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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해양과기원의 성과 및 개선점

1.1  일 반 현 황

1 설 립 목 적

해양과학기술의 창의적 원천기초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와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의 교육 훈련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을 선도하고 그 성과를 확산

2 임무 및 기능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

해양 및 극지과학기술 정책 제도연구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해양관련 기기 장비기술 개발과 검 교정

해양과학기지 등 해양인프라 구축 및 운영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수탁 위탁연구 공동연구 및 기술

3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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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  력

임  원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계

총  계

본  원

부설 극지연구소

5 예  산

인건비 연구직접비 경상운영비 시설비 기  타 계

총  계

본  원

부설 극지연구소

6 주요연구거점

국  내 해  외

안산본원
해양환경 기후변화

해양자원 해양생물 생태계
해양위성 방위 등

남극세종과학기지
('88, 남극 킹조지섬)

남극 환경 기후 자원 
연구거점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95, 중국 청도)

황해 환경보호와
자원개발 협력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충남, 대덕분원)

조선공학 해양장비 및 플랜트
해양운송 안전 등

태평양해양연구센터
('00, 마이크로네시아 축주)

해양자원개발과 해양경제영역 
확대 거점

북극다산과학기지
('02, 노르웨이령 
스발바드군도)

북극 환경 기후 연구거점

남해연구소
(경남 거제분원)

남해 위해성평가선박평형수처리
해양시료도서관 연구선 운항 KIOST-NOAA Lab

('10, 미국 워싱턴)
북미 선진 해양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KIOST-PML Lab
('11, 영국 플리머스)

영국 권역 상호협력 및 
공동연구 활성화동해연구소

(경북 울진분원)
동해순환연구 독도 관련 연구

한․중남미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12, 페루 리마)

중남미 지역에서의 해양 
허브 역할

부설 극지연구소
(인천송도)

극지환경 자원조사
과학기지 운영

남극 장보고기지
('14년 완공예정, 
테라노바베이)

남극빙하 지구기후변화 
연구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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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 구 인 프 라

연구선

연구선명 내  용 비 고

온누리호

대양종합연구조사선
총 톤 수 톤
승선인원 연구원 명 승무원 명
제    원 전장 선폭 

순항속도 
항속거리 해리 약 일

취항

이어도호

연근해종합연구조사선
총 톤 수 톤
승선인원 연구원 명 승무원 명
제    원 전장 선폭 

순항속도 
항속거리 해리 약 일

취항

장목1호

소형연구조사선 연근해 저수심 해역 조사
총 톤 수 톤
승선인원 연구원 명 승무원 명
제    원 전장 선폭 

순항속도 
항속거리 해리 약 일

취항

장목2호

소형연구조사선 연근해 저수심 해역 조사
총 톤 수 톤
승선인원 연구원 명 승무원 명
제    원 전장 선폭 

순항속도 
항속거리 해리 약 일

취항

아라온호

쇄빙연구선 극지 해영조사
총 톤 수 톤
승선인원 연구원 명 승무원 명
제    원 전장 선폭 

순항속도 
항속거리 해리 약 일

취항

KNRV 5000

대형 종합 연구 조사선
총 톤 수 톤 이하
승선인원 연구원 명 승무원 명
제    원 전장 선폭 

순항속도 
항속거리 해리 약 일

취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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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시설

연구시설명 내  용 비 고

선형시험수조

규모 
기능 각종 선박 함정 잠수체 등에 대한 추진

운동 조종성능 해석 및  연구개발
실적 여척의 모형선 성능시험

준공
국내 
번째 
규모

캐비테이션 터널

규모 
기능 수중 회전체의 유체성능 평가 및 설계
실적 

여개의 상선 프로펠러 설계 및 성능시험
함정 및 특수선 프로펠러 성능시험

준공
세계 
번째
규모

해양공학수조

규모 
기능 선박 및 해양구조물 성능평가 및 설계
양장비 및 수중무선통신시스템 성능평가
실적 

여회의 선박 및 해양구조물 조종시험 및 성능 
평가 잠수체의 운동성능 수중음향 성능시험 

고정 및 부유식 파력발전장치 성능시험 등

준공
국내 
최고 
규모

빙해수조

규모 
결빙면적 
냉동공조시스템 극저온콜드룸
기능 고부가가치 빙해선박의 설계 건조 성능시험
실적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빙저항 시험
극저온 콜드룸 성능 시험

준공
국내 
유일

해양안전시뮬레이터

규격 
기능 가상현실 기술 및 

기술을 활용한 해양안전 관련 연구
실적 
해군조함 및 항해훈련장비 구축
해양사고원인 분석 허베이 스피리트호 등

준공
국내 
자체 
개발

해양시료도서관

규모
총사업비 억
총면적 약 평
기능
해양시료의 체계적 공급과 재활용을 통해 
해양과학기술 연구 개발의 핵심 인프라 역할
국내 외 해양시료의 체계적 관리 및 보급의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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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위성센터

안테나 제원 직경 
세계 최초 해양관측위성을 활용한 해양환경 
관측 분석
주요업무
해양위성관측 수신처리 및 분석 자료관리 등
재난 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실시간 자료제공 등

준공

주요 연구 장비

연구시설명 내  용 비 고

심해원격무인잠수정 ROV

크기 
중량 
작업수심 
기능 세계 번째 급 심해원격 무인잠수정
심해광물자원 탐사와 극지연구 등 다목적 탐사 
잠수정

제작
국내
최초

5,000m급 파일럿 채광로봇

크기 
중량 
작업수심 
기능 세계최초 급 파일럿 채광로봇
연간 만톤의 망간단괴 상업 생산을 위한 
심해저 통합채광시스템

제작
세계
최초

심해자율무인잠수정 AUV

크기 
중량 
작업수심 
기능 자율적 운항 및 무선으로 원격제어 가능
수중오염실태조사 수정 정밀지형도 제작
항만감시 등에 활용

제작
국내
자체
개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크기 
관측영역 한반도 중심 고정 영역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
기능 해양 재해 재난 모니터링 해양영토의 
효율적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등

발사

크랩스터

크기 
거친 해양환경에서 움직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최적의 설계
한번 잠수로 수일간 바다속에 머물며 수중음파로 
탐지된 데이터 수집 두 앞발로 수중 샘플 수집
기능 해양연구 환경운영 해저탐사 탐색 및 구조

개발



해양과학기술 전략개발 연구

8

1.2  주 요 성 과

1 신성장동력 창출

대양 심해저 광구확보 등을 통한 해양자원 선점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

남한면적의 배 심해저 광구 확보

북동태평양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광구 만

해저열수광상 탐사광구 통가 피지 인도양

[ 심해저 광물자원의 광구확보 현황 ]

해양탐사를 위한 해양장비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 추진

세계 네 번째로 급 심해 원격무인잠수정 해미래 개발       

태평양 잠항 성공 및 천안함 수색작업 지원

자율무인잠수정 이심이 개발 및 기술이전 핵심기술을 주 한화

에 이전 기술료 수입 억원

 

[ 차세대심해용 무인잠수정(해미래와 이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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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천해용 수심 다관절 해저보행로봇 크랩스터 개발

악조건의 해양환경에서 작업 가능한 다관절 해저로봇 세계 최초 개발

[ 천해용 다관절 해저보행로봇 ‘크랩스터’ ]

심해채광로봇 미내로 해저주행시험 성공

수심 해저 주행경로추종 성능시험 세계최초 성공

[ 심해저(수심 1,370m) 채광로봇 ‘미내로’ ]

멕시코 국영석유연구소에 해양플랜트 설계 ‧ 엔지니어링 성능평가기술 이전(‘11)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성능평가를 위한 수치해석 및 모형시험 기술 이전

기술료 수입 약 억원

[ 해양플랜트 설계․엔지니어링 성능평가기술 ] [ 성능평가기술의 기술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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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 ․ 재생에너지 개발

해양 고(古)세균을 이용한 바이오수소에너지 생산 원천기술 확보

게재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 로 선정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 중 선정

[ 바이오수소 생산 실증플랜트와 생물반응기 ]

해양 기원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로 전력수급에 기여

조력발전 기술개발로 급 만가구 전력공급 가능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기반 마련

가로림 기본설계 완료 인천만 타당성조사 완료 강화도

타당성조사 완료 조력발전소 실용화 기술개발 추진

울돌목 시험조류발전 실증 성공을 통한 급 상용조류발전 기반 확보

급 수직축 시험조류발전소 구축 완료

[ 시화호 조력발전 ] [ 울돌목 시험조류발전(1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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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산업 창출

수중 초음파를 이용한 수중무선통신 모뎀 및 네트워크 기술 확보

해양방위산업 해양레저 해양탐사 구난작업 등에 활용이 가능한 네트워크 

핵심기술 개발

넥스원 주 의 기술이전 총 억원 기술료 수입

[ 수중무선통신 모뎀 및 네트워크 기술 ]

열대 해양기지(태평양해양연구센터)에서 흑진주(9㎜) 생산 원천기술 확보

[ 국내 최초 시험 생산된 제품(‘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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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 선 점

해양과학기술의 특성상 학술적 성과에 비하여 기술이전 실적 저조 

공공성이 강한 특수 극한기술로서 기초 응용연구 비중이 를 차지

해양은 우주 원자력 등과 대 거대과학 분야로서 의 해양 

비율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로 구성 

사업화보다 논문 특허 등 학술적 성과 위주의 평가제도 및 연구자 전문성 

제고에 무게중심

최우수 논문실적 평가에서 출연 연 중 위 위

연구자의 기술사업화 마인드 부족 및 산업계의 기술수요 파악 미흡으로 

R&D 성과의 산업화 실적 미흡

년까지는 전무 년까지 총 건 억원 기술료 징수

연간 건 약 억원 규모

개 선 방 향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확대 ‧ 강화하여 R&D 성과의 산업화 촉진

기 개발된 기초원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계 기술이전 적극 추진

연구사업 기획단계부터 기업참여를 통한 산업계 수요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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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추 진 계 획

2.1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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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양과학기술의 특성 및 기술 수준

해양과학기술의 특성

해양환경의 특수성 해양과학기술은 해양이라는 특별하고 가혹한 조건에서 구현

되어야하는 특수 극한 기술

프론티어 기술 해양과학기술은 핵심 요소기술들을 융합 응용하여 해양에 노정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답의 영역을 탐사하는 도전 모험성이 높은 영역

거대 복합시스템 과학기술 해양과학기술은 해양학뿐만 아니라 조선공학 기계공

학 전자공학 생명공학 토목공학 지질학 화학 등이 복합된 거대 학문 분야

▶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 국가미래핵심연구분야로서 해양

개발을 원자력, 우주개발과 함께 3대 국가전략계획(National Projects)으로 선정, 

관련 연구기관으로 집중·육성해왔으며, 이를 통해 국격을 높여왔음

주요국 해양 R&D 투자현황 및 해양과학기술 수준

년 기준 우리나라 해양 정부출연금 포함 투자규모는 주요국과 비교 시

미국의 일본의 중국의 수준이며 국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임

[ 주요국 해양 R&D 투자현황 (‘10년 기준, 단위: 조원) ]

한  국 미  국 일  본 중  국

년 기준 국내 해양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국가 대비 현재 약 

수준이며 해안공학 및 물류 해사안전 해양자원분야의 기술격차는 약 년

해양환경 및 극지해양분야는 약 년의 기술격차를 보임 평균 기술격차

는 약 년

[ 해양과학기술 수준 비교 (‘10년 기준, 기술수준: %, 기술격차: 년) ]

한  국 미  국 일  본 중  국

년 년 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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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목표실현을 위한 중점추진과제

단기 년 조기에 사업성과 창출이 가능한 중 소형 과제

중기 년 년까지 사업성과 창출이 가능한 중 대형 과제

장기 년 년까지 사업성과 창출이 가능한 대형 과제

[단기과제] 중 ․ 소형 R&D 과제 (‘14∼‘15년) 경제효과

추진과제 해양바이오수소 대량생산기술 개발 신규시장 2,360억원
일자리 770명

추진과제 미세조류 활용 바이오디젤 및 양식사료 생산 기술개발 신규시장 3,120억원
일자리 1,150명

추진과제 우량 흑진주 대량 생산기술 개발 신규시장 1,000억원
일자리 350명

추진과제 수중 광역 이동통신시스템 기술개발 신규시장 1,600억원
일자리 675명

추진과제 전략난 해소를 위한 해수냉난방플랜트 개발 에너지절감1,700억원
일자리 460명

         소 계 : 신규시장 창출 6,480억원, 일자리 창출 2,380명

[중기과제] 중 ․ 대형 R&D 과제 (‘14∼‘17년) 경제효과

추진과제 미래 해양개발을 위한 수중로봇개발 신규시장 7,010억원
일자리 3,190명

추진과제 부유식 파력해상풍력 스마트 복합발전 기술개발 신규시장 7,000억원
일자리 2,500명

추진과제 해수온도차 발전 플랜트 개발 신규시장 4,670억원
일자리 1,830명

추진과제 선박평형수 처리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신규시장 5.4조원
일자리 9,800명

추진과제 해양예보시스템 구축 및 해양정보 분석서비스 피해저감 3,100억원
일자리 380명

         소 계 : 신규시장 창출 7조 5,780억원, 일자리 창출 17,700명

[장기과제] 대형 R&D 과제 (‘14∼‘20년) 경제효과

추진과제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 신규시장 6조원
일자리 9,100명

추진과제 해저열수광상 개발 신규시장 7,560억원
일자리 3,020명

추진과제 해양지중저장기술 개발 신규시장 2.6조원
일자리 7,000명

추진과제 천미터급 심해 유인잠수정 개발 신규시장 4,030억원
일자리 1,840명

         소 계 : 신규시장 창출 9조 7,590억원, 일자리 창출 20,960명

* 자원‧에너지 분야: 7개 과제, 신산업창출 분야: 4개 과제, 해양환경‧기후변화 대응 분야: 3개 과제

총계 : 신규시장 창출 17조 9,850억원, 일자리 창출 41,0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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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1-1
해양바이오수소 대량생산기술 개발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심해열수구 유래 초고온 고세균 특허 균주가 들어있는 반응기에 제철소로

부터 배출되는 를 주입하여 바이오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 개발

기존 유기물 원료의 수소생산율 보다 배 향상된 기술로 경제적 대량생산기술 확보

발생이 없는 차세대 청정에너지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는 바이오에탄올 년까지 수소 년까지 의 

단계로 기술개발 진행을 전망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중심으로 연간 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진행 중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양산하고 년까지 대 

판매계획 발표

[ 심해 열수구 서식처(1,650m) ]  [ 초고온성 고세균 NA1 전자현미경 사진 ] [ NA1 우수균주개발 ]

[ NA1 유전체 규명(Nature誌 게재, 세계최고 수소화 미생물) ] [ 바이오수소 생산 프로세스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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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추진목표 년

해양바이오수소 대량생산기술 확보 만톤 년

년 수소시장 점유율 목표

추진내용

의 오믹스기반 산업균주개발 공정개발 및 최적화 원료물질 확보 대량생산 

플랜트 구축 및 실증생산 등의 대 핵심요소기술 개발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소요예산 년 년 억원 년 억원 중기재정계획 기반영

년 이후 민간 컨소시엄 주도의 상업생산 약 억원 소요 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대량생산 플랜트 스케일업 예산 년 억원 의 추가 투입 필요

기대효과

년 수소 톤 생산시 연간 매출액 억

신규시장 창출 억원 부가가치 창출 억원 일자리 창출 명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생산 폐자원 이용으로 환경오염 방지 보급에 따른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및 감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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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1-2
미세조류 활용 바이오디젤 및 양식사료 생산 기술개발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미세조류 를 대량 배양하여 그 안에 있는 바이오디젤을 추출

하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생산기술

기존 미세조류 지방함량을 배 이상 증가시키고 대량생산을 위한 배양 최적화 기술

확보를 통하여 상업화

석유연료와의 유사성 및 청정성 기존 산업 인프라 활용성 기존 정유 운반 저장시설

대량의 배출 절감효과의 장점

년 수송용 연료에서 바이오연료가 차지하게 될 비중은 약 로 전망

미국 년까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 사용량 까지 확대 중국

까지 확대 계획

국내 바이오연료 수요량 톤으로 애경유화 톤 년 등 개 기업에서 

개 정유회사에 공급 정유회사는 현재 혼합주유하여 보급

국내 양식사료 사용량은 약 만 천톤 년 기준 규모로 수입액은 약 억원

톤당 달러 으로 를 수입 의존

[ 미세조류 이용 바이오연료 및 양식사료 생산을 위한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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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추진목표 년

원전 온배수 활용 규모 미세조류 톤 생산기지 

확보 및 국내 원료유 대체

국내 단백질 양식 사료원의 수입대체 

추진내용

원료효율증진기술 최적 대량생산시스템 공정기술 경제성 향상기술 부산물 처리

공정기술 등 핵심실증기술 확보

부산물을 활용한 양식사료 상용화 생산기술 확립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소요예산 년 억원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정부 투자 결정시 경상북도 울진군 민간기업 등 적극 참여의사 표명

기대효과

미세조류 개발 시 연간 매출액 억원

신규시장 창출 억원 부가가치 창출 억원 일자리 창출 명

미세조류를 이용한 양식사료 연간 톤 생산을 통한 억원 수입대체 효과

[ 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 실증화 기술 확보에 따른 세계 기술 선도 ]

[ 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원스톱 프로세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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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1-3
우량 흑진주 대량 생산기술 개발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고품질 흑진주 생산으로 태평양 도서국 현지 특성화 산업개발 및 지속 가능한 보석

산업의 원천 소재 확보

해양과기원 고유사업 투입 억원 으로 마이크로네시아연방에서 흑진주 

생산 성공

일본 보석협회를 통한 생산품 품질 검증 타히티 진주에 비해 색 순도 

우수 타히티 프랑스 국립연구소와 공동 연구 수행 

예산부족으로 기업을 통한 연구개발비 지원 시도 주 앙드레김주얼리 

체결 기업도산으로 협약 취소

자체 연구를 통한 대형화 시도 성공 흑진주 생산 성공

열대 해역에서의 우량 흑진주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 

[ 해양과학기지(서식지) ]  [ 자연에서 서식하는 흑진주조개 ] [ 양식중인 흑진주조개 ]

[ 흑진주조개 먹이배양(미세조류) ] [ 흑진주조개 유생 ] [ 조개 내부에 있는 흑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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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추진목표 년

마이크로네시아 축주 태평양해양연구센터에 흑진주 양식 대량생산 설비를 구축

하여 대형 고품질의 흑진주 대량생산

추진내용

산란조절기술 종패 대량생산기술 진주색 조절기술 대체 진주핵 생산기술 개발

을 통한 복합 생산 시스템 개발

흑진주 나석과 흑진주 제품을 이원화하여 보석 가공사업 연계를 통한 고급 브랜드화 추구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소요예산 억원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소규모 생산기술 개선 추진 진주 대량생산 및 연구개발 예산 확보 노력

국제협력사업 참여 노력

기업참여를 통한 산업화 대량생산 브랜드 개발 와 프랑스 호주 등 선진 연구기관

과 공동 생산기술개발 협력 추진 

기대효과

국내 수요 전량수입 대체 연간 억원 및 신규시장 억원 창출과 일자리 창출

약 명 기대

신산업 창출 및 국가로서 저개발국 지원과 고용창출을 통한 국격 제고

[ 흑진주조개 양식장 (수중) ] [ 흑진주조개 유생배양시설 ] [ 흑진주 핵 시술 ]

[ 국내 최초 시험 생산된 흑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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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1-4
수중 광역 이동통신시스템 기술개발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수중에서 음파를 이용한 무선통신 기술로서 원거리에 있는 수중이동체간에 실시간

제어 명령 감시가 가능한 장거리 수중 통신 모뎀 및 네트워크 기술 개발

수중 거리에서 단문메시지 텍스트 등 을 전송

수중무선통신기술은 국가 해양 탐사 개발 및 해양방위에 필요한 전략기술로 기술

도입 및 기술이전이 불가능한 기술영역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응용 근거리 중거리 장거리 을 위

한 수중통신모뎀기술의 제품화 우리나라도 중거리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핵심기술 확보 세계 위 특허 보유국

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해양환경관측 항만감시 무인잠수정간 자율통신

체계 등 응용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가 정부주도로 진행 중

등

수중무선통신기술의 전세계 시장규모는 연간 억원 

 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추진목표 년

까지 단문메시지 전송이 가능한 수중장거리통신

모뎀 개발

원거리에 있는 통신체계간의 통합감시제어를 위한 네트

워크 기술 개발

추진내용

장거리 수중통신용 고출력 트랜스듀서 센서 설계 제작 장거리 수중통신 모뎀 

신호처리 기법 및 시스템 설계 제작 장거리 수중네트워크 기술개발

실해역 성능시험 및 수중통신기술 표준화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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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소요예산 년 년 억원 년 억원 중기재정계획 기반영

당초 계획된 예산 년 억 년 억원 중 총 억원 지원

기대효과

신규시장 창출 억원 일자리 창출 명 기대

바다목장 원격제어관리 외해 가두리 양식장 원격제어 등 수중 해양생물 증 양식

관리 시스템으로 사업화 추진

잠수함과 모선과의 통신모뎀에 대한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기대

해양환경 관측망 수중로봇 제어용 무선통신시스템 무인운용 시스템

수중방위 무인화 체계 잠수함용 수중통신모뎀 등에 활용

[ 실시간 광역 수중

해양환경 관측망 ]

[ 수중로봇 협력제어형 광역 

무선통신시스템 ] 

[ 수중무선통신 활용 NCW

(Net. Centric Warfare) ]

[ Subsea Plant 원격제어 무인 

운영시스템 ]

[ 수중 방위 무인화 체계 ] [ 잠수함형 수중통신모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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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1-5
전략난 해소를 위한 해수냉난방플랜트 개발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해양심층수 및 연안저층수를 이용하여 열교환기로 냉각수 제조 후 직접 냉방 혹은 

히트펌프로 냉각 가열수 제조 후 냉난방 이용 방법으로 에너지 절감형 플랜트 개발

년대부터 북유럽 일본 등에서 연구개발 및 실용화 해양심층수 개발지역에서는

담수화 및 생물배양의 전후에서 단계적 활용을 통한 고도 이용

해수냉난방플랜트를 이용한 임해지역 개발사업이 큐라소 하와이 

등으로 진행되고 있음

해수냉난방플랜트에 의한 전력난 해소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율 달성

해수냉난방플랜트에 의해 냉난방 및 급탕 소요전력을 이상 절감 가능

시범 및 일반 보급사업을 통해 해양에너지 기여분의 인 만 공급

[ 해수냉난방시스템 개념도 ]

[ 500RT 해수 히트펌프 개발 (‘12) ]  [ 해양심층수연구센터(60RT) 적용(‘10) ] [ 직접냉방용 열교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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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추진목표 년

블루빌리지 개소에 해수냉난방플랜트 테스트 

베드 실증 

블루캠퍼스 개소에 테스트 베드 실증 

추진내용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 포함 시범 및 일반보급 확대 제도 정비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소요예산 년 년 억원 년 억원 필요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년 억원으로 지역 해수냉난방 테스트베드 개소 실증시험  

년 억원으로 캠퍼스 해수냉난방 테스트베드 개소 실증시험    

기대효과

개소 일반보급시 만 생산 절감 및 톤 배출 저감

에너지절감효과 연간 억원 일자리 창출 명 기대 

해양플랜트 수출 및 해양과학기술 를 통한 국부창출 및 국위선양

[ HSWAC, 하와이 ] [ 블루인프라 개발모델 ] [ Ocean Ecopark, 큐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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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2-1
미래 해양개발을 위한 수중로봇 개발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급증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해양구조물 시공 효율성 확보 국내 기술 및 제품

의 자립도를 위해 수중 시공현장의 위험성 및 유인공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수중

건설장비 국산화가 시급

선진국들은 다양한 수중건설로봇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막대한 

기술료를 지급하며 해외 임대에 의존

년 국과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통과하여 종의 로봇연구개발

기반로봇 트랙기반로봇 과 성능평가시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예정

향후 멕시코만과 동남아시아의 해저에 설치 운영 중인 의 보수 유지

및 해체 철거를 담당하는 수중로봇 제품 및 기술서비스 시장 조원 의 폭발적 

증대 예상

[ ROV 기반 정밀시공·관리 로봇 ] [ 트랙기반 중작업용 수중로봇 ] [ 해양플랜트(Subsea) 적용사례 ]

[ 현재 수중건설 작업(유인) → 미래 수중건설 작업(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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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추진목표 년

수심 이내의 해양 구조물 해상풍력 해저플랜트 등

건설에 필요한 수중건설로봇개발 및 성능검증을 위한 인

프라 구축

대수심 해양구조물 시공 유지 관리용 로봇 핵심기술 확보

추진내용

기반 정밀시공 및 관리로봇 트랙 기반 중작업용 수중로봇 개발

심해 해체 철거 수중로봇 개발 및 시험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소요예산 년 억원 중기재정계획 억원 반영 국비 억원 민자 억원

기대효과

신규시장 창출 억원 부가가치 창출 억원 일자리 창출 명

연안개발 해중터널 건설 해양플랜트 건설 해양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신산업 

창출을 통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

해양플랜트 산업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기술시장 진출로 해양로봇

장비 중소기업 육성 

인간을 대신하여 심해 수중작업과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수행함에 따라 인명 보호

뿐 아니라 해양작업 범위 확대 등 효율성 증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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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2-2
부유식 파력-해상풍력 스마트 복합발전 기술개발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너지 특히 해상풍력에너지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영국 독일 중국 덴마크 스웨덴 등 우리나라도 남서해역을 중심으로 여 개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이 추진 중

전남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사업 표선해상풍력단지 등 실증단지조성 계획

부유식 대형 기반구조물의 상부에 설치되는 해상풍력발전기와 하부에 설치되는 

파력발전기를 결합한 대용량 복합발전시스템 기술개발과 상용화 기반구축

세계적 경쟁력의 국내 조선해양산업 기반 시장지배적인 기술

풍력발전과 파력발전 적지가 일치하는 잇점의 활용 및 대용량화로 경제성 우수

국내는 실증 인프라가 전무하여 상용화가 지연되고 해양에너지 신재생에너지공

급의무화제도 미포함으로 시장진입 애로

년 해상풍력 시장 규모는 약 조원 복합발전시장은 약 조원 규모로 전망

해상풍력 시장의 점유 시

[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 모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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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추진목표 년

부유식 파력 해상풍력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개발과 급 표준모델 설계

추진내용

파력 해상풍력 복합발전플랜트 설계엔지니어링 원천기술개발

급 부유식 단지형 파력 해상풍력 복합발전 표준모델 개발

급 표준모델 실증플랜트 설계 및 제작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소요예산 년 억원 중기재정계획 기반영

기대효과

복합발전 플랜트 수출을 통해 신규시장 창출 약 억원 복합발전시장의 

점유시 약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초대형 해상기초구조물 적용으로 단위모듈 급의 대형화를 실현하여 경제성

이 우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조선해양산업 기반 부유식 미래기술로 시장

선도형 신성장산업 창출

년경 상용화가 전망되는 복합발전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신산업 창출 및 수출

산업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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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2-3
해수온도차 발전 플랜트 개발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해양심층수 및 해양표층수의 온도차를 이용한 고효율 해양온도차발전 플랜트 개발

해수온도차발전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과 수요 고조

해수온도차발전에 대한 파일럿플랜트 실험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진행되고 있음

해수온도차에너지를 이용한 블루인프라 구축 및 화석에너지 화 완성

냉난방 소요전력의 는 해수냉난방시스템에 의해 절감하고 나머지 소요전력 

은 해수온도차발전을 활용해 화석에너지 제로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술로서 열대 아열대 지역의 전력 및 담수에 대한 수요

에 대응하고 해양 및 해저 자원개발시 에너지 자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해양플랫폼 구조물 ] [ 해수온도차발전 개념 ]   [ 대구경 취수관 개발 ]

[ 신소재 열교환기 개발 ] [ 해수온도차발전 파일럿플랜트 설계 ] [ 고효율 터빈발전기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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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추진목표 년

급 발전플랜트 건설 및 급 장기운전에 의한 성능 평가 개선

해수온도차발전 실용화 플랜트 급 설계기술 확보

해수온도차발전 상용모델 파일럿플랜트 급 제작 및 실증 실험 

추진내용

친환경 냉매 및 발전 사이클 터보형 터빈발전기의 고효율화 대구경 취수관

라이저 및 티타늄 대체 신소재 열교환기에 저비용화 및 해수온도차발전의 복합

이용과 블루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소요예산 년 년 억원 년 억원 예산 요구 중기재정계획 기반영

년 억원 중 억원 반영  

년 이후의 급 해수온도차발전 실용화플랜트 제작 실험 억원 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반영 필요

기대효과

신규시장 창출 억원 일자리 창출 명 기대

해수온도차발전에 의한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실용화 촉진 

발전소 공장 소각열원 등을 활용하여 최대 공급 추진

해양플랜트 수출 및 해양과학기술 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 OTEC100 ] [ 해수온도차발전 개발 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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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2-4
선박평형수 처리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년 국제해사기구 에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을 채택하고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장착 의무화 년말 협약발효 예상

기준은 리터당 미생물 마리 허용에 비해 미국은 이를 천배 강화한 독자

기준으로 자국 입항선박 통제안을 년부터 적용 발표

년 해수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승인 잠정기준 고시 년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정

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처리설비 기술을 개발하고 테크로스에 기술 이전

세계 최초로 기본승인과 년 최종승인 취득

최근 년간 세계적으로 척이 처리설비 설치를 계약하고 국내 개 기업이 

척 억원 수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세계

시장 약 점유

로부터 개 업체만 인증 국내 기업이 개 테크로스 엔케이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 생물 환경

조사 위해도 평가 입항 선박 생물 검사 등 종합 기술을 개발

차세대 기술 미국기준 시험 인증을 위한 시험평가인증센터 를 건립하고 전세계 

평형수 설비 공인시험기관 지정을 추진

Name of vessel
Tonnage
(Gross)

Kind of Ship
Ballasting

date
Ballasting

site
Sampling

date
Age of  ballast

water (day)

HANJIN PORT K
ELANG

75,061 Container 15th Jul. 2012
Pacific open sea

(43o 5.26N, 143o 3.66W)
6th Aug. 2012 22

AN QUAN ZHOU 2,994
General 
cargo

7th Aug. 2012 Pusan coastal sea 8th Aug. 2012 1

NAVIOUS 
MERCATOR

29,988
Chemical 

tanker
8th Aug. 2012

China coastal sea +
Pusan port

8th Aug. 2012 0.5

SUNG HAE 5,946 Oil tanker 6th Aug. 2012 Ulsan coastal sea 9th Aug. 2012 3

부산신항 감천항

북항
(동명부두)

[ 선박평형수 항만 생물 환경 조사 및 위해도 평가 ] [ ㈜테크로스에 이전한 처리설비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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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추진목표 년

처리설비 개발 및 시험 평가 인증시스템 구축

선박평형수 모니터링 시스템 및 감시장치 개발

추진내용

차세대 고성능 친환경 선박평형수 처리기술 개발 미국 기준 목표

선박평형수관리법 및 국제협약 이행 기술 종합 개발

선박평형수 처리 기준 확인장치 센서 키트 기기 등 개발 

항만 생물 환경 조사 위해도 평가 선박평형수 수용시설 기술 개발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소요예산 년 억원 중기재정계획 기반영

처리설비 개발 및 시험 평가 인증시스템 구축 억원

선박평형수 모니터링 시스템 및 감시장치 개발 억원

기대효과

국제시장 선점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 조원 일자리 창출 명 기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기준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모니터링 센서 장치 등 시장

의 활성화

[ 항만 환경 위해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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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2-5
해양예보시스템 구축 및 해양정보 분석서비스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유류오염 방사능 오염 등 해양환경 오염 적조 폭풍해일 이상파랑 등 해양과 연안

에서의 자연재해 해양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대응 및 예방 수요 급증

태풍 매미 시 마산 부산에서 재산피해 약 억원 및 인명피해 명 허베

이스피리트 유류유출사고 피해 약 억원 천안함 침몰사고 인명

피해 명 중국 발해만 유전 유류유출사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오염 등

해양관련 자연재해 재난 유류오염사고 대형 해난사고 등 긴급한 국가 현안

문제 발생 시 해결과 피해저감을 위해서는 해양예보시스템 구축이 필수

해양관광 레져 해상교통 수산 해운 해양개발 등 해양산업 활동 지원과 서비스

확대 개발을 위한 해양정보 및 서비스제공 정책수요 증대

[ 해양예보시스템의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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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추진목표 년

우리나라 주변해양과 연안에 대한 해양예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현업운용

추진내용

기반 해양요소 예측시스템의 고도화 및 활용예측시스템 개발 구축  

해양예보시스템의 현업기관 기술 이전 및 운용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소요예산 년 억원 중기재정계획 기반영

기대효과

피해저감효과 약 억원에 기여 조사 분석 개발 등의 분야에 일자리 창출 

명 기대

대형 해양 재해 재난 등 해양에서의 국가적 재난형태의 사고 및 문제 발생시 적시

에 해양예보정보 제공을 통한 효율적 대처 및 해결 지원 

독자적 해양예측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과 기술지도를 통한 현업화 산업화 추진

[ 개발, 구축된 해양예보시스템 ] [ 동아일보 보도자료 (2012.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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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3-1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미래 해양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태평양 공해 심해저에 확보한 망간단괴

독점탐사광구의 자주적인 개발 능력 조기 확보

에 태평양 해역 심해저탐사광구 만 등록 국제해저기구

와 광구 탐사계약 체결 독점탐사광구 만 확보 우선채광후보

지역 만 선정

연 만톤 생산규모 집광로봇 제작 및 실해역 통합채광 실증실험

동해 후포항 우선채광후보지역 만 선정 일 처리규모 제

련공정 개발 연 만톤 생산규모 집광로봇 제작

 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추진목표 년

태평양 공해 에 확보한 망간단괴 광구를 대상으로 연간 

만톤 개발을 위한 탐사 및 환경 채광 제련 등 분야별 연구

개발을 통한 상용화 기반기술 확보

추진내용

정밀 채광도 축적 및 환경영향평가 통합채광 양광시스템 실증

시험을 통한 채광시스템 개발 제련 공정 개발 톤 일 규모

망간단괴 상용화에 필요한 분야별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민간기업에 기술이전

[ 심해저 자원개발 종합 모식도 ] [ 대한민국 및 각국의 독점탐사 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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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소요예산 년 억원 중기재정계획 기반영

기대효과

연간 만톤 조원 가치 상업생산 시 년간 총 억 달러의 수입대체효과

단괴함유 희토류 추출법 개발시 연간 톤 년 수입량의 희토류 

확보 가능

상업화 개발시 신규시장 창출 약 조원 일자리 창출 명

망간단괴 채광 제련기술 확보를 통해 심해저 자원개발 기술선도국 부상 및 장비

수출 기대

[ 심해 채광로봇 ‘미내로’ ]

[ 제련시스템 중의 침출공정 및 환원용융공정 ] [ 심해저 망간단괴 채광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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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3-2
해저열수광상 개발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광액 열수 이 해저 지각을 통해 방출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광물자원으로서 정밀

탐사 채광로봇과 양광시스템 양광펌프 양광관 유연관 버퍼 등의 개발기술 확립

을 통하여 금속자원 구리 아연 등 과 귀금속 금 은 등 의 장기 안정적 공급원 확보

남서태평양 도서국 및 인도양 공해지역에 부존하는 해저열수광상 개발광구 

선정 및 상업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 해저열수광상개발을 위한 시스템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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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추진목표 년

인도양 공해상 해저열수광상 최종 개발광구 확보 

열수광체 추적 및 표층규모 파악 인도양 피지 

통가 해저열수광상 개발권 확보

추진내용

수중로봇 등 을 활용한 근접해저면 탐사를 통한 개발유망 광체 확보

해저면 시추를 통한 열수광체 수직분포 및 매장량 평가

해저광물자원개발 최적시스템 집광 양광 확립 및 설계 제작

지속가능한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환경특성 파악 및 환경영향평가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소요예산 억원 중기재정계획 기반영

기대효과

통가 피지 인도양 공해상에서 연간 만톤씩 해저열수광상 개발 시 

년간 총 조원의 매출액 창출을 기대

신규시장 창출 억원 부가가치 창출 억원 일자리 창출 명

전략금속 구리 아연 등 및 귀금속 금 은 등 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

[ 독점 탐사권을 확보한 통가 EEZ해역 ] [ 상업생산의 채광시스템 개념 ] [ 상업생산을 위한 양광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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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추진목표 년

년까지 만톤급 해양지중 저장 실증완료 국가 종합 추진계획

추진내용

해양지중저장 실용화 체계 및 법 제도 기반 연구

대규모 해양저장소 탐사 특성화 선정 연구 

예비평가 결과 억 톤 저장가능 저장소 확보 울릉 분지

장기 3-3
CO2 해양지중저장기술 개발

[국정과제 95] 해양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

 개요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를 

수송하여 해저 퇴적층에 주입 저장 모니터링하는 기술 개발

기존 탄소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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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주입 및 해양지중 모델링 모니터링 연구

해양지중저장 환경위해성 평가관리 기술개발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소요예산 년 억원 중기재정계획 기반영

기대효과

년경 연간 만톤 교토의정서에 제시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량의 

해당 을 로 처리 목표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송 저장 플랜트 신산업 창조 

신규시장 창출 조원 일자리 창출 명 세계시장 점유 목표



해양과학기술 전략개발 연구

42

장기 3-4
6천미터급 심해유인잠수정 개발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개요 및 현황

해양자원개발 산업활동 영역이 심해로 확장됨에 따라 초고수압 대기압의 배

저온 암흑 상태인 천미터 심해에서도 작업 가능한 인승 잠수정 개발 필요

안보 수색 탐지 등 특수목적에도 활용 가능한 다목적 유인잠수정의 설계 핵심

기술 개발 모선 정비동 잠수정 운용 인프라 구축 등

미 일 러 프 등은 심해 유인잠수정을 기 개발 활용 중이고 최근 중국도 심해

유인잠수정 자오룽 천 급 을 약 년 동안 개발 년 완성

명칭(국가)/
기관

앨빈 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 

신카이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노틸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 

미르 러시아
쉬르쇼프 

해양연구소

자오룽 중국
중국과학부
국가해양국

중국대양협회 외

최대심도 급 급 급 급 급

개발년도

특  징

회 이상 
임무수행
심해열수 발견 

타이타닉호 
조사

급 
건조 중

회 이상 
임무수행

최대수심 
잠수기록 보유

회 이상 
임무수행
잠항수심 

회 이상 
임무수행
영화 타이타닉 
촬영에 이용

일 
최대수심 

잠수
세계기록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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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추진목표 년

년까지 천미터급 심해 유인 잠수정 개발

추진내용 단계 년

천미터급 심해잠수정 개발에 필요한 극한 첨단 핵심기술 개발

심해 유인잠수정과 지원 모선의 설계 및 제작 운영센터 구축

추진내용 단계 년

심해 유인잠수정 상세설계 및 건조 

지원 모선 등 관련 인프라 상세설계 및 건조 심해 현장 테스트 시스템 안정화 등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소요예산 총 억원 

단계 년 기술개발 단계 억원중기재정계획 기반영 향후 예비타당성 추진

단계 년 설계건조 단계 억원

기대효과

신규시장 창출 억원 일자리 창출 명  

극한 첨단 잠수정 핵심기술 확보 및 민 군 이전

심해저 케이블 관리 심해 유전개발 지원 심해저 시설 건설 등 해양엔지니어링 

신산업 창출에 기여

해양과학 연구의 중요한 연구장비로 심해저 광물자원 연구 개발 및 해양유물

침몰선 탐색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심해 유인잠수정은 세계 위권 내 해양강국의 상징으로 국격 향상과 국민 자긍심 함양

[ 심해 유인잠수정 개발 중

(미국 연구소) ]

[ 심해 유인잠수정 개발에  활용될 

우리나라 잠수함 설계 기술 ]

[ 심해 유인잠수정 개발에  활용될 

우리나라 잠수함 설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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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건 의 사 항

첨단 연구인프라 확충

시추선 잠수정 전용모선 등 전용연구선 및 심해유인잠수정 개발 

국가 간 해양자원과 해양경제영토 선점 경쟁 대비 특수목적별 실현 

해양슈퍼컴퓨터 도입

급변하는 해양기후변화 예측 해양빅데이터 처리 분석

미량 방사능 측정용 질량가속분석기 확보 

해양유입 방사능 물질 측정 및 분석 시 필수

해양기술사업화의 거점으로서 해양관련 기업 창업 및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KIOST 부설‘해양산업비지니스센터’설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창업 활성화 창조형 중소 중견 기업육성 지원

해양분야 전문가 양성 및 배출

부설 대학원대학교 설립 운영 

해양과학기술 맞춤형 고급 전문 인력 양성  

연구현장 및 산업계 수요 대비 유관기관 전문재교육 서비스

주요 대상 해양산업체 전문가 공무원 해군 해경 등 

해양기술전문대학 설립 및 전문기술기능인력 양성 

년제 전문대학 설립 및 산업현장에 맞는 전문기술기능인력 배양 

해양과학기술개발의 효율적 지원 위해 법제도적 근거 정비 필요

가칭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가칭 해양수산산업진흥법 등 마련

현행 KIOST의 인력 및 예산 규모 확대 

년 명 억원 명 억원 부설 극지연구소 포함

출연금 비중 년 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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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동향

미 국미 국미 국

 2010년, 해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통합적 국가해양정책 수립

   ※ 국가해양위원회(National Ocean Council, NOC)와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 MSP)을 통해 

일원화된 국가해양정책을 조화롭게 추진

 오바마 2기 출범에 따라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해양환경 분야에 역량 집중 

 2013년, 해양경제, 안전/보안, 연안 ․ 해양복원 등을 강조한 ‘국가해양정책 실행계획’ 수립

E UE UE U

 EEA(European Environment Agency)는 기후변화, 외래종침입, 해양산성화를 해양에서의 3대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3대 전략으로 오믹스연구, 대양연구, 생물자원관리 등을 선정(‘10년)

 유럽 해양에너지로드맵 2050(‘10년)을 통해 달성 가능한 정량목표치 제시

   ※ 총 수요전력 15%(645TWh) 해양에너지로 대체, 연간 1억3,630만톤 CO2 저감

 2013년, 유럽해양위원회(European Marine Board)는 이슈해결을 위한 해양과학의 역할 제시, 
차세대 해양관측인프라 구축 전략 등이 포함된 ‘Navigating the Future(IV)’ 수립

일 본일 본일 본

 2010년, 메탄하이드레이트 생산기술 개발,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채광기술, 석유․천연가스 

부존상황 조사를 위해 2,050억원 투입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분야에 해양에너지, 해양광물자원개발 강화 등을 포함

   ※ 화석연료의 자주개발비율을 2030년까지 현재(26%)의 2배 수준 증가

 EEZ 및 대륙붕 확보를 위한 공세적 법률 제정(‘10년)
   ※ EEZ 기점을 보유한 낙도 조사 및 고정밀 해양관측 조사 우선 추진(‘11년)

 2013년, 해양분야 정부예산은 전년대비 약 2,000억엔 증가한 1조 5,506억엔(‘12년 1조 3,466억엔)
  ※ 해양에너지/해저광물자원개발, 해양주권수호를 위한 해상보안체계 강화, 지구환경변동연구 등에 예산 증액

 2013년, 해양신재생에너지 부분과 해양산업 진흥 부분의 내용을 보강하고, 해양안전보장을 위한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연계를 강화한 ‘제2차 해양기본계획(2013-2017)’ 수립

중 국중 국중 국

 2050년 해양과학기술 개발 3대 목표인 지속적인 해양자원 이용, 해양의 건강성과 안전, 해양력 
강화를 위해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2050’ 수립(‘09)

   ※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생명공학, 해양석유 ․ 가스 및 광물자원, 해양수자원 등을 전략적 우선 추진대상으로 설정

 2010년, 해양과학기술이 해양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50% 이상 향상시키겠다는 ‘국가해양산업  

발전계획요강’ 확정

 2013년, 국가해양국내 중국해경 신설 및 해양관련 범부처 통합조정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 

신설(제12기 제1차 전국인민대표회의)





Part Ⅱ. 해양방사능 대응 종합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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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배  경

냉전시기 구 소련 동해 핵폐기물 투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11. 3. 11)

에 따른 방사능 오염 등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해양재해 빈발

현재 중국 또한 13기의 원전을 운전 중이며, 27기를 건설 중이고 188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으로 일본 원전 69기(건설계획 포함)를 합치면 20년뒤 

약 300기의 원전이 한반도 주변에 분포할 예정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배출(1일 300톤 규모) 등 

방사능 물질의 해수유입에 따라 수산물 안전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책기관으로서의 KIOST의 책임과 역할을 주문

이에 따라 KIOST는 2013년 8. 26일부로 제1부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15인

으로 구성된‘해양방사능 대응 TFT’를 구성하여 운영

운영기간 

위원구성 연구부문 정책부문 기획․행정부문 관계 전문가

‘해양방사능 대응 TFT'에서는 관련정책 및 법 분야 검토, 국내 해양환경 방사능 

조사․연구 현황, KIOST 역량강화 방안 등 해양방사능 대응 S/W 및 H/W적인 

분야에서 폭넓게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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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관련정책 및 법 분야 검토

2.1  현실태 및 문제점

1 국내법적 측면

해양환경관리법 제 조에서 방사성물질과 관련된 부문이 ｢원자력안전법｣으로

위임

원자력안전법시행령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방사선환경조사 환경상

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 평가에 관한 사항 업무를 명문화

그러나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해양관련 연구 인프라연구선 조사장비

등이 부재하여 방사성물질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수

행에 미흡

2 국제법적 측면

육상기원 오염원의 국제적 관리

육상기원 오염원은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관리할 주권을 가진 사안임 육상

기원 오염에 관한 국제조약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해당 오염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인 것이 주권하의 배타적 관리가 가능한 사안에 관한 국제

적인 통제를 받으려는 국가가 많지 않아 조약에의 참여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

육상기원 해양오염 관리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포함한 국제조약 유엔해양법

협약 이 있으며 이에 근거한 상세 국제규범은 지역해 중심으로 제정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해 관리에 관해서는 국제조약 대

신에 구속력 없는 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 하에서도 육상

기원 오염원은 관리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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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성 해양오염 관리의 국제법적 한계   

초국경성 해양오염을 관리할 조치를 취할 포괄적 의무는 국제관습법화 되어 

있으나 방사능 오염수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상세조약 

규정은 채택되어 있지 아니함 

정치적 한계

는 원자력 산업체 이익 보장 범위 내에서 환경 보전을 시행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의 반대로 방사능 환경오염 관리 관련 의무를 추가하기

쉽지 않음

같은 이유로 방사능 해양오염을 타 협약 또는 기구 하에서 관리하기도 용이

하지 않은 실정임

2.2  정책분야 (국내법 포함)

1 현 정부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국정과제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

해양관리 해양관측과 조사활동을 강화

(국정과제 95)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해양정화 및 보호

2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103~2017)

국가중점육성기술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기술 수질 대기 등 사회적 복합재

난 예측 대응기술 원자력 환경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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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제28조 :‘원자력 연구 ․ 개발 ․ 생산 ․ 이용’업무는 미래창조

과학부에서 관장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조에서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시책 수립 시행 연구개발 전문기관 육성 지원 을 미래창조과학부 미래

선도연구실에서 수행토록 규정

정부조직법 제43조 :‘해양정책, 수산, 수산물 유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과학기술 연구 ․ 개발’업무는 해양수산부에서 관장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조 해양정책실 에서 해양오염 방지

개선 및 해양오염제도 지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관리 해양과학조사 및 

제 조 수산정책실 에서 수산물 유통 외국과의 수산물 위생관리 협력 수

산물 안전성 조사 등을 관장

4 해양수산부 관련 법제도 및 계획

법제도

해양환경관리법 제 조 적용범위 에 방사성물질 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 및 해

양오염 방지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주요계획

제 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이용 관리 실현을 위해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종합

관리방안 구축 및 국제사회와 연계한 연안 해양환경 능동적 대응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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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기술로드맵 상 중점기술

해양폐기물오염대응 기술 유해물질 해양생태계 위해성평가 기술

5 방사능 관련 법제도 현황

원자력안전법 제 조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에서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

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하도록 규정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 조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에 관련업무 위탁을 명문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환경조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

평가에 관한 사항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핵연료물질 특정핵물질 등의 계량관리에 대한 검사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에 에 관한 사항 기술동향의 조사 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의 

업무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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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언

제 안 해양수산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양환경 방사능의 조사 평가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제 조의 방사성물질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에 위임하지 말고 해양환경

관리법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제 안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 조에 관련업무 위탁기관에 한국해양과학기

술원을 추가하여 해양에서의 방사선환경조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 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원자력안전법시행령 개정 

※ 일본 동향

문부과학성은 원자력발전소 주변해역의 주요어장 등의 방사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해양환경방사능 종합평가사업 을 꾸준히 수행해 

왔음

년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원전시설 연안

에서의 공간선량율 측정 및 해수채취 지점 조사핵종 를 해양

연구개발기구 의 조사선을 활용하여 실시 채취한 해수는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에서 분석한다는 내용의 ｢해역모니터링행동계획｣
을 발표

에서는 모델을 통해 일본연해역 해류예측시스템 결과를 

활용하여 해양에 유입된 방사성물질 분포 시뮬레이션을 실시

문부과학성은 그 이후로도 해역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새로운 계획을 발표

하여 조사지점 및 항목을 확대해 감

해역에서의 모니터링 강화

환경모니터링강화계획 에 따른 해역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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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모니터링 광역화

문부과학성 이외에도 수산청 해상보안청 기상청 환경성 후쿠시마현 도

쿄전력 주 이 연계하여 해역모니터링을 실시 이후

일본은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를 위하여 년 월 환경성 산하에 원자력규

제위원회를 새로이 설치 사무국 원자력규제청 됨에 따라 방사능 관련 해역

모니터링 업무가 문부과학성에서 환경성으로 이관됨

년도 해역모니터링 추진방향이 월에 수립 원자력규제청 수산청

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 환경성 후쿠시마현 도쿄전력 주 에서 주변해역 

및 도쿄만의 해수 해저토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 중 해수 모

니터링에 원전으로부터의 오염수 누출 감시 모니터링 포함

일 도쿄전력에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으로의 누출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발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 증폭

일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저류탱크 구역 로부터 누출사고 발생

일 이에 대해 국제원자력사고등급 등급 중대한 이상 으로 판정

2.3  국제법 분야

1 국제법적 관리의 근거

개별조약법상의 의무 

현재 방사성물질 관련 국제조약을 포함하여 표 참고 육상에서 파이프를 

통하여 또는 육상시설에서 해양으로 직접 방사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

을 관리하는데 적용할 구체적 국제협약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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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사고 또는 방사능 관련 

비상시 원조 협약

(The Convention on 

Assistance in Case of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 

한국 일본 가입

협약 당사국 사이에 핵 관련 사고에 대한 원조를 요청
하고 지원받는 것에 관한 협약

현 사고 방지 또는 처리와 직접 관련 없음

년 월 일 발효 

핵사고 조기 통보 협약 

(The 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 

한국 일본 가입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어 국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가능 핵사고 관련 정보를 최대
한 신속히 타국에 제공함으로써 핵물질의 국경을 초월
한 이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 해양
오염 관련 구체적 규정 없음

년 월 일 채택 년 월 일 발효

핵발전소 설계 및 운영의 

국제적 기준 지정을 위한 

핵 안전협약

(The 1994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CNS)

한국 일본 가입

사고 예방 기준을 설립하는 협약

협약의 원칙을 이행하였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어 준수
를 유도 불이행은 제재를 가하지는 아니함 

년 월 일 채택 년 월 일 발효

사용 핵연료 관리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the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한국 일본 가입

사용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로부터 또는 그러한
폐기물과 관련한 폐기물 투기에 한하여 적용 원자로의 
냉각수 방출과 관련된 후쿠시마 사례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년 월 일 채택 년 월 일 발효

핵 피해 민사책임 

비엔나협약

(The Vienna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한국 일본 미가입

보상책임은 원전 운영자에 있고 운영자 실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 배상 책임 있음 보
배상 책임 재기는 년 이내만 허용

년 월 일 채택 년 월 일 발효

핵피해 추가배상 협약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보상책임은 원전 운영자에 있고 운영자 실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 배상 책임 있음 보
배상 책임 재기는 년 이내만 허용

년 월 일 채택 미발효

[ 표 1. 방사성물질 관련 국제조약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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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핵선박 운항자 

책임에 관한 협약

(1962 Brussels Convention 

on the Liability of Operators 

of Nuclear Ships)

선박의 핵연료 핵물질 핵선박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발생
하는 사고 및 피해에 대한 보 배상 책임

미발효

1971년 핵물질 해상운반 

분야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Civil 

Liability in the Field of Maritime 

Carriage of Nuclear Material)

한국 일본 미가입

핵물질 해상운반과 관련해 발생하는 피해 보 배상책임

년 월 일 채택 년 월 일 발효

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배출 사고 이후 동년 월 개최된 

폐기물 투기 금지를 위한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한국대표단이 

방사능 오염수 배출 관리안을 제출하였으나 미국 일본 등의 반대로 런던

의정서 하의 관리가 무산

일반국제법 원칙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항 자국 관할하에서 발생한 오염이 타국 또는 공해

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 제 조 육상기원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법 조치 등의 채택 의무 부과 등을 적용할 수 있음 아래 참고

해양법협약 제194조(2)항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 및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을 오염시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장하고 그
러한 활동으로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양법협약 제207조 

(육상기원 오염)

각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 기준 및 권고 관행과 
절차를 고려하여 강 하구 관선 및 배출시설을 비롯한 
육상기원 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각국은 이러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국은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지역차원의 정책적 조화
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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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개발도상국의 지역적 특성 경제적 능력 및 경제
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
회의를 통하여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세계적 지역적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야 한다

제 항 항 및 항에 언급된 법령 조치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에는 특히 지속성 있는 유독 유해물질
의 해양환경으로의 배출을 가능한 최소화시키기 위한 
절차도 포함되어야 한다

상기한 포괄적 의무 조항은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의무만 명시 오염피해국이

상기한 조항을 근거로 타국 관할 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오염국

에 대해 집행할 수 없음 

상기한 의무 위반 결과 발생한 실질적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 청구 

시도할 수 있음

국제판례

육상시설에서의 방사능 오염 냉각수 배출에 대한 국제적 보 배상 판례는 

전무 피해보상 또는 예방조치를 위한 국제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하기한 사례를 포함한 간접적으로 관련된 판례의 분석이 필요

개별 조약 규정 없이 

해양법협약 제194(2)항 

(관습법)의 구체적 발현을 

인정한 사례 연구

는 년 우르과이 펄프공장 사건에서 사전통보의 의무
를 해당 관습법의 구체적 발현물로 봄 

방사성 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제재판소 처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인 영국의 건설과 관련해 
해양오염 방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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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 책임 

캐나다 제련소 에서의 대기오염원이 미국내 
입힌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부과

수산물 등의 수입 금지에 

대한 국제법적 타당성 분석

성장호르몬 사용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 해제 결정  

국제연성법

예방적 접근법 오염자 부담의 원칙 등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예방

대응에 적용 가능

이들 원칙은 환경보호의 지침이며 자체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정 은 

아님 이들 원칙을 해당 오염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약 

규정의 채택 또는 새 조약 개발이 필요 

2 국제법적 대응 방안

국제적 관리 기본 전략

구속력 있는 규정 채택을 시도할 경우 새로운 의무 부과에 반발하는 국가

들의 반대가 클 수 있고 시일이 오래 걸리며 참여국들이 많지 않다면 새 

규정 또는 조약의 효력이 크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우선 구속력 없는 권고

또는 결의안 국제협력 촉구 을 관련 협약들 하에서 채택하고 구속력 있는 

규정 채택을 차후에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하여 피해 예상 국가

들과의 사전 협력 노력이 필요 

한국 주도의 국제 규제안 제안 준비는 기초과학조사 및 데이터 수집과 병행

되어야 함

국제적 대응

런던의정서 구속력 없는 결의안 또는 우려성명서 아래 예시 참고 채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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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협약/의정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우려성명서(안) >

월 일본 동북부 연안을 강타한 쓰나미 이후 후쿠시마 원전에서 고준위 방사능

오염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해양에 배출됨

런던의정서는 저준위라하더라도 방사능 물질의 해양배출을 허용하지 아니함

해양에 배출된 인공방사능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향후 장기간 심각한 피해를 야기

할 수 있음

당사국들은 후쿠시마 원전에서의 배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해당 오염 관리 국제규범이 결여되어 있는 관계로 런던협약 의정서 하에서 관리

를 시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결의함 

유엔총회 유엔총회는 매년 해양법협약 관련 현안들에 관한 

라는 타이틀의 결의안을 채택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타 해양관련 협약들에 특정 사안의 이행을 촉구함

으로써 타 조약하에서 해양관련 현안들의 해법을 찾는 단초를 마련 또는 

타 조약하에서 특정 사안의 해법을 찾는 과정을 지지 이 결의안이 다음 

결정을 채택하도록 시도 관련 협약 하에서 실질적 관리 조치가 취해질 때

까지 아래 결정을 결의안에 유지 

선박평형수협약 원전 사고 이후 오사카항에서의 선박평형수에 세슘 

다량 검출 선박평형수 퇴적물 관리 국제협약 에 평형수에 포함된 방

사성 물질 처리 또는 오염지역에서의 평형수 교환 관련 규정 또는 지침 

없음 단기적으로 산하 소위원회 등에서 방사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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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평형수의 처분 지침 또는 방사능 오염지역 평형수 교환 지침 개발 

제안 장기적으로 평형수내 방사성 물질 처리장치 개발 필요 

핵사고 조기 통보 협약 내에 해양오염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추가

하기 위한 노력 경주

년 월경성 환경영향 평가 협약 은 사업계획 초기 

단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제적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당사국간에 사전 통보하고 논의할 의무를 부과하는 협약 이 협약의 

가입국은 주로 유럽 국가이나 협약 관할범위의 제한은 없음 동북아 해역 

연안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거나 유사한 지역협약 제정을 검토할 필요 있음

지역적 대응

지역해 프로그램 지역해 프로그램은 현재 개 대부분 

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구속력 있는 협약을 채택하여 해양환

경보호를 이행 북서태평양해역 프로그램

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채택하지 아니함 산하 개

의 지역센터 설립 현재 이 프로그램 하에서는 육상시설 방사능 오염물

질 해양배출 관리가 논의되고 있지 아니함 이 프로그램 하의 방사성 물

질 해양배출 방지 지침 채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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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역해양환경협정 수립 년 북동대서양 해양환경 보존 협약

은 유럽 연안과 근해의 해양환경 보존과 관련한 기존의 협약

들을 통합한 결과 개발 해양환경에의 거의 모든 오염원을 종합 관리 육상

시설에서의 방사능 물질 해양투기 포함한 육상기원 해양오염 해양투기 및 소각

선박기원 오염 이산화탄소지중저장으로 인한 오염 기타 해양오염 동북아 해역

의 환경 관리를 위한 유사한 성격의 지역협약의 개발이 필요

소      결

방 안 1 런던의정서 구속력 없는 결의안 또는 우려성명서 채택 시도

방 안 2
유엔총회 

결의안에 해당 

사고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재발 방지와 관리를 촉구

하는 결정 추가 시도 타 협약하에서 구체적 조치

가 채택될 때까지 유지

방 안 3
선박평형수협약

단기적으로 산하 소위원회 등

에서 선박평형수협약 관련 방사성 물질 포함 평

형수의 처분 지침 또는 방사능 오염지역 평형수 

교환 지침 개발 제안 장기적으로 평형수내 방사

성 물질 처리장치 개발 필요 

방 안 4
핵사고 

조기통보협약
해양오염 관련 정보 제공 규정의 추가 시도

방 안 5 협약
동북아 해역 연안국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거나 유사

한 지역협약 체결을 검토

방 안 6 방사성 물질 해양배출 방지 지침 채택 시도

방 안 7 새 협정 개발
북동대서양의 협약과 유사한 종합 해양환경

보호 지역협정 개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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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국내 해양환경 방사능 조사 ․ 연구 현황

3.1  국내 관련기관의 해양환경 방사능 조사 ․ 연구 현황

1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국가 환경방사선 감시망 사업

년 월 대기권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낙진의 측정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원자력원에 방사능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년 서울 원자력청 인천 인하대 대전 충남대 대구 경북대 부산  

수산대 제주 제주대 에 지방측정소를 설치하면서 시작

현재 지방측정소 개 간이측정소 개 운영

[ KINS의 국가환경방사선 감시망 분포 및 감시대상 목록 ]

공간감마선량률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기부유진 낙진 빗물 상수 토양

및 식품류 쌀 배추 우유 배추 지표식물 에 대해 전베타 및 감마핵종을 

측정

분석항목과 검사주기 및 시료채취 개수와 방법은 감시대상 시료에 따라 

서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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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환경방사능 조사

국가 환경방사선 감시망 사업의 일환으로 년 러시아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에 관한 백서 발표에 구소련 동해 핵폐기물투기 사건을 계기로 

년부터 우리나라 주변해역 환경방사능 감시 차원에서 측정을 시작

년부터 년까지 국립수산과학원의 개 정선중 개 정점을 선택하여

연 회 표층해수를 제공 받아서 분석

년 이후 국립수산과학원 동해 서해 및 남서해수산연구소에 위탁 수행

으로 개 정점에서 표층해수 층별 개포함 해양생물 개 정점 어류 해

조류 패류 및 퇴적물 개 정점의 시료를 확보하고 동일 정점에서 해양

환경 조사도 위탁수행하여 방사능 조사결과 분석에 이용하고 있음

년 이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기존의 개 정점에 한시적으로 

개 정점을 추가하여 년 회 조사 실시 중

[ 해양환경 방사능 감시항목 목록 및 조사 정점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년 월 월까지 비상상황 운영으로 월별 측정을

실시하였으나 기준치 초과 여부만 보고함

※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해양 환경방사능 조사는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단순한 일부 

인공방사성핵종의 배경농도 감시목적이며 방사성물질의 해양내 거동 및 해양생물 

농축과정 등의 연구는 수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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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연안환경 측정망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연안환경 측정망의 조사항목에 방사성물질을 추가

하여 년부터 연안의 개 정점에서 해수 및 퇴적물 중의 일부 인공 

방사성 물질 분석 시작

[ 연안환경측정망 정점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조사는 원자력 위원회로부터 연구 학술만의 목적으로

한정되어 있음

년 현재는 감마선 측정장치 대로 세슘 만 측정하지만 년 도입을

위하여 이미 플루토늄 방사능비가 측정가능한 를 구매요구 

한 상태임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연안의 해수 및 퇴적물 중 일부 인공방사성

물질의 배경농도 파악이 주된 목적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해양 환경방사능 조사는 현재는 연안역에서의 단순한 일부 

인공방사성핵종의 배경농도 파악이 목적이지만 점차 그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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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조사 ․ 연구 현황

구소련 동해 핵폐기물 투기해역 3국 공동조사시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

년 러시아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에 관한 백서에서 구소련에 

의해 동해에 핵폐기물을 투기한 것을 발표하여 한 일 러 국에 의한 투기

해역 공동조사시 한국 대표기관으로 참가함

동해에 투기된 방사성 폐기물의 종류별 투기량 파악 및 투기해역 해양환경

및 방사능 조사를 수행함

조사결과 동해의 방사성물질 농도 분포도 등 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

되어 저명저널인 의 표지그림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둠

[ Deep-Sea Research 표지그림 ]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업져버로 참가하여 우리 해양과기원으로부터 해양환경

방사능 시료채취 및 분석기술을 배워서 현재의 해양환경 방사능 감시 사업

의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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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2001년 해양환경 방사능 감시기술 개발

당시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선 안전규제 기술개발 사업 의 

세부과제로 수행

국내 최초의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가장 많은 정점에서 다양한 시료에 대한

대규모 해양환경 방사능 조사 연구

동해 서해 남해의 약 개 정점에서 해수 퇴적물 침강입자 해양생물

주요하천 및 대기시료중의 인공방사성 핵종 조사

우리나라 주변해역 인공방사성 핵종 종류별 농도 분포도 작성 해양으로 

유입되는 하천 및 대기물질 중의 농도파악 및 입력량 산정 해양유입 방사성

핵종의 기원 및 유입경로 파악

[ 우리나라 주변해역 인공방사성 핵종 농도분포도 및 해역별 평균 배경농도 ]

2012~2013년 : 수산생물 방사능 농축, 전이 연구 및 방사능 오염도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사성 물질의 수산물 농축 영향 및 오염사례 연구 의

세부과제로 수행

국내외 방사성물질의 해양내 이동 확산 모델 및 수산물 영향 분석 모델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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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방사능 감마핵종 농축 및 전이 연구

수입산 및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감마핵종 오염도 평가

[ 각 수산물별 Cs-137의 방사능 농도 ]

2012~ 진행중 : 환경충격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예측 시스템 개발 – I. 해양

방사능 충격

원내 기본사업으로 북태평양의 해양방사능 거동 및 해양생물로의 방사능 

축적 예측 시스템 개발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적용

해양 방사능 거동 모델 개발

해양생물로의 축적 및 피폭선량 산정 시스템 구축

방사능 오염현황 분석

2011.12~ 진행중 : 한․중 핵안전 모니터링 및 방사능 거동 예측시스템 개발 

협력연구

북서태평양 해역의 원전관련 정보 후쿠시마 사고 이전 및 이후의 해양방

사능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교환 돌발적인 방사능 유출사고시 신속 정확한 

방사능 해양거동 예측 모델링 기술 개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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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내외 해양환경 방사능 거동 및 해양생물 영향 예측 모델 개발 현황

1 국 내 현 황

한국원자력연구원

년부터 방사선 환경 방호 핵심기술개발 의 제 소과제로서 방사선 

사고시 주요환경내 확산영향 평가 기술 로서 기상청 기상모델과 연결된 

실시간 해양방사능 예측 모델 개발 중 정확도 높은 해양확산보다는 대기 

확산에 중점 및 초기 대응을 위한 정보 제공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됨  

해양생물 영향평가는 농축계수 방법에 근거한 예측 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년부터 환경충격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예측시스템 개발 해양방사능

충격 의 주요 내용으로서 실시간 예측보다는 정밀도 높은 해양순환 및 중

장기적 방사능 거동 시뮬레이션에 집중하여 개발 중 대기로부터의 낙진은 

현재 미고려

해양생물 영향평가에 역학적 기법에 근거한 예측 시스템 차 버전을 구축

하고 후쿠시마 사고에 적용 월 말 급 논문에 게재 확정

2 국 외 현 황

기 개발된 해양순환 모델 결합형 주요 해양 방사능 모델 요약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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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개발된 해양순환 모델 분리형 주요 해양 방사능 모델 요약 및 특성

국외 해양 생태계 영향 예측 및 선량 평가를 위한 모델 요약 및 특성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주요사업 환경충격에 따른 해양환경영향 예측

시스템 구축 해양방사능 충격 에서 북서태평양을 대상으로 한 

모델링 시스템을 차 구축 후쿠시마 사고에 적용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학술회의 주관 국제 모델 비교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해양방사능 거동 시뮬레이션 모델 및 특성

한국해양기술원은 우크라이나 와 공동으로 참여 중 비교 결과 보고서가

현재 주관기관인 일본 에서 작성 중이며 금년내 마무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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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내 해양환경 방사능 조사 ․ 연구의 문제점

해양환경에서의 방사성 물질 거동 특성 연구 부재

해양환경에서의 방사성물질 종류별 거동특성 연구 부재

해양에서 방사성물질은 그 종류별 화학적 특성에 따라 기원 유입량 유입

경로 해양에서의 이동 확산 침강 제거 및 생물로의 전이 농축 과정이 

서로 다르고 매우 복잡한 생지화학적 과정을 거침

[ 해양에서의 방사성물질의 거동특성 모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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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양환경에서의 방사능 연구는 전문적인 해양조사 인프라 및 해양

학적인 지식과 정보 해석의 바탕위에서 각 방사성물질별 거동특성을 이해

하고 수행되어야 함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해양환경 관리공단에서 수행중인 방사능 조사는

기관 임무 차원에서 한정된 해역에서 일부 인공방사성 핵종에 대한 단순 

배경농도 파악의 수준이고 거동특성 파악은 수행하고 있지 않음

방사성물질 해양유출 사고시 반드시 유출해역의 해양학적 특성과 방사성 

물질 종류별 해양내 거동특성이 파악되어야 정확한 영향예측이 가능함

※ 실제로 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우리나라 주변해역 영향 예측을 할 수 없었음

해양환경에서의 방사성물질 조사 인프라 부족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해양조사 인프라가 전무하여 해양환경 방사능 조사용 

시료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위탁수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보유한 조사선으로는 연안 조사만 가능하고 외양 

조사는 불가능함

※ 현재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북태평양의 방사성물질 조사는 국내에서는 해양

과기원의 선박만 가능함

우리 해역특성에 맞는 방사성 물질의 해양생물로의 전이 농축 과정 조사

연구 부재

해양으로 유출된 방사성물질의 해양생물로의 전이 농축과정은 방사성물질 

종류별 서식 생물종류 및 먹이사슬 단계에 따라 서로 다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해양생물 조사는 생물체내 방사성물질 농도 수준만 

파악하고 있고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는 생물에 대한 측정은 수행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우리나라 해역별 서식생물의 종류별로 생리, 생태학적 특성이 반영된 방사성

물질 종류별 해양생물 전이/농축과정 연구가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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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방사능 자료의 공개 발표 의 문제점

환경에서의 방사성물질 배경농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지구상에는 항상

자연 및 인공방사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이 없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 국가적 사회적 혼란이 가중됨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환경방사능 감시 사업의 주된 관심사는 환경기준치의 

초과 여부 판단이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진 방법에 의해 단시간 

측정값으로 내부규정으로 정해진 계측치에 미달되는 경우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있음

[ 후쿠시만 원전사고 발생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해양방사능 발표자료 ]

따라서 자연배경농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자료의 공개를 

통하여 방사성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교육이 필요함

※ 실제로 최근의 후쿠시만 원전 관련 방사능 오염수 및 수산물에 의한 국민 불안감, 

국가적 사회적 혼란은 모두 자연배경농도를 이해하지 못한 언론 및 비전문가들에 

의해 빚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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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방사능 거동 및 해양생물 영향 예측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및 광역화 필요

방사성물질 중에는 입자반응성이 큰 핵종들이 많기 때문에 해수중 부유입자

와 방사성물질간 상호작용이 포함된 첨단 모델링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국가간 를 넘어 영향을 주는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현재 개발 중인 지역

모델을 북태평양 해양방사능 및 해양생물 영향 모델링 시스템으로 확장 

구축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개선 필요 

후쿠시마 원전의 상황에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감은 물론 가상적인 유출사고

에 대한 반복실험을 통한 대응 훈련 필요

방사능 관련 조사 연구에 대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 영향 관련 연구는 특정기관에 편중되어 있고 타

기관은 원천적으로 진입 기회가 차단되어 있어 관련 분야의 연구발전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져있음

국내의 방사능 관련 연구는 모두 원자력 사업에 포함된다는 잘못된 인식 및

관례로 인하여 환경방사능의 거동 및 이해 연구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 

이외의 기관은 원천적으로 진입기회가 차단되어 있음

따라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수행중인 환경방사능 감시기능과 자연환경

해양환경 에서의 방사성물질의 거동 이동 확산 제거 등 및 먹이사슬을 

통한 해양생물로의 전이 농축 등의 해양환경에서의 기초적인 환경방사능 

연구를 구분하여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 시급함

해양과기원의 방사능 조사/연구의 문제점

해양과기원에는 국제적 수준의 해양환경 방사능 분석관련 조사 연구의 전

문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석장비 시설의 부족과 노후화 

및 관련사업의 부재로 인한 해양환경 방사능 연구 미비

현재 우리 해양과기원이 보유한 방사능 측정장비는 모두 년 이상 노후화

되었고 보유수 감마 대 알파 베타 대 도 절대적으로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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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양한 해양시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분석 및 결과 도출에 많은 시간

이 소요되어 국가적 사회적 요구에 신속 대응하기에는 불가능하였음

아울러 방사능 거동 모델링을 운용할 전담 인력 부재 및 컴퓨팅 자원 부족

으로 비상상황 발생이 적절한 대처 곤란

부족한 연구시설 예산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자들은 꾸준히 해양환경 

방사능관련 연구실적을 생산하고 있음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양과기원만이 후쿠시마 원전관련 급 논문

을 편 생산 년 현재 원자력연구원 편 해양과기원 편 게재 확정

※ 해양환경 방사능 연구/조사 분야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수행

하지 못하는 거동특성, 생물영향을 포함 영향예측 분야는 우리 해양과기원만이 

가장 전문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급히 관련 연구시설 확충, 

전담조직 설치를 통한 연구기능 및 역량을 정립하여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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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KIOST 역량강화 방안

4.1  해양환경방사능연구센터 설치(안)

설치목적

한반도 주변 원전 사고 및 방사능 물질의 해양유출 대비 해양내 거동특성

이동 확산 흡착 등 및 해양생물로의 전이 등 해양방사능 전반에 대한 

전문적 연구수행과 국가대응정책 지원

설치(안)

기반연구본부 산하 정규조직으로 해양환경방사능연구센터 설치

해양방사능 관련 전문인력이 기반연구본부에 대다수 소속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

본원에 공간 확보 등이 곤란하므로 인프라는 본원과 동해연구소에 분산 배치

주요 기능

해양환경방사능 종류별 해양내 모니터링 및 거동특성 파악

방사능 물질 이동경로 및 확산예측

방사능 관련 해수 퇴적물 및 해양생물영향분석 침강 제거 생물전이 농축 등

방사능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방사능 관련 환경재해 국가대응 전략 지원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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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인력 : 최소 14명 이상

방사성물질 분석 전문가 석사급 이상 명 이상

해양환경 방사능 거동 해석 전문가 박사급  명 이상

생물 농축 과정 전문가 박사급  명 이상

가속 질량분석기 운영 전문가 박사급 명

예측 모델링 박사급 명 기술원 석사급 명

인력 배속

해양방사능연구센터 배속인력 중 분원 등에 근무하여 배속이 곤란한 경우

에는 겸직발령으로 문제 해결

해양방사능연구센터의 중기 조직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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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업개발 및 인프라 구축(안)

1 사업수행 현황

주요사업 및 해양수산부 국제공동연구사업을 통하여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관련 연구사업을 년부터 백만원 규모로 수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용역사업으로 수산물 방사능 농축 전이 연구 및 방사능

오염도 평가 사업 기 수행 백만원

< 참 고 사 항 : 수행과제 현황 >

① 환경충격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예측시스템 개발(주요사업)

연구책임자 정경태 박사

연  구  비 백만원 백만원

총연구기간 

② 한중 핵안전모니터링 및 예측시스템개발 협력연구(한중공동연구사업)

연구책임자 정경태 박사

연구비 백만원 백만원

총연구기간 

③ 방사능 물질의 수산물 농축 영향 및 오염 사례연구(식품의약품안전처)

제 과제 수산물 방사능 농축 전이연구 및 방사능 오염도 평가

연구책임자 홍기훈 박사

연구비 백만원

총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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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방사능 물질 거동 연구 추진계획(안)

기술개발 목표

한반도 주변 원전 사고 및 방사성 물질의 해양유출 대비 해양내 거동특성

이동 확산 흡착 등 및 해양생물로의 전이 등 해양방사능 전반에 대한 

전문적 연구수행을 통한 해양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국가 해양환경방사

능 관리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방사성 물질의 해양유출 대비 이동 확산에 따른 방사성 물질 오염 경로 

예측으로 관리해역 안전해역의 지리적 정보 제공

방사성 물질의 해양유출 관련 주요 포획 수산물에 대한 해양생물 전이 파악

으로 안전한 수산물 확보 정보 제공

방사성 물질의 주요 양식 수산물에서의 생물 농축 및 배설에 대한 과학적 

자료 취득으로 양식 어종 이용 안전성 확보 자료 제공

방사성 물질의 해양내 거동 및 생물 축적에 따른 위해도 평가를 통한 대

국민 수산물 안전 섭취 정보 제공

기술개발 필요성

년 월 일본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사고로 해양으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로 인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 증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 관련 정확한 과학 정보 제공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해소

방사능 물질 해양 유출 대비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대응책 

마련 

과학적 조사 연구를 통해 국민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정책 자료 생산 필요

아국에 원자력시설은 많으나 해역 내에서의 방사성 핵종의 오염현황이 정확

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기준치 미만인지 아닌지에만 논의가 집중되어 국민

의 건전 여론 형성에 오히려 방해로 작용 



해양과학기술 전략개발 연구

80

해양 방사능 거동 및 해양생물 영향 예측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및 광

역화 필요

방사성물질 중에는 입자반응성이 큰 핵종들이 많기 때문에 해수중 부유입자

와 방사성물질간 상호작용이 포함된 첨단 모델링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국가간 를 넘어 영향을 주는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현재 개발 중인 지역

모델을 북태평양 해양방사능 및 해양생물 영향 모델링 시스템으로 확장 

구축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개선 필요 

후쿠시마 원전의 상황에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감은 물론 가상적인 유출사고

에 대한 반복실험을 통한 대응 훈련 필요

우리나라 해역별 서식생물의 종류별로 생리 생태학적 특성이 반영된 방사

성물질 종류별 해양생물 전이 농축과정 연구가 반드시 필요

우리 해역특성에 맞는 방사성 물질의 해양생물로의 전이 농축 과정 조사

연구 부재

해양으로 유출된 방사성물질의 해양생물로의 전이 농축과정은 방사성물질 

종류별 서식 생물종류 및 먹이사슬 단계에 따라 서로 다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해양생물 조사는 생물체내 방사성물질 농도 수준만 파악

하고 있고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는 생물에 대한 측정은 수행하고 있지 않음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시 방사능 오염물질의 거동을 초기 중기

장기적으로 구분하여 예측할 수 있는 대응 모델 개발 필요

사고 발생시 중장기적인 해양생물에의 축적 정도를 예측하여 국가차원의 

정책적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 방사성 오염물질 유출 확산 축적모델

개발 필요

기술개발 추진전략

국내 유관기관과의 연구 협조 체제 구축

국립수산과학원과의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한 어류 서식지 회유 산란 등의 

정보 취득으로 어종별 방사성 물질 축적 예측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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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정보를 활용하여 수산물의 방사능 

축적 지리 정보 구축에 활용

국제 협력을 통한 해양환경 방사성 연구 심화

국제원자력기구 해양환경연구소와 해양방사성 물질 분석 기술 및 위해성 

평가 분야 연구 협력 체계 구축

일본 기상연구소 국립환경연구소 수산연구소 등과의 전문가 초청 및 자료 교류

미국 캐나다 중국 등 해양환경 방사성 연구 그룹과의 공동 연구 수행

해양 방사성 오염물질 유출 확산 축적모델은 북서태평양 모델을 북태평양

으로 확장하고 해양먹이사슬모델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연구를 통하여 

전세계를 선도하는 모델 개발

세부과제별 연구내용

세부과제 해양 방사성 오염물질 거동 연구 이동 확산 순환 및 모델

개발

자료동화 기술을 접목한 광역순환 모델링 시스템 개발

입자추적기법 및 격자기법 국지 모델 개발

해양의 매질별 방사성 핵종별  방사능 분포 특성

권역별 방사능 핵종 및 오염물질 거동 모형 개발

세부과제 해양 방사성물질 기원 추적 연구

해양 방사성 물질 정밀 분석기술 개발

아국 해양 경계면에서의 방사성 오염물질 입력량 산정 연구

대기경로 해수면 유입 추적 연구

하천 경로 유입 방사능 추적 연구

지하수 경로 유입 방사능 추적 연구

세부과제 해양매체별 생물 입자 등 방사성 오염물질 축적과정 연구

해역별 입자 특성에 따른 부유물질 방사성 핵종 분배 계수 산정 연구

주요 수산 어종별 방사성 핵종 생물 축적 연구

해양방사능 해저 축적 거동 연구



해양과학기술 전략개발 연구

82

해양 생물 방사능 축적 및 영향 연구

주요 양식 수산물의 방사성 핵종 전이 및 배설 과정 연구

세부과제 해양 오염물질 유출 확산 축적모델 개발

역학적 기법에 기반한 해양생물 축적 및 피폭선량 예측모델 개발

해양 유출 방사성 물질의 해저 퇴적물 축적 및 분포 예측 모델 개발

세부과제 해양생태계 위해성평가 및 생물체 농축모델 개발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에 따른 방사성 핵종 전이 연구

주요 수산 어종별 방사성 핵종 생물학적 반감기 연구

주요 수산 어종별 방사성 핵종 생물체 농축 모델 개발

권역별 수산 자원의 방사성 핵종 분포 특성 모델 개발

권역별 해양생태계 위해성 평가 모델 개발

연구수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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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규모

연구기간 및 총 소요 연구비

구 분 내   용

총 연구기간 년 

총 연구비 억원 년 총 년간 억원 소요

연도별 평균소요인력 명

지원조건 출연 정액지원

연도별 소요 연구비 

구분
연구단계 연구비

합계1단계 2단계 3단계

연  차

세부과제1

세부과제2

세부과제3

세부과제4

세부과제5

합  계

4 인프라 구축(안)

방사능 측정 및 분석에 필수적인 알파 베타 감마선 분석기

및 가속질량분석기 등 연구장비 구입과 연구시설 신축 필요

연구장비 구입비 억원

가속질량분석기 탄소 벨릴륨 알루미늄 칼슘 요오드 클로라이드 등 

극 미량 방사성 핵종 측정 

알파핵종분석기 우라늄 플루토늄 토륨 납 폴로늄 아메리슘 등 알파

붕괴 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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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핵종분석기 스트론튬 토륨 납 비스무스 등 베타붕괴 핵종

감마핵종분석기 세슘 토륨 납 요오드 비스무스 베릴륨 등 감마붕괴 

핵종

플루토늄 동위원소 등 극미량 핵종의 농도 및 존재 비율 

측정

액체섬광계수기 삼중수소 등 베타붕괴 핵종

동위원소비 질량분석기 탄소 질소 등 안정동위원소 농도 및 존재

비율 측정

연구시설 신축비 억원

상세내역

구  분 내  역 금  액 비  고

장  비

가속질량분석기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측정시스템

알파핵종분석기 채널 대

베타핵종분석기 대

감마핵종분석기 대

액체섬광계수기 대

동위원소비 질량분석기

예측모델용 컴퓨팅 자원

기타 실험실 분석장비

소    계

건  물
해양환경방사능연구센터 신축

소계

총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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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결론 및 건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11. 3. 11)에 따른 해양에서의 방사능 오염으로 

수산물 안전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 방사성 

물질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수행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원자력안전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단순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여부만 분석하는 수준

그간 해양과기원은 구소련 동해 핵폐기물 투기해역 3국 공동조사시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하였고, 1999년부터 해양환경 방사능 감시기술개발, 수산생물 

방사능 농축, 전이연구 및 방사능 오염도 평가, 해양방사능 거동 모델 개발 

등을 수행하였으나 전담 조직, 인력, 인프라 및 예산 부족으로 동 분야에서 

국책기관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2013년 북태평양과학기구(PICES)내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북태평양 

방사능환경영향평가 위한 워킹그룹(WG30)이 발족됨

은 북태평양에서의 방사능 영향 평가와 관련된 현황 파악 및 

대처를 목표로 과학적인 활동을 요구하며

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약 년 이상의 국제적인 환경영향

평가 작업이 수행된 점에 비추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국제적 대응 

노력 또한 장기간의 과학적 활동을 필요로 함

※ 에는 해양과기원의 방사능 전문가 인 홍기훈 김석현

김영일 박사 이 위원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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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반도 주변 원전사고 및 방사능 물질의 해양유출 대비 해양내 거동

특성 및 해양생물로의 전이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수행을 위해

해양환경방사능연구센터 조직을 신설하고

알파 베타 감마선 분석기 및 가속질량분석기 등 연구장비 

구입과 연구시설 신축을 포함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국제적인 연구 공조를 위한 국가 및 주요사업비 

확보가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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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 해양방사능 관련 유관기관 사례조사

참고 1  해양방사능 관련 유관기관 사례조사

1 타기관 기능 및 조직

구  분 설립목적 및 기능 관련조직 설치유무 비  고

해양환경

관리공단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 해양오염 방제

해양환경 개선임

해양보존본부

해양생태팀 해양수질팀

해양정화팀 해상환경팀

환경협력팀

해양방제본부

예방안전팀 방제대응팀

방제자원팀

방사능 해양 관련 

별도의 연구기능 및 

관련 조직은 없는 

것으로 보임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핵물질 계량관리

수출입 통제 
해당 없음

방사능 해양 관련 

별도의 연구기능 및 

관련 조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을 

구축 운영하여 

전국토를 실시간 감시

유사시 현장파견 및 

방사능방호 기술 

지원을 위한 조직 설치

방사능 해양 관련 

별도의 연구기능 및 

관련 조직은 없는 

것으로 조사

한국원자력

연구원

원자료개발

원자력안전기술

응용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

해당 없음

주요사업으로 

원자력 방사선환경

방호사업 방제 기술 

개발 중심 을 추진 

중이며 수탁사업 중

관련 연구사업은 

보이지 않음

사업계획 및 예산 기준



해양과학기술 전략개발 연구

88

구  분 설립목적 및 기능 관련조직 설치유무 비  고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방사능폐기물 

방사선폐기물 

운반 저장 등 

관리기능

해당 없음

방사능 해양 관련 

별도의 연구기능 및 

관련 조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한전

원자력연료

중수로 경수로 

원자력연료의 

생산 공급

해당없음

기능 중 방사선 

오염물질 제염 감용 

등 처리가 있으나 

연구기능 및 관련 

조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수산과학원

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기술에 대한 

기능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친환경 

어업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관리 기술 

개발 등 수산분야에 

한정된 기능을 수행

직제상 환경진단

환경평가 환경예측

유해생물 기후변화

해역이용영향검토 

기능을 수행을 위한 

조직 설치

※ 현재 해양방사능 기능 수행

년부터 격월 간격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동 서 남해와 동중국해의 

개 지점에서 해수를 채취한 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해수에 함유

된 방사능을 측정

주요 측정항목 방사능요오드 방사능 세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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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수산부 등 해양방사능 관련 기능 수행 현황

해 양 수 산 부

해양환경관련 사항

주무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담    당 임송학 과장 김해기 사무관 권희영 주무관

현    재 년부터 약 억원의 예산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지원하여 

방사능 측정장비를 도입중에 있음 

수산관련 사항

주무부서 수산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담    당 신현석 과장 서승진 사무관 오정금 주무관

현    재 새로운 업무 시작단계임 수산물 전체에 대한 방사능 오염보다는

양식수산물 오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선박안전관련 사항

주무부서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담    당 황의선 과장 도명환 사무관 전태영 주무관

현    재 향후 원전사고 일정 해역내 혹은 방사능 오염도 일정이상 해역은 

발라스트워터 취수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에 제시

하고자 관련 전문가회의를 진행 중임

B H 기 능

주무부서 경제수석실 해양수산비서관

담    당 김영석 비서관 송상근 행정관 양동엽 행정관 수산 환경 등

현    재 해양방사능 관련 진행사항 점검 및 향후 정책적인 방향설정이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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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사능연구센터 설치 추진

설치목적 한반도 주변 원전 사고 및 방사능 물질의 해양유출 대비 해양

내 거동특성 이동 확산 흡착 등 및 해양생물로의 전이 등 해양

방사능 전반에 대한 전문적 연구수행과 국가대응정책 지원

주요기능

해양환경방사능 종류별 해양내 모니터링 및 거동특성 파악

방사능 물질 이동경로 및 확산예측

방사능 관련 해수 퇴적물 및 해양생물영향분석 침강 제거 생물전이 농축 등

방사능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방사능 관련 환경재해 국가대응 전략 지원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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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해양방사능 관련 유관기관 세부 현황

1 해양환경관리공단

주무부처 : 해양수산부

설립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주요 기능

해양환경의 보전 관리 

오염물질의 수거 처리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 운영 및 수탁관리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 예인 

해양환경 관련 시험 조사 연구 설계 개발 및 공사감리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 설치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 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용역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경영목표

해양오염 대응체계 선진화 

해양생태계보전 관리 강화 

해양환경 조사 측정기능 및 품질관리 체계 확대 

해양폐기물 및 오염물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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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해양환경 보전 관리 해양생태계 조사관찰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운영 해양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 개선 항문부유물 및 폐유 수거 해양폐기술 정화 오염폐기물 

정화 복원

해양오염방제 선진방제체제 구축 및 전문성 강화 효율적인 방제선 기자제

운영

관련 조직

해양보존본부 해양생태팀 해양수질팀 해양정화팀 해상환경팀 해양쓰레기

환경협력팀

해양방제본부 예방안전팀 방제대응팀 방제자원팀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주요기능은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 해양오염 방제, 

해양환경 개선임

 ☞ 방사능(해양) 관련 별도의 연구기능 및 관련 조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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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주무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6조

주요 기능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심사 및 검사 

전면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 이행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 및 관련기술의 수출입 통제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심사 및 검사 

원자력통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원자력통제 관련 국제협력 지원 

원자력통제 관련 교육 등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핵물질 계량관리, 수출입 통제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음

 ☞ 방사능(해양) 관련 별도의 연구기능 및 관련 조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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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무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근거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주요 기능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심사 및 검사 핵주기시설 및 

연구로 등에 대한 심사 및 검사

방사선 안전규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인 방사성 

폐기물 폐기시설 등의 심사 및 검사

방사선 비상대응 방사선 사고 테러 대응 및 방재 전국토 및 원전주변 환경

방사능 감시 주변국 핵실험 및 원자력사고 탐지

원자력안전규제 연구개발 안전규제 기준 및 기술개발 안전규제 정책 및 

제도 개발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및 국민신뢰증진 규제기술 협력 및 기술개발 안전문화

확산과 대국민 이해제고 활동

기 타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를 구축 

운영중임 전국에 간이방사능 측정소 개소를 운영하여 실시간 전국토의 

환경방사능을 감시하여 실시간 공개 중임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을 구축 ‧ 운영하여 

실시간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음

 ☞ 방사능(해양) 관련 별도의 연구기능 및 관련 조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며, 유사시 현장파견을 통해 방사능방호기술 지원을 위한 

조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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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 중앙방사능방재 대응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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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무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설립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주요 기능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및 원자력이용 신에너지기술 연구개발 

원자력 종합안전성 연구 및 원자력 재료 환경 안전성 연구개발 

방사선응용과학 연구개발 의학 농업 공업 식품 생명과학

원자력 기초기반기술 연구 가속기 양자광학 연구로 이용기술

원자력관련 대형연구시설 구축 및 운영 

원자력정책연구 및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료개발, 원자력안전기술, 응용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

 ☞ 주요사업으로 원자력 ‧ 방사선환경방호사업(방제 기술개발 중심)을 

추진중이며 수탁사업 중 관련 연구사업은 보이지 않음(2012 사업

계획 및 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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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설립근거 : 방사능폐기물관리법 제18조

주요 기능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저장 처리 및 처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분석 및 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호협력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조사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 관리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서 명칭이 변경

되었으며 주요기능은 방사선폐기물 운반/저장 등 관리기능을 수행

 ☞ 방사능(해양) 관련 별도의 연구기능 및 관련 조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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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설립근거 : 상법 제317조

주요 기능

원자력연료의 설계 제조 가공 

비연료 노심구성품의 설계 제조 

원자력연료 엔지니어링 서비스 

원자력연료 자원개발 

방사성 오염물질 제염 감용 등 처리 

증기발생기 전열관 설계 제조 

상기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는 중수로/경수로 원자력연료의 생산/공급이 

핵심기능임

 ☞ 주요 기능 중 방사선 오염물질 제염 ‧ 감용 등 처리가 있으나 관련 

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연구기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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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립수산과학원

주무부처 : 해양수산부

설립근거 : 정부조직법

주요 기능

수산자원의 관리 조성 및 공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기술 연구

유용 수산생물의 증양식 및 생명공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수산물의 위생안전 및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

수산식물에 관한 품종심사 및 관리

수산기술 지도 및 보급사업 지원

◇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기술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친환경 어업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관리 기술 개발 등 수산분야에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직제상 환경진단, 환경평가, 환경예측, 유해생물, 기후변화, 해역이용

영향검토 기능을 수행을 위한 조직을 두고 있음





Part Ⅲ. KIOST 위상분석 및 

발전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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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개요 및 분석결과 요약

KIOST는 2012. 7. 1일 재출범하면서‘해양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를 비전

으로 설정

는 글로벌 대양연구 선도기관으로서 산 학 연 연구협력 플랫폼

창의적 해양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담당

또한 해양정책지원과 국제협력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선도적 해양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해양과학기술을 매개로 한 신산업 창출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인‘창조

경제 육성’과 부합하는 해양수산부 R&D의 기본기능

위상분석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전략 구축

우주 원자력 국방과 함께 해양과학 분야를 우리나라 거대과학분야의 한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중장기적 목표 

설정 필요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는 해양연구기관과의 정량 ․ 정성적 

비교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KIOST의 위상을 파악하고, 세계 톱 클래스로 

진입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연구인력 및 연구비 개국 개 기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 의 해양과학기술 투입요소 비교 분석

논문성과 개국 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로서의 논문 비교 분석 

특허성과 개국 개 기관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 을 대상으로 특허 비교 분석

인프라 분석 개국 개 기관에 대한 연구선 잠수정 등 비교 분석

교육기능 기관별 교육기능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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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론 : 표준점수(Z-score)의 활용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위상을 선진 해양연구기관과 비교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진 지표들의 상호 비교를 위해서는 공통된 척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측정값을 상대적 크기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표준

점수 활용

표준점수 측정법

 표준점수  측정값 평균값 표준편차

위상분석을 위해 개 범주 개 지표 활용

지표 범주별 가중치는 가정하지 않으며 각 지표별 를 평가지표 범주별

로 산술평균하여 지수화 한 후 위상을 비교대상 기관들과 비교

특허성과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성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지표

로 활용

교육은 정량화가 불가능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표 1. 평가지표 요약 ]

범주 평가지표

연구인력(1) 연구자 수

연구비(1) 연구개발비

논문성과(9)

최근 년간 년 논문수 최근 년간 년 논문 평균증가율
연구자 인당 논문수 년 기준 연구개발비 억원당 논문수 년 기준
논문 피인용지수 최근 년 평균 투고학술지 영향력지수 최근 

년 평균 상위 학술지 논문 비율 상위 학술지 논문비율 국제
공동논문 작성 평균 국가수

특허성과(3)* 연평균 특허 수 연구자 인당 특허 수 연구개발비 억원 당 특허 수

연구인프라(2)
기관보유 연구선 보유 총 톤수 기준 유인잠수정 보유 척수 무인잠수정 

보유 척수

교육** 기관별 교육기능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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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평가지표별 KIOST 위상 분석 요약

[ 표 2. 평가지표별 KIOST 위상(요약) ]

범주 평가지표 측정값 순위

연구인력 연구자 수 명 위

연구비 연구개발비 억원 위

논문성과

최근 년간 년 논문수 편 위

최근 년간 년 논문 평균증가율 위

연구자 인당 논문수 년 기준 편 위

연구개발비 억원당 논문수 년 기준 편 위

논문 피인용지수 최근 년 평균 점 위

투고학술지 영향력지수 최근 년 평균 점 위

상위 학술지 논문 비율 위

상위 학술지 논문비율 위

국제공동논문 작성 평균 국가수 개국 위

특허성과*

연평균 특허 수 건 위

연구자 인당 특허 수 건 위

연구개발비 억원 당 특허 수 건 위

연구

인프라

기관보유 연구선 보유 총 톤수 기준 톤 위

유인잠수정 보유 척수 척

무인잠수정 보유 척수 척 위

교육** 기관별 교육기능 현황 분석

연구 인력은 비교대상 개 기관 가운데 위로 최하위 수준

연구개발비는 비교대상 개 기관 가운데 위로 중상위 수준

논문 성과는 지표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중하위 수준

특허성과는 비교대상 개 기관 가운데 최상위 수준

연구 인프라는 비교대상 개 기관 가운데 중간 수준

대부분의 해외연구기관들은 자체적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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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KIOST의 위상 분석

[ 표 3. 평가지표별 KIOST 위상 ]

기관명

(국가)

연구자수 

지수

연구개발

비 지수

논문성과

지수

특허성과

지수

연구인프라

지수

지수

종합
순위

JAMSTEC

(일본)
위

IFREMER

(프랑스)
위

WHOI

(미국)
위

SIO

(미국)
위

NOC

(영국)
위

KIOST

(한국)
위

GEOMAR

(독일)
위

BIO

(캐나다)
위

IOCAS

(중국)
위

NFRDI

(한국)
위

는 비교대상 개 선진기관 가운데 위 수준

가 세계 대 해양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쟁기관은  

차적으로 영국의 그리고 차적으로는 미국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평가지표에 대한 고른 성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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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상대 분석

[ 그림 1. 경쟁상대 기관 분석 ]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의 경쟁상대 기관들을 분석해 보면 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고른 성장이 필요

논문 성과에 있어서 경쟁상대인 영국의 미국의 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향후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 생산 측면에 집중노력 필요

연구인프라의 경우 대상국과 유사한 수준이나 최고기관인 을 

추격하기 위해 연구인프라의 지속 확충 필요

우수연구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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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논문 분석

2.1  분석방법

조사대상 : 8개국 10개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함

[ 표 4. 기관별 일반현황 ]

기 관 명 소속국가 연구자수* 연구개발비*

WHOI (우즈홀 해양연구소) 미  국 명 억원

SIO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미  국 명 억원

BIO (베드포드 해양연구소) 캐나다 명 억원

NOC (국립해양연구센터) 영  국 명 억원

GEOMAR (해양과학연구소) 독  일 명 억원

IFREMER (해양개발연구소) 프랑스 명 억원

JAMSTEC (해양연구개발기구) 일  본 명 억원

IOCAS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 중  국 명 억원

KIO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  국 명 억원

NFRDI (국립수산과학원) 한  국 명 억원

자료수집

수집대상 의 논문수 및 피인용 정보 

수집기간 년 년 개년

검색필드 기관명 주소 변경된 기관명 변경시

검색키워드 과거 기관명 과 현재 기관명 약칭 으로 기관명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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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연구생산성 측정

기관별 논문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구생산성을 측정

전체 논문 게재건수

논문의 전년대비 증감률

연구자 인당 게재 논문 수

연구개발비 억원 당 게재 논문 수

연구의 질적 수준 평가

논문 피인용지수 기관별 발표논문의 

평균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각 논문의 피인용의 합을 전체 논문수

로 나눈 것

투고학술지의 평균 영향력지수 이하 

을 기준으로 의 필드

를 대조하여 수집

투고학술지의 분야별 상위 및 상위 논문수

국가 간 연구협력 현황 분석

논문별 공저자의 소속 국가 정보를 추출하여 국가간 협력현황을 도출

기관별로 연구협력국가수에 따른 논문수와 비율을 비교하고 평균 연구 

협력 국가수 산출

기관별 국가 간 연구협력현황을 도식화 의 

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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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표별 평가결과

1 논문생산 현황

논문생산 현황

연도

기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누적합계

(순위)

CAGR

(순위)

WHOI 위 위

SIO 위 위

BIO 위 위

NOC 위 위

GEOMAR 위 위

IFREMER 위 위

JAMSTEC 위 위

IOCAS 위 위

KIOST 위 위

NFRDI 위 위

[ 표 5. 기관별 최근 5개년 논문생산 현황 ]

기관의 총 논문수 및 연도별 평균 증가율은 기관의 장기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난 년간 생산된 누적 논문수는 가 편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순으로 나타남

논문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가 로 가장 높고

등의 순인 것으로 분석됨

과거 년간 총 논문수 면에서 는 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연도별 평균 증가율은 개 기관 중 위로 향후 발전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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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및 연구개발비 대비 논문생산성

구   분
연구자 1인당 연구개발비 10억원 당

논문수(편) 순위 논문수(편) 순위

WHOI 위 위

SIO 위 위

BIO 위 위

NOC 위 위

GEOMAR 위 위

IFREMER 위 위

JAMSTEC 위 위

IOCAS 위 위

KIOST 위 위

NFRDI 위 위

[ 표 6. 연구자수 및 예산 대비 논문생산성 비교 (2012년 기준) ]

연구자 인당 논문 수는 가 가장 많고 위

순으로 나타남

연구개발비 억원 당 논문수는 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순으

로 나타남

다만 중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물가와 연구직인건비 등이 낮아 상대적으

로 적은 비용으로 연구개발활동이 가능

는 인당 논문 수는 평균 이상이며 억원당 논문 수는 평균이하임

[ 그림 2. 연구자 1인당 논문수 ] [ 그림 3. 연구개발비 10억원 당 논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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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의 질적 수준 평가

논문 피인용지수(CPP)

연도

기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5년 평균

(2008~2012)

WHOI 위

SIO 위

BIO 위

NOC 위

GEOMAR 위

IFREMER 위

JAMSTEC 위

IOCAS 위

KIOST 위

NFRDI 위

[ 표 7. 기관별 평균 논문 피인용지수(CPP) ]

피인용 지수는 논문의 질적 우수성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

논문은 발행이후 시간경과에 따라 인용횟수가 누적되므로 과거 발생된 

논문의 피인용 횟수가 최근 발행 논문에 비해 많음

최근 년간 논문 피인용지수 를 종합하면 이 가장 높고 다음으

로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음

영미권 기관들은 해양을 대상으로 논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많은 피인용이 이루어지나 아시아권 기관들은 지역해양 위주의 

논문이 작성되어 상대적으로 피인용 횟수가 낮은 특성이 있음

대체로 북미권과 유럽권의 연구기관에서 발표되는 논문 피인용지수 가

높은 가운데 아시아권에서는 이 으로 가장 높았음

는 피인용지수 측면에서 분석대상 개 기관 중 위로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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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학술지 영향력지수(IF) 분석

연도

기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CAGR

5년 평균

(2008~2012)

WHOI 위 위

SIO 위 위

BIO 위 위

NOC 위 위

GEOMAR 위 위

IFREMER 위 위

JAMSTEC 위 위

IOCAS 위 위

KIOST 위 위

NFRDI 위 위

[ 표 8. 기관별 투고학술지의 평균 영향력지수(IF) 추이 ]

투고학술지 영향력지수 는 연구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영향력을 측정

하는 지수로 게재학술지의 인용도 지수를 의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피인용 횟수를 계산하여 산출된 수치를 이용해 

학술지를 평가하는 양적지표로 활용됨

투고학술지 영향력지수 의 연도별 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등의 순으로 평균 가 상승하는 추세

년 평균 를 기관간 비교해 보면 가 가장 높고

등의 순임

는 단순 연평균 증가율 면에서는 분석대상 기관 중 위로 상위

에 해당하나 년 평균 수준에서는 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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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학술지 영향력지수(IF) 상위 1%, 10% 논문 수

연도

기관명

전체

논문수(편)

상위 1% 학술지 상위 10% 학술지

논문수(편) 비율(%) 논문수(편) 비율(%)

WHOI 위 위

SIO 위 위

BIO 위 위

NOC 위 위

GEOMAR 위 위

IFREMER 위 위

JAMSTEC 위 위

IOCAS 위 위

KIOST 위 위

NFRDI 위 위

[ 표 9. 투고학술지 영향력지수(IF) 상위 1%, 10% 논문수 ]

투고학술지 영향력지수 가 상위 인 논문수는 가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순임

상위 인 논문수는 가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등의 순임

는 상위 학술지 비중은 로 보다 높은 위 

수준이며 상위 학술지 비중은 로 다음인 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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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협력현황 분석

구분
연구협력국가수

평균
표준

편차자국내 2개국 3개국 4개국 5개국 이상 계

WHOI
논문수

위
비율

SIO
논문수

위
비율

BIO
논문수

위
비율

NOC
논문수

위
비율

GEOMAR
논문수

위
비율

IFERMER
논문수

위
비율

JAMSTEC
논문수

위
비율

IOCAS
논문수

위
비율

KIOST
논문수

위
비율

NFRDI
논문수

위
비율

[ 표 10. 기관별 국가간 연구협력국가수 비교 ]

자국내 연구비율은 가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등의 순으로 높았음

아시아권 기관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어서 자국내 연구협력 비율이 높으나

유럽권 연구기관들의 경우 대체로 개방적

개국 이상의 국적을 가진 공저자가 집필한 논문수의 비율은 와 

가 각각 로 상대적으로 높고 와 가 각각 

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의 평균 연구협력국가 수는 로 분석대상 기관 가운데 위 수준

의 경우 공저자가 개국 이상인 경우가 편 존재하여 평균 연구

협력 국가수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의 경우 개국 이상 공저자가 

수행한 논문이 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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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기관별 주요 연구협력국가

순위
WHOI(미국) SIO(미국) BIO(캐나다) NOC(영국) GEOMAR(독일)

국가명 논문수 국가명 논문수 국가명 논문수 국가명 논문수 국가명 논문수
1 USA 2,569 USA 2,871 Canada 563 UK 2,410 Germany 1,485
2 UK 282 UK 246 USA 150 USA 563 USA 297

3 Canada 200 France 185 UK 63 Germany 327 UK 262

4 France 194 Germany 178 China 42 France 294 France 144
5 Germany 175 Australia 156 Germany 28 Spain 186 Switzerland 92
6 Australia 141 Canada 153 Norway 28 Canada 151 Canada 90
7 China 119 Japan 112 France 25 Australia 134 Russia 81
8 Japan 115 Mexico 94 Australia 18 Netherlands 116 Norway 80
9 Spain 71 Spain 79 Spain 15 Italy 116 Netherlands 72
10 Switzerland 57 Italy 77 Italy 12 Norway 102 Sweden 67
11 Sweden 57 China 70 Netherlands 11 Japan 94 Spain 62
12 Denmark 54 Netherlands 63 Japan 10 Portugal 75 Australia 53
13 Netherlands 54 Switzerland 59 South Africa 10 Belgium 70 New Zealand 50
14 New Zealand 46 Norway 58 Sweden 10 New Zealand 59 Belgium 48
15 Italy 46 Sweden 52 Denmark 9 China 58 Italy 45
16 Norway 45 South Korea 50 Greece 8 Ireland 54 Denmark 43
17 Taiwan 34 New Zealand 42 New Zealand 8 Denmark 51 Japan 41
18 Russia 34 Panama 41 Iceland 6 Sweden 50 China 36
19 Belgium 34 Taiwan 37 Taiwan 5 South Africa 48 Portugal 28
20 Portugal 30 Denmark 37 Ireland 5 Russia 48 Chile 26

[ 표 11. 연구기관별 상위 20개 연구협력국가 ]

는 영국과 공동연구 수행비율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으로 인접한 캐나다와의 연구비율이 로 높고 아시아권에서는 중국과 

일본과의 연구가 상위 개국 이내에 위치하고 있음

는 영국과의 공동연구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순으로 나타남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의 공동연구비율이 높았음

는 인접한 미국과의 공동연구 비율이 로 압도적으로 높고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비율이 높음

는 미국과의 공동연구비율이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럽권 국가

인 독일 프랑스 스페인과의 연구비율이 높음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중국

대만과의 협력비율이 높음

는 미국과 영국과의 공동비율이 각각 로 대체로 높고

아시아 국가와의 연구협력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Part KIOST 위상분석 및 발전전략(안)

117

순위
IFERMER(프랑스) JAMSTEC(일본) IOCAS(중국) KIOST(한국) NFRDI(한국)

국가명 논문수 국가명 논문수 국가명 논문수 국가명 논문수 국가명 논문수

1 France 2,364 Japan 2,143 China 1,523 South Korea 1297 South Korea 444

2 USA 254 USA 506 USA 123 USA 246 USA 55

3 UK 211 UK 148 Germany 31 Japan 102 Japan 53

4 Spain 190 France 139 Canada 26 China 77 China 22

5 Germany 138 Germany 127 France 23 France 31 France 9

6 Italy 128 China 114 Japan 22 UK 24 UK 8

7 Norway 107 Australia 77 South Korea 20 Germany 21 Philippines 8

8 Canada 99 Canada 60 Australia 17 Canada 21 Canada 7

9 Portugal 94 South Korea 46 India 14 Australia 20 India 7

10 Netherlands 84 Taiwan 46 UK 13 Russia 18 Brazil 6

11 Australia 72 Switzerland 38 Taiwan 12 Italy 14 Australia 6

12 Belgium 63 Spain 36 Russia 8 Taiwan 12 Spain 5

13 Fr Polynesia 51 India 34 Netherlands 4 Denmark 12 Italy 5

14 New Caledonia 45 Italy 33 Denmark 4 Spain 10 Taiwan 5

15 Russia 44 Russia 32 Ireland 3 Sweden 9 Switzerland 4

16 Mexico 43 Netherlands 31 Austria 3 Norway 9 Belgium 4

17 Greece 42 Indonesia 26 South Africa 3 Belgium 7 Thailand 4

18 South Africa 41 New Zealand 23 Egypt 3 India 6 Bangladesh 4

19 Denmark 40 Denmark 18 Sweden 3 New Zealand 4 Argentina 3

20 Ireland 34 Norway 16 Singapore 2 Netherlands 4 Russia 3

[ 표 12. 연구기관별 상위20개 연구협력국가 ]

는 미국과의 공동연구비율이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영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대체로 유럽권과의 연구비율이 높음 

은 미국과의 공동연구비율이 로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호주 순으로 나타났음 한국과의 공동연구비율은 

로 상대적으로 미미함

은 미국과의 공동연구비율이 로 상대적으로 높고 기타 국가와

의 공동연구비율이 에 미치지 못하여 연구협력 측면에서 가장 폐쇄적

인 것으로 나타남

는 미국과의 공동연구비율이 로 압도적으로 높고 인접한 일본

과 중국과의 연구비율이 로 대체로 높았음

는 미국과의 공동연구비율이 로 가장 높고 이외에도 일본

과 중국 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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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국가간 연구협력망

WHOI(미국)

 

SIO(미국)

BIO(캐나다)

 

NOC(영국)

IFERMER(프랑스)

 

JAMSTEC(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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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MAR(독일)

 

IOCAS(중국)

KIOST(한국)

 

NFRDI(한국)

[ 그림 4. 기관별 국가간 연구협력망 ]



해양과학기술 전략개발 연구

120

2.3  표준점수를 활용한 분석결과

[ 표 13. 표준점수를 활용한 논문성과 분석 결과 ]

최근 5년간 

논문수

최근 5년간 

논문 

평균증가율

연구자 1인당 

논문수(2012)

연구개발비 

10억원당 

논문수(2012)

논문 

피인용지수 

(CPP)

WHOI

SIO

BIO

NOC

GEOMAR

IFREMER

JAMSTEC

IOCAS

KIOST

NFRDI

투고학술지 

영향력지수(IF)

상위 1% 

논문비율

상위10%논문

비율

국제공동논문 

작성 평균 

국가수

전체 종합

WHOI 위

SIO 위

BIO 위

NOC 위

GEOMAR 위

IFREMER 위

JAMSTEC 위

IOCAS 위

KIOST 위

NFRDI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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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특허 분석

3.1  분석방법

조사대상 : 5개국 6개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함

기 관 명 소속국가 연구자수* 연구개발비*

WHOI 우즈홀 해양연구소 미  국 명 억원

IOCAS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 중  국 명 억원

IFREMER 해양개발연구소 프랑스 명 억원

JAMSTEC 해양연구개발기구 일  본 명 억원

KIO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  국 명 억원

NFRDI 국립수산과학원 한  국 명 억원

자료수집

수집대상 및 각국 특허청 의 공개 등록 특허 출원일자 기준

수집기간 년 년 개년

검색키워드 과거 기관명 과 현재 기관명 약칭 으로 기관명을 통제

자료분석방법

특허 생산성

기관별 특허 출원 현황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특허생산성을 측정함

보유특허수 누적

연간 특허 출원 등록 건수

연구자 인당 연간 특허 출원 등록 건수

연구개발비 억원 당 특허 출원 등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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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표별 평가결과

특허생산 현황

[ 표 14. 기관별 최근 5개년 특허생산 현황 ]

기관명
보유특허수

(2012년 현재)

특허출원건수
총출원건수

(`08~`12년)

연평균

출원건수
2008 2009 2010 2011 2012

WHOI 위 위

IOCAS 위 위

IFREMER 위 위

JAMSTEC 위 위

KIOST 위 위

NFRDI 위 위

년 현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수는 가 건으로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고 등의 순임

지난 년간 생산한 누적 특허출원 건수는 가 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순임

연평균 특허출원건수는 가 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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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및 연구개발비 대비 특허생산성

구   분
연구자 1인당 연구개발비 10억원 당

특허수(건) 순위 특허수(건) 순위

WHOI

IOCAS

IFREMER

JAMSTEC

KIOST

NFRDI

[ 표 15. 연구자수 및 예산 대비 특허생산성 비교 (2011년 기준) ]

연구자 인당 연간 특허출원 건수는 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순으로 나타남

연구개발비 억원 당 연간 특허출원 건수는 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순으로 나타남

다만 중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물가와 연구직인건비 등이 낮아 상대적으

로 적은 비용으로 연구개발활동이 가능

는 연구자 인당 특허 수 지표에서 분석대상 기관 가운데 위이며

연구개발비 억원 당 특허 수는 위로 특허성과 측면에서는 기관들 중에서

최상위의 성과를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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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표준점수를 활용한 분석결과

[ 표 16. 표준점수를 활용한 특허성과 분석 결과 ]

연평균특허수 연구자1인당특허수
연구개발비 10억당 

특허수
전체종합

WHOI 위

SIO

BIO

NOC

GEOMAR

IFREMER 위

JAMSTEC 위

IOCAS 위

KIOST 위

NFRDI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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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연구 인프라 분석

4.1  연 구 선

보유 

연구선 수

1,000 

톤급 

미만

1,000~

2,000 

톤급

2,000~

3,000 

톤급

3,000~

4,000 

톤급

4,000~

5,000 

톤급

5,000 

톤급 

이상

총

톤수

WHOI 위

SIO 위

BIO 위

NOC 위

GEOMAR 위

IFREMER 위

JAMSTEC 위

IOCAS 위

KIOST 위

NFRDI 위

[ 표 17. 기관별 연구선 보유 현황 ]

기관별 연구선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총 보유연구선 수에서는 과

가 각각 척으로 가장 많으나 보유 연구선의 총 톤수에서 

이 총 톤으로 위에 해당 위 위 등의 순임

향후 건조될 톤급 연구선을 포함하면 가 위에 해당함

은 보유 연구선 수는 물론 총 톤수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 압도

적인 연구선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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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유 ․ 무인 잠수정

총 

보유척수

1,000m 

급 미만

1,000~

2,000m 

급

2,000~

3,000m 

급

3,000~

4,000m 

급

4,000~

5,000m 

급

5,000m 

급 이상

WHOI 위

SIO

BIO

NOC

GEOMAR

IFREMER 위

JAMSTEC 위

IOCAS

KIOST

NFRDI

[ 표 18. 기관별 유인 잠수정 보유 현황 ]

기관별로 유인잠수정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총 개 기관

는 최대잠항수심 탑승인원 명 와 

최대잠항수심 탑승인원 명 보유

는 최대잠항수심 탑승인원 명 보유

은 신카이 최대잠항수심 탑승인원 명 보유

는 유인잠수정 미보유



 Part KIOST 위상분석 및 발전전략(안)

127

총 

보유척수

1,000m 

급 미만

1,000~

2,000m 

급

2,000~

3,000m 

급

3,000~

4,000m 

급

4,000~

5,000m 

급

5,000m 

급 이상

WHOI 위

SIO

BIO

NOC 위

GEOMAR 위

IFREMER 위

JAMSTEC 위

IOCAS

KIOST 위

NFRDI

[ 표 19. 기관별 무인 잠수정 보유 현황 ]

기관별로 무인잠수정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총 개 기관

은 하이퍼돌핀 최대잠항수심 카이코 최대잠항수심

카이코 최대잠항수심 보유

는 최대잠항수심 최대잠항수심 

보유

는 최대잠항수심 최대잠항수심 보유

는 최대잠항수심 최대잠항수심 

보유

는 최대잠항수심 보유

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개발된 급 원격무인잠수정 해미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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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표준점수를 활용한 연구인프라 분석 결과

[ 표 20. 표준점수를 활용한 연구인프라 분석 결과 ]

기관보유 연구선

(총 톤수)

보유 

유인잠수정 수

보유 

무인잠수정 수
전체종합

WHOI 위

SIO 위

BIO 위

NOC 위

GEOMAR 위

IFREMER 위

JAMSTEC 위

IOCAS 위

KIOST 위

NFRDI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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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교육기능 현황

기관명

(국가)
교육기능 현황

JAMSTEC

(일본)
대학과는 공동연구 연계대학원제도를 활용을 통한 연구자 육성에 초점

IFREMER

(프랑스)

해양연구유럽연구소 
실험실 을 통해 해양 및 연안과학에서 석사 프로그램 부문에 다학제적
으로 수업을 지도하며 해양과학 부분에서 박사학위를 위한 실
험실로서도 그 역할을 수행

WHOI

(미국)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석 박사학위 교육기관 임무 수행
이외에도 자체 대학원 학위수여 프로그램 연수연구원 프로그램 여름특
별연구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SIO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소속으로 부설기관 대학원생 약 명
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연구와 교육기능을 동시에 수행 교수 명
보유

NOC

(영국)

는 사우스햄튼대학과 자연환경위원회 간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약 명의 학생을 보유 연구와 교육을 동시에 수행

KIOST

(한국)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개 전공에서 명이 전임 및 겸임교원
으로 활동 석 박사 재학생은 명 규모

년부터 한국해양대학교 간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을 
설립하여 공동 운영 매년 석 박사과정 명 모집

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체 학위수여 기능은 부재

GEOMAR

(독일)

킬 대학과 합병을 통해 설립된 연구소로서 킬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기능 보유

BIO

(캐나다)

학위과정과 연계된 별도의 교육기능은 없으나 유관 대학과의 공동연구
를 활발히 추진

IOCAS

(중국)

중국 국무원 학위위원회가 비준한 해양과학 급 학과 및 박사학위 수
여권한 기관으로서 박사학위 수여분야는 개 석사학위 수여분야는 
개임 박사지도교수 명 보유

NFRDI

(한국)
학위과정과 연계된 별도의 교육기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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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KIOST 발전전략(안)

5.1  비전 및 목표

비전 :“해양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

KIOST 2020 발전목표

글로벌 대양연구 선도기관

산 학 연 협력의 플랫폼

창의적 해양인재 양성기관

[ 그림 5. KIOST 비전 및 발전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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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 구 전 략

기초 원천기술 개발부터 실용화까지 연구과정의 전주기를 시스템화 할 수

있는 플러스형 연구전략 추진

더 넓게 해양경제영토 확장 극지 대양연계 프로그램 수행

더 깊게 심해연구 확대

더 안전하게 융 복합기술 기반 실시간 관측 및 예측정보 서비스

더 풍요롭게 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등 해양신산업육성

<그림 6>  KIOST의 +(플러스형) 연구개발전략

대 연구영역 및 대 중점연구분야

연구영역 중점연구분야

해양기초과학연구영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기술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기술
극지해역 환경 및 자원 연구

해양응용 및 실용화 연구영역

첨단 해양운송체 및 해양안전기술
해양플랜트 및 장비 시스템 기술
해양공간자원 이용 기술
해양광물자원 이용 기술
해양생물자원 이용 기술

현안문제 해결연구 영역

해양 극지 정책 및 제도 연구
연안재해 재난 대응 기술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
해양위성 및 해양방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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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중장기 조직설계(안)

기본방향

연구중심의 연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함은 물론 조직의 성격과 형태에

따른 본부직할기관 부설기관 특수법인 등 조직설치 운영

융 복합연구 글로벌 해양연구 및 신기술 분야에서 우위 선점에 중점을 둔 

전문 연구조직 운영 

권역별 특성화된 핵심연구분야 집중 지원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계는 향후 거대과학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출연 연 기초과학연구원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로 삼등분되어 

발전시켜 나가야 함

[ 그림 7. KIOST 중장기 조직설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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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력 육성 및 연구인프라 확보

< 우수인력 육성 >

단순 교육참여기관을 넘어 독자적인 대학원대학교와 전문학사 배출을 위해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해양과기원법 개정

현재 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 과 해양대와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의 공동학위과정을 운영 중

미국 유럽 등 해양분야 선진 대학과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글로벌

인재양성과 더불어 협력 대학에서 우수인재 확보

에 채용된 신진연구자가 세계 최고수준의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전주기 지원체계 운영

개인연구와 그룹연구를 구분하고 상위 프로그램으로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생애별 경로 관리

유관기관 관계자에 대한 전문교육 서비스

공무원 재교육 과정 해군 해경 재교육 과정 등

고졸학력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기술기능인력 양성

< 연구인프라 확보 >

신조 해양과학연구선 잠수정

이어도호 온누리호 대체선박 시추선 잠수정 모선 등 특수선박

심해유인잠수정

우선 확보해야 할 연구장비 시설

기장비 공동활용 및 개발센터 해양시뮬레이션센터 슈퍼컴 포함 해양생태계 

위해성 평가센터 해양바이오수소 실증생산 플랜트 해양자료 분석 서비스

센터 해양에너지 실증 및 평가센터 해양가속질량분석기 대형 고속예인

수조 해양교통시험장 등

는 명실공이 해양과학기술분야 산 학 연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조사선 시설 및 기장비 등을 구축하여야 하며 대학 및 

산업체와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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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KIOST 미래상 (2020년)

세계 최고수준의 해양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해 년까지 인력 천명

예산 천억원 규모의 대형종합연구기관으로 육성 지원

국가 해양정책 개발 및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역할 수행

독자적 대학원대학 운영을 통한 창조형 글로벌 해양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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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KIOST가 담당해야 할 국가적 당면과제 및 달성목표

국가적 당면과제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에 따른 대응시스템 구축

해양방사능 대응 및 해양 유류유출 피해 저감을 위한 생태계 복원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해양방위기술 개발

지속 재생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자원과 해양에 부존하는 광물 생

물자원 산업화 추진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해저부존 희토류 해양에너지 조력 조류 파력 등 

차세대 해양자원 확보

바이오디젤 바이오수소 등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 실용화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글로벌 해양영역 확장

태평양 심해저 광구적도 동태평양 해저 남태평양 해역 인도양 열수광상 인

도네시아 산호초 해역

해양신산업 창출을 통한 첨단 기술분야 리더십 확보

신개념 특수 추진기 선박 등 첨단 운송체 개발 항만 교통 효율향상 및 

안전관리 지원기술 개발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해양로봇 유 무인잠수정 수중통신 탐지 분야의 첨단

해양구조물 장비기술개발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한 중 일 간 대륙붕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수역 등 국가 간

해양경계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 빈발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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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목표

2017년까지 신규시장 창출 8조원, 일자리 창출 2만명 기여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 재난 대응 분야

이상의 정확도를 보유한 해양예보체계 구축

국가 감축량 해양처리기술 개발

남 북극기지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급격한 기후변화에 적극적 대응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및 해양 유류 유출사고 피해 저감

신속한 해난구조 및 연안침식 복원 정비 달성

해양자원 에너지 확보 및 개발분야

망간단괴 연간 만톤 상업 생산기술 개발

국내 내 자원탐사 달성

국내 유용생물자원 확보

국내 바이오에너지 수요 중 이상을 충당할 해양바이오에너지 기술력

확보

해양에너지를 통한 연간 석유 만 배럴 규모 전력생산 기술 개발

해양운송체 해양장비 해양플랜트 등 해양신산업 창출 분야

첨단 결합 고부가가치 운송체 개발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피해규모 감소

극한 해양환경 탐사가 가능한 급 유인잠수정 및 급 수중로봇

개발

북극해 항로 개척 및 북극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해양플랜트 설계 개발

해양영토 관리 보전 분야

국가 관할해역에 대한 해양과학지식 및 관리기술 확보를 통한 해양영토 

주권확립

실시간 해양정보통합시스템 구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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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첨부첨부 주요 해외 해양연구기관 현황

1  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WHOI)

1 연  혁

비영리 민간 해양연구 및 공학 연구소로 국립과학아카데미

의 권고에 따라 년 설립

또한 년 의 

으로부터 정식교육기관

으로 공인받음

2 임무 및 주요기능

해양 및 해양 지구시스템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와 교육에 전념하며 이러한 이해를 사회적 혜택을 위해 전파함

창조성과 창의성을 가진 우수연구진 및 학생 확보 유지 지원 및 양성

해양 관측 등을 위한 최첨단 기장비 및 시스템 개발 이용 촉진

대중 정책결정자로의 연구결과 전달 및 해양의 지혜로운 이용을 위한 신

기술 성과의 응용 환경 조성

3 연 구 분 야

해양기후 연안과학 지질 지구물리 자연재해 해양생물 해양자원 극지

연구 해양오염 해양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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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  직

5 주요 인프라

연구선

Atlantis
▪ 건조년도 : 1997년
▪ 길이×폭×흘수 : 83.5×16×5.8m
▪ 총톤수 : 3,200톤
▪ 속도 : 11노트
▪ 승선인원 : 60명(선원 22명, 연구원 24명, 잠수선(Alvin)운용그룹 12명, 

연구선과학서비스그룹 기술원 2명)

Knorr
▪ 건조년도 : 1969년
▪ 길이×폭×흘수 : 85×14×5m
▪ 총톤수 : 2,518톤
▪ 속도 : 11노트
▪ 승선인원 : 56명(선원 22명, 연구원 32명, 기술원 2명)

Tioga
▪ 건조년도 : 2004년
▪ 길이×폭×흘수 : 18.3×5.2×1.5m
▪ 총톤수 : 53톤
▪ 속도 : 18노트
▪ 승선인원 : 약 10명(선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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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l Armstrong (건조중)
▪ 완공예정년도 : 2014년 (2015년 운용개시, Knorr 대체선박)

▪ 길이×폭×흘수 : 72.5×15.2×4.6m
▪ 배수량 : 3,204 long tons
▪ 속도 : 12노트
▪ 승선인원 : 44명(선원 20명, 연구원 24명)

유․무인잠수정

Alvin (HOV)
▪ 건조년도 : 1964년 (2012년 업그레이드)
▪ 길이×폭×높이 : 7×2.6×3.7m
▪ 무게 : 20.4톤
▪ 최대잠항수심 : 4,500m
▪ 잠수시간 : 6~10시간
▪ 탑승인원 : 3명(파일럿 1명, 연구원 2명)

Deep Challenger (HOV)
▪ 건조년도 : 2012년 (2013년 제임스 카메룬 기증)

▪ 길이×폭×높이 : 2.3×1.7×8.1m
▪ 무게 : 20.4톤
▪ 최대잠항수심 : 11,500m
▪ 탑승인원 : 1명

JasonⅡ/Medea 
(ROV)
▪ 건조년도 : 2002년
▪ 길이×폭×높이 : 

3.4×2.2×2.4m
▪ 무게 : 4.1톤
▪ 최대잠항수심 : 6,500m

Nereus 
(Hybrid ROV)
▪ 건조년도 : 2007년
▪ 무게 : 2.6톤
▪ 최대잠항수심 : 

11,000m

Sentry (AUV)
▪ 건조년도 : 2006년
▪ 길이×폭×높이 : 

2.9×2.2×1.9m
▪ 무게 : 1.3톤
▪ 최대잠항수심 : 6,000m

SeaBed (AUV)
▪ 길이 : 1.5m
▪ 최대잠항수심 : 

2,000m

REMUS (AUV)

REMUS 100

▪ 지름 19cm

▪ 무게 37kg

▪ 최대잠항수심 100m

REMUS 3000

▪ 지름 35.6cm

▪ 길이 3.7m

▪ 무게 335kg

▪ 최대잠항수심 3,000m 

REMUS 600

▪ 지름 32.4cm

▪ 무게 240kg

▪ 최대잠항수심 600m

REMUS 6000

▪ 지름 71cm

▪ 길이 3.84m

▪ 무게 884.5kg

▪ 최대잠항수심 6,000m



해양과학기술 전략개발 연구

140

글라이더

Slocum Glider Spray Glider

예인잠수기기

CAMPER
 

SeaSoar Towed Camera 
System

Video Plankton 
Recorder

DSL-120A So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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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스크립스해양연구소(SIO)

1 연  혁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 교육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기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해양연구소

년 해양생물 수로 및 수계조사 수행 목적으로 생물학자 

가 주도하는 해양생물 현장실습연구실로 시작 년 

로 설립

년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부설연구소로 편입

2 임무 및 주요기능

지구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과 지구과학 및 관련사항에 대해 필요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의 선두자의 기능 수행

사회와 환경의 이익을 위해 해양 대기 지구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추구

교육 전달

3 연 구 분 야

기후 대기과학연구 생물과학연구 화학연구 공학연구 지과학연구 해양학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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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  직

5 주요 인프라

연구선

Roger Revelle
▪ 건조년도 : 1996년
▪ 길이×폭×흘수 : 85×16×5.2m
▪ 총톤수 : 3,180톤
▪ 속도 : 11.7노트
▪ 승선인원 : 59명(선원 22명, 연구원 37명)

Melville
▪ 건조년도 : 1969년
▪ 길이×폭×흘수 : 85×14×5.1m
▪ 총톤수 : 2,516톤
▪ 속도 : 11.4노트
▪ 승선인원 : 61명(선원 23명, 연구원 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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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Horizon
▪ 건조년도 : 1978년
▪ 길이×폭×흘수 : 51.8×11×3.7m
▪ 총톤수 : 797톤
▪ 속도 : 9노트
▪ 승선인원 : 31명(선원 12명, 연구원 19명)

Robert Gordon Sproul
▪ 건조년도 : 1981년
▪ 길이×폭×흘수 : 38.1×9.8×2.9m
▪ 총톤수 : 355톤
▪ 속도 : 8.5노트
▪ 승선인원 : 17명(선원 5명, 연구원 12명)

Sally Ride (건조중)
▪ 완공예정년도 : 2014년 (2015년 운용개시)
▪ 길이×폭×흘수 : 72.5×15.2×4.6m
▪ 배수량 : 3,204 long tons
▪ 속도 : 12노트
▪ 승선인원 : 44명(선원 20명, 연구원 24명)

부유형 플랫폼

FLIP (FLoating Instrument Platform)
▪ 건조년도 : 1962년
▪ 길이 : 108m
▪ 무게 : 700톤
▪ 인원 : 20명(선원 9명, 연구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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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베드포드해양연구소(BIO)

1 연  혁

캐나다 광물기술조사부 현 천연자원부 에 의해 년 설립

개 주요정부부처 수산해양부 천연자원부 환경부 국방부 시설이 배치

소속 및 공무원 자격 유지

2 임무 및 주요기능

해양분야에서 캐나다 정부 및 정책결정자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3 연 구 분 야

해양환경 해양지질 해양모니터링 데이터 해상안보 수산 해양자원 등

4 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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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인프라

연구선

Hudson
▪ 건조년도 : 1963년
▪ 길이×폭×흘수 : 90.3×15.2×6.8m
▪ 총톤수 : 3,440톤
▪ 속도 : 10.5노트
▪ 승선인원 : 31명(선원 11명, officer 11명)

Matthew
▪ 건조년도 : 1990년
▪ 길이×폭×흘수 : 50.3×10.5×4.3m
▪ 총톤수 : 856.8톤
▪ 속도 : 12노트
▪ 승선인원 : 14명(선원 8명, officer 6명)

Alfred Needler
▪ 건조년도 : 1982년
▪ 길이×폭×흘수 : 50.3×11×4.9m
▪ 총톤수 : 958.9톤
▪ 속도 : 12노트
▪ 승선인원 : 21명(선원 14명, officer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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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IFREMER)

1 연  혁

년 월 국립수산연구소 와 국립해양연구소 의 통합으로 

출범

현재 개 정부부처 고등교육 및 연구부처

식량 농림 수산부처

그리고 생태 에너지 지속가능한 개발 해양부처

의 공동관리를 받고 있음

2 임무 및 주요기능

기후변화의 영향 해양종다양성 오염방지 해산물품질 등을 연구

대양 외양 연안 해수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과 자원에 대한 공공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모니터링 등을 수행

대형연구시설인 연구선단 계산방법 데이터센터 실험시설 등에 대한 개발

관리 개방접근활용을 수행

3 연 구 분 야

수산자원연구 연안환경역학연구 심해생태계연구 해양지과학연구 정보시스템

해양데이터연구 연구선 탑재장비연구 물리공간해양학연구 해양생물 기능성

생리연구 수산과학연구 유전체 향상 동물보건 환경연구 생명공학 해양

자원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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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  직

5 주요 인프라

연구선

L'Atalante
▪ 건조년도 : 1989년
▪ 길이×폭×흘수 : 84.6×15.9×5.1m
▪ 총톤수 : 3,559톤
▪ 속도 : 최대 15.3노트
▪ 승선인원 : 60명(선원 17~30명, 연구원 30명)

Pourquoi pas?
▪ 건조년도 : 2005년
▪ 길이×폭×흘수 : 107.6×20×6.9m
▪ 총톤수 : 6,600톤
▪ 속도 : 최대 14.5노트
▪ 승선인원 : 73명(선원 18~33명, 연구원 40명)

Thalassa
▪ 건조년도 : 1996년
▪ 길이×폭×흘수 : 73.6×14.9×6.1m
▪ 총톤수 : 3,022톤
▪ 속도 : 최대 14.7노트
▪ 승선인원 : 50명(선원 16~25명, 연구원 25명)

Le Suroit
▪ 건조년도 : 1975년
▪ 길이×폭×흘수 : 56.3×11×4.1m
▪ 총톤수 : 1,132톤
▪ 속도 : 9노트
▪ 승선인원 : 39명(선원 16~23명, 연구원 14명)

L'Europe
▪ 건조년도 : 1993년
▪ 길이×폭×흘수 : 29.6×10.6×3.5m
▪ 총톤수 : 264톤
▪ 승선인원 : 16명(선원 8명, 연구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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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en Drez
▪ 건조년도 : 1976년
▪ 길이×폭×흘수 : 24.5×7.4×3.5m
▪ 총톤수 : 249톤
▪ 승선인원 : 12명(선원 7명, 연구원 5명)

Thalia
▪ 건조년도 : 1978년
▪ 길이×폭×흘수 : 24.5×7.4×3.6m
▪ 총톤수 : 135톤
▪ 승선인원 : 12명(선원 6명, 연구원 6명)

Haliotis
▪ 건조년도 : 2008년
▪ 총톤수 : 4.5톤

유․무인잠수정

Nautile (HOV)
▪ 길이×폭×높이 : 8×2.7×3.8m
▪ 무게 : 19.5톤
▪ 최대잠항수심 : 6,000m
▪ 탑승인원 : 3명

ROBIN (Nautile용 원격운영로봇)
▪ 길이×폭×높이 : 0.6×0.7×0.65m
▪ 무게 : 145톤
▪ 최대잠항수심 : 6,000m

VICTOR 6000 (ROV)
▪ 길이×폭×높이 : 

3.1×1.8×2.1m
▪ 무게 : 4톤
▪ 최대잠항수심 : 6,000m

Aster (AUV)
▪ 길이 : 4.5m
▪ 무게 : 793kg
▪ 최대잠항수심 : 3,000m

기타

SAR (예인음향시스템)
▪ 길이×지름 : 5×1m
▪ 무게 : 2.4톤
▪ 최대잠항수심 : 6,000m

Scampi (예인카메라)
▪ 길이×폭×높이 : 

2×0.8×1.2m
▪ 최대잠항수심 : 6,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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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국립해양연구센터(NOC)

1 연  혁

로 시작된 이 연구소는 년 월

의 투자비로 설립되었으며 대학 과 

자연환경연구위원회 간의 

합작투자기관 임

년 월 일부로 가

국립해양학센터 로 명칭이 변경

2 임무 및 주요기능

의 소속기관으로서 의 실행협력자 제휴

기관 그리고 국제적 협력자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는 

세계적 연구와 기술개발 훈련과 과학공동체 모두에게 해양과학의 

국가적 역량을 제공

3 연 구 분 야

해양생지화학 생태계연구 지질 지구물리연구 해양관측 기후연구 해양

모델링 예측연구 지화학연구 고해양학 고기후학연구 해양산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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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  직

5 주요 인프라

연구선

Discovery
▪ 건조년도 : 1962년, 2013년 새로이 건조
▪ 길이×폭×흘수 : 99.7×18×6.6m
▪ 총톤수 : 5,952톤
▪ 속도 : 12노트
▪ 승선인원 : 52명(선원 24명, 연구원 28명)

James Cook
▪ 건조년도 : 2005년
▪ 길이×폭×흘수 : 89.2×18.6×5.6m
▪ 총톤수 : 5,401톤
▪ 속도 : 11노트
▪ 승선인원 : 54명(선원 22명, 연구원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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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잠수정

Isis (ROV)
▪ 최대잠항수심 : 6,500m

Autosub (AUV)

Autosub3 (1,600m) Autosub6000 (6,000m) Autosub LR (6,000m)

예인조사기

BRIDGET
(5,000m)

TOBI
(6,000m)

글라이더

Ammonite, Bellamite, Coprolite, Dynam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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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일 헬름홀츠해양연구센터(GEOMAR)

1 연  혁

년 설립된 킬대학 해양연구소 와 년 설립된

해양지구과학연구센터 가

통합되어 라이프니츠해양과학연구소

를 년 월 설립

년 월 라이프니츠협의회 소속이었던 가 헬름홀츠협의회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헬름홀츠해양연구센터

로 명칭 변경

2 임무 및 주요기능

해저지질에서부터 해양기상에 이르는 해양과학의 다학제적 연구를 수행

키엘대학 및 기타 대학과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인력 양성

3 연 구 분 야

해양순환과 기후역학 해양 생지화학 해양생태학 해저역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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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  직

5 주요 인프라

연구선

ALKOR
▪ 건조년도 : 1990년
▪ 길이×폭×흘수 : 54.6×12.5×4.2m
▪ 총톤수 : 1,322톤
▪ 속도 : 12.5노트
▪ 승선인원 : 33명(선원 11명, 연구원 12명)

POSEIDON
▪ 건조년도 : 1976년
▪ 길이×폭×흘수 : 60.8×11.4×4.9m
▪ 총톤수 : 1,105톤
▪ 속도 : 10노트
▪ 승선인원 : 26명(선원 15명, 연구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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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ORINA
▪ 건조년도 : 1975년
▪ 길이×폭×흘수 : 29.5×7.5×3.6m
▪ 총톤수 : 185톤
▪ 속도 : 10노트

POLARFUCHS
▪ 건조년도 : 1982년
▪ 총톤수 : 25톤

무인잠수정

KIEL6000 (ROV)
▪ 길이×폭×높이 : 

3.5×1.9×2.4m
▪ 무게 : 3.5톤
▪ 최대잠항수심 : 6,000m

PHOCA (ROV)
▪ 길이×폭×높이 : 

2.1×1.3×1.4m
▪ 무게 : 1.5톤
▪ 최대잠항수심 : 3,000m

ABYSS (AUV)
▪ 길이×지름 : 4×0.66m
▪ 무게 : 880kg
▪ 잠항수심 : 10~6,000m

기타

JAGO (Submersible)
▪ 길이×폭×높이 : 3.0×2.0×2.5m
▪ 무게 : 3톤
▪ 최대잠항수심 : 400m
▪ 탑승인원 : 2명(파일럿 1명, 연구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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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

1 연  혁

년 월 일본해양과학기술센터법령에 따라 해양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를 목적으로 문부과학성 산하의 해양과학기술센터 를 설립

해양과학기술센터 는 년 월 일 도쿄대학해양연구소의 조직

일부 학술 연구선 및 그 운항 조직 가 통합되어 독립행정법인 해양연구개발

기구

로 발족

2 임무 및 주요기능

새로운 과학기술로 해양입국 일본의 실현을 지원하고 국민 인간사회 그리고

지구의 지속적 발전 유지에 공헌

지구환경변동의 통합적 이해와 예측

지구내부역학의 통일상 구축 및 지진 쓰나미 방재연구

생명의 진화와 해양지구생명사 연구

자원연구 해양지구생명공학의 새로운 전개

3 연 구 분 야

해양환경변동연구 열대기후변동연구 한랭권연구 기후변동예측연구 지구

내부역학연구 해양 극한환경생물권연구 지진쓰나미 방재연구 해양공학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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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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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인프라

연구선

나츠시마▪ 건조년도 : 1981년▪ 길이×폭×흘수 : 67×13×5m▪ 총톤수 : 1,739톤▪ 속도 : 12노트▪ 승선인원 : 55명(선원 29명, ROV 하이퍼돌핀 운행요원 8명, 연구원 18명)

카이요▪ 건조년도 : 1985년▪ 길이×폭×흘수 : 62×28×6.3m▪ 총톤수 : 3,350톤▪ 속도 : 13노트▪ 승선인원 : 60명(선원 29명, 연구원 31명)

요코스카▪ 건조년도 : 1990년▪ 길이×폭×흘수 : 105×16×4.7m▪ 총톤수 : 4,439톤▪ 속도 : 16노트▪ 승선인원 : 60명(선원 27명, HOV 신카이6500 운행요원 18명, 연구원 15명)

카이레이▪ 건조년도 : 1997년▪ 길이×폭×흘수 : 106×16×4.5m▪ 총톤수 : 4,517톤▪ 속도 : 16노트▪ 승선인원 : 60명(선원 38명, 연구원 22명)

미라이▪ 건조년도 : 1997년▪ 길이×폭×흘수 : 128×19×6.9m▪ 총톤수 : 8,687톤▪ 속도 : 16노트▪ 승선인원 : 80명(선원 34명, 연구원 46명)

하쿠호마루▪ 건조년도 : 1989년▪ 길이×폭×흘수 : 100×16×6m▪ 총톤수 : 3,991톤▪ 속도 : 16노트▪ 승선인원 : 89명(선원 54명, 연구원 35명)

신세이마루▪ 건조년도 : 2013년▪ 길이×폭×흘수 : 66×13×4.5m▪ 총톤수 : 1,629톤▪ 속도 : 12노트▪ 승선인원 : 41명(선원 26명, 연구원 15명)

치큐(시추선)▪ 건조년도 : 2005년▪ 길이×폭×흘수 : 210×38×9.2m▪ 총톤수 : 56,725톤▪ 속도 : 12노트▪ 승선인원 : 200명

해저광역연구선(선명 미정)▪ 완공예정년도 : 2015년▪ 길이×폭 : 100×19m▪ 총톤수 : 5,500톤▪ 속도 : 12노트▪ 승선인원 : 65명(선원 27명, 연구원 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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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인잠수정

신카이6500 (HOV)
▪ 길이×폭×높이 : 9.7×2.8×4.1m
▪ 무게 : 26.7톤
▪ 최대잠항수심 : 6,500m
▪ 잠수시간 : 8시간
▪ 탑승인원 : 3명(파일럿 2명, 연구원 1명)

하이퍼돌핀 (ROV)
▪ 길이×폭×높이 : 3×2×3m
▪ 무게 : 3.8톤
▪ 최대잠항수심 : 3,500m

카이코7000Ⅱ (ROV)
▪ 길이×폭×높이 : 런처 5.2×2.6×3.2m, 비클 3×2×2.1m
▪ 무게 : 런처 5.3톤, 비클 3.9톤
▪ 최대잠항수심 : 런처 11,000m, 비클 7,000m

카이코 Mk-Ⅳ (대심도 ROV)
▪ 길이×폭×높이 : 3×2×2.6m
▪ 무게 : 6톤
▪ 최대잠항수심 : 7,000m

우라시마 (AUV)
▪ 길이×폭×높이 : 10×1.3×2.4m
▪ 무게 : 리튬이온전지 탑재시 8톤, 연료전지 탑재시 10톤
▪ 최대잠항수심 : 3,500m

진베이 (Deep sea vehicle)
▪ 길이×폭×높이 : 4×1.1×1.5m
▪ 무게 : 1.7톤
▪ 최대잠항수심 : 3,000m

오토히메 (Deep sea vehicle)
▪ 길이×폭×높이 : 5×1.2×1.2m
▪ 무게 : 2.7톤
▪ 최대잠항수심 : 3,000m

유메이루카 (Deep sea vehicle)
▪ 길이×폭×높이 : 2.5×2.1×1.4m
▪ 무게 : 850kg
▪ 최대잠항수심 : 3,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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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Deep Tow (심해예인조사시스템)

4KC(심해예인카메라시스템)
▪ 길이×폭×높이 : 

3.5×1×1.5m
▪ 무게 1,000kg
▪ 최대잠항수심 4,000m

4KS(심해예인소나시스템)
▪ 길이×폭×높이 : 

3.3×1.5×1.2m
▪ 무게 1,350kg
▪ 최대잠항수심 4,000m

YKDT(심해예인카메라시스템)
▪ 길이×폭×높이 : 

3×1.2×1.2m
▪ 무게 650kg
▪ 최대잠항수심 

6KS(심해예인소나시스템)
▪ 길이×폭×높이 : 

3.3×1.5×1.2m
▪ 무게 1,200kg
▪ 최대잠항수심 6,000m

PICASSO (심해생물추적조사로봇시스템)
▪ 길이×폭×높이 : 2×0.8×0.8m
▪ 무게 : 200kg
▪ 최대잠항수심 : 1,000m

슈퍼컴퓨터 지구시뮬레이터(Earth Simulator 2)

지구시뮬레이터
(ES2, SX-9/E)

CUP
clock 3.2GHz

벡터성능 102.4F

노드

CUP 수 8

벡터성능 819.2GF

메모리용량 128GB

노드간 전송성능 8GB/s×8×2

시스템

노드 수 160

연산성능 131TF

메모리용량 20TB

Interconnection network Fat-tre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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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IOCAS)

1 연  혁

년 월 일에 설립되어 수십년간 해양과학기초연구와 응용기초연구

고도의 새로운 기술 연구 개발의 종합적인 해양과학 연구기관임

2 임무 및 주요기능

국가의 해양자원 및 생태환경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전략수요에 부응하여

연구영역과 연구방향을 설정 진행

국제해양과학 선도영역에 대응하고 농업 해양생태종 역학 해양순환류

및 동력과정 대륙주변 지질의 변천 해양의약품 등 우선발전영역

에서 기초적이고 전략적 및 선도적인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

해양생물학 해양환경과학 물리해양학 해양지질 해양화학 등을 기초학과로

하고 여러 학과와의 종합연구를 진행

3 연 구 분 야

해양생물 해양생태 환경 해양물리 해양지질 환경공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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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  직

5 주요 인프라

연구선

과학 1호선 (Kexue-Ⅰ)
▪ 건조년도 : 1981년
▪ 길이×폭×흘수 : 104.2×13.7×5.6m
▪ 총톤수 : 3,324톤
▪ 속도 : 15노트
▪ 승선인원 : 101명(선원 38명, 연구원 63명)

과학 3호선 (Kexue-Ⅲ)
▪ 건조년도 : 2006년
▪ 길이×폭×흘수 : 73.9×10.2×5.9m
▪ 총톤수 : 1,106톤
▪ 속도 : 16노트
▪ 승선인원 : 48명(선원 18명, 연구원 30명)

과교 2호선 (Jinxing-Ⅱ, 연안조사선)
▪ 건조년도 : 1973년
▪ 길이×폭 : 26.5×4.4m
▪ 총톤수 : 52톤
▪ 속도 : 12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