어류자원 이외에 해양생태
계의 중요 구성종인 동물 플랑크톤의 실시간/장기간 변동 파악을 통하여 해양환
경에 따른 생태계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에 활용

연안 해양환경 장기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활용
해양/음향 자료 및 해양환경 자료를 DB화하여 해군에 제공하여 국가안보에 활용
울릉도, 독도해역에 설치하여 해양주권 확보 가능 해상 보안에서 활용 방안 향후
해상 보안 및 안전적 측면에서 국가 대응 체계의 기반 마련
어업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지역분쟁 방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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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내역사업3: 빙저탐사 수중로봇 개발
4.3.1 기술개발 개요 및 정의
개요
빙붕하부를

실시간으로

탐사하며

로봇팔을

이용한

샘플링이

가능한

Light-tethered ROV(이하 LTROV) 기술 및 플랫폼의 개발

기술정의
빙붕(ice shelf, 氷棚): 남극대륙에서 빙하를 타고 흘러 내려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얼음덩어리
실시간(Real-time): 카메라나 센서가 취득한 정보 및 데이터를 시간 지연이 없거
나, OO초 이내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함. 또한, 로봇 및 로봇에 장착된 장비를 OO
초 이내의 지연으로 조종할 수 있도록 함.
Light-tethered ROV(LTROV): 운용선박의 원격제어실과 광케이블로 연결되어 통
신을 중계 받음. 전원까지 공급하고, 진·회수 시 장력까지 버티는 Armored
cable에 비해 굵기를 훨씬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탐사반경을 증대시킬 수 있음

【그림 4-3-1】 LTROV 개념도

4.3.2 기술개발 필요성
하이브리드형 ROV 개발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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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대용량 탐사데이터 취득 및 로봇팔 샘플링과 이를 위한 경량 테더 케이
블 적용의 필요성
◦ 일반적인 ROV는 테더 케이블이 전원공급과 통신 중계를 담당하며, 진·회수 시
선체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서는 Kevlar 소재 등을 이용하여 튼
튼한 장력을 확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케이블의 굵기와 무게가 증가하게 됨

◦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통신만을 중계하게 된다면 굵기와 무게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탐사반경을 증대시킬 수 있음. 또한, 광통신을 통하여 실시간
고해상도 영상 및 여타의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음. 더불
어, 로봇팔 제어 등을 통한 샘플링이 가능해짐

◦ 빙저환경은 새로운 개척영역이며 이런 환경에서는 실시간 광학정보가 대단히 중
요해짐. 또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생물, 지질 등에 샘플이 존재하고, 이를 확
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경량 테더 케이블은 진·회수에 있어 선체의 무게를 버틸 수 없으므로,
새로운 운용개념이 요구되며, 전원은 자체내장 배터리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
반적인 ROV에 비해서는 운용시간이 단축됨

【그림 4-3-2】 ROV 임무능력과 탐사반경 상관관계 (출처: WHOI)

4.3.3 개발기술 분석 및 기술트리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수요자 요구사항: KRISO-KOPRI 간 협의 및 주요사업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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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요구사항을 도출함
【표 4-3-1】 수요자 요구사항
일련번호

구분

요구사항

1

기능

HD급 이상의 고해상도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능

암석을 채취하고 Coring이 가능해야 한다.

3

기능

생물채집과 해수 채수가 가능해야한다

4

운용

아라온호의 A-프레임 및 크레인 등을 이용한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5

운용

아라온호와 관련된 요구사항(전용윈치, 전용 컨트롤밴 선호)을 충족한다.

6

운용

관측사 OO명 이내, 운용보조 OO명 이내로 임무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7

성능

반경 OOkm,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8

성능

수심 2,000m까지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9

성능

연속 운용시간: OO시간

10

구성

OO센서가 탑재되어야 한다.

개발자 요구사항: 개발자 관점에서 필요한 주요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정리함. 실
제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은 TBD로 표기하였음
【표 4-3-2】 개발자 요구사항
일련번호

구분

요구사항

1

기능

LTROV의 절대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2

기능

운용을 위한 임무시나리오가 작성돼야 한다.

3

기능

광케이블 절단 등에 대비한 비상 귀환 시나리오 및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성능

LTROV의 항법 위치 정밀도는 TBD 이상이어야 한다.

5

성능

HD급의 광학카메라 OO채널 이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6

성능

광케이블 절단 등에 대비한 수중통신 거리 TBD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7

성능

내한성능
운용조건: -OO~OO, 보관조건: -OO~OO

8

성능

전원용량은 OOkWh 이상이어야 한다.

9

형상

10

형상

LTROV의 공기 중 중량은 TBD 이하이어야 한다.
(아라온호 및 이사부호에서 운용 가능해야 한다.)
LTROV의 제원은 TBD 이내이어야 한다.
(아라온호 및 이사부호에서 운용 가능해야 한다.)

수요자·개발자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구성, 운용환경, 형상, 기능, 성능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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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요구사항 분석 결과
일련번호

구분

요구사항

1

LTROV

2

Umbilical(10m 이내)

3

Tow-body

4
5

Light Fiber-Optic Tether (OOkm, 탐사반경(km) x 1.25)

구성

Depressor

6

Light-weight Armored Cable

7

윈치 (아라온호 탑재)

8

원격제어실

9

해상상태 OO에서 진수·인양 가능

10
11

해상상태 OO에서 운용 가능

운용환경

아라온호 운행 가능 빙해 영역

12
13

운용 온도 조건: -OO~OO, 보관 온도 조건: -OO~OO
형상

유체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위 요구되는 장비 등을 탑재할 수 있어야 한다.

14
15

7자유도 이상의 로봇팔(매니퓰레이터)을 장착하도록 한다.
기능

툴슬레이드를 장착한다.

16

생물채집 및 해수채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17

탐사운용 반경은 OOkm 이상이 되도록 한다.

18

성능

배터리의 용량은 OOkWh가 되도록 한다.

19

HD급 OO채널 이상의 비디오 영상을 실시간 전송한다.

4.3.4 세부사업 구성
업무분할구조 – 운용개념에 따라 요구되는 시스템 구성 및 업무분할구조를 정리함
【표 4-3-4】 업무분할구조
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프레임구조물
부력재
케이블 터미네이션
LTROV
시스템

LTROV

기계기구부

추진기
로봇 팔 ( 매 니퓰레이
션)
툴박스(툴슬레이드)
스킨(Skin)
내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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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배터리

전원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전력분배부

DCDC변환부
정션박스
추진기 제어부

제어부

부력 제어부
센서 인터페이스 및 제어부
광변환기
이더넷 스위칭 허브

통신부

직렬통신 허브
정션박스

전기전자부

IMU
AHRS
자가수용성(항법) 센
서부

USBL transponder
DVL
고도계
심도계
광학카메라 및 조명

외수용성(임무) 센서
부

초음파카메라
다중빔 음향측심기
CTD

시스템통합관리SW
제어SW
소프트웨어

항법SW
통신SW
센서 인터페이스SW

기계기구부

컨테이너 기반 본체
전원부

선상 전원입력부 및 변압기

전력분배부

원격제어실

전기전자부

입력장치

키보드, 마우스 및 HCI디바이스

출력장치

모니터

제어부

HROV 원격조종 및 제어부
로봇팔(매니퓰레이션) 제어부
광변환기

통신부

이더넷 스위칭 허브
직렬통신 허브

센서부

■
■

선박GPS 및 항법정보
인터페이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극지연구소

167

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HROV 영상 및 센서신호 처리부

시스템통합관리SW
제어SW
소프트웨어

항법SW
통신SW
센서 인터페이스SW

경량 강철 테더케이블
테더케이블

장거리 경량 광케이블
단거리 경량 케이블
연결 및 접합부

LARS

A-프레임
크레인
체계요구분석
체계설계/구현

체계공학

체계통합
체계공학관리

사업관리

일정관리
사업관리

비용관리
위험관리

자료관리

기술자료 작성

소요기술 – 업무분할구조에 기반하여 요구되는 소요 기술을 도출함
【표 4-3-5】 소요기술
TBS1

TBS2

소요기술명
플랫폼 선형 설계기술
선형 및 유체저항 해석기술

플랫폼 설계/제작 기술

플랫폼 내부 장비 배치 및 구성품 최적설계 기술
선체 경량화 기술
내압선체 설계/제작 기술
내압선체 온도 유지 기술

LTROV

추진전동부 설계/제작 기술

추진기 성능 해석 기술
6자유도 운동 제어 기술
항법 센서 배치 기술
IMU-DVL-USBL 복합 항법 기술

항법장치 설계/제작 기술

지형참조 수중복합항법 기술
특이 신호 처리 기술
빙저 수중항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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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1

TBS2

소요기술명

통신기술

광케이블 관리 기술
임베디드 제어컴퓨터 설계/제작 기술
제어회로 설계 및 인터페이스 기술

제어장치 설계/제작 기술

전원 변환 및 분배 회로 설계/제작 기술
전원 스위칭 및 보호회로 설계/제작 기술
임베디드 제어컴퓨터 운용 소프트웨어 기술
배터리 배치설계 기술

배터리 설계/제작 기술

배터리 모니터링 및 관리 기술
배터리 충/방전 제어 기술
배터리 비상대응 기술
진회수 절차 기술

시스템 운용 기술

유지보수 절차 기술
분해/조립/설치 기술

4.3.5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연구 목표
빙붕하부를

실시간으로

탐사하며

로봇팔을

이용한

샘플링이

가능한

Light-tethered ROV 기술 및 플랫폼의 개발
 빙붕하부 탐사를 위한 경량 광케이블을 이용하는 ROV 시스템 및 운용 기술 개발
- 탐사반경: OOkm
- 탐사수심: 2,000m
- 항법 위치 정밀도: 항해거리의 OO% 이내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표 4-3-6】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연차

연구개발 목표

1

요구사양 분석 및 빙저탐사
수중로봇(LTROV) 기본 설계

2

빙저탐사 수중로봇

세부 연구내용
요구사항 자료 수집 및 분석
운용 시나리오 도출 및 시스템 기능 분석
시스템 구성 방안 도출 및 임무센서 선정
시스템 개념 설계
항법 알고리듬 및 네트워크 프로토콜 설계
임무해역 정보 처리 기술 요구사항 분석 및 시스템 설계
진회수 및 운용절차 기본설계
LTROV 상세 설계 및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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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계/제작

구성품 단위 성능 실험
원격제어실 설계 및 운용 UI 및 소프트웨어 개발
LARS 시스템 설계
진회수 및 운용절차 상세설계
원격제어실 제작 및 구축
LARS 시스템 제작 및 구축
원격 운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통합 및 운용절차 개발
LTROV 수조/내해 성능실험

3

빙저탐사 수중로봇 플랫폼
통합

4

빙저탐사 수중로봇 프로토타입
성능 검증1

LTROV 2,000m 실해역 성능실험

5

빙저탐사 수중로봇 프로토타입
성능 검증2

LTROV 극지 실해역 성능실험

【그림 4-3-3】 운용 개념의 차이: (좌) 일반적인 ROV(해미래 포함), (우) NUI
운용방식(Light-tethered ROV) 자료출처: WHOI

4.3.6 목표성과물 및 성과 로드맵
경량 테더케이블을 이용하는 원격조종무인잠수정(LTROV)과 운용지원시스템
경량 테더케이블을 이용하는 원격조종무인잠수정 플랫폼
운용지원시스템
◦ 원격제어실
◦ 경량테더케이블
◦ LARS(Launch & Recovery System)

4.3.7 추진전략
핵심기술을 식별하여 확보 방안을 강구함 (기 확보된 ROV관련 기술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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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7】 핵심기술 및 확보 방안
핵심기술명

기술의 정의

기술확보 방안

저전력 고해상도
카메라/조명 기술

- 전력소모를 줄이면서도 고해상도의 영상
/사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광학카메
라 및 조명 기술

- 산학연 협력

고밀도 배터리
설계/제작 기술

- 배터리의 부피 및 무게 대비 에너지 밀
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 배터리 전문업체와의 협업

광케이블 운용/관리
기술

- 장거리(OOkm) 항해를 위한 광케이블의
운용 및 관리 기술

- KRISO에서 기 경험한 ROV운용기
법 활용 및 고도화. 아라온호
(KOPRI), 온누리호(KIOST)와의 협
업

빙저 수중항법 기술

- USBL이 정상동작하기 어렵고, 위아래 빙
하 및 수온약층 등에 의한 음파의 난반
사/멀티패스 등이 존재하는 빙저 환경에
서 자신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항법
기술

- KRISO에서 기 확보된 알고리듬
활용 및 보완

진회수 및 운용절차
설계 기술

- HROV에 최적화된 진회수 및 운용 절차
에 대한 설계 기술

- 연구선을 운항하는 KIOST/KOPRI
와의 협업

4.3.8 연구장비/시설(Infra) 구입 계획
LTROV
항법센서
◦ USBL(Ultra-short baseline) – 수중위치측위
◦ DVL(Doppler Velocity Log) – 수중 대지속도 및 고도 계측
◦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 가속도 및 6축 자세 계측
◦ Gyrocompass – 방위 계측
◦ 고도계 및 심도계

임무센서 및 장비
◦ 조명 및 카메라 – 수중 환경 모니터링
◦ CTD(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센서 – 전도도, 온도, 심도 측정 센서
◦ SVP(Sound Velocity Profiler) - 음속 측정 및 보정
◦ 다중빔 이미징 소나
◦ 다중빔 음향 측심기
◦ 로봇팔
◦ 영상 모자이킹 S/W

운동제어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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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

4.3.9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기대성과
빙붕하부 탐사를 위한 국내 자체 기술 및 플랫폼 확보
◦ 경량 테더 케이블 기반 무인잠수정 기술 및 운용기법 확보
◦ 기존 USBL의 활용이 어려운 환경에서의 수중로봇 운용 및 이를 위한 수중항법
기술 확보

◦ 고밀도 배터리 개발

활용방안
동해 및 2,000m급 심해 탐사에 활용
◦ 이사부호 및 아라온호와 연계하여 심해 탐사에 활용

극지환경 탐사에 활용
◦ 빙저호 탐사시 빙저호내부의 기본 환경정보 및 생물, 지질샘플 채집을 통한 기후
온난화 규명에 활용

◦ 기존 장비의 한계로 탐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빙붕⋅유빙하부를 보다 정밀탐사가
가능함으로써 빙붕과 유빙 등의 얼음이 녹는 과정과 이유를 규명하고 하부에 살
고있는 생명체를 연구하는데 활용

4.3.10 인프라 활용 계획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내압챔버
◦ LTROV에 탑재될 내압용기의 내압성능 시험

해양공학수조 및 심해공학수조
◦ LTROV에 탑재될 모듈 별 성능시험

극지연구소
아라온호
◦ LTROV 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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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내역사업4: 극한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4.4.1 기술개발 개요 및 정의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기장비에서
‧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저장-관리-분석-서비스’ 하여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기술
특히, 대수심용 다기능 통신부이, AUV, Glider, Wave-glider, 해저관측 케이블 등을
활용한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을 통해 (준)실시간으로 송신 및 수집되는 해양 빅데이
터의 효율적인 수집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주요 대상으로 정의

4.4.2 기술개발 필요성
극한해양공간 연구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필요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빅데이터의 ‘수집-저장-관리-분석-서비스’를
원-스톱(one-stop) 지원 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 중심의 해양연구 몰
입 환경 제공 필요
기존 KIOST-KRISO-KOPRI 간 분산된 데이터 분석 역량(인프라, 인력, 재원)을 집
중시키고, 해양과학자료의 저장/관리 및 공동활용,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전산
환경 구축 필요

국내외 정책 변화
연구 데이터 개방 및 공유 활성화 등 데이터 기반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
◦ 미국: 2013년 OSTP Memorandum에서 공공부문 오픈액세스 정책 확대 수행
◦ 유럽: European Commission에서 2014년 “Open science” 용어 사용 시작

국내에서도 ‘데이터 중심’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 과기정통부‘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 전략(안)’상정
(의안 제 6호, 심의 2018. 1. 19. 제 33회)

◦ 해양수산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63호, 2020. 2. 18)

◦ 해양 정보의 통합 관리/제공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제정
(시행 2019. 12. 2.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78호, 2019. 12. 2.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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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시장 및 기술 동향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빅데이터 시장을 주축으로 연평균 7.3% 성장세
해양관측 데이터의 실시간 생산/처리/제공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 수준
◦ 국외 : 미국, 영국, 호주와 일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개발 및 상용화 시작단계
◦ 국내 : 현재 개념 정립 수준으로, 공공 성격의 빅데이터 연구에 집중

해양과학 분야 빅데이터 수집/저장 및 분석 기술 연구개발은 시작이 오래지 않아
국외와의 기술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 (약 4~5년 차이)

기타 동향
최근 해양과학 분야에서도 데이터 기반 머신러닝, 딥러닝 등 AI 알고리즘 개발
연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극한해양공간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AI 융복합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확보 및 공동 활용 체계의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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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개발기술 분석 및 기술트리
기술로드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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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세부사업 구성
연구개발 로드맵
1~2차년도에서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체계 설계와 극한해양공간 통합관
측 빅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시범 구축을 통한 기반구축 수행
3~5차년도에서 통합관리 체계 고도화 및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체계 도입,
통합관리 체계 연계 및 시범운영, 극한해양공간 관측 기·장비 및 데이터 공동활
용 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체계 고도화 및 시범운영 수행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극한해양공간 통합 관측 빅데이터의 생태계 조성 및 운영

【그림 4-4-1】 연구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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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전체 목표체계 구성도

【그림 4-4-2】 전체 목표체계 구성도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요구 기능
◦ 실시간 자료 수집 수요조사 및 연계 대상 기·장비 정의
◦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 환경분석 및 물리적 연결 구조 설계
◦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제어 등 기능 상세 설계
◦ 실시간 데이터의 표준화 방안 수립 및 적용
◦ 실시간 스트리밍 처리를 통한 외부 DB 접근 및 데이터 수집/저장
◦ 실시간 수집 데이터의 인덱싱 처리 및 검색/조회 기능
◦ 실시간 데이터 수집 현황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탐지 기능
◦ 실시간 데이터 수집/처리 결과에 대한 통계적 가시화 기능
◦ 데이터 수신 지연 및 접속 중단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복원 기능
◦ 시스템 보안 및 정보 보안 대책의 수립 및 적용
◦ 시스템 관리를 위한 사용자 관리 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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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성능 및 고려사항
◦ IoT 센서 및 ICT 기반 실시간 데이터 수집 기술 검토 도입
◦ 용이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모듈 기반의 C/S 시스템 개발
(Microsoft .net Framework, Java 플랫폼 등 활용)

◦ 시스템 장애에도 끊임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DB 이중화
◦ DB 보안 및 백업을 고려한 Database 도입 방안 검토 도입
◦ 시스템 보안 및 정보 보안 기술 검토 도입
◦ 대시보드 형식의 정보 가시화 기술 검토 도입

【그림 4-4-3】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구성도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요구 기능
◦ 사용자 정의 및 수요 조사를 통한 상세 요구 분석
◦ 데이터 통합 대상 데이터 정의 및 공동활용 요구 반영 상세설계
◦ 서비스 데이터(Data Warehouse/Data Mart) 및 메타 표준화 방안
◦ C/S기반의 데이터/정보 관리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 원내/외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수집에 관한 데이터 보안 기능
◦ 운영 자료 관리를 위한 데이터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 기관별 수집된 데이터 기반 통합 DB의 검색 및 조회 기능
◦ 사용자 맞춤형 데이터 제공 기능 (엑셀, csv, pivot, 보고서 등)
◦ 데이터 검색 및 조회를 위한 GIS 기반의 가시화 기능
◦ 3D 가시화, 분석 및 모델링 결과 표출 등을 위한 3D GIS 기능
◦ 시스템 통합관리를 위한 사용자, 통계, 수집 관리 기능
◦ 시스템 보안 및 정보 보안 대책의 수립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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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시스템 관리를 위한 사용자 관리 기능

요구 성능 및 고려사항
◦ 용이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모듈 기반의 C/S 시스템 개발
(Microsoft .net Framework, Java 플랫폼 등 활용)

◦ 시스템 장애에도 끊임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DB 이중화
◦ DB 보안 및 백업을 고려한 Database 도입 방안 검토 도입
◦ 시스템 보안 및 정보 보안 기술 검토 도입
◦ 대시보드 형식의 정보 가시화 기술 검토 도입
◦ 오픈소스 기반의 GIS 소프트웨어 및 라이브러리 적용(QGIS, gdal)
◦ 3D GIS 기능 구현을 위한 라이브러리
◦ 대용량 로그 및 통계 분석을 위한 Apache Hadoop, Spark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연계 검토

◦ 관계기관 데이터 공유를 위한 CKAN, Socrata 등 기술 검토 도입
◦ 필요 시 Microsoft, Google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 연계 방안 고려

【그림 4-4-4】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구성도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요구 기능
◦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DB 등 유관 시스템 DB 연계
◦ 오픈소스 기반 분산저장 및 병렬처리 지원 (HDFS 등)
◦ 딥러닝, 머신러닝 등 AI 관련 다양한 라이브러리 제공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접근/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 환경 지원
◦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활용 업무 정의 및 설계
◦ 기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통합 또는 업무 이관 고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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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 기반 사용자 접근권한 관리 및 제어 기능 구현
(본-분원 연구원 선별 접근 허용을 위한 사용자 인증 등)

◦ 시스템 관리자용 시스템 자원 관리 기능 구현 (자원 할당/관리, 모니터링 등)
◦ 해양과학 빅데이터 분류, 배열 및 조직화 기능 구현
◦ 해양과학 빅데이터 분석 결과 가시화 기능 구현
◦ 빅데이터 및 AI 관련 융복합 콘텐츠 및 도구(처리-분석코드) 개발

요구 성능 및 고려사항
◦ 원격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각종 API, 크롤링 기술 검토 도입
◦ HDFS 기반 인프라 및 오픈소스 S/W 기술 검토 도입
◦ 데이터 접근 최적화를 위한 NoSQL 기술 검토 도입
◦ 데이터 사이언스 지원 각종 통계 분석 프로그램 검토 도입 (R, Python, Scala 등)
◦ 인-메모리 컴퓨팅 기술 검토 도입 (Spark 등)
◦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PaaS, IaaS, SaaS 등의 아키텍처 검토 도입
◦ 웹 브라우저 기반 GUI 기술 검토 도입
◦ 시스템 및 DB 보안을 위한 이중화 기술 등 검토 도입
◦ 최소 20개 노드 이상의 고성능 컴퓨팅 클러스터 구축
◦ AI 연구 지원을 위한 Tesla급 이상 GPU 서버 2대 이상 도입
◦ 데이터의 빠른 송수신을 위한 초고속 네트워크 기술 검토 도입(InfiniBand 등)

【그림 4-4-5】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구성도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장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요구 기능
◦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 DB 연계
◦ 본·분원 보유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장비 정보 DB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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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보존 방안의 수립 및 적용 (아카이브 형식)
◦ 시스템 보안 및 정보 보안 대책의 수립 및 적용
◦ 데이터 수집/처리/공개/활용 업무 정의 및 기능 상세 설계
◦ 웹 기반 데이터/정보 관리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 시스템 관리/관제 기능 개발 (사용자별 접근제어, 권한 관리, 이력관리, 자원관리,
시스템 구성 관리, 외부 시스템 연동 관리 등)

◦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처리 기능 개발 (데이터 수신 프로토콜, 데이터 표준화(분
류/그룹화),데이터 품질관리, DB 입출력 제어, 데이터 아카이브 등)

◦ 통합관측 기·장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장비그룹, 목록, 이력, 상태, 운용환경
관리 등)

요구 성능 및 고려사항
◦ 데이터 원거리 이중화/이원화 아카이브 (기관별 역할 분담)
◦ 외부 연계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API 기술
◦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 운영실무를 위한 인력 구성,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 데이터 분석 및 기술 전문가 양성 등

◦ 운영 예산 확보 방안 수립
- 기관별 운영비 분담 및 지속 가능성 보장 방안 수립

◦ 데이터 관리 정책 및 제도 수립
- DMP, 수집, 관리, 보존, 공유 및 활용 등

◦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수집, 처리, 보존 시스템 및 외부공개, 공동활용 시스템 등

【그림 4-4-6】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장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구성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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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목표성과물 및 성과 로드맵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장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표 4-4-1】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

1식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
설계서

1건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DB

1식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DB 설계서

1건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수집/처리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실시간 데이터 인덱싱 및 검색/조회
기술(모듈) 개발 건수

2건 이상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실시간 데이터 수집/처리 결과의 통계 가시화
체계 구축 및 운영
기술(모듈) 개발 건수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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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상

실시간 수집/처리 상시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탐지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실시간 데이터 수신 지연 및 접속 중단에
대한 알람 및 복원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논문 게재 건수

2건 이상

특허 출원 건수

3건 이상

특허 등록 건수

2건 이상

소프트웨어(S/W) 등록 건수

7건 이상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1식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설계서

1건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DB

1식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DB 설계서

1건

해양과학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

1식

해양과학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 설계서

1건

해양과학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메타데이터/카탈로그 DB

1식

해양과학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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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세계최고수준,
설정근거 등)

기획연구
수요조사 및
특허분석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요구기능
도출 결과

기획연구
수요조사 및
특허분석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요구기능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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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카탈로그 DB 설계서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해양과학 빅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용 DW/DM

1식

해양과학 빅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용 DW/DM 설계서

1건

이종 시스템 DB 간 연계를 통한 데이터
수집/저장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해양과학 빅데이터 메타데이터 표준화 보고서

1건 이상

해양과학 빅데이터 메타데이터 생성/관리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해양과학 빅데이터 품질진단 및 관리, 정제,
가공 등 전처리 기술(모듈) 개발 건수

2건 이상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검색/조회/제공
기술(모듈) 개발 건수

2건 이상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3D 가시화
기술(모듈) 개발 건수

2건 이상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GIS 기반
가시화 기술(모듈) 개발 건수

2건 이상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사용자 맞춤형
추천 및 제공 기술(모듈) 개발 건수

3건 이상

논문 게재 건수

3건 이상

특허 출원 건수

5건 이상

특허 등록 건수

3건 이상

소프트웨어(S/W) 등록 건수

14건 이상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1식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설계서

1건

오픈소스 기반 해양과학 빅데이터 분산저장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오픈소스 기반 해양과학 빅데이터 병렬처리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상시 자원 모니터링
및 관리/제어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기반 빅데이터 분류,
배열 및 조직화 기술(모듈) 개발 건수

3건 이상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기반 빅데이터 분석
결과 가시화 기술(모듈) 개발 건수

3건 이상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기반 융복합 콘텐츠
및 분석 툴 개발 건수

3건 이상

데이터 사이언스 지원용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설치/관리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딥러닝, 머신러닝 등 AI 관련 라이브러리 활용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 인터페이스

1건 이상

■
■

기획연구
수요조사 및
특허분석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요구기능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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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기술 개발 건수
KCI 논문 게재 건수

3건 이상

특허 출원 건수

5건 이상

특허 등록 건수

3건 이상

소프트웨어(S/W) 등록 건수

15건 이상

기‧장비/데이터 공동활용 관리시스템

1식

기‧장비/데이터 공동활용 관리시스템 설계서

1건

기‧장비/데이터 아카이브

1식

기‧장비/데이터 아카이브 설계서

1건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지침

5건 이상

이종 시스템 DB 간 연계를 통한
아카이브(archive) 구축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기‧장비/데이터의 이중화/이원화 아카이브
극한해양공간
보존 기술(모듈) 개발 건수
통합관측 기‧장비
기‧장비/데이터 현황 모니터링 기술(모듈) 개발
거버넌스 구축 및
건수
운영
기‧장비/데이터의 웹 기반 관리 기능 및
인터페이스 구현 기술 개발 건수

1건 이상
1건 이상
2건 이상

공동활용 관리시스템 자원 모니터링 및
관리/관제 기술(모듈) 개발 건수

2건 이상

기‧장비/데이터 거버넌스 시범 구축 및 운영

3개월 이상

KCI 논문 게재 건수

5건 이상

특허 출원 건수

3건 이상

특허 등록 건수

2건 이상

소프트웨어(S/W) 등록 건수

7건 이상

기획연구
수요조사 및
특허분석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요구기능
도출 결과

4.4.7 추진전략
KIOST-KRISO-KOPRI 간 유기적인 협력 및 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이 가능한
6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 성공적인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및 데이터
중심 연구 몰입 환경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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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 추진전략
1
실시간 통합 관측
빅데이터 수집/관리 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관례
실무자간 워킹 그룹 운영

2

3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의

본-분원 간 데이터 기장비

빅데이터 분석/가시화 지원

공동활용 지원을 위한

데이터사이언스 체계 도입

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

5

6

4
본-분원 내 빅데이터 중심
융복합 연구개발 사업
발굴 및 협력 추진 지원

본-분원 참여 연구원의

본-분원 간 표준화된

최신 빅데이터 기술

데이터 거버넌스 및

활용연구 역량 증진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수행

프로토콜의 개발 및 제시

4.4.8 연구장비/시설(Infra) 구입 계획
세부과제4 예산 내역
인프라 구입비, 개발비 및 운영비 내역
【표 4-4-3】 예산내역
(단위: 억원)

전략과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4-1.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인프라 구입비

2

1

-

-

-

개발비/운영비

5

5

2

2

2

16

4-2.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인프라 구입비

2

3

-

-

-

5

개발비/운영비

5

5

2

2

2

16

4-3.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인프라 구입비

-

-

5

2.5

2.5

10

개발비/운영비

-

-

4

4

2

10

4-4.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ㆍ장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인프라 구입비

0.3

0.3

0.3

1

0.6

2.5

소계

소계

합계

3
19

21

20

15
개발비/운영비

2.1

2.6

3.6

2.1

2.1

12.5

16.4

16.9

16.9

13.6

11.2

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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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세부과제4 성과 및 활용방안
기대성과
◦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 극한해양공간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사업 기획
및 추진의 근거 제공

◦ 중앙부처 : 본-분원 연구데이터 및 기장비의 범정부적 공유 및 활용 활성화에 기
여

◦ 자치단체 : 공공 데이터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분석 지원 플랫폼 구축, 데이터
인력/인프라 체계 구축, 오픈데이터 확산 등의 근거 및 사례 제공

◦ 공공기관 : 해양과학 데이터 기반 융합연구의 기회 제공
◦ 민간부문 : 해양과학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개발 등 신사업 창출의 기회 제공

활용방안
◦ 실시간 극한 해양데이터의 개방으로 연구의 범위 확대와 질 향상
◦ 실시간 빅데이터 수집/분석 환경 구축 제공
◦ 해양과학연구인력의 AI 융복합 연구 유도
◦ 자체 생산 데이터와의 융합 콘텐츠 생산
◦ 자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기관 역량 강화 및 이니셔티브 확보
◦ 빅데이터 및 AI 기반 연구과제 발굴 지속 지원
◦ 데이터 전문 인력 재배치를 통한 역량 집중
◦ 본-분원 간 해양과학 데이터 및 기술 교류 체계의 정립을 통한 노하우 전수 및
기술력 강화

4.4.10 인프라 운용 계획
KIOST 본원 설치/운영 및 KRISO-KOPRI 간 공동 활용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기‧장비의 통합 운영 주체로서 KIOST가
데이터베이스 및 서비스를 총괄 운영 및 관리함
망 연계를 통해 KRISO, KOPRI의 실무자에게 시스템 접근 및 공동 활용 권한을
부여하며, 공동연구에 활용토록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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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내역사업5: 연구선의 심해 탐사·수색을 위한 해양로봇 운용 체계
구축
4.5.1 기술개발 개요 및 정의
해양로봇을 활용한 심해용 탐사 체계의 개요
해양로봇
◦ 해양 로봇이란 AUV, ROV, Underwater Glider, USV 등을 통칭함
- AUV : 미리 지정한 경로대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수중 자
율주항 무인잠수정을 의미하며, 해저면에 근접하여 빠른 속도로 유영하면서,
임무센서를 기동하여 해저면의 특성을 관찰하는데 활용함

- ROV : 모선의 통제를 받아, 수중 공간에서 탐사 및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체
계의 일종이며, 모선에서 필요 전력과 제어명령을 받아, 인간이 도달하지 못
하는 심해저에서 관찰기기의 설치 및 회수, 시료채취, 촬영, 지구물리 탐사들
을 수행함
- Underwater Glider : 사용자가 정한 경로를 통해 수중을 수직 프로파일링하
며 탐사하는 이동형 플랫폼을 의미함.
- USV(무인선) : 관제사가 지정한 미션을 주변환경을 스스로 인지하여
자율적으로 임무수행하도록 구현된 무인 선박임

【그림 4-5-1】 다양한 해양로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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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로봇 운영 체계
◦ 해양로봇 운영 체계란 심해 탐색 시 해양로봇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협력 체
계를 의미함

심해 탐색 체계의 문제점
◦ 용역사를 통한 탐사업무 의존도 심화
- 심해자원탐사(망간단괴, 망간각, 열수광상, 희토류, 천연물자원 등)에서 ROV가
필요한 단계에서는, 외국 용역사를 통해 탐사업무 전체를 외주용역으로 진행하
였으며, 이러한 경우 연구모선과 ROV 혹은 Deep Towed System등 장비까지
임대용역으로 활용하였음. ROV 및 Deep Towed System을 용선하여 사용할 경
우, 전문 활용인력과 이에 따른 성과물 산출 전문인력이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
음

◦ 국내 기술진의 운영훈련 여건 제한
- 대부분의 심해자원탐사 프로그램이 국가 R&D 사업으로, 단년 평가 체계를 가
지고 있으며,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이 결정나는 구조로,
운영훈련 혹은 기능평가적인 ROV 활용을 위한 예산 배정이 매우 제한적이었
음. 또한, 자원탐사의 목적과 달리 자연과학적 연구목표를 지향하는 극지연구
소 연구프로그램의 경우, 연구성과가 높은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탐
사를 진행한 경우가 많으나, 이를 통해 국내 기술진의 기술 고도화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음.

◦ 본분원간 협력체계 부재
- 국가 연구프로그램 특성상 연구진 요구 분석과 이를 해소할 연구장비 개발간
의 전주기적 순환구조나 본분원간 장비, 인력 등의 효율적인 협력이 원활하지
않았음. 본분원간 회계독립 구조 상에서 기술을 보유한 연구진 혹은 기술인력
간의 상호교류 및 기술배양 훈련 등을 공동으로 기획하지 못하여, 부족한 기술
인력들이 기장비 도입 및 관리 사무에 집중되고, 체계적인 기술진 양성과 협동
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음. 이는 PBS 체계하 연구 사업의 한계로서,
개별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한정된 자원에서 단년 연구성과 평가 기반에서 성
과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과제책임자들이 모험을 감수하거나 기술진에
게 기술증진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임
- 본원의 경우, 이사부호 운영과 함께 도입된 관측사 제도를 통해, 개별 연구사
업의 대형연구선의 장착장비 운영을 남해연구소 연구선 운영비에서 충당하는
구조로 수행하고 있음. 연평균 300일 이상의 연구항해를 매 항차 3인의 24시간
지원체계 속에서, 관측사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별관측사의 전문분
야 증진보다는 장착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등 단순한 직무에 고급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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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소진되고 있음
- 극지연구소 경우 극한지 심해탐사를 위한 장비(ROV, AUV, Underwater Glider
등)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절대적으로 외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탐사에 의
존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기술진의 극한지 심해탐사에 대한 노하우습득이
힘들며 점점 더 외국기술진에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상황임. 극지연구소는 극
한해양탐사를 위한 총3명의 기술인력으로 북극과 남극의 아라온호 장기승선
출장과 연구소 내 기술업무 등으로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수중로
봇과 같이 많은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장비를 운영할만한 인력이 부족한 상
황임. 극지연구는 제한된 기간 동안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야하기 때문에 절
대적인 인력부족은 극한환경에서 연속되는 24시간 연구업무에 따른 업무과중
과 높은 피로도를 유발하여 업무집중도가 떨어짐. 극지연구에 사용되는 장비들
의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유지보수와 운영에 따른 전문기술습득의 어려움으로
외국 기술진과 공동연구 수행시 자신감 결여와 업무효율성 저하가 우려됨

심해 탐사, 수색을 위한 해양로봇 운영체계 구축 개발 내용 요약
◦ 제안 내용
- 제안하는 심해 탐사, 수색을 위한 해양로봇 운영체계는 인류의 과학적 난제인
심해 탐색을 실행하기 위하여 협동연구 실행조직인 국가 심해탐사용 로봇센터
(Korea deep Submersible Facility Center, 이하 KSFC)를 신설하는 것임
- 심해 탐사용 무인잠수정 체계는 고 구축비용의 체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 운영
인력, 지원 모선으로 이루어지는 바, 이를 효율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할 상시적
전문운영 그룹이 필요함
- 협동연구 실행조직인 국가 심해탐사용 로봇센터에서는 심해 탐사 체계의 도입
/기능평가, 전문 운영인력의 교육훈련/인재 양성, 연구사업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현장 운영 및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기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적 해양
재난 및 구난 대응, 공해상 신 해양 자원 확보를 위한 탐사, 국제적 탐사 프로
그램 기여, 태평양 도서국가 해양자원 개발 지원 등 심해 탐사 기술을 기반으
로 한 국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임

◦ 조직 체계
- 신설할 국가 심해탐사용 로봇센터의 조직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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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 국가심해탐사용로봇센터 조직도 안

4.5.2 기술개발 필요성
극한 해양 탐사, 수색을 위한 해양로봇 운영체계 구축 개발의 필요성
사회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 안전 분야에서의 탐색로봇 수요
- 2019년 독도헬기 추락 사고 등 국가적 해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운영체제의 심해 탐사 장비 운영 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대서양 침몰선 탐사 및 장비 회수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AUV를 이용
한 신속한 광역 탐사, ROV와 여기에 장착된 로봇팔을 이용한 정밀 식별 탐사
및 작업은 매우 큰 효율성을 보여줌
- 과거 극지해역 조업 중이던 썬스타호 좌초를 비롯한 수많은 위험요소를 노출
된 극한의 바다에서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는 무인 탐색로봇은 필수적임

국가전략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 향후 국가 연구과제 심해탐색로봇 수요
- 해양수산부 R&D 과제로 추진 중인 심해탐색 과제는 지질, 자원, 생물, 화학등
전 해양과학 분야에 걸쳐 있음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75.73억원이 투입되는 심해저 광물자원기술개발의 일
환으로, 인도양 중앙해령 해저열수광상 개발 유망광구 선정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의 첫 단계가 심해 지형지질 탐사로 해양탐사로봇이 필요함
- 극한지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에서는 협동이동체 로
봇을 이용한 극한지 탐사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25.05억원을 투
입할 예정임
- 극지 해양환경 및 해저조사 연구 사업에서는 북극해 해저지질 조사 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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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환경 변화 연구 일환으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126억원을 투입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북극해 온난화-해양생태계 변화 감시 및 미래전망 연구에서
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175억원, 북극해 해양 및 해저환경 탐사 분야에서는
55.02억원 투입할 예정임. 해당연구사업수행을 위해서는 탐사용 해저로봇은 필
수적임
- (다부처)국가생명연구 자원선진화(해수부)로 추진되는 공해상자원 확보 및 기초
효능(기초소재) 탐색 연구에서도 시료채취를 위한 로봇이 필요하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할 예정임
- 대규모CCS통합실증 기반구축에서도 대규모 해양저장소 확보를 위한 해저면
근접조사시에 해양로봇이 필요하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요되는 예산은 약
80억원 내외임

기술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 제안내용
- 동해 수심 3,000m 이상의 해역에 대하여 정밀 탐사 및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자체 복합 기술이 부재함
- 해미래, 크랩스터, 이심이AUV 등 무인로봇기술은 플랫폼 별로 개발이 됐음.
AUV, ROV 체계를 갖춰 AUV를 이용한 신속한 광역 탐사, 관심물체 발견 후
ROV를 이용한 정밀 탐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선(이사부호,
아라온호)의 기본 인프라로서 갖출 필요가 있음
- 극지특화형 무인로봇기술은 극지와 같은 혹한환경에서 탐사 및 수색등을 위해
필수적임

4.5.3 개발기술 분석 및 기술트리
개발기술 분석
프로젝트 관리(PM) 기술
◦ 탐사계획 : 프로젝트 목표, 규모 및 탐사지역 특성(지형, 기상 등)에 따라 탐사계
획 구축, 상황에 따른 탐사일정 계획, 기타사항 프로젝트 담당자와 협의

◦ 인력·인프라 편성 : 프로젝트 규모와 탐사지역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설비 배치

운영기술
◦ 해양로봇 전개·회수 : 해양로봇을 연구선에서 해상으로 전개, 해상에서 연구선
으로 회수하는 작업으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기술
- 크레인, 윈치 및 기타 인양설비 제어
- 소형 보트, 선박 등 소형 지원모선 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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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로봇 탐사 : 해양로봇을 해상에서 운영하는 기술로 연구지역 해저지형 조사,
측심, 퇴적물, 생물체 샘플 채집 등 연구관련 작업을 하는 기술
- 해양로봇 제어 : 로봇 조작(이동, 샘플 채집 등), 임무형 알고리즘 코딩
- 데이터 분석 : 실시간 표출되는 데이터(비디오 상태, 압력, 센서 수치 등) 분석

유지보수 및 기술개발
◦ 전기전자 : 해양로봇의 전기전자부 유지보수·개발 기술
- 전기전자 모듈, 전원, 추진, 카메라, 조명

◦ 기계유압 : 해양로봇의 기계적 구동부 유지보수·개발 기술
- 기계·유압 시스템, 운용 노하우

◦ 로보틱스 : 해양로봇의 항법·신호처리부 유지보수·개발 기술
- 위치추적, 수중음향/ 광학, 신호 및 이미지 처리
- 임무 맞춤형 센서 연구, 개발

기술트리
프로젝트 관리(PM) 기술
◦ 탐사계획
- 데이터 기술 : 데이터 분석
- 공학 기술 : 해양공학

◦ 인력·인프라 편성
- 데이터 기술 : 데이터 분석
- 제어 기술 : 중장비/설비 운용

운영기술
◦ 해양로봇 전개·회수
- 공학 기술 :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 제어 기술 : 중장비/설비 운용

◦ 해양로봇 탐사기술
- 데이터 기술 : 데이터 분석
- 공학 기술 : 해양 공학
- 제어 기술 : 이동체 운용

유지보수 및 기술개발
◦ 해양로봇 유지보수·개발-전기전자
- 데이터 기술 : 데이터 분석
- 공학 기술 : 전기전자공학

◦ 해양로봇 유지보수·개발-기계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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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기술 : 데이터 분석
- 제어 기술 : 기계공학

◦ 해양로봇 유지보수·개발-로보틱스
- 데이터 기술 : 데이터 분석
- 공학 기술 : 로보틱스공학

【그림 4-5-3】 연구선 심해탐사・수색용 해양로봇 운용체계 구축 기술트리

4.5.4 세부사업 구성
해양로봇 탐사 신규운영 전담조직 구축
전담조직 구축을 위한 수요기관(연구소, 대학, 산업체 등) 및 정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
성
해양로봇 탐사 신규운영 전담조직 구축 및 운영체게 도입을 위한 3개년 예산확보
해양로봇 탐사 전문인력 확충 :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파일럿 등
해양로봇 운영기술 확보를 위한 주요사업 또는 인프라 과제신설

해양로봇 지원체계 구축(연구선)
선내 해양로봇용 격납고 및 선상운용장비 구축
연구선용 해양로봇 유지관리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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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로봇 전개/회수 시스템 구축

해양로봇 지원체계 구축(육상기지)
육상기지용 해양로봇 정비동 설계 및 건설
육상기지용 해양로봇 유지관리 체계 구축
심해장비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해양로봇 도입 및 훈련
해양로봇 도입
◦ 국내개발 경험을 토대로 자체개발 : 해미래, 이심이 6000 등
◦ 안정성 검증된 상용품 도입 : ISE ROV, KM Hugin 6000 Class 등

해양로봇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양성
◦ 시험평가 인프라에서 훈련 및 시험검증
◦ 양성인력
- 잠수정 운영사 : 약 4명
- 잠수정 유지관리 및 개발 : 약 6명
- 측량사 : 약 2명

실해역 성능평가 및 시운전
◦ 이사부호 탐사지역 투입
◦ 아라온호 탐사지역 투입

4.5.5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해양로봇 활용 운영 가이드라인 구축
목표 : 안정적인 해양로봇 운영과 해양로봇 활용 탐사·수색 신속성, 정확성 확
보
◦ 목적별 운영 시나리오 적용
- 연구과제 수행 : 해양수산부 R&D 과제 및 다부처 사업 등 다양한 국가 R&D
수행 시 심해탐색
- 사고 수색 및 탐사 : 침몰선 및 낙하체 수색
- 국가적 해난 사고 대응 : 국가적 해난 사고 발생 시 탐사·수색

◦ 해양로봇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 및 기준 마련
- 탐사 전 : 프로젝트 관리, 인프라/인력 편성, 장비 사전점검
- 탐사 중 : 장비 전개-탐사-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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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 후 : 장비 사후점검, 탐사결과, 보완작업 및 개발

해양로봇 운용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목표 : 국가차원의 해양로봇 기반 심해 탐사·수색 전문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확
보
◦ 해양로봇 운용기술 개발
- 해양로봇 전개·회수 시스템 : 해양로봇 유형에 따라 전개·회수 방식 고려하
여 시스템 설계
- 다목적 해양로봇 운항 플랫폼 : 관측, 샘플 채집, 수색, 구조 등과 같이 여러
용도에 따라 해양로봇의 운항이 간편하게 될 수 있도록 개발

◦ 해양로봇 특화 전문인력 양성
- 다목적 운항훈련 커리큘럼 : 관측, 샘플 채집, 수색, 구조 등과 같이 여러 목적
에 따라 해양로봇을 운항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커리큘럼
- 해양로봇 유지보수 커리큘럼 : 해양로봇 유지보수 시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커리큘럼 개발

해양로봇 지원체계 개발
목표 : 연구과제나 사고 수색, 국가적 해난대응 등 여러 상황에 투입될 수 있는
해양로봇을 항시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구소, 대학, 산업
체, 정부기관 등 수요기관 요구에 맞는 탐사·수색 전문장비를 개발함
◦ 연구선용 해양로봇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 해양로봇 유지보수용 이동형 컨테이너

◦ 육상기지용 해양로봇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 해양로봇 정비동 : 해양로봇 유지보수
- 심해장비 시험동 : 심해장비 시험 및 평가

◦ 수요기반 맞춤형 탐사·수색 전문장비 개발

4.5.6 목표성과물 및 성과 로드맵
목표성과물
해양로봇 활용 운영 가이드라인 구축
◦ 해양로봇 활용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해양로봇 운용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해양로봇 전개·회수 시스템 개발
◦ 다목적 해양로봇 운항 플랫폼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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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적 운항훈련 커리큘럼 구축
◦ 해양로봇 유지보수 커리큘럼 구축

해양로봇 지원체계 개발
◦ 연구선용 해양로봇 유지관리 시스템
◦ 육상기지용 해양로봇 유지관리 시스템
◦ 수요기반 맞춤형 탐사·수색 전문장비

【표 4-5-1】 연구선 심해 탐사·수색용 해양로봇 운용체계 개발 성과목표
핵심기술

최종 성과물

주요 특징(요구 성능, Spec)

- 목적별 운용 시나리오 : 연구, 사고 수색 및
탐사, 해난사고 대응
- 해양로봇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 및 기준 확립
- 해양로봇 유형에 따른 전개·회수 시스템 설계
- 동작하중 : 7t 이상
해양로봇
전개·회수 시스템 - 회전각 : 120° 이상
- 전기모터 윈치, 윈치스풀링 레벨 와인더 포함
- 용도에 따른 모드전환 용이성 : 관측, 샘플
다목적 해양로봇
채집, 수색, 구조 등
운항 플랫폼
- 용도별 필요기능 자동구현
- 관측, 샘플 채집, 수색, 구조 등과 같이 여러
다목적 운항훈련
목적에 따라 해양로봇을 운항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훈련
- 해양로봇 유지보수 시 필요한 기술이나
해양로봇
지식을 배우는 훈련
유지보수
- 분야별로 나눠서 훈련 : 전기전자, 기계,
커리큘럼
로보틱스 등
연구선용
- 해양로봇 유지보수용 이동형 컨테이너 제작
해양로봇
: 활용 해양로봇에 따라 규모 결정
유지관리 시스템
육상기지용
- 해양로봇 정비동
해양로봇
- 심해장비 시험동 : 최대 3000m급 적용
유지관리 시스템
수요기반 맞춤형
- 수요기관 요구사양에 맞는 탐사·수색
탐사·수색
전문장비 개발
전문장비

해양로봇
운영가이드라인

해양로봇
운용기술

해양로봇
지원기술

성과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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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연구소, 대학,
산업체, 정부기관
등 외부기관 평가
시작품 확인 및
실해역 시험 결과
시작품 확인 및
실해역 시험 결과
훈련결과 및
데이터 비교
훈련결과 및
데이터 비교
시작품 검수 및
실해역 시험 결과
현장 검수

수요기관 평가

4. 세부추진 계획

【그림 4-5-4】 성과 로드맵

4.5.7 추진전략
심해 탐사, 수색을 위한 해양로봇 운영체계 구축 개발 추진전략
운영 전략
◦ 특수목적 협력센터 신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 극지연구소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과학자 및
기술자 전임 및 겸임 직원으로 구성된 특수목적 협력센터 신설

◦ 활용재원 확보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인프라사업의 일환으로 장비구축비 및 경상비 재원 활용

◦ 기 연구성과물을 활용한 장비 및 인력 운영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사업의 성과 시제(ROV 해미래, AUV 이심이, USV 아
라곤, 수중 건설로봇 등)를 기반으로 초기 장비 및 인력 운영

◦ 심해탐사자원의 중장기 운영계획수립, 국가 심해 탐사 기술 개발 기획, 전문 연
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기획

◦ 24시간 운영 체계
- 총 15인의 규정인원으로 24시간 잠수정 운영 체계를 갖춤

실행 전략
◦ 안정적 예산 확보

■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극지연구소

197

- 심해 탐사용 무인잠수정 체계 구축 및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110억원대)
- 심해 탐사용 무인잠수정 운영기술 확보를 주요사업 혹은 인프라 과제 신설을 통
한 안정적 기술 확보 예산 확보

◦ 체계적 인력 구성
- 심해 탐사용 무인잠수정 운영 전문인력 확충(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파일
럿 등)
- 총 15명 규정인원으로 현장 24시간(12시간 맞교대) 잠수정 운영을 지원하는 체
계를 갖춤
- 본원과 분원에서 연구직 및 기술직의 겸직을 통해 초기 운영주체를 구성함
- 센터장, 운영실장, 대외협력실장, 잠수정 운영대장은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과 실행을 책임짐
- 현장 잠수정 운영은 잠수정 운영대장 하에 조종사(2), 정비사(2), 측량사(1),기
본 6인으로 실행하되, 요구되는 다양한 임무범위에 따라 인원 내에서 추가함

◦ 정부 이해관련 부서와의 협력 및 긴급구난체계 안에 국가 심해잠수정 운영센터
참여

198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기획연구

4. 세부추진 계획

【표 4-5-2】 국가심해탐사용로봇센터 구축대상 장비
연구성과물 활용

대형연구장비 도입

원격제어잠수정

비고

도입 장비가 50억
ISE ROV

해미래

자율주항잠수정

도입 장비가 50억
이심이 6000 동급

KM Hugin 6000
Class

무인수상선

도입 장비가 20억
ASV-CAT 5

아라곤

유인잠수정

예타급 연구개발

기획단계

Necton Class

Deep Sea Camera

DSL-120

예인식 탐사기

잠수정 모선

예타급 연구개발

온누리호 대체

신규 건조

정비시설
남해연구소 정비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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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3】 국가심해탐사용 로봇센터 인적구성
직위(국문)

직위(영문)

업무

센터장

Chief

센터총괄

운영실장

Chief Operator

센터운영관리

대외협력실장

Coordinator

연구그룹 수요조정

Super Indendent

현장 지휘총괄

잠수정 운영사

Pilot(Supervisor)

잠수정 운영

잠수정 운영사

Pilot(Supervisor)

잠수정 운영

잠수정 운영사

Pilot

잠수정 운영

잠수정 운영사

Pilot

잠수정 운영

Technician

플랫폼 정비

Technician

플랫폼 정비

Technician

플랫폼 정비

Tool Specialist

샘플링 도구 부착/개선/개조

Tool Specialist

샘플링 도구 부착/개선/개조

측량사

Surveyor

수중 항법

측량사

Surveyor

수중 항법

잠수정

운영대

장

잠수정

정비사

(기계)
잠수정

정비사

(전기전자)
잠수정

정비사

(전산/통신)
잠수정 툴 개발
(기계)
잠수정 툴 개발
(소프트웨어)

4.5.8 연구장비/시설(Infra) 구입 계획
국가심해탐사용 로봇센터 구축 계획
센터 구축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인프라사업의 일환으로 장비구축비 및 경상비 재원 활용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사업의 성과 시제(ROV 해미래, AUV 이심이, USV 아라
곤, 수중건설로봇 등)를 기반으로 초기 장비 및 인력 운영

무인잠수정 체계 구축
◦ 심해 탐사용 무인잠수정 체계 구축 및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110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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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4】 연차별 실행계획 및 소요예산 산정안
(단위: 억원)
중점과제

세부내역

‘21 ‘22 ‘23 ‘24 ‘25 합계

연구선의
신규운영 전담조직 구축
심해
탐사·수 해양로봇 지원체계 구축(연구선)
색을 위한
해양로봇 해양로봇 지원체계 구축(육상기지)
운용 체계
해양로봇 도입 및 훈련
구축
소 계

2

3

10

15

2

4

2

8

2

2

3

7

40

20

20

80

46

29

35

110

【표 4-5-5】 국가심해탐사용로봇센터 도입예정 대형연구장비
도입예정 대형연구장비

모델명

도입 장비가

원격제어잠수정

ISE ROV

50

자율주항잠수정

KM Hugin 6000

Class

50

무인수상선

ASV-CAT 5

20

유인잠수정

Necton Class

예타급 연구개발

예인식 탐사기

DSL-120

잠수정 모선

신규건조

예타급 연구개발

소 계

【그림 4-5-5】 국가심해탐사용 로봇센터 구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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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심해 탐사, 수색을 위한 해양로봇 운영체계 구축의 기대성과
향후 국가 연구과제 심해탐색로봇 수요에 부흥
◦ 국가에서 진행하는 심해탐색 과제, 심해저 광물자원기술개발, 극한지 개발 및 탐
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사업 등 수많은 사업과 과제들의 필수 요
소인 심해탐색 로봇의 수요에 부흥할 것으로 판단됨

◦ 신속 정확한 심해 탐색, 다양한 관측정보에 기반한 해저면 특성화, 주요 시료에
대한 채취 등을 위한 요소기술개발과 현장에서의 활용기술의 접목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됨

심해 탐색 전문인력 양성
◦ 해양 연구를 진행하는 본원과 극지연구소의 연구수요 분석 및 이에 대응하는 연
구장비를 도입할시 전문 운영인력 지원 및 양성 가능

심해 탐사확대와 과학기술외교
◦ 극지해양환경 탐사확대에 따른 글로벌 환경변화 예측에 기여함으로써 극지과학
연구 및 거버넌스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 제고 기대

◦ 극지 해양탐사확대로 국제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 탐사확대를 통한 북극권국가들과 에너지, 자원개발 협력과 수산분야협력 등 경제
협력 성과 창출 기대

사고 수색 및 탐사 주도
◦ 국내 자체적인 복합 무인잠수정 기반 심해 탐사 능력의 확보를 통한 침몰선 및
낙하체 수색에 활용

◦ 국가적 해난 사고에 대응가능한 상시 운영체제 확립

본분원간의 시너지 효과 기대
◦ 본분원간 장비, 인력 등의 효율적인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됨

심해 탐사, 수색을 위한 해양로봇 운영체계 활용방안
연구 목적의 활용
◦ 해양수산부 R&D 과제 및 다부처 사업 등 다양한 국가 R&D 과제 수행시 심해탐
색(지질, 자원, 생물, 화학 등 전 해양과학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음

사고 수색 및 탐사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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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몰선 및 낙하체 수색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됨

국가적 해난 사고 시 활용
◦ 정부 이해관련 부서와의 협력 및 긴급구난체계 안에 국가 심해잠수정 운영센터
가 참여하여, 국가적 해난 사고 시 활용할 수 있음

4.5.10 인프라 운영 계획
해양로봇 운용 구축 인프라
육상기지 및 운용선박
◦ 완전히 신규시설만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활용을 통한 시너지 최대
화

◦ 타 연구기관과 대학 산업계에도 공동활용 가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육상기지의 정비동 구축과 유지관리 체계 확립으로 상시 장비유지보수 가능
◦ 심해장비 시험평가 인프라구축으로 국내에서 장비성능 평가시험
◦ 해양로봇 운용 연구선상 구축된 전개/회수 시스템을 비롯한 최적의 장비운용시설
마련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최상의 결과달성

무인 해양로봇
◦ 사고 수색 및 탐사요구에 신속한 활용이 가능한 최적의 무인잠수정 체계 구축
◦ 기 보유 장비와 신규구축장비 활용을 위한 연구시설정보서비스를 구축 및 대외
개방을 통한 높은 공동활용도 달성

◦ 효율적인 장비활용을 위한 연구장비 관리 표준지침 마련

운영 전문인력
◦ 연구목적과 수색·탐사 요구와 연계하여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한 효율적인
인력운영안 마련 및 시행

◦ 적정인력 소요와 중장기 발전전략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전문인원충
원 및 배치

◦ 본원과 분원에서 연구직 및 기술직의 겸직으로 초기 운용체계 구성으로 안정화
도모

◦ 해양로봇 특화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추가 전문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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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사업 소요예산

5.1 사업 총소요예산
5.2 핵심과제별 소요예산
5.3 인력 투입계획

5. 사업 소요예산

제5장 사업 소요예산
5.1 사업 총소요예산
【

】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 총 소요예산
(단위: 억원)

중점과제
- 해상 스
마트 부
이 시스
템 구축

- 극한 해
양 환 경
관 측 장
비 시스
템 개발

세부내역

‘22

‘23

‘24

‘25

‘26

합계

부이 구조물 설계/해석/성능평가

10

20

10

10

5

55

통신 및 센서시스템 개발

20

20

30

20

10

100

부이구조물 제작/설치

5

5

30

60

-

100

시범 운용/보완

-

-

10

15

20

45

소 계

35

45

80

105

35

300

관측 케이블 제작

60

60

-

-

-

120

케이블 설치비

-

-

20

20

-

40

운영비

10

10

10

10

-

40

70

70

30

30

0

200

빙저탐사 수중로봇 메커니즘 개발

10

-

-

-

-

10

빙저탐사 수중로봇 설계·제작

20

20

-

-

-

40

LARS 및 원격제어실 구축

10

20

15

-

-

45

빙저탐사 수중로봇 플랫폼 통합

-

10

25

15

5

55

빙저탐사 수중로봇 프로토타입 성능 검증

-

-

10

25

35

70

40

50

50

40

40

220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8

7

2

2

2

21

DB관리/서비스 개발

6

7

2

2

2

19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

9

6.5

4.5

20

기장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4

2.9

3.9

3.1

2.7

15

16.4

16.9

16.9

13.6

11.2

75

신규운영 전담조직 구축

-

-

2

3

10

15

해양로봇 지원체계 구축(연구선)

-

-

2

4

2

8

해양로봇 지원체계 구축(육상기지)

-

-

2

2

3

7

해양로봇 도입 및 훈련

-

-

40

20

20

80

-

-

46

29

35

110

소 계
- 빙 저 탐
사 수중
로봇 개
발

소 계
- 극 한
양 공
데 이
베 이
구축
서 비
개발

해
간
터
스
및
스

소 계
연구선의
심해 탐사·
수색을 위
한 해양로
봇
운용
체계 구축

소 계
합 계

-

161.4 181.9 222.9 217.6 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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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핵심과제별 소요예산
5.2.1 내역사업1 : 황천 해양특성 연속 관측용 찌부이 개발, 응용 및 활용 연구
소요예산 : 총 330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및 인력
연구기간(년)
2021.01.~
2025.12(5년)

연구개발비(백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5,000

7,000

7,000

7,000

7,000

합계

연 소요인력(명)

250

33,000

소요예산 세부 내역 : 총 330억원
◦ 시스템 개념 설계(통신, 구조물 등) : 30억
◦ 장착 센서 : 25억원
◦ 배터리 시스템 : 30억원
◦ 구조물 제작 : 120억원
◦ 인건비 : 75억원
◦ 실해역 설치 및 검보정 등 : 30억원
◦ 기타 세금, 행정비용 및 제잡비 등 : 20억원

:

【표 5-2-1】 황천 해양특성 연속 관측용 찌부이 개발 사업의 연차별 연구비
(단위: 억원)
전략과제

중점기술

황천 해양특
성 연속 관측
용 찌부이 개
발

실시간 황천관측이
가능한 부이 설계
및 제작 기술
실시간 황천관측 부
이 운영기술 개발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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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

‘24

‘25

‘26

계

45

65

65

50

50

275

5

5

5

20

20

55

50

70

70

70

70

330

5. 사업 소요예산

5.2.2 내역사업2 :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표 5-2-2】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연차별 연구비
(단위: 억원)
중점과제
심해용
해저관측케이
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세부내역

‘22

‘23

‘24

‘25

‘26

계

◦ 관측 케이블 설계 및 제작

60

60

-

-

-

120

◦ 관측 케이블 구축 및 운영

-

-

20

20

-

40

10

10

10

10

-

40

70

70

30

30

-

200

◦ 관측 케이블 운영 및
고래탐지기술 연구
합

계

:

5.2.3 내역사업3 : 빙저탐사 수중로봇 개발
연구비 규모 : 220억/5년
【표 5-2-3】 빙저탐사 수중로봇 개발 사업의 연차별 연구비
(단위: 억원)
중점과제

세부내역

‘22

‘23

‘24

‘25

‘26

합계

빙저탐사 수중로봇 메커니즘 개발

10

-

-

-

-

10

빙저탐사 수중로봇 설계·제작

20

20

-

-

-

40

10

20

15

-

-

45

-

10

25

15

5

55

-

-

10

25

35

70

62

73

64

40

31

62

빙저탐사
수중로봇 LARS 및 원격제어실 구축
개발
빙저탐사 수중로봇 플랫폼 통합
빙저탐사 수중로봇 프로토타입 성능 검
증
합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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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내역사업4 : 극한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예산편성 및 인력산출
【표 5-2-4】 극한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연구비 규모
(단위: 억원)
중점기술

‘22

‘23

‘24

‘25

‘26

계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7

6

2

2

2

21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7

8

2

2

2

19

-

-

9

6.5

4.5

20

2.4

2.9

3.9

3.1

2.7

15

16.4

16.9

16.9

13.6

11.2

75

전략과제

극한해양공
간
데이터베이
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장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합계

5.2.5 내역사업5 : 연구선의 심해 탐사·수색을 위한 해양로봇 운용 체계 구축
【표 5-2-5】 연구선의 심해 탐사·수색을 위한 해양로봇 운용 체계 구축 연구비
(단위: 억원)
중점과제
연구선의
심해
탐사·수색을
위한
해양로봇
운용 체계
구축

세부내역

‘22

‘23

‘24

‘25

‘26

합계

신규운영 전담조직 구축

-

-

2

3

10

15

해양로봇 지원체계 구축(연구선)

-

-

2

4

2

8

해양로봇 지원체계 구축(육상기지)

-

-

2

2

3

7

해양로봇 도입 및 훈련

-

-

40

20

20

80

-

-

46

29

35

110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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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소요예산

5.3 인력 투입계획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표 5-3-1】 세부과제의 연도별 투입인원 및 인건비 (단위: 명, 억원)
내역
사업

세부과제

심해용
해저관
측케이
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해저관측케이블
설계 및 제작
해저관측케이블
구축 및 운영
관측케이블 운영
및 고래탐지기술
연구
총계

년도

’22

’23

’24

’25

’26

계

인원

10

10

12

12

12

56

인건비

1.77

1.77

2.13

2.13

2.13

9.93

인원

12

12

15

15

15

69

인건비

2.13

2.13

2.66

2.66

2.66

12.24

인원

6

6

8

9

10

39

인건비

1.07

1.07

1.42

1.60

1.76

6.92

인원

28

28

35

36

37

164

인건비

4.97

4.97

6.21

6.39

6.55

29.09

극한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인력 규모
【표 5-3-2】 세부과제의 연도별 투입인원 및 인건비 (단위: 명, 억원)
내역
사업

세부과제
실시간 황천관측이

황천

년도

’22

’23

’24

’25

’26

계

인원

20

20

30

40

30

140

7.00

7.00

10.00

15.00

11.00

50

인원

10

10

20

30

40

110

인건비

2.00

2.00

4.00

7.00

10.00

25

인원

18

18

16

14

10

250

인건비

9.00

9.00

14.00

22.00

21.00

75.00

해 가능한 부이 설계
인건비
양 특 성 및 제작 기술
연속

관

측용

찌 실시간 황천관측
개 부이 운영기술 개

부이
발

발

총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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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저탐사 수중로봇 개발
【표 5-3-3】 연차별 인력 투입계획
(단위: 명)
중점과제

세부내역
빙저탐사 수중로봇 메커니즘 개발

빙저탐사 수중로봇 설계·제작
빙저탐사
수중로봇 LARS 및 원격제어실 구축
개발
빙저탐사 수중로봇 플랫폼 통합
빙저탐사 수중로봇 프로토타입 성능 검증

소 계

’22

’23

’24

’25

’26

합계

6

-

-

-

-

6

16

14

-

-

-

16

8

14

10

-

-

8

-

12

15

20

10

0

-

-

20

20

30

0

52

63

25

20

10

30

극한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인력 규모
【표 5-3-4】 극한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인력 규모
(단위: 명)
전략과제

중점기술

극한해양공
간
데이터베이
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장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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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

’24

’25

’26

계

6

6

2

2

2

18

8

8

2

2

2

22

-

-

6

6

2

14

4

4

6

4

4

22

18

18

16

14

1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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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소요예산

【표 5-3-5】 세부과제의 연도별 투입인원 및 인건비 (단위: 명, 억원)
내역
사업

세부과제

년도

’22

’23

’24

’25

’26

계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인원

6

6

2

2

2

18

인건비

2.4

2.4

0.8

0.8

0.8

7.2

인원

8

8

2

2

2

22

인건비

0.8

0.8

0.8

2.4

인원

6

6

2

14

인건비

2.4

2.4

0.8

5.6

극한
해양
해양과학 빅데이터
공간
통합관리 시스템 및
데이
서비스 체계 구축 및
터베
운영
이스
구축
해양과학 데이터
및 사이언스 플랫폼 구축 및
서비
운영
스
개발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장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총계

인원

4

4

6

4

4

22

인건비

1.6

1.6

2.4

1.6

1.6

8.8

인원

18

18

16

14

10

76

인건비

4

4

6.4

5.6

4

24

연구선의 심해 탐사·수색을 위한 해양로봇 운용 체계 구축 인력 규모
【표 5-3-6】 연구선의 심해 탐사·수색을 위한 해양로봇 운용 체계 구축 인력 규모
(단위: 명)
중점과제

세부내역

연구선의
심해
탐사·수색을
위한
해양로봇
운용 체계
구축

‘22

‘24

‘25

‘26

합계

신규운영 전담조직 구축

2

3

10

15

해양로봇 지원체계 구축(연구선)

2

4

2

8

해양로봇 지원체계 구축(육상기지)

2

2

3

7

해양로봇 도입 및 훈련

40

20

20

80

46

29

35

110

소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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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사업 운영방안 및 추진계획

6.1 사업 운영방안
6.2 사업 추진계획

6. 사업 운영방안 및 추진계획

제6장 사업 운영방안 및 추진계획
6.1 사업 운영방안
6.1.1 사업 관리체계
해저관측케이블 시스템 구축 이후 전담 센터 운영
해저음향관측케이블 시스템 구축 및 정상 운영
전문 연구진을 구성한 운영
성공적 운영을 통한 해양영토 관리 수행

빙저탐사 수중로봇 기술 개발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 하에 사업 전담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KIMST)
의 관리를 받도록 함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극지연구소의 밀접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임. 이를 위한 사업단을 구축할 수 있음

6.1.2 사업 추진절차 및 관리 시스템
선박해양플랜트와 극지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단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공립연구소, 대학, 산업체 등 관련 산업분야 기관들
이 참여하여 융·복합 연구개발을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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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과제 추진절차

추진주체

사업단장 선정공고·선정

KIMST/자문위원회

사업단 협약

KIMST, 사업단장, 사업단 주관기관

세부과제 공고·선정

사업단장, 자문위원회

세부과제 협약

사업단장, 세부과제 주관기관

사업단과제 착수, 수행

사업단, 사업단 관리/지원조직

사업단 진도관리

사업단, 자체평가위원회, 사업단관리/지원조
직

사업단 연차평가(자체평가)

사업단

사업단 상위/단계평가

KIMST

추가 세부과제 공고·선정 (필요
시)

사업단장, 자문위원회

사업단 최종평가

KIMST

사업비 정산

KIMST/총괄기관

성과관리 및 활용

KIMST, 사업단

사후관리
(추적평가, 기술료 징수)

KIMST, 사업단 주관기관

사업단장
선정

세부과제
선정

사업단 운영

사업단과제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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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성과평가 체계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해저관측케이블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 및 정상적 운영을 통한 평가

해양동물 모니터링 알고리즘 연구
◦ 해양동물의 음향 특성 연구 제시

수중위치기지국 기술 연구
◦ AUV 등 수중이동체 위치 활용 연구 제시

빙저탐사 수중로봇 기술 개발
과제기획
사업 추진단계

연구목표/
내용 기획

자체평가
위원회

사업별
추진계획
확정

사업
관리
부서

추진계획
실무검토

추진
주체

선정평가

연구수행

정기적 평가

최종 평가

과제선정

계획에
따라
연구수행

계속/중단
결정

우수/보통/
실패
(성실/
불성실)

사업 성과목표 모니터링 및 관리

사업별
성과활용
방안확정
및 확산
추진

평가 실무 지원 및 연구진도 점검

추진실적
점검 및
현지조사
실시

【그림 6-1-1】 빙저타탐사 수중로봇 기술개발 성과평가 체계
:

6.1.4 성과관리계획
해저관측케이블 정상 운영
해양동물 음향 특성 지속적 연구 수행
수중위치기지국 정상 운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관리를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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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성과활용 및 확산계획
해저관측케이블
◦ 실시간 장기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수중환경 현상 연구
◦ 수중이동체(잠수함, AUV 등)의 특성 연구

해양동물 모니터링
◦ 동해안 고래의 음향특성 분석을 통한 고래 생태학적 연구 수행

수중위치기지국을 이용한 수중네트워킹 기술 개발
본 사업의 기술이전확산, 기술혁신 성공사례, 우수과제 선정 등 연구개발결과 활
용 촉진을 위해 추적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실시간 극한 해양데이터의 개방으로 연구의 범위 확대와 질 향상
실시간 빅데이터 수집/분석 환경 구축 제공
해양과학연구인력의 AI 융복합 연구 유도
자체 생산 데이터와의 융합 콘텐츠 생산
자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기관 역량 강화 및 이니셔티브 확보
빅데이터 및 AI 기반 연구과제 발굴 지속 지원
데이터 전문 인력 재배치를 통한 역량 집중
본-분원 간 해양과학 데이터 및 기술 교류 체계의 정립을 통한 노하우 전수 및
기술력 강화

연구결과 공공적 파급효과
기술적 기대효과
◦ 개발된 부이를 활용, 우리나라 해양영토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 구축에 기여
-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기상해양 예보 정확도 재고, 쓰나미/지진 등 해양재난재
해 예보 및 대응능력 강화, 수중 음향 모니터링 및 DB구축을 통한 해양감시능
력 강화 등 기술력 강화

◦ 개발된 부이의 특허를 활용, 국내는 물론 관련 세계시장 진출 추진
◦ 데이터 기반 디지털 연구환경 조성
◦ 국가 연구데이터 생태계 구축 및 활용

경제ㆍ산업적 기대효과
◦ R/V이사부의 태평양, 인도양 탐사 항로 길목에 개발된 부이를 설치-운영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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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부이 운영을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

◦ 데이터 기반 R&D 연구 활성화
◦ ICT 기반 해양산업 발전 선도

사회ㆍ문화적 기대효과
◦ 해양을 친수공간으로서 인식하는 국민적 분위기 강화

◦ 연구데이터 공동활용 문화 확산
◦ 새로운 서비스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6.2 사업 추진계획
6.2.1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주관으로 수행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수행

국내외 유관기관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 해외의 관리시스템 유관기관, 전문가, 국내 기술보유 기관 및 업체 등과 협조체
제를 유지

◦ 세미나 및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새로운 정보 및 기술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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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관측케이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단계에 관리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실시간 해양환경을 감시하여 해양영토 수중환경 관리

【그림 6-2-1】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추진체계

빙저탐사 수중로봇 기술 개발
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할 분담
◦ 사업추진체계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및 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사업단을 구
성하여 각 기관의 전문적 경험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추진전략
- (사업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및 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사
업단을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 자체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기술자문 임무를 부여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한
심층 자문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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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1】 사업단 구성(안)
사업단

구분

사업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수중로봇 플랫폼 및 기술
- 빙저 항법 및 데이터 자료·
신호 처리 기술

- 극지환경 특성 및 수요자
요구분석
- 쇄빙선(아라온호)과의 연계
- 운용 기술

- 연구선(이사부호)과의 연계
- 해양 모니터링 센서 신호
처리 기술

◦ 사업수행기관 업무 분장

【표 6-2-2】 사업 수행기관 업무분장표
기관명(부서명)

수행업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사업 기획 및 활용정책 수립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
▪
▪
▪
▪

KRISO, KOPRI, KIOST

▪ 연구사업 수행

국내대학

▪ 신호처리 알고리듬
▪ 취득한 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 관련 기술 적용

비고

사업관리계획 수립
사업 계약 및 집행 관리
개발주관기관 통제 및 사업추진
사업진도관리 및 위험관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사업평가
성과 관리 및 사업화 추진

6.2.2 사업관리계획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해저음향관측케이블 시스템 구축
◦ 수중이동체 감시 등의 업무 수행
◦ 해저음향관측케이블 송수신 제어
◦ 해양동물 탐지를 위한 광역, 집중 근접 모니터링 수행
◦ 수중 이동체 위치 활용

전문 연구진을 구성한 운영
◦ 수중이동체 감시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 해양동물(고래류)의 생태학적 음향 특성 연구

성공적 운영을 통한 해양영토 관리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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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사업관리계획

빙저탐사 수중로봇 기술 개발
연구결과 관리계획
◦ 연구결과 관리 중점 추진 사항
- 개발계획 및 요구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 연구결과 목표 정립
- 연구사업 요구사항 및 사업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의 식별과 시정 조치

위험관리계획
◦ 필요에 따라 위험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수 있음
- 위험관리는 위험관리계획 수립, 위험요소 식별, 위험요소 분석/평가, 대책수립/
실행, 추적/통제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

◦ 위험요소 식별 및 추진전략
위험요소

개발 및
제작기간

추

진

전

략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구축, 개발, 품질 보증된 S/W, H/W 및 기술의
재사용으로 개발위험 최소화
⦁유사 시스템 개발경험 및 핵심기술 보유 협력업체 적극 활용
⦁단품모듈 성능테스트 및 조기 성능 검증
⦁시스템통합 시험환경을 통한 부시스템 별 기능 및 통합운용성 검증

시험평가 지원 ⦁H/W 및 S/W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평가·인증 시스템 개발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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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조기 식별 및 보완
⦁성공적인 시운전 성능시험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체계 및 필요 인프라를 구축하며,
운용 인력지원 계획 수립
⦁사업예산이 계획과 다르게 배정될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 조정
⦁개발 및 제작관련 모든 소요기술 자체확보
⦁정밀한 평가 및 인증을 위한 인프라 및 시스템이므로 신뢰도가 검증된 기성품을 사
개발비 및
용하여 원가절감 추구
제작비 점검 ⦁품질 보증된 H/W, S/W를 활용한 기술개발비 절감 및 평가비용 최소화
- 표준화된 부품 및 설계 개념 적용
- 해양수산 R&D뿐만 아니라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등 타부처 R&D 결과물을 최대
한 활용

◦ 위험발생 영향분석
발생확률

일

정

비

용

성

능

정성적지수

정량적지표

높음

3

⦁납기준수 불가

총원가>10%

o 치명적 결함
o 납품불가, 대안없음

보통

2

⦁납기 차질
⦁Critical Path 차질
⦁주요 마일스톤 차질

총원가<10%

o 심각한 결함
o 납품에 영향있음

낮음

1

⦁내부 일정 차질
⦁납기차질 가능

총원가<5%

o 상당한 결함
o 납품에 영향가능

매우낮음

0

⦁일정준수 가능하나
추가지원 투입필요
⦁일정 영향 무시

총원가<1%

o 경미한 결함
o 납품에 영향없음
o 품질영향 무시

◦ 위험관리방안
구

분

조 치 내 용

⦁수행시점 : 사업착수 이전시점, 상세설계 이전시점
⦁수행내용 : 위험처리절차 및 위험식별/평가 기준
⦁수행결과 : 위험관리계획서

위험관리
계획수립

정기
위험
관리

높은
위험

⦁수행기간 : 분기
⦁수행내용 : 사업진척상황 분석을 통한 추가위험 식별/분석/대책 수립
⦁수행결과 : 위험분석/대책 보고서, 사업진도보고서

중간
또는
낮은
위험

⦁수행기간 : 반년
⦁수행내용 : 사업진척상황 분석을 통한 추가위험 식별/분석/대책 수립
⦁수행결과 : 위험분석/대책 보고서, 사업진도보고서

수시

위험보고

⦁수행기간 : 사업검토회의, 품질보증활동 시점
⦁수행내용 : 사업관리, 설계/해석, 시제제작, 시험평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사항 및 위험식별
⦁수행결과 : 검토회의보고서, 개선계획, 위험식별보고
⦁수행기간 : 분기
⦁수행내용 : 사업진행 중 식별되는 위험을 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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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및 종결처리 결정
⦁수행결과 : 위험관리보고서, 위험종결보고

6.2.3 재원조달방안
황천 해양특성 연속 관측용 찌부이 개발
국가 R&D를 통한 재원 조달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국가 R&D를 통한 재원 조달

빙저탐사 수중로봇 기술 개발
총 사업비 220억원은 국비 조달
◦ 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예산은 국비에서 조달되며, 관련된 활용 결과는 공공의 이
익 증대에 활용

◦ 실제 플랫폼의 제작은 산업체의 파급4과를 고려하여 전문민간업체에서 수행하나
제작구매 또는 용역 방식으로 조달

극한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국가 R&D를 통한 재원 조달

:연구선의 심해 탐사·수색을 위한 해양로봇 운용 체계 구축
국가 R&D를 통한 재원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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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 타당성 분석

제7장 사업 타당성 분석
7.1 기술적 타당성 분석
7.1.1 기술개발의 필요성
미래지향적 시스템 개발 필요
극한 해양환경을 극복하고, 실시간 영구적 해양환경 모니터링 운용 필요
동해의 해양동물(고래류)의 개체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수중에서 이동하는
생물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수중음향학적 방법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필
요

다목적 해저케이블 시스템 구축 필요
해저관측케이블 시스템 구축의 핵심은 수압, 수온, 장력 등의 여러 가지 외력으
로부터 전력선, 통신선, 센서를 보호하는 것임
케이블 포설 및 수리할 경우 회수 장력, 굴곡, 마모 등의 외력에 견디고 해저수
심(최대 8,000m, 수압 800 bar, 수온 1℃) 환경에 25년 이상의 장기간 신뢰성 확
보 필요
연속 장거리 제작 생산이 용이한 경제적인 케이블 설계가 요구됨

심해 해저케이블 및 수중 드론 연계 체계 개발 요구
현재 해양환경 측정은 대부분 부이형태로 수행(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등) 중이
며, 유지 보수 등의 문제 발생
측정 자료는 대부분 수온, 염분, 기온, 기압, 풍속 등에 국한
수중에서 이동하는 생물체에 관한 정보 수집에는 제한적임

◦ 실시간 해양생물

모니터링을 위한 음향학적 접근 필요

극지 환경의 특수성
저온 조건과 얼음이 존재하는 환경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 해양탐사용 수중
로봇의 기존 기술로는 극복하지 못 하는 장애와 자료취득 시 문제가 발생할 가
능성이 상당함.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임무시나리오, 운용기술 등이
요구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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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붕 아래 해저는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어 통상 사용되는 USBL/LBL을 사용
하기 어렵고, 탐사 해역이 지구 극점에 인접하여 관성항법 오차가 커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중항법 기술 개발이 요구됨
:

7.1.2 기술개발의 시급성l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 선진국 대비 10~20년 늦음
미국 (2008년 시작), 캐나다 (2000년 시작), 유럽 (2007년 시작) 등은 2000년대 초
반에 해저관측케이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 분야 활용이 전무함

미래 기후 환경 변화 및 시장 수요에 대비한 수중로봇 기반 전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20여년 이상 수중로봇 핵심기술과 플랫폼 개발실적과
사례가 있으나, 극지 빙하 아래를 탐사할 수 있는 수중로봇 기술은 미확보 상태
임
극지연구소는 극지에서의 다양한 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내의 자체 플랫
폼이 부재하여 외산장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의 다양한 요구조
건을 모두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는 그 변화의 징후가 뚜렷하게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측에 기반한 선(先)조치가 요구됨. 이러한 예측은 풍
부한 데이터에 기반하여야 하는데, 현재 국내 자체 탐사 플랫폼 및 기술이 없는
상황임

7.1.3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및 차별성
심해 음향관측케이블 구축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 수행 가능
음향관측케이블을 구축하면, 수중이동체 및 수중위치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로
확산할 수 있음

빙저탐사 수중로봇 기술 개발에 있어서 추진체계의 적절성
전문가 중심의 사업 기획 및 관리 : 극지탐사 및 환경에 대한 전문성과 쇄빙선을
보유·운용하고 있는 극지연구소와 여러 차례 수중로봇 개발을 통해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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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적절히
도출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

사업목표의 적절성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남·북극 극지
에서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내 자체 기술 확보를 통한
독립적인 탐사 능력의 확보 역시 중요해 지고 있음
경량 광케이블을 이용하는 방식은 관련 분야 세계 제1의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
는 미국 우즈홀 연구소에서 성공한 방식으로 결코 쉽지 않은 도전적 영역임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 ‘2050 극지비전’등 극지연구 혁신 및 실용화 성과 창
출이 요구되는 시기에 맞게 실제 탐사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중로봇 플랫폼은 정
책 방향에도 부합함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의 차별성
기존사업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2012~2014년 ‘MT-IT 융합 실시간 관학해역 관측시스
템 구축 시범사업’ 수행

◦ 해저음향케이블을, 부이 및 위성을 이용한 수상, 수중 환경에 대한 실시간 모니
터링 연구를 수행함

차별성
◦ 기존 사업은 다양한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였고, 현재
사업은 해저음향케이블이 메인이며, 수중음향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수행 예정임

◦ 해저음향케이블을 이용한 해양동물 탐지 알고리즘 연구 등은 새로운 연구 아이
템으로 판단됨

빙저탐사 수중로봇 기술 개발의 차별성
【표 7-1-1】 중복성 검토 및 연계 방안
유관사업명
(연구기간)

주요연구내용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해양수산부)

ROV 시스템 설계제작 기술
무인잠수정핵심기술개발;수
중로봇팔원격제어,수중시각,
시료샘플링,수중복합항법

연구성과물

6,000m급 ROV
(해미래)

■
■

특성
Two-body 구성
Conventional
armored
umbilical/tether
cable사용

본사업과의
차별성
일반적으로 해저면
바닥을 탐사 (수직
방향으로 거동)
운용 모선이 R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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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적하기가 용
이함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해양수산부)

천해용 다관절 복합이동
ROV시스템 설계제작
심해용다관절복합이동ROV
시스템설계제작

극지 빙하
탐사와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수중로봇ICT
원천기술 개발
(KRISO)

극지용 Hybrid AUV 상세설
계
진·회수 프로세스
빙저 항법
iUSBL기술
빙하시추 용융로봇
저온환경 성능평가 기술

200m급 다관절
ROV CR200(크
랩스터200),
6, 000m 급다관
절복합이동ROV
CR6000
(크랩스터6000)

극지용 Hybrid
AUV 상세설계
기술,
빙저 항법 알고
리듬,
iUSBL기술,
빙하시추 용융
로봇 기술,
저온환경 성능
평가 기술

CR200
One-body구성,
Armored tether
cable사용
CR6000
Two-body구성,
Armored 1차
umbilical cable,중성
부력 Armored 2차
tether cable

극지용HAUV 플랫
폼은 제작하지 않음

LTROV는 광케이블
이 장력을 견디지
못 하기 때문에,
진수인양 및 운용
에 있어서 새로운
절차가 요구됨
빙붕하부 수평방향
운동 비중이 큼
운용모선이 빙해에
있어 거동이 용이
하지 않음
주요사업에서 연구
중인 극지용HAUV
는 빙홀을 통해
진·회수되는 형태
이며 매니퓰레이터
등이 없고, 실시간
영상 확보가 불가
능함

:

7.2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계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발전 정책방향
- 주요정책 과제 중 해양안보로 해양영토 확보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
- 독도와 주변해역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독도와 영해의 확고한 주권
수호를 위한 안보태세 강화에 견고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음

◦ 해양 영토 수호를 위한 울릉도, 독도 해저관측케이블 구축 필요

국고지원의 적합성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울릉도, 독도 등의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이므로,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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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합함

빙저탐사 수중로봇 기술 개발
◦ 극지 빙붕 아래 해저를 탐사하는 수중로봇은 극지 해양환경변화 관측을 통한 지
구온난화 현상 규명, 빙저-해저면-해수 연동 메커니즘 연구, 빙붕-해저 접촉지역
관측, 극지 생명과학 및 생물자원 연구에 활용되는 첨단 극한해양장비이므로, 주
요사업 또는 국가R&D 지원이 타당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 울릉도, 독도 해역에 대한 해저음향관측케이블 설치
-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 해저음향관측케이블의 장기 운영을 위한 유지 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 요구

지역균형발전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 도서 지역(울릉도, 독도)의 발전 도모
- 울릉도, 독도 해역에 대한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수산자원 연구에 기여
- 사업 운영을 위하여 울릉도, 독도 지역에 연구진이 상주하면서, 지역 경제 활
성화에 기여

7.3 경제적 타당성 분석
7.3.1. 편익 추정의 개요
편익 추정의 구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편익 추정의 단위는 개별 사업이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사업의 시행여부 판단을 위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편익을 사업이 추
진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는 것임
그러므로 사업 전후(before and after)가 아닌 시행 유무(with or without) 비교를
통하여 사회후생(social welfare)의 차이를 분석해야 함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은 대형 해양과학연구선을
이용하여 심해 탐사 및 수색용 해양로봇 운용 등을 통하여 극한해양환경 및 빙
저탐사 등의 극한해양환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2쇄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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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KOPRI, 2014)에서 고려된 수행 연구와 목적이 비
슷하므로,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KOPRI, 2014)에서 고려된 연
구 성과를 따름
또한, 본 사업으로 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비용 절감과 부가가치 창출
편익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극한해양환경 관측용 기성품의 시장이 명확하게 형성
되어 있지 않고, 극한해양환경 관측 장비 시장에서의 본 연구 성과에 대한 점유
율의 불확실성이 높아 본 연구에서는 편익 항목에서 제외
따라서 목적에 맞게 시행 대안과 미시행 대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
시행 대안은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계 구축을 통해 대형 해양과
학연구선(이사부호 또는 아라온호)을 활용하여 극한해양환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는 경우의 효과이며, 미시행 대안은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
계구축 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대형 해양과학연구선을 활용하지 못하고 극한해양
환경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의 효과로 각각 비교해 볼 수 있음
시행 대안과 미시행 대안의 자세한 비교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7-3-1】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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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행

미시행

대안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체계구축으로 대형 해양과학
연구선을 활용한 극한해양환
경 연구 수행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체계
미구축으로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을 활용하지 못하는 극한해양환
경 연구 수행

극한해양환경 관측 및
모니터링 연구

○

×

국제공동연구
(해양수중로봇, 해저케
이블 등의 장비 이용
심해·빙저 탐사 활용)

○

×

논문 성과

○

×

지적재산권 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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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편익 추정 방법
편익이전 접근법
편익이전 접근법(benefit transfer approach)은 기본적인 자료수집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정보나 지식을 새로운 상황 또는 환경에 이전, 사용하는 방법
(Desvousges et al., 1998)
예를 들어, 편익이전이란 주어진 어떤 자원 및 정책조건 하에서 특정 대상지로부
터 획득한 경제적 정보를 새로운, 그러나 유사한 대상지에 조정하여 적용하는 기
법으로 정의 (Rosenberger and Loomis, 2001)
다음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편익이전 기법은 크게 가치이전(value transfer)과
함수이전(function transfer)으로 구분

편익이전 기법의 유형

본 사업에서의 편익 추정 대상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을 통한 극지(남극/북극) 탐
사 및 유기탄소의 순환, 심해저 퇴적물에서의 물질 순환 연구 등이 가능해지며,
나아가 우리나라 해양과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기후
변화 진단과 예측을 위한 제반한 해양학적 연구 수행 등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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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기여할 것임
더불어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을 통한 극지 및 심
해 연구에 있어서 국가 차원을 넘어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공동연구를 수행
하며 선진 해양 과학기술 및 연구결과 공유를 통해 국가위상 제고 가능
즉, 본 사업의 편익은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을 통한
전 해양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심해(4,000미터 이상) 연구 및 해양과학기
술 국산화 인프라 구축, 국제공동연구로 발생하는 국가 위상 제고, 고부가가치
신해양과학기술 산업 분야 창출 등의 사회경제적 편익으로 정의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과 관련된 완성품 시장이나 심해저 및 극지 탐사(연구)장비에서 기성품 시장
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KOPRII,
2014)에서 추정한 편익 값을 이용하는 편익이전 접근법을 적용함
따라서 본 사업에서의 편익 항목으로는 화폐단위로 측정가능한 편익만을 포함하
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에 근거하여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
(KOPRI, 2014)에서 제시한 컨조인트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본 사업과 부합되는
해양관측 및 기후변화 연구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 국제공동연구 관련 과학기술
적 편익, 논문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 지적재산권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을 상정
- 해양관측 및 기후변화 연구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
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을 통한 극지 및 심해 탐사, 유기탄소의 순환, 해저
퇴적물에서의 물질 순환 연구 등이 가능해지며, 나아가 우리나라 해양과 기후
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기후변화 진단과 예측을 위한 제
반 해양학적 연구 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
- 국제공동연구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
계구축 사업을 통한 극지 및 심해 연구에 있어서 국가 차원을 넘어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선진 해양 과학기술 및 연구결과 공유를
통해 발생하는 편익
- 논문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을 통해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연구 성과인 논문에 대한 편익
- 지적재산권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
구축 을 통해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연구 성과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편익

다음의 표에는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편익 추
정 방법을 정리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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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2】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편익 추정 방법
구분

편익의 정의

편익 추정 방법

극한해양
환경 관측
및 모니터링
연구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

-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을 통한
극지 및 심해 탐사,
유기탄소의 순환,
해저 퇴적물에서의
물질 순환 연구 등이
가능해지며, 나아가
우리나라 해양과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기후변화 진단과
예측을 위한 제반
해양학적 연구 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

①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KOPRII, 2014)에서 제시한 기
능 중 해양관측 및 기후변화연구는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의 기능과 부합하므로,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KOPRII, 2014)의 해양관측 및 기후변화연구에 대한
경제적 가치(5,397.9억원)를 적용
②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활용을 통한 연구 성과 중 극한해양관측 및
모니터링 연구 성과에서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
계구축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극한해양관측 및 모니터링 연구 성과에서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
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이 갖는 기여도는 100%로 도출되었으며,
이 값을 해양관측 및 기후변화 연구에 대한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의 기여도로 적용
③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KOPRII, 2014)에서 제시한 해
양관측 및 기후변화연구에 대한 경제적 가치(13,395억원)는 선박의
내구연한 25년을 적용한 값이므로, 25년으로 나누어 극한해양관측
및 모니터링 연구의 연간 경제적 가치를 산정

-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을 통한
극지 및 심해 연구에
있어서 국가 차원을
넘어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선진 해양 과학기술
및 연구결과 공유를
통해 발생하는 편익

①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KOPRII, 2014)에서 제시한 기
능 중 국제공동연구는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
구축의 기능과 부합하므로,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
(KOPRII, 2014)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경제적 가치(2,456억원)를
적용
②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활용을 통한 연구 성과 중 국제공동연구 성
과에서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이 차지하
는 비중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제공동연구에
서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이 갖는 기여도
는 10%로 도출되었으며, 이 값을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실시간 극
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의 기여도로 적용
③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KOPRII, 2014)에서 제시한 국
제공동연구에 대한 경제적 가치(2,456억원)는 선박의 내구연한 25
년을 적용한 값이므로, 25년으로 나누어 국제공동연구의 연간 경
제적 가치를 산정

국제공동
연구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

논문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

지적재산권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

총 편익
산식

-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①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KOPRII, 2014)에서 제시한 논
스마트 통합관측
문 성과의 가치(편당 10.7억원)를 적용
체계구축 을 통해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②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후 이를 이용하여
때 발생하는 연구
수집된 자료를 통한 연구 성과 목표 중 논문 성과는 연간 10편으
성과인 논문에 대한
로 상정
편익
-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①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KOPRII, 2014)에서 제시한 지
스마트 통합관측
적재산권 성과의 가치(건당 13.9억원)를 적용
체계구축 을 통해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②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후 이를 이용하여
때 발생하는 연구
수집된 자료를 통한 연구 성과 목표 중 지적재산권 성과는 연간 3
성과인 지적재산권에
건으로 상정
대한 편익
[{(연간 극한해양환경 관측 및 모니터링 연구의 경제적 가치 ×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
합관측 체계구축의 기여도) + (연간 국제공동연구의 경제적 가치 ×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
트 통합관측 체계구축의 기여도)} + 연간 논문의 가치 + 연간 지적재산권의 가치] × R&D 사업
화 성공률 × R&D 기여율 × 사업기여율

■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극지연구소

237

7.3.3. 편익 추정의 원칙 및 전제 조건
편익 추정의 원칙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한 결과물 중 일부는 수입대체 비용 절감과 부가가치 창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소 보수적인 접근을 취한다는 관점에서 화
폐단위로 측정 가능한 편익항목만을 대상으로 평가하고자 함
- 따라서 추후 본 사업의 성과물로 수입대체 비용 절감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하다면 편익은 보다 커질 수 있을 것임

편익 추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편익의 개념이 『연구개발부문 사
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2-1판]』(KISTEP, 2016)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며
편익항목 간 이중계산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편익 추정에 있어서 이
2가지 원칙을 견지하고자 하였음

회임기간
R&D 사업은 특성상 SOC 투자와는 달리 사업 종료와 동시에 편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회임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임
본 분석에서는 박경일·김도훈(2013)7)의 연구결과에 따라 본 사업 종료 후 3년차
부터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편익 발생 기간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기간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며 이는
비용의 투입이 일어나는 기간 및 편익의 발생이 일어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함
- 사업기간은 투입인력의 유지 등의 이슈와 연결되므로 연구개발사업 비용의 산
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며 사업 종료 이후 본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기
간, 즉 경제성 분석 대상기간은 편익인정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사항이므
로 중요함
- 본 연구개발 사업 수행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년임

편익 발생기간은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2-1판]』
(KISTEP, 2016)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특허인
용수명 지수(TCT, Technology Cycle Time)에 근거하여 편익발생 기간을 결정해
야 함
7) 박경일·김도훈, 수산업 R&D 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시험연구사업을 중심
으로, 수산경영론집, 44(2), 2013. pp. 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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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산업통상자원부, 2014)에서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
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특허인용수명 지수는 ‘B63C 선박의 진수, 견
인에 의한 운반, 드라이 독크에의 입출; 수난구조; 수중에서의 생존 또는 탐색
용 장치; 수중물의 인상 또는 탐색용 장치’에 해당하며 기술수명주기 중위수
는 10년에 해당
- 따라서 편익은 사업종료 다음 연도인 2029년부터 2038년까지 10년 동안 발생하
는 것으로 가정함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KOPRII, 2014)에서 제시한 컨조인트 분
석 결과를 이용하여 본 사업의 편익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이 대형 해양과학연구선의 역할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편익의 과대 추정을 방지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활용을 통한 연구 성과 중 극한해양환경 관측 및 모니터
링 연구 성과에서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이 차지하
는 비중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은 100%로 도출되었으며, 이 값을 극한해양환경 관측
및 모니터링 연구에 대한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
업으로 적용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활용을 통한 연구 성과 중 국제공동연구 성과에서 실시
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전문가
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제공동연구에서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
관측 체계구축 이 갖는 기여도는 100%로 도출되었으며, 이 값을 국제공동연구
에 대한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의 기여도로 적용

R&D 사업화 성공률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서의 편익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
는 실증 및 상용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R&D사업화 성공률을 반영
R&D사업화 성공률은 통상적으로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에서 발간하는 최신 성과
보고서 또는 연구보고서의 수치를 활용하여 적용
『2019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
구』(KISTEP, 2020)의 연구는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의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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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개발사업은 『2019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KISTEP, 2020)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분야별 사
업화 성공률에서 기계·소재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본 분야의 사업화 성공률인
51.8%를 적용

R&D 기여율
R&D 기여율은 연구개발성과의 상업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을 때, 전체
부가가치 가운데 연구개발에 의한 기여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해당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활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직접적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중에서 연구개발이 기여한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분석에서는 최근 2018년에 확정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근거하여
40.0%를 적용
- 참고적으로, 본 R&D기여율은 KISTEP이 주관하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동
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수치

사업기여율
사업기여율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시장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창출 편익의 추
정 시 적용하는 주요 인자
통상적으로 사업기여율 산식은

(본 사업 투자규모/(본 사업관련 분야 국가전체

투자규모 + 본 사업 투자규모)에 대입하여 추정한 결과, 82.44%로 나타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 극한, 해양, 환경, 탐사
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22개 사업이 검색되었으며, 22개 사업의 연구비 합
계는 192.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기여율 82.44%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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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한 보정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KOPRII, 2014)의 분석 시점은 2014년 3
월이고, 본 사업의 분석 시점은 2020년 11월이므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한 보
정이 필요
- 2014년 3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99.253(2015년 소비자 물가지수=100,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고, 2020년 10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5.610

전제 조건의 종합화
【표 7-3-3】 편익 추정을 위한 각종 전제 조건 결정 내용
구분

적용하는 값

근거

10년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산업통상자원부, 2014)에 따라 ‘B63C
선박의 진수, 견인에 의한 운반, 드라이 독크에의 입출; 수난구
조; 수중에서의 생존 또는 탐색용 장치; 수중물의 인상 또는 탐
색용 장치’에 해당하며 기술수명주기 중위수는 10년 적용

100%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활용을 통한 연구 성과 중 극한해양환경
관측 및 모니터링 연구 성과에서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
을 수렴한 결과,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
구축 사업은 100%로 도출되었으며, 이 값을 극한해양환경 관
측 및 모니터링 연구에 대한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
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으로 적용

100%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활용을 통한 연구 성과 중 국제공동연구
성과에서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제
공동연구에서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이 갖는 기여도는 100%로 도출되었으며, 이 값을 국제공동연
구에 대한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의
기여도로 적용

R&D 사업화
성공률

51.8%

『2019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
계 개선 방향 연구』(KISTEP, 2020)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
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에서 기계·소재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본 분야의 사업화 성공률인 51.8%를 적용

R&D 기여율

40.0%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근거하여 40.0%를 적용

사업기여율

82.4%

NTIS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하여 도출한 82.4% 적용

1.064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KOPRII, 2014)의 분석
시점은 2014년 3월이고, 본 사업의 분석 시점은 2020년 11월이
므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한 보정이 필요(2014년 3월의 소비
자 물가지수는 99.253(2015년 소비자 물가지수=100,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고, 2020년 10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5.610)

편익 발생기간
- 극한해양관측
및 모니터링
연구에 대한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
-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의
기여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한 보정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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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편익 추정
편익 추정 방법
본 사업의 편익은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KOPRII, 2014)에서
제시한 컨조인트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경제적 편익을 산정

연간 경제적 편익 = [{(연간 극한해양관측 및 모니터링연구의 경제적 가치
× 본 연구의 기여도(100%)) + (연간 국제공동연구의 경제적 가치
× 본 연구의 기여도(100%)} + 연간 논문의 가치
+ 연간 지적재산권의 가치] × R&D 사업화 성공률(51.8%)
× R&D 기여율(40.0%) × 사업기여율(82.44%)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KOPRII, 2014)의 컨조인트 분석 결과
본 사업의 편익 항목과 부합하는『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
(KOPRII, 2014)의 컨조인트 분석 결과는 해양관측 및 기후변화 연구, 국제공동연
구, 논문 성과, 지적재산권 성과임
-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KOPRII, 2014)의 컨조인트 분석 결과
를 살펴보면, 극한해양관측 및 모니터링 연구의 가치는 25년동안 1,339,502백만
원이며, 이는 연간 53,580백만원임
-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KOPRII, 2014)의 컨조인트 분석 결과
를 살펴보면, 국제공동연구의 가치는 25년동안 245,574백만원이며, 이는 연간
9,823백만원임
-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KOPRII, 2014)의 컨조인트 분석 결과
를 살펴보면, 논문 성과의 가치는 편당 1,069백만원임
-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KOPRII, 2014)의 컨조인트 분석 결과
를 살펴보면, 지적재산권 성과의 가치는 건당 1,395백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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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4】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KOPRII, 2014)의 컨조인트 분석 결과
구분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KOPRII,
2014)에서 제시한 컨조인트 분석 결과

연간 가치

극한해양관측 및 모니터링
연구(25년)

1,339,502

53,580

국제공동연구(25년)

245,574

9,823

논문성과
(300편)

320,724

1,069

지적재산권 성과
(건당)

1,395

1,395

편익 추정 결과
앞서 제시한 편익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편익을 산정
- 본 사업의 극한해양관측 및 모니터링 연구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 추정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이 연간 9,738.5백만원으로 나타남

극한해양관측 및 모니터링 연구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 추정 결과
【표 7-3-5】 극한해양관측 및 모니터링 연구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극한해양관측
및 모니터링
연구의 가치
(A)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합계

53,580
53,580
53,580
53,580
53,580
53,580
53,580
53,580
53,580
53,580
535,800.8

본 연구의
기여도
(B)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R&D
사업화
성공률
(C)
51.8%
51.8%
51.8%
51.8%
51.8%
51.8%
51.8%
51.8%
51.8%
51.8%

R&D
기여율
(D)

사업
기여율
(E)

40.0%

82.4%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82.4%
82.4%
82.4%
82.4%
82.4%
82.4%
82.4%
82.4%
82.4%

극한해양관측
및 모니터링
연구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F)
(A×B×C×D×E)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보정한
편익
(단위: 백만원)

9,152.3
9,152.3
9,152.3
9,152.3
9,152.3
9,152.3
9,152.3
9,152.3
9,152.3
9,152.3
91,523.2

9,738.5
9,738.5
9,738.5
9,738.5
9,738.5
9,738.5
9,738.5
9,738.5
9,738.5
9,738.5
97,385.1

- 본 사업의 국제공동연구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 추정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이
연간 1,785.4백만원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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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6】 국제공동연구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국제공동
연구의
가치
(A)

본
연구의
기여도
(B)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합계

9,823
9,823
9,823
9,823
9,823
9,823
9,823
9,823
9,823
9,823
9823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R&D
사업화
성공률
(C)

R&D
기여율
(D)

사업
기여율
(E)

51.8%
51.8%
51.8%
51.8%
51.8%
51.8%
51.8%
51.8%
51.8%
51.8%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82.4%
82.4%
82.4%
82.4%
82.4%
82.4%
82.4%
82.4%
82.4%
82.4%

국제공동
연구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E)
(A×B×C×D×E)
1,677.9
1,677.9
1,677.9
1,677.9
1,677.9
1,677.9
1,677.9
1,677.9
1,677.9
1,677.9
16,779.2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보정한
편익
1,785.4
1,785.4
1,785.4
1,785.4
1,785.4
1,785.4
1,785.4
1,785.4
1,785.4
1,785.4
17,853.9

- 본 사업의 논문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 추정 결과는 연간 236백만원/건으로 나
타났으며, 본 사업의 목표는 연간 10건의 논문을 출판시키는 것이므로 10을 곱
하여 추정한 결과, 연간 1,943.1백만원의 편익이 발생
-

【표 7-3-7】 논문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논문의
가치
(A)

R&D 사업화
성공률
(B)

R&D
기여율
(C)

사업
기여율
(E)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합계

1,069.1
1,069.1
1,069.1
1,069.1
1,069.1
1,069.1
1,069.1
1,069.1
1,069.1
1,069.1
10,690.8

51.8%
51.8%
51.8%
51.8%
51.8%
51.8%
51.8%
51.8%
51.8%
51.8%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82.4%
82.4%
82.4%
82.4%
82.4%
82.4%
82.4%
82.4%
82.4%
82.4%

논문의
과학기술적
편익(E)
(A×B×C× )
182.6
182.6
182.6
182.6
182.6
182.6
182.6
182.6
182.6
182.6
1,826.2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보정한
편익
1,943.1
1,943.1
1,943.1
1,943.1
1,943.1
1,943.1
1,943.1
1,943.1
1,943.1
1,943.1
19,431.2

- 본 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 추정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이 연
간 19백만원/건으로 나타났으며, 본 사업의 목표는 연간 3건의 지적재산권을 발
생시키는 것이므로 3을 곱하여 추정한 결과, 연간 760.6백만원의 편익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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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8】 지적재산권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지적재산권
의 가치
(A)

R&D 사업화
성공률
(B)

R&D
기여율
(C)

사업
기여율
(E)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합계

1,395.0
1,395.0
1,395.0
1,395.0
1,395.0
1,395.0
1,395.0
1,395.0
1,395.0
1,395.0
13,950.0

51.8%
51.8%
51.8%
51.8%
51.8%
51.8%
51.8%
51.8%
51.8%
51.8%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82.4%
82.4%
82.4%
82.4%
82.4%
82.4%
82.4%
82.4%
82.4%
82.4%

지적재산권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D)
(A×B×C× )
238.3
238.3
238.3
238.3
238.3
238.3
238.3
238.3
238.3
238.3
2,382.9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보정한 편익
760.6
760.6
760.6
760.6
760.6
760.6
760.6
760.6
760.6
760.6
7,606.5

7.3.5. 편익의 종합화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 편익의 종합화
본 사업의 편익 추정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의 표에 제시
【표 7-3-9】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 편익 결과 종합
단위 백만원

2029

극한해양관측 및
모니터링 연구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A)
9,738.5

2030

9,738.5

1785.4

1943.1

760.6

14,227.7

2031

9,738.5

1785.4

1943.1

760.6

14,227.7

2032

9,738.5

1785.4

1943.1

760.6

14,227.7

2033

9,738.5

1785.4

1943.1

760.6

14,227.7

2034

9,738.5

1785.4

1943.1

760.6

14,227.7

2035

9,738.5

1785.4

1943.1

760.6

14,227.7

2036

9,738.5

1785.4

1943.1

760.6

14,227.7

2037

9,738.5

1785.4

1943.1

760.6

14,227.7

2038

9,738.5

1785.4

1943.1

760.6

14,227.7

17,853.9

19,431.2

7,606.5

142,276.7

연도

합계

97,385.1

국제공동
연구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B)

논문의
과학기술적
편익(C)

지적재산권 관련
과학기술적
편익(D)

합계
(A×B×C×D)

1785.4

1943.1

760.6

14,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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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경제성 분석
7.4.1. 경제성 분석 방법 및 기본 전제
경제성 분석 방법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기법으로는 편익/비용(B/C) 비율, 내부수익률(IRR),
순현재가치(NPV)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해가 용이하고 사업규모의 고려가
가능한 B/C 분석 기법을 많이 사용함
사업의 비용, 편익은 장시간에 걸쳐 투입되거나 발생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
하여 이를 특정기간(일반적으로 현재년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환산하여 비교하게
되는데 이를 ‘현재가치화’라고 함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는 그 분석기법마다의 장ㆍ단점을 가지
고 있고, 어느 한 기법만을 가지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에는 적당하
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B/C 비율,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
를 모두 분석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음
각 평가지표의 장ㆍ단점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다음 표와 같음
경제성 분석 기법의 비교
분석기법

장

점

단

점

∙ 이해 용이
∙ 사업규모 고려 가능
∙ 비용편익 발생기간의 고려

∙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 곤란
∙ 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발생 가능
∙ 사회적 할인율의 파악

내부수익률

∙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 사업의 절대적 규모 고려치 않음
∙ 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
성 내제

순현재가치

∙
∙
∙
∙

∙ 할인율의 분명한 파악
∙ 이해의 어려움
∙ 대안 우선순위 결정시 오류발생 가능

편익/비용
비율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타 분석에 이용가능

편익/비용 비율이란 운영 후 연도별 발생하는 편익과 투입되는 비용(사업비 및
유지관리비)을 적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준년도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1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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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비용비율    





여기서



: 시점 t에서의 편익



: 시점 t에서의 비용



: 할인율(이자율)



: 내구연도(분석연도)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값
이 같아지는 할인율  을 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
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함



내부수익률   

여기서



 
      



: 시점 t에서의 편익



: 시점 t에서의 비용
: 내부수익률
: 내구연도(분석년도)

IRR









   




순현재가치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
여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제한 값이며 (순현재가치) ≥ 0 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함


순현재가치   




   




여기서



: 시점 t에서의 편익



: 시점 t에서의 비용
: 할인율(이자율)
: 내구연도(분석연도)











   





각 방안별 문제점을 간략하게 지적하면 우선, B/C ratio와 IRR을 사용함에 있어
애매한 경우가 다소 있음
- 구체적으로 B/C ratio는 재투자 비용이 드는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재투자 비
용을 비용측으로 산정할 것인지 혹은 음의 수익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따라 다
른 값을 가짐
- IRR은 사업규모가 다른 경우 IRR만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
으며 사업간 상호 독립적이란 가정 하에 도출하는데, 만약 사업간 상호배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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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즉 경쟁적 관계의 사업에서 다수의 IRR을 가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IRR 및 B/C ratio의 문제점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NPV가 우월하다고 알려져 있
지만, NPV 또한 예산상 제약이 있는 경우 한계가 있음
- 대규모사업이 소규모사업에 비해 큰 순현재가치가 발생하게 되어 대규모사업이
통상 유리하게 평가되는데, 예산제약으로 인해 하나의 대규모 사업과 여러 개의
소규모 사업 중 선택해야 하는 경우 NPV는 올바른 평가를 수행할 수 없음

결국 어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의 유무판단기준으로서 어느 한 기준에 전적으
로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결론적으로 순현재가치, 내부수
익률 및 편익/비용 비율 세 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고려한 후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함

7.4.2. 주요 전제
분석 시 전제사항
경제성 분석에 있어 비용과 편익은 모두 사회적 비용 및 편익으로 간주할 수 있
는데 일반적으로 공공투자시설의 경우 비용은 실질적으로 투자되어 쓰여진 비용
을 계상하는 반면 편익은 회수방법을 통한 실제수익이 아닌 사회적 편익을 기준
으로 함
- 본 연구에서도 먼저 비용 및 편익을 산정하고 이로부터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함

본 사업의 투자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편익은 2039년부터 2038년까
지 발생하여, 2022년부터 2038년까지가 경제성 분석 대상 기간임
현재가격은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사업의 비용 및 편익에 적용하고 본 사업은
그 성격상 비용이 초기에 집중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사업 종료 후 장기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분석기간 동안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에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함

사회적 할인율
비용과 편익의 미래 흐름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할인율은 자원의 기회비
용, 즉 투자사업에 사용된 자본이 다른 투자사업에 사용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
는 수익을 추정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 따라 혹은 사회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시간의 객관적인 가치를 나타냄
할인율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이견이 있으나 특정 투자사업이 정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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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도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을 적용하고 민간자본에 의해 추진
되는 경우에는 시장이자율에 근거한 재무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사회적 할인율은 통상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그 이유는 사
회적 할인율을 사용하여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주체가 주로 정부이며 정부로서
는 미래사업의 중요성이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
대부분의 국가는 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른 할인율을 자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
률, 경제적 잠재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괄적인 방법으로 정부가 추정하여 사용하
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 사회간접자본의 경우는 7~8% 이상, 선진국의
경우는 보통 5~6% 수준을 적용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201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17)에 의거
하여 4.5%를 적용

7.4.3. 비용 추정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총사업비(안)
본 사업은 ‘22년~’25년까지 총 905억원의 사업비 투입하며,

5개의 세부과제로

구성
- 세분과제 1: 해상 스마트 부이 시스템 구축, 300억원
- 세분과제 2: 극한 해양환경 관측장비 시스템 개발, 200억원
- 세분과제 3: 빙저탐사 수중로봇 개발, 220억원
- 세분과제 4: 극한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75억원
- 세분과제 5: 연구선의 심해 탐사·수색을 위한 해양로봇 운용 체계 구축, 110
억원

본 사업의 사업비의 연차별 세부항목을 다음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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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1】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연차별 비용
단위 억원
중점과제
- 해상 스
마트 부
이 시스
템 구축

- 극한 해
양 환 경
관 측 장
비 시스
템 개발

세부내역

‘22

‘23

‘24

‘25

‘26

합계

부이 구조물 설계/해석/성능평가

10

20

10

10

5

55

통신 및 센서시스템 개발

20

20

30

20

10

100

부이구조물 제작/설치

5

5

30

60

-

100

시범 운용/보완

-

-

10

15

20

45

소 계

35

45

80

105

35

300

관측 케이블 제작

60

60

-

-

-

120

케이블 설치비

-

-

20

20

-

40

운영비

10

10

10

10

-

40

70

70

30

30

0

200

빙저탐사 수중로봇 메커니즘 개발

10

-

-

-

-

10

빙저탐사 수중로봇 설계·제작

20

20

-

-

-

40

LARS 및 원격제어실 구축

10

20

15

-

-

45

빙저탐사 수중로봇 플랫폼 통합

-

10

25

15

5

55

빙저탐사 수중로봇 프로토타입 성능 검증

-

-

10

25

35

70

40

50

50

40

40

220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8

7

2

2

2

21

DB관리/서비스 개발

6

7

2

2

2

19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

9

6.5

4.5

20

기장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4

2.9

3.9

3.1

2.7

15

16.4

16.9

16.9

13.6

11.2

75

신규운영 전담조직 구축

-

-

2

3

10

15

해양로봇 지원체계 구축(연구선)

-

-

2

4

2

8

해양로봇 지원체계 구축(육상기지)

-

-

2

2

3

7

해양로봇 도입 및 훈련

-

-

40

20

20

80

-

-

46

29

35

110

소 계

- 빙 저 탐
사 수중
로봇 개
발

소 계
- 극 한
양 공
데 이
베 이
구축
서 비
개발

해
간
터
스
및
스

소 계
연구선의
심해 탐사·
수색을 위
한 해양로
봇
운용
체계 구축

소 계
합 계

250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기획연구

-

161.4 181.9 222.9 217.6 121.2

905

7. 사업 타당성 분석

7.4.4. 경제성 분석 결과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72,899백만원,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75,755백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순현
재가치는 2,856백만원으로 경제성 분석을 통과함
편익/비용 비율은 1.04로 산정되어 1.0을 초과하며, 내부수익률도 4.9%로 사회적 할인
율 4.5%를 초과하여 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과 비용 및 편익의 흐름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7-4-2】 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과 비용 및 편익의 흐름

구분
값

편익

비용

순현재가치
(단위: 백만원)
(NPV)

75,755

72,899

2,856

현재가치 합계(단위: 백만원)

비용

내부수익률
(IRR)

1.04

4.9%

편익

연도

당해
연도 가치

현재가치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합계

16,140
18,190
22,290
21,760
12,120

14,143
15,253
17,887
16,709
8,906

90,500

편익/비용
비율
(B/C ratio)

72,899

당해
연도 가치

순편익
현재가치

14,228
14,228
14,228
14,228
14,228
14,228
14,228
14,228
14,228
14,228
142,277

9,162
8,767
8,390
8,028
7,683
7,352
7,035
6,732
6,442
6,165
75,755

■
■

당해
연도 가치

현재가치

-16,140
-18,190
-22,290
-21,760
-12,120

-14,143
-15,253
-17,887
-16,709
-8,906

14,228
14,228
14,228
14,228
14,228
14,228
14,228
14,228
14,228
14,228
51,777

9,162
8,767
8,390
8,028
7,683
7,352
7,035
6,732
6,442
6,165
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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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7.5.1. 분석의 구도
투자의 근거 확보 및 사업의 당위성 논의 등을 위해 경제적 타당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요구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이란 기준에서
타당성의 여부 확인 필요
-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국가적ㆍ사회적ㆍ시대적 필
요성
- 예산배정의 필요성

【그림 7-5-1】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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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산업연관분석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전후방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
량화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제부문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면서도 거시적인 상호관계도 관찰할 수 있어
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은 국민경제의 기초산업으로서
산출물을 다른 산업에 중간재로 공급할 것이며, 또한 다른 산업으로부터 중가재를 구
입하여 생산활동을 수행할 것임
산업연관분석은 일반균형분석으로서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변동이 각 부문
의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임금, 이윤 등 부가가치 변동에 따른 산업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데 유용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
과 분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 모형 중 수요유도형 모형을 고려함

【그림 7-5-2】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역할

산업연관분석 절차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절차는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비용을 기본 투입요소로 하되,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인 2020년에 발표한 2018년도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구함
아울러 각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하는 데 있어서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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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체계구축 사업에 미치는 효과와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 외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리하여 계산한 후 취합
산업연관분석은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투입산출표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여
한국은행 33부문 대분류 방식으로의 산업분류 후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결과를 해석

【그림 7-5-3】 산업연관분석의 절차

수요유도형 모형 산출물의 의미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으
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하게 되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으로 구
성되며, 파급효과의 범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의 3가지를
분석
- 생산유발효과: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1원 생산 또
는 투자가 국민경제 전체에 유발하는 생산액
- 부가가치 유발효과: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1원 생
산 또는 투자가 국민경제 전체에 유발하는 부가가치액
- 취업유발효과: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10억원 생산
또는 투자가 국민경제 전체에 유발하는 취업인원

직접적 효과란 1차적인 것으로 해당 부문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이 활성화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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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간접적 효과는 2차적인 것으로 타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
자기산업 효과

타 산업 효과

총 효과

자기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

타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

자기 부문 및 타
부문에 미치는 총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그림 7-5-4】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의 두 가지 범주

7.5.2. 분석 결과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인 2020년에 발표한 2018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되, 33부문
통합대분류 방식에 근거하여 381부문(기본부문)을 통합하고, 여기에 실시간 극한해양공
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총 34부문을 대상으로 분석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은 제34부문으로 처리하였으며,
이 부문을 외생화하게 되면 결국 33개 부문을 다루게 됨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투자 1원당 타 산업에서
0.5715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경제 전체에서는 1.5715원의 생
산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투자 1원당 타 산업에서
0.2357원, 자기산업에서 0.4834원의 부가가치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경
제 전체로는 0.7191원의 부가가치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투자 10억원당 타 산업에서
3.8593명, 자기산업에서 3.2403명의 취업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경제
전체로는 7.0996명의 취업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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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3】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코 드
번호
A
B
C01
C02
C03
C04
C05
C06
C07
C08
C09
C10
C11
C12
C13
C14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256

부문명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 인쇄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제품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전력, 가스 및 증기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건설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부동산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기타 서비스
기타
타 산업 유발효과
자기산업 유발효과
총 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단위: 원)

순위

0.0047
0.0006
0.0098
0.0054
0.0127
0.0162
0.0420
0.0046
0.0393
0.0227

23
33
18
20
17
16
3
24
4
12

부가가치 유발
효과
(단위: 원)
0.0025
0.0003
0.0025
0.0011
0.0041
0.0041
0.0113
0.0014
0.0075
0.0081

0.0421

2

0.0210
0.0091
0.0052
0.0026

순위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10억원)

순위

20
32
19
28
16
17
9
25
13
11

0.0913
0.0022
0.0250
0.0199
0.0467
0.0012
0.0661
0.0117
0.0353
0.0783

10
31
21
24
15
32
12
27
17
11

0.0188

3

0.0506

13

14
19
21
28

0.0059
0.0027
0.0011
0.0007

15
18
27
30

0.0493
0.0256
0.0105
0.0160

14
20
29
26

0.0224

13

0.0108

10

0.1626

6

0.0255

9

0.0066

14

0.0167

25

0.0044

25

0.0024

21

0.0264

19

0.0034

26

0.0015

24

0.0226

23

0.0688

1

0.0370

1

0.8425

1

0.0358
0.0236
0.0240
0.0276
0.0168

6
11
10
8
15

0.0127
0.0080
0.0114
0.0164
0.0124

6
12
8
5
7

0.3340
0.2804
0.1076
0.1044
0.0410

3
4
7
8
16

0.0388

5

0.0186

4

0.2552

5

0.0282

7

0.0194

2

0.3484

2

0.0011

31

0.0009

29

0.0091

30

0.0009
0.0021

32
29

0.0006
0.0011

31
26

0.0108
0.0236

28
22

0.0033

27

0.0018

23

0.0293

18

0.0049
0.0019
0.5715
1.0000
1.5715

22
30

0.0022
0.0000
0.2357
0.4834
0.7191

22
33

0.0962
0.0000
3.2403
3.8593
7.0996

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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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총사업비 90,500백만원의 투자
로 인해 생산유발효과는 총 142,220.8백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65,078.6백만원,
취업유발효과는 총 64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생산
유발효과

➡

자기 산업 효과

타 산업 효과

총 효과

⇣

⇣

⇣

1원당 1.000원
95,000원

+

1원당 0.5715원
52,720.8원

⇕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

➡

⇕

1원당 0.4834원
43,747.7원

➡

=

+

1원당 0.2357원
21,330.9원

1원당 1.5715원
142,220.8원
⇕

=

1원당 0.7191원
65,078.6원

⇕

⇕

⇕

10억원당
3.8593명

10억원당
3.2403명

10억원당
7.0996명

+

349.3명

293.2명

=

642.5명

【그림 7-5-5】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화

7.6 수요조사 분석
7.6.1 수요조사 개요 및 수요조사 결과
빙저탐사 수중로봇 활용 수요
극지 탐사연구원 대상으로 활용 수요 조사실시
◦ 예상 탐사지역 특성 조사
◦ 탐사시 취득필요 데이터 종류
◦ 탐사로봇 필요 성능

수요조사 결과

■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극지연구소

257

【표 7-6-1】 수중로봇 활용 수요조사 결과
조사항목
선호하는 탐사방식

탐사지역 특성

탐사데이터 종류

조사 결과


선박을 통한 운용방식(ROV,AUV)



빙저호 탐사



수온 : 영하 2.5도



유속 : 최대 35cm/s, 평균 10cm/s



염분도 : 33.0~35psu



수온, 염분, 수심, 유속, 해저/얼음

비고
ROV+AUV 결합형

하부 스캔자료 및 영상자료


ROV: 생물/해수 채집, 각종 센서
탈부착, 5-way camera, 카메라 &
조명장치, 방형구 탈부착, 호버링,

필요 로봇 기능

위치정보


AUV: 각종센서 탈부착, 5-way 카
메라, 카메라용 조명장치



ROV : 단거리 실시간 탐사



AUV : 장거리 자율탐사

선호하는 로봇 외형



일반 AUV or 라운드 형태

예상 운용 수심



최소 2,000m 이상

탐사거리별 선호도

장거리, 장시간 탐사 선호

운용 수심이 깊을수록 활용도
더 높음

공동기획 세부 연구개발 팀 대상 기술 수요조사 실시
극한해양공간에서 실시간 관측되는 데이터의 종류 및 주기, 전송방식, 용량 등 조사
데이터 통합관리 및 활용 차원에서 요구되는 기능 및 서비스 등 조사
데이터 공개 및 공동 활용 가능 여부 조사

기술 수요방향 및 기타의견
수요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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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2】 극한환경 데이터 수요조사 결과
탐색적

조사

세부

관측

연구

대상

개발

해역

내용

(범위)

데이터
생산
기기/
장비
명칭
(가칭)

데이터
관측
장비

데이터

신규

생산

개발

방식

여부

데이터
생산

데이터

예상

포맷

항목

데이터
생산
주기

자체
데이터
저장
방식

1일당
데이터 데이터
전송

생산/

방식

전송량
(예상)

Raw
데이터
제공
여부

제공 후
QA/QC
등
후처리
필요
여부

데이터
빅

분석

데이터 (EDA)을

실시간
표출

분석

위한

서비스

활용

데이터

(기능)

필요

가시화

필요

여부

기능

여부

공개/
비공개
여부

필요
여부

해저
해저

동해,

관측

한반도

케이블

주변

센서

해역 등

분야

해저
관측
케이블

기존

고정점

장비

시계열

보완/

연속

개선

관측

수온,
압력

CSV

변화,

(ASCII

수중

계열)

연속

파일

관측

형식

실시간 100~
유선

1000

비공개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미정

Yes

공개

Yes

Yes

Yes

Yes

미정

미정

통신 MB/Day

(대외비)

음향
신호
수온,

Top-Ten
sioned
Buoy

황천

부이

신규
개발

개발

고정점

염분,

시계열

수압,

연속 pH, DO,
관측

수중

CSV
(ASCII
계열)

연속관
측

실시간 100~
미정

무선

1000

통신 MB/Day

음향
빙저

극지,

탐사

빙하

Hybrid (UnderAUV

ice),

개발

빙저호

수온,
Hybrid
AUV 및
장착

트랙킹
기타

센서

선형
관측

염분,
수압,
pH, DO,

미정

기타

미정

미정

미정

수중
음향

정보제공 수요 내역
- 데이터 전송 방식 : 실시간 통신 자료의 수집 및 서비스 수요 확인
- 데이터 생산 : daily 생산 자료 수집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 QC 및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분석 및 가시화 지원 체계 구축 등 요구
- 데이터 보안 : 비공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안 강화 요구, 비공개 데이터 활용 요
청 시 대책 방안 모색
- 기장비 운용과 관련한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필요 의견

◦ GPS데이터(위치, 방향, 측정 시간 등)
◦ 기본 환경 데이터(풍향, 풍속, 기온, 습도, 기압, 표층 온도 등)
◦ 운용에 필요한 데이터ex) 장비 설치시기, 검교정 및 수리 이력, 배터리 잔량, 내부 데
이터저장

◦ 공간정보, 시스템 장애 정보, 데이터 송수신 시간, 통신 상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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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8.1 기대효과
8.2 연구성과물의 향후 활용방안

8.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8장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8.1 기대효과
8.1.1 기술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Top-tension buoy 시스템 최적설계 기술 확보, 수중로봇 통합 스마트 모바일 해양관측 체
계 및 운용 인프라 구축을 통한 극한지 해양환경 데이터 수집 및 통합관리 체계 확보
극한지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기후온난화 및 해양환경 유해인자 확산 상시
감시체계 구축
극한지 관측장비 및 수중로봇 활용 원격모니터링 기술 확보를 통한 경제적·친환경
준실시간 극지환경 관측, 극한지(빙붕저, 빙하, 하천) 생태계 연구 및 자원 탐사 기술
향상
극한해역 관측장비 및 해양로봇의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 및 관련 특허기술 세
계시장 진출 등 기술력 제고
극한해양공간 빅데이터의 ‘수집-저장-관리-분석-서비스’ 등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데이터 중심의 해양연구 몰입 환경 제공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의 기술적 기대효과
수중음향 활용연구
◦ 해양기기 개발, 수산음향 기술개발 및 해저지질 탐사기술 개발 등에 응용될 뿐만 아니
라 국가의 해양영토 주권확립 및 해양방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울릉도-독도 해역은 해양물리, 해양기상 및 해저지질 등의 주변환경이 시‧공간적으로
심하게 변동하므로 이에 따라 해수중의 수중음향 특성도 다양하게 변동하리라 예상

◦ 수중소음은 수중음향케이블 등의 수중음향 장비를 설계할 때 또는 수중음향 장비의 사
용범위를 계산할 때 신호 대 잡음비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입력인자로 활용

◦ 고래류의 자원량 및 이동경로를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
◦ 울릉도-독도 주변 해역에는 난수성 소용돌이, 한수성 소용돌이 및 용승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난수괴 또는 냉수괴 등 특이해역을 형성함으로써 해수중 음속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음파전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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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저탐사 수중로봇 기술 개발의 기술적 기대효과
경량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탐사 반경을 증대시킨 ROV 플랫폼 및 관련 기술은 극지
빙저탐사를 비롯하여 심해 과학 탐사에 케이블 영향 최소화로 기술 장벽 돌파
빙저 수중복합항법은 통상의 USBL을 활용하기 힘든 환경에서 수중 이동체의 수중위치
측위 추정에 기여 가능
저온환경에서의 고밀도 배터리는 향후 자동차 및 전동 모바일 플랫폼에 활용 가능

극한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의 기술적 기대효과
실시간 극한 해양데이터의 개방으로 연구의 범위 확대와 질 향상
실시간 빅데이터 수집/분석 환경 구축 제공
해양과학연구인력의 AI 융복합 연구 유도
자체 생산 데이터와의 융합 콘텐츠 생산
자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기관 역량 강화 및 이니셔티브 확보
빅데이터 및 AI 기반 연구과제 발굴 지속 지원
데이터 전문 인력 재배치를 통한 역량 집중
본-분원 간 해양과학 데이터 및 기술 교류 체계의 정립을 통한 노하우 전수 및 기술
력 강화

8.1.2 경제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해역별 어장 상황, 해상 안전, 적조 조기 예측을 통해 해양 재해 방지 및 수산·양식 증대에
기여
R/V이사부의 태평양, 인도양 탐사 항로 길목에 개발된 부이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부이 운
영을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공동 활용 및 융합 연구에 기여함으로써 신규 고부
가가치 기술의 개발 및 신사업 수요 창출에 기여
관련 소재, 부품, 장비의 비상 대응 공급을 위한 기술자립 능력 확보 및 해양분야 기술개발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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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의 경제적 기대효과
수산음향 활용연구
◦ 한반도 해양 영토내에서 어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 중요 상업어류의
계절별 이동상황 파악은 다양한 형태의 핵심자료로 활용

◦ 울릉도-독도 해역은 수산자원 측면에서도 중요한 해역이므로 각 해역에서 실시간/장기
간 어류자원의 시공간 자료는 해양영토의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수자료
로 활용

◦ 중요 상업어류의 분포 및 이동상황 파악을 위한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현장까지 출어하
는 어선의 어획보고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해양환경 자료를 통한 모
델예측 방법을 이용

◦ 설치되는 수산음향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변해역을 이동하거나 혹은 체류하는 어군으로
부터 취득되는 실시간/장기간 음향자료로부터 해역 내 어류자원의 파악 및 지속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에 활용 가능

◦ 부가적으로 수산음향 센서의 주파수 선택성으로부터 어류자원 이외에 해양생태계의 중
요 구성종인 동물 플랑크톤의 실시간/장기간 변동 파악을 통하여 해양환경에 따른 생
태계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에 활용

빙저탐사 수중로봇 기술 개발의 경제적 기대효과
기후 변화 예측에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극지 변화 모니터링
해양 관측 시스템 기술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

해양분야 빅데이터 및 AI 기반 R&D 연구 활성화를 통한 해양산업 발전의 선도
연구데이터의 활용기반 조성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산업 활성화 기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융·복합은 새로운 산업 및 경제 부가가치 창출 가능
신규 R&D 발굴 및 다학제적 협동을 통한 연구데이터 서비스업 육성 기대
데이터 관리·활용·분석의 전문인력 수요 증대 및 양성 활성화 기대

8.1.3 사회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개발된 부이를 활용, 우리나라 해양영토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 구축에 기여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기상해양 예보 정확도 재고, 쓰나미/지진 등 해양재난재해 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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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응능력 강화, 수중 음향 모니터링 및 DB구축을 통한 해양감시능력 강화 등

우리 해역의 실시간 환경정보 제공 및 분석을 통한 정확한 해상 상황 예보, 기후 예측, 해
양지진, 해일 등 국민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
해군/해경의 데이타베이스(DB) 활용을 통한 국가안보·방위력 제고 및 우리나라 해양영토
상시 감시체계 확보
극한 해양환경 감시관측 기술개발을 통한 극지 및 심해 탐사 능력 향상 및 해양개척 역량
향상을 통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의 사회적 파급효과
연안 해양환경 장기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활용
◦ 해양/음향 자료 및 해양환경 자료를 DB화하여 해군에 제공하여 국가안보에 활용
◦ 울릉도, 독도해역에 설치하여 해양주권 확보 가능
◦ 해상 보안에서 활용 방안
◦ 향후 해상 보안 및 안전적 측면에서 국가 대응 체계의 기반 마련 - 어업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지역분쟁 방지 기여

빙저탐사 수중로봇 기술 개발의 사회적 파급효과
빙저하부 및 극지 탐사를 위한 국내 독자 기술 확보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극지환경 모니터링 및 데이터 취득을 통한 국내·외 환
경 정책 수립에 기여

지능정보기술 사회에서 무한한 문화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능
다수의 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 및 가공, 분석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 가능 기대

8.2 연구성과물의 향후 활용방안
극한 해양환경 관측장비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에 활용
극한 해양특성 연속 관측 부이 시스템(Top-tensioned buoy) 개발에 활용
Bob-type

buoy

system

(Top-tensioned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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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oy

sensor

system)

TLR

(Top

Level

8.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황천상황(SS8)에서 생존 가능
- 직경 10cm+/-, 길이 10m의 파이프 안에 센서를 장착하여 장기간(1년 이상)
thermocline을 관통하는 구간에서의 계측
- 센서 bio-fouling 대비(계측 시에만 해수에 노출되거나, 계측면에 생물부착을 방해/제
거하는 장치 요망)
- 1차적으로 수심 4, 50~100m에 가능한 시스템 제작. 이후 1,000m급으로 확대
- 설치 및 회수가 용이(WHOI의 core sampler type)
- Thermocline 수심 40 ~70미터 범위 고려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에 활용
심해 관측장비 설치·회수·운용 기술 개발에 활용

고밀도 공간정보 관측용 해양로봇 및 운용 기술 개발 계획 수립에 활용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이동 플랫폼 융합 스마트 관측부이 기술 개발에 활용
대수심용 다기능 통신부이시스템 개발
해양로봇(AUV, Glider, Wave-glider 등) 개발
운용 알고리듬(임무 계획, 통합 항법, 최적 제어) 개발
부이시스템 및 해양로봇 운용시스템 및 통합운용기술 개발
빅데이터 전송 및 처리 기술 개발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에 활용
수중음향 활용연구
◦ 수중음향 기술 특성상 체계구축에 필요한 연구의 국외 기술도입 및 활용에 많은 제한
요소가 있으므로 체계관리, 센서개발 및 환경정보 통합분석에 대한 국내기술 개발
통합체계 종합, 분석, 시험평가 기술 연구
ISAG, ISAN 센서 및 수중통신 센서 개발
음향신호 수신장치 개발
음향 및 환경정보 통합분석 연구

수산음향 활용연구
◦ 수산음향 센서로 획득되는 음향자료들을 이용한 자원량 평가 혹은 계절별 중요 어종판
별을 위한 대상어류 음향반사 특성연구
개개 어종에 대한 길이별, 주파수별 음향특성 연구
어군에 대한 주파수별 음향특성 연구
어군 음향자료 분석 알고리즘 연구 - 어군탐지기 국내 양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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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해저지진 및 쓰나미 활용연구
◦ 해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을 실시간 정밀‧근접 모니터링하며,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관련기관에 배포할 수 있는 자료배포 시스템을 개발‧구축
자료수집 시스템, 실시간 해저지진 발생 모니터링
지진 및 쓰나미 자료처리 시스템

해양관측부이 활용 연구
◦ 수중음향 측정자료 해석 등에 필요한 해양환경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기 위한 해역관리
인자 관측부이 개발
해양관측부이 설치해역 해양환경 조사 및 분석
해양관측부이 설계, 구축, 운용 및 관리

극지해역 해양환경 통합관측 체계 구축 계획 수립에 활용
빙붕저 수중 탐사 자율무인잠수정 기술 및 플랫폼 개발에 활용
아라온호 진수·인양 가능한 REMUS 3000급 AUV
빙저 수중 항법 기술 개발
원격 지원 및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개발
플랫폼/시스템 통합 및 성능검증, 진수·인양 시스템 구축
극지환경을 고려한 장기관측 시스템 및 준실시간 자료전송 기술 개발에 활용

남북극 빙저 수중환경 탐사에 수중로봇 활용
극한 해양 환경 탐사용 로봇 개발 시 활용
◦ 탐사가 이뤄지지 않은 미지의 보다 극한환경 탐사용 로봇 개발 시 축적된 수중로봇 기
술 활용

극지 환경 탐사에 활용
◦ 극지 심해 빙저 해양, 빙붕 하부 등 기존에 탐사가 어려웠던 지역의 탐사에 활용
◦ 테더 모드를 통한 실시간 자료전송을 통한 효과적인 탐사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탐사기
간 단축 및 양질의 연구데이터 획득에 활용

극한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계획 수립에 활용
극한해양공간 빅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에 활용
극한해양공간 빅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및 공동 활용 서비스 개발에 활용
극한해양공간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를 위한 분석 플랫폼 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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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수중관측 장비(계류장비, 무인관측장비 등) 및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활용

KIOST 해양데이터 통합체계 구축 사업의 추진 근거로써 활용
해수부, KIMST, 기재부 등 대상으로 본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 설명 자료로써 활용
◦ 구체적인 비전 및 목표, 전략, 로드맵 제시를 통해 상위기관의 공감대 형성 및 설득

◦ 주요사업 또는 국가R&D 사업의 과제제안서 작성에 참조 및 첨부

KIOST 해양데이터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설계서로써 활용
데이터 아키텍쳐 구성(안) 및 기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KIOST 해양데이터 통합체계
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설계 진행
◦ 기획에서 충분히 고찰된 시스템 아키텍쳐(안)를 이용해 실질적인 설계를 신속히 추진

◦ 사용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최적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지원

KIOST 해양데이터 공동 활용을 통한 데이터 중심 대형 연구과제 기획에 활용
KIOST 해양데이터 통합체계의 연구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융복합 대형과제 기획
진행
◦ 국가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융합을 통한 빅데이터 연구 및 AI 개발 사업의 기획 추진

◦ KIOST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융복합 연구의 가능성 확인 및 제시

4차 산업혁명시대의 KIOST 위상 제고에 적극 활용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도적 위상을 갖춘 연구기관으로써 빅데이터 역량 및 인프라 홍보
◦ 해양분야 빅데이터의 중심에 KIOST가 있음을 국민과 정부에 인식시키는데 활용
◦ 해양데이터 중심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시 이니셔티브(initiative) 주장 근거 활용내용

이사부/아라온호의 심해 탐사·수색을 위한 해양로봇 운용 체계 구축 계획 수립에 활용
심해용 AUV 및 AUV 지원을 위한 USV(무인수상선) 운용 체계 구축에 활용
심해용 ROV 운용 체계 구축에 활용
원격 지원 및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개발에 활용
전문운용인력 양성(파일럿, 유지보수, 자료처리, 운용감독, DB관리 및 활용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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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과제제안요청서(RFP)

내역사업1: 황천 해양특성 연속 관측용 찌부이 개발,
응용 및 활용 연구
내역사업2: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내역사업3: 빙저탐사 수중로봇 개발
내역사업4: 극한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내역사업5: 연구선의 심해 탐사·수색을 위한 해양로봇
운용 체계 구축

부록 : 과제제안요청서

내역사업1 과제제안요청서(RFP)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세부사업

개발

황천 해양특성 연속 관측용 찌부이 개발

과 제 명
총
연구기간
당해
주관
연구기관

과제성격

총 정부출연금
당해
제한없음

기술료
징수

비대상

혁신
도약형

총 정부출연금
억원
년 억원
해당없음

보안
등급

일반

연구개발의 필요성
□ 황천 해양특성을 연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이 개발 필요
ㅇ 해양관측 주요수단중 하나인 부이는 손망실, 진수·회수의 번거로움, 높은 제작비용(부이 대
부분은 수입품)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 해양관측 활용 어려움
ㅇ 4차산업 혁신과 함께, 조사선을 활용한 해양관측의 시대가 저물고, 위성, 드론, 부이 등을
활용한 무인·자동·실시간 관측으로 진화하는 바, 관련 경쟁에 대응한 혁신적 기술개발, 관련
특허의 선제적 개발, 관련 응용 및 활용 기술의 개발 등 시급
ㅇ 해양기상 예측 정확도 제고, 지진·쓰나미 등 해양재난재해 대응,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수중
음파감시체계 구축 등을 위해, 부이 등을 활용한 실시간 해양관측기술 축적 시급

□ 국내외 정책 변화
ㅇ 현재 10미터 직경의 거대 부이가 황해 중부에 1기 가동 중이고, 또 다른 2기의 거대 부이
가 황해 잠정조치 수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더 많은 거대 기상해양부이가 동해 먼바다 등에
설치될 계획
- 그러나 대형부이는 진수·회수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고(반대로, 거대하기 때문에 도난 및 손
망실 우려는 감소), 수중 센서 설치 및 운영에도 큰 약점이 있음
ㅇ 세계에서 가장 많은 1천기 이상의 부이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NOAA)은 현재 전통적 형태
의 중소형 부이를 활용 중
- 그러나 태평양의 TOGA-TAO buoy array 및 인도양의 RAMA buoy 등을 운영하는데 소요되
는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미국은 일본, 우리나라 등 태평양과 인도양 주변국에 부이 관리
협력을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

연구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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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시장 및 기술 동향
ㅇ 최근 배터리 및 무선통신 기술 등 4차산업기술 혁신에 따라. 해양에서도 이들 4차산업기술
을 활용한 신기술 개발 필요성 증대
ㅇ 막대한 양의 실시간 해양관측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선별,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 보다 새
롭고 실용적인 해양정보 생산 절실
- 최근 해양과학 분야에서도 데이터 기반 머신러닝, 딥러닝 등 AI 알고리즘 개발 연구가 두드
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극한해양공간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AI 융복합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확
보 및 공동 활용 체계의 필요성 확인
ㅇ 최근 자동으로 해양특성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기술이 발달, 조사선 등을 활용해 해양을 직
접 탐사하는 방식에서 무인자동 관측방식으로 기술 트렌드 변화

기타 동향
ㅇ 우리나라가 앞서있는 조선해양 및 4차산업 기술을 선제적으로 해양분야에 접목, 이 분야에
서 세계적 선도위치를 조기 확보, 관련기술시장 선점이 필요한 시기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
연구목표
최종목표
황천 해양특성 연속 관측용 찌부이 개발

세부 목표
ㅇ 황천 해양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부이의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ㅇ 황천 관측부이 운영기술 개발

목표 사양
목표시스템 구성
1) 최소 SS8 황천에 견디고, 내경 10cm, 길이 30미터 이상 규격의 파이프형 찌부이
2) 수층 불연속면 해양특성의 깊이·시간별 연속 변화를 황천에서도 관측 가능

세부 요구기능 및 성능 고려사항
ㅇ top-tensioned buoy system 최적 설계 기술: 앵커, 몰수 부이, 센서시스템, 전원공급, 신호 전송
￭
￭
￭
￭

284

수중 부이 및 계류 시스템 최적 설계: 용량 산정, 동적 거동해석
수중 부이 – 신호전송장치 최적 설계: 최소수면 신호전송 부이 자동화 및 수중부이 상호작용 해석
센서시스템 최적화 기술개발: 수중센싱 모듈개발, Anti-bio-fouling 기구 개발
전원공급 시스시템 개발: 수중부이 일체형 전원 공급/충전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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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top-tensioned buoy system 황천 시 생존성 확보 기술
￭ 수중 부이 – 수중 센서 – 계류 시스템 황천 시 동적 거동 시뮬레이션
￭ 해양수조 모형시험 검증

ㅇ top-tensioned buoy system 설치 및 회수 기술
￭ 수중 부이 – 앵커 – 센서 시스템 설치 시나리오 개발
￭ 수중 부이 – 앵커 – 센서 시스템 설치 시나리오 검증

성과물
최종성과물


상세설계도면



장수명 고용량 배터리 장착기술



황천부이 진수인양 장치 설계기술



바이오파울링 저감 기술



부이장착 센서 기능유지 관리기술



부이에 장착된 대용량 배터리 재충전 기술



저비용 무선 통신을 위한 디지털 HF 통신기술



실시간 데이터 인공지능 처리기술

핵심과제 4의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목표

- 실시간 황천관
측이 가능한 부
이 설계 및 제
작 기술

성과지표

목표치

상세설계도면

1식

장수명 고용량 배터리 장착기술

1건

황천부이 진수인양 장치 설계기술

1건

바이오파울링 저감 기술

1건

부이장착 센서 기능유지 관리기술

1건

- 실시간 황천관 부이에 장착된 대용량 배터리 재충전 기술
측 부이 운영기
술 개발

저비용 무선 통신을 위한 디지털 HF
통신기술
실시간 데이터 인공지능 처리기술

1건
1건

비고
(세계최고수준,
설정근거 등)

기획연구
수요조사 및
특허분석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요구기능
도출 결과

기획연구
수요조사 및
특허분석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요구기능
도출 결과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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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내용 및 범위
연차별 연구목표 및 내용
ㅇ 황천 해양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부이의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1차년도 : 기존자료 수집 및 기술분석, 개념설계
2차년도 : 상세설계 및 제작 착수
3차년도: 시스템 제작 완성
4차년도 : 실해역 설치 및 운영 시작
5차년도 : 검보정 및 문제점 개선

ㅇ 황천 관측부이 운영기술 개발
1차년도 : 기존자료 수집 및 동향분석
2차년도 : 운영기술 분석 및 운영기술 방향 수립, 운영을 고려한 설계
3차년도: 센서, 통신장비, 배터리 등의 운영을 고려한 설계(계속), 모의 운영
4차년도 : 실해역 운영 착수
5차년도 : 실해역 운영 및 검보정, 문제점 개선 등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기대효과
기술적 기대효과
- 개발된 부이를 활용, 우리나라 해양영토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 구축에 기여
- 개발된 부이의 특허를 활용, 국내는 물론 관련 세계시장 진출 추진

정책적 기대효과
- 우리나라 4차산업 기술을 해양과학기술에 접목, 관련분야에서 세계적 선도위치 선점
- 해양을 친수공간으로서 인식하는 국민적 분위기 강화

경제적 기대효과
- R/V이사부의 태평양, 인도양 탐사 항로 길목에 개발된 부이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부
이 운영을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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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과제제안요청서

활용계획
실시간 극한해양환경 데이터를 해양과학 연구 혁신에 활용
실시간 관측데이터를 해양기상 지진 쓰나미 등 해양재난재해 예보 서비스 해
군 작전 및 무료 해상무선통신 서비스 등에 활용
급속히 성장하는

차산업 기술을 해양과학기술에 접목하는 역량 배양에 활용

소요예산

내역사업

황천 해양특성
연속 관측용
찌부이 개발

년도

2022

2023

2024

2025

2025

계

정부

50

70

70

70

70

330

민간

0

0

0

0

0

0

합계

50

70

70

70

70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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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2 과제제안요청서(RFP)
세부사업
과 제 명
총
연구기간
당해
주관
연구기관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과제성격

개발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이내
이내
제한없음

기술료
징수

비대상

총 정부출연금
당해
혁신
도약형

총 정부출연금
억원
년 억원
해당없음

보안
등급

일반

연구개발의 필요성
□ 미래지향적 시스템 개발
극한 해양환경을 극복하고, 실시간 영구적 해양환경 모니터링 운용 필요
ㅇ 동해의 해양동물(고래류)의 개체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수중에서 이동하는 생
물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수중음향학적 방법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
□ 다목적 해저케이블 시스템 구축 필요
해저관측케이블 시스템 구축의 핵심은 수압, 수온, 장력 등의 여러 가지 외력으로부
터 전력선, 통신선, 센서를 보호하는 것임
ㅇ 케이블 포설 및 수리할 경우 회수 장력, 굴곡, 마모 등의 외력에 견디고 해저수심
(최대 8,000m, 수압 800 bar, 수온 1℃) 환경에 25년 이상의 장기간 신뢰성 확보 필
요
ㅇ 연속 장거리 제작 생산이 용이한 경제적인 케이블 설계가 요구됨
□ 심해 해저케이블 및 수중 드론 연계 체계 개발
ㅇ 현재 해양환경 측정은 대부분 부이형태로 수행(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등) 중이며,
유지 보수 등의 문제 발생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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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과제제안요청서

연구개발 동향
국내 연구개발 동향
ㅇ 능동 및 수동 탐지 기술
능동탐지

고주파 음향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중으로 방사된 펄스음파가 해양생

물 해저지형 해저구조물 등에 의해 반사되어 수신기로 되돌아오는 특성을 이용
하는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음
수동탐지
기

능동탐지와 달리 주로 저주파수 대역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수중청음
에 수신되는 신호를 사용하고 있음

국내의 수중음향 기술은 수중소음 수중항법 잠수함 탐지 고래생태연구 수중지
형조사 등에서 활용하고 있음
ㅇ 수중통신 기술
수중통신 분야에서는

에서 양방향 수중통신모뎀을 개발하였고

와 호

서대학교에서는 수중네트워크를 이용한 문자 전송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음

해외 연구개발 동향
미국 OOI (Ocean Observatories Initiative) 사업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후원으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6천억 원을 투입
하는 대규모 해양관측 프로그램
해양 및 해저에 물리, 화학, 생물, 지질 환경요소를 관측하기 위해 센서가 장
착된 관측망을 구축하였고, 전 지구적 3차원 다중 관측시스템으로 기존의 관측
시스템과 차별화되어 있음
현재 각 관측 사이트에서 획득한 자료를 실시간 제공 하고 있음
캐나다 해저관측네트워크 프로그램 (NEPTUNE)
NEPTUNE는 센서 지정, 명령, 제어 등을 비롯하여 파일전송, 데이터 스트리밍,
비디오 스트리밍 등의 수중응용에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고속 광대역 통
신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해저 관측기지용 네트워크임
2000년부터 과제를 시작하여 2007~2008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캐나다에 광통신
네트워크를 구성($112,000,000) 하였으며, 2009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5
년간 지속적인 관측을 제공함
현재는 Ocean Networks Canada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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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SONET
ESONET은 유럽의 바다속 구성요소로서 장시간 동안 해양의 물리, 생물, 화학적 특성
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해저관측 네트워크 구축 사업
2007년 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유럽 9개국의 14개 기관이 참여하여 시작하였으며, 지
진, 쓰나미 등을 예측하고, 지구온난화와 같은 장주기 현상 관측
실시간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위성 이미지, 연구선 조사, 부이 계류 등이 있고, 심해 장
기간(최소 10년) 조사를 위해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음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
연구목표
최종목표
심해용 해저관측케이블 설계 및 구축
세부 목표
수중환경 측정 및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수중음향케이블을 이용한 수중음향 환경 측정
해양동물 고래류 탐지 연구
수중드론 항법지원용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기술 개발

목표 사양
심해 음향관측케이블 시스템 구축
울릉도 독도에 해저음향케이블 설치 및 운용
울릉도와 독도에서 실시간 수중음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신호케이블 광케이블
와 센서케이블 수중음향 측정

를 설계하고 제작하여 설치 및 운영

해양동물 탐지 기술 개발
수중음향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해양동물 고래류 등 을 탐지하는 연구 수행
해양동물 탐지는 광역 협역 집중 모드로 구분하여 수행
집중 모드는 드론 및 무인선 활용 연구
수중드론 항법지원용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기술 개발
해저관측케이블을 이용하여 수중드론 항법지원용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기술 연
구
수중기준위치 기지국을 활용한 수중드론 위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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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과제제안요청서

성과물
최종성과물
핵심개발

최종 성과물

해저관측케이블 설계
및 구축

- 해저관측케이블 시스템 2개(신호케이블, 음향센서 케이블)
- 음향센서 자료 처리 및 전시 시스템 2개

해양동물 탐지 연구

- 해양동물 탐지 알고리즘
- 고래 청음자료 수집 및 분석
- 수중음향 자료처리 센터 운영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기술 개발

-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구축 연구
-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활용 연구

성과지표 및 목표치
핵심기술

해저관측케
이블 설계

최종 성과물

주요 특징(요구 성능, Spec)

통신케이블

-

수심 : 3000m
광섬유 : Fibers 8
공기중 무게 : 1,050 kg
외경 : 25.0 mm 이상

수중청음 센서

-

수신감도 : -193.5dB/V/uPa (±2dB)
주파수 범위 : 10Hz ~ 12.8kHz
지향성 : ±2dB (at 12.8kHz)
커패시턴스 : 2,400pF (±10%)

프리앰프 사양

-

입력 임피던스 : 10㏁
전원전압 : ±10V 이상
소비전류 : ±20mA이하
신호출력범위 : 최대 ±10Vpk
채널간 최대 위상차 : ±5° (at f=4KHz)
왜율 : 0.1% 이하 (at f=4KHz)
DC offset : ±1mVrms이하

신호 전송
조립체

-

전송데이터 형태 : 맨체스터 코딩
전송주파수 : 19.922944MHz
A축 번호 데이터 : 08000H
전송방법 : 직렬전송, MSB먼저
BIT수 : 16BIT / 채널

평가방법

시제품 확인

실해역 시험
및 데이터 비교

시제품 구동

실해역 시험
및 데이터 비교

센서연결함체

- 외형치수 : 최대 156 φ
- 중량 : 70kg
- 굽힘제한기 포함 여부 : 포함

실해역 시험
및 데이터 비교

광변환기조립체

- 전기적신호 입출력 방식 : TTL
- 평균 광출력 : -10dBm이상

실해역 시험
및 데이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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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최종 성과물

음향센서케이블

주요 특징(요구 성능, Spec)

-

데이터전송 속도 : 1Mbit 이상
최대수심 : 3000m
음향센서개수 : 20개 이상
케이블 길이 : 100m 이상

평가방법

시제품 확인

음향센서
자료 처리
및 전시

음향센서부
신호처리
알고리즘

해양동물
탐지 기술

해양동물 탐지
모니터링 기술

- 자료 처리 주기 : 1분
- 해양동물 탐지 알고리즘 개발
- 해양동물 경로 탐지 알고리즘 개발

실해역 시험
및 데이터 비교

수중위치기
지국

수중 드론 위치
확인 기술

- 위치 오차 : ±10m
- 위치 전송 주기 : 1분

실해역 시험
및 데이터 비교

- 전시 방법 : LOFAR, ALI 등
- 분석 GUI 개발

데이터 및 시제품
확인

주요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내용
울릉도 독도 해저 관측케이블 설계 제작 및 운영
신호케이블 광케이블

각

수중음향 센서케이블

각

육상

전력 공급 및 자료수신 실시간 수중음향 자료 모니터링

센서 모듈 내부 구성도

광통신 케이블(예)

수중청음 센서

신호철 GUI S/W
음 전달 모델 분석 예
울릉도, 독도 해저 관측케이블 설치 및 운영

울릉도, 독도 해저음향관측케이블 설치 및 운영

해양동물 탐지 기술 개발
육안으로 고래를 볼 수 있는 생태관광정보 제공
고래 청음자료 수집 및 분석
수집수중음향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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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의 이동 패턴 및 서식지 수중소음준위 평가
이동 중인 선박에 실시간 고래 출현 경보 정보 전달
광역모니터링 : 선배열형 수중청음기

집중/근접 모니터링 : 드론, 무인기 등

해양포유류 모니터링 시스템 개념도

수중드론 항법지원용 수중기준위치 기지국

기술 개발

해저케이블에서 전력 및 통신을 사용하여 기지국 구성
기지국 주변으로 센서 노드를 설치하여 수중 통신망의 영향범위 확대
수중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중음향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이를 유선
으로 컨트롤센터로 전달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 제공

UPS를 이용한 수중이동체 위치 활용 예시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해양기기 개발 수산음향 기술개발 및 해저지질 탐사기술 개발 등에 응용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해양영토 주권확립 및 해양방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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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독도 주변 해역에는 난수성 소용돌이 한수성 소용돌이 및 용승 등이 빈
번하게 발생되어 난수괴 또는 냉수괴 등 특이해역을 형성함으로써 해수중 음속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음파전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고래류의 자원량 및 이동경로를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
해양 음향 자료 및 해양환경 자료를

화하여 해군에 제공하여 국가안보에 활

용
울릉도 독도해역에 설치하여 해양주권 확보 가능
해상 보안에서 활용 방안
향후 해상 보안 및 안전적 측면에서 국가 대응 체계의 기반 마련

어업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지역분쟁 방지 기여
한반도 해양 영토내에서 어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 중요 상업
어류의 계절별 이동상황 파악은 다양한 형태의 핵심자료로 활용
울릉도 독도 해역은 수산자원 측면에서도 중요한 해역이므로 각 해역에서 실시
간 장기간 어류자원의 시공간 자료는 해양영토의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수자료로 활용
중요 상업어류의 분포 및 이동상황 파악을 위한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현장까지
출어하는 어선의 어획보고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해양환경 자료
를 통한 모델예측 방법을 이용
설치되는 수산음향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변해역을 이동하거나 혹은 체류하는 어
군으로부터 취득되는 실시간 장기간 음향자료로부터 해역 내 어류자원의 파악
및 지속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에 활용 가능
부가적으로 수산음향 센서의 주파수 선택성으로부터 어류자원 이외에 해양생태
계의 중요 구성종인 동물 플랑크톤의 실시간 장기간 변동 파악을 통하여 해양환
경에 따른 생태계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에 활용

활용계획
수중음향 기술 특성상 체계구축에 필요한 연구의 국외 기술도입 및 활용에 많은
제한 요소가 있으므로 체계관리 센서개발 및 환경정보 통합분석에 대한 국내기
술 개발
통합체계 종합 분석 시험평가 기술 연구
센서 및 수중통신 센서 개발
음향신호 수신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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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및 환경정보 통합분석 연구
수산음향 센서로 획득되는 음향자료들을 이용한 자원량 평가 혹은 계절별 중요
어종판별을 위한 대상어류 음향반사 특성연구
개개 어종에 대한 길이별 주파수별 음향특성 연구
어군에 대한 주파수별 음향특성 연구
어군 음향자료 분석 알고리즘 연구

어군탐지기 국내 양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
해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을 실시간 정밀 근접 모니터링하며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관련기관에 배포할 수 있는 자료배포 시스템을 개발 구축
자료수집 시스템 실시간 해저지진 발생 모니터링
지진 및 쓰나미 자료처리 시스템
수중음향 측정자료 해석 등에 필요한 해양환경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기 위한 해
역관리인자 관측부이 개발
해양관측부이 설치해역 해양환경 조사 및 분석
해양관측부이 설계 구축 운용 및 관리

소요예산

내역사업
심해용
해저관측케이
블 및 장거리
해상망 설계
및 구축

년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정부

70

70

30

30

-

200

민간

-

-

-

-

-

0

합계

70

70

30

30

0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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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3 과제제안요청서(RFP)
세부사업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과 제 명

과제성격

개발

빙저탐사 수중로봇 기술 개발

총
연구기간
당해
주관
연구기관

총 정부출연금
당해
기술료
징수

비대상

혁신
도약형

총 정부출연금
억원
년 억원
도전적

보안
등급

일반

연구개발의 필요성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지방 얼음의 해빙은 생태환경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극지에 대한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빙붕하부에 대한 탐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극지 빙상 및 해수면의 변동 과정과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해수면 상승 예측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연구인 경우, 빙하 아래 해저 탐사를 위하여 자율무인
잠수정 AUV를 이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다양한 형태의 수중로봇이 빙붕하부 탐사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 하지만, 국내에서
는 극지활용을 위한 장비 및 수중로봇(AUV, ROV)의 개발이 시도조차 되지 않는 상
황임.
◦자율무인잠수정(AUV, Untethered)
-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AUV의 탐사반경 역시 증가하고
있음. 또한, 관성항법장치 등의 성능향상 덕분에 위치정밀도 역시 향상되
고 있음
- 실시간 센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며, 유실의 위험이 있으며, 임무 수행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의 변경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원격조종무인잠수정(ROV, Tethered)
- 케이블을 통해 전원을 공급받고, 통신을 중계 받을 수 있음. 실시간으로
영상카메라 등을 비롯한 고용량 센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로봇팔
등을 이용한 샘플링이 가능함.
- 탐사반경이 케이블 길이에 제약을 받게 되며, 윈치 등의 부가장비가 요구
됨
◦하이브리드형 원격조종무인잠수정(Hybrid ROV, Light cable Teth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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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과 통신을 중계하는 테더케이블과는 달리 통신만을 중계하는 광케이
블을 이용하여 운용함. 전원은 배터리를 이용함
- 여전히 탐사반경은 AUV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지만, 일반적인 ROV에 비
해서는 탐사반경을 비약적으로 증가되며, 실시간성을 유지할 수 있음. 배
터리 용량에 의해 활동반경이 제약받음

연구개발 동향
국내 연구개발 동향
극지 빙저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수중로봇 개발 사례 없음

해외 연구개발 동향
미국
WHOI – Nereid Under Ice
◦우즈홀 해양연구소와 존스홉킨스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용 중인 Hybrid
ROV이며, 극지탐사에 활용된 것으로 유일함
- 선박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빙붕 가까이 접근한 후 ROV
모드로 진수하여 연결된 광케이블을 통해 20km까지 이동이 가능
- 광케이블을 이용하므로 일반적인 테더케이블에 비해 윈치 등 지원장비의
부피와 무게 면에서 강점을 가지며, 수중 항해에 있어 저항을 대폭 줄일
수 있음. 하지만, 배터리 용량에 의해 최대 탐사반경 등이 제한됨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
연구목표
최종목표
빙붕하부를 실시간으로 탐사하며 로봇팔을 이용한 샘플링이 가능한
기술 및 플랫폼의 개발
빙붕하부 탐사를 위한 경량 광케이블을 이용하는

시스템 및 운용 기

술 개발
탐사반경
탐사수심
항법 위치 정밀도 항해거리의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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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목표
요구사양 분석 및 빙저탐사 수중로봇

기본 설계

빙저탐사 수중로봇 상세설계 제작
빙저탐사 수중로봇 운용지원시스템 설계 제작
빙저탐사 수중로봇 플랫폼 통합
빙저탐사 수중로봇 프로토타입 성능 검증
빙저탐사 수중로봇 임무시나리오 및 운용기술 개발
빙저탐사 수중로봇의 고해상도 영상 취득 및 샘플링 기술 개발

목표 사양
일련번호

구분

요구사항

1

LTROV 플랫폼 본체 – 성과지표에 따름

2

Umbilical(10m 이내)

3

Two-body configuration

4

구성

5

Light Fiber-Optic Tether (OOkm, 탐사반경(km) x 1.25)
Depressor 본체

6

Light-weight Armored Cable

7

윈치 (아라온호 탑재) 호환

8

원격제어실 구축

9

해상상태 OO에서 진수·인양 가능

10
11

운용환경

12
13

아라온호 운행 가능 빙해 영역
운용 온도 조건: -OO~OO, 보관 온도 조건: -OO~OO

형상

14
15

해상상태 OO에서 운용 가능

유체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위 요구되는 장비 등을 탑재할 수 있어야 한다.
7자유도 이상의 로봇팔(매니퓰레이터)을 장착하도록 한다.

기능

툴슬레이드를 장착한다.

16

생물채집 및 해수채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17

탐사운용 반경은 OOkm 이상이 되도록 한다.

18

성능

19

배터리의 용량은 OOkWh가 되도록 한다.
HD급 OO채널 이상의 비디오 영상을 실시간 전송한다.

성과물
최종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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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발 과제

최종 성과물

LTROV 플랫폼 개발

2,000m급 Light-tethered ROV 플랫폼 1식
원격제어실 1식

LTROV
운용지원시스템

경량 테더케이블
LARS
LTROV 운용기술
고해상도 광학데이터 취득 및 샘플링 기술

빙저 임무 기술 개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목표

최종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비고

크기

3m(L), 2m(H),2m(W)

*

중량

00kg

NUI에 준함

최대운용수심

2,000m

속도

OO

NUI에 준함

항법 정밀도

OO

NUI에 준함

운용 거리

40km

NUI에 준함

NUI에 준함

수요자 요구사항

LTROV 개발

*NUI: Nereid-Under-Ice (우즈홀해양연구소에서 개발한 빙저탐사 ROV)
https://www.whoi.edu/press-room/news-release/nereidui/

주요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내용
◦빙붕하부 탐사를 위한 Light-tethered ROV 플랫폼 기술
- 극지 운용 및 진·회수, 모드전환 메커니즘 기술 개발
- 극지 운용을 고려한 Light-tethered ROV 플랫폼 설계·제작
- LARS 기술 개발
- 개발된 Light-tethered ROV에 대한 극지에서의 성능검증
◦빙붕하부 탐사를 위한 Light-tethered ROV 핵심 기술
- 기존 USBL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빙저 수중항법 기술 개발
- Light-tethered ROV 임무시나리오 및 운용 기술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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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밀도 배터리 설계·제작
- 저전력 고해상도 카메라·조명 기술 개발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경량 광케이블을 이용하는 ROV 플랫폼 및 운용 기술 획득
- 빙저 수중복합항법 기술 개발
- 고밀도 배터리는 자동차 및 전동 모바일 플랫폼에 활용
- 극지 환경 및 생태 변화 관측 및 이를 통한 기후변화 예측
- 빙붕하부 및 극지 탐사를 위한 국내 독자 기술 확보

활용계획
빙저환경 탐사에 활용

소요예산
중점과제

세부내역
빙저탐사 수중로봇 메커니즘 개발

빙저탐사 수중로봇 설계·제작
빙저탐사
수중로봇 LARS 및 원격제어실 구축
개발
빙저탐사 수중로봇 플랫폼 통합
빙저탐사 수중로봇 프로토타입 성능 검증
합 계

300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기획연구

’22

’23

’24

‘25

‘26

합계

10

-

-

-

-

10

20

20

-

-

-

40

10

20

15

-

-

45

-

10

25

15

5

55

-

-

10

25

35

70

62

73

64

40

31

270

부록 : 과제제안요청서

내역사업4 과제제안요청서(RFP)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세부사업
과 제 명
총
연구기간
당해
주관
연구기관

과제성격

개발

극한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총 정부출연금
당해
제한없음

기술료
징수

비대상

혁신
도약형

총 정부출연금 억원
년
억원
해당없음

보안
등급

일반

연구개발의 필요성
□ 극한해양공간 연구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필요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빅데이터의 ‘수집-저장-관리-분석-서비스’를 원스톱(one-stop) 지원 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 중심의 해양연구 몰입 환경
제공 필요
ㅇ 기존 KIOST-KRISO-KOPRI 간 분산된 데이터 분석 역량(인프라, 인력, 재원)을 집중
시키고, 해양과학자료의 저장/관리 및 공동활용,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전산 환경
구축 필요
□ 국내외 정책 변화
연구 데이터 개방 및 공유 활성화 등 데이터 기반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
- 미국: 2013년 OSTP Memorandum에서 공공부문 오픈액세스 정책 확대 수행
- 유럽: European Commission에서 2014년 “Open science” 용어 사용 시작
ㅇ 국내에서도 ‘데이터 중심’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 과기정통부‘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 전략(안)’상정
(의안 제 6호, 심의 2018. 1. 19. 제 33회)
- 해양수산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63호, 2020. 2. 18)
- 해양 정보의 통합 관리/제공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제정
(시행 2019. 12. 2.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78호, 2019. 12. 2. 제정)

연구개발 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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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시장 및 기술 동향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빅데이터 시장을 주축으로 연평균 7.3% 성장세
해양관측 데이터의 실시간 생산/처리/제공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 수준
- 국외 : 미국, 영국, 호주와 일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개발 및 상용화 시작단계
- 국내 : 현재 개념 정립 수준으로, 공공 성격의 빅데이터 연구에 집중
해양과학 분야 빅데이터 수집/저장 및 분석 기술 연구개발은 시작이 오래지 않아
국외와의 기술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 (약 4~5년 차이)

기타 동향
최근 해양과학 분야에서도 데이터 기반 머신러닝, 딥러닝 등 AI 알고리즘 개발 연
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극한해양공간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AI 융복합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빅데
이터 확보 및 공동 활용 체계의 필요성 확인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
연구목표
최종목표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세부 목표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 장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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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과제제안요청서

목표 사양
목표시스템 구성

세부 요구기능 및 성능 고려사항
핵심기술

요구기능

구분

요구성능 및 고려사항

◦ 실시간 자료 수집 수요조사 및 연계

◦ IoT 센서 및 ICT 기반 실시간

대상 기·장비 정의

데이터 수집 기술 검토 도입

◦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 환경분석 및

◦ 용이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를

물리적 연결 구조 설계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제어 등
기능 상세 설계
◦ 실시간 데이터의 표준화 방안 수립 및
적용
◦ 실시간 스트리밍 처리를 통한 외부 DB
접근 및 데이터 수집/저장
◦ 실시간 수집 데이터의 인덱싱 처리 및
검색/조회 기능
◦ 실시간 데이터 수집 현황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탐지 기능
◦ 실시간 데이터 수집/처리 결과에 대한

■
■

위한 모듈 기반의 C/S 시스템
개발(Microsoft .net Framework,
Java 플랫폼 등 활용)
◦ 시스템 장애에도 끊임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DB 이중화
◦ DB 보안 및 백업을 고려한
Database 도입 방안 검토 도입
◦ 시스템 보안 및 정보 보안 기술
검토 도입
◦ 대시보드 형식의 정보 가시화 기술
검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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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가시화 기능
◦ 데이터 수신 지연 및 접속 중단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복원 기능
◦ 시스템 보안 및 정보 보안 대책의 수립
및 적용
◦ 시스템 관리를 위한 사용자 관리 기능
◦ 사용자 정의 및 수요 조사를 통한 상세
요구 분석

◦ 용이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를

◦ 데이터 통합 대상 데이터 정의 및

위한 모듈 기반의 C/S 시스템 개발

공동활용 요구 반영 상세설계

(Microsoft .net Framework, Java

◦ 서비스 데이터(Data Warehouse/Data
Mart) 및 메타 표준화 방안

플랫폼 등 활용)
◦ 시스템 장애에도 끊임없는 서비스

◦ C/S기반의 데이터/정보 관리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 원내/외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수집에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관한 데이터 보안 기능
◦ 운영 자료 관리를 위한 데이터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 기관별 수집된 데이터 기반 통합 DB의
검색 및 조회 기능
◦ 사용자 맞춤형 데이터 제공 기능 (엑셀,
csv, pivot, 보고서 등)
◦ 데이터 검색 및 조회를 위한 GIS 기반의
가시화 기능
◦ 3D 가시화, 분석 및 모델링 결과 표출
등을 위한 3D GIS 기능
◦ 시스템 통합관리를 위한 사용자, 통계,
수집 관리 기능
◦ 시스템 보안 및 정보 보안 대책의 수립
및 적용
◦ 통합 시스템 관리를 위한 사용자 관리

제공을 위한 DB 이중화
◦

DB 보안 및 백업을 고려한
Database 도입 방안 검토 도입

◦ 시스템 보안 및 정보 보안 기술
검토 도입
◦ 대시보드 형식의 정보 가시화 기술
검토 도입
◦ 오픈소스 기반의 GIS 소프트웨어
및 라이브러리 적용(QGIS, gdal)
◦ 3D GIS 기능 구현을 위한
라이브러리
◦ 대용량 로그 및 통계 분석을 위한
Apache Hadoop, Spark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연계 검토
◦ 관계기관 데이터 공유를 위한
CKAN, Socrata 등 기술 검토 도입
◦ 필요 시 Microsoft, Google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 연계 방안
고려

기능
◦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DB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유관 시스템 DB 연계
◦ 오픈소스 기반 분산저장 및 병렬처리
지원 (HDFS 등)
◦ 딥러닝, 머신러닝 등 AI 관련 다양한
라이브러리 제공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접근/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 환경 지원
◦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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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각종
API, 크롤링 기술 검토 도입
◦ HDFS 기반 인프라 및 오픈소스
S/W 기술 검토 도입
◦ 데이터 접근 최적화를 위한 NoSQL
기술 검토 도입
◦ 데이터 사이언스 지원 각종 통계
분석 프로그램 검토 도입 (R,
Python, Scala 등)

부록 : 과제제안요청서

◦ 인-메모리 컴퓨팅 기술 검토 도입

업무 정의 및 설계
◦ 기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통합 또는
업무 이관 고려
◦ GUI 기반 사용자 접근권한 관리 및 제어
기능 구현 (본-분원 연구원 선별 접근

(Spark 등)
◦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PaaS, IaaS,
SaaS 등의 아키텍처 검토 도입
◦ 웹 브라우저 기반 GUI 기술 검토
도입

허용을 위한 사용자 인증 등)
◦ 시스템 관리자용 시스템 자원 관리 기능
구현 (자원 할당/관리, 모니터링 등)

◦ 시스템 및 DB 보안을 위한 이중화
기술 등 검토 도입
◦ 최소 20개 노드 이상의 고성능

◦ 해양과학 빅데이터 분류, 배열 및

컴퓨팅 클러스터 구축

조직화 기능 구현

◦ AI 연구 지원을 위한 Tesla급 이상

◦ 해양과학 빅데이터 분석 결과 가시화

GPU 서버 2대 이상 도입

기능 구현
◦ 빅데이터 및 AI 관련 융복합 콘텐츠 및
도구(처리-분석코드) 개발

◦ 데이터의 빠른 송수신을 위한
초고속 네트워크 기술 검토
도입(InfiniBand 등)

◦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 DB 연계

◦ 데이터 원거리 이중화/이원화

◦ 본·분원 보유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아카이브 (기관별 역할 분담)

장비 정보 DB 연계

◦ 외부 연계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 데이터 보존 방안의 수립 및 적용

및 API 기술

(아카이브 형식)
◦ 시스템 보안 및 정보 보안 대책의 수립
극한해양공
간
통합관측
기·장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및 적용
◦ 데이터 수집/처리/공개/활용 업무 정의
및 기능 상세 설계
◦ 웹 기반 데이터/정보 관리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 시스템 관리/관제 기능 개발 (사용자별
접근제어, 권한 관리, 이력관리,

◦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 운영실무를 위한 인력 구성,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 데이터 분석 및 기술 전문가 양성
등
◦ 운영 예산 확보 방안 수립
- 기관별 운영비 분담 및 지속 가능성
보장 방안 수립

자원관리, 시스템 구성 관리, 외부

◦ 데이터 관리 정책 및 제도 수립

시스템 연동 관리 등)
◦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처리 기능 개발
(데이터 수신 프로토콜, 데이터
표준화(분류/그룹화),데이터 품질관리,
DB 입출력 제어, 데이터 아카이브 등)
◦ 통합관측 기·장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장비그룹, 목록, 이력, 상태, 운용환경

- DMP, 수집, 관리, 보존, 공유 및
활용 등
◦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수집, 처리, 보존 시스템 및
외부공개, 공동활용 시스템 등

관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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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
최종성과물
핵심기술 구분

최종 성과물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 1식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DB 1식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기술

실시간
실시간
실시간
실시간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수집/처리 기술
데이터 인덱싱 및 검색/조회 기술
데이터 수집/처리 결과의 통계 가시화 기술
수집/처리 상시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탐지 기술
데이터 수신 지연 및 접속 중단에 대한 알람 및 복원 기술

해양과학
해양과학
해양과학
해양과학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1식
빅데이터 통합관리 DB 1식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 1식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메타데이터/카탈로그 DB 1식
빅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용 DW/DM 각 1식

이종 시스템 DB 간 연계를 통한 데이터 수집/저장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생성/관리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품질진단 및 관리, 정제, 가공 등 전처리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검색/조회/제공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3D 가시화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GIS 기반 가시화 기술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사용자 맞춤형 추천 및 제공 기술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1식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기술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장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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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기반 해양과학 빅데이터 분산저장 기술
오픈소스 기반 해양과학 빅데이터 병렬처리 기술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상시 자원 모니터링 및 관리/제어 기술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기반 빅데이터 분류, 배열 및 조직화 기술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기반 빅데이터 분석 결과 가시화 기술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기반 융복합 콘텐츠 및 분석 툴 개발 기술
데이터 사이언스 지원용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설치/관리 기술
딥러닝, 머신러닝 등 AI 관련 라이브러리 활용 기술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 인터페이스 구현 기술
기‧장비/데이터 공동활용 관리시스템 1식
기‧장비/데이터 아카이브 1식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지침서
(조직구성/운영, 예산, 정책/제도, 데이터관리지침, 인력양성 등 포함)
이종 시스템 DB 간 연계를 통한 아카이브(archive) 구축 기술
기‧장비/데이터의 이중화/이원화 아카이브 보존 기술
기‧장비/데이터 현황 모니터링 기술
기‧장비/데이터의 웹 기반 관리 기능 및 인터페이스 구현 기술
공동활용 관리시스템 자원 모니터링 및 관리/관제 기술
기‧장비/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기술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기획연구

부록 : 과제제안요청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

1식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
설계서

1건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DB

1식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DB 설계서

1건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수집/처리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실시간 데이터 인덱싱 및 검색/조회
기술(모듈) 개발 건수

2건 이상

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실시간 데이터 수집/처리 결과의 통계 가시화
체계 구축 및 운영
기술(모듈) 개발 건수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2건 이상

실시간 수집/처리 상시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탐지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실시간 데이터 수신 지연 및 접속 중단에
대한 알람 및 복원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논문 게재 건수

2건 이상

특허 출원 건수

3건 이상

특허 등록 건수

2건 이상

소프트웨어(S/W) 등록 건수

7건 이상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1식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설계서

1건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DB

1식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DB 설계서

1건

해양과학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

1식

해양과학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 설계서

1건

해양과학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메타데이터/카탈로그 DB

1식

해양과학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메타데이터/카탈로그 DB 설계서

1건

해양과학 빅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용 DW/DM

1식

해양과학 빅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가시화
서비스용 DW/DM 설계서

1건

이종 시스템 DB 간 연계를 통한 데이터
수집/저장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해양과학 빅데이터 메타데이터 표준화 보고서

1건 이상

해양과학 빅데이터 메타데이터 생성/관리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
■

비고
(세계최고수준,
설정근거 등)

기획연구
수요조사 및
특허분석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요구기능
도출 결과

기획연구
수요조사 및
특허분석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요구기능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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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장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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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 빅데이터 품질진단 및 관리, 정제,
가공 등 전처리 기술(모듈) 개발 건수

2건 이상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검색/조회/제공
기술(모듈) 개발 건수

2건 이상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3D 가시화
기술(모듈) 개발 건수

2건 이상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GIS 기반
가시화 기술(모듈) 개발 건수

2건 이상

해양과학 빅데이터 및 통계의 사용자 맞춤형
추천 및 제공 기술(모듈) 개발 건수

3건 이상

논문 게재 건수

3건 이상

특허 출원 건수

5건 이상

특허 등록 건수

3건 이상

소프트웨어(S/W) 등록 건수

14건 이상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1식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설계서

1건

오픈소스 기반 해양과학 빅데이터 분산저장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오픈소스 기반 해양과학 빅데이터 병렬처리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상시 자원 모니터링
및 관리/제어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기반 빅데이터 분류,
배열 및 조직화 기술(모듈) 개발 건수

3건 이상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기반 빅데이터 분석
결과 가시화 기술(모듈) 개발 건수

3건 이상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기반 융복합 콘텐츠
및 분석 툴 개발 건수

3건 이상

데이터 사이언스 지원용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설치/관리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딥러닝, 머신러닝 등 AI 관련 라이브러리 활용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 인터페이스
구현 기술 개발 건수

1건 이상

KCI 논문 게재 건수

3건 이상

특허 출원 건수

5건 이상

특허 등록 건수

3건 이상

소프트웨어(S/W) 등록 건수

15건 이상

기‧장비/데이터 공동활용 관리시스템

1식

기‧장비/데이터 공동활용 관리시스템 설계서

1건

기‧장비/데이터 아카이브

1식

기‧장비/데이터 아카이브 설계서

1건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지침

5건 이상

이종 시스템 DB 간 연계를 통한

1건 이상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기획연구

기획연구
수요조사 및
특허분석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요구기능
도출 결과

기획연구
수요조사 및
특허분석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요구기능
도출 결과

부록 : 과제제안요청서

아카이브(archive) 구축 기술(모듈) 개발 건수
기‧장비/데이터의 이중화/이원화 아카이브
보존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기‧장비/데이터 현황 모니터링 기술(모듈) 개발
건수

1건 이상

기‧장비/데이터의 웹 기반 관리 기능 및
인터페이스 구현 기술 개발 건수

2건 이상

공동활용 관리시스템 자원 모니터링 및
관리/관제 기술(모듈) 개발 건수

2건 이상

기‧장비/데이터 거버넌스 시범 구축 및 운영

3개월 이상

KCI 논문 게재 건수

5건 이상

특허 출원 건수

3건 이상

특허 등록 건수

2건 이상

소프트웨어(S/W) 등록 건수

7건 이상

주요연구내용 및 범위
연차별 연구목표 및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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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통합관측 데이터 수집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 실시간 연계 대상 관측 기·장기 환경분석/설계
- 실시간 관측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 개발
- 인프라 시범 도입
- 인프라 확대 도입 및 실시간 관측 기기 연계
- 상시 요구 조사를 통한 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연계 확대, 운영
해양과학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체계구축 및 운영
- 해양과학 빅데이터 환경분석/설계
- 통합관리 시스템 및 가시화 서비스 개발
- 빅데이터 융복합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홍보/교육
- 인프라 시범 도입
- 인프라 확대 도입 및 유관 시스템 DB 간 연계
- 상시 요구 조사를 통한 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연계 확대, 운영
해양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설계 및 시범 구현
-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확대 구축
- 분석 지원 도구 개발 및 연구자 대상 활용 검증
- 인프라 시범 도입
- 인프라 확대 도입 및 분석 클러스터 연계
- 인프라 운영 검증 및 활용/확장 계획 수립
극한해양공간 통합관측 기 장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환경분석 및 세부계획 수립
- 프로토타입 시스템 설계 및 개발
- 관리시스템 개발 및 기능 고도화
- 시스템간 연계 및 최적화
- 아카이브 구축 및 시범 운영
- 데이터 거버넌스 구성 계획(안) 기획
- 전담조직(센터) 구성 및 전문인력 양성(안) 기획
- 운영예산 확보 및 운영 방안 수립
- 데이터 관리 정책 및 제도 수립(안) 작성
- 시스템 통합관리 및 운영 계획(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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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기대효과
기술적 기대효과
- 데이터 기반 디지털 연구환경 조성
- 국가 연구데이터 생태계 구축 및 활용
정책적 기대효과
- 연구데이터 공동활용 문화 확산
- 새로운 서비스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경제적 기대효과
- 데이터 기반 R&D 연구 활성화
- ICT 기반 해양산업 발전선도

활용계획
실시간 극한 해양데이터의 개방으로 연구의 범위 확대와 질 향상
실시간 빅데이터 수집 분석 환경 구축 제공
해양과학연구인력의

융복합 연구 유도

자체 생산 데이터와의 융합 콘텐츠 생산
자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을 통한 기관 역량 강화 및 이니셔티브 확보
빅데이터 및

기반 연구과제 발굴 지속 지원

데이터 전문 인력 재배치를 통한 역량 집중
본 분원 간 해양과학 데이터 및 기술 교류 체계의 정립을 통한 노하우 전수 및 기
술력 강화

소요예산

내역사업
극한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년도

2022

2023

2024

2025

2025

계

정부

16.4

16.9

16.9

13.6

11.2

75

민간

0

0

0

0

0

0

합계

16.4

16.9

16.9

13.6

11.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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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5 과제제안요청서(RFP)
세부사업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과 제 명
총
연구기간
당해
주관
연구기관

과제성격

개발

연구선의 심해 탐사 수색을 위한 해양로봇 운용 체계 구축
총 정부출연금
당해
제한없음

기술료
징수

비대상

혁신
도약형

총
해당없음

억원
보안
등급

일반

연구개발의 필요성
□ 심해탐사 기술 개발 필요
ㅇ 심해 탐사의 수월한 연구 지원을 위한 심해 탐색 장비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체계
필요성이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대두됨
ㅇ 신속 정확한 심해 탐색, 다양한 관측정보에 기반한 해저면 특성화, 주요 시료에 대
한 채취 등을 위한 심해 근접 수중 로봇이 필요하나, 요소기술개발과 현장에서의
활용기술의 접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 해양 연구를 진행하는 본원과 극지연구소의 연구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연구장비를 도입 운영하기 위한 전문 조직 신설 필요
ㅇ 2019년 독도헬기 추락 사고 등 국가적 해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운영체제의
심해 탐사 장비 운영 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연구개발 동향
국내 연구개발 동향
ㅇ 해양장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 유·무인 잠수정(ROV, AUV)
개발 관련 연구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ㅇ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중심으로, 무인선박 운항과 관련된 무인선박 설계 기술, 지
능형 자율제어 기술과 다목적 임무수행을 위한 탑재장비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개
발 중
ㅇ 국내엔 아직까지 전문적인 무인로봇운용인력은 전무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
의 경우 탐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연구장비(Deep Towed System, ROV)을 임차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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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통해 수요를 해소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연구모선을 포함하여 임차 용역이 진
행되었으며 극지연구소는 자체보유한 수중로봇이 없으며 이에 따라 남극과 북극연
구를 위해 해외 선진연구팀들과 공동연구를 통한 수중로봇 탐사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음

해외 연구개발 동향
미국
◦ 우즈홀 해양연구소(WHOI)산하의 전문운영그룹(NDSF)를 통해 심해 잠수정을 운영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각 장비를 운영하는 팀이 항차 계획부터 최종 자료 산출까지 각자 관리하
고 있으며 HOV, ROV, AUV등 다양한 수중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음

◦ 운영할 팀의 책임연구자는 NDSF의 주요 연락책이 되며 탐사책임자와 함께 장비운영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며 탐사종료후 자료들은 탐사 자료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

캐나다
◦ ROPOS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국가단체인 CSSF를 통해 유무인 잠수정을 운영
하고 있음

◦ 선박은 보유하지 않고, 잠수정 플랫폼만 보유하여 연구 수행
◦ 1,000m급, 3,000m급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

프랑스
◦ 프랑스 해양연구원(IFREMER) 지중해 연구센터의 경우 총7척의 연구선을 활용하여 유
무인 잠수정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지중해 연구센터의 절반이상의 규모로 유무인 잠수정 운용시설을 보유
◦ 2개의 대형정비동과 실내외 수조를 보유하고 있음
◦ 연구용 해양로봇 운영센터 운영중이며 4개팀(선단/프로젝트 운용팀, 로보틱스팀, 전기
전자팀, 기계유압팀)으로 구성된 50명의 인원이 유무인 수중로봇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일본
◦ 유인잠수정 모선인 요코스카(Yokosuka)를 활용하여 잠수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27명
의 승조원으로 인원이 구성되어있음

◦ 본선의 갑판, 기관 정비는 KIOST의 연구선 들과 동일하게 항해 중 및 정박 중 본선승
조원에 의해 진행되지만, 상가 수리기간이 일년에 약 1개월로 KIOST보다 3∼4배 이상
의 기간을 할애하여 좀더 세밀한 정비를 유도함. 이 기간 동안 잠수정 Overhaul도 같
이 수행

◦ 잠수정 모선용 전용부두를 갖추고 있으며 부두 앞에는 AUV, ROV, SHINKAI6500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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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장비에 따른 각 팀별 독립된 정비동을 보유하고 있음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
연구목표
최종목표
ㅇ 이사부/아라온호를 활용한 신속 광역 탐사 해양로봇 플랫폼 및 지원시스템 구축

세부 목표
해양로봇 활용 운영 가이드라인 구축
해양로봇 운용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해양로봇 지원체계 개발

목표 사양
안정적인 해양로봇 운영과 해양로봇 활용 탐사 수색 신속성 정확성 확보를 위한 운
영 가이드라인 구축
목적별 운영 시나리오 연구과제 수행 사고 수색 및 탐사 국가적 해난 사고 대
응 시나리오
해양로봇 운영 절차 및 기준
국가차원의 해양로봇 기반 심해 탐사 수색 전문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확보
해양로봇 운용기술 개발 해양로봇 전개 회수 시스템 다목적 해양로봇 운항 플랫폼
해양로봇 특화 전문인력 양성 다목적 운항훈련 해양로봇 유지보수 커리큘럼
연구과제나 사고 수색 국가적 해난대응 등 다양한 상황에 투입될 수 있는 해양로
봇을 항시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구소 대학 산업체 정부기
관 등 수요기관 요구에 맞는 탐사 수색 전문장비 개발
연구선용 해양로봇 유지관리 시스템
육상기지용 해양로봇 유지관리 시스템
수요기반 맞춤형 탐사 수색 전문장비

성과물
최종성과물
핵심개발 과제

최종 성과물

해양로봇 활용 운영
가이드라인 구축

해양로봇 활용 운영 가이드라인

해양로봇 운용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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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운항훈련 커리큘럼
해양로봇 유지보수 커리큘럼
연구선용 해양로봇 유지관리 시스템
해양로봇 지원체계
개발

육상기지용 해양로봇 유지관리 시스템
수요기반 맞춤형 탐사·수색 전문장비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평가방법)

연구, 사고 수색 및
탐사, 해난사고 대응

연구소, 대학,
산업체, 정부기관
등 외부기관 평가

동작하중

7t 이상

회전각

120° 이상

시작품 확인 및
실해역 시험 결과

목적별 운용 시나리오
해양로봇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 및 기준 확립
해양로봇 유형에 따른 전개·회수 시스템 설계

전기모터 윈치, 윈치스풀링 레벨 와인더 포함

해양로봇
운용기술

용도에 따른 모드전환 용이성 : 관측, 샘플
채집, 수색, 구조 등

시작품 확인 및
실해역 시험 결과

용도별 필요기능 자동구현
관측, 샘플 채집, 수색, 구조 등과 같이 여러
목적에 따라 해양로봇을 운항할 수 있도록
훈련

훈련결과 및
데이터 비교

해양로봇 유지보수 시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훈련

해양로봇
지원기술

훈련결과 및
데이터 비교

분야별로 나눠서 훈련

전기전자, 기계,
로보틱스 등

해양로봇 유지보수용 이동형 컨테이너 제작

활용 해양로봇에 따라 시작품 검수 및
실해역 시험 결과
규모 결정

해양로봇 정비동

현장 검수
심해장비 시험동

최대 3,000급

수요기관 요구사양에 맞는 탐사·수색
전문장비 개발

수요기관 평가

■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극지연구소

315

주요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내용
해양로봇 활용 운영 가이드라인 구축
목적별 운영 시나리오 적용
사고 수색 및 연구탐사 절차
국가적 해난 사고 대응 절차
해양로봇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 및 기준 마련
탐사시작부터 종료까지 운영에 대한 절차 및 기준
해양로봇 운용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해양로봇 운용기술 개발
해양로봇 전개 회수 시스템 다양한 해양로봇 유형에 사용가능한 지능형 시스
템 개발
해양로봇 운용 플랫폼 관측 샘플 채집 수색 구조등 여러 용도에 활용가능토
록 설계 및 개발
해양로봇 특화 전문인력 양성
다목적 운항훈련 커리큘럼
해양로봇 유지보수 커리큘럼
- 원격 지원 및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개발
원격지원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
효과적인 데이터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해양로봇 지원체계 개발
연구선용 해양로봇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해양로봇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이동형 컨테이너
육상기지용 해양로봇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해양로봇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동
심해장비 시험 및 평가를 위한 시험평가동
- 수요기반 맞춤형 탐사·수색 전문장비 개발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본분원 연구소요 분석 및 이에 대응하는 연구장비를 도입시 전문 운영인력 지원
및 양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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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과제제안요청서

신속 정확한 심해 탐색 다양한 관측정보에 기반한 해저면 특성화 주요 시료에
대한 채취등을 위한 요소기술개발과 현장에서의 활용기술 접목가능
국내 자체적인 복합 무인잠수정 기반 심해 탐사 능력확보를 통한 침몰선 및 낙
하체 수색에 활용가능
국가적 해난 사고에 대응가능한 상시 운영체제 확보
극지해양환경 탐사확대에 따른 글로벌 환경변화 예측에 기여함으로써 극지 과학
연구 및 거버넌스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 제고 기대
극지 해양탐사확대로 국제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탐사확대를 통한 북극권국가들과 에너지 자원개발 협력과 수산분야협력 등 경제
협력 성과 창출 기대

활용계획
심해탐색 지질 자원 생물 화학 등 전 해양과학분야 을 통한 다양한 연구에 활용
침몰선 및 낙하체 수색에 활용
해군 해경 소방방재청 수중문화재연구소 등의 무인체계 운영 훈련 지원
정부 이해관련 부서와 협력 및 긴급구난체계 안에 국가 심해잠수정 운영센터가 참
여하여 국가적 해난 사고시 활용

소요예산

내역사업

세부내역
신규운영 전담조직 구축

연구선의
해양로봇 지원체계 구축(연구선)
심해 탐사 및
수색을 위한
해양로봇 지원체계 구축(육상기지)
해양로봇
운용 체계
해양로봇 도입 및 훈련
구축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

-

2

3

10

15

-

-

2

4

2

8

-

-

2

2

3

7

-

-

40

20

20

80

-

-

46

29

35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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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주요사업의 연구결과보
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
행한 주요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록 : 과제제안요청서

실시간 극한해양공간 스마트
통합관측 체계구축 기획연구
Research planning on smart integrated observation systems for extreme ocean
space in real-time

- 주

의 -

1.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주요사업의 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주요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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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