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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개요

 1.1 연구 필요성

 기술적 측면

 동·서·남해해역·지자체별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를 통하여 기관과 지자체간 

연계발전 도모의 필요성 제기

-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공조체계 수립 

- 지자체별 관련 NGO,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 및 대안도출을 위한 

실질적 수단 활성화

 해양과기원의 정체성 확립으로 기관 역량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해양과학기

술 발전의 필요성 강화

- 통영해양생물자원연구·보전센터,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 등의 발전전략 수

립을 통한 해양과기원의 정체성 확립 필요성 대두

 해양과학기술 분야 공동협력을 통한 활동력 제고를 위해 해양과학기술원과 관

련 기관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 활동이 요구

- 기후변화 문제, 해양신산업 창출 등 해양과학기술 관련 공동협력 이슈 대응

의 협력사업을 통한 위상 제고

 경제·산업적 측면

 해양과기원의 사업은 공적 재원을 통해 이뤄지는 연구 사업이 대부분으로, 사

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논리적·정량적·경제적인 근거 확보 필요

-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의 종합적·체계적 발전계획 수립으로 기관의 사업 

효율성 증대

- 글로벌 해양과학기술 혁신 활동의 개방화, 글로벌화, 네트워크화에 따른 국가 

전략으로서의 해양과학기술 혁신 기여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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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변화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 정비의 필요성과 해양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 필요성

- 한정된 자원과 인력이 가져오는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수요 창출을 위하여 

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의 상호 역할정립을 통하여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연

구의 활동기반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함

 사회·문화적 측면

 신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의 부활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해양과기원의 역할의 중요성 부각

- 신정부 출범 이후, VIP의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산업에 대한 관심 증가

- 기후변화, 체계적 영토관리, 해양신산업 창출 등 해양과학기술 관련 공동협

력 이슈 대응 방안 필요

 해양과기원 내에서의 부설기관 설치 확대, 본원의 부산 신청사 이전(2016년) 

등에 따른 조직 및 기능 재정비 필요성 증대

- 1973년 설립 이래 인력, 예산, 지역분원 및 해외공동연구협력거점, 연구영역 

등의 지속적 확대 및 탁월한 연구성과 창출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

는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 발돋움

- 특히, 2012년 7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범으로 해양과학기술의 획기적 발

전을 위한 전기 마련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부설기관화, 부산 신청사 이전, 서해연구소 설치 등

에 따른 조직 재정립 필요 

 1.2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목표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의 기관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핵심연구 역량의 정립을 통한 해양과기원의 기관 역량 및 미래 경쟁력 제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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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등 환경 및 역량 분석

- STEeP 분석, 미래 이슈 vs. 미래 니즈 분석 등을 통한 핵심기술군 도출

- 해외 각국의 정책동향분석, 추진동향분석 등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의 종합적·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 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의 비전과 목표, 세부 추진전략 및 방향 수립

- 기술트리(Technology Tree), Micro 로드맵, 핵심목표별 포트폴리오 등 단계별 

R&D 추진전략 수립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안) 수립

- 조직구성, 인력 및 기장비 등 인프라 구축, 관리운영 등 구성·운영 방안 수립

- 연구역량 강화형 해양과학기술 대상 기술 발굴 및 중점과제 도출

- 해양 R&D 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안) 제시를 통한 기관의 연구 수월성 

및 경쟁력 제고

 기관 고유기능 발전과의 연관성

 해양과기원의 설립 의의와 같이 해양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 및 연구개발 

경쟁력 제고

- 기초·원천기술 및 융·복합 연구 활성화, 해양·극지정책 수립 및 집행역량 강화,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산·학·연·관 협력체제 강화

-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다학제적 연구와 과학·기술의 융합, 산·학·연 협력의 플

랫폼 기능 강화

-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11~2020)』,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과 상호 연계하여 발전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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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환경 및 역량 분석

 2.1 국외 환경변화 분석 

 정책환경변화

 세계 각국은 해양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의 통합 

해양정책 추진

- (미국) 범부처 해양정책 테스크포스 설치(2009)

- (일본) 총리가 본부장인 ‘종합해양정책본부’ 설립(2007)

- (중국) ‘국가해양위원회’ 신설 및 ‘국가해양국’ 확대(2013)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적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제3차 과학

기술 기본계획 수립 추진(2013.7)

-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 · ICT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 신시장 창출로 연

결하는 국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2013.6)

 해양수산부는 ‘생명-생산-생활이 넘치는 바다, 바다를 통해 국민의 꿈과 행복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정과제 및 실행계획 수립(2013.4)

-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

- 해양산업의 미래 산업화 구현

- MT(Marine Technology)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각 부처간은 물론 과학기술분야 융 ∙ 복합연구를 통하여 

창조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해양수산부도 해양과학기술을 통한 해양창조경제 실현을 주요 목표로 추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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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환경변화

 미국발 금융위기(2008), 유럽 재정위기(2011)로 인해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

업 침체 장기화 우려

- 2011년 해양산업의 GDP 기여도 감소 : 7.1%(2008) → 6.3%(2011, 약 75조 

9000억 원)

 미래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해양 R&D에 대

한 국가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

 사회환경변화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규제 관련 신기술의 선점을 통

하여 다국적 선도기업의 시장독점력 강화

 에너지·자원부족 심화, 기후변화 기인 자연재해 증가, 해양영토경쟁 심화 등으

로 해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미래 활동 기반인 해양 영토와 자원을 수호하고, 해양경제영토를 확대하는 등 

자주적 해양 활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대

- 우리나라는 태평양 도서국 EEZ내 광물자원 확보,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자격 획득, 남극 제2장보고기지 건설 등에 국가 역량 집중

 기술환경변화

 선진국들은 국가 주도로 타 분야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첨단 신산업 

창출 도모하여 미래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양자원, 해양바이오, 해양플랜트 분

야에 대한 국가 주도의 기술개발 강화

 자원고갈, 이상기온, 자연재해 등 글로벌 이슈의 부각으로 해양과학기술의 가치

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형 재난‧재해사고 등에 대한 과학적 해결 요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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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경북 동해안권의 입지 특성 및 장래성

 경북 동해안의 잠재력

 대양연구 최적지

- 동해안은 연안에서 심해까지 대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해양현상이 발생함으

로서 기후·환경 변화, 지질구조, 생태계 등의 해양연구가 가능 

 고부가가치 해양자원

- 생수, 기능성 음료, 미용, 의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가능한 해양심층수

와 울릉도·독도 근해 해저에서 발견되는 가스하이드레이트는 고부가가치 자원

으로 각광 

 다양한 해양생물자원

- 동해안은 난·한류가 교차하여 다양한 생물자원 분포로 해양생물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반 마련

 청정에너지 개발 적지

- 바람, 파도, 태양광 등 해양에너지원의 자연적 조건 우수

- 경북 동해안 지역내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해양심층수가 존재하여 이를 활

용한 해양바이오에너지, 온도차발전 등의 개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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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동해안의 환경여건

 우수한 인력확보 여건 마련 및 해양과학기술 인력 집적

- 경북 동해안에 위치한 울진군, 영덕군, 포항시, 경주시, 울릉군 등에 해양관련 

기관이 밀집됨에 따라 인력 확보 용이

 SOC 인프라 확충으로 동해안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동서 5축 고속도로, 남북 7축 고속도로, 동서 4축 고속도로 등 동해안권과 연

계되는 광역고속교통망체계를 구축 중

- 영일만항의 개항으로 환동해경제권의 해양관문 기능 수행, 관광객 및 산업물

동량 수송을 위한 울릉사동항 건설 중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 동해안 일원(포항, 경주, 영덕, 울진)에 레이저, 재난로봇, 가속기 등 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하여 첨단과학과 ICT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세계시장을 선도할 창

조산업 육성

[ 경북 동해안권 해양 관련 연구기관 ] [ 동해안 SOC 인프라 확충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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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전략

(강점과 기회를 이용한 시너지 창출) 

WO 전략

(기회를 이용한 약점 보완)

• 실행력 강화를 위한 R&D 추진 및 지
원 체계 정립

• R&D 관련 기관 간 능동적 연계를 통한 통
합 시너지 창출

• 우수한 인력 양성 및 지리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연구 인프라 구축

•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 융·복합 신산업 분
야 발굴 및 지원

ST 전략

(강점을 활용한 위기 최소화)

WT 전략

(약점과 위협요인을 극복)

• 국제규제 등 시장 흐름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 발굴

• 생물,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전문가
들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해양자원개발 
추진

• R&D 결과물인 정보, 자료, 시설 등 성과 
활용 체계 구축

• 해양수산 기술 및 산업 동향 분석 및 
공유 체계구축

• 수요자 맞춤형 산업화 프로젝트를 통
한 민간 산업체  참여유도 및 성과창
출을 위한 R&D 체제 운영

 동해안 발전 여건에 관한 경쟁력(SWOT) 분석

• 동해안은 연안과 해양에서 무한한 잠
재력과 경쟁력을 보유

• 생물/환경/에너지 등 다학제적 연구 
가능 

• 지자체의 해양과학기지 발전 필요에 
대한 강력한 의지 및 국가적 관심 증대

•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정책 부재(부처별로 업무 분산)

• 공공·민간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미비

• 선진국 대비 R&D 투자규모 부족 및
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연계 미흡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 중국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 일본 
서해안을 중심으로 환동해 경제권 선
점 경쟁 과열

•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등에 대비한 해
양생태계 관리 및 해양자원 개발 필
요성 증대

• 과학기술 진보에 따른 혁신 가능성 
고조

• 해양에 대한 관심 고조로 각 시도의 
신해양시대 대비 미래비전과 발전방
향 수립

• 중국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등 해양
수산업 발전을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 시장선점을 위한 선진국의 집약적 
R&D 투자 강화 및 산업화 촉진

• 해양자원에 대한 상용화 개발 실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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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미래이슈 분석

 사회·경제적 이슈 분석

 사회경제적 이슈 분석은 STEeP분석 툴을 활용하여, 각 분야별 주요 이슈를  

체계적으로 해당 프로그램과 연관시키도록 함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품의 시장 니즈, 즉 어떠한 도전과제, 개념 또는 성

능의 기술개발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

- STEeP : 국내ㆍ외적으로 현재사회와 '20년까지의 미래사회를 지배할 결정인

자(혹은 이슈)들을 사회(Social), 과학기술(Technological), 경제(Economic), 생

태(ecological), 정치(Political)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그 영향을 분석·기술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각 항목을 정리함

- 사회적 이슈 : 에너지·자원의 고갈,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 격화, 인구구조의 

변화

- 기술적 이슈 : 에너지환경 개선 기술,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에너지 확보를 

위한 신기술 개발

- 경제적 이슈 : 수입대체효과, 고용창출, 신 부가가치 창출

- 환경적 이슈 : 환경오염의 증가, 청색기술개발 필요성, 국제환경 규제 심화

- 정치적 이슈 : 국가 정책방향의 전환, 기업을 통한 상용화, 시민·환경단체 

분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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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 해당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요인
영향요인 가중치

단기 중기 장기

S

S1
에너지·자원의 

고갈

에너지비용의 증가와 자원고갈 심화로 에너지 

수요 증가
2.6 2.3 2.3

S2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 격화
세계시장의 통합으로 글로벌 경쟁 심화 불가피 2.1 2.5 2.6

S3
인구구조의 

변화

저출산, 노령화로 인한 새로운 도시 구조 및 거

주양식의 변화 증가
1.7 2.3 2.5

T

T1
에너지환경

개선기술

Green Race 대응을 위한 환경관리 및 개선 기

술의 필요성 대두
2.0 2.7 2.7

T2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IT, BT, NT와의 융합으로 해양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 가능성 증가
2.5 2.6 2.0

T3

에너지 확보를 

위한 미래 

신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원 발굴과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국산화
2.3 2.3 2.0

E

E1 수입대체효과 해양자원·에너지 개발을 통한 경제적 비용 절감 1.9 2.3 2.4

E2 고용 창출 해양과학기술 사업화에 따른 고용 확대 1.6 2.1 2.2

E3
신 부가가치 

창출

신 부가가치 산업 창출을 위한 사업영역 

확대 및 시장 개척
1.7 2.4 2.8

e

e1
환경오염의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의 증가 2.2 2.3 2.2

e2
청색기술개발

필요성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구심점 역할
2.3 2.6 2.7

e3
국제환경규제

심화
기후변화 협약 등과 같은 국제적인 규제의 강화 1.8 2.2 2.4

P

P1
국가정책방향

의 전환

창조경제 및 복지정책으로 국가정책 방향의 전

환
2.0 2.3 1.9

P2
기업을 통한

상용화

민간기업의 해양분야 투자 및 사업화를 통한 

정부기업이 협력하는 R&D 모델 창출
2.4 2.8 2.3

P3
시민, 환경단체 

분쟁의 증가

지자체, 정부, 민간, 환경단체 간의 분쟁 심화로 

정책추진 어려움
2.4 2.3 1.8

 STEeP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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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장단기 이슈 도출 및 대응 전략표

구분 내  용 대응전략

주요 

단기이슈

◦ 에너지·자원의 고갈

◦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 미래 신기술 개발

◦ 기업을 통한 상용화

◦ 시민·환경단체 분쟁의 증가

Ÿ 신재생에너지원 발굴과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

Ÿ 첨단 기술과 융․복합하여 기능 및 목적에 부

합되는 에너지기술 개발

Ÿ 해양에너지 및 수자원을 통한 지역경제성장

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수단으로서의 국민여

론 개선 효과 증대

Ÿ 에너지기술혁신의 선제적 기술개발을 통한 

신청색기술 개발

Ÿ 미래원천기술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실증 및 산업화 촉진에 기업의 참여 

유도

Ÿ 단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해양에너지 및 해

양수자원 활용에 따른 환경 개선 및 효율성․
경제성 증진 등에 대해 이슈가 집중되고 있

으며, 이에 따른 핵심원천기술 확보가 필요

주요 

장기이슈

◦ 글로벌 시장선점 경쟁  
격화

◦ 청색기술개발 필요성

◦ 에너지환경 개선 기술

◦ 신 부가가치 창출

Ÿ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으로 인한 미래 지향적인 

신 부가가치 상승

Ÿ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사업 개발 

Ÿ 해양에너지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피해 최소

화, 환경 관리 및 개선을 도모 

Ÿ 국내 현장 적용을 포함 해외의 자원․에너지 

시장 개척

Ÿ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래 지향적인 

신 부가가치로서 글로벌 ‘Green Race'에 대응

한 자원․에너지기술 및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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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군 도출 배경

 단기 및 장기 관점에서 미래 이슈 분석, 미래시장 분석, 정책동향 분석 등을 

통해 미래 이슈와 미래 니즈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적용분야를 선정함

 주요 적용 분야에 근거하여 4개의 핵심기술군으로 통합·정리하고, 이를 바탕으

로 기술동향 분석, 전략개발기술 도출 등을 수행함

 미래 이슈 vs. 미래 니즈

 미래 이슈의 경우, 단기 관점에서는 에너지·자원의 고갈,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에너지 확보를 위한 미래 신기술 개발, 기업을 통한 상용화, 시민·환경단체 분

쟁의 증가 등 5개 항목으로 정리되고, 장기 관점에서는 글로벌 시장 선점 경

쟁 격화, 에너지·환경 개선기술, 신 부가가치 창출, 청색기술개발 필요성 등 4

가지 항목으로 정리됨

 이에 따른 미래 니즈로는 국가현안문제 해결, 효율적 환경 관리, 신 경제 산업 

창출, 실용화/상용화 전략, 해양경쟁력 강화, 청색 친환경기술 개발, BT, ET 등 

첨단기술 융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미래 이슈와 미래 니즈를 상호 연계하면 다음과 같음

[ 장단기 미래이슈 및 미래니즈와의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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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니즈 vs.  해양과기원 목표실현 과제 주요 적용 분야

 미래 니즈에 맞춰서 해양과기원 목표실현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적용 분야는 

신성장 부가가치 창출 기술, 미래 자원·에너지 개발 기술, 지역별 특화전략산업 

육성, 핵심원천기술,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등으로 요약·정리 가능

[ 해양과기원 목표실현을 위한 주요 적용 분야의 미래니즈와의 연계 ]

 중점 추진기술 도출

 중점 추진기술 분야를 크게 4가지로 요약·정리

- 해양생태환경 변동·감시 기술, 해양생태계 보존·복원 기술, 해양생물자원 육

성·이용기술, 실해역 실증·시험 기술 등

[ 해양과기원 목표실현을 위한 주요적용 분야 및 중점추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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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국외 동향 분석

2.4.1   국외 유사사례

 미국 버뮤다 해양연구소(Bermuda Institute of Ocean Sciences)

 개요

- 심해 및 산호섬 연구 및 교육의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버뮤다 지역을 활

용하기 위해 미국 하버드 대학 및 뉴욕 대학의 과학자들이 버뮤다 해양생물

관측소 (Burmuda Bilological Station)로서 1903년에 설립

- 천혜의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Marine Observation station에서 국제연구 주

도의 전문가 양성, 일반인 해양체험 교육기관으로 단계적 도약 

- 전용 연구선 “Atlantic Explorer" 운영(G/T 298톤, 길이 51m), 소속은 미국 

과학재단 산하의 UNOLS 기관(미국 61개 교육연구기관의 컨소시엄 기관)

  

[ 버뮤다 해양연구소 및 전용연구선 Atlantic Explorer ]

- 박사급 전임 연구인력 : 19명

- 주요 연구기관

Ÿ Center for Integrated Ocean Observations (CINTOO) : 기후변화에 관한 

해양의 역할 이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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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International Center for Ocean and Human Health (ICOHH) : 해양환경보

호와 해양으로부터 신약물질 추출 연구 등을 위한 국제 연구센터로서 

1998년 설립 

Ÿ Risk Prediction Initiative (RPI) :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협을 관리하고 대응

하기 위한 혁신적인 과학-산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대기-해양 이산화탄소 순환 및 기후변화에 대한 해양생태계 반응에 관한 세

계적인 장기 해양환경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 1) Hydro-station "S" 시계

열 연구, 2) Bermuda Atlantic Time-series Study(BATS)

 주요 연구분야

- 장기 관측프로그램 운영 : Bermuda Atlantic Time-series Study(BATS),  Bermuda 

Testbed Mooring, Hydrostation "S", Tudor Hill Atmospheric Observatory  

- 주요 연구 프로젝트 : Bermuda Bio-Optics Project, Bermuda Ocean Acidification 

and Coral Reef Investigation (BEACON), Coral Reproduction and 

Recruitment, Environmental Quality Program, Marine Biodiversity, Oceanic 

Flux Program, Oceanic Microbial Observatory, Risk Prediction Initiative

 하와이 자연에너지 연구소(Hawaii Natural Energy Institute) 

 개요

- 하와이대 해양지구과학부 (SOEST : School of Ocean and Earth Science 

and Technology) 소속 연구기관으로 ‘70년대 세계적인 오일위기 후에 새로

운 대체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1974년 설립하여 하와이 해양에너지 성장

산업을 주도

- 해양에너지연구 및 해양신물질 연구 분야에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

- 5MW급 준상업용 해양온도차발전장치(OTEC) 설비 구축

- 직원 : 36명 (소장 1명, 핵심교수 9명, 연구교수 12명, 기술직 8명, 행정직 4

명, 기타 2명) (※ 비정규직 연구원 7명, 학생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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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Marine station 배치도 ]

 연구실

- Thin Films 연구실, Renewable Resources Research 연구실, Ocean Resources 

and Applications 연구실, Electrochemical Power Systems 연구실, Biomass 

and Fuels Processing 연구실 등

 주요 연구 분야

- Biocarbon, Biomass(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청정에

너지원인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해양유기체로부터 유전공학 기술)

- Biotechnology, Battery and Vehicle testing, Fuel cells, Hawaii Hydrogen 

Power Park, Hydrogen, Ocean Resources, Solar-Hydrogen, Photovoltaics 

and Imaging 등의 분야 연구

 시사점

 다양한 교육기능 부여 및 지역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우수전문

인력 양성 병행

- 주요 대학들과 연계하여 정규과정 여름학기 학부·대학원 수업 및 연구 인턴

쉽 프로그램과 10개월 과정의 국제적인 해양학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

-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Geosciences 학과 및 Ecology and Evolutionary 

Biology 학과와 공동 박사과정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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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뮤다 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한 과학체험 프로그램,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

로 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제공

-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양환경, 자연과 역사 체험 등 교육여행을 

위한 ‘Elder hostel' 제공

 광범위한 연구 스펙트럼과 이에 따른 효과적인 조정력 부재로 연구사업 수행

의 효율성 저하 지양

- 강소형 형태의 중핵 연구중심체를 기반으로 한 ‘量 중심의 외연적 성장’에서 

탈피하여 성과‧효율성에 기초한 ‘質 중심의 성과창출’ 체계 구축 필요 

 개방형 조직구조를 통한 효율적 성과도출 및 새로운 인력수요 대응 등을 수용

- 해양과학기술은 우주, 원자력, 국방과 함께 대표적인 거대과학분야로서 연구

역량 강화가 요구됨

2.4.2   전략적 방향성 도출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선진형 해양연구로 전환 필요    

 지구 환경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어 각국

이 인류와 지구의 지속 가능한 공존 차원에서 개발과 이용도 지속가능성을 전

제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 형성

- 현재의 개발·이용 연구 중심의 쏠림 현상 우려 

 ‘경제적 부가가치 추구’와 ‘친환경적 접근’이 균형을 이루는 선진형 해양연구를 

추진하여 국가가 국제 질서의 수용자가 아닌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도

 기초연구부문의 비중 확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근원적, 예방적,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기초연구의 필요성 증대 

- 국내 유일의 해양종합연구소로서 민간부문에서 소홀한 기초연구 수행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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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기초 연구 비중이 관리 수치상으로는 25% 수준이나 실제로는 약 18%

정도임 

 국가·사회 핵심 이슈(NAP)에 효율적으로 대응

 국가사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종합연구기관으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대응

- 기초연구와 국가사회 핵심 이슈의 연계 가능

 대형과제 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개별 연구원 차원에서는 연구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전체 연구원 차원에서는 큰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운영

 성과 수준 향상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연구자원의 전략적 배분/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성과평

가에 의한 피드백 체계도 미비

- 연구 성과의 미흡으로 인해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빈곤

 조직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구성원간 의견의 합치가 부족하며 내부 갈등 유발 

- 연구성과를 주요 이해 관계자와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체계 및 역량이 부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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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 발전전략(안)

 3.1 일반현황 및 개선방안

3.1.1   일반현황

 설립목적

 울릉도·독도 주변 해역 및 이와 관련된 동해의 해양자원·환경 조사 연구를 심층

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해양과학연구기지로써 동해 및 독도 영토주

권수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울릉도․독도해역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자료축적으로 독도의 영유권 

강화에 기여

- 해양에 대한 관측, 조사, 연구활동 등을 통하여 지식과 능력을 축적·함양 

- 해양의 지속가능성, 합리적인 개발·이용 등을 선도하여 실현

 위 치 : 울릉군 북면 현포2길 127번지

 사업규모 : 부지 28,597㎡, 연면적 4,762㎡

[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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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 및 기능

 울릉도·독도 주변해역 해양생태계 변동 감시 및 해양생태계 보전연구

 울릉도·독도 해양수산자원 증·양식 및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육성

 해양영토교육 프로그램 및 해양과학학교 운영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지원

 조직·인력·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 1부원장 산하의 연구조직

 기지대장 산하에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운영지원담당”으로 운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

운영지원담당

 인원 구성 및 역할

 기지대장 1명(박사급), 연구 인력 5명 (박사급 2명, 석사급 1명, 학사급 이하 2명), 

행정 및 시설용역 인력 5명(계약직행정원 2명, 용역직 3명), 자문위원 1명 등 

총 12명이 소속

- 기지대장은 연구 사업에 대한 연구 지원 업무와 관련 제반 행정 업무, 울릉

도·독도해양과학기지의 유지 관리 및 각종 대외활동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

분에 권한 행사

- 연구 인력은 연구개발 업무, 해양관측, 해양생태계 및 서식지 보전·복원기술, 

독도 관련 학술행사 개최·지원, 해양생태관 전시 아이템 개발 지원, 해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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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체험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에 대한 연구·지원 업무 수행

- 행정 및 시설용역 인력은 행정지원업무 총괄, 기지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학술 및 방문행사 지원

 예산

 건립비는 총 150억원(국비 70억원, 도비 56억원, 군비 24억원) 투입

 2014년 연구기지 총 예산은 운영비 예산 10억원과 연구분야 지원 예산 5억원 

등 총 15억원으로 운영

- 운영비 예산 및 재원 : 10억원(경상북도 7억원, 울릉군 3억원)

- 연구 지원 예산 5억원(해양과기원 : 주요사업 및 인건비 등 지원)

 시설·장비 인프라

 시설 현황

내부시설 갯수 비고

본관동

다목적홀 (65.3평) 1 100석 규모

세미나실 (28.3평) 1 30석 규모

사무실 (14.2평) 8 -

자원육성동
사무실 (14.2평) 7 -

식당 및 다용도실(84.2평) 1 -

해양생태관
1층 전시실 1 -

2층 전시실 1 내부 미공사

기숙사

32평형(방3) 2 -

16평형(방1) 8 -

8평형(방1) 8 증축예정(‘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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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품명 수량 용도

공통 콤비보트, 150hp 1 연안관측

해양물리

해류계 (RCM Blue) 1
해류관측

(최대관측수심 300m)

수온염분계 (SBE37SMP) 1
수온,염분측정

(최대관측수심 350m)

수온계 (SBE56) 3
수온관측

(최대관측수심 1500m)

해양생물

다항목 용존산소측정기 1 환경 분석

마이크로 원심분리기 1 시료 농축

영상분석 시스템 1 생물 분석

증류수 제조기 1 증류수 제조

열풍건조기 1 시료 건조

현미경 2 생물 분석

가열교반기 1 시약 제조

고압멸균기 1 시료 멸균

BOD 배양기 1 시료 배양

전자저울 2 시약제조 및 분석

진공펌프, 중탕기 1 시료 여과용, 분석

스킨스쿠버장비 1 수중생태관찰

다방향 수중 CCTV 1 수중생태관찰

수중디지털카메라 1 수중생태관찰

Niskin 채수기 2 해수시료 채집

플랑크톤네트 2 시료 채집

 주요 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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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연구내용

울릉도·독도해

양자원의

조사 및 보존 

  울릉도·독도 해양자원도 작성을 통한 해양자원관리 

  - (현황) 울릉도·독도는 국내 최고의 심해역이며, 심해자원에 대

한 기초조사 및 자원의 과학적 관리가 매우 미비한 실정임

  - 심해역(연안포함) 해양자원(생물 및 무생물)의 분포, 생물자원

의 산란 및 서식지 등 연구

  - 고유종 및 외래종 등 해양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과학적 해양자원관리 방안 연구      

 울릉도·독도 해양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축소판 대양인 동해 및 심해 해양연구 전진기지 구축 

 운영방향

 해양과학연구, 울릉도·독도 해양영토교육 강화, 융복합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 밀착 및 현장 중심형 연구 수행

 울릉도∙독도 해양연구 및 독도영토주권 강화의 중심거점으로 조성

 해양과학기반 독도 해양영토체험교육 중심 기관으로 조성

 해양수산을 테마로 한 첨단혁신기술 도입과 지역 신성장 동력 창출

 지역·밀착형 연구로 울릉지역 해양수산발전에 기여

 육지-울릉-독도 해양산업 네트워크 구축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안정적 우수인력 확보

 직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지의 동해 해양연구 거점의 연구기관 조성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학회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신규과제 발굴 및 공동연구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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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에 따른 울릉도·독도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변화 모

니터링 : 해류, 수온 분포 및 해양생태계 변동 모니터링 

  - 울릉도·독도 실시간해양모니터링부이운영 및 실시간 자료제공  

    ※ 울릉도·독도 실시간 장기해양관측부이 운영

(울릉도해역 3개소, 독도해역 3개소)

    ※ 강릉/묵호/울진/포항-울릉-독도 연계 정기선 활용 해양관측 

네트워크 구축

  - 국제해양과학기구/프로그램 울릉도 관측연구기지 운영

  - 독도해양과학기지 운영 지원 및 활용 연구

  - 대기 중 이산화탄소농도 장기측정을 통한 지구온난화 연구

울릉도·독도

고유 

해양자원의

육성·이용

⇒ 산업화/

실용화 추진

 울릉도 심층수 활용 울릉도 해양생물자원 육성

  - 개요 : 울릉도는 세계 최고 수심의 심층수 취수해역 

  - 해조류 배양환경 연구, 한류성 생물자원 증식환경 연구

  - 울릉도·독도 바다사막화 및 백화현상 복원 기술 개발 연구  

    ※ 울릉도 바다목장 시범구역 조성 (연구기지 인근)

 울릉도·독도 특산 해양생물자원 활용 신물질 개발 및 바이오

에너지 연구

  - 개요 : 울릉도·독도는 국내 최고 청정해역으로 우수 생물종 풍부

  - 오징어, 홍합, 전복, 홍해삼, 소라 등 울릉도․독도 특산 해양생

물자원 활용 신물질 개발

울릉도·독도

특화 전시관

운영 및 교육

 전시관 운영 (울릉도·독도해역 특산 해양생물자원 및 동해 해

양과학전시관) 및 해양과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 울릉도·독도 해양자원 특화 전시관 운영 

  - 오징어, 독도전복, 홍합, 바다사자, 홍해삼 등 울릉도·독도 해역 

특산 해양생물자원 전시 및 울릉도·독도 해양과학전시관 운영

  - 울릉도·독도어업활동, 민속 등 해양역사문화 전시

  - 하계해양과학캠프 운영 : 연구선 체험 등

  - 울릉고등학교 해양교육 지원·공조 등 울릉도 지역 해양 인재 

양성 및 독도아카데미 교육 지원

  - 울릉도 해양학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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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_1  울릉도·독도 해양생태계 조사 및 보전

가. 핵심 연구내용

 울릉도·독도 해양자원도 작성을 통한 해양자원관리

 울릉도·독도 해양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울릉도·독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해양생태계 조사/사후모니터링

나. 최종목표

핵심목표

울릉도·독도는 국내 최고의 심해역이며, 심해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자원의 과학적 관리를 통해 대양 축소판인 동해 및 심해 해양연

구의 전진기지 구축

세부목표

- 울릉도․독도 주변해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한 종합해양자원도 작

성 및 DB 구축

- 울릉도·독도 해양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해양생태계 조사 및 사후 모니터링 연구
 

다. 세부 연구내용

 울릉도·독도 해양자원도 작성을 통한 해양자원관리

 국내 최고의 심해역인 울릉도․독도 주변해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해양

자원의 과학적 관리 방안 구축

 연구내용

- 울릉도·독도 해역 수심별 해류 순환 분포(계절별)

- 울릉도·독도 해역 전층 수심별 수온, 염분, 용존산소, 영양염, 플랑크톤 분포

- 울릉도·독도 해저지형 및 해저지질 분포 

- 심층수의 생성 및 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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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자원(생물 및 무생물)의 분포 

- 생물자원의 산란 및 서식지 분포, 고유종 및 외래종 

- 울릉도·독도 해양에너지발전 입지조건 조사(파력, 온도차발전, 해상풍력발전 등)

- 울릉도·독도의 해양문화자원조사(어업활동, 어업도구 등)

 울릉도·독도 종합해양자원도 작성 및 DB 구축

- (조사항목) 수심별 수온, 염분, 용존산소 등 해수특성, 해양기상, 해저지형, 

해양 및 수산자원(생물 및 무생물), 해양심층수, 고유종 및 외래종, 해양에너

지자원(해상풍력, 파력, 해양온도차발전 등), 해양문화자원(어구, 해신당 등) 

등 해양과학 및 문화자원에 관한 종합해양자원도 작성 

 울릉도∙독도 해양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울릉도∙독도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위해 

울릉도∙독도 해양모니터링 부이운영 및 실시간 자료제공

 연구내용

- 기후변화에 따른 해류, 수온 분포 및 해양생태계 변동 모니터링 

- 감포(경주)~왕돌초(울진)~울릉도~독도 연계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

동 연구 

- 울릉도·독도 실시간해양모니터링부이 운영 및 실시간 자료 제공 

- 대기중 이산화탄소농도 장기측정을 통한 지구온난화 연구

- 정기선박 활용 해양관측 프로그램 : 울릉-포항, 울릉-독도, 울릉-후포, 울릉-

묵호간 정기선박(여객선/화물선)에 수온,염분 관측장비 부착

- HF-레이다 관측망 운영(울릉1개소, 포항1개소) : 서울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공동운영사이트 구축

  ￭ 울릉도·독도 실시간 장기해양관측부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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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 정기선박 운항노선도 ]

* 정기선박 바닥에 해양장비를 부착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

[포항-울릉간 정기 화물선을 이용한 공동연구]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대 해양연구소, ㈜금광
해운(경북일보. 2012/4/13)

[ IOOS 종합관측모식도 ]

* 울릉도의 경우, 위그선, 정기여객선, 해양조
사선, 관측부이를 이용한 연구 가능성 검토

[ 세계적인 해양연구기관인 미국 MBARI

의 관측·전시연구기지 운영 사례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와 역할분담

 울릉도·독도 해양보호구역 내 해양생태계 조사 및 사후 모니터링 연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62호)에 따라 해양생태계

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

- 해양수산부에서는 ‘14년에 울릉도에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을 지정

* 현재 우리나라 연안 9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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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경관 요소  주요 생물상 
경관우수성* 및

중점모니터링 사항 

능걸

- 수면위로 보이지 않는 
수중 암초 (얕은 봉우
리는 수심 4 m) 

- 수심 30 m까지 크고 
작은 봉우리 발달

- 옥덩굴 군락, 감태, 대황
- 민챙이고둥, 성게, 홍합, 소라, 
  일본불가사리, 별불가사리, 
  보라해면,미더덕, 갯민숭달팽이, 
- 혹돔, 자리돔

A
- 혹돔, 옥덩굴 군락, 해송
- 다이버들의 잦은 방문에 

따른 간섭현상 요 주의

죽도

- 수심 25m 까지 크고 
작은 암반 발달 

- 수심 5-6m 좌, 우, 25
m의 큰 바위

- 10-18 m 사이의 암반에는 감태숲

  상태가 안 좋거나 백화현상, 

  성게가 많이 관찰됨   

- 부채뿔산호, 곤봉바다딸기, 후새류, 

  자리돔, 황놀래기, 인상어 떼 

 C
- 관찰 면적의 약 50-60%

는 감태 상태가 좋지 
않음

쌍정초
- 등대가 건설된 수중암

초로 직벽은 수심 45
m까지 이어짐. 

- 수심 15 m까지는 모자반, 감태, 

  미역 등 해조류숲

- 수심 15-20 m 암반, 홍합 군집, 

  해조류발달이 나쁨, 

- 수심 20-27m, 섬유세닐 말미잘 군락

A
- 조류가 강하고 수중 
  암반의 굴곡이 발달

관음도

- 관음도의 서쪽 수상 
암초 아래의 편평한 
직벽과 연안쪽 몇 개
의 바위 

- 미역 외 해조발달이 나쁨  

- 미역 몇 개체가 확인됨  

- 수심 7 m에 불래기말 군집, 

- 홍합밀집 : 1㎡에 10-20개체 서식

C
- 밋밋한 수중 암초와 
  해조류의 발달 나쁨 

공암
- 일명 코끼리바위로도 

불리는 곳으로 수중 
25 m까지 암반형성

- 해조 숲은 미역을 중심으로

  수심 7-8 m까지 발달

- 해조 숲 아래에는 홍합 군집이 

  우점하고 있음, 어류는 공암의 

  가운데 구멍 중층, 저층에서 가장 

  많이 확인

B
- 미역 군락이잘 발달함

대풍령
(태하)

- 본섬에서 떨어진 암초
와 본섬의 직벽은 경
산가 급한 직벽, 몇 개
의 주름을 가진 단순
한 지형

- 수심 7-8 m까지 해조가 무성

- 10 m 이하에서는 홍합 군집이 

  가장 큼

- 그 외 문어다리불가사리, 해삼, 

  갯민숭달팽이 등 확인

B
- 표층 10 m까지 해조 숲, 
  그 이상 수심대에는 
  홍합이 우점

[ 울릉도 해중경관 모니터링 조사표 ]

- 울릉도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 모니터링 및 사후모니터

링에 대한 직·간접적인 참여 

자료 : 해중경관모니터링, 2010.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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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 연안 유일종인 대황, 말미잘 등의 군락지 변화 모니터링 연구

- 울릉도, 독도 연안에서만 남아있는 해조류 대황의 분포 수심을 포함한 생태 

모니터링

- 울릉도 연안 쌍정초에서만 발견되는 한대성 말미잘인 섬유세닐말미잘 군락

에 대한 생태학적 차원의 장기 조사

 독도 해양포유류 서식처 복원 해양생태환경조사 

 일본 어민의 무분별한 포획에 의해 멸종된 독도 강치 서식처를 복원함으로서 

독도 해양생태계의 과학적 관리를 통한 독도영유권 기여

- 해양생태계 먹이망(food-web)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독도 해양포유류 서식

치 복원 문제가 최근 이슈화

 서식지 복원을 위한 기초 해양환경조사 실시

- 국립수산과학원 독도수산연구센터 등과 함께 독도 해양 생태학적 연구와 지

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해양생태계 관리 프로그램 운영

- 멸종 선언된 기존 독도강치의 복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현재 울릉도, 독

도 근해에 자주 출몰하는 다양한 해양포유류의 자연 정착 주안

- 캘리포니아 종 등 외래종 유입을 통한 인위적인 해양포유류 복원보다는 동

해에 출몰하는 해양포유류를 대상으로 폭넓게 검토

- 독도의 해양포유류 서식 적지로서 가능했던 독도 해저동굴 조사  

 울릉난수성 소용돌이 집중관측

 동해상층순환 변동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연구를 위한 울릉난수성소용돌이 

집중관측

- 울릉난수성소용돌이(Ulleung warm eddy)는 동해의 가장 중요한 해양현상이

지만, 현장 연구의 어려움으로 집중적인 조사가 부족한 실정

- 소용돌이의 생성, 발달, 소멸 과정은 해양생태계의 변동 결정 요소 

- 수행방법 : 소용돌이 발달시 연구선 활용 집중조사, 무인 관측장비 투하  

- 공동연구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사업 수행연구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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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ter exchange (연안과 외해, pelagic-benthic, 난류와 한류)와 해양생태계

Ÿ 수층 생산력이 저층의 유기물 분해에 미치는 영향  

Ÿ Near-inertial wave(NIW)와 mesoscale eddy의 상호작용

Ÿ NIW의 breaking로 인한 vertical mixing의 증가 관련성 연구 →  vertical 

mixing 증가로 인한 euphotic zone으로의 nutrient 공급 증가 연구

Ÿ high chlorophyll 농도와 eddy와의 관련성 - eddy center 혹은 boundary

Ÿ coastal upwelling과 offshore primary production과의 관련성

 울릉도-독도간 심층해류 장기변동 모니터링

 울릉도-독도 사이의 1개 정점(EC1)에서는 1996년부터 심층해류모니터링 수행중

 2011년부터 국제적인 OceanSITE 등재정점으로 공식 인준되어, 향후 보다 적극

적인 연구수행이 필요한 상태임 

 공동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울릉도 및 독도 사면역 해양혼합 특성 연구

 한국해양연구원 독도사업과제를 통하여 이른바 ‘독도효과’로 불리는 독도 인근

의 해양혼합에 의한 외해역과의 수온전선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동해연안의 용승현상과 유사하게 울릉도 사면 근처에서 해저지형에 의한 해양

혼합이 활발하게 존재할 것으로 추정

 조밀한 시간간격(수일간격) 및 관측정점을 설정하여 수온, 염분 등 해수특성 

변화 관측 필요

 울릉도·독도 해상풍력 및 파력발전 타당성 연구

 울릉도, 독도 해상풍력 및 파력발전 타당성 연구 조사

- 울릉도는 국가적으로 녹색섬으로 지정되어 장기적으로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전력발전 검토 필요

- 실시간 관측부이 및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유효한 해상풍력 및 파력발

전을 위한 기반자료 제공 필요

- 관측항목 : 파고 및 풍향, 풍속 등 (계절별, 국지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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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_2  울릉도·독도 해양수산자원의 육성 및 이용

가. 핵심 연구내용

 울릉도 해양생물자원 육성

 울릉도·독도 해양생물자원 활용 신물질 개발 및 바이오에너지 연구

나. 최종목표

핵심목표 울릉도·독도 해양생물자원을 통한 산업화/실용화 추진 

세부목표

- 울릉도 해양심층수 활용 및 해양생물자원 육성

- 울릉도·독도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신물질 개발 및 바이오에너  

  지 연구  

다. 세부 연구내용

 울릉도 해양생물자원 육성

 해양심층수의 활용

- 울릉도·독도 바다사막화 및 백화현상 복원 기술 개발 연구

- 해양온도차발전 : 기술발전단계와 병행한 연구추구

- 담수화 이용 : 해양온도차 발전과 연계

- 해조류의 배양 및 이를 이용한 복합 양식

- 울릉도 해역 기초생산량 증대

- 한류성 생물자원 증식환경 연구

- 해양심층수 존재 유용 미생물 연구

 ※ (주)파나블루 (현포항 인접) 

     ∙ 1일 최대 취수량 : 약 3,000톤, 취수수심 : 1500m 내외(세계 최고 취수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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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심층수 취수 현황 ] [ 해조류숲이 형성된 사례 ]

 울릉 연안 바다목장 조성 관련 해양생물자원 육성

- 연구기지 인접 울릉 연안 바다목장 조성 (주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13~’17 / 50억원 (5년간)

- 연구기지 전면 해상에 연안 바다목장 조성

- 바다목장 조성 후 해양생태계 조사 (저서생물, 어류분포상, 이식해조류 상

태) 참여를 연구기지 연구수행과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 울릉 연안 바다목장 조성 해역도 ]

 울릉 외해가두리 양식

- ‘13년 울릉 외해가두리양식 시범어장개발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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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 : 울릉군 북면 현포리 연안 (대풍감)

     ∙ 기간 : 2014 ~ 2017 (5년) 

     ∙ 사업내용

        · 규  모 : 가두리시설 1식(5ha), 사료저장고 1식

        · 양식종류 : 참돔, 돌돔, 감성돔, 우럭, 넙치, 방어, 기타 유영성 어류 등

     ∙ 사업비 : 30억원 (국비 15억, 지방비 15억)

        · 개념 및 실시설계 (2013, 5억)

- 연구기지 전면 해상에 심해가두리 양식장 위치

- 울릉군 위탁, 울릉도 외해가두리양식 시범어장개발 연구용역 참여

- 외해가두리 양식장 조성 후(‘15. 상반기), 연구기지 책임운영 예정

[ 울릉 외해가두리양식 시범어장개발  

 설치 예정 지역 ]

[ 울릉 외해가두리양식 관련 지역 연

계성 강화 방안 ]

 울릉 특산 수산생물의 증∙양식

- 주요 생물 : 홍합, 삿갓조개, 넓미역, 키조개, 대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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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일보 (‘13.6.28) ] [ 경북일보 (‘13.7.4) ]

 울릉도·독도 해양생물자원 활용 신물질 개발 및 바이오에너지 연구

 울릉도·독도는 국내 최고 청정해역으로 우수 생물종 풍부

 오징어, 홍합, 전복, 홍해삼, 소라 등 울릉도․독도 특산 해양생물자원 활용 신물

질 개발 (사례. 홍합 접착 단백질 개발)

 포항공과대학교 해양대학원, 서울대학교 해양천연물사업단 등 기존 연구기관과 

연계 가능성 매우 높음(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공동으로 울릉도 독도 고유 

해양자원을 연구할 것을 포항공과대학교에 최근에 제안한 바가 있음)

 해양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연구

울릉도 독도 생물자원 활용방법

 홍합 천연 접착제 (의료) 

오징어 연골 항암물질 추출

오징어 부리 기능성 신소재 

[ 해양생물을 이용한 신물질 개발 연구 ] [ 붉은 대게 어장조성 환경 연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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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협력기관

 주요 관련 기관

 대학 : 경북대학교 해양학과, 포스텍 해양대학원,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한동

대학교,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등

 기관 : 국립수산과학원(동해수산연구소, 독도수산연구센터), 국립해양조사원, 경

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울릉도 : 울릉군, 울릉기상대, 경북어업기술연구센터 울릉지소, 독도박물관 등

 군(軍) : 해군사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해군 해양연구소 등

 산업체 : 울릉심층수, 파나블루 등 입주업체, (주)오트로닉스, (주)오션테크 등 해양관련 업체

 기타 : 해양문화재단, 대구경북연구원,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안용복기념

재단, 동북아역사재단, 경북씨그랜트센터 등 

관련기관 주요 연구 분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경북 울진 소재)

Ÿ 2008년 10월 개소. 박사급 연구원 11명(2012.11 현재)
Ÿ 국가지정 독도전문연구기관, 독도주변해역 해양생태계 모

니터링 연구사업 수행(2006~현재)
Ÿ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감시 체제 구축 연구 수행

경북대학교
Ÿ 2011년 해양학과 개원
Ÿ 울릉도 독도 연구소 운영 중 (2004년 6월 개원, 

www.dokdoknu.com)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강릉소재, 

독도수산연구연구기
지 : 포항소재)

Ÿ 동해수산연구소, 1993년 2월 개소, 연구직 29명 (산하 독도
수산연구연구기지 : 2004년 2월 개소, 정규 연구직 4명)

Ÿ 동해 심해 수산자원 관리 (수심 1300m이내)
Ÿ 수산동식물 포획금지 대상종(홍해삼 등) 연구
Ÿ 동해 연안어업 자원관리 연구(오징어, 꽁치 등)
Ÿ 독도 주변해역 수산자원 연구 (년4회 분포조사)
Ÿ 울릉군 현포리 해중림 조성사업 수행(2009년 4~12월)

경상북도 
어업기술연구센터

(울릉지소)

Ÿ 울릉지소, 2009년 4월 개소
Ÿ 어업인육성, 수산경영인 융자금 지원과 전문기술 교육

기상청
(울릉기상대)

Ÿ 1938년 개소
Ÿ 울릉도 지역 육지 기상관측 및 예보

(재)경북해양바이오
산업연구원

(경북 울진소재)

Ÿ 2007년 10월 개소. 연구개발부 직원 27명
Ÿ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
Ÿ 공동연구∙기술개발을 통한 해양바이오기업 보육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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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요 협력 내용

울진군

Ÿ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경북해양바이오
산업연구원, 국립해양과학교육관과 해양 연구 및 
해양영토교육 교류협력

Ÿ 죽변등대, 대풍헌 등과 연계한 해양영토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덕군
Ÿ 국립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영덕어촌민속전시관

과 해양영토교육 교류·협력

포항시

Ÿ 포항공과대학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해
양연구 및 교육 교류·협력

Ÿ 포항 영일 부조장터 및 죽도시장, 포항여객터미널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연계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주시
Ÿ 경북대학교 해양학과와 해양연구 및 교육 교류·협력 
Ÿ 지역 교육청 연계 청소년 해양영토 및 독도현장 

체험학습 참여

경주시
Ÿ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와 연구 교류 협력
Ÿ 지역 교육청 연계 청소년 해양영토 및 독도현장 

체험학습 참여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
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칠곡군, 봉화군 등

Ÿ 지역 교육청 연계 청소년 해양영토 및 독도현장 
체험학습 참여

협력기관 협력사업

경북대학교 해양학과
무인수중글라이더 활용연구

특성화고교전형 협력 (졸업 후 기지 인력 활용)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울릉도 독도 홍합을 이용한 신물질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울릉도-독도 심층해류 장기 모니터링

부산대학교 해양연구소 울릉도 독도 해양생물유전자원(DNA)확보 연구

㈜울릉심층수
㈜파나블루

울릉심층수배출수를 활용한 연안바다숲 조성 연구
심층수관을 활용한 심해생물자원 수집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경북씨그랜트센터

지역현안과제 수행 및 Marine School

해군 해양연구소/해군사관학교 울릉도 독도 해양감시망 구축

한국농어촌공사 현포 해양문화 생태어촌 체험마을 조성 등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등

한국수중과학회 수중과학잠수 전문가 양성 교육

 관련기관과 세부협력 사례

 경북도권 지자체 협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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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및 홍보

 해양생태관 운영(해양과학탐방코스 개발)    

 울릉도·독도 해양자원 특화 전시관 운영

- 울릉도·독도 주변 해저지형 및 해류, 화산섬 울릉도/독도의 형성과정

 울릉도·독도 해역의 자연과학 분야 연구 성과 전시

 오징어, 독도전복, 홍합, 바다사자, 홍해삼 등 울릉도․독도 해역 특산 해양생물자원 전시 

 해양 심층수 활용 전시(모형)

- 심층수의 특성, 해양자원 관리, 해양온도차발전, 식료품 등

 울릉도·독도 어업활동, 민속 등 해양역사문화 특화 전시

 울릉도·독도 해양활동 역사인물 전시

 홍보  

 ‘사이버 울릉 해양 전자지도’ 구축

- 웹에 울릉도·독도 해양자원 및 해양연구 성과의 전자지도 구축

- 울릉도·독도 해양자원 관련 정보의 종합화, 입체화 및 연구 성과의 환원

 울릉도·독도 해양관측 실시간 정보제공 서비스

- 독도접안부두, 울릉 저동항, 울릉 도동항 등에 실시간 전광판 운영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분야간 융합연구를 통한 독도영유권 보존 및 동

해학 연구 활성화로 독도의 모섬으로서 울릉도 위상 제고

 독도박물관, 동북아역사재단,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 인문학 전공자와 연구 교

류를 통한 독도 영유권 보전 연구 활성화

- 기존의 독도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국제법적 접근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가 
중심이었으나, 자연과학 분야와 학제간 융합연구는 초보적인 단계

 동해학 연구 활성화를 통한 독도 영유권 보존의 학문적 거점 확립

- 독도영유권 보존 연구 및 동해학 연구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학제간 융합
연구가 이루어질 때 기존의 학문적 성과를 뛰어넘는 성과가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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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취약점 개선방안

취 약 점 1

경쟁력 있는 우수연구기관으로의 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운영전략 필요

개선방안

현황 및 문제점

 기지대장 1명, 연구 인력 5명(박사급 2명, 석사급 1명, 학사급 이하 2명)을 중심

으로 본원/동해연구소 연구원들과의 공동협력 연구를 통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조직 규모 및 전문인력 확보 등에 한계

- 임계 규모가 관련 연구소에 비해 부족함에도, 연구환경 등 지역적인 특성

의 장애요인이 많아 연구기관간 협동․융합연구 추진이 미진함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는 ‘주어진 생태계’ 속에서 현재까지도 발전․진화중이

나, 그 성과와 존재감이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상황

 개선방안 

 연구 중심형, 교류 중심형, 인력육성지원 중심형, 혼합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울

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에 특화된 임무 및 역할, 연구영역을 설정하여 운영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연구환경 제공 등을 통한 우수인재 유치, 교

류·협력프로그램 운영, 지역적 기관별 연계 활성화, 산·학·연간 협동연구, 마이

스터고·대학과의 공동 교육·훈련프로그램 수행 등 다양한 발전 노력을 기울임

- 울릉지역의 해양과학 발전을 위한 Hub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학제간 

협동․융합연구를 최우선 과제로 둠

-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장기학술·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선도분야 개척, 국내외 해양과학계 커뮤니티 형성에 중요한 역할 수행

 기존 해양과기원 산하의 단독 운영 방안을 재추진하거나, 새로운 형태로서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 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Two-Track)으로 추진하되,

 현재의 의존적 연구기지에서 탈피하여, 점진적으로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독립형 전문조직으로 확대·개편

- 울릉도·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전담하고, 지속적 성과창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①예산, ②인력, ③조직, ④업무 범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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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약 점 2

지역 특화형 연구 수행으로 기능 및 역할 재정립 필요

개선방안

 현황 및 문제점

 해양조사를 중심으로 연구과제의 현장 실험 및 각종 현장 샘플의 전 처리 등

의 단순 지원업무에만 한정되어 있어 성과창출에 한계

 지역 현안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노력이 부족하여 지역민 

체감형 연구 성과는 저하

개선방안 

 기존의 수산자원 중심의 연구에 장·단기적인 현장 실험 및 현장 모니터링 개

념을 접목시켜 실질적인 연안 해상 실험실 개념으로 확대 발전

- 선도·창조형 R&D체계 전환을 위해 대학, 민간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기
초·원천연구 및 공공·인프라 지원에 집중

* DB화 및 개방․공유를 위한 ‘해양과기원 해양생물지식정보시스템(가칭

OFRIS, Oceans & Fisheries R&D Information System)’ 구축·운영

 사회적 요구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실용적 

성과창출형 연구지원 비중 확대 노력

 산·학·연간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및 상호 연계한 공동연구 업무 수행을 통하

여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시너지효과 창출 노력

- 연구자간 경쟁에서 기관 간 협력체계로 전환하고,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상호 연계시스템 구축 및 지역산업과 연계방안 수립

- 연구개발 주체간의 상호협력 및 성과창출을 위한 고급인력 지원, 인프라 장
비·시설 등의 공동 활용 지원

- 해양 관련 대학과 연계한 전문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서비스 실시, 
자체 기술정보 뉴스 발간 등 Flagship 기관으로서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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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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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연구내용

 주요 연구과제_1  울릉도 주변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 모니터링

 울릉도·독도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변동 모니터링

 해양환경 장단기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변동 파악

 특이해저지형(섬/해산)에 따른 해양환경 및 생태계 특이성 연구

 울릉도·독도 해수흐름, 수온, 염분 실시간 자료 제공

 독도해양과학기지 운영지원

 울릉도·독도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

 울릉도·독도 3차원 정밀 서식처 영상지도 작성

 연안개발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방안 연구

 울릉도·독도 해양생물 생리 생태 특성 연구

 울릉도·독도 해양생물자원도 작성 및 DB 구축

 주요 연구과제_2  울릉도·독도 해양자원 육성 및 이용

 울릉도·독도 해양수산자원 육성 및 이용

 울릉도 외해가두리 시범어장 개발

 울릉도 어패류, 축양장, 종묘 배양장 운영지원

 울릉도·독도 해양생물자원 육성 및 이용

 해양심층수 이용 연안 생태계 복원 연구

 울릉도·독도 특산 해양생물자원 활용 신물질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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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과제_3  해양영토교육 활성화

 해양생태관 운영

 울릉도·독도 해양생태관 운영

 울릉도·독도 해양생태해설사 양성

 해양과학 영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해양과학 영토 교육 프로그램(Marine School) 운영

 울릉도·독도 해양과학, 역사문화 융합 포럼 개최

 주요 연구과제_4  융복합 연구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동해 및 독도 관련 산·학·연간 연구 협력 

 경북대학교(해양학과), 포항공대 등 대학,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독

도수산연구센터), 경상북도 어업기술연구기지(울릉지소) 등 관련 교육·연구기관

과의 지속적인 연계

 독도박물관,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동해 및 독도관련 

인문기관 및 외부인문학자와의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한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해 울릉도 독도 연구의 업그레이드 추구

 동해 및 독도 해양연구 현장지원

- 연구기지 내 대학 및 연구기관 공동연구실 운영

- 해양수산 관련학과 현장 실습 지원, 외부전문가, 객원 연구원 초빙 및 공동연구 수행

 국제 네크워크 구축

 해양섬의 해양생물보전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국제 해양관측 프로그램의 울릉도·독도 거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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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단계별 R&D 연구전략

 기술트리

 기술트리는 기본기능의 세부기능들을 구현하고, 최하위 세부기능들의 기술을 도

출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임 

 기본 기능에 맞추어, 관련 기능을 2차 기능-3차 기능 관계로 구성하였음

 도출된 최하위 세부 기능별로 세부 기술을 도출하고 트리 형태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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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목표별 포트폴리오

 Micro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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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중장기 발전계획(안)

3.5.1   발전목표 및 세부발전과제 구조

 중장기 발전목표

발전목표_1 지역 현안해결 연구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보 (핵심·중장기)

최종목표(‘20년) ▪ 기관 임무와 기능에 부합한 전문 연구환경 조성

세부 

발전과제(‘15년)

1.1 연구역량 강화 

1.2 첨단 연구기장비 확충 및 실증·시험시설 구축

발전목표_2 경영 선진화 (핵심·중기)

최종목표(‘20년) ▪ 특성화 경쟁력을 갖춘 강소형 전문기관 위상 확보

세부 

발전과제(‘15년)

2.1 조직 선진화

2.2 인력 선진화

2.3 예산 다각화

발전목표_3 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기반강화·장기)

최종목표(‘20년) ▪ 연구교류 및 성과확산 중심기관으로 성장

세부 

발전과제(‘15년)

3.1 다학제간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협력

3.2 연구교류협력팀 신설

발전목표_4 특성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기반강화·중장기)

최종목표(‘20년)
▪ 해양과학 발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월성의 

과학인력 양성기관 구축

세부 

발전과제(‘15년)

4.1 젊은 유망 과학자 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4.2 특성화 Fellowship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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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발전과제 구조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3대 부문(연구, 경영, 교

육·훈련)에서 4대 발전목표와 9대 발전과제를 도출함

 선진형 연구 포트폴리오로 전환

- 연구영역의 분화 재설정, 연구영역별 운영방안 수립

 연구 지원 역량 강화

- 연구 재원 충실화, 연구 인프라 확충

 조직구조 및 운영의 합리성 제고

- 조직구조 및 운영관리체계 개선, 인적자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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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발전목표별 세부발전과제

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_1_1_1_1_1_1_1_1_1_1발전목표_1 지역 현안 해결 연구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보

1.1 연구역량 강화

◉ 전략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사업간 연계 강화, 기관임무별 역할분담을 높

일 수 있도록 재편

◉ 연구자 지원 중심의 프로세스와 교육·훈련 육성 지원, 학술·교류 연계의 시너

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연구관리 역량 고도화 도모

 현황진단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 및 수산자원 감소 등 연안역 지역사회의 사회

적 갈등요인 해소와 경제적 피해저감, 그리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해양

과기원의 실효성 있는 대국민서비스 수요 증대 

 현재의 수동·모방형 연구지원 중심에서 탈피하여 기관임무 중심의 기능별 연구

로 재편하여 기능별 전문화를 통한 연구진 만족도 개선 등이 필요

- 안산 본원 겸직연구진 중심의 조직구성으로는 수월성 연구, 학술·교류 중심 

역할, 연구지원 등에 한계

- 연구과제 수행의 형태가 지원 중심의 일률적 형태로 인해 다양한 창의적인 

연구경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환경 및 제도개선이 요구

 고려사항

 기관임무 중심의 전략적 운영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임무에 따라 3개 기능(수

월성 연구, 교육·훈련 육성 지원, 학술·교류)으로 구분

- 각 사업별 연계성 강화, 전략적 구성, 지원전문역량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구조 재편과 역할 재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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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內本外實) 내부적인 운영은 기본 연구에 충실하고 외부적으로는 국가·사회의 

이슈에 선택적으로 대응하여 내부의 요구와 외부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 기관임무 중심의 기능별 사업으로 재편하여 연구몰입, 성과창출 극대화

 지역사회 갈등조정자 역할 수행 및 지역 균형발전의 원동력 제공을 통해 공적·

사회적 책임성 제고

- 동해 해양연구 거점의 연구기관 조성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학회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신규과제 발굴 및 공동연구 활성화 추진

 추진방안

 오징어 어장 예측 연구

- (연구배경) 오징어의 최대 어획적수온 16℃ (풍어기 중심 수온) 이며, 어획적

수심은 동해에서 해역이 북상함에 따라 얕아지므로, 해역에 따라 조업시의 

어획적 수심에 대한 차등성을 둘 필요이 있음 

- (연구배경) 조업 어장과 수온의 관계는 흉어기인 4월에 어획적 수온이 10～

14℃이고, 풍어기인 10월에 10～20℃의 범위로서 오징어 어장 형성은 계절

에 따른 대마난류역의 확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판단됨 

 ※ 오징어 어장은 상층 수온 변동에 크게 민감하며, 울릉난수성소용돌이와

의 연관성이 제기

- (수행방법) 울릉난수성소용돌이 등 해양현상이 나타나는 해역에 오징어 어

선 시험조업, 오징어 어선의 집어등 불빛 분포와 상층 해수순환 환경의 비

교 등 (DMSP/OLS 가시밴드 영상에서 야간조업 영상이 잘 나타남)

※ 공동연구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위성연구센터, 국립수산과학원 등

 울릉도․독도 연안 해양환경 실시간 비디오 모니터링

- 소규모 바다목장 모니터링 및 기지내 해양생태관 교육홍보자료로 활용

- 포항여객선터미널, 국회 등에 실시간 영상 중개

- 유지관리 유리 및 주변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지역 스킨스쿠버업체와 연계하여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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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 해저용출수 활용방안 연구

- 울릉도 저동항 인근 해저용출수를 활용한 물산업 홍보 및 과학적 활용을 위

한 기초 연구 수행

※ 공동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김규범 교수 연구팀 등

[ 해도상에 표시된 저동항 외해의 해저용출수 분출지역 ]

 해양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및 검교정 연구

- (울릉도 기상대 공동연구) 울릉도, 독도 해역은 국지적으로 복잡한 해양기상

상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해양기상관측망의 부족으로 해양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에 어려움이 많음

- 해양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관측부이 유지관리 공동협력 

 ※ 기상청(강원지방) : 한국해양과학기술원간 울릉도·독도 해양기상 연구에 

관한 상호협약서 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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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첨단 연구기장비 확충 및 실증･시험시설 구축

◉ 연구 수월성 확보를 위해 지역 전문연구기관에 부합한 기장비 확충 및 시설 

구축으로 인프라 개선

 현황진단

 현재 안산 본원의 파견 연구원제를 통하여 연구지원 업무를 중점 영역으로 수

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술지원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장비의 이용 및 지원이 미흡한 수준임

 연구선 및 연구기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에 대한 해양 관련 기관의 요구가 지

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바, 연구기장비 노후화로 인한 첨단 연구기장비의 확

충과 소형의 해양조사선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해양 관련 기관의 연구기장비 공동활용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해양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첨단 연구기장비의 지속적 확충 필요

- 수중 모니터링 장비 및 연구지원 시설 보완 및 확충, 해양관측장비의 보관

에 적절한 창고형 시설 확보가 요망

 R&D 성과물의 활용가능성 제고를 통한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별 실해역 

실증·시험시설(Test-bed) 설치 및 현장적용실적(Track Records) 확보가 요망

- 울릉도 현장 및 실증·시험시설(Test-bed), 구비될 선박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안) 마련

 고려사항

 원내 기지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담당부서와 협의 후 울릉도 현장 및 선박 운

영 지침 마련

- 태평양해양과학기지 운영 지침, 조사선 운영 지침, 조사선 사용료 책정 및 

사용료 부과기준 참고

Ÿ 실증·시험시설 임대지원료 100만원/1일, 선박사용료 300만원/1일 등을 

통해 연간 약 4억원(연간 100일 활용)의 임대 수익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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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연구기장비 확충 및 시설 공동활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해양관측자료·시료의 품질 및 신뢰성 담보를 위한 연구기장비 운용 관련 전문

기술인력 확보계획 수립

 추진방안

 첨단 연구기장비, 시설 등 인프라 확충, 선박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하여 해양과

학기술의 연구 수월성 확보 및 국가 해양과학기술력 증대에 기여

- 기지 운영 지침에 따른 선박 운영을 통해 울릉 현포 주변해역 내의 해양조

사 관련 연구업무 지원

- 연구기자재를 일시에 구입하기보다 임용되는 연구원의 세부 연구분야를 고

려하여 단계적 구입 

- 우수 연구원의 유치 및 조기 우수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지원이 

선제적으로 요망

- 울릉 외해가두리양식 시범어장개발 사업(5ha 규모 가두리시설)과 같이 R&D 

성과물의 활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해역 실증·시험시설(Test-bed) 설치·운영 

      · (양식종류) 참돔, 돌돔, 감성돔, 우럭, 넙치, 방어, 기타 유영성 어류 등

 장비 보관동(창고형) 구축

- (용도) 장비(부이, 앵커 등) 및 시료 보관, 해양관측장비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작시설, 장비 점검을 위한 수조 시설로서 단층으로 662㎡(200평) 정

도로 건립

-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기 위해 상부에 이동형 크레인 설치

- 내부에 10m×10m×5m(L×B×D) 크기의 사각형 수조 설치

 해양생물 배양 및 실험 수조를 위한 해수 유입시설 구축

- 연구기지 앞(직선거리 약 70m)을 취수원으로 설계시 탁류공급차단 장치, 1

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구축

 ※ 해양심층수 확보 : 기지 인근 현포항 주변에 (주)파나블루에서 운영하는 

심층수 취수연구기지 (수심 1,500m, 취수량 3,000톤/일)가 있어 업체와

의 제휴관계를 통한 심층수 원수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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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자재 및 추가 부지 확보 

- 연구기자재 확보

Ÿ 첨단무인해양관측장비(Glider, 1대), 천해용 소형 ROV 

Ÿ 여객선 장착 표층 수온염분 및 이산화탄소 관측장비 (2개소)

Ÿ 해류 및 수온염분, 기상관측장비, 수질분석장비 등

Ÿ 연안관측, 생태계조사 등을 위한 중고 소형 연구선(요트형, 15톤 내외) 

구매 및 개조, 실시간 해양모니터링 부이(2개소)

Ÿ 연구기지 앞 부두시설 개조(크레인 설치 등)

Ÿ 양식동 내부 축배양 시설 설치

-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 및 추가 부지 확보

Ÿ 해양생물 종 보존실 설치, 해양 관련 장비의 개발·검증·개선실 설치

Ÿ 건축 면적 : 990㎡(300평) 규모, 소요 예산 : 10억원

Ÿ 연구기지와 현포항 사이에는 다수의 선사시대 고분군이 존재하여 연구기지의 

부지 확장여건이 좋지 않으나, 연구기지 인근에 일부 가용 부지 존재

(민가 및 오징어 내장 처리공장 등)  

 폐수 처리장 설치

- 현재 오수 처리시설만 설치되어 있어 폐수처리장의 설치가 필요(단기적으로

는 저장 후 폐기물 업체 위탁처리 검토)

 해양과학체험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등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신축

-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경우처럼 해양과학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

원을 위한 숙소 필요

- 인접 부지 미확보시 현포항 주변에 아파트형 숙소 신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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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_2_2_2_2_2_2_2_2_2_2발전목표_2 경영 선진화

2.1 조직 선진화

◉ 해양분야 지역 특성화 지식 창조 및 차세대 인재양성을 위한 목적 지향적 

연구조직 운영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능동적 임무중심의 지원조직으로 변화

 현황진단

 해양과기원의 지난 40여년간 축적된 경험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고유임무 

수행 및 해양기반·원천연구 강화를 위한 목적 지향적 조직으로 거듭날 시점임

 해양과학기술의 신지식 창조 및 국가·사회적 해양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

창출형 조직으로 탈바꿈해야할 시점임

- 현재까지도 본원/동해연구소의 연구부서와 연구 범위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

지고 있지만, 조직구조도 1지원실 체제로 소규모의 형태를 띄고 있어 역량 

강화에 한계

 고려사항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기관임무 수행의 균형적 역할수행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와 전문 교육·훈련 직능의 지원조직이 융합된 매트

릭스 조직

- 중장기 발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와 운영 효율화 

추진

- 축적된 해양정보·자료의 공적 활용성 확대

 추진방안

 운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에서 총괄하되 연구기지의 조기정착과 지역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연구조직인 제 1부원장 산하로 운영

- (제1단계) 기지대장 산하에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연구팀”과 운영 및 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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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담당하는 “총무팀”을 설치·운영

- (제2단계) 단계적으로 지역밀착·현장중심형 독립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산업

화 지원까지 연구분야를 확대·운영, 해양에너지 연구분야를 신설

Ÿ 연구팀 분야를 세분화하여 해양환경모니터링연구실, 해양심층수 연구

실, 해양생물자원 연구실, 독도연구지원실, Marine School 팀, 장비개발

실, 해양에너지 연구실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설치·운영

Ÿ 장비개발 분야를 운영함으로서 울릉도의 해양연구 악조건을 자체 인력으로 

일정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과학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연구 추구

역량조정 추진사항 달성해야할 목표

핵심역량 집중(+)

▪ 임무·사업·기능을 전략별 통합 재배치 

 - 수월성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 전문인력양성 및 육성 지원기능 강화

 - 학술·교류 전담기능 전문화

특성화된 기관역량 

강화를 통한 위상 

확보

조직 효율화(-)

▪ 소수인원 고려, 수월성의 지속유지를 

위해 외부 파트너십 및 개방형 운영 확대

▪ 결핍역량 보완을 위한 지원조직 재편

 - 교육·훈련(50%) > 교육·훈련&관리

(30%) > 정책(20%)

고객만족도 30% 

이상 향상

성장 잠재력 강화(△)

▪ 예산·인력확보 역량 강화

 - 첨단 기장비 확보 등 성장기반 확보

▪ 연구·인력교류 기능 확대

 - 포럼 개최, 자문위원회 전담

인프라 확충을 통

한 성장기반 확보

로 제2의 도약 준비

 운영협의회 구성 

- (위원) 정부, 지자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해양과기

원 제 1부원장 주관하에, 관계 공무원 및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운영

- 운영협의회 역할

Ÿ 해양과학기지 중장기 발전계획 자문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Ÿ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력방안 협의

Ÿ 외부기관과 공동연구사업 추진, 인력 및 시설 공동 활용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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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력 선진화

◉ 수동·모방형 인력운영 →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적 맞춤형 인력 운영

 현황진단

 과학기지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본원에 근무하고 있는 분야별 연구‧행정 전문

인력을 파견근무 형태로 적극 활용 필요

- 연구원 상주를 통한 안정적인 연구기지 운영

※ (객원연구원제도 운영) 해양연구의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객원연구원으로 임용‧활용(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해양과기원 관련 규정 준수)

- 연구 인프라 낙후를 고려하여 상주 기술직(엔지니어, 테크니션) 확대 채용을 

통한 연구지원 환경 개선

 외부기관 소속 연구원을 겸임연구원으로 선임하여 외부 기관과의 협력 활성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부규정과 조율)

 울릉고교생 및 지역출신 대학생을 위촉연구원으로 채용하여 연구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 교육여건 개선

 고려사항

 해양과기원의 핵심 인재가치에 부합하는 Target Hunting형 인재 채용제도 운영

-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겸직연구원제 운영, 방문교류 확대 등의 인력교류 

활성화를 추진하여 보완

 인력중심의 기관 운영 → 글로벌 리더 연구기관에 부합하는 인력 발굴 및 개선 

→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적 맞춤형 인사관리체계 운영

- 고경력 우수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효과적인 지식전달체제 구축 및 역량강

화를 통해 해양과학발전의 경쟁력 제고 및 시너지 창출에 기여

 근무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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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 상주직원에게는 내부 규정에 의거 벽지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 벽지근무수당 및 직책보조비의 재원은 기지운영비로 지급

 추진 방안

 전문성이 있는 우수 연구·기술원을 상시 리스트업

- (기지대장) 개방형 인력제도를 운영하여 공모 절차를 통해 선발‧임용

- (박사급 연구원) 연구정착금, 사택 지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우

수 박사급 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 (세부전공분야) 해양관측, 해양생태, 해양생물, 수산양식 등 

- (석사급 연구·기술원) 시료채취 및 분석업무 수행 등 연구 지원 업무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병역특례제도 활용을 통한 인력 모집 검토(울릉도 

출신자 지원시 우대)

 단계별 박사급 상주 연구인력 충원(정부 T/O 확보와 연계)

- 기지의 조기정착을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존 박사급 인력 파견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장기 상주 박사급 인력 추가 채용

     

       2016 2017 2018 2019 2020

박사(명) 3 4 5 5 6

 객원연구원 제도 등을 통한 비상근 우수인력 확보

- 연구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전문가 객원연구원 초빙

※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우산국해양아카데미> 전문 강사진 활용

- 한국수중과학회 인력풀을 활용한 <해양과학잠수학교> 운영  

 지역 출신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한 장기 상주 인력풀 구축

- 울릉고등학교 졸업생 중 해양관련 대학졸업 후 연구기지 우선 채용

※ 2014년부터 경북대학교 해양학과 특성화고교전형에 울릉고등학교 출신자 

선발 협의 완료(추후 타 대학으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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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예산 다각화

◉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기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재정 안정성 확보

◉ 예산 운영의 효율성 강화

 현황진단

 기관고유 임무의 차질없는 수행과 연구자의 연구몰입도 제고를 위해서는 본원 

지원금 비중 확대를 통한 장기·안정적인 연구비 확보가 절대적임

- 2014년 기지 총 예산은 운영비 예산 10억원과 연구분야 지원 예산 5억원 

등 총 15억원이 전부임

- 기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비, 해양과학체험프로

그램 운영, 심포지엄 개최 등 순수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으로도 연간 

약 15~20억원이 소요

- 연구분야의 경우, 고가의 장비 및 장비유지·관리비(특히 심해관측장비)가 요

구되므로 본원 지원금 비중 확대 등을 우선적으로 안정적 재원마련이 요구 

 기지 조기 정착을 위해 초기 5~10년간의 집중적인 본원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안정화 단계에서는 국가 R&D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요구

 고려사항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본원 지원금 비중 제고

- ‘14년 5억원 → ’18년까지 20억원 이상으로 확대 

 기관 임무와 기능에 부합하는 新인프라를 활용한 미래지향적 대형 연구사업 발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적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 확보 

 추진 방안

 예산 확보를 위한 별도 임시 기구 마련, 정부·지자체 및 민간기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 해양생태·생물 관련 연구부분의 인력을 대폭적으로 증대하고, 해양수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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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제의 적극적인 참여로 R&D 예산 확보 추진

 (예시) 경상북도, 울릉군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동해연구소 및 연구기지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에 보편타당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해양수산부) 바다목장 조성, 외해가두리양식장 조성 관련 모니터링 등의 연

구비 및 연구기지 전용 연구조사선(연해용)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울릉도 청정섬 구축을 위한 해양에너지 기초환경 조사비 

예산 지원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자연과학/인문사회과학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한 동

해와 환동해지역 연구’ 대형연구사업 지원

  ※ 2009년부터 국내에서 해양학자와 인문사회과학자가 교류를 진행하면서 동해학(동

해와 환동해지역의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고 공존과 상생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학문체계)을 정립하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

- (경상북도) 울릉도 학술심포지엄 개최비 등

- (울릉군) 기반 및 편의시설 제공(도로확충, 담당 행정 직원 배치를 통한 불

편사항 우선해결 지원 등), 현장조사시 어업지도선 지원 등

- 기타

Ÿ (기부금 모금) 민간기업 R&D지원 등을 통한 현물·현금 지원, 기부자에게

는 연구기지내 기부명판에 등재 등을 통해 활성화 모색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8조(기부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양과기원의 연구·개

발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해

양과기원에 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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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_3_3_3_3_3_3_3_3_3_3발전목표_3 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3.1 다학제간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협력

◉ 다학제간 융합연구 활성화를 통한 동해 및 독도 관련 연구협력 강화 

 현황진단

 경북대학교(해양학과), 포항공대 등 대학,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독

도수산연구센터), 경상북도 어업기술연구기지(울릉지소) 등 관련 교육․연구기관

과의 지속적인 연계

- 독도박물관,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동해 및 독도관

련 인문기관 및 외부인문학자와의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한 학제간 융합

연구를 통해 울릉도 독도 연구에 대한 업그레이드된 상호협력 방안 추진 필요

 국내외 공조체계 확립을 통한 성과창출 노력이 필요

- 다학제간 융합연구 활성화를 통한 동해 및 독도 관련 연구협력

- 울릉도와 유사한 해양섬을 대상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 추진(버뮤다, 하와이 등)

 고려사항

 연계내용

- 공동해양관측, 해양모니터링부이 장비 공동 장착 등을 통한 공동연구 및 장

비 공동 활용

- 객원연구원 임용, 위탁연구과제 수행, 공동관심사 공동자료집 작성

- 관련 산업체와 실용화 기술 개발 (2단계부터는 중점 육성)

- 한국해양학회, 한국해양학위원회 등을 통한 연구자 설문을 통한 가능 연구

과제 발굴

- 공동 학위과정 및 학점 인정 프로그램

Ÿ 관련 대학 연계 공동 학위과정 및 학점인정 프로그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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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대학)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해양전공), 경북대학교 해양학과

 추진 방안

 (연구부문) 해양환경관리 및 모니터링

- 플랑크톤 군집 연구 및 생리 반응 연구 (KIOST 본원)

- 난, 자치어 모니터링 (KIOST 본원)

- 해양 산성화 모니터링 (KIOST 본원, 동해연구소)

- 해양심층수 유입수 활용 심해 생물 모니터링 (KIOST 동해연구소)

- 대기 입력 물질 모니터링 (KIOST 동해연구소)

- 독도 해양포유류(물개 등) 모니터링

 연구분야 확대를 위한 기반 연구

- 천리안 위성 검보정 연구 (KIOST 해양위성센터)

- 해양심층수 배출수 활용 해중림 조성 연구

- 수중 무인체(Glider 등) 활용 연구 (KIOST, 경북대)

- 수중음향 분야 응용연구 (해군, 교육 등)    

- 해저용출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서울대)

 국제적인 ‘해양섬 네트워크’ 구축

- 기후변화와 섬의 적응 및 해양생태계 변동 등 해양연구 분야의 국제적 네트

워크 구축

- 해양섬의 해양생물보존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국제적인 해양관측프로그램의 참여

- 정기여객선를 이용한 해양관측을 통한 국제 VOS(Voluntary Observing Ship) 

프로그램 참여

- 장기해양모니터링 부이 운영을 통한 국제 해양관측프로그램 참여

- 국제 CPR(Continuous Plankton Recorder)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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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교류협력팀 신설

◉ 산·학·연·관 연구·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문 전담부서 신설  

◉ 연구교류 및 KIOST 대국민 서비스 중심기관으로 성장

 현황진단

 겸직제, 단기 전문교육 등을 활용한 해양과학 관련기관과의 연구·인력교류 활성화로 

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기술협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 대두

 창조형 해양과학 지식생산을 위한 직급·직무별 맞춤형 교육·훈련체계 고도화 필요

 고려사항

 울릉도·독도 현장 활용 해양연구 체험 및 홍보기능 강화로 해양과기원 대국민 서비스 제공

 겸직연구원제 운영 및 방문교류 활성화 추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국제 해양관측프로그램의 울릉도·독도 거점 구축 임무·역할 부여

 추진 방안

 연구·교류협력의 전담부서 설치를 통하여 우수인재 확보, 공동협력 이슈 대응

의 실질적 성과 창출과 인적교류 활성화 도모

- 동해학 관련 연구의 중심 대학과의 교류 활성화, 겸직연구원제 적극 추진

 국내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 공동연구실 설치를 통한 교환 인력 유치

- 서울대 해양연구소, 경북대 해양학과,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포항공대 해양대학원, 부산대 등 국내 주요대학 및 연구기관 공동연구

실 설치를 통한 교환 인력 유치

 동해 및 독도 해양연구 현장지원

- 연구기지 내 대학 및 연구기관 공동연구실 운영

- 해양수산 관련학과 현장 실습 지원

- 외부전문가, 객원 연구원 초빙 및 공동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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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인 해양관측프로그램의 참여

- 정기여객선를 이용한 해양관측을 통한 국제 VOS(Voluntary Observing Ship) 

프로그램 참여

- 장기해양모니터링 부이 운영을 통한 국제 해양관측프로그램 참여

- 국제 CPR(Continuous Plankton Recorder) 프로그램 참여

 해양역사문화, 해양과학연구 등의 해양교육교재 및 연구총서 발간, 지역(현포,

천부,태하) 참여활동 강화, 독도아카데미 교육지원 

- 지역과 연계하여 현포 공공 도서관 건립사업 공동 추진

- 교육 아이템 및 우수 강의진 제공, 교육코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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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발전목표_4_4_4_4_4_4_4_4_4_4발전목표_4 특성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4.1 젊은 유망 과학자 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해양기초과학 진흥, 창조적 인재양성 등 국가정책의 중추적 역할 수행

◉ 해양과학 전문 인력 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진단

 정부정책 환경은 이공계인력 육성계획 등 대학교 위주로 지원 및 운영되고 있

으며, 이와 더불어 산학연의 교류촉진을 통해 창조적 인력양성을 도모하고 있

는 추세임

- 다만 청소년, 대학원생 등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과학자 CDP(Career Development Plan) 기반구축이 필요

 해양과기원은 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해 해양 과학자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있

으나 증가되는 수요대비 한정된 연구진으로 선도적 역할과 원활한 운영을 위

하여 협력프로그램의 발굴과 장려 지원책 제공 등 전문화된 체계로 업그레이

드가 필요

- 국내 기관과 체결된 협정 건은 20개 기관이나 기관간 공식교류 형태로 관

리되는 프로그램은 없는 상황임

- 해양과기원은 우수한 연구진을 토대로 교육·훈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

나 이에 대한 연구진의 부담은 증가

 고려사항

 운영 규모와 방문과학자 수용 가능한 시설 규모를 고려한 지원

 학점 인정 프로그램 등 대학과 상호협력 등을 통하여 학제간 맞춤형 교육·연구 

프로그램 구축

 교류·협력 및 성과창출을 위한 다양한 장려지원 프로그램 발굴  



- 64 -

 추진 방안

 기본방향

- 국내 방문과학자에게는 “제2의 연구고향”이 될 수 있도록 수혜의 질을 높이

고, 운영에 대한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여 리더급 과학자 역량개발의 산실로 

자리매김함

- 석·박사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연구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충

- 개별 지원과 협정 등 협력모델을 통한 운영 및 제도적 보완

 운영계획

구분 프로그램 운영 내용

공통

▪ 개방형 사업을 위하여 운영주체를 외부인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반영

 - 내외부 전문가 3명을 사업 운영에 반영(인건비 반영)

▪ 연구진의 사업 참여 시 이에 대한 장려금 지원 검토

역량개발

지원

▪ Affiliate Professor 프로그램

▪ Associate Member 프로그램

▪ Visiting Professor 프로그램

▪ Guest Scientist 프로그램

▪ Open KIOST Internship

▪ 생애 주기를 고려한 역량개발 지원

   : 석·박사학생, Post-doc. 

▪ 참여자의 심화연구가 가능토록 공

동연구과제 도입

커뮤니티

지원

▪ Open KIOST Symposium 

▪ Open KIOST Institute 

▪ Open KIOST Public Lecture

▪ 단체지원, 방문 과학자/KIOST 연구진

주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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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특성화 Fellowship 프로그램 개발

◉ 특성화 Fellowship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보

 현황진단

 선진 해외기관들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대상별 다양한 Fellowship 프로그램을 운영

 국내에 과학자를 위한 연수기관 부재로 국가 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문 

및 학술교류 중심기관 운영 필요

- 의견청취 결과(연구진, 기관 관계자, 방문과학자 등) 지역에 특화된 

Fellowship 연구기관으로서 역할 확대 희망

 고려사항

 방문 과학자에 대한 지원 및 규모는 정부정책, 해양과기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

- 방문에 따른 연구시설/숙소시설/편의시설, 서비스 인력 등 기반 확충 필요

 프로그램은 방문과학자의 역량개발지원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검토하고 기

존 프로그램을 전문화하여 Fellowship 프로그램의 취지를 극대화함

※ (사례) 방문연구 → 공동연구, 과제수행, 연구분야 확대 등 적극적 역량개발 지원

 방문기간 동안 연구 육성, 국제 연구교류, Outreach 활동 등 연계가 가능한 프

로그램으로 개발

 추진 방안

 국제 수준의 Fellowship 프로그램/대규모 장기 학술·교류 프로그램 운영

▪ Individual Fellowship 프로그램 

- 방문기간에 따라 KIOST Scholar, KIOST Visiting Researcher 등으로 분류

주) 체류기간 중 연구원/석·박사과정생 멘토, 세미나/학술행사 등 다양한 활동 참여

▪ Group Fellowship 프로그램 

- 공동 연구수행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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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개별 Fellowship 프로그램 참여자가 연구성과가 기대되는 분야에 대하여 

공동 심화과정을 통해 상호 역량개발이 향상되도록 지원

Ÿ 개별 Fellowship 프로그램자가 주관, 5인 이내가 참여한 연구과제로 수행

- “창의력 있는 Community” 지원 

Ÿ Community 표준규모 산출과 과제 형태로 지원(학술행사비, 여비 등)

- 대규모 장기 학술·교류 프로그램 지원

Ÿ 연간 2개 이내의 중점분야를 6개월 이상 집중 지원(분야당 1억원 미만)

 지역 인재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울릉도 지역내 해양과학기술 맞춤형 인력 양성 

Ÿ 울릉고교생 실습 참여로 연구 활동 참여기회 제공

Ÿ 울릉고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인력 및 인프라 제공

Ÿ 울릉고 우수인재 선발 후 경북대 해양학과 등 관련학과 진학 추진

※ 울릉고등학교(‘13.4현재) : 해양생산과 (총 37명; 1학년 14명, 2학년 

13명, 3학년 13명), 정보처리과(60명), 보통과(79명) 등 176명

- 울릉도 해양학교 운영

Ÿ (대상) 주민 및 관광객 (수료증 제공)

Ÿ (운영) 주말 등을 이용하여 교양강좌 개설 

Ÿ (강의내용) 해양과학, 해양문화, 독도 등 

Ÿ (강사) 연구기지 소속 연구원 및 외부 초빙 강사

- 어업인 교육 프로그램 운용

Ÿ 저동항 등 항구내 실시간 해양정보제공 전시판 운영

Ÿ ‘어민 해양수산학교’ 운영(수료증 제공, 외부강사진 활용)

Ÿ 지역어민과 공동으로 ‘울릉도 해양수산자원도’ 작성

- 하계 청소년해양과학캠프 운영 : 연구선, 심층수 체험 등

Ÿ 대구·경북교육청, 한국해양청소년연맹, 이덕영기념사업회, 안용복재단 등과 연계

- 울릉도 천부지역 해양친수관광단지와 연계한 일반인 대상 해양교육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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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 Ocean Summer School 운영

Ÿ (대상) 국내 해양관련 대학생 및 전문연구인력 

Ÿ (내용)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해양산성화, 해양장비운용, 연구선을 활용한 

울릉도 주변 공동 관측 등

- 수중과학잠수 인력 양성  

Ÿ (협력기관) 한국수중과학회 등  

- 장기 해양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Ÿ (대상) 국내외 관련 전문 인력

Ÿ (기간) 1개월, 3개월

Ÿ (내용) 연구기지 주요 연구분야를 바탕으로 한 장기 해양교육·훈련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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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단계별 발전전략 

3.6.1   단계별 R&D 발전전략

 동해·독도 해양연구 전진 기지를 목표로 단계적인 발전전략 필요

- 초기 10년간의 집중적인 투자와 해양연구의 핵심시설인 소형전용연구선 조

기 확보 필요

구분 기반구축기(‘14~’16년) 안정화기(‘17~’19년) 도약기(‘20~’23년)

전용연구선
모터보트

10톤규모 선박

소형전용연구선

(50톤급)

동해·독도전용연구선 

신조(1,000톤급)

박사급 연구원 4명 6명 10명

연간운영비 10~20억 20~30억 30억 이상

주요

시설

Ÿ 첨단무인수중글라이더 2대
Ÿ 실시간 해양관측부이 2개소
Ÿ 천해용 소형 ROV 1대
Ÿ 양식실험동 1개소
Ÿ 부두시설 확장
Ÿ 해수 유입시설
Ÿ 장비 보관동

Ÿ 첨단무인수중글라이더 4대
Ÿ 실시간 해양관측부이 4개소
Ÿ 심해용 ROV 1대
Ÿ 해양생물자원 해양실험소 1

개소
Ÿ 해양과학프로그램용 게스트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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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및 독도 해양연구 
현장 지원

울릉도 독도 
해양수산자원 모니터링 

및 과학적 관리

해양과학기반 해양영토 
교육 활성화

▪ 동해 및 독도 해양
연구 전진기지

- 국내외 연구기관 현장
지원

- 독도 상주연구 활성화
- 독도해양과학기지 운영

지원

▪ 울릉도 해양생물자원 
증식 연구

- 외해 가두리 양식 시험사
업

- 해양심층수 활용생물자원
증식

▪ 기후변화 대응 장기해양 
환경모니터링

- 실시간 장기모니터링 부이 운영
- 울릉도(독도) 연안 생태계 

모니터링
- 울릉도-독도간 해양환경 

장기 계절 변동 모니터링

▪ Ocean School 운영
- 수중과학잠수 전문가양성

교육
- 해양관측기술 전문가양성

교육
▪ 청소년해양과학체험 

학교 운영
- 하계 여름해양학교 운영
- 한국해양소년단연명 연계 

캠프 운영
▪ 울릉도 출신 전문인재 양성
- 경북대학교 해양학과 연

계(특성화 고교 전형)

3.6.2   기관운영 및 자원투입 전략

 조직 및 인원

 조직운영계획

‘15년 ‘20년 목표

▪ 단순 기능수행 중심의 조직

 - 전략수행을 위한 목표, 조직, 인

력운영의 배치가 검토되고 보완 

필요

▪ 전략 이행을 통한 중기목표 달성

 - 임무중심의 사업구조 선진화 이행

▪ 고성과 창출을 위한 통합과 조직 유연성 확보

 - 매트릭스 형태 조직운영과 탄력적 인력운영

 인력운영계획

‘15년 ‘20년 목표

▪ 연구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 인력 유치 노력

 -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중

장기 인력 계획 마련

 - ‘14년 총 인력 12명  

▪ 우수연구원 유치 및 연구 인력의 역량 강화

 - ‘20년 총 인력 30명 규모로 확대 

▪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의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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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구조계획

‘15년 ‘20년 목표

▪ 연구사업의 제도 안정화

 - 관련 규정 정비

 - 학제간 연구 비중 확대 및 내실화

  

▪ 사업구조 및 체계 선전화로 해양과학기술 

발전 기여도 향상

 - 중대형 핵심 연구분야의 전략적 추진

▪ 국내외 학·연 및 글로벌 협력 활성화 및 확대

 재원배분계획

‘15년 ‘20년 목표

▪ 1인 1과제 창의중심 자율연구과제 운영

▪ 기본사업 및 시설환경 열악

 - ‘14년 R&D 예산 5억원

 - ‘14년 운영 예산 10억원  

▪ 중점영역 집중투자와 균형있는 창의과제 운영

▪ 다양한 재원확보를 통해 지역 전문연구

기관에 부합한 예산 확보

 - ‘20년 R&D 예산 50억원

 - ‘20년 운영 예산 30억원 

 추진체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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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소요예산

구분 예산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연구비(백만원)

- 해양환경 관리·모니터링 분야 국비 366 1,950 1,800 1,800 1,800 7,716

- 해양수산자원 증·양식 분야 국비 70 70 70 70 280

- 해양영토과학 교육·훈련분야 국비

인건비(백만원) 국비 400 518 537 601 684 2,739

경상비(백만원) 국비 600 622 644 667 691 3,224

합계 1,366 3,160 3,051 3,138 3,245 1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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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활용방안

 기후변화(온난화, 산성화)와 환경변화에 따른 연안 생태계 변화의 해석, 예측 

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연안 생태계 다양성 및 건강성 진단을 위한 유전자 수준의 시스템 구축

- 연안 해조류 분포도 변화 조사 및 해조류 추출물 뱅크 구축

-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 및 보전 연구에 활용

- 해양무척추동물의 생물 종 파악 및 모니터링에 활용 

 연안 생태계 변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해조류의 식생 패턴 및 초기 가입을 위한 생리반응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

안 해중림 조성, 이의 효율적 관리 및 지속적 이용

- 해산어 보상성장력을 이용한 기상 변화 및 사육환경 악화에 따른 사육관리 방안 제시

- DNA 바코드 자료를 이용한 유전적 종 동정 및 생물자원의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 해양어류에 분포하는 외부 기생충의 지리 정보화 및 구제기술 개발에 활용

- 해양에서의 생물 군집에 의한 음향 특성 파악을 통한 해양에서의 생물 분포 

및 생태학적 특성 규명과 비생물 수중 물체 탐지의 효율성 측면에 활용

 4.2 기대효과

 기관 고유미션 및 중장기 발전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강소형 연구조직 구

축으로 해양과기원이 국내 해양과학기술 R&D 허브로서의 역할 기대

 본부 기능과 해양과학기지 기능과의 창조적 융·복합 연구수행 체제 구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성과창출 및 수월성과 전문성을 갖춘 집단 지성화 기대

 특화된 연구부문에 대한 부설기관화, 특수법인화 등 조직의 분화에 따른 인력, 

예산, 시설·장비 확보에 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