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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40주년을 축하합니다

The Peruvian Sea Institute, specialized technical agency of the Ministry of Production of Peru, 

feels pleased and proud to have a technical cooperation agreement with KIOST, 

w
hich is a leader in research and technolog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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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类对海洋认知水平、推动世界海洋科技进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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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has keep abreast of marine scientific advances and

 te
chnological innovations. Indeed, in some areas KIOST      

 can now be considered the global leaders.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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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40년사』 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IOST 40년’은 곧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동안 세계 유수의 

해양연구기관들과 당당히 경쟁해 온 KIOST로 인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바다는 지난 세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앞으로도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창립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서 우리의 해양과학기술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온 KIOST의 40년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40년간 바다를 바라보는 인류의 시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역의 통로이자, 수산물 획득의 장(場)으로만 여겨지던 바다는 이제 자원의 보고이자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우주와 함께 거대 융 · 복합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접근해야 하는 연구와 

개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미지의 바다를 개척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IT, BT, ET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으며, 심해저 

광구 확보, 연구 인프라 확충, 북극 종합정책 등을 통해 해양 영토 확장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 물류, 항만 분야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 경제 발전의 전략 

거점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통한 국민의 꿈과 행복 실현’이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장대한 도전에 있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해양수산 분야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가 미래의 지도이자 나침반이 되는 것처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0년사』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항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0년사』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지난 40년과 같이, 

앞으로도 국내 해양과학기술력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우리의 바다가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를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유일의 해양과학기술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성장해 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지난 

세월을 되돌아봄으로써 과거를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할 것을 다짐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바다에 대한 활용능력, 즉 해양과학기술력은 국가와 민족의 대표적인 힘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해양강국이 선진국이 된 세계의 

역사도, 해양과학을 21세기 핵심 산업으로 바라보는 미래학자들의 분석도 해양 연구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0년사』는 지난 40년간 국력 신장에 크게 이바지 해 온 우리 

바다의 역사와 앞으로 세계를 무대로 펼쳐갈 국내 해양과학기술의 비전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IOST가 축적해 온 열정은 미래 인류의 삶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해양과학기술력의 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KIOST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수많은 

해양인재들은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이끌어 가는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다가 지닌 가능성이 국가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KIOST를 

향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기대 또한 점차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해양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서 해양과학기술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발전적인 해양 정책의 수립과 해양신산업 창출, 창의적 전문가 활동, 그리고 전 세계 

해양문제 해결에 KIOST가 크게 기여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밧줄을 던져 버리고 안전한 항구에서 벗어나 멀리 항해하자! 

탐험하고, 꿈을 꾸고, 발견하자!” 

창립 4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둘러싼 삼면의 바다를 넘어 ‘해양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를 향해 더 크게 도약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국내 해양과학기술력의 발전에 깊은 열정과 희생을 쏟아주신 많은 해양과학기술인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관 창립 40주년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0년사』의 

발간을 거듭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양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를 향해 
더 크게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장   
박한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창립 40주년과 4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해양학의 역사에 있어 40년 전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의 설립은 해양강국을 향한 작지만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눈부신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의 위상을  오늘의 높이로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해양연구선 온누리호의 건조와 취항은 본격적인 대양연구의 서막을 

알렸으며, 이어도와 가거초에 구축한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우리의 해양 

영토를 굳건히 지켜내는 데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해양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태평양과 인도양에는 우리의 국토면적보다 

넓은 해양경제영토가 생겼으며, 세계최초의 정지궤도 해양위성인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성공적 운영은 해양관측 분야에 새로운 획을 그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의 탈바꿈은 미지의 바다로 향하는 

해양인들의 새로운 도전정신의 발로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창립 4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에 해양수산부가 독립 부처로 거듭나게 

됨은 모든 해양인들의 한결같은 소원의 결과입니다. 21세기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에 해양인들이 그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고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양학계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더불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건승을 해양인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해양과학의 역사입니다

한국해양학회 회장   
노영재



Dear Dr. Jung-Keuk Kang;

I am pleased to write to very cordially greet you and to extend my 

congratulations to your organization on its 40th anniversary.

The Peruvian Sea Institute, specialized technical agency of the Ministry of 

Production of Peru, feels pleased and proud to have a technical cooperation 

agreement with KIOST, which is a leader in research and technology in 

Korea.

To our employees is a privilege to share and exchange the technical 

knowledge which are located in our head office of Callao. This agreement 

will provide not only professional growth but will nurture human relations 

and trade between countries.

Reaffirming my regards in my own name and by the institution that I 

represent here nowadays, I leave you with my best desires.

페루해양연구소 (IMARPE)
INSTITuTO Del MAR Del PeRu

친애하는 강정극 원장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면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 해양과학 연구의 중추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기술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은 페루 생산부 산하 전문연구기관인 

우리 페루 해양연구소의 자랑입니다.

이 협약이 우리 까야오 본원에 있는 연구자에게 귀 기관과 

직접적인 기술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자, 

해양과학기술 발전은 물론이고 양 기관의 인력 교류 및 양국 간 무역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페루 해양연구소를 대표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창립 4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건승을 기원하며.

자랑스러운 파트너, 
KIOST에 전하는 축하

geRMáN A. VáSquez SOlíS TAlAVeRA

President - IMARPe

페루 해양연구소 소장

헤르만 바스께스 솔리스 탈라베라



Dear Dr. Kang,

On behalf of the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 of uNeSCO, I would 

like to express my wholehearted congratulations to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previously known as KORDI, on its 40th Anniversary.

KIOST has been an important partner of IOC and an active player in the region. As far back 

as 2001, Dr. Sang Kyung Byun from KIOST successfully organised the Fifth IOC/WeSTPAC 

International Scientific Symposium in Seoul. KIOST's association with IOC was further 

enhanced in 2009 by the election of Dr. Byun as Vice-Chair and in 2011 as Chair of IOC.

IOC/uNeSCO contributed substantially to the uN Secretary general’s Ocean Compact 

launched during the Yeosu expo 2012. It was also present in the Ocean and Coasts Best 

Practices Pavilion of the expo thanks to its partnership with your institute. On the occasion 

of this 40th anniversary, it is an ideal time to acknowledge KIOST’s efforts during the Yeosu 

expo 2012 to reinforce the importance of the ocean as mankind’s most valued asset.

We know that KIOST has been instrumental i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observations as well as capacity development with the IOC, 

KIOST has been consistently studying the ways to manage and sustainably utilize marine 

and coastal resources.

IOC will continue to address variou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osed by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marine and coastal resources through our continued 

cooperation on marine science and long-term observations with KIOST.

I firmly believe that KIOST will continue in its progress to become one of the world's leading 

marine research institutes and to further enhance Republic of Korea’s role as a key nation 

for ocean science. Indeed, the IOC is proud to be associated with KIOST.

Once again, I congratulate KIOST on its 40th anniversary.

Yours sincerely,

Wendy Watson-Wright

executive Secretary, IOC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 (IOC / UNESCO)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유네스코 사무차장 겸 IOC 사무국장

웬디 왓슨-라이트

친애하는 강정극 원장님,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를 대표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양과기원은 IOC의 주요 협력기관으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양과기원 명예연구위원 변상경 박사님은 2001년 

서울에서 열린 제5회 IOC 서태평양하부기구 국제과학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바 있습니다. 해양과기원과 IOC의 관계는 변상경 박사님이 

2009년 IOC 부의장에 당선되고, 2011년에는 IOC 의장에 선출되면서 한층 

발전되었습니다.

IOC는 2012년 여수엑스포에서 선언된 유엔사무총장의 “해양 및 해양자원 

보호를 위한 약정(Oceans Compact)”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이것이 

귀 기관의 협조로 엑스포 해양베스트관에도 전시가 되었습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바다가 인류의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했던 귀 기관의 노력에 설립 40주년 축하 서신을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해양과기원이 한국에서 해양과학 및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과기원은 

IOC와 능력 계발, 해양과학 연구, 해양관측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통해 

해양자원의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법을 연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IOC는 귀 기관과 꾸준한 협력을 통하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이라는 쟁점 아래, 기회이자 때로는 위기로 다가오는 문제들에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귀 기관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연구기관이 되고 한국이 세계 

해양과학 분야의 핵심국가가 되는 그 날까지 쉼 없이 정진할 것으로 믿으며, 

IOC가 귀 기관의 동반자임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 나아가 세계의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을 선도할 KIOST



このたびは韓国海洋研究所 (KORDI) が創立 40 周年を迎え、韓国海
洋科学技術院 (KIOST) として新たな船出をされましたことに対し、 
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

貴院とは2002年9月に研究協力にかかる覚書を締結して以来、十年以
上にわたって研究協力を実施してきており、ここ数年においては年次の定期
会合を開催するなど、相互の協力関係は一層充実さを増しております。

21世紀を迎えてはや十年以上が過ぎたところですが、海洋資源の探査·開
発、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の利用、地球環境問題への対応、地震·津
波防災などに関して、その基本となる海洋を深く理解するということが、ます
ます大きな課題となってきました。変わり続ける地球と末永く持続可能的に
共生していくためには、海洋を通じて地球を知ることがまさに必要不可欠で
あります。

昨年は貴国•麗水において盛大なる海洋博覧会が開催され、その中で貴
院が与えたインパク卜は極めて大きいものでありました。その存在感は世界
中に広く知れ渡つたところであります。貴院は韓国のみならず世界の海洋
研究開発の中枢機関として、今後益々大きな役割を担うことが期待されま
す。

貴院と当機構は、世界をリードする海洋研究開発機関としてアジアから情
報を発信し、今後も良きパートナーとしてだけでなく、良きライバルとして互い
に切磋琢磨し合える存在であることを強く望むところであります。

貴院の益々のご発展を心より祈念しております。

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 (JAMSTEC)
JAPAN AgeNCY FOR MARINe - eARTh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해양연구원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 기관과 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는 2002년 9월에 연구협력각서를 체결한 이래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이어 왔으며, 최근에는 연례 공동워크숍을 통해 상호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한 지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해양자원 탐사와 개발, 

해양신재생에너지 이용,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지진·쓰나미 피해 저감 등 

해양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대하게 치러진 2012여수세계박람회에서 해양과기원의 위상은 실로 

놀라운 수준이었으며, 그 여파가 세계로 널리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귀 기관이 

자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해양연구개발 중심기관으로서 더욱 큰 역할을 

맡아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귀 기관과 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가 세계 해양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세계가 

필요로 하는 아시아의 해양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앞으로도 좋은 동반자이자 

경쟁자로 절차탁마하는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KIOST 창립 40주년 기념을 
축하드리며

独立行政法人海洋研究開発機構
理事長　平　朝彦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이사장

다이라 아사히코



Dear Dr. Kang:

Congratulations to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on the occasion of your fortieth anniversary this year.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recognizes KIOST as a global 

leader in oceanographic research and technology and we commend you on 

the many significant contributions your organization has made in the forty 

years since it was formed.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is pleased 

to have worked with KIOST over the years and highly regard our past 

cooperation. We also greatly value our present partnership with your 

organization on many important cooperative activities and the opportunity 

for hosting your staff at NOAA. NOAA and KIOST share many of the same 

objectives in understanding and protecting global ocean resources. It is only 

through collaboration with KIOST and similar organizations that we, as a 

global community, can effectively conserve the critical ecosystems in ocean 

and coastal environments. 

The global ocean covers two-thirds of the earth’s surface and holds 97 

percent of its biosphere. The ocean drives global climate and weather, 

generates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oxygen and serves as a critical 

reservoir for carbon. As we face increasing challenges to the precious 

resources and natural services our ocean provides, KIOST’s role in 

oceanographic research and technology will be of even greater importance.

We wish you continued success in your endeavors and look forward to 

many more years of cooperation between our organizations.

Sincerely,

Kathryn D. Sullivan, Ph.D.

Acting Administrator

미국 해양대기청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미국 해양대기청 청장 (직무대리)

캐서린 설리반

친애하는 강정극 원장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귀 기관이 이미 

세계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선두주자 그룹에 있다고 생각하며, 창립 이래 40년간 

이룬 수많은 업적을 높이 치하합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의 우리 해양대기청은 해양과기원과 지난 수년간 협력의 

기회를 가져온 것을 매우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간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통한 귀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양대기청과 

해양과기원은 전 지구적 해양자원의 이해와 보전을 위한 공동목표를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 공동체로서 해양과기원을 비롯한 전 세계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중요한 해양 및 연안 환경과 해양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지표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97%의 생물권을 품고 있는 해양은 지구 기후와 

기상변화의 조절자입니다. 또한 해양은 지구상 산소의 절반 이상을 생성함과 

동시에 주요한 탄소 저장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양이 주는 값진 자원과 

자연적 기능을 연구하고 관리해야 하는 임무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해양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서 해양과기원의 역할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양대기청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인류의 자원인 해양, 
함께 지켜 나가길



韓国海洋科学技術院(KIOST)の設立40年を心よりお慶び申し上げます。

私たちは、貴院の輝かしい研究成果が大韓民国のグローバル化や海洋産業
を支え、貴国の経済発展、海洋産業振興に大きく寄与されてきたことに対し
て、心より敬意を表します。

貴院と私たち機関は、貴院の設立の頃より、ワークショップの共同開催などの
人的交流を含めた連携協力関係を構築し、相互に研究交流活動を促進し
て参りました。

特に、防波堤や海岸施設の建設、保全に不可欠な波浪工学や耐波設計
の分野については、古くより、国境を超えて熱心な取り組みを進めて参りまし
た。また、近年では、干潟の保全・創造を含む沿岸環境分野や、高潮災害
や津波災害の防災・減災を目指す沿岸防災分野での研究交流に精力的
に取り組んで参りました。

これらの研究交流活動の成果は、両国の経済成長を支えるための港湾や沿
岸域の開発、保全に寄与するとともに、自然災害の低減に効果を発揮して
きたものと確信しております。

私たちは、今後も、両国の国民生活の発展と安全安心のさらなる向上のた
めに、これまでに構築した連携協力体制が一層強固なものとなることを強く望
むとともに、韓国海洋科学技術院(KIOST)がこれからも、大韓民国のため
のみならず、アジアのため、世界のために、発展し続けることをご祈願申し上げ
ます。

港湾空港技術研究所  
理事長 高橋重雄 

沿岸技術研究センター 
理事長 関田欣治

みなと総合研究財団 
理事長 金田孝之 

일본 항만공항기술연구소 이사장 

다카하시 시게오

일본 연안기술연구센터 이사장 

세키타 긴지

일본 항만종합연구재단 이사장

가네다 다카유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설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귀원의 눈부신 연구성과가 대한민국의 국제화와 해양산업을 뒷받침하여, 

귀 국가의 경제발전, 해양산업진흥에 크게 공헌해 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우리 기관은 귀원이 설립되던 무렵부터 워크숍 공동개최 

등 인적 교류를 포함한 연계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상호 연구교류활동을 촉진해 

왔습니다.

특히 방파제나 해안시설의 건설, 보전에 불가결한 파랑공학과 내파설계 

분야에서는 예전부터 국경을 초월하여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갯벌의 보전·창조를 포함한 연안환경분야와, 해일재해나 쓰나미재해의 

재해방지·재해경감을 목표로 하여 연안방재분야의 연구교류를 열성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교류활동의 성과는 양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항만과 

연안의 개발, 보전에 공헌하는 동시에, 자연재해의 감축에 효과를 발휘해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향후로도 양국의 국민생활 발전과 안전성·안심도의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구축한 연계협력체제가 한층 더 강고해질 것을 강력히 바라면서, 아울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앞으로도 대한민국뿐 아니라, 아시아를 위해, 또 세계를 

위해, 계속해서 발전할 것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해양산업 발전을 응원합니다

PORT AND 
AIRPORT 

RESEARCH 
INSTITUTE

COASTAL 
DEVELOPMENT 
INSTITUTE OF 
TECHNOLOGY

WATERFRONT 
VITALIZATION AND 

ENVIRONMENT 
RESEARCH 

FOUNDATION



Dear Mr President

On behalf of your friends and colleagues at the Plymouth Marine 

laboratory, I wish to congratulate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on the occasion of its 40th anniversary.

how the World and World Ocean have changed in this time. KIOST has keep 

abreast of marine scientific advanc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Indeed, 

in some areas KIOST can now be considered the global leaders. KIOST has 

expanded its facilities and areas of interest in an impressive manner, and 

can take pride in its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stage. Notably, KIOST 

was instrumental in the deployment of the first geostationary satellite 

dedicated to ocean colour imaging (gOCI). Also, KIOST maintains a set of 

state-of-the art marine observing platforms in coastal waters.

Celebrating a long history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KIOST has 

concurrently played a prime role in outreach activities, exerting a 

worldwide influence. last year they helped ensure the success of the expo 

2012 at Yeosu, a world fair of exceptional quality focusing on the living 

ocean and coast. KIOST led the generation of the notable Yeosu Declaration 

call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marin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Ml has been very pleased to be a partner with KIOST and share in its 

visionary approach to understanding fundamental marine processes. We 

contributed in a small way to drafting of the Yeosu Declaration and have 

worked together at the recent PeMSeA east Asia Seas Congress. We are 

proud to host the KIOST - PMl Science Office and sincerely hope that our 

own research collaborations continue to flourish.

happy Anniversary,

Stephen de Mora

Chief executive

영국 플리머스해양연구소 (PML)
PlYMOuTh MARINe lABORATORY

영국 플리머스해양연구소 소장

스티븐 디 모라

친애하는 강정극 원장님,

플리머스에 있는 원장님의 모든 친구들을 대표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도, 세계의 바다도, 세계 해양과학기술도 참으로 많이 변해 왔고 해양과기원은 

늘 그 변화와 함께 해왔습니다. 몇몇 분야에서 해양과기원은 실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될 만큼의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귀 기관은 최초의 정지궤도 

해색위성인 ‘천리안’과 최첨단 해양관측 플랫폼 등 연구기반은 물론 연구대상과 

분야를 거침없이 넓혀 왔습니다. 이제 해양과기원은 국제적 영향력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해양과기원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해양과학 대중화 활동도 주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란 주제로 개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리에 마친 것은 해양과기원의 공이 컸습니다. 

여수선언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습니다.  

일찍이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에 진력해 온 우리 양 기관이 동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 것은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아울러 플리머스해양연구소는 

해양과기원이 주도한 여수선언 성안과정에서 일익을 담당하였고, 최근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가 개최한 동아시아해양대회에서도 

공조하며 우정을 이어 왔습니다. 플리머스해양연구소에 설치한 공동연구센터를 

통하여 두 기관의 연구협력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랍니다.

40주년을 축하드리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이루어 낸 
40년을 축하하며



尊敬的姜正极院长，

在 2013 年新春伊始、万象更新的时刻，欣闻韩国海洋科学技术

研究院迎来40 周年庆。我代表中国国家海洋局第一海洋研究所，向

您和贵院所有的科研人员致以衷心的祝贺！向贵院成立40 年来的蒸

蒸日上和取得的丰硕成果表示由衷祝贺！

韩国海洋科学技术院成立 40 年来，在广大海洋科学家的辛勤努

力下，贵院在提高人类对海洋认知水平、推动世界海洋科技进步，增

加海洋服务经济能力、加强区域海洋合作等方面，取得了令人瞩目的

成绩和成果，现已成长为蜚声东亚乃至世界的高水平海洋科学与技术

研究机构。

自 20 世纪90 年代起，贵院与我所开展了紧密的海洋科技合作并

取得了丰富成果，对此我感到十分欣慰。贵院与我所同为黄海之滨的

专业海洋科技研究机构，我希望能够通过我们持之以恒的精诚合作与

共同努力，在加强海洋与极地探索、改善海洋资源与环境、提高海洋

科技创新、培养海洋科技人才等方面，为世界海洋科技的进步做出更

大的贡献！

最后，再次表达我对贵院成立 40 周年的祝贺！我坚信，贵院一定会再接

再厉、再谱华章、再创辉煌！同时也祝愿我所与贵院的友谊 之树常青、

合作之花常盛！

中国国家海洋局第一海洋研究所

所长                                                       恭贺

중국 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소 (SOA / FIO)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 FIRST INSTITuTe OF OCeANOgRAPhY

중국 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소 소장

마더이

존경하는 강정극 원장님,

만물이 소생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설립 

40주년을 맞았다는 뜻 깊은 소식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중국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소를 대표하여 해양과기원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해양과기원 설립 이래 40년 간 이룩한 수많은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해양과기원은 여러 해양학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해양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세계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의 경제적 활용 및 개도국 역량 강화, 지역해를 중심으로 한 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제 해양과기원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 높은 해양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90년대 들어 우리 양 기관이 해양과학기술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황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해양과학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우리 양 기관은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여 

해양과 극지연구를 강화하고, 해양자원과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첨단 해양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보다 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세계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중국 

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소는 앞으로도 귀 기관이 눈부시게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상호 간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고 영원하길 바랍니다.

지나온 40년보다 
눈부실 KIOST 미래를 믿습니다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역사를 되짚어 

보며 앞으로의 40년도 국내외에 선도적인 

해양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해양과학기술원 화이팅!!

정의형 (자재팀)

해양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기술을 

구축하여 지구환경과 인간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에 해양위상을 

드높이자!

조규표 (해양 R&D실용화센터)

DNA에 코 박고 살던 저의 시야를 전 세계 

바다와 극지로 넓혀준 KIOST에 감사하며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유경 (부설 극지연구소)

KIOST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두 날개를 주욱 펴본다. 

늘 새롭게, 하지만 원숙하게.

박내선 (국제협력본부)

종소리가 멀리 가는 것은 

속에서 울기 때문입니다.   

KIOST 창립 40주년! 바다의 안과 밖을 

창의적 마인드로 울린 희망의 종소리입니다.  

최영호 (KIOST 자문위원)

KIOST, 바다와 맞섰다. 

KIOST, 바다를 품에 안다.

KIOST, 바다에 미래를 싣고 전진!   

박준성 (해양환경·보전연구부)

1972년 말 KIST에 근무하시던 최상 박사님과 

한국해양개발연구소 설립을 준비하던 일이 

벌써 40년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 번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병권 (전임 원장)

40년간 우리의 바다, 전 세계의 바다를 탐구하고 

연구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기술원은 400년이 지나도 항상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고 연구할 것입니다. 

최영남 (해양과학도서관)

KIOST의 40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험난한 파도를 헤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KIOST의 밝은 미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더욱 힘차게 정진하길 바랍니다.

유병근 (경영정보팀)

불혹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여! 

바다에 대한 그동안의 미혹에서 벗어나 확실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닻을 올리자. 

최동림 (남해연구소)

한국 해양 발전을 이끌고 한국 해양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 해양을 국가의 보석으로 만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40년을 축하합니다.

김상렬 (해양생태계연구부)

KIOST 40년 축하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분들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이동원 (해양순환기후연구부)

올해로 ‘창립 40주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창립 40주년을 마중물 

삼아 재정립된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비전과 

변화를 통해 한반도의 해양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다영 (경영정보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지난 사십 년간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KIOST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강시환 (연안재해재난연구센터 자문위원)

앞으로 400주년이 될 때까지 더욱더 발전하는 

기술원이 되시길! 축하드립니다!

구본정 (YSLME)

캄캄한 바다 위 모든 배들의 길잡이가 

되는 등대처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해양과학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조성하 (해양과학도서관)  

Congratulations for the 40th. 

Kajuo Ouchi (해양위성센터)

세계 모든 바다를 사랑하고, 지키는 해양 

연구개발의 선두 주자입니다. 단언컨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세계 최고의 해양 

연구기관입니다.    

서한경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박희영 (특정해역보전관리연구센터)

Congratulation message from 
KIOST Families
KIOST 가족의 자축 메시지

Congratulations



KIOST NOW
인류의 행복이 자라는 KIOST의 바다

The ocean, the cradle of mankind's happiness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창의적 인재 양성

Developing world-class research projects and training creative human resources

지구 차원의 해양연구와 국제사회 기여

Contribut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a global scale ocean research

국내·외 해양문제 해결과 국가 해양정책 선도, 해양 신산업 창출

Address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ine issues 

Developing ocean policies and encouraging new marine industries

다학제적 연구와 과학·기술의 융합, 산·학·연 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

Integrating science and technology as a multi-disciplinary research

Enhancing the cooperation platform among industries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Feel the Ocean! Fill the Future!

해양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 KIOST,
대한민국 해양과학기술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1973년 설립 이후 40년의 세월 동안,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온

한국해양연구원(KORDI)이 2012년 7월 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KIOST는 해양과학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를 세계적 수준의 해양과학기술 보유국으로 만든

KORDI의 저력을 발판 삼아 세계 최고의 해양연구기관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인간의 손이 미처 닿지 못했던 곳, 무궁한 에너지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곳, 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바다와 인류가 공존하는 희망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eel the Ocean! Fill the Future!

KIOST, A Global Leader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Writing the New Chapter in the Republic of Korea’s History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The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KORDI), which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1973, took a new step forward as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on July 1, 2012.

KIOST will continuously stride forward to become a world-class ocean research institute. KIOST will write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where mankind and the ocean can coexist in harmony.

Introduction
소개

수월성

Excellence

국제성

Internationality

책임성

Accountability

융합성

Integration

4대 핵심가치 
4 Core Values



History of KIOST Corporate Identity

한국해양연구소(원)│1990. 11 - 2003. 4

한국해양연구원│2003. 4 - 2012. 7

바깥 원은 지구를 나타내며 원내에 태극기의 상징문형인 태극마크를 기본형태로 도입하고 이

와 어우러져 상하에 두 개의 힘찬 물결이 굽이치도록 표현하였다. 결국 지구-바다-태극의 3대 

기본개념을 압축 도형화한 것이며, 원내의 상하 배치는 북반구와 남반구, 해류, 파동 등을 함께 

표현한 것이다. 이는 지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인류에게 공헌할 해양개발 연구의 무한한 가

능성, 전문연구기관으로 약동하는 힘과 조화, 끝없는 발전을 표상한다.

The outer circle represents the planet earth. Taegeuk, the traditional Korean pattern 
displayed on the national flag, traverses the circle, with two powerful waves rolling 
above and below. This geometric design embodies three fundamental concepts - the 
Earth, the ocean and the Taegeuk - while the symmetrical structure symbolizes the 
southern/northern hemispheres, ocean currents, and waves. This image represents 
the infinite potential of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which will never cease to 
contribute to humankind, along with dynamic energy, harmony, and unlimited progress, 
making another leap into the future.

해양의 이니셜인 ○자에 파도 형상을 결합한 디자인으로, 솟구쳐 오르며 휘감기는 파도는 21

세기 해양과학을 선도할 연구원의 도전의지를 상징한다. ○자는 지구-바다-태극의 3대 개념을 

포함하며, 한국의 해양뿐 아니라 지구 전체로 연구영역을 확대하는 연구원의 의지를 담고 있

다. 푸른색은 미지의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연구원의 진지함과 냉철함, 붉은 색은 첨단의 색이

면서 일류 해양국가를 지향하는 연구원의 정열과 의지를 상징한다.

The letter “○” symbolizes the surging wave and the Institute’s strong will to become a 

global leader in not only ocean science, but also in a global-scale geoscience. The C.I. 
also succeeds the concept of harmony among the Earth, the ocean and the Taegeuk from 
the previous C.I. The blue represents the Institute’s determination in pioneering the 
unknown world, while the red represents the Institute’s passion to lead Korea to become 
an advanced maritime n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Focus
연구개발 지향점

국가현안 해결과 신개척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

특히 기초·원천 기술 개발에서 실용화까지 일련의 연구개발을 시스템적으로 추진

KIOST aims to strengthen its R&D capacity to solve national marine issues and to explore new research areas. 

Especially, the Institute takes a systematic approach from fundamental technologies to their practical application.

더 깊게 Deeper
심해연구 강화 전략 수립

Establishing
  enhancement strategy
for deep-sea research

더 안전하게 Safer
융·복합기술 기반 실시간 
관측 및 예측정보 제공

Providing real-time 
observation and forecast 
based on convergence 

technology

더 풍요롭게

More Bountiful
해양플랜트 등 해양산업 육성 전략 수립

Establishing development strategy for stimulating 
marine industries

더 넓게 Broader
해양경제영토 확장 전략 수립

Establishing expansion strategy for marine 
economic zones

극지-대양 연계 프로그램

Building interconnected program 
for polar regions and th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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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부터 대양에 이르기까지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고래 꼬리의 모습을 형상화한 로고는 

종합해양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닌 대양에서 극지에 이르는 연구영역을 역동

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를 KOREA의 K로 나타냄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기관으로서 자부심을 

상징한다. OCEAN을 뜻하는 O를 강조함에 따라 해양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아직 미지의 

영역인 바다를 개척하겠다는 신념을 나타내준다. 또한 CI가 지닌 전체적인 부드러운 곡선과 연

결성은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강조하여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는 기관의 의지와 목표를 상

징적으로 보여준다.

The logo represents the dynamism of a whale roaming the ocean freely. It is designed 
based on the letter “K” from Korea and symbolizes the KIOST’s pride as a leading 
national research institute. The letter “O” represents the vastness and in�nite potential 
of the ocean as well as strong will to explore the unknown world. The smooth curved 
letters represent the KIOST’s emphasis on the close communication among industries,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Areas  연구분야

극지연구

Polar Research
해양순환·기후연구

Ocean Circulation & Climate 
Research

심해저자원연구

Deep Sea & Seabed 
Resources Research

해양환경·보전연구

Marine Environments & 
Conservation Research

연구선 운용

Operation & Management of 
Research Vessels

해양운송연구

Marine Transportation Research

쇄빙선 운용

Operation & Management of 
the Ice Breaker R/V Araon

해양생태계연구

Marine Ecosystem 
Research

해외생물자원연구 
Global Bioresources 
Research

해양방위연구 
Maritime Security Research



연안재해·재난연구  
Coastal Disaster Research

해양구조물·플랜트연구  
Offshore Structure & Plant Research

해양시스템연구

Ocean System Engineering Research

인재양성·교육운영 활동

Human Resources & Education 
Activities

해양시료도서관 운영 
Operation of the Library of 
Marine Samples

해양위성 연구

Ocean Satellite Research

선박평형수연구

Ballast Water Research

해양정책연구

Ocean Policy Research

국제협력활동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해양안전기술연구  
Maritime Safety Research

해양과학 전문 도서관 운영

Operation of the Ocean Science Library

남해특성연구

South Sea Environmental 
Research

동해특성연구

East Sea Environmental Research

해양바이오연구

Marine Biotechnology 
Research

해양관측기술 · 자료연구

Ocean Observation Technology & Information Research

연안개발·에너지연구

Coastal Development & Ocean Energy Research



1972 1974 19801976 1982

윤정흡
Yun, Jeong heup
1976. 05. 15 - 1978. 3. 31

Brief History of KIOST
한눈에 보는 40년

▶ 역대기관장

이병돈
Lee, Byung Don

1974. 01. 08 - 1976. 05. 14

1978

김극천
Kim, Keuck-Chun
1978. 02. 04 - 1978. 3. 30

이병돈 (재임용)
Lee, Byung Don
1978. 04. 01 - 1981. 09. 28

박병권
Park, Byong-Kwon
1989. 01. 01 - 1993. 04. 06

허형택
Huh, Hyung-Tack
1981. 11. 23 - 1988. 12. 31

1984 1986 1988 1990 1991

해양개발연구소 설립
1973년 10월 30일 KIST부설 해양개발연

구소가 설립되고 초대 소장으로 
이병돈 교수가 선임되었다.

진해만의 해양학적 특성연구
진해만의 해수성분을 분석하여 오염

여부를 판정하고 오염물질이 해양퇴적물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해양개발연구소 소보 창간
연구원들의 논문 발표를 위해 연2회 
간기로 창간되었다.

조력발전 기초조사연구
연구소 최초로 수행한 연구과제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맞아 정부가 
서해안의 조력 에너지 이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였다.

반월호 취항
국내 최초의 해양조사선

한국해역종합해양환경도 작성 연구 착수
1997년까지 계속된 이 연구는 연안에 머물러 왔던 국내의 
해양연구를 연근해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산 청사  준공 이전
1986년 5월 30일 안산의 바닷가 부지에 
신청사를 준공하고 이전하였다.

해양250호 건조 
국내최초로 개발된 해저탐사용 
유인잠수정으로 250m까지 잠수가 
가능하였다.

세종과학기지 준공
남극대륙 북쪽,  킹조지섬 바톤반도에 있는

한국 최초의 남극과학기지로 서울에서 
1만7240km 거리에 있다.

이어도호 진수
잠수정 모선으로 건조된 이어도호는 
정밀ㆍ첨단 해양 관측 장비까지 고루 갖춘 
연구선이다.

1973 1978

1974 1976 1979 1980 1986 1988 1991

1982 1990

한국해양연구소 독립
KIST로부터 독립

▶ 약사

심수대형수조 완공
선형시험을 위한 길이200m, 폭16m, 
깊이 7m의 수조로 1975년 착공하여 
3년만에 완공되었다.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KORDI) established within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KIST)

Preliminary research on a tidal 
power generation

Publication of Bulletin of KORDI began

R/V Banwol commissioned
R/V Haeyang 250 constructed

KORDI Headquarters completed and moved to Ansan

Antarctic King Sejong Station completed

R/V Eardo commissioned

KIST 부설 선박해양연구소 발족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 and Ocean (KRISO) 
established under KIST

재단법인 한국선박해양연구소 발족
KRISO relaunched as a juridical foundation institute

Operational ocean science research in 
Jinhae Bay (�rst KORDI project) Towing Tank Constructed

Study on <Oceanographic Atlas of Korean Waters> began

KORDI separated from KIST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KIST 부설해양개발연구소 재발족
(한국선박연구소와 분리)
KORDI reestablished within KIST (separated with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KRIS))



1994 1998 2000 2001 2004 2006 2010 2012

한상준
Han, Sang-Joon
1999. 05. 10 - 2002. 05. 17

2002

변상경
Byun, Sang-kyung
2002. 05. 18 - 2005. 05. 23

2008

강정극
Kang, Jung-Keuk
2008. 05. 26 - 2011. 05. 23

강정극 (재선임)
Kang, Jung-Keuk
2011. 05. 24 - 현재

염기대
Yum, Ki-Dai
2005. 05. 24 - 2008. 05. 25

아라온호 첫 출항
한국 최초의 쇄빙연구선으로 6,950톤으로 건조 되었다.

박병권 (재선임)
Park, Byong-Kwon
1996. 05. 15 - 1999. 03. 09

1996

태평양 망간단괴 광구 등록
한국은 1994년 8월 하와이에서 서동남쪽

으로 1천km떨어진 15만㎢의 태평양 
심해광구에 대한 개발권을 갖게 되었다. 

한·남태평양해양
연구센터 개소
미크로네시아 Chuuk주에 설치한 
남태평양 연구거점으로 이곳은 
한반도 주변 기상현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해류의 발원지이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준공
서해 남부 해역의 해양과 기상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기 위해 수중 암초지대인 
이어도 위에 구축된 무인 기지

OSJ 창간
(Ocean Science Journal)
해양 분야의 영문학술지인 OSJ를 
한국해양학회와 공동으로 발행하였다.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개소
한·중 해양과학협력을 위해 중국 청도의 
제1해양연구소내에 설치되었다.

선박해양공학분소 설치
선박해양공학부문의 합류로 연구개발 
시너지효과를 더 키울  수 있게 되었다.

다산기지 개소(북극)
북극에 기지를 설치한 12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세계 8번째로 남극과 북극에 모두 
기지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한국해양연구원 명칭 변경

부설극지연구소 발족
남·북극을 아우르는 극지연구의 발전을 위해 
부설기관으로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KEDO관련 북한 수역 조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북한(신포)해역 해양조사 사업이었다.

남해 장목분소 준공
2012년 남해연구소로 명칭변경 
되었으며, 해양시료도서관과 
연구선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천리안위성 발사
정지궤도 위성으로 해양관측 
탑재체를 싣고 있다. 
해수온도 변화를 감시할 
목적의 전용 센서를 탑재한 
위성으로는 세계 최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재출범

누적기술료 수입 100억 돌파
연구성과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은 
누적액이 100억을 돌파하였다.

동해연구소 개소
동해안권 해양연구의 구심체로 설립되어 
독도, 해양자원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무인잠수정 해미래 
수심 6,000미터 탐사 성공
심해무인장수정인 해미래는 2005년 수심 
2천미터, 2006년 수심 6천미터 해저 탐사

시험을 성공하였다.

통영바다목장 준공
울타리 없는 자연 친화적 양식어업인 바다목장

으로 인공어초 등 기반 시설과 음파, 관측 등 
첨단 시설로 어류의 정착을 유도한다. 

1994 1997 1998 2000 2003 2005 2006 2008 2010 2012

1992

온누리호 취항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해양연구선으로 
1,400톤급이다. 근해는 물론 태평양, 남극

까지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1992 1995 20021999 2004 2007 2009 2011

울돌목시험조류발전소 준공
명량대첩 현장에 세운 첨단 해양에너지 생산시설

R/V Onnuri commissioned Arctic Dasan Station established
Korea Poloar Research Institute 
(KOPRI) established Tongyeong Marine Living Resources Conservation 

Center completed

Accumulated technology licensing 
fee exceeded 10 billion won

Uldolmok Tidal Power Plant 
completed

R/V Araon made her maiden voyage

Korea-China Joint 
Ocean Research 
Center established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 and Ocean 
Engineering(KRISO)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SSRI) established

Study on North Korean waters (entrusted 
by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 East Sea Research Institute (ESRI) 

established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GOCI)

KORDI was renamed to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KIOST)

Paci�c manganese nodule mining area registered

Paci�c Ocean Research Center established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completed

Publication of Ocean Science Journal began

ROV Hemire successufully explored 6,000m under 
the ocean

송원오
Song, Won oh
1993. 05. 10 - 1996. 05. 14



Organization
조직

국제기구 지원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pport

• IOC의장실

• IOC Chairman's Office

원장

President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감사 

Auditor

감사부 

Division of Audit & Inspection

부설 극지연구소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 해양 정책·영토연구실

• 해양 환경·산업연구실

• 해양융합연구전략실

• Ocean Policy Research Division

• Consolidated Research Strategy Section

• Economics Assessment Section

해양정책연구소

Ocean Policy Institute

국제협력본부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 국제협력실

• 국제공동연구센터

• International Affairs Section

•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motion 
   Center

제1부원장

Vice President for Research

해외센터ㆍ연구실

Overseas Research Center

• 한ㆍ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 한ㆍ페루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 The Korea-China Joint Ocean Research Center

•  Korea-Perú Research Laboratory on Ocean   
   Science & Technology for Latin America

• KOIST-NOAA Lab

• KOIST-PML Lab

제2부원장

Vice President for Management



응용기술연구본부

Applied Ocean Technology Research Department

• 심해저자원연구부  

• 연안개발ㆍ에너지연구부

• 해양바이오연구부

• Coastal Development & Ocean Energy 
 Research Division

• Deep-sea & Seabed Resources Research Division

• Marine Biotechnology Research Division

특성화연구본부

Specialized Ocean Science & Technology Department

• 연안재해ㆍ재난연구센터

• 해양위성센터 

• 해양방위센터

•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 Coastal Disaster Research Center

• Korea Ocean Satellite Center    

• Maritime Security Research Center

• Global Bioresources Research Center

해양플랜트 산업 지원센터

Offshore Plant Industry Support Center

인력양성ㆍ교육운영본부

Human Resources & Education Department

• 해양과학도서관     

• 학사ㆍ교육지원실

• Ocean Science Library
• Academic & Education Service Section

• 경영기획부     

• 행정관리부

• 연구사업개발부    

• 보안ㆍ안전관리단

• 건설사업단     

• 해양 R&D 실용화센터

• Management & Planning Division
• Administration Division
• Research Projects Coordination Division
• Security & Safety Management Unit
• Infrastructure Construction Unit
• Center for Promoting Utilization of R&D 
   Results

서해연구소 설립추진단

West Sea Research Complex Planning Unit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Maritime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 해양운송연구부 • 해양플랜트연구부

• 해양안전기술연구부 • 해양시스템연구부

• 산업정책협력실 • 운영관리부

• Marine Transportation Research Division

• Ocean Plant Research Division

• Maritime Safety Research Division

• Ocean System Engineering Research Division

• Industry Policy and Cooperation Section

• General Management Division

동해연구소

East Sea Research Institute

• 동해특성연구부

• 독도전문연구센터

• 운영관리실

• East Sea Environment Research Division

• Dokdo Research Center

• General Management Section

남해연구소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 남해특성연구부 • 해양시료도서관

• 선박평형수센터 • 연구선지원실

• 운영관리실

• South Sea Environment Research Division

• Library of Marine Samples 

• Ballast Water Center

• Marine Operations & Service Section

• General Management Section   

해양관측기술·자료본부

Ocean Observation Technology

& Information Department

• 해양과학데이터센터 

• 기기검교정·분석센터 

• 종합 연구선 건조사업단

• Oceanographic Data & Information Center

• Oceanographic Measurement & Instrument 
   Calibration Service Center

• Research Vessel Building Unit

해양기반연구본부

Ocean Science Research Department

• 해양환경ㆍ보전연구  

• 해양순환ㆍ기후연구부

• 해양생태계연구부

• Marine Environments & Conservation 
    Research Division

• Ocean Circulation & Climate Research Division

• Marine Ecosystem Research Division



Global Network
글로벌 네트워크

북극해│The Arctic Ocean
빙해선박의 극지항로 안전운항기술 개발

Development of polar navigation technology for Ice Breaker

남북극 해양 정책 및 연구전략 수립 연구

Development of ocean policies and research strategies 

in the polar regions

태평양│The Paci�c Ocean
북태평양 기후변동 및 해양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climate change and ocean environment 
in the northern Paci�c Ocean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Development of deep-sea mineral resources in the Paci�c Ocean

국제공동해양조사(ARGO)

ARGO : international joint ocean research 

and observation project

적도태평양 연구인프라 구축

Establishment of research infrastructure 

in the equatorial Paci�c Ocean

인도양│The Indian Ocean
인도양 해양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

Development of marine mineral resources (i.e. hydrothermal 
deposits and manganese nodules) in the Indian Ocean

통합기후예측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integrated weather forecasting system

남극해│The Antarctic Ocean
서남극해 결빙해역의 생태계 특성 연구

Research on ecosystem in a frozen area of the southern Antarctic Ocean

기상 및 대기화학 연구

Research on meteorology and atmospheric chemistry

남극 고기후, 고환경 복원

Restoration of paleoclimate and paleoenvironment in the Antarctica

지체구조 및 지구물리 연구

Research on tectonic structures and geophysics

남극 운석 탐사

Expedition for Antarctic meteorites

A

B

C

D

KIOST-PML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KIOST-PML Science Of�ce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Korea-China 
Joint Ocean Research 

Center

북극 다산 과학기지 
Arctic Dasan Station

KIOST-NOAA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KIOST-NOAA Science Of�ce

한·페루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The Korean-Peruvian 
Research Laboratory for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for Latin America

한·칠레해양연구센터

Korea-Chile 
Ocean Research Center

남극 세종 과학기지 

Antarctic King Sejong 
Station해양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the Global Leader in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C

A

B

D

Paci�c Ocean 
Research Center

태평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Antarctic Jang Bogo 
Station 



전해역│Around the Globe
MT-IT융합 실시간 관할해역 관측시스템 구축

Establishment of real time observation system through 

convergence of marine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해일 침수 범람 예측

Forecast on tidal waves and �oods

연근해 해양환경 분석 및 해양생태계 구조 변동 진단

Analysis on littoral sea environment and assessment on 

marine ecosystem �uctuation

재해성 파랑의 특성분석 및 예측

Analysis on rogue wave characteristics and forecasts

서해│The West Sea
황해 저층 냉수괴 거동 연구

Research on the Yellow Sea Cold Water Mass (YSCWM)

환경충격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예측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forecasting system

연안지형 진화 연구

Research on evolution of coastal topography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 연구

Research on improving marine environment around the 

Lake Shihwa 

남해│The South Sea
남해 특별관리해역의 해양생태계 건강지수 개발

Development of marine ecosystem health index(MEHI) in 

the special management areas of the South Sea

전략무인도서 해양생태도 작성 연구

Development of scientific mapping techniques of marine 

eco-resources in the outer islands of the South Sea

남해 해양생물자원 종 보존 및 활용 연구

Conservation and applied research on marine living 

resources in the South Sea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 연구

Research on coastal environment pollution by microplastics

중부권│Central Region
선박성능 고도화 핵심기반 구축

Establishment of vessel enhancement core infrastructure

다관절 복합 이동 해저로봇 개발

Development of multi-legged underwater walking robot 

(CR200)

해양구조물의 이송, 설치작업 성능개선 연구

Research on the transportation and construction of 

offshore structures

CO2 해양 지중 저장기술 개발

Development of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CCS) 

technology

동해│The East Sea
동해생태계 중장기 변동성 연구

Research on ecosystem �uctuation in the East Sea

동해 온배수와 심층수 활용 연구

Research on thermal effluent and deep-sea water 

application

연안침식 모니터링 및 예측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coastal erosion monitoring and forecasting 

system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

Research on sustainability of sustainable use of Dokdo

동해연구소│East Sea Research Institute
767-813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48 

48, Haeyang Bio-gil, Jukbyeon-myeon, Uljin-gun, 

Gyeongsangbuk-do 767-813, Korea

TEL : +82-54-780-5200     FAX : +82-54-780-5249

부설 극지연구소│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미래로 26

26, Songdomirae-ro, Yeonsu-gu, Incheon 406-840, Korea

TEL : +82-32-770-8400     FAX : +82-32-770-8709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Korea-China Joint Ocean Research Center
중국 청도시 고과원 선하령로 6호 266061

6 Xianxialing Road, Qingdao, P.R.China 

TEL : +86-532-8896-4987     FAX : +86-532-8896-4779 

태평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Paci�c Ocean Research Center
P.O. Box Weno, Chuuk State 96942 FSM

TEL : +691-330-5729     FAX : +691-330-5730

본원│Headquarters 
426-74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사동) 

787 Haean-ro, Sangnok-gu, Ansan-si, Gyeonggi-do 426-

744, Korea

TEL : +82-31-400-6000     FAX : +82-31-400-6079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Maritime and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32

32-1312beon-gil, Yuseongdae-ro Yuseong-gu, Daejeon 

305-343, Korea

TEL : +82-42-866-3114     FAX : +82-42-866-3106~7

남해연구소│South Sea Research Institute
656-830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1길 41

41, Jangmok 1-gil, Jangmok-myeon, Geoje-si, 

Gyeongsangnam-do 656-830, Korea

TEL : +82-55-639-8400     FAX : +82-55-635-3913

KIOST-PML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KIOST-PML Science Of�ce
Plymouth Marine Laboratory, Prospect Place, The Hoe, 

Plymouth, PL1 3DH, UK

TEL : +44(0) 1752-633446     FAX : +44 (0) 1752 633101

KIOST-NOAA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KIOST-NOAA Science Of�ce
Climate Program Of�ce, NOAA, 1100 Wayne Avenue, Suite 

1225, Silver Spring, MD 20910, USA

TEL : +1-301-427-2435

한·페루센터│The Korean-Peruvian 
Research Laboratory for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for Latin America
Esquina Gamarra y General Valle S/N Chucuito Callao, Peru

TEL : +51-14-62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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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연구소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
KIOST Headquarters

부설 극지연구소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Maritime and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동해연구소
East Sea Research Institute



13,705,000,000

Statistics
숫자로 본 KIOST

1,217
 (~2012)

SCI 등록논문 SCI Accredited Articles

KIOST는 SCI 등록논문을 다수 발표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록 Domestic Patent Registrations

KIOST의 연구생산성 향상이 KIOST의 특허 등록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6
5peo

ple

박사급 인력 Researchers with Ph. D.

KIOST는 국내외 대학 연계, 연구 실적 우수자 
우선 채용 등을 통해 핵심 연구 인력 영입과 고급 
인력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56%
전체 인원

건801

지난 10년간(2003~2012년) 
기술료 수입 Technology Licensing Fee for Last 10 years

KIOST의 기술료 수입은 지난 10년간 대폭 증가하여 
해양과학기술 분야 및 기술이전시장에서 블루오션
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2003-2012)

자체 수입 비율 KIOST's Revenue Percentage

KIOST의 자체 수입은 1999년부터 점점 증가하여 현재는 
자체 수입이 정부 출연금을 현저히 능가하고 있습니다.

65.2 %

명

건
articles

times

원
KRW



KIOST의 연구선 온누리호와 이어도호는 취항 이후 대양과 국내 인근해역을 
부지런히 탐사하며 우리나라 해양 조사 연구의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온누리호, 
이어도호 운항 일수 R/V Onnuri and R/V Eardo Annual Operation / Duration

29 324개국 명14 43

지난 5년간(1997~2012년) 
AMETEC의 수혜국·연수생 수
Trainees with APEC Marine Environmental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AMETEC) Grants

KIOST의 APEC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는 아시아 국가 간 
해양 협력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양환경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연협동 석박사 과정을 
공동 운영 중인 대학 수
Universities collaborating with KIOST for 
Master’s and Doctor’s degree programs

KIOST는 유수의 국내 대학과 연계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 약정을 체결한 
외국의 해양연구기관
Foreign ocean research institutes, 
which signed MOU with KIOST

KIOST는 국외 연구기관들과 활발한 
공동연구, 정보·기술·인력 교류로 
세계적인 해양연구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IOST 연구선의 
총 운항 거리 Total distance sailed by the KIOST Research Fleet

 KIOST의 연구선 온누리호, 이어도호, 장목1호, 장목 2호는 쉴 새 없이 
해양 연구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누리호 
R/V Onnuri

이어도호 
R/V Eardo

지구 73바퀴 
(약 291만 9,999㎞)
enough to circle the Earth 73 times 
(approx. 2,919,999 ㎞)73 times

개
Universities

개
Institutes Nations People

302일 
Days

2002년

200일 
Days

155일 
Days

250일 
Days

2012년



글로벌 아젠다를 해결하며,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의 저력을 구축해나갈 기술 개발 및 연구

1. 해양 기초과학 연구   2. 해양 응용 및 실용화 연구

3. 국가 현안 문제 해결 연구  4. 해양·극지 정책 연구

창의경영을 통한 상승(相乘)의 문화 속에서, 국민 그리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선진 미래해양으로 나아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 성숙한 경영, 미래를 만들어가는 KIOST

2.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KIOST

3. 글로벌 역량 확충, 세계 속의 KIOST 리더십 구현

4. 나눔과 소통, 함께 하는 KIOST

KIOST provides solutions to global agendas and pursues technology R&D to strengthen 
the national capacity in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1. Research on fundamental marine sciences

2. Research on applic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marine technologies

3. Research on national maritime issues

4. Research on policies for the ocean and polar regions

KIOST shapes the bright future together with industries,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through a close partnership and creative management
1. KIOST shapes the future through a experienced management

2. KIOST creates new values

3. KIOST develops global capacities and aims to become a global leader

4. KIOST pursues an open-minded communication

Objectives
목표

부설 극지연구소 포함  including KOPRI

정규직 인력 572명 Permanent employees: 572 people
예   산  2,800억원 Annual budget: 280 billion KRW
해외연구거점 3개 International research stations: 3 stations
우수연구센터 5개 Research center of excellence: 5 centers

창의적 
해양인재 양성기관

Prospective Ocean Experts 
Training Center

산·학·연 
협력의 플랫폼

Cooperation Platform for 
Industries-Academia-
Research Institutes 

글로벌 대양연구
선도기관

Global-scale Ocean Research 
Institute

• 대양, 극지, 심해를 대상으로 하는 지구차원의 대형 프로그램 운영

• 해양 신산업 창출을 위한 첨단 핵심기술 개발

• Operates a global scale program focusing on the ocean, polar regions and the deep-sea
• Develops core technologies to create new marine industries

연구사업 분야
Research Project Areas

• 다학제 융·복합 연구를 통한 국가·사회적 문제에 솔루션 제공

•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해양과학기술력 확보 (우수연구센터  20개 육성)

• Provided solution to national and social issues through multi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
• Secured a world class cutting-edge ocean science technology capacity (established 20 centers of excellence)

연구성과
Research Outcomes

• 글로벌 해양연구의 구심점 (해외 연구거점 8개 설치·운영)
• 공동학위프로그램 등을 통한 연간 30명 이상의 석·박사 인력 배출

• Plays a pivotal role in a global ocean research (established 8 international research stations and labs)
• Produces over 30 Master’s and Doctor’s degree holders through a joint degree program each year

국제화와 인력 양성
Internationalization & 

Expert Training

규모
Institutional Scope

• 2020년까지 정규직 인력 1,100명, 총 예산 7,000억 원 규모로 육성

•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조사선, 시설 및 기장비, 정주시설 등 연구 - 교육 인프라 구축

• Aims to hire 1,100 full-time personnel and increase the annual budget to 700 billion KRW
•  Aims to establish a ‘research-education convergence’ infrastructure consisting of facilities, equipment, and  

world class research vessel

2011

정규직 인력 800명 Permanent employees: 800 people
예   산 4,000억원 Annual budget: 400 billion KRW
해외연구거점 5개 International research stations: 5 stations
우수연구센터 10개 Research center of excellence: 10 centers

1단계(2012~2016)

정규직 인력 1,100명 Permanent employees: 1,100 people
예   산 7,000억원 Annual budget: 700 billion KRW
해외연구거점 8개 International research stations: 8 stations
우수연구센터 20개 Research center of excellence: 20 centers

2단계(2017~2020)



해양 및 극지에 대한 국가 정책 지원

Supporting national policies 
on ocean and polar regions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글로벌 해양 전문연구기관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is growing as a global ocean research institution.

대국민 해양과학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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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turing maritime and ocean scienc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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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1 이 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걸어온 40년(1973~2013)의 발자취를 엮은 책이다.

2 크게 통사(I부)와 부문사(II~IV부)로 나누어 정리하였고, 관련 자료를 부록으로 덧붙였다.

3 기관 명칭은 아래와 같이 많은 변화를 거쳐 왔기에 일일이 정확히 쓰기에는 번거로움이 있고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어 정식명칭 외에 

 통칭으로 연구소, 연구원, 해양과기원 등을 해당 시기에 맞춰 사용하였다.

  1973.10.30 - 1976.05.14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약칭: 해양개발연, KORDI)

 1976.05.15 - 1976.11.03 KIST 부설 선박해양연구소(약칭: 선박해양연, KRISO) 

 1976.11.04 - 1978.03.31 재단법인 한국선박해양연구소(약칭: 선박해양연, KRISO)

 1978.04.01 - 1981.01.04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한국선박해양연구소에서 분리)(약칭: 해양개발연, KORDI)

 1981.01.05 - 1989.06.11 KAIST 부설 해양연구소(약칭: 해양연, KORDI)

 1989.06.12 - 1990.05.30 KIST 부설 해양연구소(약칭: 해양연, KORDI)

 1990.06.01 - 2000.12.31 한국해양연구소(KIST에서 독립)(약칭: 해양연, KORDI)

 2001.01.01 - 2012.06.30  한국해양연구원(약칭: 해양연, KORDI)

 2012.07.01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약칭: 해양과기원, KIOST)

4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원어를 직접 사용하였으며,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석을 본문 내, 또는 각주로 달았다. 

5 문장부호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겹낫표『 』: 문헌, 저서명을 나타낼 때 표기하였다.

 낫표「 」: 책의 장 제목 및 논문명, 법률과 제도명을 나타낼 때 표기하였다.

 중괄호 < > : 조사 연구, 사업명을 나타낼 때 표기하였다.

 그 외 고유명사, 인용 등의 강조는 문장부호 법칙에 따라 작은따옴표(‘ ’) 혹은 큰따옴표(“ ”)를 사용하였다.

6 KIOST 40년사는 독자들에게 연구현장의 이야기를 보다 생생히 전달하기 위한 여록집 『362000000』을 별책으로 발간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0년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1973년 10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

양개발연구소로 시작한 기관의 역사는 한국해양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으로 그 전통을 이어 왔으며, 지난 40년 동안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우리나라를 대

표하는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기후변화나 자원고갈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다가 가진 가능성을  이

용해야 한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이 해양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일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

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임직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자긍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

으며, 그만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0년의 역사처럼, 앞으로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분야를 리드

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 및 고용 증대를 통해 정부의 ‘창조

경제 실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갈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해양영토의 수

호를 위해서도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해양 분야의 인재 양성에

도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제『40년사』의 발간과 함께, 다시 ‘새로운 40년’의 역사를 시작합니

다. 해양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를 향한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KIOST의 

40주년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전 직원의 마음을 모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10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강정극

발간사

대한민국 
해양과학기술의 
자긍심을 더욱 
키워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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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ST 부설 연구소 시대 

1.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연구소 시대 

1973~1990

한국해양과학연구의 거점으로 탄생

The Era of the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under KIST : 1973-1990



043

1973~1990

1.1.1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의 태동

우리나라에서 과학적인 해양 조사와 관측이 본격적

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15년 6월부터였다. 

당시 조선총독부 수산과에서 수산조합에 위탁하여 

연안 10여 군데에서 정기 해양관측을 한 것이 그 시

초다. 1921년에는 수산시험장이 설립되었다. 그 이후 

각 도립 수산시험장이 정선횡단관측● 업무를 맡고 

중앙수산시험장이 이를 종합함으로써 한국 근해 해

황 규명 업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광복 이후의 근해 해양 조사는 일본인들로부터 인

수받은 중앙수산시험장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시작되

었다. 1947년부터 북한산호74t가 부산 근해의 정점을 

격월로 관측하여 해황과 어황속보▲를 발간하였고 아

울러 연보를 간행하였다. 1960년대부터는 정선관측 

업무를 확대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1년부터

는 기존보다 관측 사항이 늘어나 산소 이온 농도, 용

존 산소량, 인산염-인, 질산염-질소, 규산염-규소, 해

수 밀도, 해양 기상 상태 등이 추가로 관측되었다.

1963년 12월에는 중앙수산시험장이 국립수산진

흥원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개편되었다. 업무와 기구도 

확장되어 주문진, 포항, 여수, 서귀포, 목포, 군산, 인

천 등지에 지원이 설치되었다. 또한 1964년에는 과거

의 기존 자료 등을 분석, 편집하여 『한국해양편람』을 

간행하였다. 『한국해양편람』은 월별 수온과 염분도의 

평균치와 평균 분포치를 수집한 것인데 이로써 과거

의 실적을 일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1968년에는 해양학 전공 과학기술자의 양성을 목

적으로 기존의 부산수산대학현 부경대학교에 이어 서울

대학교 문리대 내에 해양학과가 설치되었다. 또한 다

음 해인 1969년에는 국립지질조사소현 한국지질자원연

구원 내에 해양 물리 탐사와 해양 지질 조사를 위한 연

1.1 태동과 발족1973~1976

          Inauguration and Early Years

●	정선관측

미리 정해진 정점과 관측선을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해상 관측이다.

▲ 어황속보

조사선이나 어선에서 들어온 바다의 

상황과 어획 상황에 관한 자료를 모아서 

어장도(漁場圖)를 작성하고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일 또는 통보 자체를 뜻한다.

한국해양개발연구소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연구, 1973

해류조사 포스터,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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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ST 부설 연구소 시대 구실이 설치되어 해저 광물자원 개발ㆍ조사가 시작

되었다.

한편 일찍이 인류전체를 위한 해양의 개발이용

에 큰 관심을 갖고 유네스코에 정부간해양과위원회

IOC를 설치한 유엔은 1970년대를 ‘국제해양탐사의 해

International Decade of Ocean Exploration’로 선포하여 해

양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발하였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처에서 해양조사연구장기종합계획을 수립

하였다. 1973년에는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자원 개발

에 관한 시험, 조사,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목적

으로 과학기술처 산하 한국과학기술연구소현 한국과

학기술연구원 부설 해양개발연구소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를 설립하여, 종합적인 해양연구 기능을 담당하도

록 하였다. 1977년에는 해양개발 활동과 산업 발전

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오염 방지법을 만들었고 이를 담당할 기

구로서 환경청 산하에 환경연구소가 1979년에 설립

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

에 와서야 해양과학기술과 해양개발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1968년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를 시작으로 여러 대학에 해양학과가 설치되면서 전

문 인력이 양성되었으며, 1973년 한국과학기술연구

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설립을 계기로 연구ㆍ조사

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196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해양자원  

종합 조사 연구[연구책임자 심문택총괄, 양재현해수 용

존물 부문, 최종완해양에너지ㆍ해양공학 부문, 김훈철해양공

학 부문, 최상해양생물자원 부문]>는 국내 해양자원의 유

용성과 개발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였다. 이 보고서는 이후 1970년 3월에 과

학기술처가 성안하여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양조사 

연구장기종합계획」의 토대가 되었으며 해양개발연

구소의 태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1.1.2 해양개발연구소 설립 배경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선진국들은 닥쳐올 육

상자원의 고갈에 대비하여 해양개발에 막대한 자금

과 인력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

령은 취임사에서 3대 거대과학으로 우주, 해양, 원자

력 개발을 천명하였고, 다른 선진국들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개발을 위해 범국가적 협의 기구나 심

의기구를 설치하여 관련법을 제정하고 개발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예로 일본은 1961년에 해양

과학기술심의회, 미국은 1966년에 해양자원심의회, 

프랑스는 1967년에 국가해양개발위원회를 각각 설치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한반도의 3배에 달하는 68만㎢의 

대륙붕이 동ㆍ서ㆍ남해 연안에 이어져 있고 다목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긴 해안선이 펼쳐져 있다. 특히 

서ㆍ남해안은 수심이 얕고 간만의 차가 크며 해안선 

굴곡이 심하여 간척과 매립을 하기 쉬운 천혜의 적지

다. 또한 수산자원,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석유와 공

간자원의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이다. 이러한 천

혜의 조건을 살려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

은 세계적 조류에 부응하는 국가적 과제였을 뿐만 아

니라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70년 3월 24일 국

무회의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바다를 조사ㆍ연구하

고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가 만든 「해

양조사연구장기종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 계획

안에는 1971년부터 1980년까지 10년 동안 해양자원

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투자와 인

력 양성 정책 등 제반 사항이 담겨있었다. 이 계획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는 당시의 수산자원

연구실장 최상박사에게 의뢰하여 해양연구소 설립

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박

병권 박사지질해양학와, 이종화 박사생물해양학, 김종수 

박사지질해양학, 이석우 사장해양공학, 황해웅 박사물리

해양학로 연구진을 편성하여 <한국해양개발연구소 설

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연구박한웅> 보고서를 작성하

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최상 박사가 별세1973.5 하해양자원 종합조사연구, 1969

해양조사연보, VOL.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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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1990게 되어 연구책임자가 기술정보실장인 박한웅 박사

로 바뀌었다. 또한 영국에서 귀국한 이종화 박사가 

사전 준비작업에 참여하였고, 곽희상 박사는 당시 최

상 박사 연구실의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

므로 임시로 설립작업에 참여하였는데, 나중에 이병

돈 소장 취임후 정식 직원으로 발령받았다. 이 당시의 

인원 중에는 최상 박사 연구실의 비서로 행정업무를 

지원하던 조정희씨가 있었고, 서울공대 전용원 교수

가 위촉직원으로 초기 연구소 설립준비업무를 실질

적으로 총괄하면서 서울공대에서 근무하던 이남숙씨

가 설립준비위에 참여하였었다. 전용원 교수는 이병

돈소장이 선임된 후 대학으로 복귀하였다. 이 <한국

해양개발연구소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연구>보고

서는 1973년 2월 28일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제출하였

다. 이 보고서는 1973년 2월 28일 과학기술처 장관에

게 제출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해양개발연구

소는 정부 투자와 UNDP●, 그리고 한ㆍ불 해양개발 

협력에 의한 원조로 설립될 계획이었다. 연구소의 설

립은 두 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제

1단계1972~1976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부설 연

구소로 설립하여 인력 확보와 연구소 건설, 시설 확보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제2단계1977~1981에서는 독

립 연구기관으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전개할 수 있

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1973년 8월 1일 한국과학

기술연구소에 양재현 제1연구 담당 부소장 직속으로 

해양연구실을 신설하여 연구소 설립 준비 작업에 착

수하였다. 그리고 양재현 부소장이 직접 실장 직무까

지 대행함으로써 이 준비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독려한다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한편 우리 정부

는 1972년 해양개발연구소의 설립 계획안을 확정하여 

UNDP에 지원을 신청했고, UNDP는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후 UNDP는 장비를 지원하고 전문가를 파견

하여 연구소의 조직, 구성에 대한 자문은 물론 훈련생

을 파견하도록 도왔으며, 이를 유네스코의 해양과학

부Office of Marine Science에서 주관토록 하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위

해 1973년 8월 3일 제47회 정기이사회에서 직제 규

정을 개정하였고 그 설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였

다. 이어 동 이사회에서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신설

(안)을 선박연구소 신설(안)과 함께 통과시켰고 그 

설치 시기는 소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조치

에 따라 1973년 10월 2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부

설 해양개발연구소와 선박연구소의 설립 준비 규정

을 각각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설립 준비 위원을 

위촉하였다.

이어 1973년 10월 29일 제1차 설립준비위원회

가 소집되어 두 연구소의 설립일을 1973년 10월 30

일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KORDI :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가 정식으로 출범하였고 한국과학

기술연구소의 양재현 제1연구담당 부소장이 소장 직

무 대행을 맡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와 
선박연구소 설립준비위원

보직 성명 직책

위원장 한상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소장

위원 양재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제1연구담당 부소장

위원 정만영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제2연구담당 부소장

위원 안병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행정담당 부소장

위원 백영학 과학기술처 진흥국장

위원 김형기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위원 권원기 과학기술처 종합기획관

간사 최연상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사업관리실 차장

1.1.3 초기 연구소 운영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는 1973

년 10월 30일 정식 출범하였지만 연구소를 맡을 초

대 소장을 물색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박길호 

박사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해양국장와 박태수 박사

미국 텍사스 A&M대학교 교수, FAO▲에 근무하던 이영철 

박사 등이 일차적 영입대상이었지만 성사되지 못하

였다. 결국 미국 텍사스 A&M대학교에서 생물해양

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부산수산대학 임해연

해양개발연구소 이병돈 소장 임명식, 1974.1

045

1973~1990

한국해양개발연구소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연구, 1973

●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유엔 전체의 개발 원조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기관이다. 1966년 1월 발족한 

기관으로 개도국에 대한 유엔의 

개발원조계획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무국은 뉴욕에 위치하고 자금은 

유엔과 피원조국에서 부담한다.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모든 인구의 영양상태와 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촌 주민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의 하나로 

1945년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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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ST 부설 연구소 시대 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병돈 교수가 1974년 1

월 15일 자로 해양개발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연구소는 인사권을 제외한 총무, 회계, 건설 

등 모든 분야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해양개발연구소는 불과 8명이병돈 소장, 이종화 박사, 곽

희상, 위촉 연구원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광산학과 전용원 

교수, 박건홍 관리과장, 신원철 행정원, 그리고 위촉 직원으로 

이남숙 사무원과 지희양 소장 비서의 직원과 1억 1,270만 

원의 예산만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육사에 재직중 위

촉연구원으로 설립작업에 참여했던 박병권 박사는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산 내역은 외자 

1억 670만 원과 내자 600만 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외자는 기기 도입비와 외국 전문가 자문비 등 교

육 훈련비로 편성되었다. 내자 600만 원 중에서도 자

체 교육 훈련비 270만 원을 빼면 실제로 가용 예산은 

선박 및 해양개발연구소 설립통보 내부 결재 문서, 1973

해양개발연구소 설립을 위한 최초의 예산 조달 계획서 단위 : 천 원

연차별 총사업비 1973년 1974년 1975년 1976년

사업별 사업량 단가 금액 사업량 단가 금액 사업량 단가 금액 사업량 단가 금액 사업량 단가 금액

A. 투자비 (합계) 630,800 100,200 146,600 187,000 197,000

내자 370,600 66,600 107,000 197,000

외자 260,200 100,200 80,000 80,000

1. 토지 (내자) 60,000 20,000평 - 60,000

2. 건물 (내자) 290,000 3,000평 - - 100,000 190,000

3. 구형물 (내자) - - -

4. 부대시설 (내자) - - -

5. 조사용선박 (내자) - -

6. 실험용실비 (외자) 240,000 80,000 80,000 80,000 -

7. 오기병비품 (내자) 11,600 3,600 4,500 4,000

8. 차량운반구 (내자) - - 3,000

9. 지도 (내자) 9,000 3,000 3,000 3,000

(외자) 20,200 20,200 - - -

B. 운영비 (합계) 459,100 12,500 102,960 143,740 199,900

내자 399,300 6,000 80,160 127,440 185,700

외자 59,800 6,500 22,800 16,300 14,200

1. 창업비(내자) 3,300 3,300

2. 기술개발비 (내자) 57,000 - 13,000 16,000 28,000

3. 자체교육훈련비 (내자) 2,700 2,700 - - 28,000

(외자) 59,800 6,500 22,800 16,300 14,200

4. 인건비 (내자) 227,140 - 33인 49,000 70인 94,240 30인 103,900

5. 일반공통비 (내자) 86,160 - 15,160 29,200 41,800

1) 감가상각비 (내자) 48,000 - 8,000 16,000 24,000

2) 유지보수비 (내자) 8,160 - 160 3,200 4,800

3) 기타 일반지원비 (내자) 30,000 - 7,000 10,000 18,000

6. 연구사업비 (내자) 23,000 - 3,000 8,000 12,000

합계 (A + B) 1,089,900 112,700 249,560 330,740 396,900

내자 769,900 6,000 146,760 234,440 32,700

외자 320,000 106,700 102,800 96,300 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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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1990창업비 330만 원이 전부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

다.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필요한 연구 인력의 확

보였다. 당시 국내 해양 관계 연구 인력은 부산수산

대학현 부경대학교 교수들과 국립수산진흥원현 국립수산

과학원의 연구관 몇 명이 고작이었다. 또한 서울대학

교 문리과대학에는 해양학과가 있었지만 1968년에 

학생을 처음 모집하고, 1972년부터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을 모집했기 때문에 교수 요원도 다 확보하지 못

한 상태였다. 박병권 박사지질해양학 전공와 황해웅 박

사물리해양학 전공는 <한국해양개발연구소 설립 및 운

영 계획에 관한 연구> 사업에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육군 사관학교 핵심 교수 요원이었고, 유광일 

박사생물해양학 전공는 한양대학교 생물학과에서 신설

된 학과일에 분주하던 때였다. 해군에서 교통부로 이

관된 수로국의 해양과장이었던 이석우 사장 또한 회

사를 설립하고 사업에 몰두하고 있던 상태였다.

초창기 훈련생 프랑스 파견현황

연도 이름 전공분야 파견 기관명 파견기간

1 9 7 4

이 흥 재 물리해양학 Univ. Paris VI 1974. 6 ~ 1977. 12

한 상 준 지질해양학 Univ. Paris XI 1974. 6 ~ 1975. 7

윤 경 식 전자공학 Univ. Strasbourg Louis Pasteur 1974. 6 ~ 1978. 4

이 근 호 지구물리학 Univ. Paris VI 1974. 6 ~ 1975. 7

마 부 일 물리해양학 Centre National Pour l'Exploitation des Oceans 1974. 6 ~ 1977. 1 

민 병 서 생물해양학 Station biologique de Roscoff 1974. 6 ~ 1975. 8

1 9 7 5

박 용 향 물리해양학 Univ. Brest 1975. 9 ~ 1980. 1

승 영 호 물리해양학 Laboratoire d'Oceanographie Physique Museum National d'Histoire Naturelle 1975. 9 ~ 1979. 11

오 재 경 지질해양학 Univ. Bordeaux I 1975. 9 ~ 1978. 12

이 태 원 생물해양학 Univ. Sci. et Tech. Languedoc 1975. 9 ~ 1979. 8

홍 재 상 생물해양학 Univ. d'Aix-Marseille II 1975. 9 ~ 1980. 5

허 성 범 생물해양학 Univ. Nantes 1975. 9 ~ 1979. 6

1 9 7 6

장 순 근 지질해양학 Univ. Bordeaux I 1976. 9 ~ 1981. 2

변 상 경 물리해양학 Univ. Bretagne Occidentale 1976. 9 ~ 1980. 12

이 달 수 해양공학 Univ. Grenoble 1976. 9 ~ 1981. 10

송 우 영 지구물리학 Univ. Bordeaux I 1976. 9 ~ 1981. 5

양 동 범 화학해양학 Univ. d'Aix-Marseille II 1976. 9 ~ 1980. 8

이 상 용 물리해양학 Univ. de Grenoble I  1976. 9 ~ 1981. 6

이 원 영 지구물리학 Univ. Bordeaux I 1976. 12 ~ ?

1 9 7 7
유 홍 룡 지질해양학 Univ. Bordeaux I  1977. 11 ~ 1982. 11

이 창 복 지질해양학 Univ. Bordeaux I 1977. 11 ~ 1981. 3

1 9 7 9
한 상 준 지질해양학 Univ. Paris XI 1979. 1 ~ 1982. 4

염 기 대 해양공학 Univ. Paris II 1979. 1 ~ 1983. 7

1 9 8 0

봉 종 헌 해양기상학 Univ. Paris  VI 1980. 3 ~ 1984. 2

석 문 식 물리해양학 Univ. Paris VI 1980. 7 ~ 1985. 10

강 정 극 지질해양학 Orleans Univ 1980. 7 ~ 1985. 1 한 · 불해양개발심포지엄, 19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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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ST 부설 연구소 시대 국내에 해양학을 전공한 전문 인력이 없었고 그렇다

고 외국에서 해양계통의 학문을 전공한 학자를 유치

하기도 쉽지 않은 가운데 영국 리즈Leeds 대학에서 

해양생물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종화 박사가 

1973년 4월 1일부로 연구원으로 발령받아 유일한 전

문인력으로 근무 중이었다. 연구소는 선진국에서 유

학한 기존 전문 인력을 물색하는 한편, 후발 연구 인

력 육성에도 주력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와 협의하여 5년 동안 매년 10명 내외

의 젊은 연구 요원들을 프랑스 각 대학에 유학 보내

기로 합의하였다. 그 당시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

을 갖고 있던 프랑스는 특히 이공계 전문 인력 양성

에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 주한 프랑스문화원에 이공

계 출신을 위한 특별 프랑스어 회화 코스를 개강하였

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내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한 

주 3회 프랑스어 강좌를 무료로 개설하기도 하였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1973년부터 매년 30명씩 한국의 

이공계 출신 학생을 프랑스 정부 장학생으로 받아들

이기로 한국 정부와 과학 기술 협정을 맺고, 특히 우

리나라 해양 전문 인력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프랑

스 정부 장학생 30명 중 해양 분야에 매년 10명 정도

의 훈련생을 할당해 5년간 교육하기로 합의했다. 이 

훈련생 교육은 제1차 유학생을 선발, 파견할 때만 해

도 1년여의 단기훈련으로 시작했으나 프랑스 측의 

배려로 길게는 4년까지 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

록 계획이 수정되었다. 당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미고지J. Migozi 참사관과 주일 프랑스 대사관의 과학

담당 참사관 듀퓌M. Dupuis 박사는 이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었다. 파견 훈련생

들에 대한 모든 계획을 지원하고 훈련생들을 관리해 

준 기관은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센터CNEXO, 현 국립해

양연구소(IFREMER)였다. 

이들의 노력에 따라 1974년에 6명이 파견됐고, 1975

년에 역시 6명, 그리고 1976년에는 7명의 훈련생이 

파견되었다. 원래 계획에는 매년 해양 분야의 훈련생

을 10명씩 파견하기로 하였으나 훈련 대상 자원이 충

분하지 못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과 관련하여 원자력 분야 훈련생은 점차 증가하는 추

세였지만 해양 분야 훈련생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76년까지 계속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25명의 우리나라 훈련생들이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왔다. 이들은 현재 한국해양과

학기술원과 국내 대학의 해양학과에서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을 쏟는 등 한국의 해양학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 밖에도 해양 조사 기기를 기증하거나 자

국의 해양물리학자와 해양생물학자들을 연구소에 

파견하여 해양 조사를 자문하였으며 또한 연구소 건

설에도 많은 조언을 하였다. 

그 사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두 부설 연구소, 즉 

해양개발연구소와 선박연구소가 통합되어 부설 선

박해양연구소가 되었고, 1976년 11월 4일에는 한국

과학기술연구소에서 독립하여 한국선박해양연구소

가 되었다. 

당시 연구소 건설과 탄생의 배경에는 UNDP가 있었

다. UNDP는 해양개발연구소가 선박연구소와의 통

합으로 이름조차 사라질 뻔했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1972년 우리나라 정부는 해양개발

연구소 설립 계획을 세워 UNDP에 지원을 신청했고, 

UNDP는 오랜 시간 전문가들과 협의와 토론을 거쳐 

지원을 결정하였다. 이 같은 쉽지 않은 배경이 있었

기에 우리 정부도 연구소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1973년 연구소 설립 당

시 UNDP의 지원 규모는 불과 50만 달러 상당이었으

나 연구소의 노력과 UNDP 측의 협조로 1991년까지 

약 2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1.1.4 연구소 건설 계획과 추진 과정

1973년 해양개발연구소와 선박연구소를 각각 한국

과학기술연구소 부설로 설립, 발족시킨 정부는 계속

해서 1976년에 한국기계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

소 등을 설립하였다. 

향후 이들 연구소는 모두 충남 대덕군에 계획 중인 

연구학원도시에 입주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UNDP 대표 방문, 1983

한국해양개발연구소 차관 신청에 관한 연구
(UNDP차관 신청 보고서), 1973



049

1973~1990는 대덕군 탄동면 장동리에 해양개발연구소 부지로 

약 66,116㎡ 2만 평을 확보하고 1975년에 부지 일부를 

매입하였다. 여기에 약 9,917㎡ 3,000평 규모의 해양

개발연구소 건물 1차 건립 계획이 수립되었다.

바다가 없는 내륙에 해양연구소가 건설된다는 소식

에 관련 업계에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

다. 그러나 여러 연구기관이 한 곳에 집결되어 있으

면 각종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고 관련 정보도 쉽

게 교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그리고 1977년 이

후 연구소가 독립되면 동ㆍ서ㆍ남해 연안에 임해 시

험소를 건립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975년에는 연구소 건물을 착공할 수가 없었

다. 과학기술처의 승인을 받아 경제기획원에 건설 예

산을 신청했으나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

이었다. 공업입국과 수출 증대라는 국가 목표에 크게 

부합되지 않고, 해양연구가 미래 산업 분야에 속한다

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ㆍ외자에 의

한 연구ㆍ조사 장비의 도입, 예정된 해외 유치 과학

자들의 귀국, UNDP의 지원 등 국내ㆍ외의 여건은 충

분히 조성되어 있었고 이에 힘입어 이듬해인 1976년

에는 건설비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어렵게 확보한 건설 예산은 1976년 5월 통합

된 한국선박해양연구소로 이관되었다. 다행스런 점

은 이때 확보한 부지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소유로 

남게 되었고, 나중에 해양연구 분야가 한국과학기술

연구소 부설 연구소로 환원되었을 때 다시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부설 해양개발연구소의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시절은 

1980년 2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 건물로 이전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1982년에는 다시 서초동 소재 독립 건물태화빌딩을 임

대하여 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덕 부지를 매각하

여 반월현 안산 연구ㆍ학원 지역에 새로운 부지를 마

련하게 되었다. 

새 부지로 반월이 결정된 데는 산업기지개발공사사장 

: 안경모로부터 반월의 현 연구소 자리를 추천받은 것

이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해양 관련 기관들이 있

는 부산과 여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물색

하였다. 그러나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 

적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추천받게 

된 입지는 반월공단과 연계된 연구ㆍ학원 지역으로 

이곳에는 이미 한양대학교가 입주해 있었다. 바다에 

접해 있으면서 도로와 상ㆍ하수도 시설 계획이 세워

져 있어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었다. 이에 연구

소는 1980년 4월 23일 성좌경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현장 보고를 한 뒤 과학기술처의 최종허가를 받게 되

었다. 

반월 부지의 매입 예산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덕

에 이미 확보했던 부지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KORSTIC에 매각하여 얻은 대금을 일부 활용하였다. 

연구소는 그 외에도 추가 건설 예산 확보 등 여러 가

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딛고 1986년 5월 30일 마침

내 안산 신도시의 신축 청사로 이전하였다. 부설 연

구소로 설립된 지 13년 만의 일이었다.

1.1.5 초기 연구 활동

초창기 연구 부문은 주로 출연금으로 운영하였다. 인

력 자원이라야 기존에 영입된 이종화 박사와 곽희상 

이외에 실무진으로 위촉 연구원 몇 명밖에 없는 상태

였다. 게다가 바다를 조사할 만한 장비도 없고 여러 

분야의 연구실을 만들 만한 연구 과제도 없었다. 따

라서 우선 한 개의 연구실과 행정실만으로 연구가 진

행되었다. 그러나 후에 연구실은 해양과학연구실과 

해양공학연구실로 분리되었다. 해양과학연구실장에 

는 이종화 박사를 임명1974~1976. 5하였다. 

1973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서 정부는 

서해안의 조력을 이용한 발전소 건설에 관심을 갖고 

연구소에 <조력발전기초조사연구>를 의뢰하였다. 하

지만 국가에서 요청한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소로서는 아직 이를 소화할 만한 체제와 능력을 충분

히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기초 현장 해양 

조사는 해양과학기술사장 : 이석우에 용역을 주고, 조

력 발전량 계산과 공사비 산출, 공법 등에 대한 부분

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안수한 교수에게 연구를 

1단계 건설이 마무리될 무렵의 안산부지 전경,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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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ST 부설 연구소 시대 위탁하였다. 이렇게 <조력발전기초조사연구>는 타 

기관의 도움을 받아 1974년 4월 25일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24일에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제반 여건이 부족하였지만 연구소 창립

과 때를 같이 하여 연구 수행 주문이 쇄도하였다. 연

구소는 창립1973. 10. 30 이후 부설 선박연구소와 통합

될 때1976. 5. 15까지 약 2년 7개월여 동안에 16개 연

구 과제를 계약하여 완료하거나 진행하였다. 이 과정

에서 프랑스에 파견할 훈련요원들을 동원하기도 하

였고 본소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이 16개 과제 중 5개 과제는 산업계 요청이었고, 3개 

과제는 정부가 요청한 과제였다. 초창기였음에도 실

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급하게 의뢰된 과제가 반

이나 되었다. 그 이유는 때마침 닥친 에너지 파동으

로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고, 한편으로는 정부의 산업

진흥정책에 따른 오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었

기 때문이다. 시설과 인력이 모두 부족한 상황이었지

만 그 이후에 연구소는 19개 과제를 추가로 계약하였

다. 이는 모두 부설 선박해양연구소가 한국선박해양

연구소KRISO :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로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시기의 연구사업(1973.10.30~1976.5.14)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 책임자 위탁처 연구비(원)

해태 양식 단지의 흉작 원인 조사1 1973. 11. 13~1974. 4. 10 이종화 서울민사지방법원 8,500,000

조력 발전 기초 조사 연구

천수만 조력 발전 기초 예비 타당성 조사

LANDSAT 영상 자료에 의한 아산만 일대의

조석 현상에 따른 해안 지형에 관한 연구

1974. 4. 25~1974. 12. 24

1975. 3. 19~1975. 12. 18

1975. 7. 31~1975. 11. 30

이병돈

이병돈

이병돈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처

22,100,000

7,000,000

591,500

한국 해양 자료 발간 사업 2 1974. 8. 1~1975. 7. 31 이병돈 출연금 4,000,000

항만 매몰 현상 방지 대책 연구

동해안의 해양관측의 분석3

하구 및 하천에서의 조석 추정법

하구의 조석 플럿싱 현상

및 오염 물질분포 상황의 추정

1975. 1. 1~1976. 2. 20

1976. 3. 1.~1977. 4. 30

1976. 3. 1~1977. 1. 30

1976. 4. 1~1977. 2. 15

이병돈

곽희상

송원오

송원오

출연금

출연금

출연금

출연금

4,000,000

3,400,000

2,000,000

2,000,000

담수어에 대한 각종 금속류 및 농약류의 LD50 실험 1976. 4. 1~1977. 3. 31 이종화 출연금 2,000,000

1974~1975년도의 진해만의 해양학적인 연구 4 1974. 8. 1~1975. 8. 30 이종화 진해 화학(주) 9,000,000

월성원자력발전소 3호기 건설 지점 1975. 9. 15~1976. 9. 14 이종화 한국 전력(주) 12,900,000

한국해양개발연구소 설립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연구 5 1973. 1. 28~1973. 3. 15 박한웅 K I S T 750,000

한국해양개발연구소 설립을 위한 UNDP 

PROPOSAL REDRAFT및 AID 차관 신청서6
1973. 6. 18.~1973. 7. 30 이종화 K I S T 300,000

취수로 부착 생물의 생태 및 부착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1974. 9. 13~1975. 5. 12 이병돈 포항종합제철(주) 6,000,000

제주도 산 유용 수산 생물의 축양에 관한 연구 1975. 4. 1~1976. 3. 31 이병돈 한국무역협회 4,000,000

1. 보고서 제목 : 웅동 해태 양식 단지의 1969~1970년 흉작 원인에 대한 감정서 4. 보고서 제목 : 1973~1974년도의 동계 진해만 일대에서의 해양학적인 특성 조사 연구      
2. 보고서 제목 : 한국 해양 자료 제1권 5. 해양개발연구소 설립 이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사업

3. 보고서 제목 : 한국 정선 해양관측치의 분석  I. 동해 해양관측치의 분석 6. 해양개발연구소 설립 이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사업월성 원자력발전소건설을 위한 해양조사, 1976

연구 계약 체결 통보(가로림만 조력발전),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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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1990독립1976. 11. 4하였다가 다시 해양 분야가 한국과학

기술연구소 부설 연구소로 환원1978. 4. 1되기까지 3

년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계약이었다.

새로 계약한 19개 과제의 성격을 보면 12개 과제

63.2%가 정부와 산업계의 필요에 따른 요청 과제였

다. 이 중에서 정부 요청 과제가 2개, 산업계로부터 

요청받은 과제가 10개였다. 정부에서 요청한 2개 과

제 중 하나는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과제였고, 다른 하

나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것이었다. 창립 53개월 만

에 총 35개 연구 과제를 수주한 것이다. 거의 한 달 

반마다 한 개씩 연구 과제를 계약한 셈이다. 

당시 과제 중에는 한국전력의 조력 발전 예비 타

당성 조사,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점 주변의 해양 조사 

등이 있었다. 용역 의뢰 기업도 현대종합기술, 대한준

설공사, 한국건업, 진해화학 등 다양하였다. 특히 홍릉

기계ADD, 지금의 국방과학연구소와 해군본부의 항만 방위 

연구 사업은 연구소 설립 후 40주년이 되는 지금까지

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해양방위를 위한 국가 차

원의 중요 사업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아니면 결

코 수행할 수 없는 전문 연구 사업이기도 하다. 

KIST 부설 선박해양연구소 시기의 연구사업(1976.5.15~1978.3.31)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 책임자 위탁처 연구비(원)

가로림만 조력 발전 예비 타당성 조사 1976. 6. 1~1976. 12. 31 이병돈 과학기술처 9,469,900

LANDSAT 자료에 의한 서남부 해안 지형에 관한 연구 1976. 7. 1~1976. 12. 30 이병돈 과학기술처 1,000,000

‘N’ PROJECT에 관한 연구 1976. 10. 11.~1977. 10. 10 이병돈 해군본부 33,900,000

‘N-N’ PROJECT에 관한 연구 1977. 7. 23~1978. 2. 15 이광우 해군본부 7,300,000

연안 환경 보전을 위한 현황 파악 1976. 11. 1~1977. 9. 30 이광우 출연금 500,000

해양공학의 국내 현황 조사 1976. 11. 1~1977. 3. 25 송원오 출연금 500,000

조력 자원 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1977. 3. 15~1978. 2. 28 송원오 출연금 10,000,000

한국 연안의 오염 현황 조사 1977. 4. 1~1978. 8. 31 이광우 출연금 4,500,000

낙동강 하구의 퇴적학적 연구 1977. 5. 1~1979. 1. 30 송무영 출연금 4,000,000

한국 유용 수면 개발 이용도의 현황 조사 1978. 1. 10.~1979. 3. 31 허형택 출연금 1,000,000

서해안 간석지 개발 수리 특성 조사 1976. 6. 9~1976. 11. 25 이병돈 대한준설공사 12,000,000

속초항 유지 준설 공사에 따른 청초호 내 지자기 탐사 조사 1977. 1. 4~1977. 2. 10 이병돈 대한준설공사 3,500,000

사상대교 교각 기반 물리 탐사 1976. 6. 22~1976. 7. 10 이병돈 한국건업(주) 500,000

SN 76025A 사업 1976. 7. 1.~1977. 6. 30 이병돈 흥릉기계 18,530,460

남양만 입구 수심 측량 조사 1977. 4. 1~1977. 4. 15 송원오 현대종합기술개발(주) 500,000

원자력 발전소 2호기 건설 지점 주변 해상 조사 1977. 6. 1~1977. 12. 31 한상복 한국전력(주) 9,970,000

조력 발전 부존자원 기초 조사 1977. 12. 22~1978. 12. 31 이병돈 한국전력(주) 154,000,000

JS 77203N 사업 1977. 10. 15~1978. 7. 31 이병돈 국방과학(연) 18,941,200

가로림만 파고측정을 위한 현장조사,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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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ST 부설 연구소 시대 독립한 한국선박해양연구소는 과거 해양개발연

구소의 행정실을 폐쇄하고 연구실을 해양과학연구

실 하나로 통합하여, 이종화 박사를 연구실장으로 임

명1976. 5. 15~1976. 10하였다. 그러다가 연구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다시 제1연구실과 제2연구실로 나

누어 제1연구실장에 이종화 박사를 연임시키고 한상

복 연구원을 새로 유치하여 제1연구실에 발령1976. 6. 

1~1980. 2. 29하였다. 한상복 연구원은 이후 물리해양

학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였다.

한편 해외 과학자 유치 사업도 가시화되었다. 송

원오 박사를 미국에서 유치1976. 10. 1하여 제2연구

실장에, 이광우 박사를 신설된 제3연구실장1977. 3. 

1.~1978. 3. 31에 발령하였다. 또한 1977년 4월 제1연

구실장이었던 이종화 박사가 진해기계창으로 옮기

면서 공석이 되자, 한상복 연구원을 제1연구실장 직

무대리로 발령1977. 5. 1~1979. 10하였다. 제4연구실장

에는 캐나다에서 구자학 박사를 유치하여 발령1977. 

11. 1~1978. 3. 31하였다. 그리고 항만 관계 연구 사업

과 해운 경제 문제를 다룰 해운항만연구실을 신설하

여 홍유수 연구원을 해운항만연구실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였다. 1977년 11월 25일에는 허형택 박사를 

미국에서 유치하였다. 이렇게 하여 한국선박해양연

구소의 해양 담당 부소장 산하에 5개 연구실을 갖추

었고, 프랑스 훈련생들도 학위를 받아 돌아오기 시작

하였다.

KIOST의 탄생지,  KIST 내 L1건물(사진 /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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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1990

1.2.1 부설 선박해양연구소와 한국선박해양연구소 시대 
1976~1978

1976년 5월 15일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선

박연구소와 해양개발연구소를 통합, 한국선박해양연

구소로 독립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통합에 앞

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이사회는 연구소에서 확보

한 모든 예산, 인원, 기 완료 또는 수행 중이었던 연구 

과제, UNDP 지원 사업, 확보된 장비와 기기 등 전부

를 선박해양연구소에 이관하도록 하는 안을 승인하

였다. 다만 이때 주무부처 이사였던 이창석 과학기술

처 차관이 연구소에서 확보한 대덕 연구학원도시 내

의 부지만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보관했다가 후

일 연구소가 다시 발족되면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창석 차관은 해양개발연구소와 선박연구소의 통합

은 타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불합리한 조치로 해양

연구의 성격상 언젠가는 다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고, 예견대로 1978년 연구소는 다시 분리되어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로 환원되었다. 

정부의 계획은 1976년 10월 25일 연구소의 주무부처

를 과학기술처에서 상공부로 변경하고, 한국과학기술

연구소에서 분리하여 재단법인 한국선박해양연구소

KRISO로 발족시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1976년 11

월 4일자로 그대로 시행되었다.

한편 선박 부문과 통합 이후에도 UNDP 사업은 중단

되지 않았다. 연구소 건설지원이라는 당초의 UNDP 

지원 목적을 조력 발전 조사 사업 지원으로 바꾸었

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첫 수석기술자문관CTA인 영

국 캠브리지대학교의 그레이Fredrick Gray 박사 후임에

는 영국 살포드Salford대학교의 윌슨Erick Wilson교수가 

임명되었다. 그는 세계적 권위를 가진 조력 발전 연구

자로 가로림만 조력 발전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UNDP 지원 사업은 연구소의 조력 발전 연구를 도왔

을 뿐 아니라 연구 능력 향상과 확충에 큰 활력소가 

되었다. 당시 연구소의 기술 지도를 담당한 전문가들

은 주로 영국해양연구소IOS, 수리연구소 등의 연구원

들이었고, 파견 훈련도 주로 영국에서 실시되었다. 비

록 짧은 시간이었으나 이것을 계기로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3명최병호, 채장원 

등이나 된다. 또한 유속계, 검조계, 파고계, 탄성파 탐

사 장비등이 도입되었다. 이는 연구소의 현장 관측 작

업과 자료 처리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1.2 통합과 재발족 후의 발전사1976~1990

          Consolidation and the Relaunch

선박해양연구소 발족 기사, 서울연구개발단지 소식 13호, 197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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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ST 부설 연구소 시대 1.2.2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시대1978~1990

정부에서는 1978년 초 해양연구 분야를 다시 분리시

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기관으로 존속시키는 문

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해양연구의 중요성

이 점차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정부나 민간 기업에서 

연구소를 찾는 빈도가 높아졌고 상공부에서도 해양에 

관한 연구 자체가 산업이라기보다는 과학 연구라는 인

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1978년 2월 4일 상

공부 장관은 해양연구 분야를 분리하여 한국과학기술

연구소에 이관하기로 과학기술처 장관과 합의하고 필

요한 제반 조치를 조속히 취해 나갈 수 있게 하였다. 

선박해양연구소 분리안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검토의

견서는 1978년 2월 9일에 상공부에 통보되었다. 

분리 작업 실무위원으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기획

관리실 변명섭 실장, 한국선박해양연구소의 김극천 

소장과 이병돈 해양 담당 부소장, 그리고 최인숭 행

정실장이 임명되었다. 예산, 인원 등에 대한 분리 작

업 끝에 1978년 3월 25일 이병돈 부소장과 김극천 소

장은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5일 뒤 열린 제5회 

한국선박해양연구소 이사회에서 해양연구 분야의 분

리와 이에 따른 제반 조치 사항을 승인하였고 4월 19

일에는 최종적으로 상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명시

한 공문이 발송되었다. 

이로써 해양 부문의 모든 직원해외 훈련생 포함 72명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되돌아 

오게 되었다. 선박연구소는 1978년 4월초부터 대덕

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해운항만연구실은 

소속 연구원들의 의견에 따라 해양개발연구소가 그 

기능과 직원들을 흡수하게 된다.

KIST 부설 연구소로의 복귀 후 연구 업무가 점차 확

대되자 연구실의 개편은 불가피해졌다. 한국선박해

양연구소 체제에서의 제1, 2, 3, 4연구실 및 해운항만

연구실은 그 기능에 따라 해양물리연구실, 해양화학

연구실, 해양생물연구실, 해양지질연구실, 해양공학

연구실, 해운항만연구실로 개편되었다. 또한 행정실

과 기획실이 신설되었다. 

연구소는 1978년 4월 1일 자로 해양물리연구실장 직

무 대리에 한상복 연구원, 해양화학연구실장에 이광우 

박사, 해양생물연구실장에 허형택 박사, 해양지질연구

실장에 구자학 박사, 해양공학연구실장에 송원오 박사

를 각각 임명하였다. 또한 행정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

해 행정실장에 양형진, 기획실장에 이해관을 초빙하여 

같은 날짜로 발령하였다. 1978년 4월 19일에는 해운항

만연구실의 연구 업무 일부를 분리하여 해양경제연구

실을 신설하고 홍유수 연구원을 해양경제연구실장 직

무 대리에 임명하였다. 1979년 6월 1일에는 노인규 박

사를 유치해 실장으로 임명하였다1979. 6. 1~1981. 9. 10. 

또한 연구 기기 개발을 추진하고 프랑스와 UNDP에서 

기증 받은 해양연구 조사 장비의 유지 관리와 연구 지

원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기기실을 신설하였다. 실장

에는 윤경식 연구원을 직무 대리1979. 2. 5로 임명하여 

대덕의 선박연구소 내에 확보된 연구실 일부와 기숙사

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선박해양연구소에서 분리되어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로 환원된 지 만 1년 만에 연구소는 연구업무가 다양

해지고 여타 업무량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연구부를 신설하고 연구부장에 허형택 박

사를 임명1979. 4. 1, 생물연구실장 직무 취급하여 연구 업무

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1979년 3월 26일에는 한국해

양자료센터KODC : Korea Oceanographic Data Center를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해양개발연구소 내

에 설립하고 초대 센터장에 안희수 박사1979. 4. 1를 임

명하였다. 1979년 4월 1일에는 『해양개발연구소 소보

The Bulletin of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를 창간하여 연구원들이 연구한 결과를 연구 논문으

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일 년에 두 번 발행

하는 학술지로 이를 통해 연구 능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되었다 1985년 7권 1호에서부터 『해양연구』로 제호를 

개칭하였고, 현재는 『Ocean and Polar Research』이다.

한편, 1981년에는 연구 지원 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해양정보실을 신설하였다. 해양정보실은 해양자료센

터가 국립수산진흥원으로 이관된 후의 인원과 장비

주 기억 용량 32KB의 NOVA Mini-Computer, 그리고 한국선박

해양연구소가 대덕으로 독립 이전하면서 함께 이전

했던 도서실을 통합하여 만든 것이다. 실장에는 곽희

선박해양연구소 분리 합의서, 1978

해양개발연구소 소보, 제1권 제1호, 197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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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1990상 연구원1981. 1. 27을 임명하였다. 이들 장비와 인원 

그리고 도서들은 과학기술회관으로 이전하면서 연구 

업무의 지원 체제를 든든히 갖추는 데 커다란 밑거름

이 되었다. 

이렇게 연구소가 자리를 잡아가고 연구 역량을 쌓아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12ㆍ

12사태1979. 12. 12가 터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관의 모든 조직과 기능은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는 한국과학원KAIS

과 합쳐져 한국과학기술원KAIST, 1981. 1. 5이 되었다. 

해양개발연구소는 우여곡절 끝에 한국과학기술원

KAIST :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부설 해양연구소KORDI :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로 존속하게 되었다. 

후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다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통합하기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이 분리1989. 6. 12되면서 

연구소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해양연구소로 함

께 분리되었다.

1.2.2.1 연구 기반 구축

• 기기 도입

과학기술처는 출연 연구소의 연구 기기 도입을 위해 

1978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차관을 신청했다. 

해양개발연구소도 전자 계산기를 비롯한 최신 장비 

구입을 위해 약 500만 달러의 차관을 신청하였다. 평

가단에 의해 차관 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1979년 

4월 11일 323만 달러가 배정됨으로써 획기적인 시설

확충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소에서는 처음으

로 VAX● 전자 계산기를 도입하였다.

• 최초의 해양연구선 반월호 건조

한편 연구소는 정부 예산으로 소형 연구선 건조 사업

을 추진하여 1980년 9월 30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순

수 해양연구선인 ‘반월호’를 준공인천조선에서 건조하였

다. 이로써 연구소는 필요할 때마다 소형 어선을 임차

하여 수작업으로 해양 조사를 하던 영세성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반월호(인천801호)
인천801호 해양조사 활동 모습

●	VAX

1978년 미국의 DEC 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중형 컴퓨터 시리즈 이름

1980년대 도입 장비 활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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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ST 부설 연구소 시대 반월호는 당초 50톤급의 소형 연구선 건조 사업으로 

정부 예산이 확정되었으나 나중에 사업 변경 승인 절

차를 거쳐 83톤급으로 건조되었다. 반월호는 선체 자

체는 소형이지만, 여러 종류의 해양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위성항법 수신 장치, 로란-C▲ 수

신기, 수중 TV 촬영 장치 및 자동 유속계 등의 장비와 

선내에 2개의 연구실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20해

리 내에서만 항해가 가능했으므로, 그 활동범위가 제

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흘수■가 깊어 천해에서 해양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과 정원이 15명으로 선

원 7명을 제외하면 연구원은 8명밖에 승선할 수 없다

는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반월호半月號라는 이름은 연구소가 반월半月공단 연구

학원단지 내에 건설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붙여졌

다. 1980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한 반월

호는 1984년 관공선으로 분류되어 ‘인천801호’로 개명

되었다. 그 이후 1992년 ‘온누리호’와 ‘이어도호’가 준

공되기 직전까지, 연평균 100일 이상 연구소의 유일

한 연구선으로 활용되다가 1994년 매각되었다.

• 국제 학술회의 개최

해양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국제학술교류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었다. 연구소 최초의 국제 학술 

심포지엄은 ‘제1회 한ㆍ불해양개발심포지엄’이었다. 

프랑스와의 해양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심

포지엄은 1975년 8월 8, 9 양일간에 걸쳐 한국과학기

술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12명의 프랑

스 해양 전문가와 약 80명의 국내 학자들이 참석한 이 

심포지엄에서 프랑스 측은 우리나라 조력 발전 연구

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프랑스 대표 단장은 국립해

양개발센터CNEXO의 프레어Yves La Praire 소장이었다. 

1978년 11월 14일과 15일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력발전심포지엄’이 개최되어, 

대성황을 이루었다. 주로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

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고 국내에서는 한전 관계자

와 건설회사 등에서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1978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ㆍ미과학협

력위원회’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모임은 

해양생물을 특별 협력 분야로 결정하였고, 이어 서울

에서도 협력위원회가 열렸다.  

‘한ㆍ미해양생물협력위원회’는 1979년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

되었다. 이 모임에서 한ㆍ미 해양생물학자들은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공동 연구 기회를 갖

기로 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한국 측의 이병돈 소

장과, 미국 측의 스메이더T. T. Smayda 교수가 위원회

의 공동 의장을 맡았다. 이 모임은 미국과학재단NSF

과 한국과학재단KOSEF의 공동 지원으로 이루어졌고, 

한ㆍ미 양측에서 각각 8명씩의 생물학자들이 위원으

로 참석하였다.

한편 1981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대학교와 프라

자호텔에서 열린 ‘국제해양법워크숍’은 새로운 해양 

질서에 따른 문제와 대책을 토의하는 자리였다. 해양

연구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미국 하와이대

학교 해양법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이 워크숍의 주

제는 동아시아의 해양 문제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하

여 미국, 필리핀,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UN의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해양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자리였

다. 유명한 해양법학자인 파르도Arvid Pardo 교수, 존

스톤D. Johnston 교수 등을 포함한 각국의 저명 학자들

이 참석하였고 국내에서는 함병춘 박사, 하와이대학

교의 박춘호 박사 등이 참석하였다. 

1981년 8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한ㆍ중해양과학세

미나’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한ㆍ중해양과학세미나’는 대만과 한국의 경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정부가 서울과 타이베이에서 

2, 3년 주기로 번갈아 개최하기로 합의한 학술 세미나

였다. 한국의 해양연구소가 대만의 과학원, 대만대학

교 해양연구소와 합동으로 개최한 이 세미나의 주제

는 ‘해양자원과 환경’ 이었다. 이 세미나에는 대만 12

명, 일본 3명, 국내 17명의 연구원이 참석하여 총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조력발전국제심포지엄, 1978

안산부지에 신축한 본관동과 제1연구동 전경, 1986

▲	로란-C (LORAN-C)

로란(LORAN)의 원리인 쌍곡선 방식으로서 펄스의 

도착시간 차에 의해 선박 위치를 구하는 전파표지의 

일종으로 어선에 많이 쓰이며 극동에서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다.

■	흘수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기는 부분의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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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1990

대덕연구단지내 선박연구소 건설 부지의 초기단계 모습, 1975

1.2.2.2 자립 기반의 조성

연구소의 성장ㆍ발전 과정을 돌아볼 때, 1970년대는 

연구소의 기초를 다지는 기간이었다. 이 기간에 연구

소가 설립되었고, 인재가 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연

구 기기도 확보되었다. 1980년대는 연구소 건물 신축

과 연구선 건조, 남극기지 건설 등 연구 기반의 확립

에 역점을 둔 시기였다.연구소는 1973년 10월 한국과

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설립된 이후, 

1981년 1월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해양연구소로 개편

되기까지,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섯 번이나 이름이 

바뀌는 혼란을 겪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연구소의 

안정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1981년 9월 23일 부산

수산대학 학장으로 전임한 이병돈 초대 소장의 후임

으로 취임한 허형택 소장은 무엇보다 연구소 안정에 

역점을 두고 연구소 건물 확보와 독립 연구소로서 자

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다행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1970년대에 파견되

었던 해외 훈련생들이 속속 귀국하였다. 정부의 해외 

과학자 유치 계획에 따라 해양 관련 고급 전문 인력

도 상당수 국내로 유입되었다. UNDP 자금, ADB 차

관 자금, 특별 외화 대출 자금 등을 통한 첨단 해양과

학 장비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인력과 연

구 장비의 확충을 토대로, 1980년대에는 연구소 건물 

신축, 최초의 해양연구선 ‘반월호’ 건조, 국내 최초의 

유인 잠수정 ‘해양250’ 인수, 종합 해양연구선과 잠수

정 모선 건조 사업의 추진, 남극 과학기지 건설 등 가

시적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980년대 말

에는 1980년대 초에 비해 인원과 장비가 약 3배, 연구

비는 8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 연구소 이전과 건설 사업

연구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부설기관으로 출발

한 1973년 10월부터 1979년 7월까지 한국과학기술연

구소로부터 연구실과 사무실을 할당 받아 사용해 왔

지만 인원과 장비가 계속 증가하자 연구실 공간 부족 

문제가 점차 심각해졌다. 특히 1978년 4월 1일에 연구

소가 선박연구소와 분리되어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

설기관으로 다시 발족되면서 그에 따른 연구 및 사무

실의 신규 수요도 대폭 증가하였다. 

- 연구소 건설후보지 재검토

당초 연구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충남 대덕군에 위

치한 연구학원도시에 입주할 계획이었다. 이 기본 계

획에 따라 연구소는 1975년에 대덕연구학원도시 내

에 약 2만 2,000평의 연구소 건설 부지를 매입하였

고, 이곳에 3,000평 규모의 해양개발연구소 건설 사

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하지만 연구소 건설 사업은 

곧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다행히 이듬해인 1976년에

야 건설비 예산을 배정받아 건물 설계회사를 결정하

는 등 진척을 보였다. 그러나 1976년 5월 15일 한국

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와 부설 선박

연구소가 통합되면서 건설 예산도 선박해양연구소

에 이관되었다. 

1978년 4월 1일 연구소가 한국선박해양연구소에서 

분리되어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로 새롭게 발족되면서 연구소 건설 계획은 다시 논의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소는 처음에는 대덕 선박연

구소의 제2연구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연구소 전체를 수용하기에는 면적

이 턱없이 부족했고 더욱이 선박연구소와 분리되는 

마당에 연구소가 굳이 대덕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느

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던 중 1979년 5월 최

종완 과학기술처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연구소 건설 후

보지는 대덕연구단지가 아닌 임해 지역으로 다시 검

토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정부와 학계 

인사 12명으로 구성된 ‘해양개발연구소건설자문위원

회’가 발족되었고 연구소 건설 후보지 검토가 본격적

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회관로 연구소 이전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부설기관에 대하여 건물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연구실사무실 사용료는 계

속 인상되었고, 그나마 더 이상의 공간 할애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되었고, 강남구 역삼동 소재 과총회관의 2개 층

351평을 임차하였다. 1979년 8월 1일 드디어 한국과학
과총회관의 최근 모습, 오른쪽 건물(구관)이 연구소가 

잠시 보금자리를 꾸렸던 곳이다.

안산 연구소 전경,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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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ST 부설 연구소 시대 기술연구소 제4연구동에 있던 연구실이 해양화학연

구실을 제외하고 모두 과총회관으로 이전하였다. 

- 연구소 건설 후보지를 반월로 결정

같은 시기, ‘해양개발연구소건설자문위원회’는 서해반

월, 남해부산, 동해강릉, 내륙대전 등 4곳의 연구소 건설 

후보지를 검토하였다. 그 중 서해반월가 건설 후보지 

1순위로 꼽혔다. 연구소는 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

라 반월면 사리를 연구소 건설 후보지로 내정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지금의 연구소 자리는, 연구소 건설 후

보지 입지 선정에 대하여 재검토를 시작할 무렵, 산업

기지개발공사이사장: 안경모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리였

다. 이곳은 반월공단과 연계된 연구학원단지로서, 같

은 단지내에 이미 한양대학교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

었다. 산업기지개발공사는 토지 매입 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고, 진입 해안도로를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다. 반월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장소였다. 연구소에서는 이 부

지에 대해 1980년 4월 23일 성좌경 과학기술처 장관

에게 현장 보고를 한 후, 건설 후보지로 최종 결정하

여 과학기술처의 허가를 받았다.

- 과총회관에서 태화빌딩으로

당시 연구소의 본부는 과총회관에 있었다. 그러나 해

양자료센터와 해양기기실은 대덕 선박연구소에 있었

고, 해양화학연구실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연구소가 3군데로 분산되어 있어 

연구 수행에는 많은 지장이 뒤따랐다. 뿐만 아니라 그 

무렵에는 ADB 차관 자금3,230만 달러과 UNDP 자금959

만 달러으로 발주된 연구 장비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

할 때여서 연구 공간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했다.

이에 연구소는 청사 이전 계획을 다시 수립하였다. 청

사 이전에 필요한 자금은 대덕 건설 부지 매각 대금과 

과총회관 임차 보증금의 환수금 등을 기반으로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 재원의 일부는 다음 연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결국 1981년 5월 7일 연

구소는 1년 9개월의 ‘과총시대’를 마감하고 서울 서초

동에 있는 태화빌딩으로 이전하였다.

태화빌딩은 신축 단독 건물약 800평로서 연구 목적에 

적합한 건물은 아니었지만, 연구소의 안산캠퍼스 제1

단계 건설공사가 완공되기까지 약 5년간 연구소의 보

금자리로 활용되었다.

- 안산에 독립청사 건설과 연구소 이전

청사 건설을 위한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1983년 3월 

11일 연구소는 안산시 연구학원단지 건설 부지에서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이 기공식에는 허형택 소장을 

비롯하여 이정오 과학기술처 장관과 임관 한국과학

기술원 원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기공식을 가진 지 약 3년 후인 1986년 3월에는 본관동

과 제1연구동, 부속 건물 등 약 2,500평의 건물이 완

공되었다. 이렇게 해서 연구소는 1986년 4월 30일, 안

산에 마련한 독립 청사로 이전하였다. 연구소 개소 이

후 약 13년 만에 자체 건물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함으

로써, 안산캠퍼스는 명실상부한 국내 해양개발연구의 

총 본산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후 건설 사업은 1988년 말까지 진행되어, 부지 총 2

만 8,163평에 건물 4,767평을 완공함으로써 제1단계 

건설 사업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 해양연구선 건조

- 종합 해양연구선온누리호 건조 추진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던 인천 801호는 항해 가능 해

역이 연안으로부터 20해리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해양연구 활동에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미

래 대규모 연구 사업을 무리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양까지도 항해가 가능한 종합 해양연구선의 건조

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렇게 연구소의 숙원 사업이었던 종합 해양연구

선 건조 사업은, 일본 대외 협력 기금OECF :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차관 사업으로 가능해졌다. 

1982년 초 일본의 나까소네 수상이 우리나라를 방문

했을 때, 일본은 우리나라에 60억 달러 규모의 일본 

대외 협력 기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연구

소의 종합 해양연구선 건조 사업이 이 차관 사업의 중

요 사업 중 하나로 채택된 것이다.안산 이전 초기 연구원의 앞바다

태화빌딩 시절의 한 때, 1982

태화빌딩 청사 이전 현판식,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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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1990연구소가 제출한 종합 해양연구선 건조 사업 계획은 

1,700만 달러일화 41억 엔로서 당시 전체 출연 연구기

관의 차관 신청액 중 최대 액수였다. 이 사업은 1984

년 7월 10일 공공 차관 대상 사업으로 정부외자도입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 일련의 차관 도입 절차를 거

쳐, 1985년 12월 20일 양국 정부 간 차관 협정이 체결

되었다.

종합 해양연구선 건조 사업은 1986년 초부터 본격화

되었다. 하지만 설계 용역업체 선정 단계부터 한ㆍ일 

간 이해가 상반되어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 측은 연구

선 건조 기술의 한국 유출을 꺼린 나머지 설계 용역을 

일본 측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연구

소는 한국 측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양

측의 이견은 일본의 2개 용역회사FBA, OSCC와 한국 측 

용역회사한국해사기술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설계와 감리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하면서 해결됐다. 1987년 10

월 29일 계약도 순조롭게 이어졌다. 

종합 해양연구선의 당초 규모는 750톤급을 목표로 진

행되었다. 그러나 설계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장비

인 다중빔음향측심기● 등 최신 장비의 장착이 필요

해졌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1,000톤급 이상이 되어

야 한다는 기술 검토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연구

선의 규모는 1,150톤급으로 최종 결정되었다.이는 후에 

건조 과정에서 다시 1,420톤급으로 조정됨 다행히도 사업 추

진 과정에서 일본 엔화의 평가 절상으로 사업비의 증

액 없이 선체 크기의 상향 조정이 가능하였다.

연구소는 1988년 7월 31일 연구선의 설계 용역을 완

료하였다. 연구선은 심해탐사 장비를 비롯한 각종 최

신 연구 장비의 탑재는 물론 장기 항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1989년 1월 4일 조달청은 건조 계약을 위

한 국제 경쟁 입찰을 실시해 1990년 7월 23일 노르웨

이의 칼슨조선소Mjellem & Kalsen Verft A/S와 건조 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모두가 바라던 최첨단 종합 해

양연구선이 탄생했다. 

- 유인 잠수정해양250 인수와 모선이어도호 건조 

1980년대 초 연구소는 <다목적잠수정건조계획연구

1981. 10~1983. 4, 허형택>를 수행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

해 우리나라의 해저 해양연구 조사를 위한 소형천해

용 유인 잠수정의 건조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한국기

계연구소에서 국가 특정 연구개발 사업으로 국내 최

초의 유인 잠수정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3인승 

250m급의 이 잠수정은 프랑스 코멕스사COMEX의 기

술 협조로 한국기계연구소가 설계하고, 코리아타코

마조선공업에서 건조하였다. 1986년 12월 20일 코리

아타코마조선공업에서 명명식과 인도식을 갖고 연

구소에 인도된 이 잠수정이 바로 유인 잠수정 ‘해양

250’이다.  

이 잠수정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잠수정의 탑재 

운송과 탐사 활동의 보급 지원을 위한 잠수정 모선이 

필수적이었다. 연구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잠수정 모선과 연구선의 건조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

였다.

연구소는 당초 예산 당국으로부터 잠수정 모선 건조 

사업의 예산 규모를 26억 원으로 승인 받았다. 이후 

1987년 12월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에서 설계를 완료

하고, 1988년 4월에 연구소 자체적으로 건조 공사 입

찰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입찰은 당시 대폭적인 선박 

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유찰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소

는 1988년 5월 예산 당국에 예산 증액을 요청하였고, 

1989년도 정부 출연금 예산으로 모선 건조 사업의 예

산 규모를 39억 원으로 증액할 수 있었다.

1989년 1월 연구소는 증액된 예산으로 조달청에 잠수

정 모선 건조 공사 계약을 의뢰하여 입찰을 시행하였

다. 7차에 걸친 유찰 끝에, 1989년 6월 20일 마침내 코

리아타코마조선공업에 낙찰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잠수정 모선 건조는 당초 건조 기간을 14개월로 계획

하여 1990년 8월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를 

맡은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이 경영상의 문제로 법원 

관리 업체가 되는 바람에 사업이 한동안 지연되는 우

여곡절을 겪은 끝에 잠수정 모선이 준공된 것은 1992

년 2월 29일이었다. 

- 올림픽호소형선 인수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던 인천801호는 연안과 내만

건조 중인 이어도호, 1991

건조 중인 온누리호, 1991

●	다중빔음향측심기 

Multi-Beam Echo Sounder: Sea Beam

조사선에 장착하여 일정 범위의 해저횡단면 

전체를 동시에 측심하는 장비. 측정된 자료는 

선상의 컴퓨터를 통해 등심도, 또는 지형도로 

실시간으로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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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ST 부설 연구소 시대 의 해양연구에는 선박 기능상 부적합하였다. 따라서 

연안과 내만의 해양 조사에 적합한 소형 선박의 보

유ㆍ운영이 요구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올림

픽조직위원회가 ‘88올림픽 요트경기 운영’을 위하여 

건조한 37척의 선박을 활용도가 높은 해양 관련 기관

에 무상 기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연구소에서도 체육

부에 특별 요청하여 올림픽5호(16톤)를 비롯하여 21

호(5.2톤), 32호(1.8톤)와 34호(1.8톤) 등 시속 18kn 

이상의 소형 쾌속정 4척을 받게 되었고 1987년 6월 연

구소에 인도되었다. 연구소는 올림픽 기간 중 연구소

의 연구 인력을 동원하여, 요트 경기가 벌어진 부산 

수영만 일대의 파랑ㆍ해류를 관측하고 지휘, 감시하

는 업무를 수행한 후 연안 관측 업무에 요긴하게 활용

하였다.

• 남극 과학기지세종기지 건설

- 남극 진출과 기지 건설 배경

우리나라의 남극에 대한 관심은 그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다. 1978년 수산청에서 남극해의 크릴 자원 조사

와 시험 조업 선단을 파견한 것이 그 효시라 할 수 있

다. 그 후 1985년 11월과 12월 한국해양소년단 주관

으로 남극관측탐험대를 파견하였고, 1986년 11월 28

일에 우리나라가 세계 33번째로 남극 조약Antarctic 

Treaty에 가입함으로써 남극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점

차 고조되기 시작했다.

남극기지의 건설은 우리나라가 남극 조약 회원국이 

된 직후인, 1987년 1월에 시작되었다. 당시 전두환 대

통령은 남극에 우리나라 과학기지 건설을 검토할 것

을 외무부에 지시하였고, 이로써 남극기지의 건설은 

정부의 긴급 현안 사업으로 대두되었다. 1987년 2월, 

과학기술처에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직후, 정부 관

계 부처외무부, 국방부, 과기처, 문교부 등의 합의를 거쳐, 

남극 과학기지 건설 사업이 구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처가 주관 부처로 결정되었고, 한국해양연구

소가 남극 과학기지 건설 책임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한국해양연구소가 남극 연구개발의 책임기관으로 선

정된 것은, 1985년 말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윤석순

과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주관하여 남극관측탐험대를 

파견하였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양연구소

는 자체 경비로 장순근 박사와 최효 박사를 파견하여, 

남극관측탐험대의 탐사를 한 차원 높은 과학탐사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그 공로가 인정되었던 것

이다.

1988년 2월 남극반도 북부의 킹조지 섬에 세종기지를 건설하여 남극연구를 시작하였다.

올림픽 5호

올림픽 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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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1990

감격의 남극기지 후보지 도착, 1987

- 남극기지 건설

한국해양연구소는 남극 과학기지 건설 책임기관으로 

선정된 직후, 1987년 3월 16일 극지연구실을 설치하

고, 박병권 박사를 극지연구실장으로 임명하였다. 이

어서 4월에는 기지 건설을 위한 입지 선정과 자료 수

집을 위하여 해양연구소 3명, 현대엔지니어링 4명, 외

무부 1명 등 모두 8명으로 현지조사단단장: 제1연구부장 

송원오 박사을 파견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극기지 건설비는 

83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5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1987년 5월 20일 해

당 연도1987년도에 집행되는 남극 과학기지 건설과 운

영 예산41억 1,000만 원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승인되

었다. 이어서 건설 세부 계획서가 작성되었고, 6월 29

일에 동 계획에 대한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았다. 9

월 21에는 박병권, 장순근, 홍승용으로 구성된 남극 

과학기지 입지 선정 실무대표단이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국가를 방문하여, 기지 건설을 위한 외교적 교

섭을 성공리에 수행하였다. 9월 30일에는 현대엔지니

어링과 현대건설을 공동 도급체로 하여 ‘남극 과학기

지 설계 및 건설 공사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그리고 10월 6일 마침내 기지 건설 자재를 실은 선박

HHI-1200호, 24,500톤급이 남극을 향해 울산 미포조선 

부두를 출항하였다. 

HHI-1200호는 10월 31일에 미국 LA 항에 도착하여, 

현지에서 구매한 기자재를 추가로 선적한 후, 11월 28

일 칠레 발파라이소 항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공사

기간 동안 소요될 식자재와 생활용품, 650T/N의 유

류를 선적하고, 이에 앞서11월 23, 27일 김포국제공항

에서 항공편으로 출국한 건설 인력 158명과 국내 신

문ㆍ방송 관계자 20여 명이 합류하여, 12월 4일 발파

라이소 항을 출항하였다. HHI-1200호는 세계에서 가

장 험난한 곳으로 알려진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하여, 

국내에서 출발한 지 70여 일 만인 12월 15일에 우리나

라 최초의 해외 과학기지 건설 현장인 킹조지 섬에 도

착하였다. 도착 다음 날인 1987년 12월 16일, 기공식

과 함께 본격적인 남극기지 건설 공사가 시작됐다. 남

극 과학기지 건설 공사는 남극의 특수 환경 때문에 공

기의 단축이 무엇보다 절실했다. 공기 단축을 위해 대

부분의 건축 자재는 조립식으로 설계하여, 국내에서 

HHI-1200호, 1987

남극기지 후보지 답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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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ST 부설 연구소 시대 미리 공정 처리를 끝낸 상태로 운송되었다. 그러한 노

력을 통해 공사는 불과 2개월 만에 끝날 수 있었다. 

1988년 2월 17일 드디어 남극 현지에서 대한민국 남

극 과학기지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박긍식 과학기술

처 장관을 비롯하여 주 칠레 한국대사, 허형택 소장, 

송원오 건설단장과 연구소 건설단원, 남극하계연구

팀, 1차 월동연구대, 현대건설 건설단원 그리고 킹조

지 섬에 있는 칠레, 중국, 소련, 스페인 등 기지 주변의 

외국 과학기지장이 모두 참석하여 대한민국 남극 과

학기지의 개관 테이프를 끊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에서 18번째로 남극에 상주하는 과학기지 보유국이 

되었다. 

남극기지의 이름은 한국남극과학연구위원회에서 공

모하여 1,000통 가까운 응모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

들이 제안한 ‘세종기지’로 결정되었다.

- 남극기지 운영과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  지위 획득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남극 연구는 세종과학기지의 

운영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1988년 1월 제1차 대한민

국남극과학연구단단장: 박병권 박사과 제1차 월동연구

대대장: 장순근 박사가 발대식을 갖고, 남극 현지에 파견

되어 본격적인 남극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우리연구소의 성공적인 남극기지 운영과 연구 활동

의 수행 결과로, 우리나라는 1989년 10월 18일 남극조

약협의당사국ATCP: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지

위를 세계에서 23번째로 획득하였다. 그러한 대외적 

성과를 통해 우리나라는 남극과 그 주변 해양 문제

에 관해 특권적 권한을 국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ATCP 지위 획득은, 남극에 기지를 설치하고 실질적

인 남극 과학 활동을 수행하는 나라에 한하여, 기존 

협의 당사국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만 가능한 것

이다. 우리나라는 당시 소련, 중국, 폴란드, 동독 등 

남극세종기지 이름 공모 당선자 시상 남극세종기지 준공식, 1988

●	남극조약협의당사국 ATCP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

남극지역의 영유권에 관하여 1959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12개국이 체결한 조약이 

남극조약이다. 이 조약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은 12개 원초서명국과 과학기지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남극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라 

한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되면 

당사국 회의에서 의견을 제안하고 

각종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남극 연구를 

시작하였고, 1986년 세계에서 

33번째로 남극조약에 가입하였다. 

이후 1988년 2월 남극의 킹조지섬에 

세종기지를 완공, 세계에서 18번째로 

과학기지를 건설한 국가가 되었고 

이후 남극에 관한 과학적 연구수행과 

국제사회에의 기여를 인정받아 1989년 

10월 18일 ATCP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은 2012년 현재 총 

28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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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1990우리나라와 국교가 없었던 공산권 국가들로부터도 

모두 찬성표를 얻을 수 있었다.

• 해양개발기본법의 제정과 연구소

1989년 1월 1일 박병권 박사가 연구소의 새로운 소장

으로 취임하였다. 1981년부터 약 7년 간 연구소를 이

끌었던 허형택 소장의 뒤를 이은 인사였다. 한편 정부

는 1987년 「해양개발 기본법」을 제정한 데 이어, 1989

년 9월 전체 26조로 구성된 해양개발 기본법 시행령

을 제정ㆍ공포하였다. 그 결과 해양과 해양자원의 개

발ㆍ이용과 보전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시책이 법제

화되었다. 해양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

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개발실무위원회도 구

성되어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는 같

은 해 12월 22일 과학기술처 상황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해양연구소의 발전 계획 등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졌으며, 부설기관에서 독립 출연 연구소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해양개발

을 위한 조사 및 과학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법 제17조의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남극 자연석에 새긴 전두환 대통령의 친필 휘호

제1회 해양개발실무위원회

해양개발기본법 세부시행령 제정을 위한 세미나, 19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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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ST 부설 연구소 시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0년과 함께 걸어온 길

KIOST, The Road We Walked Together for 40 Years

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난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지금은 시험지옥에서 풀려난 학생과 같

은 심정이라고나 할까, 그야말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노후 여가를 만끽하고 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

계로 만남을 미뤄왔던 친구들도 만나고, 등산이나 수영도 정기적으로 하고, 서예와 논어 강좌에도 나

가며 틈틈이 집필도 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은퇴 전보다 오히려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그런 중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걸 보니, 역시 난 해양인이란 사실

을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벌써 마흔 살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

온다. 사람으로 치자면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일 나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그동안 착실히 다

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더욱 활발하고 더욱 깊이 있는 연구 활동에 매진할 때인 것이다. 하지만 

뒤돌아 보면 해양과기원의 40년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세월이었다. 

내가 제2대 연구소장(1981~1988)으로 취임하던 때는 제5공화국이 막 출범한 시기로 연구소 통

폐합 등으로 연구소의 위상이 매우 불안한 때였다. 내가 연구소장으로 취임하기 바로 전인 1980

년 제5공화국 정부는 해양연구소를 한국동력자원연구소와 흡수·통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

었다. 당시 연구부장이었던 나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곧장 삼청동 국보위로 달려가 담당위원

에게 해양연구소 통합계획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군사정부 시절 서슬

이 퍼렇던 국보위의 결정에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었지만 그때는 앞뒤 가릴 

여유가 없었다. 그럴 즈음에 과기처 장관이 초도순시 차 KIST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때가 기회다 싶어 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과기처 장관에게 동력자원연구소와의 통폐합의 부

당함을 조목조목 진언하였다. 결국 우리 연구소는 KIST와 KAIS를 통합해 새로 설립한 KAIST

의 부설 연구소로 남게 되었다. 후에 과기처 장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나의 절실한 호소

를 들은 장관은 그날 밤 내내 잠 못 이루고 고민을 거듭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결국 연구소를 

KAIST 부설기관으로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해양자원연구부’로 흡수·통합키로 했던 정부의 계획을 온몸으

로 막아냈지만 연구소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소장으로 취임한 나는 

연구소의 기반 조성과 연구소 건물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KIST 부설 해양연구소 소장

(1981.11.23~1988.12.31) 

약력  1938년 생 / 부산수산대학교(현 부경대학교) 학사

 위스콘신대학교 이학 석 · 박사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의장(1998-2002)
 IOC 서태평양분과위원회(WESTPAC) 의장(2002-2008) 
상훈 대한민국과학기술상 - 과학상

  국민훈장 목련장, 모란장

 PACON International Award 
 UNESCO Certi�cate Award

KIOST를 회고하다  허형택 전 소장

Looking Back on KIOST   Former President Huh, Hyu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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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1990

재임 기간 중 국내 최초의 종합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 건설예산(일본 OECF 차관기금 41억 엔, 1984)을 확보하였고, 

건조계약까지 체결(1987)하였다. 그리고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건설(1988)한 일도 빼놓을 수 없는 가슴 벅찬 일이었

다. 그 중에서도 안산캠퍼스를 건설하여 안산시대를 시작한 일은 재임기간 동안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연구소는 

1973년 설립이후 KIST부설 해양개발연구소에서 선박해양연구소로 통폐합(1976)되었다가 다시 KIST부설연구소로 

재발족(1978) 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 독립된 거처도 없이  KIST, 과학기술회관, 서초동 태화빌딩을 전

전하며 셋방살이를 해야 했다.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연구소 단독 건물 확보를 우선과제로 삼았던 나는 건설 사업을 

바로 시작(1983)하였다. 그리고 1986년 초 지금의 안산연구소를 완공하여 입주하게 되었다. 입주를 바라보면서 나

는 천하를 다 얻은 기분이 이런 것일까 싶을 정도로 가슴이 벅차올랐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안산으로의 이전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밝혀지지 않은 비화가 있다. 1978년 4월 우리 연구

소는 선박해양연구소로부터 분리되어 다시 KIST 부설연구소로 남게 되었으나 당시 KIST의 연구실 공간 부족으로 

선박연구소의 건물 한 귀퉁이를 할애 받아 대덕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정보실과 기기실이 이미  이전을 완료하였고 

다른 연구실들도 계속 이전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예기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다. 당시 생물연구실장이었

던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한 ‘민물진주조개 양식’ 관련과제를 수행중이어서 청와대를 자주 드나들었다. 우연한 

기회에 해양연구소의 대덕 이전 사실을 대통령 과학비서관에게 알렸는데, 이를 알게 된 비서관이 “왜 KIST가 해양연

구소를 대덕으로 내려 보내려 하느냐?”며 KIST에 전화를 했다. 이 대수롭지 않은 ‘청와대 전화 한 통’이 이미 진행 중

이던 해양연구소의 대덕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안산으로 이전을 확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 

남극과학기지 건설예산 문제로 건설 사업이 중단될 뻔했던 일도 있었다. 1987년 초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시

작된 남극과학기지 건설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고 설계와 기지건물 조립작업이 일사분란하게 추진되

었다. 그러나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공사비 20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바람에 출발시한인 9월 말까지 건설단과 자

재를 실은 선박이 출발하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하였다. 진퇴양난에 처한 연구소로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

다. 결국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경우 정부로부터 추가 예산을 지원받아 지불하겠다는 연구소장 명의의 각서(이면계

약서)를 교환한 후 10월 6일 가까스로 수송선(HHI-1200, 24,500톤)을 출항 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개인적

으로는 30여 년간 연구소에 봉직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만큼 보람도 컸던 일로 기억되고 있다. 

이제 40주년을 맞은 한국해양연구원(KORDI)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으로 재발족하였다. 이는 세계적인 해

양과학연구소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적인 관리체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현재의 관리시스템은 이미 세계수준의 해양연구기관에 근접해있는 연구원을 오히려 한 부처의 산하기관으로 전락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KIOST가 미국의 스크립스와 우즈홀과 같은 세계적인 연구소로 도약하

기 위해서는 개발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국토교통부나 해양수산부 산하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은 연구(개

발) 중심 부처 산하로 이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리체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연구자 개개인들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목표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하는 젊은 연구원들은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가 아닌 세계 최고의 전

문가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큰 뜻을 품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기관독립과 성장의 발자취

2. 한국해양연구소 시대 1990~2000

The Era of KORDI : 199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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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0

1990년대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정부 시책의 변

화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거대과학기술 개발에 대

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과거의 국가 연구개

발 사업은 주로 경제의 당면 과제 해결이나 직ㆍ간접

적인 상관관계 속에서 기획, 추진되었다. 거대과학기

술로 분류되는 해양 분야는 원자력과 항공ㆍ우주 분

야와 함께 미래 개척 분야, 새로이 확보되어야 할 기

술 영역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원하게 취급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

대에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해양 분야도 점차 전면으

로 부상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해양 관련 정책이나 제도에 있

어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미 제정되었으나 휴면 

상태에 있던 「해양개발 기본법」과 시행령도 제자리

를 잡아갔다. 1995년 1월에 「해양과학 조사법」이 제

정되고 7월에는 시행령도 공포되었다. 1996년 1월에

는 해양개발위원회가 개최되어 국가해양개발기본계

획이 수립되고 국가해양관리체계 등 8대 부문별 시

책이 수립되었다. 이와 함께 심해저광물자원탐사개

발, 황해종합조사연구, 해양과학기술개발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특히 21세기 해양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

부의 의지에 따라 1996년 8월에 해양수산부가 새로 

출범하였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있던 해양 관련 업무

와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국

립수산진흥원, 교통부 수로국 등 주요 해양 조사 연구

기관을 비롯하여 1973년 창립 이래 과학기술처 소관

이었던 한국해양연구소도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다. 

이로써 국내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관의 기능이 재정

립되었고, 업무 발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한편 1997년 말 우리나라를 강타한 외환위기(IMF)로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조정과 경영 혁신 조치가 이어

졌다. 정부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 체제를 ‘연구회’ 체제로 변화시켰다. 해양연구소

의 기능과 업무에도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1980년

대가 연구소 기본 시설의 건설과 연구 기기와 장비의 

확보, 우수 연구 인력의 유치 등 연구 기반을 조성하

고 구축하는 성장 단계였다면, 1990년대는 연구소가 

부설기관의 위치에서 독립 연구소의 지위를 확보하

한국해양연구소 개소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는 이재철 이사장, 1990.6.30

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21세기를 향한 
해양정책 국제워크숍, 1990



068

2. 한국해양연구소 시대

2.1.1 연구소 독립 여건과 배경

1980년대 후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기관이었던 

해양연구소는, 그동안 축적된 연구 경험과 인력, 장

비, 그리고 시설의 확보와 예산 규모 면에서 독립기관

으로서 연구 능력과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해양개발의 중

요성과 국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연구중심기

관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앞

에서 살펴본「해양개발 기본법」의 발효1988. 6. 5와 동

법 시행령 공포1989. 9. 5에 따른 정부 정책 집행의 

실질적 조치를 이행해야 될 시기로 접어들고 있었

다.「해양개발 기본법」 제17조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의 

내용을 보면 정부는 해양개발을 위한 조사와 과학기

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육성에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연

구소의 독립은 바로 이 법 제17조의 연구기관 설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해양개발 기본법률(안)」 제안자

이기도 한 당시 이상희 과학기술처 장관은 1989년 9

월 이 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 추진을 지시하였다. 

과학기술처는 해양과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과 보전에 필요한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을 모색

하기 위하여 12월 22일에 제1차 해양개발실무원회위

원장 : 최영환 과학기술처 차관를 개최하였다. 이때에 상

정된 안건은 ① 해양개발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운영 

세칙, ② 해양개발 계획의 수립과 보고서 작성, 제출

에 관한 관계기관의 이행, 협조 문제 협의, ③ 해양개

발 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연구기관 발전 계획 보고, 

④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와 개발연구 사업의 

현황, 계획 보고 등 4건이었다. 이중 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연구기관 발전 계획은 바로 해양연구소 독립 계

획이었던 바,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으로써 해양연

구소의 위상과 독립의 당위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

게 되었으며 그에 관한 기본 계획이 정부의 공식적 방

침으로 결정된 것이었다.

2.1.2 한국해양연구소의 출범

연구소의 독립이 정부의 기본 방침으로 결정되자 과

학기술처, 경제기획원 등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그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 절차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다. 

먼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계 조항에 의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법적 절차와 요건을 갖추

어 나갔고 한편으로는 새로 설립되는 해양연구소를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특정 연구기관 육성

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내부적으로는 독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 연구소의 조직 체계와 

제 규정(안)을 작성하고 의전, 행사계획 등 준비 작업

을 서둘러 진행하였다. 

새로 임명1990. 3. 17된 정근모 과학기술처 장관은 

1990년 4월 6일 「해양연구소 독립 기본 계획(안)」을 

2.1 한국해양연구소로 독립
          Separation of KORDI from KIST

한국해양연구소 설립기금 출연증서, 1990.5

던 시기였다. 더불어 우수 연구 요원의 확충, 연구 시

설과 장비의 획기적인 보강, 최첨단 장비를 갖춘 종합 

해양연구선의 확보 등 연구 역량을 갖춰가던 시기이

기도 하였다. 또한 해양연구 활동의 활성화와 선진화, 

국제 협력의 다변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연구개

발의 중추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소로 한 걸음 더 다가간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해양발전종합계획 세미나, 1993

제1차 연구소 설립위원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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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0승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4월 13일 한국과학기술연

구원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① 부설 해양연구소를 분리, 독립시키며,

②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현재의 부설 해양연구소 소관의 인

원, 사업, 재산 및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과학기술처는 설립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고 제반 

법적 요건을 갖추어 주무부처 장관에게 법인 설립 허

가와 정관 승인을 요청하는 역할을 담당할 법적 필수 

요소인 설립위원 6인을 위촉하였다. 설립위원회는 5

월 11일과 18일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정관(안)

의 심의와 연구소 명칭, 설립자 추대와 설립자 기금 

출연, 이사진의 구성 등을 심의하였다. 당시 설립위원

과 설립자로 추대된 인사는 다음과 같다.

설립위원/설립자

설립위원 설립자

이재철(설립위원 대표)

이병돈(동의대학교 총장)

안충승(현대중공업 부사장)

윤영훈(과학기술처 기획관리실장)

허형택(KIST부설 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박병권(KIST 부설 해양연구소 소장)

유창순(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재철(전 중앙대학교 총장)

이병돈(동의대학교 총장)

이상희(전 과학기술처 장관)

정근모(과학기술처 장관)

이때 연구소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해양연구소로 

하였으며, 영문 명칭은 해외 지명도 등을 감안하여 종

래의 명칭KORDI :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 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해양개발 기본법의 기

본 정신에 따라 한국 해양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 과학의 연구와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

발ㆍ이용, 해양환경 보전을 선도하는 창조적 기술의 

연구개발과 국내외 연구기관ㆍ학계ㆍ산업계의 협동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① 국가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정책에 관한 연구 수행과 그 성과

의 보급

②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

③ 극지 환경ㆍ자원 조사 연구 및 과학기지 운영

④ 국내ㆍ외 연구기관ㆍ산업체ㆍ대학ㆍ전문단체와의 공동 연

구ㆍ기술 제휴 및 해양 전문 인력 양성과 훈련

⑤ 연구개발 또는 기술 용역의 수탁 및 위탁

⑥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정관상 법인의 이사는 총 15명 이내로 구성되었다. 

초대 이사진은 다음과 같이 4인의 당연직과 학계, 산

업계, 연구계 인사 10명이 선임직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사장에는 이재철 설립위원 대표가 선임되었다.

초대 이사진

구분 성명 비고

이사장 이재철(설립위원 대표)

당연직 

(4인)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국방부 제2차관보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장, 한국해양연구소장

선임직 

(10인)

유성규(부산수산대학교 총장), 이병돈(동의대학교 총장)

심재형(서울대학교 교수), 박춘호(고려대학교 교수)
학계

장철진(영풍광업 회장), 김재철(동원산업 회장)

김항덕(유공 대표이사), 장치혁(고려합섬 회장)

안충승(현대중공업 부사장)

산업계

김훈철(한국기계연구소장) 연구계

연구소는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갖

추고 5월 25일에 설립 대표위원 명의로 ‘한국해양연

구소 설립 허가 및 정관 승인 신청’을 과학기술처에 

제출하였다. 과학기술처 장관은 1990년 6월 1일자로 

한국해양연구소 설립 허가와 정관을 승인하였다. 또 

초대 소장에 박병권 박사를 임명하고 12인의 선임직 

이사의 취임도 승인하였다.

6월 1일 연구소의 설립 등기를 끝으로 1973년 10

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발족

된 이래 17년간의 부설기관 시대를 마감한 연구소는 

마침내 재단법인 한국해양연구소로 역사적인 출범을 

하였다. 

한편 5월 16일에 개최된 경제 부처 차관회의에서

는 한국해양연구소를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한국해양연구소 현판식, 1990

한국해양연구소 개소식 후 기념촬영,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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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해양연구소 시대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을 결정하였으

며, 이 법령은 6월 28일에 대통령령 제13031호로 공포

되었다. 

또 6월 30일에는 정부와 산ㆍ학ㆍ연 관련 기관의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해양연구소 개소 

기념식과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2.1.3 위상 정립과 기관 운영 제도 확립

새로 출범한 한국해양연구소는 「해양개발 기본법」의 

기본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해

양과학기술이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기초 응용 과학의 

연구와 개발, 국내ㆍ외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와의 

협동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는데 설립 목

적이 있었다. 새롭게 태어난 한국해양연구소는 연구 

사업 추진과 연구소 운영에 있어 자율적이고 능동적

인 기틀을 마련해 나갔다. 또한 국내 해양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은 물론, 세계적인 연구소

로 발전해 나갈 무거운 책임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

딛었다.

연구소는 먼저 6월 26일, 제1회 이사회를 개최

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인원, 업무, 권

리ㆍ의무 등의 포괄승계를 의결하였다. 또한조직 개

편을 통해 연구소는 과거 부설기관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독립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조직 형태를 갖추

었다. 연구 조직은 선임연구부장제를 신설하고 그 산

하에 6개 연구부와 기술지원 부서를 두어 총괄하였

다. 각 연구부에는 특성에 맞는 연구실 단위 조직을 

두되 상황에 따라 수시로 연구실을 개ㆍ폐할 수 있도

록 연구조직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또 행정 부

문 조직은 이전 행정실 단위에서 기획부와 행정부 조

직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연구소가 독립기관으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기관 운영의 기준이 되는 제반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먼저 1990년 6월 26일 제1회 이사회에서 직제 규정, 

인사 규정, 급여 규정, 연구심의위원회 규정, 기획관

리위원회 규정, 퇴직금 지급 규정 등 주요 규정이 만

들어 졌다. 이후 연구소 기획관리위원회에서 업무 분

장 규정, 직무 권한 위임 규정 등 세부 관련 규정이 여

러 차례에 걸쳐 다듬어졌다.  

기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이러한 각종 규정의 제

정과 정비 말고도 기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많은 조

치들이 뒤따랐다.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각종 위

원회와 협의 기구 설치, 인력의 정예화와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 연수 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업무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한 직무 교육 확대, 학ㆍ연 연구 교

류와 협력을 위한 학ㆍ연 협동 석ㆍ박사 과정의 운영, 

학술적 성과의 고양을 위한 논문 고료 지원 확대 등

이 새로 제도화되거나 개선되었다. 연구소의 기틀이 

잡혀가면서 1990년 11월에는 연구소의 시각적 이미

지 통일화를 위한 CICorporate Identity가 처음으로 제정

되었고 새로운 연구소 명칭 표기의 한글, 한문과 영문 

로고타입, 전용색상, 시그니처 조합 등이 만들어졌다. 

1990년 11월에서 2003년 4월까지 사용하던 기관 로고

제1회 임시 이사회 모습, 19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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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0

1980년대는 해양연구소가 한반도 주변 해역의 종합 

해양자원도 작성 연구, 황해와 동중국해 대륙붕 해양 

조사, 태평양 공해 상의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을 위

한 탐사 등 장기 대형 과제를 수행한 시기였다. 더불

어 해양연구의 세계적인 추세가 더 넓고, 더 깊은 지

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종합적

인 해양조사와 연구 능력을 갖춘 연구선의 확보가 절

실히 요구되었다.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추진된 온누

리호, 이어도호의 건조와 취역은 한국해양연구소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종합 해양연구선 온누리호의 건조와 취역은 연

구소의 위상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 해양 조사 역량이 

세계적 수준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2.2 종합 해양연구선의 건조, 운영 
         Commissioning of Comprehensive Marine Research Vessels 

온누리호

●	망간단괴

해수에 녹아 있는 금속성분이 침전 · 성장

하여 심해저에서 만들어지는 검은색 광물 

덩어리. 평균수심이 약 5,000m인 대양의 

심해 분지에서 주로 나타난다. 

망간,철, 니켈, 구리, 코발트 등 산업의 주요 

원자재가 되는 금속광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072

2. 한국해양연구소 시대 2.2.1 온누리호

2.2.1.1 대망의 온누리호 건조

1984년 1월 연구소는 일본의 해외 협력 자금OECF에 

의한 차관 사업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그해 7

월 10일 정부의 외자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가결

을 거쳐 12월 14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았다. 

온누리호는 일본의 OECF 차관 자금총 41억 엔으로 

노르웨이 칼슨조선소Mjellem & Kalsen Verft A/S에서 건

조하였다. 국제 총 톤수는 1,422톤이었다. 이는 미

국, 일본 등 선진 해양국들이 대양 탐사용으로 보유

하고 있는 3,000톤급 이상의 대형 연구선에 비하면 

작은 편이었다. 

그러나 운동 성능과 조종 성능이 매우 우수하고 

내빙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그 이름에 걸맞게 지구 

상의 모든 해역을 대상으로 조사 활동을 벌일 수 있었

다. 특히 온누리호에는 고가의 최첨단 장비들이 장착

되어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해양조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

2.2.1.2 ‘온누리’호 선명과 운영 준비

1990년 3월, 연구소는 연구선의 이름을 공모하였다. 

연구선이 한창 만들어지고 있던 때였다. 응모된 여러 

이름 중에서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배의 이름으로 

결정된 것은 한상준 박사가 제안한 온누리Onnuri였다. 

온누리는 온 세상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로, 세계 대

양을 대상으로 해양 조사 연구 활동을 펼쳐 해양과학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뿐만 아

니라 영문 표기와 발음이 쉬워 온누리호의 국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훌륭한 이름으로 평가되었다.

온누리호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와 논

의가 있었다. 연구소가 직접 운영할 것인가 또는 선박 

운영 전문회사에 위탁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일반 상선과 달리 탑재된 

첨단 장비의 관리와 운영의 중요성, 해양 조사 중 선

원들의 임무와 역할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연구소가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였다.

1991년 7월에는 온누리호 인수 및 운영 준비반이 

온누리호의 설계 도면 과학조사를 위해독도로 진입하고 있는 온누리호, 1990년대

●	내빙 구조

유빙의 압력이나 충돌에 견디려고 강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설비를 배치하면서 

설계된 선형의 구조.



073

1990~2000구성되었다. 이들은 선원의 선발과 교육, 기본 선용품

의 확보, 진수와 인수식 행사, 처녀항해 계획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였다. 온누리호의 직영 방침에 따라 온

누리호 운영의 핵심 요원인 선장과 기관장, 사관 요원

을 공개 모집하여 선장에는 김대기 예비역 해군중령

이 선발되었다.

2.2.1.3 건조 착수에서 취항까지

• 건조, 진수와 인도

조달청의 국제 입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노르웨

이의 칼슨조선소Mjellem & Kalsen Verft A/S에 낙찰된 온

누리호의 건조는 1990년 7월 23일에 본 계약을 체결

하고 8월 31일 신용장을 개설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9월 25일에는 감독관으로 이경인 선임연구원이 현지

에 파견되었다.

대부분의 선체 조립이 완료되고 엔진이 탑재된 

1991년 7월 24일, 조선소 현장에서는 조촐한 진수식

이 거행되었다. 진수식에는 당시 과학기술처 서정욱 

차관, 정윤 과장과 연구소의 박병권 소장, 박진균 기

획부장이 참석하였다. 온누리호는 그 후 도장과 의

장, 각종 장비의 설치와 장착, 시운전 등을 마치고 

1992년 1월 11일 현지 조선소에서 성대한 명명과 인

도식을 거행하였다. 이 행사에는 김병련 주 노르웨이

대사, 박병권 소장, 허형택 위원, 양형진 단장, 김영

필 기획부장, 일본 용역단의 책임자인 쿠토Kuto 등이 

참석하였다.

• 처녀항해

온누리호는 1992년 1월 17일 드디어 노르웨이 베르겐

을 출항하여 한국으로 향하는 ‘처녀항해’를 시작하였

다. 온누리호에 장착된 각종 항해, 조사, 연구 장비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된 최첨단 고가 

장비였다. 이러한 장비의 운용과 관측 기술의 조기 숙

달, 채집된 자료의 선상 처리 분석 능력 등을 습득하

기 위해서는 실해역에서의 장비 성능 테스트가 꼭 필

요했다. 이를 위하여 처녀항해 과정에서 온누리호는 

두 구간으로 나누어 시험ㆍ연구 항해를 실시하였다.

베르겐-지브롤터 구간과 싱가포르-제주 간의 남중

국해, 두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해양연구소의 연구팀

과 장비 전문가들이 동승하였다. 이들은 연구선의 운

항 상태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최첨단 장비의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운영 방법을 습득하였다. 온누

리호에 장착된 최첨단 장비에는 Seabeam 2000, 3차

원 해저지형탐사기, 해상중력계, 측심기 등이 있었다. 

이들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북동 대서양 해역과 남중

국 해역에 대한 해양 자료를 채집하면서 시험ㆍ연구

항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3월 5일 제주항에 무사히 입항한 온누리호는 국내 

보도진과 함께 마산항까지 항해하였다. 이때 온누리

호의 첨단 기능과 장비의 성능이 각종 매체를 통해 우

리나라 국민들에게 소개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 취항과 활동

3월 20일, 인천항에서는 온누리호의 본격적인 운항

과 취역을 기념하기 위한 취항식 행사가 성대히 거행

되었다. 이 행사에는 과학기술처 김진현 장관을 비롯

하여 서정화 국회의원, 윤옥영 수산청장, 원영무 인

하대총장, 심재홍 인천시장, 주한노르웨이 대사G. L. 

Lindeman 등 정부와 산ㆍ학ㆍ연 관련 인사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취항식을 마친 온누리호는 4월 6일 드디어, 태평

양의 ‘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에서 심해저 자원 탐

사를 위하여 첫 출항을 하였다. 진해항을 출발, 하와

이로 향하는 긴 여정에 오르면서 우리나라 해양연구

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후 온누리호는 각종 대형 연구 사업에 참여하였

다. 국제 공동 해양 조사 프로그램인 <해양과 전 지구 

대기 상호 작용 연구TOGA>사업으로 수행된 <대양 항

해 연구동지나해-필리핀 해역, 적도-뉴질랜드 해역, 남극 세

종기지 주변의 과학 환경 조사 연구>, <우리나라 주

변 해역의 해양 특성과 해양자원도 작성 연구>, <경

제수역 조사 연구>, <동해 핵폐기물 환경오염 조사를 

위한 한ㆍ일ㆍ러 3개국 공동 조사>, <동중국해와 황

해 해양 조사>, <울릉분지 대 수심 해역 해저환경 연

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온누리호 취항식, 1992.3.20

온누리호 인수식, 1992.1.11

●	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C-C해역) 

Clarion-Clipperton Zone

하와이 동남방 2,000㎞ 지점에 있는 

태평양 공해상의 심해광구 해역이다. 

우리나라는 이 해역에 7만 5,000㎢의 

단독개발광구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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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해양연구소 시대 특히 1992년부터는 매년 태평양 심해저 자원 탐사 

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1994년 8월, 우리나라가 태평

양 C-C해역에 15만㎢의 광구를 유엔에 등록하는 쾌거

를 이룩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했다. 우리나

라의 해양연구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국제

적 수준의 해양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데 커다란 밑거

름되어 온 온누리호는 취항 이래 지금까지 연 평균 탐

사운항일수가 222일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들어 2010

년 287일, 2011년 283일, 2012년의 경우 302일을 운항

하여 운항 일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2.2 이어도호

2.2.2.1 연근해 조사 활동의 주역 이어도호의 탄생

노르웨이에서 건조 중이던 온누리호와 함께 국내에

서는 또 하나의 연구선 겸 잠수정 모선이 건조 중이었

다. 1989년 6월부터 코리아타코마조선소에서 건조 중

이던 이 연구선의 이름은 1990년 3월 공모를 통해 기

술지원부 이남숙 씨가 제안한 이어도Eardo호로 결정

되었다. 이어도는 제주도민의 전설에 나오는 환상의 

섬, 피안의 섬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해도 상에 ‘소

코트라 암초Socotra Rock’라고  표기되어 있는, 동중국

해 중앙에 위치하면서 우리나라 해양관할권 내에 속

해 있는 수중 암초의 우리 이름이기도 하다. 이어도 

인근 해역은 동중국해 통행의 요충 해역일 뿐 아니라 

풍부한 수산자원으로 대형 어장이 형성되어 있다. 또 

이곳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길목이고 

쿠로시오 해류와 황해 냉수, 중국 대륙의 연안수가 만

나는 해역으로 해양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해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어

도에 종합 해양과학기지 구축을 구상이 구상은 2003년에 

실제로 실현되었다.하던 시점에서 조사선의 선명도 이어

이어도호의 해양조사 활동이어도호의 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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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0도호로 정한 것이다. 이는 해양과학의 발전을 통해 이

상향을 건설한다는 큰 뜻을 담고 있었다. 

2.2.2.2 진수와 취항

잠수정 모선 이어도호는 건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

을 겪어야 했다. 조선소에서는 노사분규가 일어났고, 

경영주가 바뀌는 진통과 공정상의 갈등도 야기되었

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당초 일정보다 늦은 1991년 9

월 3일, 이어도호의 명명, 진수식이 거행되었다. 진수

식에는 과학기술처 관계자와 연구소의 많은 직원들

이 참석하였다.

1992년 1월부터 선박의 구조와 성능 시험, 시운전

을 마친 이어도호는 1992년 2월 29일에 해양연구소에 

인도되었다. 이어 3월 7일에는 진해 장천부두에서 취

항식을 거행하였다. 취항식을 마친 이어도호는 사흘

만인 3월 10일에 해양방위연구N-project 사업 수행을 

위해 동해 중부에 투입되면서 연구선으로서 본격 운

항에 들어갔다.이어도호는 잠수정 모선으로서 기능

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유속 관측 장치, 정밀 음향 

측심기, 해저 지층 탐사기, 전기 전도 장치, 컴퓨터 처

리시스템 등의 정밀ㆍ첨단 해양장비를 고루 갖추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이어도호는 우리나라 연근해와 인

근 해역의 해양 조사 연구 활동에 크게 기여했다. 특

히 해양방위 연구, 해양자원도 작성연구, 황해와 동중

국해의 해황과 특성 연구, 해저 광케이블 설치를 위한 

해양 조사, 북한 경수로 건설을 위한 주변 해양 조사, 

배타적경제수역 해양광물 정밀 조사, 독도의 지속가

능한 이용 연구 등 연구소의 주요 연구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어도호 역시 최근 운항일수가 

크게 늘어나 2011년 263일, 2012년 250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도호 취항식, 1992

이어도호 진수식,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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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해양연구소 시대

2.3.1 연구 장비 확충

해양연구소는 설립 초기부터 해양관측ㆍ조사 장비와 

시험ㆍ분석 장비 등 해양과학기술 연구에 필요한 기

기ㆍ장비를 꾸준히 보강하여 왔다. 이들 연구 장비는 

별표와 같이 대부분 특별자금 또는 차관 자금에서 대

량으로 도입되었다. 일반적으로 개별 과제 연구비 또

는 연구소 장비비 예산에서 확보된 것은 소수에 지나

지 않았다. 해양연구소가 그동안 도입하고 보강해 온 

해양 조사ㆍ연구 장비들은 시대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1단계는 설립 초기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로 

UNDP 지원 자금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 자금에 

의하여 상당 부분의 기본 장비들을 확보한 시기이다. 

2단계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약 10

년이다.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 능력 진흥 시책으로 대규모 특별 재원

에 의해 장비 도입이 이루어졌다.

특히 1989년부터는 특별 외화 대출 자금에 의

한 <연구 장비 보강 사업총사업비 1,000만 달러>으로 유

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ICP-MS, 불규칙 조파

기, 해저면 지형도 작성 시스템, 96채널 탄성파 탐사

기, 초전도 핵자기 공명 분광기 등 많은 대형 장비들

이 집중적으로 도입되었다. 또 온누리호를 건조하면

서 OECF 차관 자금으로 심해저 카메라시스템, 해상

자력탐사기, 원소분석기 등의 장비가 추가로 확보되

었다. 또한 1996년부터는 세계개발은행IBRD 차관 자

금에 의한 <환경 기술 개발 사업총사업비 1,000만 달러>

으로 대양 및 심해저음향탐사장비Deep Tow Side Scan 

Sonar, 분광반사도측정기, NOAA 해양자료 인공위성● 

수신시스템 등 첨단ㆍ정밀 장비들이 대량으로 도입되

었다. 

마지막 단계는 1997년도 말 외환위기IMF 관리 체제

를 겪은 이후의 시기이다. 이때부터는 특별 자금에 의

한 장비의 대량 도입은 없었으며, 단위 연구 과제 수

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장비들이 개별적으로 도입되

었다.

2.3.2 연구동의 추가 건설

1990년대에는 연구 장비의 보강, 연구선 확보 등 연구 

능력이 확충되면서 연구시설 건설 사업도 본격적으

로 추진되었다. 특히 안산본소에는 제3연구동과 제4

연구동 건설 사업이 시작되어 분야별 연구 시설의 확

충이 본격화되었다.

2.3 연구 장비와 시설 확충
          Enhancing Research Equipments and Facilities

제3연구동 신축공사 현장, 1991, 
해안도로 앞으로 매립되기 전 갯벌 모습이 새롭다

연구기반 구축 주요 재원과 사업 규모

재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UNDP 지원 연구소 설립 및 육성 197만 6,000달러 1973~1991

ADB 차관 연구소 시설 확충 사업 323만 달러 1979~1984

특별 외화

대출 자금
연구 능력 보강 962만 8,000달러 1988~1990

OECF 차관 종합 해양 조사선 건조
40억 2,700만 엔

(2,910만 9,000달러)
1986~1992

연구장비 :

2억 1,900만 엔

IBRD 차관 해양환경 연구 능력 확충 971만 달러 1994~1998

●	NOAA 해양자료위성 

극궤도 기상위성으로 약 850㎞ 상공에서 

남북방향으로 지구를 회전하며 기상 

상태를 관측한다. 관측범위는 동서 약 

3,000㎞ 남북 5,000㎞ 정도이며,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는 것은 NOAA 12호가 오전 

9시와 오후 9시 전후, NOAA 14호는 오전 

3시와 오후 3시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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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구동 전경

제3연구동은 1991년 6월 5일 착공하여 1992년 9월 

1일에 준공하였다. 연면적 5,256㎡ 1,590평으로 지하 1

층, 지상 2~3층의 ㄱ자형 건물로서 총공사비는 28억 원

이었다.  

이 연구동에는 당시 물리연구부, 지질연구부, 극

지연구센터와 화학연구부의 일부가 입주하였다. 제3

연구동은 제반 실험실과 연구실은 물론 175석의 세미

나실과 강당 시설을 갖추고 있어 그동안의 공간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다.   

제4연구동은 1999년 4월 6일에 착공하여 2000년 

8월 1일 준공하였다. 연건평 2,519㎡ 762평의 지하 1

층, 지상 3층 건물로서 클린룸, 미량금속측정실, 분자

생물실험실, 해양환경 오염 분석을 위한 첨단 장비와 

시설을 갖춘 해양환경 연구 전문 연구 시설이다.

2.3.3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추진

2.3.3.1 자연 환경과 입지 여건

해양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 수치 모델을 이용

한 예측 시스템의 개발연구를 수행해 온 연구소는 오

래 전부터 종합 해양과학기지 구축을 추진해 왔다. 그 

장소는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 81해리약 

150㎞에 위치한 수중암초 이어도였다. 이어도는 1900

년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에 의해 그 존재가 알려졌으

며, 해도 상에는 Socotra Rock으로 표시되어 있는 암

초暗礁다. 제주도에서 전설의 섬 으로 전해지는 섬이 

바로 이곳이며, 국내 해양학계에서는 파랑도로 명명

되던 곳이다. 

이곳은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대형 어장을 형성하

고 있으며 중국, 동남아, 유럽으로 향하는 주 항로가 

인근을 통과하고 있어 항해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또

한 태풍진로 상에 위치하고 있어 10시간 후 남해안에 

도달하는 태풍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

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어도 주변은 해양과 

기상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역으로 알려져 왔다.

연구소는 1994년 과학기술처와 관계 부처의 협의

를 거처 이곳에 종합 해양과학기지 구축을 추진해 나

갔다. 1995년과 1996년에는 정부 출연금 특수 사업

으로 기지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해양환경 기초 조사

와 개념 설계를 시작하였다. 이어도 주변 해역의 평

균 수심은 50m, 암초 정상 수심은 4.6m였다. 암반의 

지질은 응회암이고 남북으로 약 1,800m, 동서로 약 

1,400m에 이르는 타원형이었다. 또한 남쪽은 완경사, 

북쪽은 급경사로 형성되어 있었다.

2.3.3.2 건설의 추진

1997년 해양수산부가 발족되면서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기지 건설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과학기지

는 정봉頂峰으로부터 남쪽으로 700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되었다. 이곳에 51m 깊이의 파일을 박고 3,400톤

에 달하는 재킷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뒤 수면 위 

36m 높이에 각종 장비와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이 해

양과학기지는 8명이 14일간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시

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관측실, 실험실, 회의실, 통

신 시설, 발전 설비, 헬기 이ㆍ착륙장, 선박 계류 시설, 

오ㆍ폐수 처리 시설, 등대 시설 등도 갖추고 있다. 이

어도 해양과학기지 구축에는 모두 212억 원이 투입되

었고, 설계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구조물의 제작과 설

치는 현대건설이 시공하였다.

이 기지의 각종 첨단 장비는 무인ㆍ자동으로 운용

되고 있다. 기지에서 관측된 자료는 우리나라 무궁화 

위성KOREASAT과 글로벌스타GLOBALSTAR 등의 위성통

신을 통해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배포된다. 아울러 

이 과학기지는 특별 연구를 위한 관측 실험도 수행하

고 있다. 또한 해양과 기상 관측, 인공위성에 의한 해

양  원격 탐사 연구, 지구 환경 변화 연구, 어ㆍ해황 예

보와 동중국해 일대의 해양연구를 위한 자료 제공, 안

전 항해를 위한 등대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해난 사고 시 구난기지로도 활용된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2003년 6월 11일에 준공

식을 거행하였다. 이로써 이어도는 전설의 섬에서 첨

단 해양과학기지로 탈바꿈하였다.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준공식, 2003.6.11

제4연구동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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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남해연구소 건설

2.4.1.1 후보지 선정

1989년 당시 해양연구소는 83톤급의 ‘반월호’인천801호

와 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인수받은 4척의 소형 선

박올림픽5호, 21호, 32호, 34호을 인천항과 진해항에 분산 

운영하고 있었다. 

이때는 이미 이어도호가 코리아타코마조선소에

서 건조 중이었고, 온누리호는 설계를 완료하고 건조

를 위한 국제 입찰이 진행 중이었다. 자연히 이들 연

구 조사선의 운영 관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

라 연구소는 이들 조사선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비롯

하여 임해 연구 기능을 갖춘 조사선 지원 기지와 임해 

연구 시설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연구소는 먼저 건설 후보지를 물색해 나갔다. 조

사선의 모항母港과 임해 연구 여건을 갖춘 적정 지역

을 물색하기 위해 1988년 11월부터 남해 동부 해역을 

중심으로 여러 곳을 현장 답사하였다. 1990년 3월에

는「해양조사선 지원기지 건설 및 운영계획 연구」 보

고서를 통하여 진해 음지도, 거제 지세포, 통영 미륵

도 백사포, 통영 도산면 양지포, 통영 미륵도 신전포 

등 5개 지역을 중점 조사하였다. 이중 미륵도 신전포

가 최적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청정 해역으로 건설 

공사 시행에 많은 제약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 추진은 불가능하였다. 

연구소는 1990년 9월 ‘남해기지건설사업단’을 구

성하고 비교적 여건이 좋은 거제도를 중심으로 입지 

여건과 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1991년 1월부터는 

토지 매입을 위한 사전 협의와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

행하였다. 해양연구소 남해기지 건설계획 추진이 알

려지자 같은 해 6월 장목면 지역 주민 대표로 구성된 

‘장목번영회’는 토지매각을 위한 제반 사항의 협조를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유치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 지

역은 특히 태풍 시에도 피항에 적합한 항만 여건을 갖

추고 있었다. 연구소는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끝에 같은 해 7월 거제군 장목면 장목리 장목만 일

대를 남해기지 건설 예정지로 최종 확정하였다.

2.4.1.2 제1단계 건설 사업

연구소는 부지 매입과 기본 설계를 위한 1990년도 예

산을 확보하고 1991년도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

했다. 그 결과 제1단계로 약 8,300평의 부지를 확보하

는 데 성공했다. 그 후 설계와 거제군청의 허가를 거

쳐 1993년 12월 18일에 기공식을 갖고 연안 인입도로

와 부두 공사를 시작하였다.

1996년 말 연건평 3,395㎡ 1,024평 규모의 본관동, 

기숙사, 식당 등 7개 동 건물과 부대시설 공사가 완공

되었다. 그리고 1997년 3월 28일 드디어 한국해양연

구소 ‘장목분소’ 개소식이 거행됐다. 개소식 행사에는 

당시 신상우 해양수산부 장관, 김기춘 의원, 김혁규 

경남도지사, 조상도 거제시장 등 정부와 지자체 인사

를 비롯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2.4 임해 연구기지 건설
          Constructing Seaside Research Institutes

남해연구소 기공식, 199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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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의 특성 연구와 태평양을 비롯한 대양 탐사 전진 

기지의 준공을 축하하였다. 

2.4.2 서해기지선갑도 건설 계획과 취소

서해 상에 위치한 선갑도는 행정 구역상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에 속해 있는 무인도이다. 수치

상의 위치로 보자면 인천에서 약 60㎞, 충남 서산에서 

약 27㎞ 떨어져 있으며 등기부 상의 면적은 2,155천㎡ 

약 65만 평에 달한다. 정부 계획에 따라 1992년 9월 당

시 해양연구소는 이 선갑도를 원자력환경관리센터와 

공동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선갑도의 매입

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부계획의 변경으로 매입이 

무산되자 연구소는 3년 여의 시간이 흐른 1995년 선

갑도의 매입을 다시 추진하기에 이른다. 당시 우리나

라 서해를 포괄하는 임해 연구 시설의 확보와 황해 연

구의 전진 기지, 특히 중국 대륙으로부터 불어오는 황

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연구소는 1996년 6월과 1997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전

체 48억 4,000만 원에 선갑도를 매입하였다. 

하지만 기지 건설 사업 추진은 계속 유보되었다. 

기지 건설 사업을 위한 예산을 1998년부터 매년 신청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

구소는 선갑도를 연구 업무에 활용해 나갔다. 기상 관

측탑, 자동 분진 채집기와 태양열 축전지, 풍력 발전

기, 관측 자료 무선 송신 시설 등을 선갑도에 설치하

고 대기 중의 분진을 채집하여 분석하는 등 다양한 연

구 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다가 2001년 3월 제26회 정

기이사회에서 「한국해양연구원 서해임해연구기지 부

지 처분(안)」이 승인되어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다. 매

각은 여러 차례의 유찰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2006년 10월에 최종 매각 계약이 성사되었다. 매각 처

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선갑도 서해 기지 건설 구상은 

백지화되었다.

장목분소 개소식, 1997.3.28

1단계 건설 후의 장목분소 전경, 1996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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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바쁘게 지내고 있다. 연구소 퇴직 후에도 연구회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한편으로는 정

리하지 못했던 논문도 쓰고, 극지관련 책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그린란드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 

1989년에 내가 취임할 당시는 우리 연구소가 안산으로 이동하여 연구소 앞 도로의 포장은 완료

되었으나 주변은 미처 정리가 덜된 어수선한 상태였다. 이런 와중에 당장 시급한 일은 남극 세

종기지 건설 마무리와 세종기지 운영의 안정화였다. 또한 연구소의 당면문제로 연구 인력의 확

충, 안산캠퍼스의 정리, 연구시설 장비의 확충, 이어도호의 건조, 온누리호의 건조추진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었다. 

나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 해양연구기관인 우리 연구소가 세계적 수준의 현대적 해

양연구기관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기틀을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 연구소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연구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에 몰두하고, 동시에 연구기관의 구성원들 전원이 

아끼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지론이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하는 모든 활동은 궁

극적으로는 우리가 행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나와 우리 연구원의 관계는 1973년 KIST에서 해양개발연구소(당시) 설립에 관한 일을 할 때부

터 시작된다. 그간 보람 있었던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정식 입소 이후 세종기지 건설, 다

산기지 설립, 미크로네시아 축의 태평양해양연구센터 시작, 중국 칭다오에 한ㆍ중해양과학연구

센터 개소, 그리고 거제도 장목의 장목분소(당시)와 울진의 동해연구소 설립에 관한 일 등을 꼽

을 수 있을 것 같다. 

재임기간 중 우리나라의 남극 세종기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극지연구도 많은 

연구에 앞서 연구개발의 
목적과 세부 목표 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Emphasizing on R&D Objectives before Research Activities

KIOST를 회고하다  박병권 전 소장

Looking Back on KIOST  Former President Park, Byong-Kwon

KIST 부설 해양연구소 소장(1989.1.1.~1990.5.30) 

한국해양연구소 초대 소장(1990.6.1.~1993.4.6)

한국해양연구소 3대 소장(1996.5.15.~1999.3.9)

약력  1937년 생 / 육군사관학교 학사

 서울대학교 석사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박사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한국해양학회 회장

상훈  국민훈장 모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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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특히 남극과학위원회의 가입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이사국으로 진출 하였던 일, 그리고 

다산기지를 스발바르 섬에 설립하고 국제북극과학위원회 정식 회원국이 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

의 극지연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금도 가슴 뿌듯하게 돌이켜진다.

 

이에 더하여 지금의 안산캠퍼스에 넓게 자리 잡고 있던 논을 예산도 없이 현재의 운동장으로 만들던 일, 우리가 음

료수로 쓰고 있는 우물을 만들고 또한 과기부로부터 상금 6,000만 원을 받아 테니스장을 정비하고 골프연습장을 만

들어 우리 연구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했던 일,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선인 온누리호를 가지게 

되어 연구의 영역을 태평양, 남극 주변해까지 넓힌 일들은 큰 보람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은 많은 젊은 해양학자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연구소를 지금의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키우는 데 기초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우리 연구소의 역사는 그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나라 해양연구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연구기관장의 일이 쉬운 것이 없지만 당황스러웠던 적도 없지 않았다. 한국해양연구소장 임기를 몇 개월 남겨 둔 때

에 갑자기 과기부의 권유로 한국표준연구원 직속기관이었던 기초지원연구소장을 맡게 된 것도 그 중 하나이다. 그

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 기초지원연구소의 근무 경험은 나에게 많은 것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지금

도 나의 소중한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다.

연구기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구 인력과 시설 장비,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

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의 세계적 경쟁력은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다. 우리 연구원에 미래 수요가 증대할 천연물 연구실, 미생물 연구실과 생태연구실을 만든것

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 인력 충원 시에도 각 부서의 요구 사항도 중요하지만 연구원의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 

양 보다는 질을 생각하면서 충원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는 창조적인 활동이지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거대과학

에 속하는 해양과학과 이를 응용하는 해양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

여야 하므로 연구에 앞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의 목적과 세부 목표를 잘 계획하여야 한다.

우리 연구원도 많이 성장하였고,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 문 앞에 와 있다. 따라서 창조적 연구에 종사하는 우리들

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 연구내용의 생산이다. 여러 후배들은 이러한 사회의 요구를 충족

시키며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전문가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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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해양연구소 시대

등록된 태평양 광구 위치

2.5 태평양 심해저 광구 확보
          Securing Deep Sea Mineral Resources in the Ocean

2.5.1 심해저 탐사와 광구 등록

망간단괴는 망간, 니켈, 코발트, 구리 등 주요 전략 금

속 광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바다의 검은 노다지 또

는 검은 황금으로 비유된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은 심

해저에 부존된 망간단괴 자원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

로 밝힌 바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있다.

1994년 8월 2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

서 개최된 유엔해양법준비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마

침내 선행 투자가로 등록되었다. 하와이 동남방 약 

2,000㎞ 공해상 C-C해역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 

심해저에 광구鑛區 15만㎢를 공식 승인받는 쾌거를 이

룩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선행투자가 국가가 되었으며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태평양 공해상에 남한면적의 1.5배에 달하는 해역에

서 ‘망간단괴’ 개발을 위한 배타적 탐사권을 확보하였

다. 이는 연구소가 1983년 첫 탐사를 시작한 이래, 우

리의 기술, 인력, 장비로 수행한 심해저 광물자원 탐

사 연구 사업의 결과였으며 고난도 심해 탐사 기술

을 활용하여 이룩한 한국 해양과학기술의 개가였다. 

특히 1992년 종합 해양 조사선 온누리호의 취항으로 

180만㎢에 달하는 광대한 해역의 탐사가 우리의 기

술, 인력, 장비로 이루어졌고, 고난도의 심해 탐사 기

술로 수심 5,000m 이상의 심해저, 수압 500기압이라

는 극한 환경도 극복해냈다.

2.5.2 심해저 광구 확보의 의의와 파급 효과

우리나라가 확보한 광구 15만㎢에 대하여 연구소는 

8년간에 걸쳐 정밀 탐사를 시행하여 최적 개발 광구 

7만 5,000㎢를 선택ㆍ확정할 수 있었다. 나머지 7만 

5,000㎢는 다시 유엔이 보유하게 되었다. 등록된 광

구는 상업적 생산을 위한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있

으며 최종적으로는 상업 생산도 가능했다. 그렇기 때

문에 심해저 광구 확보는 다음과 같은 효용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

첫째, 태평양 공해 상에 남한 면적에 버금가는 광구

7만 5,000㎢를 설정함으로써 국제 사회가 인정하고 배

타적 개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제적 의미의 준 

해양영토를 확보한 점이다. 둘째, 수심 5,000m 이상

의 심해저 망간단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

으로써 인류가 도전할 수 있는 최첨단 해양과학기술

과 해양개발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심해

저에 부존하는 망간각, 유화광상 등 제2의 광물자원 

개발이 가능한 점이다. 셋째, 상업 생산이 시작될 경

우 망간단괴를 채취ㆍ제련하여 망간, 니켈, 코발트, 

구리 등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매년 10

억 달러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점이다. 더불어 국내 수

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전략 금속의 장기ㆍ안정적 공급

원을 확보한 것이다. 넷째, 심해저 광업에 연관된 산

업인 조선 공업, 기계 공업, 전자 공업, 로봇 산업, 해

중 통신 산업 등에 산업적 파급 효과와 더불어 해양방

위산업의 기술 축적과 활용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 및 광구 

확보와 관련, 1996년 3월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

된 국제해저기구총회ISA에서 2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임되었다. 이어 1998년 3월 총회에서 다시 4년 임

기의 이사국으로 재선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심해

저 광구 등록, 선행투자가의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 

탐사와 개발 사업 계획서의 심사ㆍ승인, 개발도상국 

연구 요원에 대한 훈련,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관

련된 규칙의 제정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해 나갔다. 이

로써 세계 해양 관련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

게 향상되었다.

태평양 광구 등록증,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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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IOC 집행이사국 진출

1960년 UNESCO 산하의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IOC●

가 발족되었다. 이는 세계 해양 과학 조사 연구 프로

그램을 개발, 홍보,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구로 2

년마다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해양 분야의 UN 

총회’로 비유되는 IOC는 2003년 현재 129개국이 회

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해양과학 분야에 관한 세

계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129개의 회원국 

중 30개국 내외로 구성된 집행이사국은 공식 발언권

을 행사하며 IOC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

연구소는 1973년부터 IOC 총회에 정부 대표 단원을 

파견해 왔다. 1993년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프

랑스 파리에 있는 UNESCO 본부에서 개최된 제17차 

정기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집행이사국’

에 선출되었다. 당시 해양연구소장이던 박병권 박사

는 집행이사국의 대표로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적인 해양연구 능력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음을 전 세

계에 알렸다. 또한 IOC가 추진하고 있는 지구 환경 

보전 연구를 비롯하여 주요 연구 사업에 대해서도 적

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혀 회원국들로부터 많은 호응

을 받았다.

IOC 집행이사국 진출은 우리나라의 해양과학 연

구 능력 수준을 국제기구에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

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 외에도 신 해양질서新海洋

秩序에 따른 해양관할권, 해양자원, 해양오염과 대기 

오염 확산, 해운 등 각종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

나라의 발언권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은 매우 귀중

한 의미라 할 수 있다.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IOC 집행

이사국으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국제 무대

에서 우리나라 해양과학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졌다. 

2.6.2 한ㆍ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ㆍ운영

2.6.2.1 공동연구센터 설립의 배경과 경과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의 국교가 수립되었다. 이후 

여러 방면에서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었으며, 해양과

학기술 분야에서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특히 황

해黃海를 공유하고 있는 두 나라는 황해의 합리적 이

용과 환경 보전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한ㆍ중 

양국의 협력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9월 중국 북경에서 양국 정

부 사이에 「한ㆍ중 과학 및 기술에 관한 협력 협정」

이 체결되었다. 1994년 3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한ㆍ중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는 황해에 대한 공동 

연구 수행과 협력이 언급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한국 안산에서 「한국 과학기술처와 중국 국가해양국 

간의 해양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

여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해양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

를 설치하는 한편, 중국 내에 ‘한ㆍ중해양과학공동연

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1995년 5월 12일 「한ㆍ중해

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약정서」

를 체결하고 중국 칭다오靑島에 있는 중국 ‘국가해양

국 제1해양연구소FIO’ 내에 한ㆍ중해양과학공동연구

센터를 개소하였다. 개소식에 참석한 한국 측 관계

자는 구본영 과학기술처 차관, 장상구 자원해양연구

조정관, 송원오 한국해양연구소 소장 등이었다. 중국 

측에서는 옌홍뭐嚴宏謨 국가해양국장, 위안예리袁業

立 제1해양연구소장, 칭다오시 부시장 등이 참석하였

다.

2.6 국제협력 다변화와 위상 제고
          Diversify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and Enhancing Institutional Status

한ㆍ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개소식, 1995.5.12

중국 칭다오에 위치한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전경

●	정부간해양학위원회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

정부간해양학위원회는 각국의 

해양과 자원에 대해 과학적 연구와 

조사를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세계 해양과학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유엔 산하 유일의 

해양과학 전담 정부 간 기구로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재해와 기후변화 

같은 주요 현안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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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해양연구소 시대 2.6.2.2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의 운영

한ㆍ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의 운영은 한국해양연

구소와 중국 제1해양연구소가 중심 역할을 담당하

기로 하였다. 또한 센터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관

리위원회’를 두고 매년 회의를 개최하여 중요 사항을 

심사, 조정하고 결정하기로 하였다. 소장과 부소장

은 중국과 한국이 2년씩 번갈아 가며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초대 소장은 중국 측의 제1해양연구소장

이 겸임하고 부소장은 한국해양연구소의 이순길 박

사가 맡았다. 제2기1997.5.12~1999.5.11는 소장 이순길, 

부소장 천수이티엔陳穗田, 제3기는 소장 위위엔청虞

源澄, 부소장 박진균, 제4기는 소장 이동영 박사, 부소

장 탄공커譚攻克가 각각 2년씩 담임하였다.

센터의 운영은 약정서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이

루어졌다. 토지와 건물은 중국 측이, 인건비를 포함

한 경상 운영비는 한국 측이 부담하고, 연구사업비는 

공동 부담하였다. 

한ㆍ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설립 이후 해양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있어 두 나라의 매개

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황해공동연구사

업의 주선과 지원, 심포지엄 개최, 연구사업과 학술 

활동, 과학자 간 교류, 자료와 정보의 교환 등이 그것

이다.  

한ㆍ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지역해 문제를 

당사국이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좋은 사례

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ㆍ중 두 나라의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라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도 새

로운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2.6.3 아시아 지역 국가에 대한 해양 조사 기술 훈련

해양연구소는 1994년부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개

발 도상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해양조사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시 외무부 산하 ‘한국국

제협력단KOICA’이 개도국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을 

돕고,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 우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중 하나다. 교

육 대상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개도국의 정책 입안

자나 과학기술자들 중에서 선발되었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다양

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수받았다. 그 중 연구소는 해

양과학 분야를 위탁받아 ‘해양조사훈련과정’을 수행

해 왔다.

이 훈련 과정은 3~4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주

로 해양오염 물질의 채취, 분석, 처리 등의 기술과 해

양환경 관리 등에 관한 강의가 진행되었고, 선상 실

험ㆍ실습을 통한 훈련이 이루어졌다. 시작 첫 해인 

1994년에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 등 6개국에서 10명이 참가하였다. 이후 해

가 갈수록 참여 국가나 인원이 확대되어 2002년에

는 14개 국가에서 20여 명이 참가하였다. 그것은 훈

련 과정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위상이 그만큼 높아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차 연도인 1997년 과정은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IOC’와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 제7차 연도인 2000년에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와 공동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APEC 국가들은 ‘해양 조사 훈련 과정’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역 국가 간 협력 증진에 기

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훈련 과정은 특히 2003

년 APEC해양환경훈련ㆍ교육센터AMETEC를 우리나

라에 유치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해양연구

소는 이러한 훈련 과정을 통해 설립초기 해양선진국

으로부터 전수받은 해양과학기술을 응용하고 발전

시켜 이제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개도국들에게 나

눠주고 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을 크게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2.6.4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 참여

해양연구소는 1998년 2월 6일부터 4차례에 걸쳐 북

한의 금호 지구 앞바다 일원에 대하여 계절별 해양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도호와 올림픽5호를 이용하

여 진행된 당시 조사 활동의 목적은 ‘한반도에너지개

발기구●KEDO’에 의하여 수행되는 북한 함경남도 신

KOICA 해양조사훈련과정 수료식, 1996

중국 국가해양국 행정시찰단 방문, 1996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The Korea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북한의 경수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국제 컨소시엄의 명칭으로, 1995년 

3월 9일 정식으로 발족했다. 일종의 국제 

차관단 성격을 띠고 있으며 본부는 뉴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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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0포금호 지구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필요한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해양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었다. 연구소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 종

합적으로 분석하여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인근 해

양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소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였다. 송원오 박사를 단장으로 한 조사팀

은 130명의 연구원들과 함께 해양생물, 해양화학, 해

양지질, 해양공학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모두 4차례2. 

6~24; 4. 27~5. 13; 7. 20~8. 7; 10. 26~11. 11에 걸쳐 조사 연

구를 진행하였다. 

처음 계획은 1997년 10월부터 온누리호를 투입하

여 가을철 조사부터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사 

해역 범위와 조사선에 관한 북한 측의 이견으로 일정

이 조정되면서 이어도호를 투입하였다. 이 사업은 남

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우리의 해양과학자들이 우리

의 해양조사선으로 북한 해역의 종합 해양 조사를 실

시했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의가 있다. 더불어 동해

에 대한 해양학적 연구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 

2.7.1 해양수산부의 발족과 소관 부처 변경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해양 수산 행정의 일원화는 

1996년 5월 31일에 이르러 마침내 가시적 결실을 맺

었다. 이날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열린 제1회 바다

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21세기 일류 해양 

국가 건설을 위해 해양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

다. 신설될 해양부는 해양개발과 이용 그리고 그 보

존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9개 부처 산하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할 계

획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해양부발족준비위

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다. 이어서 정부 조직법이 개

정됨에 따라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가 발족되었

다. 초대 장관으로는 신상우 장관이 임명되었다.

새로 출범한 해양수산부는 기존 해운항만청과 수

산청의 기능에 환경부의 해양환경 보전 대책의 수립, 

시행, 해양환경 기준 설정 등 해양환경 관련 기능을 

보강하였다. 또한 연안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기능, 해양 관련 연구기관 육성과 지원 기능, 심해

저 자원과 해양 대체 에너지 개발, 수산업 유통과 통

계 기능을 포괄함으로써 해양수산부는 명실상부 국

가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 기구로 탄생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본부 조직을 2실 6국으로 하고 국

립수산진흥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을 직속기관으로 

두었다. 또한 해양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이 

외청으로 소속되었다.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과학기술처가 관장

하던 해양연구소에 대한 주관부처의 업무가 해양수

산부로 이관되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 수산, 해양정책 등 

종합 해양정책연구기관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7 해양수산부 출범과 선박해양공학분소 설치
         Launching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OMAF) and MOERI KEDO 사업 당시의 스쿠버다이빙 조사 모습, 1998

북한원전 건설 후보지 앞 바다,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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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Maritime Institute을 1997년 4월 18일에 설립하였

다. 이에 따라 1997년 5일 1일부로 해양연구소의 해

양정책연구부 기능과 인원이 모두 한국해양수산개

발원으로 옮겨갔다.

2.7.2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 조정

1997년 11월, 외환위기를 맞은 우리나라는 국제 통화 

기금IMF 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이후 금융, 노동, 기

업, 공공 부문 등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조

정과 경영 혁신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공공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

기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구조

와 운영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

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4월 20일 기획예산위원회와 행

정개혁위원회의 주관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경영 

혁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후 여러 차례의 공

청회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같은 해 5월 13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경영 혁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

였다. 또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하여 기본 지침

을 제시하고 예산 통제를 통하여 정부 출연 연구기관

의 구조 조정과 운영 시스템 개선을 강력하게 유도하

였다.

연구소는 정부의 강도 높은 경영 혁신 요구와 새

로운 연구소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 6

월 23일 소장의 자문기구로서 경영혁신위원회를 구

성하였다. 경영혁신위원회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 경영 혁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모색의 결과 정부가 제시한 기본 지침인 

명예퇴직 제도, 정년 기준 하향화, 총액 임금제, 외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1997년 국가적 경제 위기에 따른 경영혁신 요구 등 많은 난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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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0용역제 적용, 연봉과 임금 커브제 도입, 조직 개편 방

안, 연구 과제 평가 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 과제 중

심 운영PBS 제도의 정착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

천 방안이 제시되었다. 연구소는 일부 업무에 대하

여 외부 용역제와 명예퇴직제를 시행하였다. 한편 연

구소 경영 혁신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연구소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간담회’를 각 부서별로 순회 개최

9.15~29하였다. 간담회는 구조 조정의 불가피성과 현

안 문제에 대하여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

렴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1월 

16일 축소 지향적 조직 개편이 단행되었다. 그해 퇴

직하거나 용역제로 전환된 인원은 모두 70명에 이르

렀다.  

1999년도에는 정년 하향 조정, 전 직원의 연

봉ㆍ계약제, 유급 휴가 일수 단축, 조기ㆍ희망과 명

예퇴직 제도 등이 시행되었으며, 그해 퇴직한 인원은 

모두 42명이었다.

2.7.3 연구회 체제의 출범과 선박해양공학분소 설치

정부는 출연 연구기관의 기능 강화와 경영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입법화 과정을 거쳐 1999년 1월 29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과 동 시행령을 제정ㆍ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출연기관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던 법령

은 폐지되고 새로운 법령이 적용되었다.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감독기관도 국

무총리로 일원화하였다. 또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분야별로 경

제사회, 인문사회, 기초과학, 산업기술, 공공기술 등 

5개 연구회를 설립하고 이 법에 적용받는 43개의 연

구기관을 해당 연구회 소속하에 두도록 하였다. 

같은 해 3월 15일에 공공기술연구회가 설립되었

고, 박병권 박사가 연구회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공공기술연구회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한국해양

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현 한

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7개 기관을 비롯하

여 산업기술정보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2001. 1. 1, 한

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통합가 소속되었다. 

이 법령에 근거하여 우리 기관도 명칭이 한국해

양연구소에서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변경2001. 1. 1되었

고, 연구원은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에서 공공기술

연구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정부 출연 연구기

관 경영 혁신 방안에 따라 한국기계연구원의 선박해

양공학 연구 기능이 연구소로 이관되었다. 1999년 3

월 4일 기계연구원과 이관을 위한 기본 약정서를 체

결하고, 같은 해 5월 1일부로 선박해양공학분소현재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설치하였다. 

연구회에는 이사회를 두고, 소관 연구기관의 예

산과 사업계획, 임원의 임명, 경영목표의 설정과 경

영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와 경영에 있어서 각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에 대

한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기관별로 이사회를 두

지 않았고, 감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는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구조와 경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

편하였다.  

선박해양공학분소(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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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해양연구소 시대

나는 1976년 해외 유치과학자로서 한국선박해양연구소에 입소하여 2003년 정년퇴직했다. 약 

27년간 연구소와 함께 생활하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연구소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하자면 나의 직장 이력은 ‘해양연구소(원)’ 한 줄이 전부다.

연구소에 입소하면서 바로 인연을 맺은 연구과제는 ‘조력발전’이었다. 이 일은 퇴직 후 오늘날까

지도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도 나는 도서관 출입을 하며 조선총독부 시절의 빛바

랜 조력발전 관련 신문기사들을 들추어 오래된 문헌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더러는 연구소 인근 

시화호 상류 수변공원을 혼자 거닐며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맥박을 느껴보기도 한다. 이는 주말

에 친구들과 어울려 북한산 등반을 하며 느끼는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다. 

내가 소장으로 취임한 것은 1993년이었다. 당시는 군사정부의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마감하고 

새롭게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던 때였다. 이러

한 시류에 따라 연구소에도 새로운 소장 선임제도가 도입되었다. 소장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된 나는 연구소 이사들 앞에서 소장면접시험을 치러야 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오전 10시

에 연구소 강당에서 소장으로 취임했다. 정부출연연구소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

출된 소장이다 보니 언론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연구소 홍보실로 신임 소장의 사진을 달

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미처 준비된 사진이 없던 터라,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연구소 

인근에 있는 사진관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난다.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불어 닥친 연구소에는 운영 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요구되었다. 우선 

연구 과제를 목표지향적인 특수 목적사업으로 전환시키고 규모도 대형화시켰다. 이에 따라 연

구인력 배치도 종래의 연구실 단위의 실장 중심제에서 연구과제 책임자 중심으로 바꿔 탄력적

으로 운용함으로써 연구원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제

도를 도입하여 연구 분위기를 고무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당시 만성적인 인건비 부족은 연

구소 운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정부지원 인건비 예산은 뻔하고 외부 용역으로 인건비를 

조달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사람은 늘 모자랐다. 거기에 정직원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줄을 잇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연구소 재정 건전성 확보는 결코 소홀히 할 수 

‘해양연구소(원)’
한 줄이 전부인 나의 이력

KIOST, the One and Only Line on My Resumé

KIOST를 회고하다  송원오 전 소장

Looking Back on KIOST   Former President Song, Won Oh

한국해양연구소 2대 소장

(1993.5.10.~1996.5.14)

약력    1942년 생/ 서울대학교 공학사

 미국 텍사스 A&M대학교 공학석사·박사

  남극과학기지 후보지 답사팀장  
남극과학기지 건설단장  
한국해안 · 해양공학회장 

  한국 남극과학위원회(KONCAR) 위원장 
IOC/UNESCO 위원 
캐나다 Institute of Ocean Sciences 객원연구원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건설 · 환경분과)

상훈  국민훈장 목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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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0

없는 과제였다. 결국 예산 집행 관리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안 써도 될 예산은 남기고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

였다. 이렇게 해서 연말 결산 시 퇴직금 적립 충당실적은 크게 호전되었고 외부의 평가도 좋아졌다.

한편 문민정부의 세계화 바람으로 중국과 교류가 급물살을 타면서 우리는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 공동연구센터를 설

립하였다. 우리 민족은 역사 이래로 황해를 사이에 두고 좋든 싫든 이웃나라 중국과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마냥 등

지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중국도 개방 초기여서 비교적 쉽게 접근 할 수 있었다. 연구소로서도 처음으로 해외

에 연구원을 파견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았지만, 센터를 통한 공동연구는 두 나라 간 상호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히는 좋은 가교 역할을 하였다. 당시 정부 관계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센터 개소식에 참석했을 때 새

로운 중국 파트너들로부터 크게 환대를 받았던 기억이 새롭다.

이와 함께 거제도 장목면에 조사선 지원기지 겸 임해 연구시설인 남해기지 건설 사업을 시작하였다. 나는 남해기지

가 해양연구소라는 명색에 어울리는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애정과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

진할 수 있었다. 장목분소로 시작한 남해연구소가 오늘날 남해를 대표하는 해양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은 것을 바라

보면 나는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재임 중에 조력발전에 관한 영문판 단행본을 출간한 일도 가슴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는 숨겨진 일화가 

있다. 어느 날 난데없이 소장실로 소포 두 상자가 날아왔다. 러시아의 번쉬타인 박사가 보낸 조력발전 관련 영문 원

고였다. 번쉬타인 박사는 원고를 보내면서 단행본으로 출판해 줄 것과 형편이 어려우니 약간의 원고료를 생각해 달

라고 요구해 왔다. 그는 1978년 구 소련시대에 키슬라야 시험용 조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소련 조력발전의 대부로 알

려진 세계적인 조력발전 전문가였다. 그렇잖아도 그의 영문판 조력발전 단행본 출판을 기다리고 있던 참이라 오히

려 그의 요구가 반가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난감하기도 하였다. 이런 저런 연구소 일에 치이는 판에 한가하게 원

고를 만지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고심하던 중, 마침 도서실 송기섭실장의 도움으로 방대한 분량의 원

고를 타자하기 시작하였다. 틈틈이 영국 윌슨교수에게 의뢰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영어 문장도 다듬었다. 그러는 한

편 그림을 새로 그려 보완하였고 한국의 조력발전에 대해서는 원고를 새로 써서 보태기도 하였다. 출퇴근 승용차 

안에서나 퇴근 후 집에서도 시간이 나는 대로 원고를 매만졌다. 그 사이 소장 임기도 마치게 되었고 이후 캐나다 해

양연구소에 잠깐 가 있는 동안 드디어 원고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내가 손을 본 번쉬타인 박사의 원고는 영문판 

『Tidal Power Plants』 라는 단행본으로 연구소 발간물로 출판되었다. 이 책이 나온 이후 조력발전에 관한 단행본은 별

다른 후속 판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책은 아직도 많은 연구자에게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누가 뭐라 해

도 오늘의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있기까지 연구소의 숨은 기여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소장으로 있었던 3년간 나는 매사에 불편부당을 기본으로 삼고 업무를 진행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업무처리에 공정을 기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오늘의 KIOST가 있기까지 작은 밑거름이 되

었다고 믿는다.

이제 어느덧 연구원 역사 40년을 헤아리는 시점에 와 있다.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역사를 생각하면 앞으로 

다가올 40년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세상만사 영고성쇠가 있기 마련인 것을 생각하면 이제 연구소도 몸집이 많이 

커져 방만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흔히들 창업보다는 수성이 더 어렵다고 한다. 이제부터는 한 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꾸준히 내실을 다져가면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연구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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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해양연구원 시대

세계 무대로의 힘찬 도약

3. 한국해양연구원 시대 2000~2012

The Era of KORDI as an Independent Institute : 200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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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2

3.1.1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연구소는 2000년 1월 당시 안산본원을 비롯하여 남극 

세종과학기지, 남해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ㆍ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태평양해양연구센터, 

북극 다산과학기지 등 국내외 많은 지역에 조직을 운

영하거나 개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여러 산하 조직을 운영하

는 조직에 적합한 명칭으로 기관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었다. 따라서 2000년 상반기에 연구소 

명칭을 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공공기술연구회

와 국무조정실에 수차례 건의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후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명칭이 대

학과 일반 기업의 부설 연구소 등과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공공기술

연구회는 기존 연구소로 되어 있는 출연기관의 명칭

을 연구원으로 일괄 변경하는 안건을 2000년 7월 이

사회에 상정ㆍ의결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를 수용하

여 정부출연 연구기관 법을 개정, 2001년 1월 1일부터 

명칭을 한국해양연구소에서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바

꾸도록 하였다.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연구원은 

원래 계획대로 대전 선박분소를 해양시스템안전연구

소로, 장목분소를 남해연구소로 개편하였다. 해양시

스템안전연구소는 기관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

립채산식 운영 체제를 갖도록 하였다.

3.1.2 중ㆍ장기 정책 목표와 발전 전략 수립

연구원은 태동 단계와 기반 조성 단계를 거쳐 전문화, 

특성화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뤄 나갔다. 이러한 단계

3.1 21세기를 향한 발걸음
         Striding Towards the 21st Century

온누리호의 해양조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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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해양연구원 시대 별 발전을 거치는 동안 연구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종

합 해양 전문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다. 21세기 해양

의 시대를 맞이하여 연구원은 세계 일류 연구기관으

로 도약할 시점에 다다르고 있었다.

연구원은 201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

로 발돋움한다는 장기 비전을 설정하였다. 우선 기초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목적 기초 연구부터 응용ㆍ개

발연구에 이르기까지 중장기 과제를 이끌어 내고, 인

적ㆍ물적 자원의 전략적 활용과 인프라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뒤 실천해 나갔다.

한편 2000년 해양수산부는 해양개발기본법에 따

라 「해양개발기본계획OK21●」을 세웠다. 그리고 청

색 혁명을 통한 해양부국 실현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

였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7대 추진 전략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의 조성, 해양 광물ㆍ에너

지ㆍ공간 자원의 상용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양과학기술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연구원의 임무를 공공

기술 분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첨단 해양과

학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가 해양개발 전략의 

실현 기반 제공으로 설정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새롭

게 만들어 나갔다. 

또한 2000년 7월, 해양수산부는 「해양자원 개발 

중ㆍ장기 비전과 실천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는 해

양자원의 무한한 잠재력을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원

천으로 삼기 위한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서 해양수산

부는 21세기 해양의 세기에는 해양개발 능력과 기술

력이 국가 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

다. 해양은 생물, 광물, 에너지, 공간 자원을 포괄하고 

있는 막대한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이었다. 해양수산

부는 국가 차원에서 이 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

라고 밝혔다.

2003년 9월에는 「한국해양연구원 2020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연구원 발전 과

정을 태동 단계1973~1980, 기반 구축 단계1981~1990, 전

문화 단계1990~2010, 초일류 단계2011~진행로 구분하

였다. 또한 2020 비전으로 201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해양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여, 국가 발

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연구원으로 발

전하는 한편, 2020년까지 선진 연구기관과 경쟁이 가

능한 수준의 초일류 연구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을 제

시하였다.

2004년 4월에는 「한국해양연구원 신경영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변화하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기

관의 존속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활동을 미리 

계획하고 탄력적으로 적응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다. 

경영 혁신 방법론으로는 TPTotal Productivity 관리시스

템 구축, 벤치마킹, 전략적 외주, 지식 경영 모델 활용, 

변화를 위한 효율적 의사 소통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수행 프로그램으로는 건전 재정 운영시스

템 구축, 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 임금 체계 개선, 시설

과 장비, 자산관리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해양 과학기술 분야 발전의 또 하나 중요한 이정

표는 「MTMarine Technology 개발계획2004~2013」의 수립

이었다. 이는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에 기초한 법정 

계획으로서,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신 해양 가

치 창출로 국민 소득 2만 불 시대 조기 달성’을 목표

로 만들어진 것이다. MT 개발 계획은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 계획으로 확정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해양산업, 해양자원, 해양환경 등 3개 연

구 분야에 모두 71개의 중점 추진 과제가 도출되었

다. 2005년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야

별ㆍ연차별 시행 계획인 「MT 로드맵」이 작성되었다.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양과학 기술력을 높이고 

대형 블루 스타 과제와 MT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강

구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 3월에는 「한국해양연구원 중기 전략 계획

2007~2011」을 만들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ㆍ생물

종다양성ㆍ해양자원 이용 등 국제 환경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

만큼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출연 연구기관의 소임에도 변화가 요구되었다. 모방

과 각개약진형 기술 체계에서 창조와 혁신공동체형 

국가 과학기술 혁신 체제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또한 

건강한 해양환경 시스템 구축, 해양자원의 다각적인 

이용 등 해양과학기술의 미래 모습에도 변화가 예상MT 개발 계획 보고서, 2004.7

● 해양개발기본계획

Ocean Korea 21 (OK21)

해양수산부가 입안하고 2000년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양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계획. 국가광역해양관리체제의 

확립·해양자원가치의 

극대화·해양환경의 질적 향상·해양개발 

및 보존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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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2되었다. 「한국해양연구원 중기 전략 계획」은 이러한 

여러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원 내부 역량 분석 등

을 통해 마련된 계획이었다.

중기 전략 계획은 그 비전으로 해양과학기술 개

발을 통한 미래 가치 창출을 제시하였다. 발전 목표

는 실시간 해양관측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제공, 특별 

관리가 필요한 특정해역 환경 관리 기술 자립화 추진,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자원 개발과 공간

이용 기술 확보로 정하였다. 중기 전략 목표는 해양

관측 체제 구축과 해양 변동 연구, 특정 해역 환경 관

리ㆍ회복 기술 개발, 해양생물 자원화 핵심 기술 개

발, 해양에너지ㆍ광물자원 개발, 해양 운송체ㆍ장비 

핵심 기술 개발 등으로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였다.

2008년에는 지금까지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

어 오던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 대해, 원장 직속에

서 선임연구본부장 산하 기관으로 직제를 변경하였

다. 그동안 공공기술연구회 기관 평가에서 지적된 사

항 중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가 본원의 실질적 통합

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반영된 결과였다. 해양시

스템안전연구소가 선임연구본부장 산하 기관으로 변

경됨에 따라 회계ㆍ예산ㆍ인사 등 모든 부문을 다른 

분원과 동일하게 통합ㆍ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

고 같은 해 한국해양연구원 지방 이전 추진 계획이 만

들어졌다. 2009년에는 한국해양연구원 홍보 전략 수

립, 기기검ㆍ교정분석센터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황

해 광역 해양 생태계 국가 전략 계획 수립 등 다양한 

기획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한국해양연구원 장기 발전 계획2009~2018」

에서는 전 지구적 해양 쟁점을 우선적으로 얻어내고, 

대안 제시가 가능한 연구 역량 확보와 연구 기능의 전

문화를 통한 세계 최고의 연구 집단 육성을 목표로 정

하였다. 또한 2018년까지 세계 해양과학기술을 선도

하는 초일류 Top 5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이 제시되었다. 

한편, 「한국해양연구원 중기 전략 계획2009~2014」

에서는 기관의 목표를 정관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

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할 해역의 과학적 관리 

기반 구축, 해양자원의 이용 기술 개발, 해양환경 보

전 기술 개발, 해양 안전ㆍ운송 기술 개발 등이 있다. 

비전으로는 ‘세계 일류 수준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

발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대안을 제시하고 미

래를 준비하는 종합 해양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을 내

놓았다. 연구원의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국가ㆍ사회적 문제 해결형 연구와 대형 

융ㆍ복합 기초ㆍ원천 기술 개발에 연구 역량 결집, 기

관 운영의 효율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경

영 혁신, 종합 해양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연구 인프라 구축, 국내외 유관기관과 산업계ㆍ학계 

등 연구 협력 강화 등으로 정하였다.

이후 연구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으로 새

롭게 출범하면서 해양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

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기초ㆍ원천 기술부터 실용화

까지 모든 연구 과정을 체계화할 수 있는 ‘플러스’형 

연구기관으로서 비전과 목표를 획기적으로 제시하

였다.

3.1.3 부설 극지연구소 설치

2004년 3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남극세종과학기지 

운영 개선 및 극지 연구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극지 연구와 활동을 체계적이

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칭 「극지 연구 

지원ㆍ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남ㆍ북극 기지 

운영, 쇄빙 연구선 건조, 극지 연구 사업 확대 등 극지 

연구 활동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연구원의 내부조직인 극지연구소를 부설기관으

로 개편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남ㆍ북극 지원 탐사, 유빙ㆍ결

빙 해역에서의 다양한 해양 조사, 보급품 수송 등 극

지 연구와 기지 운영에 필요한 필수장비인 6,000톤급 

쇄빙 연구선을 건조하고, 극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초ㆍ중ㆍ고등학생 남극체험

단을 운영하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과 언론 취재 활

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지 방문 프로그램을 시행

하며, 심도 있는 연구와 자원 조사 활동 등을 위해 제 새 이름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되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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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해양연구원 시대 2기지 건설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포함

되어 있었다. 결국 제62회 공공기술연구회 임시이사

회의 의결에 따라 2004년 6월 극지연구소가 한국해양

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출범하였다.

3.1.4 새로운 '해양가치'의 탐색과 KIOST의 출범

해양자원 개발의 필요성 증대, 해양영토 분쟁의 

심화, 기후조절자로서의 해양의 역할 등 해양의 중요

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해

양과학기술 연구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정부

에서도 첨단 해양과학기술 연구 개발 역량강화와 국

가 해양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그리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해양분야 우수 해양과학기술 인력양성과 새로

운 학·연 협력모델 도입을 모색한 결과, 2011년 12월 

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 제정되었다.

 2012년 초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는 국토해

양부 제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양과학기술·산

업분야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설

립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편 해양정책국장을 단장, 

해양개발과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설립준비추진단을 

설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을 추진하였으며, 한국해양연구원에서도 설립준비실

무위원회와 설립준비지원실을 설치하여 설립 업무에 

필요한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설립준비추진

단은 국토해양부 2명, 한국해양연구원 7명, 한국해양

과학기술평가원 2명 등 총 13명과, 기획총괄팀, 조직

인사팀, 재정제도팀으로 구성되었으며 2012년 2월 8

일 현판식을 갖고 설립업무에 착수하였다.

 설립준비추진단에서는 오거돈 해양대학교 총장, 

김성진 한경대학교 총장, 홍승용 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회의 부의장, 박맹언 부경대학교 총장, 최항순 전 

서울대학교 교수 등 국내 최고의 해양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행정연구원, 한국과학기획평가원 등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해 설립업무를 추진하였다.

 한편 설립준비추진단에서는 총 5회의 설립위원

회를 개최하여 초대 임원 및 초대 이사 선발방안, 해

양과기원 정관(안), 해양과기원 비전 및 발전전략

(안), 해양과기원 조직설치(안), 해양과기원 겸직제도 

운영계획(안)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본틀을 확정하고, 마침내 2012년 6월 말 설

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2012년 7월 1일부로 한국해

양과학기술원이 새롭게 발족되었다.

 새롭게 발족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초대 이사

장으로 박한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 초대 원장으

로 강정극 한국해양연구원장을 임명하였고, 현재 이

사진은 당연직 이사로서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

관,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미래창조과학부 연

구개발정책관이, 선임직 이사로서 고재호 대우조선

해양 사장, 민동주 서울대학교 교수, 이영활 부산광역

시 부시장, 전준수 서강대학교 부총장, 허승호 동아일

보 논설위원, 김덕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노영재 

한국해양학회장, 신평식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이사장, 

이재완 한국해양기업협회장, 조동호 KAIST 교수 등이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해양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로서 발돋움하기 위

해 출범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과학기술력 확보를 통하여 대형 국가종합연구기

관으로 거듭나고, 더불어 공동 학위 프로그램 운영 등

을 통한 창조형 글로벌 해양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노

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KIOST 출범 현판식, 2012.7

KIOST 출범 축하 이명박 대통령 친필 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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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2

3.2.1 지역 연구 거점의 설치와 확충

3.2.1.1 태평양해양연구센터 설치ㆍ운영

남태평양에 대한 해양연구 영역의 확대 계획은 새로

운 국제 해양 질서에 따른 해양 분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목적은 해양 활동의 세계화 거

점 확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물자원과 식량자

원의 공급원 확보, 그리고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와 해

양 관할권 협소화에 따른 새로운 경제 활동 영역의 확

보였다.

이 지역은 지구 상 가장 큰 참치 어장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과학적 측면에서 볼 때는 한반도 주변의 기

상 현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해류의 발원지로서 

최근 엘니뇨, 라니냐로 인한 기상 이변과 지구 기후 

변화 연구의 최적지이다. 또한 21세기 우리나라가 필

요로 하는 주요 수산자원과 해저광물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개발 유망 지역으로 부상 중이다.

남태평양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진출은 1996년 2

월 연구원과 남태평양 응용지구과학위원회SOPAC● 

간에 해저광물자원 공동 탐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98년 4

월 해양수산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남태평양에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

였다. 이는 해양 전진 기지 개발을 통해 해양 경제 영

역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었다. 

1998년 6월에는 대통령 업무 보고 후속 조치 사항

으로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치 추진 계획을 만들

었다. 9월에는 해양수산부와 우리 연구원 공동으로 

센터 설립 적지 선정을 위한 현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미크로네시아, 피지 등 남태평양 도서 국가를 중심으

로 조사를 펼친 결과 미크로네시아 축Chuuk 주에 센

터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확정하였다.

2000년 4월 연구원과 축 주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

결되었다. 이어 2000년 5월 30일에는 「한국 해양수

산부와 미크로네시아 연방정부 해양청 간 해양과학

기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그

와 동시에 축 주에 약 100㎡ 규모의 연구실을 임대하

여 태평양해양연구센터의 설립과 개소식이 이뤄졌

다. 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미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 

제이크 프리츠Jack Fritz 국회 상원의장과 안시토 월터

Ansito Walter 축 주지사 등 미크로네시아의 주요 인사

가 참석하였다. 한국에서는 공공기술연구회 박병권 

이사장, 한상준 원장,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장 등이 참석하였다.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다양한 인적 교류 프로

그램을 통해 과학기술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부터 청소년 과학 교육 프로그램인 열대해양체험 프

로그램을 시작하고 청소년, 언론인 등을 다수 선발하

여, 열대 해양환경과 과학 활동을 체험할 수 있게 하

였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과학 문화 

활동 지원 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해양 분야의 대

표적 과학 체험 교육으로 정착되었다.

현재, 센터는 2009년부터 남태평양 연구기지 운영

과 기본연구 활동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기지 건설 예

산을 연구원 주요 사업비로 확보하여, 해양과학 연구 

활동의 범위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남태

평양 도서 국가와는 해양과학기술 연구 결과를 공유

하면서 교류를 넓혀가고 있다. 

한편 기존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연구센터

가 노후하여 새로운 센터 건물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4,497㎡에 본관과 

실내, 실외 실험동을 비롯하여 숙소, 시설 관리동 등

의 건물이 건설 중에 있다.

3.2 연구 거점과 시설 확충
          Expanding Research Facilities

태평양해양연구센터 개소식, 2000.5.30

●	남태평양 응용지구과학위원회

South Pacific Geoscience Commission

(SOPAC)

자연재해 및 생물, 무생물 자원의 확보와 

관리, 에너지, 수자원, 정보통신 등 주변 

도서국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총체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국제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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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해양연구원 시대

우리말에 무녀리란 말이 있다. 무녀리란 한 배에 낳은 여러 마리의 새끼 가운데 맨 먼저 나온 녀

석을 칭하는 말로 ‘문(門) 열다’에서 온 ‘문(門)열이’가 변한 말이다. 문을 열고 나온 맏이는 그만

큼 많은 힘을 소진하기 때문에 다른 새끼에 비해 약하고 처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행이 덜 되

어 못난 사람을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다시 말해 무녀리는 남보다 먼저 어려움을 겪고 손해도 

보면서 뒷사람을 위해 앞길을 닦는 사람인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우리 연구소의 ‘무녀리’로 자

처하곤 했다. 우리 연구원의 창립 멤버로서 초창기의 어려움과 난관을 고스란히 겪으며 후배들

을 위한 길을 닦았기 때문이다. 

나는 1973년 5월 초 해양개발연구소가 KIST 부설 연구기관으로의 설립을 전제로 시행한 KIST 

정기 공개 채용시험을 거쳐 연구소 창립요원이 되었다. 40년 전의 일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 사

업을 수행하면서 무녀리 역할을 많이 하였다. 보람과 명예, 자부심도 있었지만, 그만큼 큰 위험

부담과 경제적인 처우에서 불이익도 감당해야 했다. 연구소의 운영지침이나 규정, 시행령이 한

참 늦게야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국가 연구개발비를 거의 받지 못하던 1990년대까지는 순수 연구와는 거리가 있는 용역사업과 

국방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국방사업을 수행하면서 매달 15일씩 3년간이나 계급장 없는 

군복을 입고 해군함정 승선생활을 해야만 했다. 또 해저케이블 사업을 할 때는 연구선이 없어 

북양 명태잡이 어선을 임대하여 해양조사를 하면서 큰 위험을 맞기도 하였다. 지금도 위험을 무

릅쓰고 함께 고생했던 후배, 동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또 미안한 마음뿐이다.

필자는 정년퇴임 후 주 3회 연구소에 나오며 연구소 후문 뒤 산자락 밭을 일구며 소꿉놀이 농사

에 재미를 붙이고 있다. 눈과 추위가 물러난 3월 초부터 늦가을까지 대여섯 이랑 밭을 삽과 호미

로 갈며 석기시대(?)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다. 봄에는 상추, 쑥갓, 열무, 고추, 가지, 호박, 토란 

등을 심고 8월이 되면 무, 배추, 갓을 심어 김장을 준비하는 즐거움이 쏠쏠하다.

 농사를 지으며 하늘의 섭리를 배우고 자연의 뜻을 따른다. 농사는 하늘과의 동업인 듯하다. 다

행히도 기후가 맞아 작황이 좋으면 주변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는 기쁨이 있고, 가뭄과 장마, 태

풍에 엉망이 되면 두고두고 가슴이 아프다.

무녀리의 40년 회상
Reminiscence of a Pioneer on 40 Years of KIOST

한국해양연구소(원) 4대 소(원)장

(1999.5.10~2002.5.17)

약력  1946년 생 / 서울대학교 해양지질학 학 · 석사 
 프랑스 파리ⅩⅠ대학교 해양지질학 박사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한국남극과학위원회 위원장

상훈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산업포장

 

KIOST를 회고하다  한상준 전 원장

Looking Back on KIOST  Former President Han, Sang-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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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240년간의 연구원 생활을 뒤돌아보면 기쁨과 보람, 그리고 아픔과 후회가 함께 한다. 보람을 느낀 일 중 하나는 ‘대통

령 자문 21세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1989~1994)된 일이다. 21세기를 앞두고 미래를 예측하여 국가발전목표를 설

정하고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에서 5년간 동참한 것은 지금도 매우 자랑스럽다. 당시만 해도 

해양, 자원, 환경오염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크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많은 세미나와 토론회, 또 저서 발간을 통하여 

해양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힘들고 가슴 아팠던 적은 1998년 외환위기(IMF)가 닥쳤을 때였다. 출연기관에도 대대적인 구조조정 바람이 불

었다. 정년이 단축되고 PBS제도가 실시된 데다가 연구비마저도 축소되었다. 게다가 1999년 2월 기관장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났다. 새로운 경영제도에 따라 지불해야 할 퇴직충당금 부족액이 170여억 원이나 되었고, 그 

해 인건비도 20여억 원이나 부족했다. 명예퇴직과 정년 단축, 날선 구조조정으로 노·사 관계 또한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당시 선임연구부장으로 소장 직무대행을 얼떨결에 맡게 된 나는 첩첩산중을 헤매는 어려움을 겪어

야 했다. 한양대 앞 모텔에서 4박 5일간 밤샘을 해가며 노·사 협의를 거쳐 21명을 정리해고 해야 했고, 경영합리화

를 위한 뼈아픈 살빼기를 해야만 했다. 다행히 소장 취임 후 전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단합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2년 연속 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쁨도 맛봤다. 연구 사업비도 해마다 3배씩 증가하여 1990년 말 260

억 원에서 2001년 말에는 625억 원으로 늘어났고, 퇴직금 충담금 부족분도 100억 원 이하로 떨어지며 일부 원금 상

환과 이자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남해연구소 2단계 건설사업(연구동과 기숙사)도 시작되었고 제4연구동도 완공되었다. 운영비를 절약하

여 비좁던 본관동의 식당을 홍보관으로 개축하고 식당과 4개 세미나실을 갖춘 후생관을 건설한 것도 기쁜 일이었

다. 경상북도 울진군과 협력을 맺어 울진에 동해연구소 부지를 확보한 일도 보람찬 일이었다. 뒤이어 2001년에 미

크로네시아 공화국 축주에 ‘태평양해양연구센터’를 개설하였고 2002년에 노르웨이 스발바르 섬에 ‘대한민국 북극다

산과학기지’를 개설하여 태평양과 북극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일 또한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이제 40주년을 맞은 우리 연구원은 그동안 많은 시련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꿋꿋이 발전하여 연구능력이나 연

구선, 연구 시설 모두 세계적 수준에 다가서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가 열

림에 따라 새로 부여된 교육 기능과 기존의 연구 중심 기능을 조화시켜 성장과 발전을 지속시켜 나가는 일일 것이

다. 그리고 지난 25년간 가꿔 왔던 안산캠퍼스를 뒤로 하고 새 둥지인 부산에 무사히 정착하는 일 또한 필요한 일이

다. 훌륭하고 유능한 우리 연구원 후배 가족들은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잘 대처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첫째, 우리 연구원은 마음먹고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5대양 6대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연구기관임을 항상 잊지 말았으면 한다. 새로운 바다, 새로운 연구세계를 향한 항해를 멈추지 말고 세

계적인 연구 성과를 얻기를 기대한다.

둘째,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 사랑이 깃든 아름다운 직장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조직이 커지면서, 또 PBS제도

의 후유증으로 점차 줄어드는 동료애를 초창기 작은 연구소 시절처럼 회복하였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셋째, 세계적인 연구원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제간 협력을 통한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배 

연구원 모두가 함께 하는 연구원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것이 연구자로서 치열하게 한길을 걸어온 무녀리로서의 작

은 바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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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해양연구원 시대 3.2.1.2 남해연구소 시설 확충

연구원은 연구선 모항 기지와 지원 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1997년 3월 장목분원을 설치하였다. 장목분원의 

설치는 1990년부터 전체 87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장목분원은 연구선 모항과 지원 시설을 중

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남해권역 특성을 이용한 임해 

연구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해양 목장화 사업●, 적조와 해양 신물질 추출 

연구, 해양 유류 오염 방제 연구 등 남해권역에 특성

화된 연구 사업 기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는 새로운 시설이 필요했다. 결국 연구원은 추가 부지 

확보를 통해 남해 임해 연구 기능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만들었다.

우선 1998 회계 연도에 3개 연도 59억 원의 예산

을 받아, 연구 시설을 중심으로 한 장목 2단계 건설 사

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IMF 사태로 인한 정부 예산

의 어려움으로 1999 회계 연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

했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은 1년 연장되었으며, 결국 

2000 회계 연도 예산 배정 시 1년을 추가 연장하여 최

종적으로 2년 지연된 5개 연도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2003년 3월에 장목 2단계 건설 사업이 준공되

었다. 2단계 공사의 마무리로 남해연구소장목분원는 대

지 면적 약 5만 9,740㎡에 건물 면적 7,600㎡ 규모로 연

구, 양식, 장비 정비동과 함께 Pier Cepex, 해수 탱크 등 

주요 연구시설이 추가로 들어섰다. 이로써 바다 현장

에서 채집한 시료를 모두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한 각종 연구 실험이 가능해졌고, 해양환경 교육 프로

그램의 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후 해양시료

도서관 설치, 선박평형수센터 건설 추진으로 남해연구

소는 전문 해양연구소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3.2.1.3 동해연구소 설치

해양연구는 그 성격상 해양 현장 연구를 기반으로 한

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 장비, 시설, 연구 

조사선 등 연구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

고 해양연구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임해연구소의 건설이 필수적이다.

이는 1996년 정부가 수립한 「해양개발 기본 계

획」의 취지와도 부합된다. 해양개발 기본 계획은 

동ㆍ서ㆍ남해에 해양 조사ㆍ연구 단지를 조성하여 

각 해역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된 동해종합해양연구소 후

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연구원의 노력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과학기술처 자원해양조정관 

장상구 국장과 선임연구부장 김종만 박사, 정책개발실

장 임장근, 해양생물연구부 최승민 박사 등이 최각규 

강원도지사를 방문하여 한국해양연구원의 동해임해

기지 부지 확보를 위한 협조 제안서를 제출하고 설명

한 것이 시초였다. 이후 강원도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3~4곳의 후보지를 답사하였고, 이어서 속초, 양양 지

역까지 답사하였다. 이러한 후보지 답사 활동은 2000

년까지 10여 차례 지속되었으나 적절한 후보지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김진선 당시 강원도지사도 연구원을 

방문하여 강원도 지역에 동해임해기지를 설치해줄 것

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대부분 사유지로 묶여 있어 그에 따른 민원 해결과 막

대한 토지 매입비 조달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

러한 가운데 2001년 4월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과 김

남일 과장, 포항공과대학교 이진수 교수가 연구원을 

방문하여 경상북도 울진군의 후보지를 답사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다. 경상북도는 바다와 인접한 부지16

만 7,000㎡ 중 10만㎡를 연구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

편, 이곳에 포항공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원, 경북해양

바이오산업연구원, 해양바이오벤처단지, 체험형 해양

과학관 등도 함께 설치하여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로 

조성한다는 야심찬 기본 계획을 제시하며 연구 단지의 

핵심 역할을 해양연구원이 담당해 줄 것을 요청하였

다. 연구원은 그 제안에 따라 2001년 5월부터 당시 선

임연구부장 김철수 박사 등을 주축으로 현지 답사팀을 

꾸려 6월까지 수차례 답사를 진행하였다. 주변 해역 

기초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임해연구기지로서의 적합

성에 대해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했다. 이러한 검토 끝

에 후보 지역이 최상의 조건은 아니지만, 비교적 우수

한 후보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해양 목장화 사업

해양생물의 사육환경을 조절하는 

환경제어기술을 바탕으로 생산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증식을 꾀하여 해역특성에 맞는 이용 및 

관리방법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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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구소 조감도동해연구소 전경

동해연구소 설치 관련 회의, 2001.6.4

드디어 2001년 7월 24일 경상북도 도청에서 당시 

이의근 경상북도 도지사, 박병권 공공기술연구회 이

사장, 신정 울진군수, 한상준 한국해양연구원장, 정

성기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이 「한국해양연구원 동해

임해연구기지 추진 약정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임

해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작업이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비롯하

여 실무를 맡은 각 기관의 이해관계, 지방 재정의 열

악함, 문화의 차이, 울진 원전의 비협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산재해 있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 김

남일 과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신정 울진군수의 열정, 

한상준 원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원 경영진의 의지와 

시의적절한 대응, 연구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합쳐져 

짧은 시간에 건설 후보지 답사와 선정, 건설 예산 확

보, 건설 사업의 추진 등 일련의 과정이 빠르게 이루

어졌다.

사실 울진 주변 지역은 원전이 있기는 했지만, 경

상북도 동북단에 속한 오지였다. 그러나 미국의 우즈

홀 해양연구소도 보스턴에서 3~4시간 자동차로 이동

해야 하는 이름 없고 한적한 어촌 마을에 터를 잡아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연구 인력의 노

력과 정부의 지원, 온 국민의 격려에 힘입어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명성이 높은 해양 전문연구소로 발

전하였다.

동해는 우리나라ㆍ일본ㆍ러시아ㆍ북한 등 4개국

이 공유하고 있어 정치ㆍ외교적으로도 중요한 해역

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 해양자원, 기후 변화, 

경제ㆍ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전 세계 대양의 축소판

이라 부를 정도로 그 가치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기에 오래 전부터 종합적이고 조직적인 차

원에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

성이 제기되어 온 해역이다. 따라서 동해연구기지 설

치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12월, 동해연구기지의 중장기 발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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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해양연구원 시대 이 만들어졌다. 우선 중장기 발전 계획의 단계를 정

착기2008~2011, 성장기2012~2015, 안정기2016~2020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2020년까지 40명의 박사급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온배수 연구 실험동, 연구용 피어 

건설, 해수 압력 실험동 건설, 30톤급 소형 연구선과 

500~700톤급 연구선 확보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

다. “환동해권 해양연구의 중심 기관으로서 배타적경

제수역에 따른 관할권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해양

환경 관리와 자원 개발에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를 통

해 명실공히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연

구기관으로 성장”한다는 목표였다. 2008년 6월 건설

을 마무리한 동해연구소는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꾸준히 발전해 가고 있다. 

앞으로 동해연구소는 동해 종합 연구의 전진기로

서 울릉도·독도 전문 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더

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울진 지역이 환동해권

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역과 연계된 특

화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2.1.4 통영 해양생물자원연구보전센터의 설치ㆍ운영

통영 해양생물자원보전연구센터MRC : Marine Living 

Resources & Conservation Center는 경남 통영시 산양면 

미남리 연명마을 앞바다에 위치하고 있다. 1987년 

1ha의 해양기지로 건설되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통영 시범 바다목장 해상기지로 운영되었고 2007년 

이후에는 통영 바다목장 사후 관리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해상기지 가용 면적은 2만㎡이며, 3톤과 5톤의 

관리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관리사, 

해상 실험실과 창고동, 시험가두리 등을 갖추고 있다. 

시설면적은 2,330㎡이다. 

해양생물자원보전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해양

과학 해상 실험실로써 해양과학 연구 활성화와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고유ㆍ유용 

생물자원의 확보와 관리, 해상 실험실의 역할, 국내 

최초로 시범 바다목장의 사후 관리와 증축 연구, 종 

다양성과 고유 생물 종 관리 보전을 위한 Seed bank 

구축, 국내외 인력 양성과 교육, 기술 이전 훈련과 체

험 시설 운영 등이 있다.

3.2.1.5 고성 해양심층수연구센터의 건설과 운영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고성 해양심층수연구센터는 부

지 8,741㎡, 건물 연면적 2,789㎡로 2004년 9월부터 

2005년 12월 사이에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하여 건설

하였다. 주요 시설로는 수심 300m와 500m에서 1일 

2,000톤의 심층수●를 끌어올 수 있는 시설, 해양 온

도차 발전OTEC :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을 할 

수 있는 실험 시설, 해수 난방 실험 시스템SWAC : Sea 

Water Air Condition, 담수화 실험 시설, 제염 시설, 해수 

분석 장치 등 50여 종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주요 기

능으로 해양심층수의 산업과 공공 이용을 위한 기초 

해양심층수연구센터 개소식, 2005.12.21

●	심층수

해저 근처의 저층수와 위쪽의 중층수 

사이에 있는 약 1000~4000m 부근의 

수괴를 말한다. 수온은 1~2℃로 낮고 

밀도가 높다. 

통영 해양생물자원연구보전센터(바다목장)

통영 바다목장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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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2연구, 심층수의 공공 급수와 기술 지도를 통한 제품화 

연구 지원, 해수열 플랜트 연구, 해수 담수화와 수질 

조정 플랜트 연구 등 해양심층수 자원의 다목적 개발

과 융ㆍ복합 이용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3.2.1.6 남극 연구 지원 사무소 개설

1994년 11월과 1996년 9월 두 차례에 걸친 한ㆍ칠레 

정상회담에서 「한ㆍ칠레 해양과학 기술과 남극 공동 

협력」의 추진이 합의되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 연

구원과 칠레 외무부 산하 칠레 남극연구소INACH 간에 

공동연구센터 설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

과 1996년 7월, 두 기관은 협력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칠레와 공동 협력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칠레는 남극조약의 원초 서명국으로서 남극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다. 또한 남극 전용 쇄빙선과 

3개의 상주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남극 

연구 사업과 세종과학기지 보급 지원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칠레 연근해

와 남극해 수산 자원 개발에 대한 두 나라의 협력 체

제 구축과 그에 따른 개발 이익의 확보, 대륙기지 보

유 시 기지 지원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

었다. 칠레 사무소의 설치는 2001년 5월 공공기술연

구회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었다. 2001년 6월 남극 출

입의 관문인 칠레 푼타아레나스에 대지 약 406㎡, 건

평 약 169㎡의 단독 주택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2002

년 1월 개소식을 하였다. 칠레 사무소는 현재 남극기

지의 보급 업무와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극지연구소가 부설기관으로 되면서 

칠레 사무소는 극지연구소로 이관되었다.

3.2.1.7 북극 다산과학기지 개소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는 북극에 대한 적극적

인 관심을 갖지 못했다. 1992년 수산청 주관으로 베링 

해에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그 후에는 가끔 민

간 기업 주도로 시베리아 유전과 원목 개발 사업이 한

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을 뿐이었다.  

북극 다산과학기지가 있는 니알슨(늬 올레순) 과학기지촌 전경

한ㆍ칠레 공동 해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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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해양연구원 시대 북극은 남극과는 달리 북극해 중앙부를 제외하고

는 경제적 관심 지역 대부분이 북극권 주변 연안국의 

주권 지역에 속해 있다. 때문에 북극은 단독 개발이 

불가능하여 북극권 주변국들과 공동 참여가 불가피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쇄빙 연구선이 부족했고 북극 

지역에 거점을 확보하지 못한 단계였다. 때문에 자원 

탐사나 연구를 목적으로 북극권 국가들과 공동 탐사

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선은 자원보다 

과학 연구를 표방한 공동 연구의 추진 등 우회적인 접

근이 바람직했다. 이런 판단 아래 우리나라는 국제북

극과학위원회IASC●를 중심으로 북극권 국가들과 공

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것

은 향후 북극권 공동 개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

었다.

그 첫 단계는 1999년 중국 쇄빙선 설룡호의 북극

해 탐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과학

적 목적으로 북극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

다. 이어서 2000년에는 바렌츠, 카라 해에서 러시아와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다. 계속하여 2001년과 2002년

에 러시아와 2, 3차 공동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등 북

극 지역에 대한 연구 실적을 쌓아 나갔다. 한편 이러

한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2001년 10월 한국북극과학

위원회를 창립하였다. 이는 국제북극과학위원회 가

입을 위한 사전 단계였다. 

국제북극과학위원회는 1987년 10월 구소련 대통

령 고르바초프의 무르만스크 선언▲을 계기로 8개 북

극권 국가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러시아, 스웨덴, 미국, 

노르웨이들이 1990년 8월 설립한 국제기구다. 국제북

극과학위원회는 북극권에 대한 과학 조사와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인류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

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북극권 8개국 외에 일본, 프랑

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중국 등이 가입하여 17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

구원에서는 본격적인 북극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1

년 10월 노르웨이 령 스발바르 군도 스피츠베르겐 섬

에 육상과학기지 설치를 위한 현지답사를 진행하였

다. 동시에 국제북극과학위원회 가입을 위한 신청서

를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2001년 12월과 2002년 1월에는 한ㆍ노르웨이 정상회

담에서 두 나라 사이 북극 과학 연구와 협력 사업에 

합의하는 등 북극기지 설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착실

히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02년 4월 25일 네덜란드 그로닝엔에서 

개최된 국제북극과학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만장일치로 1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되었다. 2002년 

4월 29일에는 스발바르 군도 스피츠베르겐 섬 니알

슨 과학기지촌에서 북극 다산과학기지 개소식을 가

졌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북극에서 연구 활동을 위한 

모든 기반을 갖추었으며 세계에서 6번째로 남ㆍ북

극 과학기지를 동시에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

라는 보다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극지 탐사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의 한국남극과학위원회KONCAR 

: Korean National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와 한국북

극과학위원회KASCO : Korean Arctic Science Council를 통

합하여 한국극지과학위원회KONPOR : Korean National 

Committee on Polar Research를 창설하였다.

3.2.2 연구 실험 시설 확충

3.2.2.1 해양 안전 방제 연구동과 실험동 건설

연구원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139억 원을 들

여 해양 안전 방제 전용 연구시설을 확충하였다. 이는 

선진국 수준의 해양 안전 방제 기술 확보를 위해 마련

한 시설이었다. 이를 통해 해양 사고 발생 가능성을  

해양안전방제연구동과 직원들

●	국제북극과학위원회

The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mmittee (IASC)

각 국가의 북극 연구를 대표하는 

국가과학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IASC 

회원국 및 북극과학공동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제공하며,IASC에서 

계획되거나 권고된 국제과학프로그램이 

북극 및 지구과학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	무르만스크 선언

87년 10월 고르바쵸프가 선언한 북극권 

개방과 평화지역 설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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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할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심층적 연구 수

행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해양오염으로 인한 대규

모 피해 최소화, 신속 정확한 구난/방제 대책 수립과 

기술 지원, 방제 책임자와 방제 기술 전문가 양성이 

가능해졌고, 연구와 연구 지원의 공간 부족 문제도 해

결 할 수 있었다. 이 시설은 해양 구난 방제 연구 실험

실 등 9개 관련 분야 핵심 연구 실험실을 갖추고, 대 

수심 고압 탱크 시스템과 해양 사고 신속 대응 상황실 

등 12종의 실험 설비를 갖추었다.

3.2.2.2 심해저집광실험동 건설

2004년 7월에는,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30m, 

넓이 6m, 깊이 5m의 심해저집광실험동을 건설하였다. 

이것은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심해저 망간단괴를 채집할 수 있는 집광기■를 실험하

기 위해서였다. 심해저집광실험동은 연안 지반의 차

량 주행 성능 평가와 설계가 가능하고, 연안 지반 주

행 차량 해석 결과 검증용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기대 효과로는 심해저 집광로봇의 성능 실험, 무한궤

도 차량 연약 지반 주행 성능과 경로 추종 시험, 각종 

수중 장비 성능 시험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민간 

기술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11년 동해에서 심해저 집광기의 실증 시험

을 하기 전에 현장과 동일한 조건을 조성하여, 집광

기의 집광과 통합 채광 성능 시험 평가를 실시한 적

이 있다.

3.2.2.3 빙해 수조 시험 연구동 건설

고부가 가치 빙해 선박과 극한지 해양 구조물 성능 시

험 평가를 할 수 있는 빙해수조는 2009년 5월에는 사

업비 72억 원을 투입하여 건설하였다. 빙해 수조의 규

모는 길이 42m, 넓이 32m, 수심 2.5m이다. 결빙면적

은 길이 32m, 넓이 32m로서 냉동공조 시스템-30℃과 

극저온 콜드룸-50℃으로 구성되었다. 빙해 수조로 인

해 빙 모형 시험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게 되어 조선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극한지 동

토 기반과 국내 극한지 공학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주요 실적으로는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의 빙 저항 실

험, 극저온 콜드룸 성능 시험 등이 있다.

3.2.2.4 저소음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건설ㆍ운영

저소음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은 수중 회전체의 유체 

성능 평가와 설계를 위하여 2006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사업비 207억 원을 들여 건설하였다. 규모

는 길이 60m, 넓이 19.5m, 깊이 22.5m이다. 기대 효

과로는 고부가 가치 상선, 대형ㆍ소형 고속함정, 잠

수정, 수중 어뢰 등의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1,000여 개의 상선 프로펠러 

설계와 성능 시험, 함정과 특수선 프로펠러 성능 시

험 등을 수행하였다.

심해 집광 실험동

빙해 수조

캐비테이션 터널 조립 공사, 2008

■	집광기

흩어진 광물을 채취하기 쉽도록 모으는 

기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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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해양연구원 시대

2011년부터 나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요즈음은 원

장 직무를 수행할 때 부딪쳤던 업무들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을 추진 중에 있다. 원장 재임 

시에는 행정 및 연구 관리나 연구사업비 확보 등 연구원과 관련된 업무가 주된 관심사였지

만 지금은 IOC 145개 회원국들의 관심사인 해양자연재해나 기후 변화로부터 야기되는 충

격 완화와 감소, 전 세계 해양의 생태계 건강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원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의 일들을 돌이켜 보니 몇 가지 기억나는 일들이 있다.내가 2002

년 원장으로 취임할 때 우리 연구원의 재정 상태는 매우 열악하였다. 집안 살림에 비유하자

면 갚아야 할 빚은 많으나 수입은 고정되어 있고 써야 할 곳은 많은 형국이었다. 정부로부

터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출연금은 인건비와 시설비 등 경상경비 위주였고, 연구원의 주 수

입원은 연구사업 수행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Over Head)이었다. 연구원 재정에 가장 크

게 부담을 주고 있었던 부분은 1998년에 확정된 퇴직금 채무액과 매년 임금 상승분을 반영

하면서 적립해나가야 할 누적 퇴직금이었다. 전체적으로 수익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보다 

많은 연구사업 수주를 통해 사업 수행고를 늘리는 방안과 수익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

론되었다. 나는 주로 수행고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수행고

를 높이다 보면 연구원 1인당 연구사업 수주액이 증가하여 연구사업의 부실화가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높이지 못하고 매년 조금씩 증가시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2003년에서야 확정 채무액을 모두 갚을 수 있었고, 2004년에는 퇴직적립금을 완전 충당할 

수 있었다. 1998년 이후 6년간 총 310억 원의 퇴직금을 적립한 셈이었다. 이로써 우리 연구

원은 부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에는 발생되는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연구

연가를 확대 실시하고, 행정부서 직원까지 포함하는 전 직원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

는 등 인력 재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재임기간 동안 나는 해양과학의 장기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

다. 당시 해양과학기술은 거대과학이라는 범주에 속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국가 핵심기술

로 6T(IT, BT, NT, ET, ST, CT)를 선별하여 국가 자원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해양과학기술원이 되기를

Hoping KIOST to Spread Love and Hope

KIOST를 회고하다  변상경 전 원장

Looking Back on KIOST  Former President Byun, Sang-kyung

한국해양연구원 5대 원장

(2002.5.18.~2005.5.23)

학력  1950년 생 / 서울대학교 해양학과 학사

 프랑스 브레타뉴 옥시덴탈대학교 해양물리학 석 · 박사

약력 한국해양학회 회장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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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양과학기술은 여러 곳에 조금씩 분산하여 참여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

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우리 연구원은 21세기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해양과학기술(MT) 개발계획’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2004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을 받았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

한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를 만드는 일에도 열정을 쏟았다. 당시 우리 연구원은 매년 실

시되는 기관평가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밖에 얻지 못하고 있었다. 저조한 성적의 가장 큰 원인은 SCI등재지 논

문 발표 건수가 적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인지한 우리 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벗어나면서 동시에 국

내 해양과학기술의 수준도 높이고자 해양 분야의 영문학술지인 『Ocean Science Journal (OSJ)』을 한국해양학

회와 공동으로 발행하였다. OSJ는 우리 연구원과 한국해양학회가 각각 단독 발행하고 있던 학술지를 합쳐서 

만든 전문 학술지였다. 이후 연구원은 OSJ를 세계적인 출판사 Springer와 공동출판하게 되었고, 국제적인 수

준의 해양 분야 SCI 등재학술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재임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또 다른 일은 해양연구원을 국민에게 친숙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내가 원장

으로 임명된 다음 해인 2003년은 마침 연구원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30주년 행사를 한 해 내내 지

속적으로 펼쳐 나갔던 기억이 난다. 바다라는 전통적 푸른색 글자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빨강색 디자인을 도입하여 연구원의 표상인 CI를 새롭게 바꾸기도 하였다. 또한 30년사 발간사업, 해외 석학 

초청강연을 비롯한 여러 국내외 학술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도전 골든벨, 인력선 축제, 바다주제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청소년들에게 다가설 수 있었다. 아울러 2004년에는 극지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극지연

구소를 부설기관으로 독립시켰다. 또한 유엔 산하 해양과학 전담기구인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활동에 적

극 참여하기 위해 한국해양학위원회(KOC)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고 사무국을 연구원내에 유치함으로써 

국내 관련기관 간 해양과학 분야의 상호 협력 및 체계적인 국가 대응 전략 수립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3년 말 남극 세종기지에서 있었던 전재규 연구원의 사고는 가장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전 

직원들의 합심으로 사고가 수습되기는 했지만 그의 안타까운 죽음은 오래도록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나마 그의 사고가 계기가 되어 후일 쇄빙선이 건조될 수 있었고, 동료들은 그의 뜻을 이어받아 연구에 더욱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된 희생이 아니었음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재임 기간 동안 직원들과 함께 걱정하고 웃기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 뒤돌아보면 순간

순간이 모두 감사할 일들로 채워져 있다. 이제 연구원은 정부와 국민의 지원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서라도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산 이전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정부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해양과학기술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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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수조 실증생산 플랜트는 해양바이오 수

조를 실증 생산하기 위한 전용시설로 2012년 4월에 

완공되었다. 혐기 배양기5L, 30L, 300L, 혐기 세포 연속 

분리 장치, 생물 반응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생물 반응기Bioreactor는 미생물을 발효조 용기에 채

운 후 원료 물질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기질을 통과시킴으

로 미생물로 하여금 연속적인 반응을 일으켜 특정 산

물이 생산되도록 고안한 장치이다. 고온 혐기 생물 

반응기는 섭씨 70~90도의 고온에서 자라면서 산소를 

싫어하는 고온 혐기 세균인 NA1을 발효조에 채운 후 

일산화탄소 등의 원료 물질을 공급함으로써 NA1이 

일산화탄소 등을 먹이로 수소를 생산시키는 발효 시

스템이다.

3.2.2.6 미세 조류 바이오디젤 실증실험장 건설

연구원은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해양바이오 에너지를 자원화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을 추진하였다. 연구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연구원

은 해조류 분말 1㎏당 160g의 에탄올을 추출할 수 있

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미세 

조류 유래 바이오디젤 분말 1㎏당 100g의 디젤을 추

출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연구실 수준에서 바이오매스 생산과 

저장 기술, 스케일업 시스템조직배양장치 등 기본 기술

을 개발 완료한 것이었다. 이를 검증하고 대량 생산

이 가능한 사업화를 진행하려면 공정의 자동화와 간

소화 등을 통해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 기술 개발

이 필요했다. 따라서 이를 적용하기 위한 시범 플랜

트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1년 3월에는 미

세 조류 바이오디젤 실증 실험장을 완공하였다. 이를 

통해 바이오디젤 생산과 고기능성 물질 추출 원료 공

급이 가능한 미세 조류 대량 배양 시험장을 국내 최

초로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산업체와 공동 연구를 

통해 상용화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

다. 실증 실험장은 담수, 기수와 해수에서 광합성을 

하며 자라는 미세조류를 이용하여 바이오 디젤을 추

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실증 연구 시설이다.

3.3.1 해상 해양과학기지 건설운영

3.3.1.1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연구원은 2003년, 우리나라 최초로 전설의 섬 이어도

에 해양, 기상, 어장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였다. 이는 해양

과학기지의 역할뿐만 아니라, 관할 해역의 관리 측면

과 정치 외교적으로도 큰 이정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는 기상 예보, 해상 예

보의 적중률을 높여 자연 재해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동북아 지역 해양관측시스템NEAR-GOOS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리나라가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등대ㆍ해난 구조ㆍ안전 항로 

확보 등 복합적인 해상 안전 시설물로서의 구실도 담

당하였다. 또한 향후 인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획정 협상 시 해양 영역의 확대를 꾀하는 

등 권리 주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

었다.

사업 추진의 특징은 연구 사업 수행을 통해 과학

기지를 건설한 것으로 기존의 시설 사업과 연구 사업

이 결합된 형태였다. 이는 연구 사업이 시설 사업과 

3.3 연구역량의 선진화
          Developing Research Capacities

미세조류 바이오디젤 실증실험장

해양바이오수소 실증생산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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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초 해양과학기지새만금 해상관측탑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전경

괴리되지 않고 연구결과가 곧바로 시설 공사에 반영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앞으로도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으로 이미 확정된 

국가 해양관측망 기본계획에 따라 백령도, 독도에도 

해양관측기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

라 해양영토의 동·서·남해 선단지역에 굳건한 해상

과학기지를 마련함과 아울러 근해의 해상과 기상 상태

를 실시간으로 종합 관측하여 해양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3.1.2 새만금 해상관측탑

새만금 방조제 건설에 따라 연구원은 새만금 내ㆍ외

측 해양환경 변화 감시망 구축, 해양환경 변화 예

측ㆍ평가, 새만금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최소화

와 외해역 관리와 대책 수립을 위한 기관으로 지정되

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2002년부터 새만금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여

기에는 365일 24시간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연구소는 2007년부터 2009

년까지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만금 해상 관측

탑을 설치하였다. 현재 새만금 해상 관측탑은 새만금 

지역의 과학적 관측을 위한 기준점이 되고 있으며 해

당 지역의 수질과 생태, 퇴적, 물리 환경의 변화와 원

인 규명 등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환경 변화 예측 모델의 입력 자

료와 검증 자료로 활용되어 예측의 정확도 향상에 기

여하고 있다.

3.3.1.3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구축 운영

국가 해양관측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와 함께 가거초 해양과학기지가 구축되

었다. 이 해양과학기지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모

두 9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가거도에서 서측으로 

47㎞ 떨어진 가거초7.8m의 수중암초 해수면 아래 15m 

지점에 설치되었다. 해수면 상 높이 26m와 약 300㎡ 

규모의 2층 철골 구조물로써 풍향풍속계 등 기상 장

▲	국가 해양관측망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과 연안에 

대한 각종 해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 해양관측망으로 

국립해양조사원(KHOA)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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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등 환경 장비 7종이 장착되어 있다. 가거초 해양과

학기지는 황해 남부 해역의 해양과 기상 상태를 실시

간으로 관측하여 해양 예보, 기상 예보, 어장 예보의 

적중률을 높이고 지구 환경 문제와 해상 교통안전, 해

난 재해 방지에 필요한 핵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장 예보의 효율화, 지구 환경 변화 등으로 야

기되는 해양수산자원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동북

아 지역 해양관측시스템 구축 등에도 일조하였다.

3.3.2 연구 인프라의 고도화

3.3.2.1 천리안해양위성센터 설치

2010년 6월 우리 기술로 개발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

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이 발사되었다. 천리안위

성은 세계 최초로 해양관측을 할 수 있는 위성으로 현

재 지상 약 3만 6,000㎞ 상공에서 한반도 해역을 포

함한 동북아 지역을 관측하고 있다. 통신해양기상위

성인 천리안위성에는 우리 해양환경에 적합한 해양

탑재체인 정지궤도 해색관측위성GOCI :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이 탑재되었다. 

천리안위성은 낮 시간 동안 한 시간에 한 번씩 8

회에 걸쳐 위성 자료를 촬영하고 있다. 연구원에 설치

한 해양위성센터KOSC : Korea Ocean Satellite Center는 위

성에서 보내온 자료를 송신하고, 위성 사진을 분석하

여 이용자에게 보급하고 있다.

3.3.2.2 해양시료도서관 건립

연구원은 남해연구소에 해양시료도서관을 건설하였

다.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모두 144억 원의 사

업비가 들었으며 건물의 연면적은 5,134㎡이다. 해양

시료도서관은 연구 사업을 통해 얻은 해저 퇴적물, 해

양생물, 심해저 광물 등 각종 해양 시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이

로써 해양 시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해졌고,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여 채취한 시료를 연구

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해양과학 연

구의 질적 향상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3.3.2.3 해양공학수조 기능 완비

기존의 해양공학수조는 조파 장치가 한 면에만 설치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수조 시험 유효 영역이 제한

되고 조파 기능의 제약이 매우 커 신뢰성 있는 성능 

실험의 진행이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2

년부터 2004년까지 55억 원을 들여 조파 장치를 두 면

으로 확장한 L자형 조파 시설을 갖추었다. 이를 통해 

연근해 삼각파도▲와 같이 실해역에서 발생하는 3차

원 파도의 재현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또한 해양공학

수조에 대형예인전차를 설치하여 운항 안전성 평가

와 해양 사고 원인 규명 연구 기반을 구축하였다. 여

기에 고정도 위치계측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복합 

해양환경 조건 하에서 설치된 해양 시설물의 거동을 

계측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공학수조의 기능이 완비됨에 따라 실해역 환

경 조건과 비슷하게 재현이 가능해졌고, 시험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환경 재현 기능 

향상과 계측 장비와 계측 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선진

남해연구소에 건립된 해양시료도서관, 2012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운영기관 지정 협약식, 2012.1

●	정지궤도해색관측위성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해색영상촬영기로 정지 고도위에서 

영상으로 해양을 관측하는 위성이다.

▲	삼각파도

물결의 꼭대기가 극단적으로 뾰족해진 

것을 삼각파도라 하며, 다른 방향의 

파도가 모여들어 삼각파가 생긴다. 

대부분 규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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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유사 수조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선박

의 안전성 평가와 해양 사고 원인 규명 등을 통해 인

명과 재산,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함정의 해상 작전 

성능 평가 시험의 수준도 향상시켰다.

3.3.2.4  6,000m급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심해 무인잠수정의 개발 목적은 우리나라의 해양개

발 잠재력을 높이고 해양탐사 작업 장비의 체계를 구

축하는 것에 있다. 심해 무인잠수정은 인간을 대신하

여 6,000m에 이르는 심해에서 자료를 획득하고 시료

를 채취할 수 있으며, 광대역을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계획은 해양개발 기본 계

획 OK21에 의거하여 2000년에 실시된 <차세대 심해

저 무인잠수정 개발을 위한 기획조사연구홍석원> 과제

를 통해 도출되었다. 심해용 무인잠수정은 2001년부

터 2005년까지 5년에 걸쳐 개발되었다. 심해 무인잠

수정 시스템은 수중진수장치Launcher, 원격 제어 무인

잠수정ROV : Remotely Operated Vehicle과 소형 자율무

인잠수정AUV :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등 세 가

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AUV와 수중진수

장치, ROV와 수중진수장치의 도킹 기술, 비접촉 수중 

충전과 실시간 수중 데이터 통신 등의 첨단 기술을 접

목시켰다.

런처는 그 하부에서 ROV를 진수시키고 상부에서

는 AUV를 진수시키는 중계 스테이션 역할을 담당한

다. AUV는 소형으로 설계하여 수중 런처에서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ROV는 심해에서 실질적인 작업

을 수행하도록 각종 센서와 비디오 카메라, 7자유도 

매니퓰레이터■를 배의 양측 가장자리에 배치하였다. 

ROV는 해저에서 정밀 작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활

용될 예정이며, AUV는 ROV가 해저에서 작업하는 동

안 ROV 인근 해저를 신속하게 관측하기 위한 목적으

로 ROV와 동시에 운용되는 개념으로 개발되었다. 심

해 무인잠수정은 선상에서 런처, ROV와 AUV를 일체

형으로 결합하여 수중에 진수하고, 작업 해역에 도달

하기까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취

한다. 지원 모선의 윈치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직 이동

으로 잠항과 부상을 실시하며, 분당 최대 60m를 이동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005년 11월에 완성된 심해용 무인잠수정은 2006

년 10월 약 2,000m 수심의 동해에서, 11월에는 약 

6,000m 수심의 서태평양 필리핀 해저에서 시험 탐사

해양공학수조 완공식, 2006.3.23

■	매니퓰레이터

사람의 팔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계(로봇 팔). 인간이 조작하는 조정형, 

같은 동작을 자동적으로 반복하는 고정형, 

컴퓨터 명령에 따라 여러가지 복잡한 

동작을 하는 수치제어형 등 여러 가지이며 

급속하게 복잡, 고도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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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무인잠수정은 ‘해누비’와 ‘해미래’로 구성되

어 있으며, 케이블을 통하여 모선에서 전기를 공급받

고, 모선의 선상 제어실에서 원격으로 제어된다. 해미

래는 심해에서 정밀 작업과 시료 채취를 수행할 수 있

도록 두 대의 고관절 수중로봇 팔을 장착하였다. 해누

비는 해양의 환경 외란과 모선 운동에 의한 영향을 차

단하며, 해미래가 진행하는 작업을 지원 감시하도록 

설계되었다.

3.3.2.5 파력과 조류 발전기 개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기후 변화 협약1994」의 

후속으로 채택된 「교토 의정서●1997」는 선진국의 온

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세계 각국은 이러

한 온실가스 배출 제한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환

경친화적인 청정에너지 개발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파력 발전은 쉼 없이 일어나는 파도를 전기 에너

지로 전환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조류 발전은 바닷물

의 빠른 속도를 이용하여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발

생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무공해 청정에너지로 발전

기를 유지ㆍ보수할 경우 반영구적으로 전기를 생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원에서는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의 연구개

발 사업으로 진행된 한ㆍ인도 공동 연구를 통해 파력 

발전기를 개발하였다. 또한, 전남 해남군 우수영과 진

도군 녹진 사이를 잇는 작은 해협인 울돌목에서 연구

원이 개발한 조류 발전 시험을 세계 최초로 성공하였

다. 연구원은 이로써 향후 무공해 청정 해양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3.3.2.6 무향수조 완공

선진국에서는 국내보다 수십 년 앞선 20세기 후반부

터 이미 수중 음향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최근에 들어서는 다양한 고성능의 수중 음향 시스템

심해 무인잠수정 해미래 진수식, 2005

●	교토의정서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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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는 등 상업적, 군사적으로 수중 음향의 응용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

부터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양공간 이용 기술과 

해양 활동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이후 해저

자원 탐사와 수중 탐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

났으며 수중 음향 기술 전반에 대한 중요성 또한 급격

히 증대되었다.

그동안 연구원은 해양공학 수조, 선형 시험 수조, 

캐비테이션 터널, 유회수 장비 시험 수조 등 다양한 

조선ㆍ해양 관련 시험을 위한 연구 시설을 보유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수중 음향에 대한 

각종 실험 시설과 장비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시설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해양공간을 음향학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무

향수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기관 고유 사업인 <수중 음향 수조 시험 기법 

개발 1999∼2001, 임용곤> 연구를 통해서 1999년 반사파

가 발생하지 않는 공간인 무향수조▲ 공사를 착공하

였다. 1999년에는 무향수조 건설에 필요한 흡음판 구

조물의 형태, 흡음재 재료, 무향수조 내부의 반사파 

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0년에

는 반사경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흡음판의 기하학적 

형태를 설계하고 흡음 재료 특성 연구를 통해서 흡음

재를 선정하였다. 같은 해 연구소는 흡음판과 부착 프

레임을 제작하고 방수 공사를 시행하는 한편 무향수

조 바닥면과 네 벽면에 흡음판 부착 공사도 실시하였

다. 2002년에는 무향수조의 배경 소음을 평가하고 주

파수 대역별 응답 특성 시험을 통해 무향수조의 우수

한 성능을 검증하였다. 또한 무향수조에서의 효율적

인 실험을 위해 상부 구조물을 설계함으로써 마침내 

무향수조를 완공하였다. 

완성된 무향수조는 914㎝ × 282㎝ × 500㎝의 크

기로, 표면을 제외한 5면에 원뿔형의 흡음판을 부착

하였다. 따라서 표면을 제외하고는 반사파가 발생

하지 않는다. 흡음재는 5㎜ 이하의 고무알갱이를 접

합하여 개방형 구조를 갖도록 함으로써 흡음 특성을 

극대화하였다. 실험이 가능한 주파수 범위는 3kHz 

이상으로 거의 모든 수중 음향 장비의 시험이 가능

하게 되었다.

무향수조 완공식, 2002

▲ 무향수조

수중에서의 음파전달을 연구하기 위한 

수조로, 다양한 외부 요인을 제거하여 

음파를 이용하는 기기의 시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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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태어나서 40세가 되면 대략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는 불혹

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이제 불혹의 나이를 맞게 되었다. 돌

이켜보면 1974년 KIST 부설 해양연구소에 입소해서 셋방살이의 서러움을 참아가면서 고생하던 때

가 엊그제 같다. 하지만 지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의 총본산으로 세계 유

수의 해양연구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에 와있다. 그것은 지난 40년 간 몸담았던 분들, 

지금 몸담고 있는 분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한국해양연구원(당시)을 퇴직한 지 벌써 2년이 훌쩍 넘어버렸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안산캠퍼스 

정문을 들어서면 푸근한 느낌을 받는다. 이는 비단 나만의 느낌은 아닐 듯싶다. 연구 사업에 대한 스

트레스 없이 이것저것 들여다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하지만 퇴직 후의 나른함은 작년부터 대학 강의

를 한 두 과목 맡으면서 차츰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요즘은 해양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내가 연구원에 들어와서 처음 투입된 연구 사

업이 조력발전에 관한 기초조사사업이었기 때문인지 자꾸만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눈길이 간다. 당

시 조력발전에 관한 조사사업을 하면서 Braystock 유속계와 Sextant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가지고 다

니면서 현장을 누비던 기억이 새롭다. 이후에도 해양에너지 개발 구 사업은 정부와 관련기관의 관심 

속에서 지속되었다. 특히 시화호 방조제 완공 후 대두된 오염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우리 연구원이 제

안한 조력발전소 설치안이 채택됨으로써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가 설치되고 청정에너지를 생

산하게 된 것은 큰 보람이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원장으로 재임했던 3년을 회고해 보면 좋은 일도 많았지만 어려운 일도 끊

이지 않았다. 특히 2006년 연구원 R&D 예산 10% 삭감, 목장화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사업 대폭

축소, 동해연구소 건설공사 부도 등 기관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다행히 대부분 별 무리 없이 극복되어 이제

는 가슴 서늘했던 기억으로만 남아있다.

 

원장 취임 당시 참여정부는 국가 출연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극도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또 부산 이전이 확정되면서 우리 연구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의 40년
Relentless Efforts and 40 Years of Commitment

KIOST를 회고하다  염기대 전 원장

Looking Back on KIOST  Former President Yum, Ki-Dai

한국해양연구원 6대 원장

(2005.05.24.~2008.5.25)

약력  1949년 생 / 서울대학교 학사

 프랑스 파리 ⅩⅠ 대학교 공학 석 · 박사 
  관동대학교 교수 (산학협력단)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회장

상훈 국민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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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는 일은 새로 취임한 원장으로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

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원 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또 이와 연계해서 기관 경영의 기본방향을 연구 자율성 확대에 두었다. 연구부서별, 연구사업별로 권한과 책임을 최

대한 부여하고 기관 차원의 통제보다는 지원과 관리에 역점을 두는 운영방식을 적용했다. 다만 아직 개척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인 해양에 대한 연구는 분야별 규모별로 다양한 연구사업 형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의 일

률적인 연구사업 대형화, 그룹화 정책에 따라 이상한 형태로 재단되고 정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적지 않은 아쉬

움으로 남아있다. 

재임 중 연구부문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6,000m급 무인잠수정을 제작 완료하여 동해 및 필리

핀 대양해역에서의 성능실험에 성공하였던 것과, 청정 해양에너지(조력 및 조류발전) 생산을 위한 기초설계 및 환

경제어 기술을 산업계에 이전한 일, 경남 통영에 바다목장을 구축하여 준공식을 가졌던 일, 그리고 예방적 차원의 

오염해역 관리를 위한 DNA칩을 개발한 것 등이다. 연구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용적 차원의 

연구성과를 많이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우리 연구자가 국제기구 임원으로 진출하고, 남미·동남아 등 국제

협력 대상국가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었던 것에서도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부산 이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마침 박근혜 정부도 미래창조과학부

를 신설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양과학기술의 많은 부분이 미래과학기술이다. 따라서 우리 해

양과학기술원은 이번 정부에서 비약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도 과

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제력 강화, 그리고 포괄적 국가위상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리라 믿는다. 장차 우리도 연

구 사업을 기획할 때 ‘무엇을 어떻게’ 보다 ‘무엇을 왜’에 초점을 맞춰 사업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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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해양연구원 시대

3.4.1 새로운 출발과 송도 이전

2004년 4월 16일 극지연구소가 부설 연구기관으로 출

범하였다. 출범 당시 인원은 31명, 예산은 120억 원 

규모였다. 하지만 쇄빙 연구선 건조, 남극 대륙기지 

건설 등 극지 인프라 구축 사업과 극지 기초 연구 진

흥을 위한 연구 활동이 계속 증가하면서 인력과 예산

의 규모도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가 극지 활동의 중요

성을 깨닫고 2006년 제1차 남극 연구 활동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 정책에 극지 연구 발전을 포

함한 데 힘입은 것이다.

한국해양연구원은 2005년 6월 24일 정부가 확정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기관’으로 분류되어 안산 

부지에는 추가 시설물의 신ㆍ증축이 이뤄질 수 없었

다. 이에 극지연구소는 연구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연구실 설치, 창고 시설 개축, 

외부시설 임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외부 

시설은 본원 인근의 경기테크노파크와 업무 협력 약

정을 체결하고 시설을 일부 임대하여 사용하였다. 하

지만 증가하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했다. 따라서 2005년 8월 청사 이전

에 대한 전 직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분산

된 연구 시설을 집중하고 신설기관으로 직원들의 유

대감 형성과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

부에 시설을 임차하더라도 집중화해야 한다는 결론

이 나왔다. 이에 따라 9월 12일에는 이전검토위원회

를 구성하고, 외부 시설 임대 추진에 대하여 본원과 

협의하였다. 

임차 시설은 안산 본원과의 근접성, 연구 시설 설

치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송도경제자유구역 내의 

송도테크노파크로 선정하고 실무 협의를 추진하였

다. 9월 21일에는 공공기술연구회 이사회에 「부설 극

지연구소 임차 이전(안)」에 대한 안건 상정을 의뢰했

다. 다음날인 22일부터 28일까지 이사회 안건 배포와 

부처 협의를 거쳐 29일에는 이사회에서 심의 승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9일 건설교통부는 이전 대상 공

공기관의 증축, 개축, 추가 매입과 임대 면적의 확대

는 기본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할 경우 소관 부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그 결과

에 따라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문서를 보내왔

다. 이에 따라 제81회 공공기술연구회 이사회는 극지

연구소 이전에 대한 심의를 연기하였으며, 11월 1일 

과학기술부는 건설교통부에 극지연구소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하였

다. 다행히 12월 27일 제5회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

위원회에서 「부설 극지연구소 청사 임차계획(안)」을 

승인하였고 그 다음날인 12월 28일 제85회 공공기술

연구회 정기이사회에서 승인받았다. 

극지연구소는 이전을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2006년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이전을 마쳤다. 이로

써 극지연구소는 4월 1일부터 인천 송도경제자유구

역 송도테크노파크 갯벌타워 청사 시대를 시작하였

다. 4월 24일에는 안상수 인천시장, 박영일 과학기술

부 차관, 최영락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염기대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기념식을 거행했다. 

3.4.2 쇄빙선 건조 추진

해양연구원은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설치한 직후부

터 남극 대륙기지 건설과 쇄빙선● 건조를 꾸준히 준

비해 왔다. 우선 세종과학기지 건설 직후인 1989년 3

월 대륙 접근을 위한 수단으로 3,000톤급의 쇄빙 연구

선 건조를 과학기술처에 건의하였다. 한편, 연구원은 

1990년 12월 남극 하계 기간 동안 임차한 쇄빙선 에

레부스Erebus호를 이용하여 남극 반도 북서부에서 기

지 건설 후보지를 답사하였다. 그러나 적정 후보지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1991년 4월에는 해양연구

3.4 부설 극지연구소의 성장
         Growth of the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극지연구소가 처음 자리잡았던 갯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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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2

원 기본 사업으로 쇄빙선 건조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쇄빙 기능, 건조 기술, 구조 특성 등 세부 기술 

현황을 파악하였다. 

1996년 9월 신설된 해양수산부는 「남극 대륙기지 

건설 계획(안)」을 입안했다. 2000년 3월 해양연구원

은 4,000톤급 극지 전용선의 건조 계획을 마련하였으

나, 온누리호의 대체 선박 건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극지전용선의 건조 계획은 신규 선박 건조 사업으로 

통합되었다. 2000년 5월 해양수산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대륙기지와 쇄빙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같은 해 7월 남극 대륙기지 건설과 쇄빙 연구선 건조

를 위한 예비 조사에 착수하였다. 2002년 7월 해양수

산부는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등과 공동으로 극지

과학기술 개발 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

하였다. 이 보고 내용에는 5,000톤급 쇄빙 능력을 갖

춘 종합 해양과학 조사선의 건조를 추진하고 2005년

도 이후 제2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2002년 12월, 전년도 예산으로 종합 

해양과학 조사선 기본 설계비 10억 원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예비 타

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실제로 집행

되지는 않았으며, 2004년 실시 설계비로 신청한 20억 

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2003년 9월 해양수산부

는 편익 분석 등 쇄빙 연구선 건조 사업 타당성 조사

를 산업연구원에 의뢰하였다. 산업연구원은 경제성, 

정책성 등의 편익 분석 결과 사업 시행이 적정하다는 

종합 결과를 내놨다. 2003년 12월 해양수산부는 종

합 해양조사선 기술 개발과 기본 설계 추진을 해양연

구원에 의뢰하였고, 한상준 박사가 책임자로 이를 수

행하였다. 2004년 극지연구소가 부설기관으로 발족

됨에 따라 극지연구소도 2004년 8월부터 세부 과제로 

참여하였다. 실질적인 기본 설계는 삼성중공업이 위

탁기관으로 참여하여 2004년 12월에 완료하였다.

 한편, 2004년 2월 25일에는 세종기지 전재규 대

원의 사고 후속 조치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

●	쇄빙선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결빙해역(結氷海域)에서 

수역의 얼음을 부수어 항로를 

만들때 사용되는 배다.

세종기지 앞에 정박한 아라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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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해양연구원 시대 조정회의에서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운영 개선과 극

지 연구 활성화 대책이 논의되었다. 이 논의에서 쇄빙 

연구선 건조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과 건조 기간 단축 

방안이 검토되었고, 대륙기지 건설의 타당성, 입지, 

타국의 운영 실태 조사 등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대륙

기지 건설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5년 2월 해양수산부는 기본 설계에 이어 쇄빙 

기능을 갖춘 해양과학 조사선 실시설계 사업을 해양

연구원에 의뢰하였다. 극지연구소도 세부 과제로 참

여하였다. 실질적인 실시 설계는 STX조선해양이 담

당하여 2006년 2월 17일 해양수산부에서 최종보고회

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실시 설계는 마무리되었다. 한

편, 2005년 3월 과학기술부는 쇄빙 연구선 운영 주체 

선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

계 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의 후속 조치로 

해양수산부는 2005년 6월 23일 과학기술 관계 장관

회의에 극지 연구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 계획을 보고

하면서, 한국해양연구원극지연구소을 쇄빙 연구선 운

영 주체로 지정하였다. 건조 추진 중인 쇄빙조사선은 

남ㆍ북극 해양과학 조사와 극지 기지의 보급ㆍ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는 직접 수요자인 한국해양연구원이 운영해야 한다

는 판단에서였다. 

2006년 5월 19일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 간에 

쇄빙 연구선 건조를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사업 

책임자는 남상헌이었다. 극지연구소는 조달청과 협

의ㆍ준비 과정을 거쳐 2006년 11월 27일 조달청 나라

장터를 통해 건조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해양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두 곳 모두 유찰되었다. 하지만 그해 12월 22일 재입

찰을 통해 한진중공업이 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되

었다. 이로써 2007년 1월 4일 한진중공업과 6,950톤

급 쇄빙 연구선 건조 계약이 체결되었다. 2007년 2월 

26일에는 한국선박기술을 책임감리사로 하는 감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선에 대한 국민적 관

심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쇄빙선

의 이름을 국민 공모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응

모된 2,933건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심사과정을 거쳐 

2007년 11월 29일 ‘아라온’을 최종 선명으로 결정하였

다. 2008년 1월 4일 한진중공업 선각 공장에서 해양

수산부, 해양수산기술진흥원, 극지연구소 등 관계기

관이 참석한 가운데 강재 절단식이 거행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건조 작업이 본격 가동되었다. 2008년 10월 

17일에는 해상 크레인을 이용한 예비 진수를 마쳤고, 

2009년 6월 11일에 진수식을 열었다. 2009년 10월 22

일부터 28일까지는 동해에서 선주 시운전을 실시하

였다. 이후 10월 30부터 11월 1일까지 감리사인 한국

선박기술이 준공 검사를 마쳤다. 마침내 11월 2일 인

천 내항에서 인계인수를 하고, 11월 6일 인도 명명식

을 가졌다. 

인천 내항 1부두 12선석에서 진행된 인도 명명식

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안상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하였다. 2009년 12월 18일 드디어 아라온호는 남

극 제2기지 후보지 조사와 쇄빙 능력 시험을 목적으

로 남극을 향해 인천항을 출항하였다. 아라온호는 이 

두 가지 임무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고 2010년 3월 

15일 인천항에 귀항하였다. 이후 아라온호는 매년 남

극과 북극을 오가며 극지해 연구 활동과 보급 지원 임

무를 수행하고 있다. 

3.4.3 독립 청사 건립 추진

2008년 6월 20일 인천타워 착공식에 참석했던 이명

박 대통령이 극지연구소 홍보관을 방문했다. 이때 이

홍금 소장은 쇄빙 연구선 아라온의 모항으로 인천신

항 활용 계획 등을 설명하며 극지연구소의 인천 잔

류를 건의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08년 12월, 

극지연구소는 독립 청사 건축 예산을 정부에 요청하

기 위하여 우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송도 지역 3만 

3,000㎡ 의 부지를 제공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한 달 

뒤인 2009년 1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수용하

였고, 2월 6일 인천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송도 5.7공

구 안에 부지 3만 3,000㎡ 를 극지연구소에 무상 임대

하기로 하였다. 

아라온호 인도 명명식,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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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9년 10월 27일 국토해양부는 교육과학기

술부의 극지연구소 이전 제외 요청을 수용하여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09년 12월 극지연구소

는 부지면적 3만 5,887㎡, 연면적 2만 1,525㎡에 특수

실험실, 연구동, 인프라 지원동 등을 건설하는 내용으

로, 공사비 448억 원의 극지연구소 연구 기반 구축 사

업비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인 2010년 3월 23

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확정하였다. 한 달 뒤인 4

월 23일에는 극지연구소 신축에 대하여 수도권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극지연구소 이전과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공급(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쳤다. 이로써 독립 청사 건설을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2010년 6월 21일, 극지연구소 연구 기반 구축 사

업 설계사는 공모를 통해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1년 3월까

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후 시공

사로 삼성건설을 선정하여 2011년 9월 8일 착공식을, 

2013년  4월 29일 준공식을 가졌다.  

2011년 9월 8일 착공식에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

표, 송영길 인천시장, 김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강정

극 해양연구원장 등이 참석하였고 2013년 4월 29일 준공

식에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송영길 인천시장, 이

종철 인천경제청장, 주한 노르웨이 및 뉴질랜드 대사 등 

정부 부처와 인천지역 인사, 강정극 해양연구원장을 비

롯, 이홍금 극지연구소장과 직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하

였다.

3.4.4 대륙기지 건설 추진

1988년 세종과학기지를 남극 반도에 건설한 직후부

터 해양연구원은 남극 대륙 기지 건설을 꾸준히 준비

해 왔다. 그러던 중 대륙 기지 건설과 운영에 필수적

인 쇄빙 연구선 건조가 구체화되자 대륙기지의 건설

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해양연구원은 2005년 해

양수산부의 요청으로 <남극 대륙 기지 건설을 위한 

기획 연구홍종국>를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남극 대륙기지 건설 1단계 

사업을 수행했다. 이 기간에 문헌 정보와 해외 전문가 

자문을 통해 5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러시아 극지연구

소와 호주 남극연구소의 협조로 동남극과 서남극 지

극지연구소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2008.6.20 독립 청사 준공식, 20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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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해양연구원 시대 역을 각각 답사하였다. 아라온호가 건조된 이후 2010

년 1월 24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ㆍ정책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각 분야 전문

가 22인으로 정밀 조사단을 구성하고 후보지 중 테라

노바 만Terra Nova Bay●과 케이프벅스Cape Burks에 대

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0년 2월 26일 현지

답사보도진간담회, 3월 5일 대국민공청회, 3월 10일 

남극대륙기지건설민관협의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하였다. 이후 해양연구원은 4월 1일, 국가과학

기술위원회에 남극 대륙기지 건설지 선정 결과와 향

후 계획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서 접안 안정성과 운

영의 경제성, 내륙 진출, 안전성 확보 면에서 테라노

바 만이 후보지로 적합하다고 판단, 테라노바 만을 후

보지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4월 우루과이 푼

타델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개최된 제33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에 기지 건설 의향서IP를 제출하였다. 

6월에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기지 이름을 확정지었

다. 남극 대륙기지에 붙여진 이름은 남극 장보고기지

였다. 11월에는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을 통해 실시 설

계 적격자로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 

한편 2011년 1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아라온

호를 활용하여 포괄적 환경 영향 평가서CEE 작성 등

을 위한 2차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 참

여했던 기관 외에 해양연구원, 현대건설컨소시엄 등

이 참여하여 41명의 조사단이 구성되었다. 2차 정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평가서 초안은 아르헨

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개최된 제34

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제출됐다. 2011년 12

월 17부터 2012년 1월 26일까지 CEE 초안을 보완하기 

위한 제3차 정밀 조사도 아라온호를 활용하여 진행되

었다. 조사단은 37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제3차 

정밀 조사 기간 중에 국토해양부 제2차관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부지 확정 기념식을 가졌다. 

3차 정밀 조사를 통해 보강된 최종 평가서는 2012

년 5월 호주 호바트Hobart에서 개최된 제35차 남극조

장보고기지 건설 지원 중인 스오미그라흐트호(왼쪽)와 아라온호

●	테라노바 만

남극 로스 해 빅토리아랜드 지역의 

해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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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협의당사국회의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한편 두 달 뒤인 7월에는 극지연구소가 위치한 인

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가조립 행사를 가졌다. 가조립

은 극한 환경에서 짧은 공사 기간에 건설을 마무리하

기 위하여 채택한 모듈공법에 따른 것이었다. 건설 사

업은 두 번의 남극 시즌을 활용해 진행되어 2014년 4

월 기지를 완공하고 곧바로 월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2년 11월 아라온호와 건설 화물 운송을 위해 임차

한 네덜란드 선적의 23,660톤 내빙선 스오미그라흐트

Suomigracht 호가 현지로 출항하였다. 건설물자의 하역

을 포함한 1차 건설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2013년 

3월 9일까지 89일간 진행되었다. 강풍과 강설로 약 19

일간은 건설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약 70일간 건

설을 진행할 수 있었다. 본관동, 발전동, 정비동 등 주

요 건물의 기초공사와 철골공사가 일부 진행되었으

며, 저유탱크의 기초공사도 진행되었다. 시공사인 현

대건설과 협력업체에서 116명이 투입되었고, 극지연

구소와 감리단에서 4명이 투입되어 총 120명이 1차년

도 건설사업에 투입되었다. 건설단은 2013년 3월 9일

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아라온호가 쇄빙 인도를 하

면서 스오미그라흐트호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철수하

였다.

장보고과학기지의 완공과 아라온호의 운항으로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서남

극 지역에서 우리나라는 국제 프로그램을 주도해 나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극 본대륙에 건설될 장보고기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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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도전정신, 자부심으로 
초심을 지키는 KIOST가 되기를

Courage, Challenge, and Confidence, the Three Elements for 
KIOST's Bright Future

“해양과학은 필드워크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만큼 치열한 현장을 가진 연구기관도 없습니다.”

현재 KIOST 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봉종헌 박사. 그는 1985년 중앙기상대 기상연구소장을 거쳐 1993

년부터 1997년까지 기상청 청장을 지낸 기상학자다. 그런 그가 우리 해양과기원의 동문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데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 

“제가 해양연구소 사람이 된 건 1974년이지만, 1973년 해양연구소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해태 양식

단지의 흉작원인 조사 때 주요 연구자로 참여했으니, 초창기 멤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당

시는 KIST 부설이었지요. (주)한국해양과학기술 해양연구실장으로 해양연구소 프로젝트에 참여했

다가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이병돈 소장님께 스카우트된 셈입니다. 연구소 초기에는 직접 

어선을 임대하거나 바다에서 연구한 경험이 많은 연구자를 찾기 힘들었죠. 개인적으로는 파불이 늦

어질 정도로 모든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바쁘게 일해야 했습니다. 파불 유학생 선발 시험에서 물리 

파트의 출제위원이 되어 시험문제를 내기도 했는데, 정작 저는 후배들이 먼저 학위를 딴 후인 1980

년에야 프랑스 파리 6대학교에 선임연구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봉종헌 박사는 1985년 중앙기상대 기상연구소 소장으로 자리

를 옮긴다. 

 

“현재는 기상청이지만 당시는 중앙기상대죠. 손형진 대장님이 중앙기상대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고 저를 특채로 뽑으신 거죠. 중앙기상대의 기상연구소장으로 가서 연구소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 제 임무였습니다. 해양연구소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다른 연구조직에 가보니 해양연구소의 역

량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상청에 해양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해양연구소의 필드워크에 비하면 육지에서 이뤄지는 기상연구소의 필드워크는 아무 것도 아니었습

니다. 하지만 기상을 연구할 때 해상을 빼놓을 수는 없는 일이죠. 지금은 기상청에 기상 연구를 위한 

배도 있지만, 당시에는 저를 이해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해양연구소 출신이라 말끝마다 해양을 입에 올린다는 오해도 많이 받았다며 봉종헌 박사는 웃었다.    

“지금은 해양과기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바다에서의 연구는 

KIST 부설 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1974~1985), 현 KIOST 동문회장

약력  1942년 생 / 서울대학교 천문기상학 학사 
  프랑스 파리 6대학교 해양기상학 박사

  한국해양과학기술 해양연구실장

  중앙기상대 기상연구소장, 기상청장 
남북기상협력 자문위원장

상훈 국민훈장 동백장

  국민포장, 서울시 문화상

 

KIOST를 회고하다  봉종헌 동문회장 Interview

Looking Back on KIOST  Alumni Association President  Bong, Jong-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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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2다른 과학 분야의 필드워크에 비해 고됩니다. 지금도 그러하니 제가 젊었을 적은 더 말할 필요도 없었죠. 임대한 어선을 

연구선으로 사용하다 보니 파도에 뒤집힐 뻔하기도 했고, 통행금지가 있었던 시절에는 경계 초소에서 비추는 감시의 불

빛에 떨기도 했죠. 한 마디로 목숨을 내놓고 하는 연구였습니다. 해양과기원의 저력은 그때 열악한 환경에서부터 하나하

나 쌓아올린 소중한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나하나 체계가 있겠지만, 저희 때는 연구 프로젝트로 모여서 연구

소의 조직으로 발전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갔던 것이죠. 연구뿐 아니라 자료 

정리며 국제회의까지 모든 것은 맨 땅에 헤딩하는 정신으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별로 해보지 않았습

니다. 아마 보람이 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봉종헌 박사는 가장 보람이 컸던 일로 조력발전의 기초연구를 꼽았다. 1974년 석유파동 이후 대체 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컸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조력발전 기초 조사 연구에 착수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체계적인 조력발전 연구였고, 

해양연구소 최초의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이후 석유파동이 진정되며 조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지만, 해양연구소

의 연구는 계속되었다.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조력발전 관련 국제회의도 열렸고, 조력발전 타당성 조사라 할 수 있는 진

해만의 해양학적 연구 및 천수만 연구도 계속되었다. 

“지금도 시화호에 가면 뿌듯합니다. 당시 가능성에 불과한 연구를 하면서도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효시라는 생각을 하며 뿌듯해했습니다. 울돌목 빼고는 우리나라에서 물살이 가장 센 천수만에 뗏목을 띄우

고 연구할 때는 닻을 올릴 수가 없어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죠. 급기야 피아노 소리를 내며 팽팽히 당겨진 닻줄을 끊고서

야 겨우 현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급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다시 도전욕이 솟아나 신명을 내게 

되는 곳이 바다입니다. 아마 지금도 바다에 계신 해양과기원 연구원들은 비슷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환경이 열악하더라

도 사명감이 있으면 보람이 크니까요.”

봉종헌 박사는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해양과기원 동문회는 한때 해양연구소에 적을 두었던 

시니어들이 모여 해양과기원과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발전에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하지만 KIOST 동

문회는 아직 활성화되어있지 않다.

“해양과기원만이 아니라, 전국에 과학관련 공공기관 및 출연연 출신 시니어들의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이 과학기술부 시니어의 모임인 과우회죠. 경험 많은 과학기술인이 모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고, 과학기

술의 대중화를 위해 무료 강연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KIOST의 동문회도 활성화되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IOST와 후배 연구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부탁했다.

“이만큼 규모가 커진 KIOST를 보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해양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겠지만, 그

동안 몸담았던 연구기술자들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죠. KORDI 시절의 초심만 잊지 않는다면 KIOST는 최고의 해양연

구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연구원 후배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 연구

는 그 자체가 용기와 도전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그 정신을 잊지 마시고, 어렵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용기와 도전정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진 구성원들이 KIOST의 앞날을 밝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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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

미래를 향한 새출발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 2012.7~

The Era of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 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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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

4.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 배경

197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출발한 우리 원은 2012년 7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에 의해 단독법인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으로 새롭게 출

범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은 해양

에 대한 기초ㆍ원천 연구, 응용 개발연구, 실용화 연

구를 수행하고, 해양자원의 개발과 우수 인력 양성, 

국가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

는 것이다. 

설립 의의는 해양과학기술 분야를 국가의 중점 육

성 분야로 정하여 집중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해양

과학기술 분야의 산ㆍ학ㆍ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함으

로써 약 40년 동안 축적된 해양연구 능력과 체계를 바

탕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 기회를 얻으며, 글로벌 해양

연구를 활성화할 선도적 구심체를 확립하는 것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으로 출연 연구기관

의 공통적인 지원 기준보다 해양 분야에 대한 국가 차

원의 집중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해

양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로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해양에 관련된 현안 문제를 해

결하는 한편, 이를 통해 해양 신사업 창출을 위한 핵

심 기술 확보에 유리한 기반을 다졌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커다란 바다를 만들 듯이 한

국해양과학기술원의 출범은 아주 우연한 기회가 시

작점이 되었다. 2011년 3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 장

관이 주관한 부산 지역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해양대학교 등 해양 유관기관

들과 연구와 교육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등의 연계 방안에 대한 건의 사항을 

4.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범
         The Launch of KIOST

새로 출범한 KIOST CI

KIOST 설립 국제심포지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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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전달하면서 학-연 연계 모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3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수산연수원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을 교환하였다. 또 2011년 6월 3일에는 국토해양부 해

양영토개발과장 주재로 다시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해양연구원과 한국해양대학교 관계자 발언을 통해 

두 기관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6월 한 달여 동안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해양대학교, 부

산대학교, 부경대학교 등 부산 소재 대학들의 실질적인 협력

방법을 찾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즈음 박희태 국회의

장을 대표로 2011년 7월 28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본문 31조, 부칙 13조

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골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리고 한국

해양대학교 3개 기관을 통합하는 안이었다. 석ㆍ박사

와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

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해양대학교와 부산시는 3개 

기관을 통합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반대 입장

을 언론에 표명하였다. 결국 2011년 8월 1일 오후 박

희태 국회의장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원점에서 재

검토 할 것이라고 법안 처리 유보 입장을 발표하였다. 

2011년 8월 4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

책관이 한국해양연구원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

다. 주요 내용은 관련기관 구성원 간 합의 필요성, 한

국해양수산개발원과 물리적 통합의 문제, 해양과학

기술원의 설립 목표를 국토해양부와 더 많이 협의하

겠다는 계획 등이었다. 그리하여 최초 법안이 발의된 

2011년 7월 28일부터 9월 28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법(안)」이 수정 발의되기 전까지 한국해양연구원은 

총 5차에 걸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와 공식적으로 총 8

회의 간담회, 설명회와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2011년 9월 28일 수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해

양연구원을 확대ㆍ발전시켜 독립법인 ‘한국해양과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설립기념식, 2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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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기술원’을 설립하고, 주무 부처를 국토해양부로 이관

한다는 것이었다. 초대 이사장에 한해서 한국해양대

학교 총장이 겸임하고, 부산 소재 해양 관련 국립대학

과 겸직제도 도입 등도 포함하고 있었다. 수정된 「한

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은 2011년 11월 17일 국토

해양위원회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11월 22일 법안소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

정하여 의결하였다. 그 후 12월 26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12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 「한국해양

과학기술원법」이 전격 공포되었다. 한국해양과학기

술원의 출범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부칙 제1조

에 의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2년 7월 1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기관 운영을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체제로 전환하였다.

4.1.2 의의와 목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출범 당위성은 최근의 국내외 

해양 정세와 해양과학기술 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 

국제적인 해양 여건은 첫째,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일

본 등 강대국의 해양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이다. 즉, 전 지구적 해양공간 지배권과 해양자원 확

보를 위한 국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

히 중국의 서태평양 제해권 확보 전략, 한ㆍ일 간 독

도 문제, 일ㆍ중 간 조어도 문제, 러ㆍ일간 쿠릴 열도 

문제 등 한반도 주변 해역과 북서태평양에서 해양영

토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는 지구적 차

원의 해양 관련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해양 의제는 줄어드는 해양생물자원, 훼손되는 해양

환경, 대형화되고 빈발하는 해양 재해ㆍ재난, 해양자

원과 에너지 수요 증대, 수몰 위기의 도서국, 공해公海

의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국내 해양 여건은 2010년 기준 해양산업이 

국가 GDP의 약 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가 

R&D 중 해양과학기술 예산 비중은 약 2%로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양 선진국들은 1960

년대부터 해양개발에 필요한 종합 시스템과 복합적 

기술 개발 체제 구축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기득권

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출범은 국내외 해

양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독립법인으로 해양 분야

에서 산ㆍ학ㆍ연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국가

와 국민의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이는 지금까

지 일률적으로 적용된 출연 연구기관의 정책 제도에

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난 40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바

탕으로 해양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

부산지역 해양관련 
국립대학

 해양과기원협력대학 간 학연 협력체계도

협력대학 학생의 연구학점 인정 등 교류 프로그램 운영

이사회 참여

겸직제도 운영

해양과기원 연구원이

협력대학에서 겸직 근무

협력대학 교수가 
해양과기원에서 겸직 근무

외부 연구 협력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문 현판

KIOST 출범 기념 행사에서 축사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2012.7.4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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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 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의 임무와 역할은 체계적인 해양연구와 해양자원

의 개발, 해양 분야 우수 인력 양성, 국가 해양과학기

술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의 설립 목적에도 잘 명시되어 있다.

출범 당위성, 임무와 역할 등으로 볼 때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의 향후 지향점은 첫째, 글로벌 대양 연구 

선도 기관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해양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미래 해양 시대를 주도

하고, 뛰어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센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또한 대양, 극지해, 

심해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프로그램 중심의 연구 사

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글로벌 해양연구

의 구심점으로서 해외 연구기지의 설치와 운영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양과학기술 분야 산ㆍ학ㆍ연 

협력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조

사선과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고 대학, 산업체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창

의적인 해양 인재 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해양 관련 석ㆍ박사 공동 학위 프로그램 

설치와 운영 등 해양 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채용된 

신진 연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관리 지원 체계를 운영해야 할 것이

다. 그 밖에도 국내외 우수인력의 지속적인 채용과 영

입도 활발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4.1.3 설립과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과 관련된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한국해양과학

기술원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 해양정

책국장을 설립추진단장으로 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설립준비

위원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사무를 총괄하였

고, 설립준비추진단은 위원회를 보조하는 실무 조직

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설립준비위원회 산하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었다. 

내부적으로는 2012년 1월 20일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설립준비지원실을 설치하였다. 설립준비지원

실은 기획부 산하조직으로 원 내 연구 전략 부문과 

기관 운영 부문을 망라한 11개 실무지원 TF를 구성

하여 운영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준비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되었다. 2012년 2월 2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 6월 18일 제5차 회의

까지 진행하면서 설립 준비에 관한 주요 안건들을 의

결하여 확정하였다. 여기에는 영문 명칭 선정, 설립 

준비 추진 계획,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추진단 

운영 규정, 겸직제도 운영 계획, 자산ㆍ부채 승계, 설

립 기념식 계획, 초대 감사 선발, 정관, 조직 설치, 비

전과 발전 전략 등이 포함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 

의의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2012년 1월 27일, 한국해

양학회, 한국수산과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

해양공학회,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환경공학회 등 

국내 해양 관련 6대 학회 초청 워크숍을 연구원 대강

당에서 개최하였다. 

2012년 3월 9일에는 국내외 저명인사 초청 발표

와 토론을 위한 ‘신 해양시대를 선도할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설립 국제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Acclimatization and Establishment of KIOST - Leading the 

New Ocean Era’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

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발족을 널리 알리고, 그 발

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

리였다. 미국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토니 헤이멧Tony 

Haymet 소장, 영국 국립해양연구센터 재키 우드Jacky 

Wood 대외협력부장,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 이

브 에노크Yves Henocque 선임 자문관, 독일 라이프니

쯔 해양과학연구원 피터 헤르지그Peter Herzig 소장, 일

본 해양연구개발기구 아사히코 다이라Asahiko Taira 대

표이사 등이 참여하여, 성의 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해양관련 6대 학회 초청 워크숍,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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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4.1.4 체제와 기능 변화 및 기대효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설립되면서 크게 변화된 내용

은 개별법에 근거한 독립법안으로 설립되었다는 것

과 이에 따른 독립 이사회의 운영이다. 주무 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된 것도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변화로 학ㆍ연 협력과  

관련하여 부산 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과 겸직제도

를 도입한 점을 들 수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이에 맞는 조직을 설치한 점도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부원장제 운영의 직제를 

구축하였다. 이는 연구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

김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

다. 연구 부문에서는 연구 수월성 유지, 융ㆍ복합 연

구와 글로벌 해양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본부체

제를 운영하였다. 정책 부문에서는 해양정책연구소

를 설치했다. 해양정책연구소는 국가 해양과학 정책

의 Think Tank 역을 수행하고, 대형 융ㆍ복합 연구 프

로그램 개발과 기획 연구 기능을 추진하였다. 국제 협

력ㆍ인력 양성ㆍ경영 부문에서는 세계 해양과학 분

야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동북아권 핵심 거점으

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한 국제협력본부 설치, 인력 양

성과 직원 교육, 개방형 산ㆍ학ㆍ연 협력의 구심체 역

할을 수행 할 인력 양성과 교육운영본부 설치, 그리고 

연구 인력의 연구 몰입도 제도를 위한 행정 지원 체제

를 구축하였다. 분원 운영의 경우 권역별ㆍ기능별 수

월성 중심의 연구 영역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조

직을 재정비하였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범에 따른 

기대 효과는 첫째, 일관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정책

을 탈피한 기관의 자율ㆍ책임 운영을 통한 조직ㆍ연

구 기능의 확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걸맞은 우수

인력 확보, 거대 연구시설ㆍ장비 확보, 우수 연구원 

정년 연장 등 직원 처우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둘째

로는 독립법인화와 묶음 예산 지원 등에 따른 안정적

인 연구 여건이 조성되어 기초ㆍ원천 기술과 융ㆍ복

합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고, 해양ㆍ극지 정책 전담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

로 해양ㆍ극지 정책 수립과 집행 역량을 강화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해양ㆍ극지 분야 전문가와 관

계 부처 이사회 참여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체계를 한층 쉽게 구축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4.2.1 부산 이전 및 신청사 건설 추진

한국해양연구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에 따라 2005년 6월 24일 지방 이전 대상기관으로 확

정되었고, 이어 2009년 10월 26일 국토해양부 ‘지역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계획이 확정되었다. 

이전 지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혁신지구로, 새

로 지어질 부산 청사는 15만 9,878㎡의 부지에 건물 

4만 8,700㎡의 규모가 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연구동 

2만 5,440㎡, 특수 연구 실험동 5,600㎡, 수리 모형 실

험장 5,000㎡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 청사는 2012년 8월 연약 지반 개량 공사를 

시작으로 2015년 12월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이전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정부 지원 300억 원

과 안산시에 소재한 본원의 종전 부동산 매각을 통해 

마련한 자체 재원 917억 원을 합쳐 건물 공사비를 포

함, 모두 1,21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안산 시대를 

마감하고, 최첨단 연구 시설을 갖춘 부산으로의 이전

을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제2의 도약을 기대하

고 있다.

4.2 새 시대, 새 비전
         New Era, New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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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

부산청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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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

4.2.2 UST 운영과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

2004년 10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기관 등의 설립

과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출연기관 

공동 부설 대학원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를 설립ㆍ운영하게 되었

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기존의 이공계 교육

기관과 차별화된 연구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신생 융

합 기술 분야의 석ㆍ박사 인력을 양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교육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풍부한 연구 인력, 첨단 시설과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캠퍼스는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하여 학사위원회, 캠

퍼스교수회, 원장교수학생 간담회, 교수학생 워크숍 

등 학사 일정 이외에 다양한 방법의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수 인재의 양성과 학사

운영으로 2009년 이후 매년 교원, 학생, 담당자가 총

장 표창을 수상하여 다른 기관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

다. 2004년 설립 당시 31명의 교원과 해양환경시스템

과학, 수중음향통신공학 2개 전공에 3명의 학생이 있

었는데 2012년 말에는 교원 97명, 전공 6개, 학생 32명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 취지는 우수 연구 인

력 확보, 지역 대학 간 학ㆍ연 협력, 부산 지역 해양 관

련기관과 연계 효과 창출, 세계적 해양과학기술 연구

교육기관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은 한국해양대학교 안에 설치된 해양과학

기술전문대학원을 한국해양대학교와 공동 운영하기

로 하였다. 그리하여 2012년 5월 16일 한국해양대학교

와 해양과학기술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 등을 목적으

로 한국해양대학교와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약정」을 맺었다. 2012년 11월 19일에는 앞서 체결한 

학ㆍ연 협력의 후속 조치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

해양대학교 간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공동운영 관

련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해양과학기술전

문대학원 공동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OST School : Ocean Science 

& Technology School은 국가 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글로

벌 경쟁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해양과학기

술 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13학년도 신입

생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의 

육성 전략은 국가 해양정책과 연계성 강화, 교육의 수

월성 확보 등이다.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은 국가적 

주요 정책 과제, 해양과학기술 개발 전략의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 중심의 교육 과정을 구성할 계

획이다. 또한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

영하고 융합 학문의 연구ㆍ교육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 제도 운영, 국외 선도적 연구 교류 활성화를 위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해양수산클러스터 내 부산청사 부지

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해양박물관국제크루즈터미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 2차 발전부지

부산해사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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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 한 국제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과학기

술전문대학원의 공동 운영은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창

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선도하고 국가 발전에 기

여할 글로벌 해양 인재 양성과 함께 국립대학교출연 

연구기관 간의 선도적 학ㆍ연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2.3 대형 종합 해양조사선 건조 추진

최근 선진 해양 강국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조사

선을 최첨단 시스템으로 대체하거나 새로 건조하는 

계획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국 관할권은 물

론 대양의 해양자원, 에너지 확보를 넘어 기후 변동과 

전 지구적 생명사 규명 등 기초응용상용화 단계의 해

양과학 연구를 전 방위로 수행함에 있어서는 무엇보

다 첨단의 대형 조사선이 연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

기 때문이다. 

5,000톤급 대형 해양과학 조사선의 건조는 우리나

라가 전 지구적 해양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하

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의 오랜 염원인 ‘바다에 떠 있는 연구소’ 개

념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가 해양연구개발에 기여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차세대 첨단 기능과 연구 

시설이 설치된 조사선은 앞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광

물과 에너지 자원의 장기ㆍ안정적 공급원 확보, 전 지

구적 기후 변화 규명 등 대양의 실질적인 해양과학 연

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선의 규모는 5,000톤급으로 사업 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건조 

비용 986억 원을 포함하여 모두 1,067억 원이다. 2012

년 4월 국제 입찰 후 12월에 국내 조선업체인 STX조

선해양과 설계ㆍ건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12

월 취항을 목표로 현재 공정 진행 중에 있다. 

건조 중인 조사선은 연속 항해 가능 기간이 55일, 

이동 속도가 15노트, 승선 인원은 승조원 22명을 포

함하여 60명이나 된다. 조사 환경 한계 조건은 파고 

6~9m이고 전 지구적 다목적 정밀 해양 조사가 가능하

다. 수심 5,000m 심해광물자원 파일럿 집광 장비 시험

도 가능한 수준이다. 한편, 대형 종합 조사선 건조를 

기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종합조사선건조사업단

이 정식 출범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2.4 해양 예보시스템 구축

2000년 국가 해양관측망 기본 계획이 수립된 이후, 이

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각종 

부이, 인공위성 자료 등을 통해 연안에 대한 관측 자

료가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관측의 최종 목표 중 하

나는 해양을 예보하는 것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은 해양 예보를 위하여 운용 해양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연안 재해ㆍ유류 오염ㆍ해난 사고ㆍ해양

오염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국가적 현안 문제

를 해결하고 해양 관련 국가기관, 산업체, 일반 국민

에게 각종 해양 활동에 필요한 해양환경 현황과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대형 해난 사고나 연안 

재해 발생 시 해양 예보 시스템을 통해 적시에 해양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절감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해양 예보 시스템은 해양 관광, 해

상 교통, 수산ㆍ해운ㆍ해양개발 등 해양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4.2.5 제주 국제해양과학연구ㆍ지원센터 설치 추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제주 국제해양과학연구ㆍ지

원센터의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센터는 제주 권

역 해양생물을 활용한 해양바이오 연구개발과 세계

적 해양과학 교육ㆍ훈련프로그램 운영 등을 목적으

로 한다. 나아가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활성화, 한반도 

기후변화, 해양환경 변화 연구의 핵심 전초기지 역할

을 수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양과학 교육ㆍ훈련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제주 권역 산ㆍ학ㆍ연 연구 협력

을 통해 해양 클러스터 형성과 지역 연구기관의 핵심

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연안재해 · 재난예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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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해양과학연구ㆍ지원센터는 2015년 5

월 준공을 목표로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부지 1만 

6,529㎡, 건물연면적 7,147㎡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

다. 연구 실험 시설, 기숙사 시설, 후생 시설을 갖추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 실증 실험 센터도 인접하여 설치

할 계획이다.

4.2.6 우수 연구원 임용 제도 구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스타 연구원과 선도 연구원 제

도를 두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석학과 우수 연구자를 

초빙하고, 기존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

련된 제도이다. 스타 연구원은 최근 5년 이내에 ‘네이

처Nature, 사이언스Science, 셀Cell’에 우수 논문을 제1저

자교신저자 포함로 게재한 자, 혹은 최근 5년간 누적 기

술료 수입액 25억 원 이상의 주연구책임자,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SCI 등 학술지에 주요 저자 또는 교신저자

로 발표한 논문의 피인용 횟수가 300회 이상인 자 중

에서 선임할 수 있다. 스타 연구원에게는 3년간 1억 5

천만 원 연봉 지급, 연구 직접비 5억 원 지원, 3년간 인

사 고과 최고 등급 부여, 임용 시 3등급 범위에서 특별 

승급 부여 가능, 충원 요구 시 우선 배정, 연구 장비와 

연구 공간 최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선도 연

구원에게는 연봉 1억 2천만 원, 임용 시 3년간 연구 직

접비 기준 3억 원 지원 등 다양한 우대가 뒤따른다.

제주 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조감도

부산청사 건물배치도

제1연구동

제2연구동

특수연구실험동
장비보관동

해양관측기술실험동

생물수조동

KIO Street

Salt Marsh

KIOcean

해양환경실험동

해양위성센터

복합동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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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개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 취지는 우리나라 해양과

학기술의 창의적 원천기초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

와 우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내외적으

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그 성과를 보

급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설립 취지에 따라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

요한 원천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 해양 및 극지 과

학기술 정책·제도 연구,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

성 및 대국민 서비스, 해양관련 기기·장비 기술개발

과 검·교정, 해양과학기지 등 해양인프라 구축 및 운

영,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수탁·위탁

연구, 공동연구 및 기술 제휴 관련 연구를 담당해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러한 임무는 설립 초기와 크

게 다르지 않으나 극지 환경·자원조사 연구는 1988

년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설치와 더불어, 그리고 해양

안전·운송시스템 관련 기술개발은 1999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에 따른 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로 있던 선박해양공학연구소가 

이관되면서 기능이 추가되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사업은 주요 연구사

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탁연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들은 재원별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의 

목적에서도 뚜렷이 구별된다. 주요 연구사업은 첨단 

연구개발기법의 도입 등 단위기술을 중심으로 선행적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혹은 수탁연구사

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의 축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의 전략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선진국과 경쟁하여 

기술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거나 미래 실용화를 위한 수

요 창출형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수탁연구사

연구활동 개관

해양과학기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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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활동 개관 

유형별 연구개발 실적(2013년 5월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건

연대 1970년대(1973~1979) 1980년대(1980~1989) 1990년대(1990~1999) 2000년대(2000~2009) 2010년대(2010~) 계

구분 연구비 % 과제수 연구비 % 과제수 연구비 % 과제수 연구비 % 과제수 연구비 % 과제수 연구비 % 과제수

공간 활용 17 1.2 3 964 4.5 18 12,673 7.8 100 55,006 5.7 238 15,548 2.4 52 84,208 4.6 411

광물자원 - - - 1,189 5.5 7 19,213 11.9 23 64,436 6.7 69 78,253 11.7 13 163,091 9 112

극지 개발 - - - 697 3.2 4 13,057 8.1 42 21,672 2.2 63 1,084 0.2 11 36,510 2 120

기반 기술 197 14.8 16 9,633 44.8 143 37,818 23.3 299 250,422 26 772 203,379 30.4 369 501,449 27.6 1,599

생물자원 14 1.1 3 3,224 15 60 14,484 8.9 116 73,589 7.6 276 35,339 5.3 83 126,650 7 538

에너지 개발 213 16 9 712 3.3 6 245 0.2 5 30,145 3.1 31 39,668 5.9 29 70,983 3.9 80

정책 및 기타 77 5.8 9 1,823 8.5 75 6,329 3.9 106 106,638 11.1 484 81,025 12.1 217 195,892 10.8 891

해양 방위 141 10.6 6 742 3.4 22 7,752 4.8 17 26,369 2.7 52 41,007 6.1 16 76,011 4.2 113

환경 보전 671 50.5 16 2,539 11.8 48 37,984 23.4 207 180,807 18.8 575 77,300 11.6 120 299,301 16.5 966

선박 플랜트 - - - - - - 12,464 7.7 130 154,848 16.1 744 95,390 14.3 281 262,702 14.4 1,155

계 1,328 100 62 21,522 100 383 162,019 100 1,045 963,932 100 3,304 667,993 100 1,191 1,816,794 100 5,985

재원별 연구개발 실적(2013년 5월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건

연대 1970년대(1973~1979) 1980년대(1980~1989) 1990년대(1990~1999) 2000년대(2000~2009) 2010년대(2010~) 계

구분 연구비 % 과제수 연구비 % 과제수 연구비 % 과제수 연구비 % 과제수 연구비 % 과제수 연구비 % 과제수

주요사업(PE) 112 8.4 21 2,841 13.2 155 16,627 10.3 136 183,439 19 581 163,687 24.5 371 366,706 20.2 1,264

정부수탁(PG) 230 17.3 14 11,396 52.9 114 35,771 22.1 194 93,842 9.7 363 63,502 9.5 112 204,741 11.3 797

민간수탁(PI) 986 74.3 27 7,286 33.9 114 36,026 22.2 261 103,489 10.7 776 49,121 7.4 218 196,908 10.8 1,396

자체사업(PK) - - - - - - 240 0.2 11 9,966 1 105 10,296 1.5 55 20,502 1.1 171

해양부사업(PM) - - - - - - 19,795 12.2 64 429,831 44.6 797 329,399 49.3 265 779,025 42.9 1,126

과기부사업 등(PN) - - - - - - 47,291 29.2 240 96,725 10.1 391 51,584 7.7 145 195,600 10.8 776

일반사업(PP) - - - - - - 5,574 3.4 17 44,399 4.6 71 - - - 49,973 2.7 88

소액사업(PS) - - - - - - 695 0.4 122 2,241 0.3 220 404 0.1 25 3,340 0.2 367

계 1,328 100 62 21,522 100 383 162,019 100 1,045 963,932 100 3,304 667,993 100 1,191 1,816,794 100 5,985

업은 발주처가 안고 있는 경제·사회적 해양문제 해결

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수행한 유형별 연구활동

과 재원별 연구활동은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과제

당 평균연구비 규모는 1970년대 2,100만 원, 1980년대 

5,600만 원, 1990년대 초반1990~1996 6,500만 원, 1990년대 

후반 이후1997~2002 1억 6,500만 원, 2000년대 3억 8,900만 

원, 2010년대 이후 7억 2,000만 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과제 당 연구

비가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은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의 

확충과 1996년부터 과기부를 중심으로 시작한 연구과

제중심운영제도PBS의 시행에 힘입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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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개관연도별 연구논문 발표 실적

구분    발 표 실 적
계

연도 국내 국외

1974 3 - 3

1975 1 - 1

1976 5 1 6

1977 5 - 5

1978 3 1 4

1979 10 - 10

1980 14 5 19

1981 21 1 22

1982 17 2 19

1983 26 5 31

1984 28 7 35

1985 33 - 33

1986 42 3 45

1987 39 9 48

1988 47 11 58

1989 58 11 69

1990 91 7 98

1991 88 15 103

1992 77 13 90

1993 83 21 104

SCI 논문 발표실적

구분    발 표 실 적
계

연도 국내 국외

1999까지 - 14 14

2000 1 7 8

2001 5 47 52

2002 4 53 57

2003 4 72 76

2004 3 86 89

2005 3 71 74

단위 : 편

구분    발 표 실 적
계

연도 국내 국외

2006 3 90 93

2007 8 104 112

2008 2 73 75

2009 2 104 106

2010 3 131 134

2011  - 143 143

2012 3 181 184

단위 : 편

구분    발 표 실 적
계

연도 국내 국외

1994 107 44 151

1995 80 27 107

1996 80 52 132

1997 112 54 166

1998 136 53 189

1999 156 53 209

2000 169 48 217

2001 152 60 212

2002 188 65 253

2003 254 96 350

2004 242 112 354

2005 237 88 325

2006 234 109 343

2007 237 130 367

2008 240 104 344

2009 185 135 320

2010 263 192 455

2011 233 171 404

2012 247 236 483

500

400

300

200

100

1980년대 2010년대2000년대1990년대1970년대

4.8
37.9

447.3

308.5

134.9

100,000

12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국토해양부

R&D
민간수탁

(소액과제

포함)

정부수탁

(해군, 
지자체 등)

기타부처 
R&D

(교과부, 
기상청, 
지경부)

주요사업

(자체사업

포함)

47,823

103,0990

9,187
15,61915,733

재원별 연구개발비 단위 : 백만 원, 건

연대별 연평균 연구논문 발표 실적 단위 : 편/연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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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활동 개관 연구논문 발표실적은 설립 이듬해인 1974년에 국내 

논문 3편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연구소가 KIST로부

터 독립한 1990년에 98편국내 91, 국외7편, 30주년이었

던 2003년에 350편국내 254, 국외 96편을 기록하였고, 40

주년을 앞둔 2012년 말에는 483편국내 247, 국외 236편

으로 큰 폭의 신장세를 보여주었다.

 특히 국내·외 SCI 논문●의 경우 2012년 말 기준

으로 184건국외 181건 포함이 발표되어 2003년의 76건국

외 72건 포함에 비하여 비약적인 증가가 있었다. 뿐만 아

니라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상위 10위 내 저널에 게재

를 목표로 하는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7년

에는 『Science』 및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에 각 1편이 게재되었고,  2009년부터 4년 연속으로 

『Nature』에 매년 1편씩 게재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정부가 요구하는 연구생산성 가치 기준의 

한 축인 특허 출원/등록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

어가고 있다. 특허 출원/등록실적은 2012년에 국내 

출원 227건 및 등록 148건, 국외 출원 32건 및 등록 

15건이었는데, 이는 국내 출원 35건/등록 21건, 국외 

등록 및 출원 0건이었던 10년 전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결과이다. 

기술료 수입의 경우도 10년 전 1억 1,300만 원에 불

과했으나, 2009년부터는 연 20억 수준으로 기술료 수

입이 대폭 증가하여 해양과학기술 분야 및 우리 기관

이 기술이전시장에서 그야말로 블루오션으로 지목받

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49억 6,000만 원의 기술료 

수입액을 달성하여 누적 기술료 수입액 100억 원을 돌

파하였다.

상위 10위 이내 저널 논문 발표 실적

게재일 논문명 학술지명

2007.5.18
Mesoscale  eddies drive incerased siliaca export in the subtropical paci�c ocean

(아열대  태평양 수역에서 규산으로부터 유발되는 중규모 소용돌이)
Science

2007.11.1
A  Cenozoic record of the equatorial Paci�c carbonate compensation depth

(항생제  내성 그람 네거티브 세균에 대한 약의 부재)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2009.9.24
El  Niño in a changing climate

(기후 변화에 따른 엘니뇨 변화)
Nature

2010.9.16
Formate-driven  growth coupled with H2 production

(개미산 이용 성장 및 수소 생산)
Nature

2011.7.1
FrsA functions as a cofactor-independent decarboxylase to control metabolic �ux

(FrsA는 대사 흐름을 조절하는 조효소 비의존적 탈이산화탄소 효소로 작용한다)
Nature Chemical Biology

2012.8.30
A  Cenozoic record of the equatorial Paci�c carbonate compensation depth

(신생대 적도 태평양지역 탄산염 보상심도의 변화 양상)
Nature

2012.12.31
DJ-1  promotes angiogenesis and osteogenesis by activating FGF receptor-1 signaling

(단백질의 혈관 및 뼈 형성 활성 확인 및 분자 기작 규명)
Nature Communications

Nature 홈페이지. 2009년부터 4년 연속 네이처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Science Citation Index (SCI)

미국의 과학정보연구소가 1960년대부터 

사용했으며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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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개관연도별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현황 단위 : 건

구분 특 허
기타(실용신안 / 의장 등) 계

저작권
연도

국내 국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1983 1           1     

1986   1           1   

1987 1           1     

1990 2           2     

1992         1(실)   1   1

1993 3 1         3 1 45

1994 7   4   1(실)   12   65

1995 11       1(의)   12   36

1996 5   1     1(의) 6 1 37

1997 16 8 5 1 6(실) 1(실) 27 10 67

1998 21 13   3 1(의)   22 16 45

1999 12 13   1   7(실:6/의:1) 12 21 45

2000 18 9 1 1 9(실:2/의:5/상/2) 2(실) 28 12 27

2001 24 10 2   1(실) 8(실:1/의:5/상:2) 27 18 37

2002 25 13 4 3 5(실:2/상:3) 1(실) 34 17 40

2003 35 21 0 2 4(실) 4(실) 39 27 78

2004 42 36 2 2 10(실) 12(실11/상1) 54 50 117

2005 68 29 1 1 2(실) 2(실) 71 32 89

2006 83 65 9 0 1(실) 0 93 65 12

2007 87 87 17 1 0 1(실) 104 89 18

2008 97 42 43 1 2(의1/상1) 0 142 43 16

2009 91 34 11 5 3(상) 1(의) 105 40 41

2010 134 49 11 7 5(의1/상5) 3(상) 150 59 36

2011 195 117 18 12 0 0 213 129 25

2012 227 149 32 16 3(상) 5(의1/상4) 262 170 33

계 1,205 697 161 55 55 48 1,421 801 910

기술료 수입현황(2003~2012)

연도 금액(백만 원) 건수

2003 113 13

2004 653 14

2005 160 16

2006 801 16

2007 387 25

2008 681 31

2009 1,903 26

2010 2,057 16

2011 4,962 32

2012 1,988 19

계 13,705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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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적재산권 등록 추이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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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활동 개관 

1973년 설립 이후부터 1980년까지는 설립 초기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보다는 수탁연구사업이 74.3%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

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공통적

인 현상이었다. 이 기간의 연구사업은 정부의 산업기

반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된 항만 개발과 임해발전시

설 건설과 관련한 사업이 주류를 이루어 대부분의 사

업이 연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 사업내용은 해양

환경 보전보다는 우리나라 주변 해양에 대한 기초자

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해양환경과 관련된 자료 

수집 차원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위탁처는 순수 민간기업보다는 한국전력

(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통신(주)과 같은 정부투

자기관이었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임해 발전소 설치

를 위한 주변 해양특성 조사와 해저 통신케이블 설치

를 위한 최적지 선정 등이었다. 이후에도 임해지역 

발전소 건설사업이 계속됨에 따라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특성 조사는 민간수탁 부분의 가장 큰 사업분야

가 되었으며 해저케이블 설치를 위한 최적지 선정은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대체에너지 개

발사업의 일환으로 조력발전 부존자원조사와 파력발

전 기초조사가 시행되었으나 국제 유가변동과 밀접

히 연관된 정부의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에 따라 부침

을 거듭하다가 해양수산부 출범 후에야 본격적인 연

구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토

대로 2003년부터 파일럿플랜트Pilot Plant● 구축을 위

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한편, 1976년에 해군본부

의 위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특성 조사 

연구는 1977년부터는 국방과학연구원으로 이관되어 

계속되다가 1990년부터는 다시 해군본부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최장기 사업으로서 해군의 

군사력 증강에 과학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과기부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과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획기적으로 증대된 기간이

다. 또한 1985년부터는 1996년 PBS제도 시행 전까지 

선임급 이상 연구원에게 일정액을 지급한 기본연구

사업 제도는 연구원들의 아이디어를 국가연구개발사

업으로 이끄는 역할과 연구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하

였다. 이 기간 중의 과제별 평균 연구비는 5,600만 원

으로 1970년대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우리나

라 연안의 해양개발뿐 아니라 연구대상을 남극, 태평

양 심해저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

1982년부터 시작된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자체연

구사업으로 수행하던 한국해역 종합 해양환경도 작

성연구가 개편되어 포함되었고 심해저 광물자원 개

발 방안연구도 수행되었다. 한국해역 종합 해양환경

도 작성연구는 이후 계속되어 1987년에 황해 남부 해

역에 대한 환경도를 발간하였고, 1993년도에는 남

해 해양환경도를 발간하였다. 이후 1996년에 대한해

협과 동해 남부를 포함하는 환경도를 발간하여 우리

나라 주변 해역의 계절별 해수특성, 화학적 특성, 생

물학적 특성, 지질·지구물리학적 특성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은 

1983년에 기획사업을 수행하고 1984년에 사업을 착

수하였으나 유엔해양법 협약이 지연됨에 따라 본격

적인 연구 수행이 유보되었다가 1988년 재기획을 수

행한 후 1990년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하

게 되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어류양식을 포

함한 생물자원 개발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1990년

대 초반 기술이전사업과 목장화 사업의 기초를 마련

되었으며 1987년 남극 과학기지 주변 환경조사를 통

해 198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하고 본격적인 

남극 연구활동을 착수하였다.

1990년대 전반기는 남극연구, 태평양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 종합 해양관측망 구축연구를 중심으로 한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연안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

보상 조사와 축적된 어류양식기술을 바탕으로 온배

1.1 KIST 부설 연구소 시대1973~1989

1998년까지 발간된 한국해역종합해양환경도

●	파일럿 플랜트

새로운 공법이나 신제품을 도입함에 

있어, 본격적인 설비(커머셜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건설되는 

소규모 시험적인 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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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개관수 양식기술 등 기술이전사업이 추진된 시기이다. 또

한 1991년과 1992년 각각 이어도호와 온누리호가 취

항하였고 IBRD 등의 재원을 통해 첨단 연구장비가 확

충됨에 따라 연구영역을 연안에서 ‘멀고 깊은’ 바다

로 확장한 시기였다. 이 시기의 과제별 평균 연구비는 

6,500만 원이었다.

1990년부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국책연구로 태평

양 심해저 광물자원 연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1992년부터는 당시 동력자원부에서도 동 사업에 참

여하여 과기부는 탐사와 채광장비 개발 등에 필요한 

기술을 담당하고 동력자원부는 실해역 탐사를 담당

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런 역할분담체제는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이후인 

2000년까지 계속되다가 2001년부터는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되었다. 1990년에 착수한 종합 해양관측망구

축사업은 1992년까지 1단계사업을 수행하여 관측망 

구축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확보하였고 이후 추가적

인 연구수행을 통하여 이어도에 관측탑을 설치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 1994년에는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황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기획을 

수행하고 이듬해부터는 국책연구사업으로 황해 종합

조사연구를 착수하여 한·중해양과학협력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같은 해 밀집된 연안양식어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하여 그간 확보한 증·양식 기술과 해양과학 지식

을 연계하여 해양목장화 기반연구를 착수하였다. 

1990년대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이 크게 높아진 시기로 1992년부터 10년간 범부처 사

업으로 추진된 G7 기술개발사업에도 해양환경 보전

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환경부가 주관부

처로 해양환경관리와 오염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이 

착수되었다. 또한, 연안개발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여 과학적 해결을 위한 피해보상 조사

가 특히 많이 수행된 시기였다.

1996년 해양부 출범에 따라 당시 산자부에서 이

관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등의 과제가 해양부

로 일원화되어 점차 첨단 해양과학기술 개발사업, 해

양환경 보전사업, 첨단항만기술 등으로 발전하였다. 

해양부의 사업은 해양자원 개발, 환경친화적 항만 건

설기술 개발, 지속가능한 연안이용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방안 연구가 중심이 되었으나 이들 응용 및 개발

연구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약

하였다. 따라서, 해양과학기술 축적을 위한 기초연

1.2 한국해양연구소 시대1990~2000

실시간 해양 관측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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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활동 개관 구는 기본연구사업과 과기부의 국가지정연구실NRL: 

National Research Laboratory●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

었다. 해양부의 출범은 연구사업비 증대와 사업의 다

각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출범 직후 부처별 역할 분

담 과정에서 과기부의 사업이 한동안 축소되기도 하

였다. 한편, 1999년 한국기계연구원 산하에 있던 선

박공학연구소가 이관되어 해양장비 개발, 해양환경 

보전,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서 실용화를 

위한 기술이 확보됨으로서 본원에서 수행하는 과학

적인 연구수행과 연계하는 명실상부한 해양과학기

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성과의 시너지효과의 도모가 

기대된다. 

국종성·예상욱 박사의 논문이 게재된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Nature 461(7263) 2009. 

●	국가지정연구실

National Research Laboratory (NRL)

핵심 기반기술 분야의 우수 연구실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1999년 

140개 연구실이 지정된 이후 모두 

565개 연구실에 5천여 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1.3 한국해양연구원KORDI 시대2000~2012

특히 1994년부터 수행하여 온 ‘이어도 종합해양과학

기지’가 2003년 준공되어 해양국가로서 주요해역에 

과학기지를 구축함으로 해양영토 확보 측면의 성과

는 물론 해양과학 조사자료의 보급·확산 면에서 큰 

역할이 기대된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약 120억 원을 들여 독자

적으로 개발한 무인 심해잠수정인 해미래는 지질·

생태계 연구과 함께 심해 광물자원 탐사와 극지 연구 

등이 가능한 다목적 잠수정으로 해저 6,000m까지 잠

수할 수 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네 번째로 6,000m

급 심해 잠수정 보유국이 되었으며, 해미래를 활용하

여 동해 심해저 자원 탐사 및 해저환경 탐사기술 고

도화로 해양영토의 실질적 확보·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남서태평양지역 통가 배타적경제수

역EEZ에 약 2만㎢의 해양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의 독점 

개발을 위한 탐사권을 확보하였다. 통가 EEZ에는 약 

900만톤 이상의 해저광맥이 형성되어있는 것으로 파

악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연구활동을 통해 부가

적으로 지구판구조 운동 규명, 해양신물질 개발, 해양

환경 변화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였다. 통가지역 해

저열수광상 탐사권 확보는 자원에 대한 어떠한 권리

도 주장할 수 없는 해양과학조사 차원에서 벗어나 자

원개발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탐사면허’를 취득했

다는 점, 캐나다와 탐사권 확보경쟁에서 이겼다는 점,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위한 선두국으로

서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

는다.   

2009년 국종성, 예상욱 박사 연구팀은 기존 엘니

뇨와 다른 형태의 엘니뇨가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유

가 지구 온난화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Nature 논

문에 게재하였다. 본 연구팀은 기후 변동에 관한 정

부간 패널IPCC 4차 보고서에 활용된 전 지구 기후시

스템 모델을 분석하였는데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증

가하는 지구 온난화 시나리오 실험과 현재 기후 모의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전형적인 형태보다는 다른 형

태의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

을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향후 지구온난화가 전 지

구, 특히 중위도 지역 기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2009년 5월에는 국토부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던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의 결실인 우리나라 최초

의 조류발전소 ‘진도 울돌목 조류발전소’가 준공되었

다. 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1992. 6 등에 따른 온실가

스 감축의무에 적극 대응하고, 무한한 친환경 해양에

너지 개발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상용 조류발전소로서 9만㎾의 설비

용량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양에너지 선진 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에는 강성균 박사 연구팀의 해양생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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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개관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수중 1,650m 태평양 심해열수

구의 고온섭씨 70~90도에서 서식하는 고세균이 수소

를 생산하는 대사작용을 규명하고 네이처에 게재하

고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로 선정이 되었다. 이는 9년

여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서 우리 나라의 해양과학

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게 되었다. 또한 종

합연구선인 온누리호를 이용하여 남태평양 파푸아

뉴기니 해역 심해 열수구 탐사를 통해 NA1을 채집하

고, 국토해양부 해양·극한생물분자유전체연구단에 

의해 배양 및 유전체 분석이 이루어지는 등 원천생물

자원 확보에서부터 핵심연구 결과까지 모두 국내 자

체기술에 의한 것이어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2010년 6월에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GOCI를 발

사하였다. 이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2500㎞×2500㎞ 

영역의 해양환경을 관측하는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 해색탑재체이다. GOCI는 500m×500m의 공간 

해상도를 가지고 정지궤도 상에서 7.7년간 한반도 

주변 해양환경을 매일 8회씩 관측하고 있다. GOCI

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이는 극궤도 해양관측위성에 비해 해

양환경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2011년에는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의 배타적경제

수역EEZ안에 3000㎢, 규모의 해저광산 탐사권을 확

보하였다. 이는 통가 EEZ 이후 두 번째 독점 탐사권

을 따낸 것이다. 피지 EEZ에는 대규모 해저열수광상

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중요 금속이 포함

되어 있어 향후 20년간 30만톤을 개발하면 연간 약 3

억 2,500만 달러의 수입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1999년 정부 출

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

정되었고 이에 따른 연구회체제가 출범하였다. 또한 

199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가 본격

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예산 신청에 대한 사전 조정도 

시작되어 단위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기본

연구사업을 대형화·전문화하였다. 기본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지원을 위한 미래 첨단분

야로 그간 우리 연구원의 연구경험과 수행 중인 연구

사업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한편 1999년에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한국해양과

학기술원으로 소속 변경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대

덕분원는 조선·해양산업분야 핵심기술의 선도적 연

구, 선박 및 해양자원 개발 장비의 핵심 요소기술 확

보와 고성능화를 위한 기술개발, 해양방위, 해상교통 

및 안전운항, 해양오염 방제 등을 위한 공공 복지기

술 개발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면서 독자적으로 발

전해 왔다.

태동 및 기반조성기라 할 수 있는 1970년대에는 주

로 연구요원, 연구시설 및 장비 확보 등 연구기반 조성

에 힘썼으며,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여 기본 조선기술 

및 설계기술의 자립화, 선진기술의 도입과 소화 보급, 

기자재의 국산화, 해사정책 방향, 그리고 고급 기술인

력의 개발 등 필수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 시

기는 산업계 기술지원 사업에 총력을 경주하였다.

기반조성기의 연구사업은 정부 및 산업계의 수탁

연구사업과 출연연구사업으로 1976년에 1억 2,700만 

원, 77년에 2억 7,400만 원의 규모이며, 국내 조선소, 

해운업계, 정부 산하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기본설계

사업, 설계도면 검토사업, 조선소 생산성 향상을 위

한 조선소 기술지원 사업, 조선기자재 국산화와 신뢰

성·경제성 향상을 위한 선용품 개발 지원사업, 시험

평가사업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주로 수행하였다. 또

한 1978년에 대덕연구단지 입주를 계기로 선형시험

수조와 공동시험수조 등의 대형시설을 확보하면서 

관련 기술 분야의 요소기술 확보를 목표로 기술 인

력의 집약화, 경험의 축적, 신용 획득 등에 역점을 두

었고, 1980년에는 3억 5,600만 원 규모의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다.

성장기인 1980년대에는 조선기술 우위 확보와 인

력 절감 및 선박 건조 공기 단축에 의한 생산성 향상

을 목적으로 저항추진, 추진기, 선체 운동 조종, 선박

구조, 최적 선박 설계, 용접기술, 선박 건조기술, 해

사경제 등 각 분야에 충실한 연구활동을 전개하여 
통가탐사권 획득 지역

호주 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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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활동 개관 우리나라 조선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1982년부터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시작과 함께 중

장기 과제도 도출되어 장기 대형화됨에 따라 소형어

선 근대화, 44,000톤 Bulk Carrier 선형 개발, Energy 

Saving 중속선형 개발, 천해용 잠수정 개발 등의 과

제를 수행하였다. 또한 1987년부터 공업 기반기술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기술의 복합화 추세에 부응

하여 선박 해양기술, 성능시험 및 평가기술, 신가공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계의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

였으며, 1988년부터는 국책연구사업으로 선박설계 

생산 자동화 기술개발을 산학연 공동연구로 수행하

였다. 이에 따라 연구사업비도 1981년 6억 5,600만 

원에서 1983년에는 2,097백만 원, 1985년 2,6억 원, 

1988년 43억 500만 원 규모로 증가하면서 전반적으

로 연구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발전기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에는 조선산업 

기술의 선박 건조량 1위의 기치 아래 선박설계 생산

설비의 자동화와 기술의 복합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

하여 요소기술의 확대 심화를 위한 첨단 요소기술사

업으로 선박해양기술, 성능시험 및 평가기술, 신가공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계의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

였다. 특히 1994년도에 수립한 선박해양기술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국가와 조선해양분야 산업계의 기

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해양안전 및 해양보전기술, 

해양자원 개발 및 이용기술, 해양방위기술, 해양산업

기술 등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사업비도 1992년 54억 1,800만 원, 1995년 

101억 7,300만 원, 1997년도 110억 2,300만 원 규모

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업계에 기술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1992년부터 1998년)로서 40여건의 기

술이전으로 20여억 원의 기술수입액을 달성하였다. 

1990년대 후반은 재도약기로 1999년 한국해양연

구소로 이관되면서 해양과학과 해양공학의 접목으

로 보다 미래지향적인 핵심 요소기술 확보와 시스템 

기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해양에서 안전하고 효율

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해양안전기술, 국민에게 

꿈을 주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해양개발기술,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해양

환경보전기술, 영해의 자력방위와 국가의 안전을 보

장할 수 있는 해양방위기술 등 공공복지기술과, 국가 

해양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고부가가치의 해양정

보통신기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선박, 해양구조물 및 장비 등 미래지향적인 해

양산업기술 등을 지속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주력

하고 있다. 연구사업비도 1999년 118억 5,500만 원, 

2000년 156억 800만 원, 2002년 246억 5,100만 원 규

모로 급상승하고 있으며, 기술이전4년간 또한 60여과

제 11억 5,000만 원의 기술료 수입이 있었다. 

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2012~

해상풍력-파력 복합발전시스템 조감도

2001년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해

양특성 조사연구와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양자원 개

발, 해양환경 보전과 지구환경 연구, 남극환경과 자

원조사 등 해양과 남극에 관련된 광범위한 연구사업

을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남극 세종기지의 운영, 해

양전문인력 양성과 훈련, 관련 학계·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과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해양과

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9년 대덕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설치, 2004년 부설 극지연구소를 인천 송도에 설치, 

2008년 경북 울진에 동해연구소이 설치되었다. 선박

해양플랜트연구소가 조선공학과 해양장비를, 동해연

구소는 동해와 독도를 연구하는 등 각 분원은 인접한 

바다의 특성에 맞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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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

차세대 무인잠수정 운용 개념도

2012년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을 근거로 기

관명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최근 

대형 연구선과 해외 연구소를 확보하며 세계 수준의 

해양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 전

체의 주요 연구 분야로는 환경보전, 미래자원, 지구

환경, 해양공간이 있다. 주요 연구 분야 중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인공 갯벌과 대체습지를 조성하는 등 우

리나라 연안환경을 보존·복원·관리하는 데 앞장

서고 있으며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이를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오염물질의 연안환경에 대한 영

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래자원 분야

에서는 연구원 내에 해양바이오연구센터를 운영하

며 해양생물체에서 신물질과 유전자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남태평양에 남한 면적의 

75%에 해당하는 해저광구를 확보해 망간이나 니켈 

등 금속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했다. 또한 심층수와 담수화 활용 기술을 개

발해 물 부족 현상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했고 조력·

파력·풍력·해상 복합발전도 연구하고 있다. 

지구환경 분야에서는 한반도 주변과 남·북극, 

대양을 대상으로 지구 전체의 해양기후와 환경변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이어도 종합 해

양과학기지를 설치해 서해 남부 해역의 기상과 해양

을 관측하고 있다. 해양공간 분야에서는 심해 6000m 

깊이를 탐사할 수 있는 무인잠수정과 물 위를 나는 

배인 ‘위그선’을 개발하였다.

20인승 위그선 해나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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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 보전연구

2.1.1. 해양환경·보전연구 
Marine Environments & Conservation Research

해양환경ㆍ보전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과 주변 해역

의 해양물리ㆍ화학ㆍ지질학적 환경 특성등을 규명하

는 해양기초과학 연구와 해상 오염 사고에 따른 소

프트웨어 기반의 방제 관련 연구로 구성된다. 해양

환경ㆍ보전 연구 분야는 관측망 구성을 통한 환경 요

소 계류 관측,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환경 특성 변

화의 감시, 수치 모델을 이용한 수리 환경과  퇴적-수

질 환경 변화 예측, 특정 해역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환경 보전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관

할 해역의 관리 방안 등 향후 더욱 효율적인 해양영

토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과 오염 방제 시스템 구축 

및 환경 복원 기술 개발을 학제적 협력을 통해 추진

할 계획이다.

2.1.1.1 KIST 부설 연구소 시대1973∼1990

•  화학/특정 해역 분야

197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

소 설립 후, <1973~1974년 동계 진해만 일대에서의 

해양학적인 특성 조사 연구이종화>는 해양화학분야 연

구의 시작이었다. 조사 목적은 마산만과 행암만에서 

웅동 해역에 이르는 진해만의 해수 성분을 분석하여 

오염 여부를 판정하고, 오염 물질이 해양 퇴적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후 육상과 해

양의 전이 지역으로 가치가 높은 하구에 대한 연구의 

하나로 <낙동강 하구의 수질 현황 조사이광우>를 수행

하여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의 수질 현황을 파악

하고, 연안으로 유입되는 오염 부하량을 산출하는 성

과를 거두었다.

해양화학연구실은 1980년부터 정부간해양학

위원회IOC 주관의 ‘국제상호검정 워크숍International 

Intercalibration Workshop’에 참가하여 중금속 분석 능력

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각종 오염 물질의 

측정 기술 표준화와 상호 검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였

다. 1980년부터는<적조 및 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개

발을 위한 연구이광우>를 3년간 수행하면서 진해만의 

화학적 특성 조사와 적조의 발생 요인을 연구함으로

써 오염이 심한 마산만과 진해만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983년부터 시작된 <한국 해역 종합 해양환

경도 / 자원도 작성 연구곽희상>는 황해, 남해, 남동해, 

동해에서 4단계에 걸쳐 1997년까지 수행되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연안에 머물러 왔던 국내의 해양학 연

구를 연근해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얻게 된 수질과 여러 분야의 조사 결과를 도면화하여 

『종합 아틀라스Atlas』라는 컬러 책자를 발간하였다.

•  지질 분야

1970년대 연구소 초기에는 해양 지질 분야 연구진이 

해양과학실과 해양공학실에 분산되어 있었다. 따라

서 이들은 다른 분야 연구진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와 

조력 발전소 그리고 국방 관련 기초 해양 지질 조사

를 수행하였다. 이후 1978년 4월 1일 한국과학기술연

구소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의 재발족과 함께 해양

지질연구실이 개설되면서 해양 지질 분야에 대한 연

구와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해양

지질연구실이 단독으로 진행한 <한ㆍ일 해저 통신망 

건설을 위한 해양조사한상준>, <주요 항만 해저 음향 

특성 조사한상준>, <원자력 건설 지점 주변 해상조사한

상준>, <가로림만 조력 발전 지점 조사한상준> 등 해양 

지질 분야의 연구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자금으

로 기본적인 지구물리 탐사 장비와 해저 퇴적물 채취

기, 기초 분석 기기 등을 갖추게 되어 연구 사업을 체

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2.1 본원
     Headquarters

진해만 일대 해양학적 특성조사 연구보고서,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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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증가하여 연구 내용뿐만 아니라 연구 지역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한국해역 종합 해양환경도 

작성 연구한상준> 사업과<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연구

한상준> 사업이 진행되어 그 동안 근해와 천해를 중심

으로 이루어지던 조사 영역을 한국 대륙붕과 태평양 

공해상으로까지 넓히게 되었다. 이 외에 해저 광통신

망 건설을 위한 일련의 해양조사 사업을 수행하여 용

역 사업 능력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1986년 4월에 연구소가 현재의 안산으로 이

전한 후 실내 실험실과 연구실이 확장되어 각종 연

구 사업 증가와 함께 연구 인력이 대폭 보강되었다. 

이 시기에는 20여 개의 연구 사업을 수행했으며, 특

히 국방 관련 연구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연안 해역

에 대한 지구물리와 퇴적물 특성을 전문적으로 조사

할 수 있었다. 아울러 미국 조지아대학교의 하워드J. 

Howard 교수와 함께 인천 조간대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조간대 홀로세층에 대한 체계적

인 연구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6m 길이의 알루미

늄 관을 이용한 진동시추코아Vibracore 기법이 확립되

었다. 이러한 연구에 이어 <한국 서ㆍ남해안 조간대

의 종합 조사 연구한상준> 사업을 해양지질연구실 단

독으로 3년간 수행하여 서해안 대조차 조간대의 지

질학적 특성은 물론 생물학적, 화학적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생산하였다. 지구물리 분야에서는 <한반

도 주변 해역 해저 퇴적물의 음향학적 특성 연구석봉

출>를 통해 조사선 항로 조정 시스템과 해저면 상태 

분류 기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다.

•  물리 분야 

해양물리 분야의 업무는 1973년 한국과학기술연구

소KIST 부설 해양연구소 설립 초기 단일 연구실이었

던 해양과학실에서 해양물리 분야를 취급하면서 시

작되었다. 이후 1978년에 해양물리연구실이 정식으

로 개설되어 1990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연

구소가 독립할 때까지 약 13년간 존속하였다. 해양

물리 조사가 실시된 첫 번째 과제는 1974년에 진해화

학주식회사가 의뢰한 <1974~75년도의 진해만의 해

양학적 연구이종화>이다. 이 연구에서는 마산만, 행암

만 그리고 웅동만에서 수온과 염분, 해수유동 상황

을 파악하기 위해 정점 조류 관측과 표류판 추적 그

리고 표류병 투하를 하였다. 이는 연안역에서 해양

환경 조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데 그 의미를 부

여할 수 있다. 같은 해에는 과학기술처 출연과제인  

<조력 발전 기초 조사 연구이병돈>의 물리 분야 연구

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해양물리연구실이 수행한 

첫 번째 정부 출연 연구였다. 1975년에는 한ㆍ불 해양

과학 협력의 일환으로 프랑스 CNEXO현 IFREMER 소

속 우다르Houdart 박사가 기술자문관으로 연구소에 

파견되었는데, 그는 우리 연구소 업무를 자문한 첫 

번째 전문가였다. 또 이 해에는 한국전력에서 의뢰

한 <월성 원자력 발전소 3호기 건설 지점 연안 해역

의 해양조사이종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조사에서

는 해ㆍ조류 연속 관측을 위해 처음으로 조석계와 유

속계를 U-형으로 수일 동안 해수 중에 설치하였는데 

이것을 계기로 고전적인 관측 방법에서 현대적인 기

법으로 전환되었다. 이 사업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실시한 첫 번째 해양조사 사업으로 이후 고리, 

영광, 울진 등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점 주변 해양 

조사로 이어졌다. 1976년에는 해군 본부의 요청으로 

해군 작전에 필요한 기초 해양 자료 수집을 위해 <N 

Project에 관한 연구이병돈>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이후 대형 수탁 연구 사업의 하나인 <해양특성조사>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1981년 연구소가 서초동 태화빌딩으로 이전한 

후 해양물리 분야는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

장을 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프랑스로 유학을 갔

던 훈련생들이 고급 인력으로 변신하여 돌아왔고, 국

제부흥개발은행IBRD 차관으로 정밀 해수 특성 관측 

기기인 CTD●와 유속계 계류용 부이 및 음향 이탈기

Acoustic Release 시스템 등 관측 장비가 확보됨으로써 

현대화된 조사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1982년에는 과

학기술처의 특정 연구 과제로 <한국 해역 종합 해양

환경도 작성 연구허형택>를 시작하여 연구·조사가 

가장 뒤떨어진 황해에서부터 관측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연구소의 기초 해양 분야 모두가 참여하는 종

합 해양관측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중앙바이브라코아를 이용한 조간대의 주상퇴적물 조사, 2003

초창기 난센 채수기 운용 모습. 
목선과 목재로 조립해 만든 대빗(davit)을 썼다,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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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대가 수신하고 있던 미국해양대기청NOAA의 위

성 적외선 영상을 해황연구에 활용하기 시작하여 국

내에서 처음으로 위성해양학을 도입하는 발판을 마

련하였다. 이후, 1986년까지 5년 동안은 황해 중남

부에서 관측이 실시되었으며, 1987년부터 1990년까

지 4년 동안에는 남해에서 계절별 관측이 이루어졌

다. 이러한 관측과 기타 기존 자료의 평균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각 황해1987와 남해1991의 종

합 해양환경도를 발간하였다. 1985년부터 1987년까

지는 과학기술처의 특정 연구 과제로 <어ㆍ해황 예보 

기술 개발이흥재> 사업을 국립수산진흥원과 공동으

로 수행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NOAA 

미국 해양대기청 적외선 영상으로부터 해표면 수온

을 계산하는 프로그램과 인공위성 영상 자료의 기하

학적인 보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심층 해류 계류 

기법을 적용하여 국내 처음으로 동해의 수심 850m

에서 4개월간 심층류를 관측하였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 3년 동안은 <한국 해협에서의 해류 구조 

연구변상경>를 일본 규슈대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하였

다. 규슈대학교 소유의 ADCP▲를 이용하여 대한 해

협을 가로지르는 유속의 단면 관측을 처음으로 실

시하였으며, 이것은 초음파 도플러 방식의 유속계인 

ADCP를 국내 최초로 해양에 본격 도입하여 사용한 

연구 사업이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과학기술

처 특정 연구 과제로 수행한 <연근해역 해황 모니터

링 시스템 연구석문식>에서는 실시간 자료 송수신이 

가능한 무인 소형 해양관측 부이를 제작하여 묵호항 

외해에서 3개월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는 실

시간 해황 모니터링 분야의 시발점이 되었다.

2.1.1.2 한국해양연구소 시대1990∼2000

•  화학/특정해역 분야

해양화학연구실은 1990년 연구소가 한국과학기술연

구원 부설연구소에서 한국해양연구소로 독립하면서 

해양물리·화학연구부로 개편되었고, 1992년에는 해

양화학연구부로 분리되었다. 연구 인력 충원과 함께 

연구 분야도 해양화학, 해양생지화학, 해양천연물화

학으로 다변화되었다. 이 시기는 해양화학 연구의 폭

이 크게 넓어지고, 연구 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

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 해양화학 분야의 큰 성과 중 하나는 황해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양특성조사, 1981CTD를 이용한 조사, 1980

●	CTD

Conductivity(전도도), Temperature(온도), 

Depth(수심)의 약자로 해양환경 및 

생태계 이해를 목적으로 해수의 수심별 

온도와 전기전도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이다.

▲	ADCP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초음파 해류계로 해수의 음향과 음속을 

각 층별로 연속관측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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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와 동중국해, 남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1992년부터 시작된 G7 환경

공학 기술 개발 사업의 중과제인 <황해의 해양오염 조

사 및 대책 연구양동범>는 반 폐쇄성 해역인 황해의 오

염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합리적인 환경 보전 대책을 

수립하여 황해 연안국의 공업화에 따른 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업에서는 황해로 유

입되는 오염 부하량과 환경 용량을 산정하였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화학 물질 수지 및 순환 연구

김석현>는 황해 입구를 통과하는 물질의 교환량 추정, 

엽록소 전선의 형성 과정과 일차 생산력의 계절성 파

악, 대륙-해양, 해저-해수 간 영양 염류 플럭스 추정, 

황해의 해양환경 변화 등에 초점을 두었다. 이 사업은 

국제 해양 물질 플럭스 연구JGOFS●의 한국 프로그램

으로서 황해 입구를 통과하는 생물 기원 원소들의 순

환, 육지와 해양 간 순환을 추정하고, 퇴적물을 이용

하여 생지화학적 과정을 연관시켜 여러 물질들의 순

환 과정을 연구하였다.

동해에 대한 연구로는 <한국 대수심 해역의 지구

적 해저 환경 연구홍기훈>가 있다. 해양화학연구실은 

이 사업의 한 분야에 참여하여 동위 원소와 생물ㆍ기후 

관련 원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동해의 해저 퇴적

물에 보존된 과거 기후 변화를 추정하여 미래의 기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씨프린스호, 유일호 등 일련의 기름 유출 사고는 

기름 오염 방제 관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

기가 되었다. 1980년대에 수행한 해양 유출유 처리 기

술 연구, 유류와 유처리제의 독성 연구, 해상 유출 사

고 방제 시스템 개발연구 등을 기반으로 G7 환경공학 

기술 개발 사업인 <해상 유출 사고 긴급 방제 지원 시

스템 개발연구이수형>를 시작하였으며, 이는 <해상 유

출 사고 방제 지원 시스템 활용 기술이수형>연구로 이

어졌다. 이 사업을 통해 전국 주요 해안에 대하여 사

고 초기 현장의 방제 책임자가 신속하게 방제에 필요

한 과학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기동성 있는 방제 작업

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연안 개발에 따른 해양오염의 심화는 연안 오염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

화학연구실은 연안 오염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여 유

기 염소계 농약, PCBs 등 유기 염소계 화학 물질과 다

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유기 주석 화합물인 TBT, 

다이옥신, 퓨란 등 지속성 유기 오염 물질POPs의 미량 

분석 기술을 확보하였다. 또 이를 기반으로 <유류와 

유독 물질 오염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이수형>를 수행하여 오염의 영향을 규명하였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시화호의 수질 오염 문제는 

연안 간척 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목되

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시화호 변에 위치한 

해양연구소는 <시화호의 환경 변화 조사 및 보전 대

책 수립에 관한 연구김은수>를 시작하였다. 그러는 사

이 시화호의 수질이 극도로 악화되어 갑문을 개방한 

1997년에는 해양 방류가 외해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

하였다.

1993년 3월 러시아 연방 영토 부근 해역 핵폐기물 

투기에 관한 보고서에서 과거 30여 년간 러시아가 동

해와 오호츠크, 캄차카 해역에 중ㆍ고준위 방사성 폐

기물을 버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1993년 10월

에는 그린피스가 러시아 해군의 방사성 폐기물 투기 

현장을 고발하였다. 이후 한국, 러시아, 일본 3국은 공

동으로 <동해 핵폐기물 조사홍기훈> 사업을 수행하고 

1994년 3월과 1995년 8월 투기 해역을 조사했다. 국

제원자력기구IAEA가 주도하는 국제 협력 과제인 해양 

오염 물질과 퇴적물 이동 연구의 한국 프로그램으로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한 퇴적물과 오염 물질 순

환역학 연구홍기훈> 사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 1995

유일호 기름 유출로 오염된 갈매기

동해 핵폐기물 조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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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 보전연구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축적된 기술은 <해양환경 방사

능 감시 기술 연구정창수>로 이어졌다. 이 연구는 인공 

방사성 핵종을 추적자tracer로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

변의 해양환경 방사능 기원과 거동을 규명하는 데 기

여하였다.

해양생지화학연구실은 해양 투기 연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폐기물 배출 해역의 

수저질 환경 조사홍기훈>를 통하여 서울대학교와 공동

으로 황해에 투기되는 해양 폐기물의 영향 평가 사업

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G7 환경공학 기술 개발 사업

으로 <해양 투기장 해역의 환경 모니터링 기술 연구김

석현>를 수행하였다. 

한편 해양화학연구실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사업의 일환으로 <대외 원전 1,2호기 해양조사 용역

이수형> 사업을 수행하였다. 북한 신포에 한국 표준형 

경수로 2기를 공급하기 위한 건설 사업이 해양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였다. 이 조사에는 

해양 수질을 비롯하여 한국해양연구소의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북한 해역에서 처음 이루

어진 해양환경 조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하

지만 발전소 건설은 관계국 간 정치적 역학 관계로 인

해 아쉽게 중단되고 말았다.

해양천연물화학연구실은 1989년에 개설되었다. 

그러나 1992년이 되어서야 인력이 확충되고 장비가 

도입되는 등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

다. 해양천연물화학연구실은 해양생물이 생산하거

나 보유하고 있는 유기 신물질과 유용 물질을 분리

하여 구조를 결정하고 생리 활성도를 측정하여 산업

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 근

해 저서 군체 생물로부터 신물질 추출 연구신종헌>에

서는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해면과 산호에서 20

여 종의 천연물을 분리하여 구조를 결정하고, 생리 활

성도를 측정하여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10년간의 장기 연구 과제로 시작된 <해양생물로부터 

신물질 추출 및 유용 물질 개발 연구신종헌>에서는 남

해안의 거문도, 거제도, 서귀포 연안과 열대 지역, 남

극 세종기지 주변 등에서 채집된 90여 종의 해양생물

로부터 90여 종의 생리활성 신물질을 추출하고, 효소 

11종을 분리하여 생화학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해

양 천연물로부터 효소 저해제 탐색> 연구에서는 암의 

발현에 관여하는 주요 효소인 FPT 저해 물질farnesyl 

-protein transferase inhibitors, 파르네실 단백질 전이효소 저

해물질과 고지혈증의 원인 물질인 CETP▲ 저해 물질

cholesterylester transfer protein inhibitors, 콜레스테릴 에스테

르 전이 단백질 저해물질을 발견하였다. <해양 미생물을 

이용한 생리 활성 선도 물질 탐색 기술 개발신종헌> 사

업에서는 해양 방선균으로부터 항바이러스 및 항암 

물질을 분리 정제하여 구조를 결정하였다.

•  지질 분야

한국해양연구소가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1990년은 해

양지질연구가 크게 확대된 해이다. 기존의 연구 사업 

외에도 많은 연구와 용역 사업을 새로이 수행하였다. 

지구물리 분야에서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연구한

상준> 사업의 2단계 사업을 시작하였고 소련의 해양지

질지구물리연구소IMGG와 동해 지각에 대한 국제 공

동 연구를 국내 최초로 시작하였다. 1992년 온누리호

와 이어도호가 취항한 후에는 해양 지질 조사가 본격

적으로 시작되어 태평양 망간단괴 자원 탐사를 비롯

한 여러 국제 용역과 협력 사업을 수행하였다. 1994년

은 <한국 대수심 해역의 지구적 해저 환경 연구한상준>  

사업을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동해 연구를 시작한 해

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에는 오염과 환경, 

퇴적물 이동 등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기 시작하

여 이와 관련한 연구 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하였다. 특

히 신규로 개발한 <황해 퇴적물 이동 연구이희일> 사업

북한 원전 건설 후보지 전경, 1998 포자 사슬을 형성하는 해양방선균

●	전 지구 해양 플럭스 연구 

Joint Global Ocean Flux Study (JGOFS)

전 지구의 해양 물질 순환을 연구하기 

위한 국제프로그램이다.

▲	CETP

CETP가 LDL의 콜레스테롤에스테르 

양을 늘려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CETP 저해제가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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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은 2013년 <한국관할해역 지질구조 및 해양지질조사

정갑식> 사업에 통과되어 지금도 추진 중에 있다. 

•  물리 분야

1980년대까지는 연구 대상 해역이 주로 한반도 연근 

해역이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연구 영역이 

북서태평양으로 확대되었다. 세계해양대순환실험

WOCE 등 국제 공동 해양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였

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국제 공동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비가 대폭 증액되어 대규모의 

해양조사와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한

편, 1980년대 말 정부의 특별 외화 자금 지원과 1990

년대 중반 IBRD 차관 자금 그리고 자체 연구비에 의

해 예인용 및 계류용 ADCP, 음향 이탈기, 해양관

측 부이 등 고가의 관측 장비가 확보되었다. 더불어 

1992년 초에 건조된 두 척의 연구선인 온누리와 이어

도에 CTD, ADCP 및 XBTexpendable bathythermograph 

등 해양물리 관측 장비가 장착되어 더욱 향상된 정밀 

관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에는 과학기술처의 특정 연구 과제로 <쿠

로시오 해역에서의 해황 변동 연구1990~1992, 이흥재>

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동중국해의 대마난류 생

성 해역에서 해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연

구 영역을 우리나라 주변 연근해역에서 동중국해로 

확대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또 이 연구를 통해 해양

연구소는 세계 해양 대순환 실험WOCE의 한국 측 표

층 해류 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

후, 1993년 과학기술처의 특정 연구 과제로 <동중국

해의 이용과 개발을 위한 동중국해의 해황과 대마난

류수의 기원에 관한 연구이흥재>를 해양물리, 해양화

학, 해양생물 분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1994~1996

년에는 <쿠로시오 해역과 동중국해의 해양 순환 연

구이흥재>를 제주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연구팀과 함

께 학연 공동 과제로 수행하였고, 세계 해양 대순환 

실험WOCE과 전 지구 해양 플럭스 연구JGOFS의 한국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다. 이 사업들의 성과는 처음

으로 동중국해를 대상으로 학제적 관측과 연구를 성

공적으로 실시하였고, 대마난류의 기원 경로, 대마난

류 분기역에서의 주요 해양 과정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동중국해 동부역의 상층 해류도

를 작성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등 국제 수준의 

연구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 또한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1995년에는 미국 스크립스해양

연구소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의 연구팀과 공

동으로 과학기술처의 국제 공동 사업인 <쿠로시오 연

변에서의 상층 해류의 계절 변동 연구1995~1997, 이흥

재>를 시작하였다. 공동연구팀은 1996년 5월과 10월

에 일본 나가사키대학교 조사선을 이용하여 동중국

해의 대륙붕단역에 인공위성 추적 부이를 투하하여 

동중국해 쿠로시오 연변인 대륙붕단역에서 표층 해

류를 관측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동중국해 대륙붕수

와 쿠로시오의 고염분수는 대륙사면역에서 혼합되

고, 이 혼합수의 상당한 해수가 한국 주변 해역으로 

이동하며 대륙붕단역에서 해양 전선 사행과 소용돌

이를 복잡하게 형성함을 규명하였다. 동중국해 관련 

연구는 기관 고유 사업인 <동중국해 중·서부 해역의 

해양 순환 연구1997~1999, 이흥재>로 이어졌다. 이 연구

에서는 온누리호와 이어도호를 이용하여 동중국해 

중ㆍ서부 해역의 해양 순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

고, 황해와 동중국해 경계역에서 제주 난류와 양자강

수 확장에 관련된 해양조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황해에 대한 연구로 1992~1994년에 과학

기술처의 특정 연구 과제인 <황해의 해양환경 보전

을 위한 해양 확산의 실시간 예측 시스템 연구이흥재>

를 해양공학연구부, 해양기기실과 공동 수행하였다. 

1995년에는 과학기술처의 국책 연구 사업으로 황해

종합 조사 연구가 새로이 추진되어 <황해종합해양관

측이재학 1~2차, 김웅서 3차>, <황해의 해류 관측 및 해수 

유동이흥재>, <황해 해수 특성 조사이재학>를 수행하였

다. 이들 연구 과제에서는 황해에서 동서로 횡단하

는 6개의 관측선을 선정하고, 한ㆍ중 공동으로 3년에 

걸쳐 연 2회씩 공동 조사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 측

에서는 중국 제1해양연구소가 참여하여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중 <황해의 

해류 관측 및 해수 유동이흥재>에서는 황해에서 위성 

추적 부이 실험, 유속계에 의한 정점 관측, 조사선 장제1회 한·중 황해 환경보전 학술회의, 1997

해양의 표층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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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 보전연구착 ADCP를 이용한 계절별 유속 관측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황해의 해류가 시·공간적으로 매우 불규

칙하다는 사실과 제주 남서방에서 제주도를 시계방

향으로 돌아 제주해협으로 유입하는 제주해류가 항

상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황해 해수 특성 조

사>사업에서는 수온, 염분, 용존 산소 등의 해수 특성

과 해수면 기상 관측의 조사를 통해 황해의 계절별 

해황 판단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황해의 물리적인 

현상 연구를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과학기술처의 특정 연구 과제로 1982년부터 시

작한 <한국 해역 종합 해양환경도 작성 연구>에서

는 1991년 대한 해협에 대한 예비 조사에 착수하여 

1993년까지 3년 동안 대한 해협의 해황 특성을 조사

하였고,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 동안은 동해 중

서부해역에서 종합 해양관측을 실시하였다. 이후 대

한 해협1994과 동해 중서부1998의『종합 해양환경

도』를 각각 발간하였다. 

2.1.1.3 한국해양연구원 시대2000∼2012

•  화학/특정 해역 분야

해양화학분야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큰 진전을 보였

으며,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논문을 양산하였다. 더

불어 국제화를 통하여 세계 수준과 대등한 역량을 보

유하게 되었다. 해양화학분야가 수행했던 주요 연구 

주제는 지구와 연안 환경 변화 연구, 지속성 오염 물

질의 거동과 영향 연구, 해양환경 상시 관측 기술 연

구, 해양생물 유래 생리 활성 물질의 산업화 등이다. 

2000년 이후 해양화학 분야의 주요 연구 사업으로는 

먼저 <연안역에서의 육지와 해양 상호 작용 연구양동

범>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연안 해역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질 개선 방안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이

를 위해 시범 해역인 진해만을 대상으로 오염 물질의 

유입량을 산정하고, 공급원별 수지와 수질 변화를 분

석하였으며 유입된 오염 물질에 의한 생태계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였다. 

<황해 오염 특성 조사 연구 사업홍기훈>은 1995년

부터 시작된 황해 종합 조사 사업의 세부 과제로 수행

하였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

성하는 것을 목표로 황해의 해수 체류 시간 산정, 오

염 현황 파악, 황해 관리 기반 구축, 황해의 친생물 원

소 수지와 기초 생산력 등을 파악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부수적으로 ‘수심 압력을 이용한 역삼투● 방식

의 담수, 소금 생산 방법과 그 장치’와 ‘해수로부터 용

존 유기물을 추출하기 위한 고체상 추출 장치와 그 추

출 방법’ 등 다수의 특허를 출원ㆍ등록하기도 하였다. 

해양수산부 정책연구 사업으로 2003년부터 수행

하고 있는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 사업김경태>에서는 

시화호 수질 개선과 시화호 해양환경의 체계적인 관

리를 위하여 시화호 종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시

화호 종합 관리 계획은 각 부처별 정책을 반영하여 5

년 단위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연안에서는 마산만에 이어 두 번째로 연안 오

염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시화호의 탄생부터 문제, 환경 개선을 위

한 노력, 관리 경험 전파 등을 위하여『시화호 연안 

환경 관리 백서김경태 외 5명』를 출간하였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한 <새만금 해양환

경 보전을 위한 조사 연구김은수>는 다양한 연구진이 

참여하였으며, 해양화학 분야 역시 핵심 분야로 참여

하였다. 이를 통하여 새만금 해역의 관리와 보전을 

위한 감시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대규모 간척 사업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해양환경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황해 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 연구, 2000

시화호 환경보전 대책수립을 위한 전국 심포지움, 2001

●	역삼투

농도가 진한 용액의 위쪽에 높은 압력을 

가해 주면 삼투압과 반대로 농도가 진한 

용액 속의 용매가 반투막을 통하여 묽은 

용액 속으로 이동한다. 

새만금 해양환경모니터링 정점 위치도

가력해상관측탑

가력갑문

변산해수욕장변산해수욕장

고사포해수욕장

만경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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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해양오염 원격 감시 체제 구축 연구강성현> 사업

에서는 그동안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시화호 3곳

에 수질 자동 측정소를 구축하고 이어 낙동강 하구에 

1곳, 마산만에는 2곳에 수질 자동 측정소를 구축하였

다. 더불어 향후 전국 연안에 상시 수질 관측 시스템

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요소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

하였다. 이 사업은 세계 해양관측망GOOS의 기본원칙

인 장기적, 체계적, 비용 효과적, 상시 해양관측을 실

현함으로써 해양환경 변화와 추세를 정확히 예측하

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구축된 시스템은 우리나

라의 해양 수질 자동 측정망으로 편입되었으며, 특별 

관리 해역과 주요 하구의 환경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특정해역보전관리연구센터는 폐

기물 해양 투기 관리의 기반을 다지는 데 연구 초점

을 맞추어 해양 투기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

수 오니와 준설물의 해양 투기 평가 체제 개발연구 용

역정창수>을 수행하였다. 특히 2004년부터 해양수산

부 연구 용역 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폐기물 해양 투

기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정창수>은 폐기물의 특성 파

악을 통해 해양 투기 선호 요인을 제거하고, 투기 해

역의 정밀 조사를 통해 환경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책 

제시와 폐기물 해양 투기 관련 국제 조약런던의정서의 

당사국 준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폐

기물 해양 투기를 줄이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2006년 

3월 국무회의에서 채택된 「폐기물 해양 투기 종합 관

리 대책」과 이를 근거로 한 「해양오염 방지법 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폐기물 해양 투기와 관

련한 이해 당사자는 전국 5,000개 업소 이상이었다. 

특정해역보전관리연구센터는 해양 투기 저감 제도 

수립을 위해 많은 공청회를 열어 이해 당사자 간 갈등

을 해소하였으며 대중 강연과 방송 매체 등을 통해 국

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기반을 발판으로 하

여 2011년 12월에는 기존 해양 투기 폐기물 중 75%를 

차지하는 하수 처리 오니, 가축 분뇨, 음식물류 폐기

물 폐수일명 음폐수의 해양 투기를 2012년부터 전면 금

지시키는 「해양환경 관리법」이 개정되었다. 

•  지질 분야

2000년대 들어와서는 모든 연구 사업이 PBS 체제 하

에 연구 책임자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인 관심과 정부 시책이 삶의 질 향상으로 옮겨가면서 

연구 사업의 내용도 변화하였고 학제적 종합 연구 사

업도 수행되었다. 예를 들면, <황해 연안역의 해양환

경 복원을 위한 연구-인공갯벌유홍룡>, <연안역에서의 

육지와 해양 상호 작용 연구이희준>, <새만금 해양환

경 보전을 위한 조사 연구이희준> 등이 있다. 

한편, 지구물리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0

년대까지 지구물리 분야는 해군이 발주하는 해양 특

성 사업을 수행하면서 저질 음향 특성 변화와 지구 

자기장 분포 양상을 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 시

기부터는 동해 연안에 대한 해저면 음향 영상도 제작

과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지자기 분포 도면 제작

이 주된 연구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지질 분야에서는 기존의 정성적인 퇴적학적 이론과 

방법에 공학적인 관측 방법을 접목하여 퇴적물의 이

동 과정과 퇴적체 형성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밝히고

자 하는 시도가 국내 최초로 이루어졌다. <연안역 부

유 물질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거동 예측 기술 개발이

희준>, <새만금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조사 연구이희준> 

등을 통해 해저면 경계층에서의 퇴적물 이동 현상을 

자동 관측할 수 있는 TISDOS 기기를 자체 개발하고 

자료를 축적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안 도처에

서 이루어지는 지역 개발과 그에 따른 환경 변화 모

니터링 연구 사업에 지질 분야가 비로소 본격적인 역

할을 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질 분야의 다양한 연

구 경험을 바탕으로 적도 태평양 도서국의 열대 환초 

해양환경에서 연안 해저 지형 변화와 고기후/고해양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원은 전 지구적 

해저환경에 대한 연구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연구원은 해양 지질/지구물리 분야에서 주요한 

변화를 이끌어 왔으며 이 분야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시대에도 첨단 장비의 도입과 개발, 그리고 새

로운 연구 방향 설정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 지질/지

구물리 분야의 기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해양폐기물을 건져 올리기 위해 사전작업을 하는 잠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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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  물리 분야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점차 여러 분야가 함께 참여

하고 장기간에 걸쳐 수행해야 하는 대형 연구 사업이 

개발되었다. 물리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한 대표

적인 과제로는 과학기술부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황해의 해황 변동 예보 기반 기술>, 해양 수산 연구개

발 사업인 <새만금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조사 연구>, 

2008년 하반기에 기초기술연구회와 한국해양연구원

의 매칭 펀드 지원으로 시작한 <해양오염 사고 대응 기

술 개발을 통한 깨끗한 바다 만들기> 등이 있다.

2000년부터 5년에 걸쳐 과학기술부의 국가 연구

개발 사업으로 수행한 <황해의 해황 변동 예보 기반 

기술이흥재> 사업은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ㆍ지원

하는 국가지정연구실National Research Laboratory 과제

였다. 이 사업은 황해를 대상 해역으로 해양자원 이

용과 개발, 해양환경 보전, 자연재해 방재, 연안 보호 

등 종합 관리에 필요한 과학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해양 변동 예보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해양관측 부이를 이용한 

실시간 관측 기술과 해색 자료를 이용한 황해에 적합

한 클로로필과 부유 퇴적물 알고리듬을 개발하여 원

격 해황 모니터링 기반 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기

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황해의 물리 구조 계

절 분포 등 해황 분포도를 작성하였고, 황해 남부의 

열ㆍ염전선역에서 정밀 관측을 통해 전선역에서 해

양 순환 과정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

고 황해 해황 특성 재현을 위해 3차원 해수 순환 수

치 모델을 구축하고 생태계 진단과 예측을 위한 해수 

순환-생태계 접합 모델을 개발하였다. 특히 2003년

에 가거도 남방 5마일 해역에서 해양관측 부이를 7개

월 이상 운영하여 먼 바다에서 장기간에 걸친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성공적으로 측정하였다. 아울

러 전선역에서 정밀관측 결과는 기존의 황해 순환 개

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002년에는 해양수산부의 해양 수산 연구 개발 

사업으로 <새만금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조사 연구이

흥재>를 시작하여 201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

였다. 이 연구의 목표는 세계 최장의 33km인 방조제

가 건설된 새만금 해역의 해양환경 변화 예측을 위한 

종합적인 상시 감시망 구축, 만경수역 내ㆍ외측과 인

접 해역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ㆍ평가, 해양환경 

변화 최소화 방안 제시와 친 해양환경적 관리 활용

이었다. 새만금 연구 사업은 해양연구원의 물리, 화

학, 생물, 지질 등 여러 분야와 지오시스템리서치, 에

코션, 선도소프트, 군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인하대

학교 등 산ㆍ학ㆍ연이 공동으로 추진한 학제적 대형 연

구 사업으로 10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였다. 이 사

업은 새만금 방조제 건설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를 과

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창의적 예측 기술로 해양환

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이

행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새만금 방조제 건설 전후의 

해양 수질 변화2등급→3등급 원인을 규명하고 인과 관

계를 분석하여 수질 확보 대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호소 내측의 성층과 빈산소층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해수 유통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외해역의 부유 생태 

특성을 분석하여 적조 발생 환경을 진단하였다. 이 

외에도 방조제 전면 해상과 고군산 군도 해역의 표층 

퇴적물 변화 특성 규명, 가력 해상 관측탑 설치와 상

시 측정망 구축 운영, 고주파 레이더에 의한 표층류 

모니터링, 자료 센터의 공공 서비스 확대, 새만금 예

측 시스템과 3차원 수질 예측 시스템 개발, 새만금 해

양 정보 시스템 구축과 웹 GIS 구현 기술 개발 등이 

이루어졌다. <새만금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조사 연

구>는 세계 최장 방조제가 건설된 해양환경에서 종합

적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학제적 모니터링 기술과 세

계적 수준의 수질 환경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새만

금 특별법과 토지 이용 구상 종합 실천 계획 등에 연

구 결과를 반영하여 해양환경 대책을 수립하는 데 일

조했다. 이는 조사 연구 결과가 정부 국책 사업의 개

발 정책과 법률 제정 등에 직접 반영된 대표적인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수행한 <해양

오염 사고 대응 기술 개발을 통한 깨끗한 바다 만들

기정경태> 사업은 기초기술연구회와 한국해양연구원

의 공동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국가 핵심 연구 사

업National Agenda Project이다. 먼저 2008년 8월 12개 

새만금 해양환경 인터넷 GIS

자료를 분석중인 연구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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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위한 기획이 진행되었으며, 2008년 11월 말 각 

기관의 연구 사업 계획서가 기초기술연구회에 제출

되었다. 2008년 12월 초 기관별 발표를 통해 한국해

양연구원이 제출한 <해양오염 사고 대응 기술 개발

을 통한 깨끗한 바다 만들기정경태>가 최상위권 우

수 과제로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원받는 쾌거를 거두

었다. 연구팀은 연구원 내부와 외부의 인력으로 구

성되었다. 연구원 내부에서는 안산 본원과 대덕, 남

해연구소 팀이 참여하였으며, 연구원 외부에서는 

2008~2009년 국립기상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과 전남대학교 컨소시엄해양대학교와 군산대학교 연

구진 포함이, 2010~2011년에는 국립기상연구소,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대학교와 한국해양수산연

수원이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하였다. 그 밖에 부산

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위탁 연구기관으로 참여

하였고, 해양경찰청 R&D센터는 간접적인 협력을 통

하여 참여하였다. 

연구 주제는 ① 해양관측망 구성, ② 모델 예측

망 구성, ③ 오염 진단 평가와 오염 암반 정화 기술 

개발, ④ 선박 파공 봉쇄 장치 개발 등으로 구성되었

다. 제1주제의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고주파 레이더

를 이용한 제주 해협 표층류 관측, 소형 추적 부이 개

발과 선박 레이더를 이용한 유출유 모니터링 기술 개

발, 그리고 합성 개구 레이더SAR 장착 위성을 이용한 

유출유 거동 감시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고주파 레이더 관측 기술과 관련해서는 조철호 연구

원이 1년에 걸쳐 미국 럿거스Rutgers대학교를 방문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주제는 황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실시간 복

합 순환 모델 개발, 우리나라 주변 3차원 실시간 유

출유 거동 예측 모델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 씨

프린스와 허베이스피리트 사고 당시 기상 정보와 실

시간 기상정보는 국립기상연구소 팀에서, 다양한 슈

육상 종합관제소

모함 : 근접통제체계

무인선
(정찰, 탐사, 보급)

측면 주사 음향 측심기 모듈

RAdar, 카메라(e0/1R)
Ais 정찰정보

데이터 통신위성

위성통신

전방향 탐지소나

해양물리정보
수심, 조류, 환경 등

지상파 통신

해양안전방제 - 무인선 운영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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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퍼컴 자원과 자료 공유 시스템은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에서 제공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과거 약 25

년에 걸친 북서태평양 해역 장기 순환이 산정되었으

며, 황동중국해 실시간 순환 예측 시스템이 완성되

었다. 3차원 유출유 거동 예측 모델 개발과 관련해

서는 이문진 연구원이 미국 국립해양기상청NOAA을 

1년간 방문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우크라

이나 IMMSPInstitute of Mathematical Machine and System 

Problems를 초빙하여 공동 연구도 보조적으로 진행하

였다.

제3주제와 관련해서는 남해연구소 연구팀이 유

류 오염 신속 진단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중형과 소

형 폐쇄 생태계 설비를 구축하여 유출유와 분산제 영

향을 분석하였다. 오염된 암반의 정화 기술과 관련해

서는 화학적, 공학적 기법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마지막 제4주제는 기름 유출에 대한 가장 적극적

인 대응 기술과 관련한 것으로, 연구를 통해 고유출

압 소형 파공 봉쇄 장치와 저유출압 중대형 파공 봉

쇄 장치가 개발되었다. 고유출압 소형 파공 봉쇄 장

치는 직경 20㎝ 내외의 구멍에서 기름이 유출될 때 

파공을 봉쇄할 수 있는 장치로, 이 기술의 핵심은 영

구 자석의 사용과 개폐용 밸브의 장착이다. 이 기술

은 해양경찰청의 소액 R&D 과제로 기본 개념이 도출

되었으며, 이후 이 연구를 통해 실용 가능한 장비로 

개선되었다. 성능 실험은 컨테이너를 개조한 후 파공

을 만든 후에 기름 대신 물을 주입하여 실시하였다. 

개발 초기에는 수동식 장비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공

기압식 내지 전기식 원격 조정 장치를 장착한 장비로 

개선되었다. 저유출압형 파공 봉쇄 장치는 중대형 파

공 발생으로 대부분의 기름이 유출된 상황에서 추가

적인 기름 유출을 방지하거나 선박 침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당초 국가 핵심 사업은 2014년까지로 계획되었으

나 앞서 기술한 <해양오염 사고 대응 기술 개발을 통

한 깨끗한 바다 만들기> 과제는 2011년 말 종료되었

다. 이에 따라 고주파 레이더를 이용한 제주 해협 표

층류 관측과 황동중국해 모델 개발, 그리고 유출유 

거동 예측 시스템 구축 등을 후속 사업의 일부로 포

고유출압 수동식 소형 파공 봉쇄 장치 컨테이너 실험조에서 고유출압 공기압식 소형 파공 봉쇄 장치 성능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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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 보전연구함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파

공 봉쇄 장치는 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 하에 상

품화를 위한 연구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주도로 진

행되고 있다.

•  EEZ 해양광물자원 분야

UN해양법협약 발효1994. 11와 우리나라의 배타적경

제수역EEZ 선포1996. 8에 따라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한ㆍ중ㆍ일 간 EEZ 경계획정과 해양영토의 효율적 관

리가 국가적 현안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육상 에

너지자원의 고갈에 대비하여 EEZ 내에 부존하는 석

유, 가스, 메탄수화물 등의 에너지 자원과 인산염 광

물 그리고 모래, 자갈 등의 골재자원과 그 속에 포함

된 각종 금속과 비금속 광물 등의 종합적인 해양광물

자원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동북

아·EEZ자원연구단’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12년

간 한반도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최적의 EEZ 확보를 

위해 <EEZ 해양광물자원 조사유해수>를 수행하였다.

해저광물 조사와 더불어 해저 지질 구조 연구까

지 포함된 이 사업은 종합 해양자원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이용한 해양영토의 효율적 관리ㆍ개발

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이 사업을 통해 EEZ연구단

은 한ㆍ중ㆍ일 EEZ 경계 해역을 중심으로 EEZ 총면적

의 64%에 달하는 218,141㎢에 대한 해양자원 조사를 

실시하였다. 심부 탄성파 탐사, 고해상 천부지층 탐

사3.5kHz, 중력 탐사, 자력 탐사 등 전체 2만 541km에 

달하는 지구물리 탐사를 수행하였고, 모든 해역에서 

123정점의 시추 코어 퇴적물과 암석 준설기dredge를 

이용한 4정점의 암석 표본을 획득ㆍ분석하였다. 또한 

심부 탄성파 탐사 자료와 중ㆍ자력 탐사 자료를 바탕

으로 석유ㆍ가스로 이루어진 탄화수소자원이 묻혀 있

을 만한 분지 구조를 해석하고 층서를 규명하였다. 더

불어 중ㆍ자력 탐사 자료의 역산을 통해서 분지 구조

의 깊이를 유추하였고, 이를 탄성파 탐사 자료 결과와 

비교ㆍ분석하였다. 고해상 천부지층 음향 자료와 시

추 퇴적물 자료는 천부 퇴적구조 규명과 해수면 변동

에 따른 퇴적 모델 수립에 활용되었다. 또한, 시추 코

어나 암석 준설기로 획득한 퇴적물을 이용하여 광물

학적ㆍ지화학적 특성 및 중요 원소 성분 조사를 실시

하였고 연구 해역의 쇄설성 광물자원을 평가하였다. 

탐사 결과, 동해의 경우 울릉도 남부 해역과 울릉 분

지에서 메탄수화물 퇴적층을 발견하였으며, 포항 앞

바다 대륙붕 하부 약 1,000m 깊이에서는 대규모 해저 

석탄층을 확인하였다. 또한 울릉도 북부 해역에서 인

산염 광물 예상 집산지를 확인하였고, 남해 남부 해역

에서는 탄화수소석유ㆍ가스 부존대로 추정되는 지질 구

조를 발견하였다. 황해 중부 해역에서도 탄화수소 부

존대로 추정되는 지질 구조와 중광물 등 유용 광물자

원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EEZ연구단이 추진했던 또 다른 연구 분야는 

남ㆍ북한 공동 자원 협력 사업이다. 그 결실로 2004

년 남ㆍ북한과 중국이 참여하는 <해양과학기술 협력 

및 자원개발 활용전망에 대한 국제회의유해수>가 중

국 북경 21세기호텔에서 열렸다. 여기에서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과 해양광물자원 부존 가능성

을 평가하기 위해 남북 공동 연구가 절실하다는 인

식을 같이하고 공동 선언문을 작성하였다. 당시 우

리나라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자 8명변상경, 

유해수, 권문상, 유홍룡, 허식, 이희일, 강현주, 김수정과 정대

교강원대학교 교수, 이정민족네트워크 이사 등이 참여를 하

였다. 북한에서는 유례성과학원 단장, 리민우사회과학원 

책임 지도원, 리만철과학원 기계연구소 실장, 량경호과학원 

지학정보체계연구소 연구사, 리명일과학원 지질학연구소 실장, 

리명철지질학연구소 퇴적학 실장, 리동혁과학원 부원 등 8

명이 참석하였다. 중국 측에서는 이선한, 최순희이상 

베이징대학교 교수 외 리유철중국지질연구소 연구원, 량성베

이징대학교 사무원, 김지혜천진 아ㆍ태발전센터 부주임 등 5명

이 참석하였다.

EEZ 연구 분야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연구 사업의 

하나는 <밀레니엄 2000 프로젝트유해수>다. 이 사업은 

동아건설산업의 의뢰로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울릉

도 근해에 침몰한 6,200톤급 ‘드미트리 돈스코이호’를 

확인하는 프로젝트였다. 연구 기간은 1999년 10월에

서 2004년 12월까지이며 전체 연구비는 70억 원이었

다. 당시 대표적 연구사업인 심해저사업이 11억 원으

로 연구원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였다. 행정 담당자가 해양과학기술 협력 및 자원 개발 활용 전망에 대한 국제회의, 2004

EEZ 광물자원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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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계약서에 서명할 때 계약금이 너무 커서 손이 다 떨렸

다는 후담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EEZ연구부는 

우선 인문 조사로 울릉도 현지 주민 탐문 조사를 실시

하였다. 그리고 해외 문헌 조사를 위해 러시아 해양연

구소, 해전사 기록보관소, 해군역사박물관, 레닌보관

소, 주정부 역사도서관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

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방위청 방위연구소, 국회도

서관, 선박과학관, 과학기술센터를 방문하여 돈스코

이호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국내 및 국제법 

조사도 병행하였다. 이후 EEZ연구부는 울릉도 현지

에서 해양 지구물리 조사, 측심 조사, 지층 조사, 자력 

조사, Seabeam 조사, Deep tow 탐사, side scan sonar 

조사, DGPS를 이용한 탐사를 실시하여 2003년 5월 마

침내 돈스코이호 침몰 선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써 국민에게 바다를 통해 새로운 2000년대로 도약하

는 이미지를 고취할 수 있었다. 그 후 2011년 11월 3

일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국과 러시아 

정상들이 만나 한ㆍ러 우호 협력 차원에서 진행된 돈

스코이호 공동 탐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2.1.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2012~

•  화학/특정 해역 분야

해양환경·보전연구부의 해양화학 분야는 2003년 시

작한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 사업김경태>을 계속적으

로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시화호 해양환경 관리

를 위한 제3단계 시화호 종합 관리 계획안2012∼2016

을 마련하여 시화호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을 받았다. 또 시화호 연안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

을 만들어 현재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경기

도의 시행 계획 승인으로 시화호 연안 오염 총량 관리

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동

아시아해양회의EAS  Congress와 PEMSEA 지방 정부 간 

네트워크PNLG에 참여하여 시화호 환경 관리정책과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특정해역 분야는 <폐기물 해양 배출 종합 

관리 시스템정창수> 연구를 통해 2012년 12월 해양환

경 관리법 개정에 크게 일조하였다. 새로 개정된 해

양환경 관리법에는 폐수와 폐수 처리 오니도 2014년

부터는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

해양 방사능 거동 시뮬레이션(시범 적용에서 계산된 동계의 2일 후, 20일 후 분포 : 용존 형태(상), 입자성  형태(중), 해저면 상 분포(하))

1905년 침몰한 돈스코이호

돈스코이호 조타기 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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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 보전연구어 있다. 이와 더불어 2011년에 고시된 오염 퇴적물 

정화 기준에 따라 기존에 해양 투기된 폐기물과 준설

토를 육상에서 재활용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처럼 우

리 원의 해양화학 분야는 우리나라 폐기물 해양 투기 

역사를 새롭게 창출하는 데 중심 역할을 담당해 왔

다. 또 이러한 해양 투기 저감 노력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런던의정서 당사

국총회 부의장국과 과학그룹 의장국 그리고 당사국 

준수를 평가하는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과거의 폐기물 해양 투기 오염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제 해양환경 질서를 주도

하는 국가로서 선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

•  물리 분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출범하면서 해양환경·보

전연구부는 해양물리 분야의 주요 연구 사업으로 <환

경 충격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예측 시스템 개발-I.해

양 방사능 충격정경태>을 새로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북동부 지진 해일과 이로 

인해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에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

된 것이 계기가 되어 기획한 사업이었다. 후쿠시마 사

고 이전 원전 개발 계획은 2030년까지 북서태평양 지

역에 약 300기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의 원전 방사능 유출은 단순히 해당 국가의 문제로 국

한되지 않고 국가 간의 경계를 가로질러 인접 국가는 

물론 전 세계적인 방사능 오염 문제를 유발한다는 교

훈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핵

안전 대비 대응 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

진하게 된 것이다. 

우선 연구 주제를 보면 ① 북서태평양 해역 해양 

방사능 거동 예측 시스템 개발, ② 해양 방사능 유출

에 따른 해양생물에 대한 영향과 선량 평가 시스템 개

발, ③ 북서태평양 해역 방사능 분포 모니터링과 기

작 이해, ④ 핵안전 기반 기술로서 지진 해일 시뮬레

이션을 포함하고 있다. 1차 연도에는 연구 주제 ①, 

③, ④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1주제와 관

련한 방사능 모듈 개발은 우크라이나 IMMSPInstitute 

of Mathematical Machine and System Problems의 연구진

을 1~2개월간 초빙하여 공동 연구로 진행하였다. 제3

주제와 관련해서는 스페인 우엘바Huelva대학교 세야

보스H.-Cellabos, 그리고 제4연구 주제와 관련해서는 

성균관대학교 최병호 교수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

다. 아울러 한ㆍ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지원 사업으

로 연구 주제 전반에 걸쳐 중국 제1해양연구소와 협

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1주제와 관련하여 1차 연

도에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해양 방사능의 거

동 시뮬레이션과 황동중국해를 대상으로 한 해양 방

사능 거동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을 다루었다. 후쿠

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해양 방사능의 거동 시뮬레이

션 시스템 개발에서는 비정수압형 유한 요소 모델인 

SELFE를 이용하였으며 외해 경계 조건으로 미국 해

군의 HYCOM 모델 결과를 정의하여 후쿠시마 주변 

복합 순환을 산정하였다. 해양 방사능 거동 산정은 

SELFE 모델 격자에 맞추어 개발한 입자 추적 기법 모

듈을 이용하였다. 이 시스템의 두드러진 특징은 방사

능 물질이 부유 퇴적물에 흡착되어 해저면으로 침적

되는 과정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후쿠시마 사

고 이후 발표된 수많은 모델링 결과 중에서 유일하게 

해저면 상의 해양 방사능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이

후 2012년 9월에는 일본학술회의로부터 후쿠시마 해

양 방사능 모델 비교 연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받

아 현재 비교 자료 산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황동중국해를 대상으로 한 해양 방사능 거동 시

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에서는 Eulerian 기법에 근거한 

해양 방사능 모듈 개발과 더불어 부유 퇴적물에 의한 

해양 방사능의 흡착과 탈착을 고려하기 위해서 부유 

퇴적물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부유 퇴적물 분

포 산정을 위한 주된 입력 자료인 해저 표층 퇴적물 

분포도는 성균관대 최병호 교수가 제공하였다. 이 시

스템도 후쿠시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ELFE 모델을 

근간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다. 조석 변화에 따른 부유 

퇴적물의 농도를 산정하고, 더불어 용존 상태, 부유 

퇴적물에 흡착된 형태 그리고 해저 면에 축적되는 형

태 등 세 가지의 해양 방사능 농도 분포를 산정하였 폐기물 해양 투기 신청부터 투기 해역 모니터링까지의 체계도(런던의정서)

해양배출 허용기준

적정 배출해역 선정

해양 배출 시 일어날 수 있는 영향 검토

해양 배출 의무사항 준수 확인

배출해역 모니터링

폐기물 특성 분석
폐기물 해양배출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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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다. 이 모델링 기법은 영광 원전을 대상으로 가상적

인 방사능 유출을 가정하여 시범적으로 적용이 이루

어졌으며 앞으로 SELFE 시스템의 일부로 포함될 것

으로 예상된다.

제3주제와 관련하여 1차 연도에는 모델 구축과 

관련한 기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차 연도부터는 

시범 적용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제3주제

는 일본 남측 Nankai Trough 해곡 대지진 발생 시나

리오에 근거하여 지진 해일이 우리나라와 중국 연안

으로 전파되어 오는 과정과 영향 정도를 예측하는 것

에 집중하고 있다. 

•  EEZ분야

2009년도에 시작했던 2단계 EEZ 해양광물자원 정밀 

탐사는 3개 사업이 통합된 <한국 관할 해역 지질 구

조 및 해양 지질 조사정갑식>로 변경되어 추진되었다. 

EEZ연구단은 이 사업을 통해 더욱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해저자원 정보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04년에 북한 과학원과 체결한 해양자원 공동 조사 

의향서에 근거하여 남북 접경 해역과 자원 미확인 해

역에 대한 남·북한 공동 자원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

다. 이 공동 추진 결과와 2단계 정밀 탐사를 통해 얻

어진 탐사 결과를 기반으로 확장된 해양자원 정보 시

스템MRIS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MRIS가 구축된

다면 EEZ 경계획정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양광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개발하기 위한 상용화 기반 구축의 도구로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일본은 EEZ 경계 해역에 

대한 대대적인 광물자원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관할 해역 지질 구조 및 해양 지질 조사>는 

국가적인 광물자원 확보와 해양영토의 종합 관리 측

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한편 연구 내

용과 규모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환경 보전 분야 연구 활동

은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또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분화ㆍ발전되어 오면서 해양과

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해양환경 보전

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부가 가치가 높은 결

과물들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해 왔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40년 동안 부단한 노력의 결과이며, 향후 어느 

분야 못지않은 발전을 예상하게 하고 있다. 머지않아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될 연구 성과는 국민 모두에게 다

양한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2.1.2 해양순환ㆍ기후연구 Ocean Circulation & Climate Research

해양연구소가 설립된 이래 해양순환ㆍ기후 연구 분야

는 대내적으로는 주요한 기초 분야 연구 그룹으로서 

대외적으로는 국내 해양물리학과 기후 연구 분야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체로서 구실을 해왔다. 설립 초

기 해양물리연구실은 국내 위주로 해양연구를 시작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독립 연구기관이 된 이후

에는 국제 공동 연구와 국제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등 

연구 영역을 넓혀 왔다. 2001년 한국해양연구원이 

설립 된 이후에는 해양 순환과 기후를 함께 연구하면

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세계적인 연구 성

과들을 산출할 수 있었다. 2012년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이 출범하면서 전 세계 해양 순환과 기후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설립 초기 연구소에는 해양물리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한ㆍ불 해양과학 협력에 의한 교

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고급 인력이 양성되었고, 이들

은 연구소에서 해양물리 분야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

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내외 교육기관에

서 교육을 받은 다수의 연구 인력이 꾸준히 보강되었

다. 2013년 현재 해양순환ㆍ기후연구부에는 약 19명

의 연구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설립 초기 해양 순환ㆍ기후 분야는 단일 연구실이

었던 해양과학실에서 해양물리 분야를 취급하면서 

시작되었다. 1978년에 해양물리연구실이 정식으로 

개설되어 1990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연

구소가 독립할 때까지 약 13년간 존속하였다. 1990

년 이후 2001년 한국해양연구원이 설립되기까지 해

양물리 분야는 해양화학 분야와 합쳤다가 분리되는 

과정을 거쳤다. 분리된 이후에는 연구부에 몇 개의 9월 표층유속 측정을 위해 자체 제작한 뜰개 투하,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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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순환 · 기후연구연구단을 두기도 하였다. 2000년에는 조직 간소화 

방침에 따라 해양환경ㆍ기후연구본부라는 통합 부서 

내 한 분야로 유지되었다. 한편 2001년 이후부터는 

조직 개편이 잦았다. 해양 순환ㆍ기후 분야는 해양 지

질 연구 분야와 합쳐서 지구환경연구부가 되었다가 

해양기후ㆍ환경연구본부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

다. 이후 해양환경연구본부 산하에 해양기후변화연

구사업단으로 변경되었다가 본부 없이 기후ㆍ연안재

해연구부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2012년에는 해양과

학기술원이 출범하면서 조직이 확대 개편되어, 기반

연구부 산하에 해양순환ㆍ기후연구부가 탄생하게 되

었다.

이처럼 해양물리 분야는 그동안 연구소의 창립, 

통합, 분리, 그리고 독립이라는 외부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하여 해양순환ㆍ기후연구부를 비롯한 여

러 연구부의 모태가 되었다.

2.1.2.1 KIST 부설 연구소 시대1973~1990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부설기관으로 연구소가 설

립될 무렵 해양물리 관련 업무는 국립수산진흥원과 

교통부 수로국에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

부였다. 그 당시 국내에는 해양물리 박사 학위 소지

자가 한 명도 없었으므로 고급 인력 확보가 무엇보

다 시급하였다. 다행히 한ㆍ불 해양과학 협력에 의해 

1980년까지 6명을 프랑스로 보내 교육ㆍ훈련을 시킬 

수 있었다. 

초창기 해양물리 특성인 수온과 염분, 그리고 

해ㆍ조류 관측에는 매우 고전적인 장비인 난센 채수

기와 전도 온도계, 에크만 유속계가 기본 관측 장비

로 사용되었다. 1980년대 초까지 현장에서 관측한 

물리 특성 자료는 탁상용 소형 계산기로 처리하였고, 

기본적인 통계 분석만을 실시하였다. 그마저도 1978

년 선박해양연구소가 선박연구소와 해양연구소로 

분리되면서 컴퓨터가 선박연구소로 귀속되었기 때

문에 자료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양물리 조사가 실시된 첫 번째 과제는 1974년 

진해화학주식회사가 의뢰한 <74∼75년도의 진해만

의 해양학적 연구이종화>이다. 이 연구에서는 마산만, 

행암만, 웅동만에서 수온과 염분, 해수 유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점 조류 관측과 표류판 추적, 표류

병 투하를 하였다. 이 연구는 연안 해양환경 조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초창기 대형 사업은 한국전력에서 의뢰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점 연안 해역의 해양조사 사업과 해군

에서 요청한 해양 조사 사업 등이었다. 1975년 <월성 

원자력 발전소 3호기 건설 지점 연안 해역의 해양 조

사이종화>사업은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주변 해양조사 

사업이었다. 이후 이 사업은 고리, 영광, 울진 등으로 

이어졌다. 1976년에 진행한 <N Project에 관한 연구이병

돈>는 현재 해양과학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

탁 연구 사업으로 발전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 진해 기계창이 해양 특성 조사를 

의뢰하여 황해를 비롯한 제주 해협과 대한 해협 등 우

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물리 관측을 1989년까

지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하여 현대식 계류 

방법을 도입하고 새로운 관측도 실험하였다.

과학기술처의 출연금 과제로는 <동해안의 해양관

측의 분석곽희상>, <한국 남해의 해양환경도 작성 연

구한상복>, <적조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비 

조사허형택>, <어황 예보 해난 방지 예보 및 원양 어업 

속보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노인규> 사업들이 

수행되었다. 여기서는 단순 조사 분석에 머물기보다

는 물리적 해석과 산업적 활용을 위한 노력이 추가되

었다.

1981년에 연구소가 서초동 태화빌딩으로 이전한 

후 해양물리 분야는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

을 이루었다. 1970년대 말부터 프랑스에 파견된 훈

련생들이 고급 인력이 되어 돌아왔고, 아시아개발은

행 차관으로 관측 장비가 확보되었다. 이로써 현대화

된 조사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1982년에 정밀 해수 

특성 관측 기기인 수심 수온 염분기록계CTD 시스템, 

1983년에는 유속계 계류용 부이와 음향이탈기acoustic 

release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도입되었다. 

한편 1983년에 연구지원실이 신설됨에 따라 해양

물리 관측 장비를 담당하던 일부 기술 인력이 해양물 CTD 작업, 1991

ADCP를 예인형으로 개조하여 유속 측정,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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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리연구실을 떠났다. 또한 환경공학실이 신설되어 파

랑 관련 물리 환경 업무의 일부가 이관되었다. 1980

년대 중반에는 정부 특정 연구 과제의 지원으로 한반

도 주변 해역의 해양물리 특성과 해수의 흐름에 관한 

정밀 조사ㆍ연구를 수행하여 국내 해양물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2년에는 기존에 수행하던 한국전력과 해군에

서 의뢰한 해양조사 이외에 <한국 해역 종합 해양환

경도 작성 연구허형택>를 황해에서부터 실시하였다. 

이는 당시 기초 해양 분야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 해

양관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후, 1986년까

지 5년 동안은 황해 중남부에서, 1987년부터 1990년

까지 4년 동안에는 남해에서, 1998년까지는 대한 해

협과 동해에서 관측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측과 기

타 기존 자료의 평균 분포 등을 종합 적으로 분석하

여 각각 해역에 대한 『종합해양환경도』를 발간하였

다. 한편, 동해 중서부 해역에서 기본적인 해수 순환 

구조를 규명하고 수괴 분석을 위한 과학기술처 출연 

과제로서 <한국 동해의 해수 순환과 산업적 응용 가

치에 관한 연구1982∼1983, 변상경>를 2년 동안 수행하

였다. 이 과제를 통하여 여름철에 동해안을 따라 남

하하는 연안류를 관측할 수 있었고, 울산 부근에서 

발생하는 연안 용승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는 국립수산진흥원과 공

동으로 과학기술처의 특정 연구 과제로 <어ㆍ해황 예

보 기술 개발이흥재>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동해 해황의 시ㆍ공간 변동성과 연근 해역의 회유성 

생물자원의 환경을 규명하여 어황 예보 체제를 구

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사업에서 국내 처음으로 

NOAA 적외선 영상을 분석해 해표면 수온을 계산하

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동해 중서부 해역에서 3

년간 CTD 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심 850m에서 4개월

간 유속 측정을 위한 계류를 실시하였다. 또한, 내부 

조석 발견, 수온의 시ㆍ공간 변동을 분석하였으며, 인

공위성 영상 자료의 기하학적인 보정 프로그램 개발

과 변분 모델을 이용한 수온의 수직 모드 연구를 실

시하여 국내 해양학과 관측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87년부터 3년간 수행한 <한국 해협에서의 해류 

구조 연구변상경>에서는 일본 규슈대학교 소유의 음향

도플러 유속계ADCP를 이용하여 대한 해협을 가로지

르는 유속의 단면 관측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것

은 초음파 도플러 방식의 유속계인 ADCP를 국내 최

초로 해양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한 연구 사업이다.

1989년에 과학기술처 특정 연구 과제로 시작한  

<연근해역 해황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석문식>는 1991년

까지 3년간 무인 소형 해양관측 부이를 제작하여 해상

한국해양연구소 첫 열대해역 조사시 적도통과 적도제 깃발, 1992. 12. 7 동중국해 조사 중 인공위성 추적부이 투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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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순환 · 기후연구에서 운영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실시간 해황 모니터링

이 가능한 송수신 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사업에서는 직접 제작한 소형 관측 부이에 해양ㆍ기상 

관측 장비를 부착하여 묵호항 외해에서 3개월간 성공

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부이 제작, 관측 자료 송

수신과 계류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2.1.2.2 한국해양연구소 시대1990~2000

1990년에는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연구소에서 발전

하여 독립된 한국해양연구소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

에 따라 해양 순환ㆍ기후 연구 분야도 연구 해역, 예

산, 관측 장비 면에서 부설 연구소 시대에 비하여 크

게 확대ㆍ성장할 수 있었다. 1980년대의 연구 해역이 

주로 한반도 연근해에 머물렀다면, 1990년대에는 국

제 공동 해양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연구해

역을 북서태평양으로 확대시켰다. 연구 분야도 해수

의 물리 특성과 순환뿐만 아니라 해양 음향, 해색 원

격 탐사까지 포함하였다. 후에 음향과 원격 탐사 분

야는 성장하여 다른 연구 부서로 이관되었다. 

한편, 1980년대 후반 정부의 특별 외화 자금 지원

과 1990년대 중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관 자금, 

그리고 자체 연구비로 고가의 해양물리 관측 장비와 

해양 음향 측정 장비가 확보되었다. 대표적인 관측 

장비로는 예인용 ADCP, 계류용 ADCP, 음향 이탈기, 

수중 음향 측정 및 분석 장비, 음향 토모그래피 시스

템 등이 있다. 또한 1992년 초에 건조된 연구선 온누

리호와 이어도호에 CTD, ADCP와 소모성 수심-수온 

측정 장치XBT 시스템 등 해양물리 관측 장비가 장착

되었다. 주요 연구 활동은 황해와 동중국해 국책 연

구 사업, 해양환경 선도 기술 연구 사업G7, 기관 고유 

연구 사업, 해군 본부 수탁 연구 사업 등이었다. 연구

비도 대폭 늘어나 대규모 해양 조사와 깊이 있는 연

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주요 조사 사업으로 수행하였던 해양 

특성 조사 사업과 환경도 사업은 1990년대에도 계속

되었다. 해군 본부의 수탁 연구 과제로 새롭게 시작

한 <해양 특성 조사변상경> 사업의 해양 순환 분야에

서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하여 수온, 염분과 해수 

유동을 관측하여 대잠수함전에 필요한 자료를 해군

에 제공하였다. <한국 해역 종합 해양자원도 작성 연

구> 사업은 1998년까지 진행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한 해협과 동해 중서부 해역에 대하여 종합 조사하

고 각 해역에 대한 『종합 해양환경도』를 발간하였다.

1990년에는 <쿠로시오 해역에서의 해황 변동 연

구이흥재> 사업을 시작하여 세계해양 대순환 실험

WOCE 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사업

에 이어 1996년까지 <쿠로시오 해역과 동중국해의 

해양 순환 연구이흥재>를 제주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연구팀과 함께 학·연 공동 과제로 수행하였다. 이 연

구는 전 지구 해양 플럭스 연구JGOFS에 한국 프로그

램으로 참여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동중국

해를 대상으로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관측과 연구가 

성공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에 따라 대마난류의 기

원과 관련된 주요 해양 과정을 보다 정확히 밝힐 수 

있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동중국해 동부 해역의 

상층해류도를 작성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였다.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한 <동해에서의 중규

모 해황변동에 관한 연구김철수> 사업에서는 국내 처

음으로 동해 중부 해역에서 난수성 소용돌이의 구조

와 생성ㆍ소멸을 연구하기 위한 관측을 하였다. 이 사

업으로 인하여 국내에 중규모 소용돌이 연구가 활성

화되었다. 또한 1992∼1993년에는 특정 연구 사업으

로 <열대 서태평양의 해황변동성 연구석문식>를 수행

하였다. 이는 해양 순환ㆍ기후 분야 연구를 위해 우리

나라 최초로 대양을 탐사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1995년부터 3년간은 황해 종합 조사 연구가 추진

되어 <황해종합 해양관측이재학,김웅서>, <황해의 해류 

관측 및 해수 유동이흥재>, <황해 해수 특성 조사이재학>

가 시작되었다. 해양 조사는 중국과 연 2회 국제 공동 

조사로 진행하였다. 국제 공동 사업인 <쿠로시오 연

변에서의 상층 해류의 계절 변동 연구1995∼1997, 이흥

재>는 미국 스크립스해양연구소의 연구팀과 공동으

로 진행하였다. 이는 인공위성 추적 부이를 이용하여 

동중국해 쿠로시오 연변인 대륙붕단역에서 표층해

류를 관측하는 연구 사업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 동 황해동중국해를포함하는 모델영역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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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중국해 대륙붕수와 쿠로시오의 고염분수는 대륙사

면에서 혼합되고 이 혼합수의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 

주변 해역으로 이동하여 대륙붕단역에서 해양 전선 

사행과 소용돌이가 복잡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입증

하였다.

<남해 대륙붕 물질 순환과 생지화학적 환경 연

구1997∼1999, 홍기훈>의 해수 순환 분야에서는 ADCP

를 반복 관측하고 제주와 추자도의 해수면을 분석하

여 제주 해협 해수 수송량을 계산하였다. 국내 최초

로 트롤방지용 ADCP를 제주 해협 남부에 계류, 9개

월간의 장기 해류 자료를 얻는 데 성공하여 관측 기

술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동중국해 중ㆍ서부 해역의 

해양 순환 연구1997∼1999, 이흥재>에서는 온누리호를 

이용하여 하계에 종합 해양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어도호를 이용하여 봄철과 여름철에 황해와 동중

국해 경계 해역에서 제주 난류와 양자강수 확장에 관

련된 해양조사를 실시하였다.

<동해의 분지 간 해수 교환의 시ㆍ공간적 변동 연

구1998∼1999, 석문식>에서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 심해

수로의 한 지점에서 2년에 걸쳐 해류 관측을 실시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동승강 장비인 SeaSoar를 이

용하여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의 정밀 구조를 파악하

였다. 또한 동해 중ㆍ저층 순환과 중규모 현상의 변동

성을 정량적으로 해명하기 위하여 해류계 계류를 통

한 장기 해류 관측과 CTD 관측을 실시하였다. 해양

수산부의 해양 수산 연구개발 사업인 <해양 예보 시

스템 구축 사업1998∼1999, 해양 예보 시스템 개발 사

업2000∼2001, 석문식>은 해양 경제 활동, 해난 구조, 해

양오염 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 시 요구되는 해양 예

보 자료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해양 예보 시스템을 구

축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예보 모델 개발과 함께 

관측 자료와 위성 자료를 모델 입력시키고 동화시키

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 해양 예보 모델

의 검증을 위해 인공위성 추적 중층부표를 투하하여 

국내 최초로 울릉분지의 시계 반대 방향 해수 순환을 

관측하였다. 동시에 해양 예보 모델 결과와 비교 검

증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응용해양학 연구의 기초

가 되었다.

기관 고유 사업인 <한국 서해안 3차원 연안류 재

현과 검증 연구1999∼2001, 장경일>에서는 서해의 연안

류를 재현하는 정밀 격자 모델을 개발하여 서해 연

안에 적용하였다. 이 사업은 산연 협동 연구와 한ㆍ미 

국제 공동 연구 형태로 수행되었다. 또한, <동해의 기

후 변동 예측과 진화 연구석문식>는 동해를 대상해역

으로 기후 변화에 의한 물리적인 강제력이 생지화학

적 과정을 거쳐 생태계 구조에 미치는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1.2.3  한국해양연구원 시대2001~2012

2001년 한국해양연구원 시대를 맞이하여 해양 순

환ㆍ기후 연구는 연구 대상 해역이 북서 태평양을 

포함하여 남극해 등 대양으로 확대되었다. 한ㆍ중, 

한ㆍ일, 한ㆍ러, 한ㆍ미 등 국제 공동 연구도 더욱 활발

해졌다. 연구 영역도 꾸준히 확대되어 해수 물리 특

성과 해수 순환뿐만 아니라 기후 분야를 포함하게 되

었다. 특히 2009년에는 한국해양연구원 연구팀의 기

후 분야 논문이 『Nature』에 게재되었다. 이로써 한국

해양연구원의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당시의 연구 사업은 그동안 수행하

였던 사업보다 규모가 커지고 학제적 성격이 강화되

었다. 

해양 순환 분야에서 진행한 <남극 웨델해 해수 특

성과 미세 구조 연구2001∼2002, 이재학> 사업은 연구 

영역을 남극해까지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환경부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생지화학 모델링을 

통한 한반도 주변 해역과 북태평양 이산화탄소 순환 

분석ㆍ평가 기술 개발박영규>에서는 한반도 주변 해역

과 북태평양에서 관측된 해양ㆍ대기 이산화탄소 방출

량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였고, 생지화학 모델링에 필

요한 경계와 초기 자료를 준비하였다. 이 사업은 해

양 순환과 기후를 연구하는 도구로 해수 특성뿐만 아

니라 생지화학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연구 방법을 확

장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국제 공동 해양조사 연구석문식, ARGO>가 해

양수산부의 해양 수산 연구개발 사업으로 시작되었전세계 ARGO 뜰개 분포 현황

ARGO 뜰개 투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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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순환 · 기후연구다. 한국해양연구원은 동해, 태평양, 남극해의 수직 

수온ㆍ염분 자료 관측을 위한 부표 투하에 참여하여 

국제 해양관측 프로그램에 기여하였다.

해군 본부의 수탁 연구 사업으로 2001년까지 수행

된 1단계 해양 특성 조사 사업에서는 대잠수함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환경 위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였다. 2단계 <해양 특성 조사 사업김

철수>은 다양한 해군 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환경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시작되었다. 해양 순환 분야에

서는 2008년까지 동해 남부, 대한 해협과 남해에 대하

여 해수 특성과 해수 유동 조사에 참여하였다. 

기후 변화는 21세기의 중요한 이슈였다. 1998년 

처음 연구부 명칭에 ‘기후’라는 단어를 포함시켰던 연

구원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후 변화 연구 사업

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수행한 <기후 변화에 따른 남해동중국해 북부의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변동 연구김철호>는 연구원 최초의 기

후 변화 관련 사업이었다. 우리나라 남해와 제주 주

변 해역을 포함하는 동중국해 북부 해역은 우리나라

의 주요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해역으로 지구 온난

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수온이 상승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후 변화에 따른 동중국해 북부 해역의 해

양환경과 생태계 영향을 파악하고 장래 변화를 예측

하는 것이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다각적인 현장 관측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연

구 해역의 해수 분포와 영양염, 부유 물질, 대기-해양 

이산화탄소 교환량의 계절 변동과 경년 변동 특성을 

파악하였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기후 변화에 의한 

미래 해양환경 변화도 예측하였다. 정부간기후변화

협의체IPCC의 이산화탄소 증가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2030년대의 동중국해 해양 특성 변화수온, 염분, 해류

를 제시하였고, 지구 시스템 모델 예측을 통해 2100

년 동중국해의 해양 생지화학적 특성 변화를 제시하

였다. 이 결과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생태계, 

생물자원 변화를 평가ㆍ전망하기 위한 자료를 산출하

는 데 활용되며, 한반도 주변 해역의 이산화탄소 교

환량 평가를 통해 기후 변화 예측 모델링 연구 분야

에도 활용될 것이다. 또한 해양순환-해양 생태 접합 

모델링 기술은 국내의 독자적인 지구 시스템 모델 개

발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지구 온난화 환경에

서 강화되는 태풍ㆍ해일 예측 기술 개선 연구강석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 사업은 주관 연구기관인 한국해

양연구원과 협동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기상연구소, 공주대학

교 그리고 국외 공동 연구기관인 미국 국립해양대기

청NOAA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로

드아일랜드대학교, 일본과 캐나다 해양연구소 등의 

연구진들이 참여하는 국내외 공동 연구 사업이었다. 

이 연구 사업으로 우리나라에 닥칠 가능성이 있는 태

풍의 강도와 진로에 대한 예측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 연구를 위하여 태풍의 발생, 성장, 이동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 동중국해와 북서태평양 해역을 관측하

였고, 해양-태풍 결합 모델링 기술을 개발하였다.

<기후 변화에 따른 동해 해수 순환과 중장기 변동 

반응 및 예측 연구이재학>는 2006년부터 3년간 진행되

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의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수온과 해수면의 

상승폭이 커지는 경향은 지구 온난화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후 변화 경향에 따

라 동해의 해양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러한 변화가 기후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었다. 동해

북부 냉수역인 일본분지와 남부 난수역인 야마토 분

지 중층의 해수 물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0m 수심

에서 시기에 따라 온도가 상승하고 하강하는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나며, 용존산소의 변화도 유사하게 나

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해상도 동해 모델 결과와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울릉분지에서 야마토 분지로 

직접 유입되는 심층류의 구조를 최초로 밝혔다. 한반

도 주변해역에서 해수면의 연변화 성분은 10∼20㎝ 

정도의 진폭으로 변화하며, 대기압 변화에 의한 효과

는 7.7∼9.4㎝ 진폭이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해

수면의 연변화는 주로 열팽창으로 인한 변화이며 바

람에 의해 해수가 쌓이는 효과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양탐사에서 심해유속계 회수, 2008



170

2. 분야별 연구활동 <태풍 기인 연직 운동 및 혼합 특성 연구강석구>는 

2009년부터 3년간 실시되었다. 태풍 조건과 같은 강

한 바람 조건에서 상하 움직임 속도와 혼합을 지배하

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었다. 연

구 결과는 혼합층 변화 기작 연구와 태풍 혼합에 대

한 모수화에 활용된다. 

<통합 기후 예측 시스템을 위한 기후 예측 시뮬레

이션 개발 및 대양 관측-가이아이재학, GAIA>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한 교육과학기술부 출연 사업이다. 

이 사업의 최종 목표는 기후 변화와 장주기 기후 변

동을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전 지구 고해상도 기후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으로 해양과

학기술원 고유의 기후 모형으로 해양-대기-해빙 모형

이 접합되어 개발되었다. 이 모형에는 사업 참여 연구

원이 자체 개발한 해양의 연직 혼합 모수화 과정, 대

기의 적운 대류 모수화 방안이 사용되었다. 다양한 물

리 과정 모수화에 대한 민감도 실험이 수행되어, 2011

년에 최종적으로 KORDI 모형ver1.0이 선택되었다. 

KORDI 접합 모형은 추후 점차 개선되어, KIOST 기후 

변화 연구와 기후 예측에 활용될 것이다. 

2006년에 시작한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 해

에 미치는 영향 연구김웅서, 전동철>사업은 지금도 지

속되고 있다. 미래 기후 변화에 따른 열대북서태평양

의 해양 변동성이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

과 예측을 위하여 해역 간 상관성과 해양 변화의 장

기 변동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북서태평양에서 열

대 해역의 해류, 해황, 부유 퇴적물 등에 관한 장기 

관측을 위하여 3개의 고정점에서 장기 계류 모니터

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장기 계류 관측을 통해 북적

도 잠류NEUC와 아열대 반류STCC를 관측하였으며, 북

서태평양 태풍 활동이 1차 생산력에 미치는 영향, 계

절 내 진동과 동아시아 기후의 관련성, 적도서태평

양과 동아시아 해역 순환 계절 변동 모의ㆍ분석 연구, 

동중국해 내의 쿠로시오 해황 변동 특성 파악 등을 

규명하였다. 

한편 쿠로시오 수역과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

한 지속적인 해양환경 탐사를 통하여 해양 생태계의 

변동성 연구도 수행중이다. 이 탐사를 통하여 북서태

평양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산정, 북서태평양

의 미세플랑크톤 생태계의 위도별 군집 구조, 동물플

랑크톤 군집의 환경 구배에 따른 생체량과 연변동성 

파악, 자치어의 북방한계선, 쿠로시오의 난류지표종

과 환경 변화 간의 상관성, 엘니뇨의 형태에 따른 일

차 생산력의 변동 등을 연구하였다. 북서태평양에 대

한 정기 탐사, 계류 관측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북

서태평양 해양 순환 기후 실험NPOCE, 열대 계류 부이 

패널TIP, 자료부이 협력패널DBCP에 참여하였으며,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

JAMSTEC 등과 국제 협력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 결과

는 전 지구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주변 해역 환

경 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 자료로 활

용될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얻은 한반도 주변 

해역, 쿠로시오 해역의 해양환경ㆍ생태계 자료는 한

반도 주변 해역의 장기 환경 보전 정책 수립 등에 활

용될 것이다.

2.1.2.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2012~ 

한국해양연구원은 2012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동

안 해양 순환ㆍ기후 연구 분야는 발전을 지속하여 세

계 우수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하는 단계에 이

르렀다. 연구 해역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서태평

양과 열대해양, 남극해와 북극해까지 그 폭이 넓어졌

다. 연구 주제와 공간 규모도 분자 확산, 내부파, 중

규모 와류, 열대 해역 해류 시스템, 중위도 쿠로시오

와 엘니뇨ENSO, 북극진동AO 등 기후 분야로 확대 되

었다. 분자 규모로 시작해서 지구 시스템 규모까지 

다루게 된 것이다. 연구 장비는 선진국 수준으로 갖

추게 되었고, 심해 계류 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대등

하게 되었다. 연구 경향은 다른 연구 분야와 결합하

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융합 연구의 시대로 향하

고 있다.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전동철>사업에서는 심해 계류를 실시하여 북태평

양 해류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생태계 모델해양예보 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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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을 활용하여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해양 순환 컨베이어 시스

템의 중심에 인도네시아 통과류ITF : Indonesia Through 

Flow가 있는데 기후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해양순환ㆍ기후연구부는 생태계연

구부와 함께 <해양 융ㆍ복합 기획 과제태평양-인도양 해

양 순환(TIPEX) 연구 프로그램 기획 연구전동철>를 수행

하였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통과류를 모니터링 하

고, 혼합 과정을 밝히는 한편, 열대 해역의 다양성과 

기후 변화 반응에 대한 연구를 기획하여 실행 준비 

중이다.  

<통합 기후 예측 시스템을 위한 기후 예측 시뮬레

이션 개발 및 대양 관측-가이아이재학, GAIA> 사업은 

KIOST 기후 모형을 만들어 미래 기후 변화 시나리오

를 산출하고 KIOST 기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해 마련되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북서태평양의 변화

를 분석하기 위해 <북태평양 기후 변동 수치 모델링 

연구장찬주>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가 자연 주

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후 

변화와 자연 기후 변동성의 상관성 분석 연구국종성> 

를 수행하였다. <CO2 해양지중저장 후보지 환경조

사 및 평가박영규>사업은 동해남부 후보지에 대한 해

양환경을 조사하며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CO2 누출에 

따른 문제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해양 순환과 기후 분야는 연구 

인력, 관측 장비, 연구 성과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

과 발전을 이룩하였다. 초기 부설연구소 시절의 중심 

연구 인력은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훈련생이

었다. 그러나 한국해양연구소 시대부터는 국내외 대

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었고, 한

국해양연구원 시대에는 기후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합

세하여 해양 순환과 기후 연구 분야의 전문 그룹이 

형성되었다. 특별 외화 대출 자금, IBRD 차관 등의 

지원과 대형 사업의 자체 사업비로 관측 장비가 현

포항

울산항

CO2 해양지중저장 후보지 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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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연구대화되어 국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 연구소의 해양 순환 분

야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연구 인력은 국내외 대학과 

관련 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이들은 잠재 

연구 인력으로서 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 업무에 많

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동안 해양 순환 연구 분야는 해수 특성과 해수 

순환에 관한 기초 연구에서부터 어ㆍ해황 예보, 원자

력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해양 조사와 해군 작전 지

원을 위한 해양환경 조사와 분석 등의 응용 연구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 연구 대상 해역도 한반도 주변의 연

근 해역은 물론 북서태평양과 남극해로 점차 확대되

었으며, 연구 내용도 조사ㆍ분석 업무는 물론 예측 업

무까지 다양한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해양

연구원 시대부터는 기후 분야 연구를 포함하여 더욱 

활기찬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전에 비하여 연구 

주제 또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전 지구해양과 대

기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연구 논문의 수적인 증

가뿐만 아니라 수준도 높아졌다.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시대에는 교육 기능이 추가되어 한국해양연구원 

시절에 설립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순환기후부는 더

욱 활기찬 연구를 이어 나가게 될 것이다.

2.1.3  해양생태계연구 Marine Ecosystem Research

해양생물이란 해양에서 생활하는 생물을 통틀어 부

르는 말로 표영생물과 저서생물, 유영생물로 나뉜다. 

초기 우리나라의 해양연구는 이 사전적 의미 그대로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과 같은 표영생물과 조

개, 게, 새우와 같은 저서생물 그리고 주로 수산생물

로 다루는 어류 등을 포함한 유영생물 그룹으로 분류

하고 기초 생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후 해양생물 

연구는 시간이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달하였

다. 해양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생물 그룹들의 시ㆍ공

간적 변화 연구, 구성된 생물 그룹 상호 간의 연결과 

관계를 밝히는 해양 생태계 연구, 인간의 해양 이용 

활성화에 따른 해양생물 환경, 생태계 진단과 생물자

원의 보전과 합리적 관리 기법의 개발, 인간에게 유

익한 유용 생물과 유용 물질을 개발하여 바다의 생산

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해양생물연구소의 역사는 1973년 10월 한국과학

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의 개소와 함께 시

작됐다. 최초의 연구는 1973년 11월부터 1974년 4월

까지 진행된 가덕도 해태 양식 어장을 대상으로 한  

<해태 양식 단지의 흉작 원인 조사이종화>였다. 이때 

생물 담당 연구원은 겨우 2명뿐이었다. 그러나 1978

년 4월 해양연구소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부설연

구소가 되면서 해양생물연구실이 처음으로 만들어

졌고, 이를 계기로 인력과 장비가 빠른 속도로 늘어

났다. UNDP 기금과 ADB 차관 자금으로 광학현미

경, 플랑크톤 네트, 채니기 등 전문 장비와 연구 기기

가 도입되었고 국내ㆍ외 고급 인력들이 참여하면서 비

로소 종합적인 해양생물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

다. 즉, <한국 유용수면 개발 이용도의 현황 조사허형

택>, <발전소 온배수에 의한 수산자원에의 영향 및 대

책 조사이순길>, <적조 및 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연구이광우> 등 대형 연구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비약

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규모와 과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985

년에는 생물응용연구실이 신설되어 2개의 연구실로 

재편성되었다. 1986년 5월에는 안산으로 연구소를 

이전하면서 새로 만든 넓은 수조실을 활용하여 생리 

실험과 번식 실험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89

년에는 해양생물공학연구실을 신설하여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어패류의 새로운 품종 개발과 유용 미

생물군의 탐색과 개량 등을 연구하였다. 이처럼 해양

생물 연구의 과제가 다양해지고 규모가 확대됨에 따

라 1990년 해양생물연구부가 설치되었다. 해양생물 

관련 연구실도 5개로 늘어났다. 생물응용연구실은 

생물생산연구실로 개칭되었다.

1991년에는 생물생산연구실을 생물공학연구실에 

통합하였다. 1993년에는 과학기술처의 연구소 보직 채니기

동물플랑크톤 채집에 사용하는 봉고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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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자 감원 지시에 따라 해양생물연구실과 응용생태연구

실을 합쳐 해양생물연구그룹으로, 생물공학연구실과 

미생물연구실을 통합하여 해양생물공학연구그룹으

로 개편하여 4개 연구실을 2개 연구 그룹으로 축소하

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단순화된 ‘그룹’ 제도

의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결국 1997년

에 다시 연구실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2개 

연구 그룹이 5개 연구실로 늘어났고 명칭도 각 생물 

분야의 특성을 살린 연구실 이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다

시 출연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 방안이 추진되어 대

폭적인 조직 개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생물연

구부를 폐쇄하고, 대신 해양환경ㆍ기후연구본부를 신

설하여 5개 연구실을 해양생물연구단과 해양생물자

원개발연구센터로 축소 개편하였다. 이때부터 미생

물 분야는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길을 걷기 시작한다. 

2000년 해양자원연구본부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생

물연구팀 대부분은 환경기후연구본부에 남았고, 미

생물 분야와 목장화 분야만이 해양자원연구본부 소

속이 되었다. 이처럼 미생물분야는 실질적인 면에

서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면에서도 독립의 길을 가

게 된 것이다. 2002년에는 또다시 해양환경ㆍ기후연

구본부가 지구환경연구본부와 생태환경연구본부로 

분리됨에 따라 해양생물 연구는 생태환경연구본부

와 해양자원연구본부 산하에서 해양생물ㆍ생태, 해

양생물공학과 해양 목장화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되

었다. 2003년에는 해양생물자원연구본부로 다시 통

합되었으며, 2005년에는 미생물 분야를 제외한 모든 

생물 분야가 해양환경연구본부 내 해양생태계보전

연구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된다. 이 연구단

은 2006년 해양생태계ㆍ환경연구사업단으로 바뀌고, 

2007년에는 해양자원연구본부의 대양열대해역연구

사업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8년에는 다시 과

거 사용했던 해양생물자원연구부로 이름이 바뀌면

서 생물 분야만의 연구부가 재탄생하였다. 2012년에

는 해양기반연구본부 내 해양생태계연구부라는 이

름으로 부서 이름만 변경되었다.

2.1.3.1 KIST 부설 연구소 시대1973~1990

1973년 연구소 발족 이후 1978년 한국과학기술연구

소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재편되기까지 시설과 

인력의 부족으로 활발한 연구는 진행하기 힘들었다. 

해양생물 관련 최초의 연구 사업은 진해만의 <해태 양

식 단지 흉작 원인 조사이종화, 서울민사지방법원>였다. 

이는 진해화학에서 배출한 폐수가 가덕도 북쪽의 웅

동만 부근에 퍼져있는 해태양식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 사업이었다. 1974년에는 <포항제철 취

수로 부착생물의 생태 및 부착 방지 대책이종화, 포항제

철>과 <제주도의 전복과 소라 양식 연구이병돈, 한국무역

협회>를 수행하였다. 또한 <진해만의 해양학적 연구이

종화, 진해화학>를 통해 진해만의 플랑크톤, 저서생물, 

양식 등에 관한 기초 자료가 축적되기 시작했다. 

1975년과 1976년에는 UNDP 자금으로 각종 연구 

기기들이 도입되었고 연구원도 늘어나 기초적인 연

구 능력이 차츰 향상되었다. 이 당시에는 <N-Project

이병돈, 해군본부>, <월성 원자력 3호기 건설 지점 해역

의 해양조사이종화, 한국전력>, <담수어에 대한 각종 금

속류 및 농약류의 LD50 실험이종화>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였다. 

1978년 4월 해양생물연구실이 처음으로 설치

되어 허형택 박사를 비롯하여 5명의 연구원이 생태

와 기초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ADB 차관에 의해 연구 기기들이 도입되었고, 10여 

명의 석ㆍ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이 보강되었다. 이

로써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연구 과

제도 계속 늘어났다. <원자력 발전소 고리 2호기 건

설 지점 주변 해양 조사한상복, 한국전력>를 필두로 <한

국 유용수면 개발 이용도의 현황 조사허형택, 농어촌공

사>, <동해안 기수호의 종합 개발 기초 조사허형택, 과

학기술부>, <수산자원 보전 지구 내의 발전소 건설 가

능성 검토 및 대책허형택, 한국전력>, <고정 화력 발전소 

주변 해역의 기초 조사허형택, 대림ENG>, <원자력 발전

소 5,6호기 건 설지점 주변 해양 조사한상복, 한국전력>  

등 대형 과제를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다. 1979년 1월

에는 고故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담수 

진주 양식 산업을 위한 기초 조사허형택, 과학기술처>를 

한·미 해양생물학 공동 워크숍, 1978. 6

전복 및 해조류 양식

진해만 굴 양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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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연구실시하였다. 이는 담수 진주 양식 대상종인 민물조

개 ‘대칭이’가 서식하는 전국의 하천과 호수를 조사하

여 조개의 분포와 양식 현황을 파악하는 방대한 사업

이었다. 이를 통하여 담수 진주 양식의 가능성을 확

인하게 되었고, 더불어 해산 진주조개를 이용하는 인

공 진주 양식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1984

년 국책 과제로 <인공 진주 양식 기술 개발 사업허형

택>을 착수하였다. 그 외에 상습적인 진해만 적조 발

생을 사전에 예보하고 대처하기 위한 <적조 모니터

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비 조사허형택, 이광우, 과학기

술처>를 비롯하여 <원자력 발전소 7, 8호기영광 1,2호기 

건설지점 주변 해상 조사남기수, 구자학, 한국전력>, <원

자력 발전소 9,10호기울진 1,2호기 건설 지점 주변 해

상 조사남기수, 한국원자력기술>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

소는 당시 해상 유류 오염 사고 때 사용한 유출 기름 

처리제의 생물 독성 검정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관련 

사업을 수년간 시행하였다.

해양생물연구실이 설치된 바로 다음해인 1979년 

6월 25일에서 30일까지 해양연구소 주최로 ‘한ㆍ미 해

양생물학 공동워크숍’을 성공리에 개최하였던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 공동 워크숍은 한국과학재단

과 미국과학재단 후원으로 열렸다. 미국 측에서 존 

라이서John Ryther, 시어도어 스마이다Theodore Smayda 

등 세계적인 석학 8명이 참석하였고, 국내에서는 강

제원, 김인배, 유광일 교수 등 8명이 참석하여 논문

을 발표하였다. 연구소에서는 이병돈, 이순길 박사

가 「Benthic Faunal Studies in the Vicinity of Busan, 

Southern Coast of Korea」를, 허형택 박사가 「Effects 

of Thermal Effluents on Marine Biota in Coastal 

Waters of Korea」를 발표하였다. 후자는 발전소 온배

수의 영향을 공개한 국내 최초의 논문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한국전력은 상당히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

였으나, 그 후 한국전력 프로젝트를 더 많이 맡게 되

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는 국내 대학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프

랑스 등 외국에서 훈련받은 박사급 고급 인력이 늘어

났고, 무엇보다 ADB 차관 등을 통한 장비 도입, 조사

선 건조, 실험 시설 확장 등 연구 환경이 크게 개선되

었다. 1980년에는 <황해의 유용 생물자원 개발에 관

한 연구허형택>와 <발전소 온배수에 의한 수산자원에

의 영향 및 대책 조사허형택>, <가막만의 해저 및 해양

자원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허형택>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유용 생물자원 조사 중12~4월 가로림만 부근에서 

대량의 실치가 포획되었는데 이것이 흰베도라치의 

치어라는 것이 처음으로 밝혀졌고, 이에 관한 효율적

인 자원관리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해양물리와 화학연구실과 공동으로 <적조 

및 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이광우>가 

1979년도 예비조사를 거쳐 1981년에 착수되었다. 

1982년에는 우리나라 해양학 연구사에 길이 남을 최

초의 종합 해양조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해역 종합 

해양환경도 작성 연구1982~1997, 허형택, 곽희상>가 시

작되어 생물연구실 전원이 참여하였다. 또한 같은 

해 한국전력의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FSAR 중 부

지 부분 작성 용역 인력 지원 업무곽희상>에 참여하였

다. 이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과 미국원

자력위원회NRC의 규정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

정에 맞는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조사 규정을 작성

하였다. 1984년에는 처음으로 실시된 과학기술처 특

정 연구 사업 계획에 의하여 <인공 진주 양식 기술 개

발연구허형택>와 <고급 어종 증ㆍ양식 기술 개발연구허

형택> 사업이 착수되었다. 이들 2개의 대형 특정 연구 

사업은 생물 연구의 연간 사업비를 1,000만 원대에서 

처음으로 수억 원대로 끌어 올림으로써 해양생물연

구실의 연구 능력을 크게 높이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

다. 이 사업들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과학기술처 우

수 연구 과제로 선정되었다. 그 후 청정해역으로 알

려진 통영군 한산면 염호리의 해덕진주양식장에 진

주 양식 시험 어장을, 경남 기장에 전복 진주 양식 시

험 어장을, 그리고 통영군 산양면 학림도에 충무 시

험 어장을 개설하여 고급 어종인 방어와 참돔 양식 

연구를 시작하였다.

1985년에는 생물응용연구실이 신설되어 연구실

이 2개로 늘어났고 이해부터 기본 연구가 많이 수행

되었다. 특히 한산도 진주 양식 시험 어장과 충무 어

류 양식 시험 어장에 상주 연구원을 파견하여 파일럿 월성2, 3, 4호기 온배수 양식장 시험양식 발표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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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생산된 진주

진주양식용 핵 삽입

플랜트pilot plant 규모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

다. 진주조개와 어류의 월동 연구를 위하여 삼천포 

화력 발전소 온배수 배수구 부근에 시험 어장육상 수

조와 해상 가두리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류 양식 

기술 개발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1986년 5월 안산으로 이전하면서 해양생물 연구

는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전을 계기로 연

구원 수도 크게 증가하였고 넓은 연구실과 첨단 장

비 등도 갖추었다. 뿐만 아니라 해수를 이용한 수조

실에서 해양생물을 생리학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성

장에 관한 기초 실험ㆍ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러한 연구 여건이 조성된 후, 은연어 양식 기술 개발

연구를 위하여 미국 오레곤산 은연어 발안난 5만 개

를 수입하여 강원도 평창의 원복수산 송어 양식장

에서 부화시켰다. 이로써 양식 기술 개발이 본격화

되었다. 또한 인공 진주 양식 기술 개발연구의 일환

으로 인도네시아산 대형진주조개를 수입하여 삼천

포 시험 어장에서 6개월간 시험 육성하였고, 인도

네시아와 자메이카 해역의 진주 양식 가능성에 관

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1987년에는 인공 진주 양식 

기술 개발과 고급 어종의 증ㆍ양식 기술 개발 과제

가 종료되었다. 이 두 과제는 과학기술처의 우수 연

구 과제로 선정되었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초의 

산ㆍ학ㆍ연 공동 연구 사업인 <고급 어종 대량 종묘 생

산 기업화 연구김종만>를 성지실업과 공동으로 시작

하였다. 또한 <연어ㆍ송어류 양식 기술 개발김종만>,  

<생리 활성 물질 개발김종만>, <어류 신품종 개발 사

업김종만>을 3개년 계획으로 착수하였다. 연어ㆍ송어

류 양식 기술 개발 사업은 국립수산진흥원, 경상남

도 내수면 개발 시험장과 공동으로 추진하였는데, 이 

중 육상 종묘 생산 연구는 양양 내수면 연구소의 시

설을, 해상 사육은 강원도 옥계항에 설치한 노르웨이

제 철제 가두리를 각각 이용하였다.이를 계기로 연구소

는 수산청 지정 시험 교습기관으로 정식 지정되었다. 이후의 

양식 실험은 경남 통영군 산양면 저도 앞 해상에 시

험 어장 허가를 얻고 가두리를 설치하여 실시하였다. 

이 어장은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연어ㆍ송어류 

양식 기술 개발 사업은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연

어, 특히 은연어의 시장성과 국내 양식 생산의 가능

성이 입증되었다. 1988년에는 시화지구 개발에 따

른 간접 피해 영향권 조사와 김 양식장 피해 보상 조

사 등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어업 피해 보상 연구

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발전

소 온배수를 이용한 고급 어류 양식 기법 개발정성철> 

과 <원자력 발전소의 방수로를 이용한 어류의 사육 

및 월동 시험 연구김종만>를 수행해 온배수의 효율적 

이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89년에는 해양

생물공학연구실을 신설하여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

용한 어패류의 신품종 개발과 유용 미생물군의 탐색

과 개량, 생물학적 환경 보전 시스템 개발 등을 연구

하였다. 특히 1989년은 21명의 연구원이 8개 기본 사

업, 5개 수탁 연구, 3개 특정 연구 사업, 1개 특수 사

업 등 모두 17개 해양생물 연구 사업을 수행해야 했

던 매우 바쁜 한 해였다.

2.1.3.2 한국해양연구소 시대1991~2000

1990년 연구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연구소에

서 한국해양연구소로 독립하였다. 이에 따라 기구도 

확대ㆍ개편되어 해양생물연구부가 설치되고 응용생

태연구실과 해양미생물연구실이 신설되어 연구실이 

모두 5개로 늘어났다. 생물응용연구실은 생물생산연

구실로 개칭되었다. 이 해에 연구원의 수도 23명으로 

늘었고 수행 과제 수도 23개나 되었다. <발전소 온배

수 이용 고급 어류 양식 기술 개발박철원> 사업이 성공

리에 종료되었고, 이 결과에 따라 한국전력 출연으로 

<발전소 온배수 이용 대량 종묘 생산 기술 개발허형택> 

사업이 3개년 계획으로 보령 시험 어장에서 시작되었

다. <신품종 어류 개발연구-냉수성 어류 중심손진기>가 

과학기술처 우수 연구 과제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조기류 생산 기술 연구허형택>, <해남 지구 해태 양식

장 어업권 소멸 보상 조사김종만>, <통영 안정공단 부지 

조성에 따른 어업권 피해 조사김종관> 등 대형 사업이 

시작되었다. 연어ㆍ송어류 양식 기술 개발연구가 끝난 

후, 과제 수행 중 생산된 은연어는 당시 미도파백화점

의 기획 상품으로 전량 판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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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연구1991년에는 생물생산연구실이 생물공학연구실에 

통합되어 해양생물부 산하 연구실이 4개로 줄었다. 

하지만 3명의 미생물 전공 연구원이 입소하여 해양미

생물연구실의 연구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한편 영

광원자력 주변 해역 환경 평가와 화옹지구 간척 사업

에 따른 어업 피해 조사 등의 수탁 과제가 새로 추가

되었다. 충무 시험 어장에서는 1989년도에 확보한 참

조기에서 처음으로 채란과 부화에 성공함으로써 참

조기 양식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1993년에는 과학

기술처의 연구소 보직자 감원 지시에 따라 해양생물

부의 4개 연구실을 폐쇄하고 해양생물연구그룹과 해

양생물공학연구그룹의 2개 연구 그룹으로 축소 개편

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영종도 국제공항, 영동 화력 

발전소, 당진 화력 발전소 등의 건설에 따른 환경 영

향 평가와 피해 조사 사업 등 모두 21개의 과제를 수

행하였다. 1994년에는 <해양 목장화를 위한 기반 연

구허형택>를 시작한 것이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 과제

는 기관 고유 사업으로 시작되어 4년간 계속된 후 해

양수산부의 연구개발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해

양연구원의 주력 사업 중 하나였던 해양 목장화 사업

의 기틀이 되었다. 1997년에는 1993년 이후 2개의 연

구 그룹으로 축소 운영되었던 연구실이 다시 5개로 

복원되었다. 기관 고유 사업도 확대되어 무려 32개

의 연구 과제를 진행하였다. 해양생물연구실에서 개

발하여 이미 상당한 효과가 입증된 <적조생물처리기 

RTS-KORDI의 실용화 연구장만>를 비롯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적조 제어 기술 개발김상진>, <시화호 외해 연안 

환경 영향 조사이재학> 등의 과제들을 수행하였다. 특

히 <대외 원전 1,2호기 환경 조사이재학>는 KEDO 사업

의 일환으로 북한의 신포에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해양 환경 영향 평가로서 북한 해역의 해양생

물상을 처음으로 우리 연구원들이 조사한 뜻 깊은 사

업이었다.  

1998년에는 ‘국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경영 혁

신 방안에 따라 대폭적인 제도 개선이 있었다. 1990

년에 설치된 해양생물연구부가 폐쇄되고 신설된 해

양환경ㆍ기후연구본부 산하에 해양생물연구단과 해

양생물자원개발연구센터가 설치되어 해양생물 연구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불과 일 년 전에 설치되었

던 5개 연구실이 1연구단ㆍ1연구센터로 축소 개편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조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양

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해 생물자원의 

생산 능력을 높이고, 연안 환경을 보전하며 과학적

인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활동은 활발하

게 진행되었다. <훼손된 해양  생태계 복원 기술 개발

제종길>과 유용 생물자원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천해 

대상생물의 생리활성측정김완수>, <넙치 및 조피 볼락

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발 육종 기술 개발홍경표> 등

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1994

년부터 1997년까지 진행된 <해양 목장화를 위한 기

반 연구김종만>를 토대로 <통영 해역의 바다 목장 연

구개발 사업김종만>이 해양수산부의 해양 수산 연구

개발 사업으로 채택되어 1998년부터 9개년 계획으로 

실시총 325억 투자되었다. 1999년에도 이러한 응용 생

태, 생물자원 개발과 생물 공학 분야의 대형 연구 과

제들은 계속 진행되었다.

2.1.3.3 한국해양연구원 시대2000~2012 

2000년에는 기존 조직을 변경하여 해양자원연구본

부가 설치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연구

실 또는 그룹 차원의 연구 단위를 지양하고, 해양생

물 연구 기능을 2개 연구 본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새로운 관리 시스템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생물과 환

경, 생태 관련 연구는 환경ㆍ기후본부에서, 유용 미생

물 이용과 자원 개발바다 목장화 등 연구는 자원연구본

부에서 추진하였다. 세 개의 생물 관련 분야 연구 즉, 

<해양 유독 식물플랑크톤의 유전자 자원화 기술 개발

장만>, <어류의 생체 리듬을 응용한 인공 동면 유도 기

술 개발김완수>, <해양생물 유래 신규 생리 활성 물질 

및 생물 소재 개발연구신종헌>가 국가에서 전략적으

로 육성ㆍ지원하는 국가지정연구실 과제로 선정, 진

행되었다. 고갈 상태에 직면한 남해의 고급 패류 자

원의 증대와 유용 해양미생물자원의 확보와 유용 생

물 소재 개발을 위해 <남해 어패류 우량화를 위한 생

태 환경 기반 기술 연구최진우>와 <유용 해양미생물 바다목장 안의 인공 바다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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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탐색 이용 기술 개발연구이홍금>가 수행되었다. 독도

에 대한 최초의 정부 주도해양수산부 과제로 <독도의 

해양 생태 조사 연구김웅서>가 수행되었고, <황해 광

역 생태계 연구유신재>의 최종 3차 연도 조사가 수행

되었다. 또한 <남서태평양 해양생물자원 개발연구

2000~2008>가 시작되어 1차적으로 미크로네시아 해역

의 저서생물 군집을 조사하였다.

극지연구본부에서 수행한 <남극해 유용 생물자

원 개발연구이윤호>는 미래의 식량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남극 크릴의 분포와 자원량을 파악하고, 남

극 생물의 유용 물질과 유전자를 추출 분석하기 위

한 연구였다. 연구 결과, 크릴의 주요 분포지역과 자

원량을 파악하여 산업체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

고, 크릴에서 다량의 EPA와 DHA같은 유용 불포화지

방산을 추출하고, 남극 곤충에서 저온활성효소를 발

견함으로써 고부가 가치 식ㆍ약품으로 개발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2001년에는 전년도에 이어 

3개의 국가지정연구실 과제를 포함한 10개 대형 과

제들을 진행하였는데, 특히 해양환경 생명공학 부분

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인 운하 담수 배출

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김동성>는 한강에

서 인천 영종도 앞까지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큰 운

하 계획에 대한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 

과제로 진행되었다. <훼손된 해양 생태계 복원 기술 

개발제종길>, <갯벌 생태계 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연구제종길>, <대체 습지 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김동성>은 훼손된 해안의 유형별 복원 기술을 시

범 적용하고 갯벌 생태계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 방

안 모델예를 들어, 갯벌 생태 관광을 제시하였다. <통영 

해역의 바다 목장 연구개발 용역 사업김종만>은 1998

년에서 2000년까지 1단계에 이은 2단계 사업이었다. 

이 사업에서는 1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바

다 목장을 조성하고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수확 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한 가지 특이할 만

한 사항은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극한 

환경인 심해의 열수분출공 관련 연구가 추진되었다

는 점이다. 일본의 잠스텍JAMSTEC이 보유한 유ㆍ무인 

잠수정을 활용한 국제 공동 연구인 <열수분출공 생태

계 국제 공동 연구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연구김동성> 

가 그것이다. 이 사업은 2002년 <심해 및 초심해저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기반구축연구김동성>로 이어졌

고 이후 심해와 열수분출구 생태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 2002년에는 21세기 국가 해양개발 중장

기 계획Ocean Korea 21의 실현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

해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개발과 그 활용 체제 구축

에 주력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

태환경연구본부와 해양자원연구본부를 중심으로 해

양생물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2002년 한 해만 하더

라도 45개에 달하는 생물 관련 연구 과제를 진행하

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02년에는 어류

생체리듬연구사업단을 발족하였다. <새만금 해양환

경 보전 대책을 위한 조사 연구-생물 분야2002~2011, 

이재학, 제종길>의 1단계 사업2002~2004과 프론티어 사

업인 <해양 특수 환경 미생물 다양성 및 메타게놈 자

원 확보 및 탐색김상진>사업이 시작되었다. 해양 목장

화 관련 사업으로 <제주 해역 바다 목장 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김종만>를 비롯하여 <전남 다도

해형 바다 목장 기반 조성 사업 연구김종만>, <사천만 

바다 목장화 사업1어촌 1품종 육성 사업 실시설계김종만>  

등을 수행하였다. 2003년에도 수많은 대형 과제들

이 진행되었다. 특히 연구원의 장기 발전을 위한 4대 

중점 사업의 하나인 <극한 환경 유전자원 및 바이오 

신소재 개발이정현>과 <해양 방선균으로부터 항암물

질 개발연구신희재>를 시작하여 신물질, 항암 물질과 

유전자 자원 개발에 주력하였다. 국책 중점 사업인 

Biotech 2000 과제의 하나로 1997년부터 진행된 <유

용 해양미생물 탐색ㆍ이용 기술 개발이홍금>은 2003년 

3월 말에 마무리되었다. 이 연구 결과로 남극 방선

균을 이용한 친환경적 탈유화제와 새로운 내냉성 단

백질 유전자를 개발하여 특허 출원과 등록을 완료하

였다. 또한 2003년에는 바다 목장화 사업이 활발하

게 전개되었다. <통영 해역의 바다 목장화 개발연구

김종만>, <전남 다도해형 바다 목장 기반 조성 사업김

종만>, <동ㆍ서ㆍ제주 해역 바다 목장 개발 후보지 선정

을 위한 기초 조사김종만> 등과 같이 전국에 걸쳐 목장

화 사업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갯벌 생

울진 바다목장 모식도

열수구 유래 초고온성 미생물의 전자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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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연구태계 조사제종길>, <연안역 통합 관리를 위한 해양환

경 변화 특성 규명이재학>과 같은 연안 해역 생태계를 

파악하고 그 변화와 기능을 살피는 연구가 활성화되

었다. 목장화 사업은 2004년에도 같은 이름으로 전

국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더불어 2004년에는 어류의 

인공 동면 유도기술에 관한 연구인 <어류의 생체 리

듬을 응용한 인공 동면 유도 기술 개발김완수> 과제가 

본격적인 연구 결과를 내기 시작하였다. 원자력 연구

소와 관련 있는 몇 개의 연구 과제들, <해양생물에 의

한 취수구 폐쇄 현상 방지 기술 개발이재학>, <영광 원

전 6개호기 운영에 따른 구획 어업 피해 조사-실뱀장

어김완수>, <영광 원전 어업 피해 조사유재명, 정회수>,  

<신월성 1,2호기 피해 조사김종관>와 같은 연구도 이

루어졌다. 원자력 관련 연구와 동시에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바다 모래 채취와 관련하여 <해사 채

취가 간극동물 및 거머리말 군락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동성>와 같은 국가적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

구도 진행되었다. 더불어 우리 연구원 연구센터가 있

는 미크로네시아 축 주에서 진행되는 <코스레 주 해

양생물자원 조사박흥식>, <흑진주조개 종묘 생산 연구

박흥식>, <신양식 대상종 개발박흥식>과 같은 해양생물

을 위한 자원 증식 관련 연구는 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3년과 2004년의 사업 중에서 특기할 사항은 

생물 다양성ㆍ생명공학 교육 프로그램이윤호을 개발하

여 실시한 것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최신 생명공학 

기술을 습득하고 전파할 수 있는 실험 실습 중심의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데 있었다. 

생물 다양성ㆍ생명공학 교육 프로그램은 경남 거제에 

위치한 남해연구소에서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분자

진화, 생물 다양성과 생물정보학 워크숍’과 ‘마이크로

인젝션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전달과 유전자 발현 조

절 워크숍’의 2개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각각 10

일, 11일간의 교육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각 과정은 

21명씩 박사 과정 이상의 고급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교육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산ㆍ학ㆍ연 

지식-기술 교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이 분야 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이 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귀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2005년에 들어서는 <동해 울릉분지에서의 탄소 

순환 연구유신재>, <동중국해 및 동해 울릉분지의 요

각류 알 생산력강형구>, <황해 식물플랑크톤 연구 자

료의 수집 및 분석노재훈>과 같이 동해, 황해, 동중

국해 전체를 다루는 광범위한 해역을 대상으로 하

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더 나아가 극지연구소와 연

계하여 <북극해 중형생물 연구김동성>도 이루어졌

다. 2006년에도 바다 목장화나 원자력 온배수 관

련 연구는 계속 이루어졌다. 또한 연안 해역 오염

과 연안 양식업의 생산력 증대를 목표로 한 <인공 어

초 시설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명정구>나  

<외해 수중 가두리 개발 시험 연구 사업명정구>과 같

은 새로운 연구 과제가 시작되었다. 더불어 세계적

으로 큰 이슈로 떠오른 전 지구적 기후 변화와 관련

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미세생물 먹이망의 변

동 연구양은진>와 같이 기후변화가 해양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

다. 2007년에는 그동안 수행해 왔던 바다 목장화 사

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내용적으로도 특정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세분화된 과제가 수행되었다. <서

해태안 바다 목장 중간 육성 시험 및 방류 효과 조사

이순길>, <제주 바다 목장 중간 육성 시험 및 방류 효

과 조사명정구>, <전남 바다 목장 중간 육성 시험 및 방

류 효과 조사명정구>와 같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더

불어 <취수구 유입생물 제거 기술 실용화를 위한 성

능 검증 용역이재학>과 같은 원전 취배수에 의한 해

양생물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수행

되었고, <어류의 무수 운반을 위한 packing system

김민석>과 같은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 해에는 특

정 대상 생물군을 대상으로 그 생리적, 생태적 특

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다. 개체

군 연구의 특성을 갖는 연구 과제인 <외해 심층 가

두리를 이용한 대구, 참치 등 양식 기술 개발박흥식>,  

<참다랑어 양식어장 개발 대상 해역 연구명정구>들이 

그것이다. 이 해에는 세계적인 에너지난에 따른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 연구 사업들도 시작되

었다. <부영양화 지역에서 이상 증식하는 녹조류의 

생물다양성 생명공학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기념 촬영

생물다양성 생명공학 교육 프로그램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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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에너지 자원화 기초 기술 개발연구강도형>가 그것이

다. 이런 바이오 에너지 연구는 이 과제를 기초로 향

후 더욱 확대되고 발전하였다.

2008년에 들어서는 2007년 서해 태안 인근 해역

에서 일어난 유류 운반선 ‘허베이스피리트’ 원유 유출

과 관련된 연구 과제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유출 해

역에 서식하고 있던 해양생물들과 생태계가 얼마나, 

어떻게 피해를 입었으며 어떠한 과정으로 피해가 진

행되는지, 회복되는 생물들은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

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허베이스피리트 유류 오

염 사고 관련 충남 당진 지역 어업권의 생산량 추정강

래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에 따른 어

업 피해 조사 용역강래선>, <해양오염 영향 조사 및 해

양 생태계 복원 연구박흥식>가 그러한 목적으로 수행

된 연구였다. 또한 국가적 큰 행사였던 여수엑스포

와 관련된 사업들도 일부 시작되었는데, <여수 프로

젝트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이윤호>, <여수 

해역 연안 환경 모니터링 조사유재명>와 같은 사업들

이었다. 2009년에는 현재 충남 서천에 짓고 있는 해

양생물 자원관과 관련하여 <해양생물의 표본 표준화 

방안 연구김동성>가 진행되었다. 이는 향후 해양생물 

자원관에 관리ㆍ전시될 생물 표본들에 대하여 일정의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였다. 또한 2009년에는  

<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자원화 기술개발강도형> 

과 같은 바이오 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이 본

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더불어 오랜 기간 동안 사회

적 이슈로 대두되어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던 대표적

인 간척ㆍ매립사업이었던 시화호나 새만금의 해양환

경을 개선하고 보전하기 위한 <새만금 보전 대책을 

위한 조사 연구-생태계 분야이재학, 구본주>, <시화호 해

양 환경 개선 사업구본주>과 같은 연구 조사도 이루어

졌다. 한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해양에서 그 종 수

가 줄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생물을 보다 더 많이 찾

아내고, 보존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2009

년에는 이 같은 생물 다양성과 연관된 <해양생물 다

양성 보전 연구배세진>, <열대 해역 해양생물 다양성 

연구 기반 구축배세진>과 같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었다. 더불어 기후 변화에 따라 세계적인 문제로 대

두된 이산화탄소 증가와 그에 따른 해양 생태계와 각 

생물들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증

가에 따른 해양 어류와 무척추동물의 생리/생태 변

화 진단 및 예측김동성> 과제가 시작되었다. 이는 국

내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적 문제에도 대응하기 위한 

과제였다.  같은 해 시작된 <YSLME 사업 국가 조정관 

임무 수행유신재>과 같은 사업도 국제적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2010년에는 전년도에 진행한 바이오 에너지 사업

이 계속되었다. 더불어 <Spirulina 대량 생산 체제 구

축 및 유용 성분 추출법 개발강도형>, <미이용 해조자

원을 이용한 천연 항암 소재 개발허수진>과 같은 사업

들이 추가되어 이 분야 연구가 한층 활발해졌다. 이 

해에 두드러졌던 것은 여러 발전소나 연안 건설 사업

과 관련된 피해 조사 관련 연구가 증가하였다는 것이

다. 대표적인 피해 조사 연구 사업을 살펴보면 <부산

항신항 개발 사업 공사에 따른 어업 손실 조사 용역

김종관>,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어업 피해 조

사김종관>, <인천신항 건설사업에 따른 어업 피해 조사 

용역김종관>, <태안발전본부 5~8호기 어업피해조사 용

역이재학, 강래선>, <가로림 조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

업 피해 조사 용역 중 생물 검정 실험 조사강래선> 등

이다. 이외에도 심해저 열수광상 사업과 관련하여 그 

주변 환경과 생태계 연구를 위한 <열수 저서 생태계 

연구김동성>, 국가 하구역 관리를 위한 <하구역 종합 

관리 시스템 개발연구장만>, 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산

호초와 연관하여 <열대 산호초 어류 인공 동면 유도 

방법 개발김완수>, <산호초 해역 해양생물 시료 확보 

및 태평양 해양생물 시료관 운영박흥식>과 같은 연구 

사업이 진행되었다. 황해 광역 해양 생태계 보전 사

업YSLME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사업과 더불어 <황해 

광역 생태계 보전 국제 협력 공동 사업유신재>이 함께 

수행되어 한층 활발한 국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었

다. 2011년에 들어서는 그동안 해양 목장화 사업의 

현장으로 활용되었던 통영 해양생물자원연구보전센

터의 활용도를 보다 높이기 위하여 센터를 새롭게 정

비하고 명정구 박사를 센터장으로 발령했다. 더불어  

<통영 MRC 운영 및 해양생물자원 종 보존과 활용 연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스피룰리나 확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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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구명정구>와 같은 연구 사업도 진행되었다. 이는 그동

안 활발하게 진행하였던 바다 목장 사업을 우리 연구

원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단지 사후 관리만을 하

게 된 <통영 바다 목장 사후 관리 대행 업무명정구>사

업의 배경이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짧은 기간, 다

양한 사업들을 수행한 것이 특징이다. <해양 외래 저

서생물의 유입 모니터링과 GAPR 모델 분석을 통한 

확산 예측최근형>, <해양 생태 지수 및 생태도 개발연

구-4차유신재>, <척추동물 분야 해양생물자원 표본 확

보명정구>, <독도 참치 양식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오승

용>, <해조장 조성 및 이산화탄소 흡수 해석강래선> 등 

단기간 연구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

어 종전과 같이 어업 피해 조사 용역도 다수 수행하

였다. 여기에 <인천 팔미도 북측 항로 준설 사업에 따

른 어업 피해 영향범위 및 피해 정도 조사김종관>, <시

화호 조력 발전 가동에 따른 어업 피해 범위 및 피해 

정도 등 조사김종관>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2.1.3.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2012~ 

2012년에는 연구원이 큰 변화를 겪었지만, 생물 분야

는 조직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적으로는 2008년 

해양생물자원연구부의 형태와 내용 그대로였다. 하

지만 조직이 거대해지고 교육 분야가 새롭게 부각되

면서 연구자들은 본인의 연구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

게 반영할지 고심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영국 플리머스해양

연구소PML 등 외국의 선진 연구기관, 해당 국가 관련 

기관들과의 공동 협력과 연구를 위해 설치된 해외 센

터를 통해 국제 공동 연구가 점차 활발해졌다. 미국

의 NOAA와는 <기후 변화 모니터링 관련 연구노재훈>를 

진행 중이며, 미국 볼티모어 소재의 UMCES-IMET과

는 <유용 갑각류의 생리, 생태 연구를 통한 증양식 개

발 관련 연구김동성>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또 이 시

기에는 새롭게 입소한 연구자들에 의해 개체군 연구

와 분류 연구도 진행되었다. <쏙Upogebia major의 이상 발

생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대응기술 개발유옥환>, <한국 

육수산 복모류의 계통분류학적 연구이지민>, <주요 사

빈에 서식하는 복모류의 종 다양성 연구이지민> 와 같

이 특정 분류군 개체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2012

년까지 기관 역량 강화 사업으로 진행된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생리 생태 변화 연구김동성>는 2013년 지

구적, 국가적 차원의 연구 영역으로 확대시키기 위하

여 <해양 산성화에 의한 연안 생태계 영향 진단 및 예

측김동성>이라는 과제로 변경되었다. 이 과제는 지구 

온난화와 같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

화로 인하여 세계 해양, 특히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

는 해양 산성화의 여러 영향을 진단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관 목

적 사업으로 새롭게 탄생한 과제이다. 이와 마찬가지

로 2012년까지 <유비쿼터스 해양 유용/유해생물 관

리 기술 개발이윤호>이라는 제목으로 수행되었던 연

구 과제는 2013년부터 <해양생태계 구조 변동 진단 

현장 적용 기술 개발이윤호>이라는 과제로 변경되어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제에서는 생명과학

과 정보통신공학, 해양과학 기술을 융합하여 해양생

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전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

악하여 그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원의 해양생물 관련 연구 활동은 창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질과 양적인 면에서 명실공히 한국 해양생물 학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이른 것이다. 한편 해양생물 분야는 

연구소 설립 직후, 국내 최초로 고리, 월성 등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역 주변의 해양 조사와 환경 영향 평

가를 실시하였다. 그에 따라 해양생물 분야는  우리

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안전 규정과 환

경 영향 평가 제도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한국 해역 해양환경도/자원도 작성 연구를 통하여 

동ㆍ서ㆍ남해의 해양 생태계에 대한 기초 자료 확립에

도 기여하였다. 인조 진주 양식 연구와 고급 어류 양

식 기술 개발연구 등을 통해서는 국내 양식 산업 발

전과 해양 목장화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해양생물 분야는 1978년 1개의 해양생물연구실

로 출발하여 여러 번 조직의 개편을 거치면서 해양생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

유용유해생물 지리정보시스템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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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자원연구

망간각

망간단괴

여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여 왔으며, 꾸준히 성

장하였다. 

해양생물 분야는 연구원의 새로운 부서나 분원의 

모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 해

양바이오연구부는 생물부에 있던 미생물 관련 전공

자들이 하나의 독립된 연구부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또한, 남해연구소를 설립할 때에도 다수의 생물 전공

자들이 생물부를 떠나 가장 먼저 거제도로 내려가 그 

탄생을 도왔으며, 동해연구소가 설립될 때에도 창립 

구성원의 반 정도는 생물 관련자였다. 해양방위를 위

한 부서 설립 때도 마찬가지로, 관련 연구자가 부서 

이동을 하였으며 남해연구소의 시료도서관 설립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생물 연구자가 거제도로 부서 이

동을 하였다. 가장 최근인 2012년 새롭게 탄생한 해

외생물자원센터도 반 이상이 생물 연구자들로 구성

되었다. 이렇듯 해양생물연구부서는 우리 해양과학

기술원의 조직과 연구소의 탄생에 직접적으로 관여

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층 다양해지는 해양연구의 최종 지점에는 언제

나 해양생물 분야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

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과 동등하게 연구하거나 오히

려 그들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분야의 해

양생물 연구자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금보다 대형

화ㆍ장기화된 연구 과제들을 진행하면서 다른 연구 

분야와의 융ㆍ복합 연구를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2.1.4 심해저자원연구 Deep Sea & Seabed Resources Research 

1990년, 해양광물자원연구실은 심해저에 존재하는 

광물자원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한국해양연구소 내에 설치되었다. 오늘날 심해저

자원연구부가 독자적인 부서로 유지ㆍ발전되어 온 과

정은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1991년 경제장관회의에서 심해저 광물자원 개

발 사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키로 의결한 후, 

1992년 해양광물자원연구실은 망간단괴 광구 확보 

추진을 위한 심해저탐사사업단으로 조직을 개편하

였다. 이후 심해저탐사사업단은 1994년에 세계 7번

째로 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톤C-C 해역에 망간단괴 

광구를 확보하면서 1997년 심해저자원연구센터로 

조직을 확대하였다. 더욱 다양한 심해저 광물자원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주된 목표였다. 이로써 그동안 

망간단괴에 국한되었던 연구를 망간각, 해저열수광

상 등 다양한 심해저 광물자원으로 다변화하였으며, 

동태평양에 국한되었던 탐사 영역을 남서태평양 전

역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지속적인 망간단괴 탐사 사업을 통해 우리

나라의 최종 개발 광구가 확정됨에 따라 탐사 중심 

체제에서 개발에 대비한 환경 연구와 채광, 제련 등 

실용화 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

에 따라 2005년에는 심해연구사업단으로 명칭을 변

경하였으며, 2008년에는 심해ㆍ해저자원연구부로 변

경하였다. 심해ㆍ해저자원연구부는 기존의 심해저 광

물자원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우리나라 연근해 

지역의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연구 분야도 이관 받았

다. 이후 통가와 피지 EEZ 지역에서 해저열수광상 

탐사권을 확보하고, 인도양 공해 지역에서도 해저열

수광상 광구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따라 

2012년 해양과학기술원 발족과 함께 심해저자원연

구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전

담하는 부서로 거듭났다. 이렇게 부서 명칭이 바뀌는 

동안, 연구 대상 자원도 망간단괴에서 망간각, 해저

열수광상으로 다양해졌고, 연구 지역 또한 동태평양

에서 남서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넓어졌다. 또 연구 분

야는 지질 분야를 중심으로 한 탐사 중심체제에서 환

경 연구를 비롯하여 채광, 제련 등 실용 기술 분야까

지 아우르는 체제로 바뀌었다. 이로써 심해저자원연

구부는 심해저 자원 개발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총괄

하는 실질적인 추진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해양과학기술원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이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결정과 더불어 대

양 탐사가 가능한 종합 조사선 온누리호1,422톤가 있 해저열수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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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었다. 1992년 취항한 온누리호는 매년 심해저 광물자

원 탐사에 투입되어 태평양 망간단괴 광구1994, 통가 

해저열수광상 탐사권2008, 피지 해저열수광상 탐사권

2011,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광구2012를 확보하는데 커

다란 역할을 하였다. 심해저 광물자원 조사와 탐사 활

동은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이 국제 수준에 진입

하여 선진국과 경쟁력을 갖는 밑바탕이 되었다. 또한, 

세계에 우리나라의 해양 기술력을 알리고 해양과학

기술원의 위상을 심어주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본격적으로 망간단괴 탐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

지 20여 년간 수행해 온 심해저 자원 연구는 전량 수

입에 의존하는 광물자원의 공급원 확보를 위한 국가 

핵심 추진 연구 분야로 발전해 왔다. 또한 국제적으로

는 차세대 해저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중심체로서 역

할을 담당해 왔다. 한편,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

효와 함께 공해상의 심해저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

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해저기구ISA :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가 설립되었다. 우리 부서는 주요 연구원들이 

이 기구의 법률기술위원회 위원강정극 1997~2006, 김웅서 

2007~2011, 형기성 2012~현재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

회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알리고 그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다. 2008년 통가 EEZ 해역에 해저열수광상 개

자유낙하식 시료채취기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정박한 온누리호

심해저면 탐사기(DTSSS)

채광선

광석 운반선

배출관

잔사 배출

양광펌프

양광관

연약관

채광로봇

심해저 채광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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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자원연구발을 위한 탐사권 확보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됐

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추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

었다. 심해저 광물자원 매장량 평가를 위해 진행한 탐

사2009~2012에 국내 유수의 5개 기업이 투자하였기 때

문이다. 이는 민간 기업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참

여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으며, 민간 주도의 상업적 

개발을 유도하는 계기도 되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동태평양, 

남태평양, 인도양 상에 총 11만 2,000㎢ 면적의 해외 

해양 광물 영토를 확보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면적의 

약 1.1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심해저 자원 개발 사업

은 21세기 심해저 광업 시대의 개막과 함께 명실 공

히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주요 해양개발 정책으

로 추진되고 있다.

2.1.4.1  KIST 부설 연구소 시대1973~1990

초기 심해저 자원 개발 분야는 우리나라 해양개발 

분야 중에서도 전문 연구 인력이 가장 부족한 분야

에 속했다. 초창기 연구소의 연구 사업은 주로 한반

도 주변 해역의 해양 기초 조사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초기의 심해저 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는 유

엔 심해저 제도, 국제 동향 분석, 우리나라의 참여 방

안 연구, 심해저 자원 개발 정책 등 유엔해양법협약 

체제하에서 심해저 자원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타당

성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던 중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의 심해저 제도 

중 쟁점 사항이었던 선행 투자가 보호에 관한 결의안

이 채택됨으로써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심

해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특히 

1983년에는 우리나라가 123번째로 유엔해양법협약

에 서명한 것을 계기로 동력자원부와 과학기술처가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 기본 계획」을 경제장관회의

에 보고하였다1983.3.22. 당시에 선행 투자가로 등록

하여 단독 광구를 확보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협약 발

효의 시기, 경제성, 기술적 가능성 등이 불확실하고 

소요 예산의 확보 문제로 국가 기본 방침으로의 결정

은 유보되었다. 국가 기본 방침으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층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연구소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연

구한상준>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연구소는 하와이대

학교 조사선R/V Kana Keoki을 임차하여 하와이 동남방 

1,300㎞ 지점의 C-C 해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심해

저 광물자원에 대한 시범 탐사를 실시1983.11.15~12.8

하였다. 이는 일본, 인도,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네 번째 탐사였다. 국내 최초의 심해저 탐사 결과, 조

사 지역의 자원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

졌다. 뿐만 아니라 조사선과 장비 등 모든 여건이 해

결된다면 국내 과학기술 능력으로도 심해저 자원 탐

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데 더욱 

큰 의의가 있었다.

1983년 첫 탐사 이후 심해저 탐사 활동은 중단되

었으나, 심해저개발전문연구팀을 구성하는 등 우리

나라의 심해저 개발 참여를 위한 다각적이고 심층적

인 연구는 계속되었다. 1986년에는 유엔이 해양법협

약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행 투

자가 자격 취득 시한을 해양법협약 발효 전까지 연장

하기로 결정하였다. 선행 투자가 자격은 실제 투자와 

탐사 실적을 보유한 국가에게 부여하는 자격이었다. 

유엔의 연장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심해저 자원 개발

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1988년 과학기술처 특정 연구 과

제인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전략  연구>를 통해 심해

저 광물의 자원적 특성, 심해저 개발에 대한 해양법 

및 경제성 분석, 유망 광구 자료 분석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포괄적 심해저 자원 개발 참여 전략을 수

립하였다. 이후 ‘21세기를 향한 심해저 광업의 현황

과 전망1989.12’과 ‘21세기를 향한 해양정책 워크숍

1990.11’을 통해 우리나라의 심해저 개발 추진 정책과 

국제 협력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처 특

정 연구 사업인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연구

1989~1991, 강정극>를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소

는 미국 국립지질조사소USGS와 공동으로 영국 조사

선R/V Farnella을 임차하여 C-C 해역의 망간단괴와 마

샬 제도, 미크로네시아 제도, 팔라우공화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저산을 대상으로 망간각 기초 탐사를 

심해저 자원개발을 위한 해양법 세미나, 1986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정책에 관한 국제자문회의, 1994



186

2. 분야별 연구활동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소는 다양한 탐사 기술을 

습득하는 등 독자적으로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를 추

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1.4.2 한국해양연구소 시대1990~2000

1990년대 초는 우리나라 심해저 자원 개발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시기였다. 내부적으로 1990년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부설 연구소에서 한국해양연구소로 독립

하면서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연구를 전담할 해양광

물자원연구실을 설치하였다. 외부적으로는 국제동향

의 변화에 따라 심해저 자원 개발을 장기적인 국가 정

책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1년 7월 제11차 경제장관회의에

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 추진 계획」을 안건 제

58호로 의결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주체가 과학기술처에서 동력자원부로 이관

되었고 과학기술처는 심해저 자원 개발 관련 기술 개

발연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심해저 자원 개발

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 같은 정부의 추진 의지에 따라 연구소는 1992

년부터 동력자원부가 지원하는 망간단괴 개발 사업

인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강정극> 사업을 추진하였다. 

조직도 해양광물자원실에서 심해저탐사사업단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대양 탐사를 위해 새롭게 건조되

어 1992년 3월 20일에 취항식을 가진 종합 해양연구

선 온누리호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투입되어 독

자적인 탐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본격적인 

심해저 자원 개발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외무부는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경에 발

효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선행 투자가 자격을 얻

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발효 전에 망간단

괴 개발 광구를 신청해야 했다. 이에 따라 1993년 심

해저탐사사업단은 러시아 조사선R/V Yuzhmorgeologiya 

/ 5,500톤급을 이용하여 유망 광구 지역에 대한 집중적

인 탐사를 진행하였다. 이 탐사에는 온누리호도 병행

하여 투입되었다. 국내적으로는 1991년에 이어 1993

년 12월, 제2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 추진 계획」을 안건 제292호로 의결하였다. 

이로써 1994년까지 유엔에 선행 투자가 등록과 동시

에 망간단괴 개발을 위한 할당 광구 15만㎢를 확보하

고 실용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국가 정책이 결정되

었다. 당시 동력자원부를 통합한 상공자원부는 심해

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의 주체로서 광구 등록을 추진

하는 한편, 관련 기술 개발은 전과 마찬가지로 과학

기술처에서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선행 투자가 

자격 조건인 망간단괴 광구 신청에 필요한 탐사 자

료의 확보와 정책 결정이 모두 이루어졌다. 마침내 

1994년 1월 14일 상공자원부는 한국해양연구소가 주

도하여 작성한 광구 등록 신청서를 외무부를 거쳐 주 

유엔대표부를 통해 유엔해양법사무국에 제출하였다.

1991년에서 1993년까지 심해저 광물자원 분야

의 활동은 국내외적으로 숨 가쁘게 진행되었다. 특

히 1994년은 국가, 한국해양연구소, 그리고 심해저탐

사사업단에 긴장과 감회를 함께 안겨 준 해였다. 우

리나라의 선행 투자가 등록 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하

여 유엔해양법 사무국은 기술전문가그룹회의를 소

집1994.4.11~4.14하였다. 기술 전문가 그룹은 한국이 

제출한 신청서 내용에 매우 만족하였다. 특히 다중

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광역 지형 자료 해석 결과와 

자원 평가 부분의 적절한 기술 도입과 해석에 찬사

를 보냈다. 결국 기술 전문가 그룹은 한국의 선행 투

자가 등록과 할당 광구의 적절함을 인정하였다.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1994년 8월 2일 유엔해양법준비위

원회 운영위원회는 한국의 선행 투자가 등록과 망간 

단괴 할당 광구 15만㎢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우리나

라는 세계 7번째로 등록 선행 투자가가 되었으며 태

평양 공해상의 망간단괴 개발을 위한 배타적 탐사권

과 함께 남한 면적 1.5배에 해당하는 광구를 확보하

게 되었다. 1982년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심해

저 광물 자원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온 연구소가 12

년 만에 이루어낸 값진 성과였다. 이와 더불어 1994

년 6월에는 심해저 자원 개발 분야에 국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의 대표적 기간 

산업체를 포함한 28개 회원사로 구성된 ‘심해저자원

개발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는 러시아 조사선을 이용한 망간단괴 탐사, 1993

미국 USGS와 망간단괴 공동탐사, 1990

심해저 사업단 회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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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자원연구각종 정보 교류를 비롯하여 정부와 민간기업 간 가교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도 분과위원회별로 활발히 운

영되고 있다.

1994년 광구 등록과 동시에 선행 투자가 지위를 

확보한 우리나라는 선행 투자가로서 수행해야 하는 

‘단계별 광구 포기’를 포함한 일련의 의무 이행 사항

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1999년에는 그 

계획에 의거하여 국제해저기구에서 선발한 훈련생에 

대한 교육 훈련 의무 이행을 완료하였다. 교육 훈련에 

참가한 훈련생은 해양 지질 분야의 아리핀Mr. Hamid 

bin Ariffin, 말레이시아과 린고르Ms. Cherry L. Ringor, 필리

핀, 지구 물리 분야의 와위예Mr. Francis O. Wawiye, 케냐, 

그리고 전자공학 분야의 포영Mr. Charles C. Foryoung, 카

메룬 등 4명이었다.

1996년에는 우리나라가 국제해저기구 이사국에 

진출하였다. 또한 당시 심해저탐사사업단 단장인 강

정극 박사가 이사회의 법률기술위원회 위원으로 선

출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같은 시기 국내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에 의해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다. 이

에 따라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 사업의 주관 부처가 

통상산업부1995년 상공자원부에서 부서 명칭 변경에서 해

양수산부로 바뀌었다. 

1997년에는 심해저자원연구센터를 개설하였다. 

연구소 내부적으로 심해저탐사사업단의 연구 기능

과 조직을 확대ㆍ개편한 결과였다. 이로써 심해저 자

원 개발 분야를 전담하는 최초의 상설 연구 조직이 

구성되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해저기구로부터 태

평양 C-C 해역의 우리나라 망간단괴 광구에 대한 ‘15

개년 탐사 사업 계획서’를 승인받았다. 탐사 활동으

로는 1차 광구 포기를 통해 할당 광구의 20%에 해당

하는 3만㎢를 국제해저기구에 반납하였다. 

1998년에는 1992년에 중단되었던 망간각에 대

한 탐사 활동을 마셜 군도 해저산에서 재개하였다. 

탐사에는 온누리호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로써 

심해저 자원 연구의 활동 범위를 동태평양에서 서

태평양지역까지 넓힌 연구소는, 미국 국립지질조사

소와의 공동 수행을 통해 탐사 기술과 운영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독자적으로 망간각 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때 대우조선이 개발한 

AUVAutonomous Underwater Vehicle인 ‘옥포 6000’을 투

입하여 활용 가능성을 시험하였으나 몇 가지 기술적

인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최첨단 해양탐사 장비로 부각되던 AUV

를 심해저 탐사에 활용한 시도만으로도 심해 연구에 

있어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신정부 100대 

국정 과제’가 발표되었다. 거기에는 심해저 자원 개

발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양수

산부는 해양개발 주요정책의 하나로 심해저 자원 개

발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심해저 자원 연구 활

성화가 제시되었다. 한편 연구소는 해저열수광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 사

업과 연계하여 연구소의 기관 고유 사업으로 <해저열

수광화작용의 지화학적 연구1998~2000, 이경용>를 추진

하였다. 이 연구 과제를 통해 미크로네시아 EEZ 내 

얍Yap 해구 지역에서부터 파푸아뉴기니 영해인 비스

마르크 해역의 마누스Manus 분지 해역, 솔로몬 군도 

EEZ 내 우드락Woodlark 분지 해역까지 탐사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남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저자원 개

발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연구소 연구 정책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던 <서태평양 고코발트 망간각의 분

포 및 성인 연구1998> 사업이 1999년, 해양수산부 해

양 수산 연구개발 과제인 <남서태평양 망간각 탐사 

및 개발문재운>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망간각 

탐사를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처럼 해저열수광상 탐사와 망간각 탐사가 본격적

으로 추진됨에 따라 심해저 광물 자원에 대한 연구는 

망간단괴, 망간각, 해저열수광상으로 다변화되었다. 

망간단괴 사업은 1997년에 이어 1999년에도 할당 광

구에 대한 2차 광구 포기를 완료함으로써 할당 광구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1.5만㎢를 계획대로 국제해

저기구에 반납하였다.

1990년대 후반은 심해저 자원 개발 분야에서 국내

외적으로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용화를 위해 진일보

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국제해저기구는 오랜 협의 

과정을 통해 망간단괴 광업에 요구되는 「망간단괴 광

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톤 균열대에 있는 각국의 망간단괴 광구
(붉은색이 우리나라 광구)

우리나라 망간단괴 광구신청서를 심사한 기술전문가그룹회의, 1994

교육훈련에 참가한 훈련생과 함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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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업 규칙mining code」을 제정2000.7함으로써 보다 실질

적인 개발 여건을 조성하였다. 국내적으로는 ‘국가과

학기술위원회’에서 심해저광물자원 상용화를 위해 마

련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 추진 계획」이 의결

2000.7.13됨으로써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의 제도적 기

반이 만들어졌다. 또한 그동안 분리 추진되어 왔던 탐

사 분야해양수산부와 채광ㆍ제련 등 기술 개발 분야과학

기술부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였다. 이로써 망간단

괴 개발을 위한 통합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수행하

였다김기현. 그리고 남서태평양 지역의 망간각과 해저

열수광상 개발도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해양

수산부 차관당시 홍승용 박사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해

저자원개발위원회’가 발족2000.12.27되어 심해저 자원 

개발을 한층 조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다. 이로써 

명실공히 21세기 심해저 광업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

었다.

2.1.4.3  한국해양연구원 시대2001~2012

2001년 한국해양연구소가 한국해양연구원으로 새롭

게 발족하면서 심해저 자원 개발 사업도 그 폭을 넓

혀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8년간의 정밀 탐사를 통한 

광구 포기 과정을 거쳐 2002년에는 망간단괴 할당 광

구의 50%에 해당하는 단독 개발 광구 7만 5,000㎢를 

성공적으로 확정하였다. 한편 2000년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 추

진 계획」은 최적의 채광 지역을 선정하고 실용 기술 

개발을 하여 2010년 이후 연간 300만톤 규모의 망간

단괴 상업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를 위해 한국해양연구원을 총괄 연구기관으로 하여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

다. 이처럼 한국해양연구원은 심해저 광업을 통해 새

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으로 남서태

평양의 망간각과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목표로 하는 

심해저 자원 개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기간 망간단괴 개발 분야에서는 집광 시스템, 

양광 시스템, 제련 시스템 개발 등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집광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

구소를 중심으로, 양광 시스템과 제련 시스템은 지질

자원연구원을 중심으로 수행하여 괄목할 만한 기술

을 확보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09년 6월 30일에 

동해 후포항 앞바다에서 상업생산 1/20 규모의 시험 

집광기를 사용하여 집광과 양광을 통합한 수심 100m

급 근해역 통합 채광 실증 시험을 성공리에 실시한 것

이다. 육상에 설치한 각각의 실험 설비에서 별도로 시

험한 집광 시스템과 양광 시스템을 해저에 투입하여 

집광기에 양광 관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이는 그동안 개발한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종 목표인 5,000m 수심에서 가

동할 수 있는 장비 개발의 바탕이 되었다. 2012년에

는 수심 5,000m의 해저면에서 운영이 가능한 상업 생

산 1/5 규모의 집광기를 제작하여 후포항 앞바다 수

심 120m 해저에서 성능 시험을 성공리에 수행2012.11

하였다. 2013년에는 동해 지역 수심 1,300m 해저에서

도 성능시험을 할 예정이다. 제련 연구의 경우 2001년

에는 10㎏/회 규모의 실험을 하였다. 이후 점차 규모

를 확대하여 2012년에는 200㎏/일 규모 단위 공정 운

용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한편 탐사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우

리나라 단독 개발 광구 7만 5,000㎢에 대한 정밀 탐

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1차 채광 후보 지역 2만

㎢를 선정하였다. 또한 환경 영향 분석을 위해 진행

해야 할 환경 충격 시험을 대비하여 기초 환경에 대

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망간단괴 개발 사

업의 연구 책임자는 김기현 박사1997~2008와 박정기 

박사2008~2010를 거쳐 지상범 박사2010~현재로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 단독 개발 광구에 매장된 망간단괴의 

양은 5억 6,000만톤이다. 연간 300만톤을 채광한다

고 가정했을 때 100년간 채광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

다. 이것은 2010년 가격 기준으로 2,700억 달러의 수

입 대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망간단괴에 함유되

어 있는 4대 전략 금속인 망간, 니켈, 코발트, 구리의 

2011년 수입액은 153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망간단괴 파일럿 채광로봇 미내로-Ⅱ(1/5 scale)

망간단괴 시험채광로봇 미내로-Ⅰ(1/20 scale)

 대우조선(주)이 개발한 6000m급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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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이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단독 개발 광구에 부존

하는 망간단괴를 개발하면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4대 전략 금속 자원의 상당 부분을 공급받을 수 있

다. 이러한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 외에도 심해저 광

물자원 개발은 기계, 전자, 정밀 제어 계측 소재 산업 

등 관련 산업에 기술적 파급 효과를 높이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이처럼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은 첨단 산업 

분야의 기술적 발전을 유도하여 21세기 해양 선진국

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

점도 있다.

망간단괴 개발 사업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이 

시기 중요한 변화는 해저열수광상의 상업적 개발 가

능성이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2000년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에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 추진 계획」

이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남서태평양 지역에 부존하고 있는 망간각과 

해저열수광상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당시 <망간각 개발 사업문재운>은 

괌과 웨이크 섬 사이의 공해상에 위치한 ‘마젤란 해

저산Magellan Seamounts’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저열수광상 개발 사업이경용>

은 피지 EEZ 내 북 피지North Fiji 분지와 통가 EEZ 내 

라우Lau 분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탐사를 실시하였

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남서태평양 지역의 해저자원

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97년 

출현한 민간 기업 노틸러스사Nautilus Minerals Inc.가 

있다. 

노틸러스사는 세계 최초로 해저열수광상의 상업

적 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민간 기업이다.  노틸러스

사는 파푸아뉴기니 마누스Manus 분지의 해저열수광

상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하고 2000년대 들어 본격적

인 탐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자 국제사회도 점차 

해저열수광상의 상업적 개발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

작하였다. 심해저 자원 개발의 관심이 망간단괴에서 

해저열수광상으로 옮겨 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

라 당시 국제해저기구는 망간단괴 개발을 위해 광업 

규칙을 제정한 데 이어 망간각과 해저열수광상에 대

한 광업 규칙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우리나

라도 이러한 국제 상황에 맞춰 남서태평양 지역을 대

상으로 망간각과 해저열수광상에 대한 연구를 본격

적으로 시작하였다.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해

저열수광상의 상업화가 망간각에 비해 빠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망간각 탐사와 해저열수

광상 탐사를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던 우리나

라는 두 사업을 <남서태평양 해양광물자원 개발문재

운> 사업으로 통합하여 우선 해저열수광상 탐사에 집

중하기로 하였다. 2004년을 마지막으로 망간각 탐사

는 잠정 중단하였다. 그리하여 2005년부터는 통합된 

연구 사업비로 통가 지역에 대한 해저열수광산 탐사

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한편, 노틸러스사는 피지2006.7.2와 통가2006.8.25에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탐사권을 신청하였다. 이

미 피지와 통가지역 탐사를 통해 개발 유망 지역을 확

보해 놓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 서

둘러 전략 수정에 나섰다. 당초 해양 과학 조사를 통

해 개발 유망 지역만 확보한다는 전략에서 탐사권 확

보를 통해 개발까지 추진하기로 전략을 바꾼 것이다. 

2007년 5월, 노틸러스사가 통가 정부에 신청한 

해저열수광상 개발 탐사권 발급이 가시화되자 탐사

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행보도 바빠졌다. 우선 통가 

국토자원부 장관을 면담2007.6.26하여 2004년부터 통

가 지역 탐사 수행을 통해 찾아낸 유망 지역에 대한 

탐사권 획득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 후, 통가 정부

에 우리 정부의 의향서를 제출2007.8.10하였고, 탐사

권 신청2007.10.4을 완료하였다. 이미 앞서 해저열수

광상 탐사권을 신청한 노틸러스사와 블루워터메탈

사Blue Water Metals, 2007.8 신청는 실해역 탐사를 수행

하지 않은 대신, 그동안 발표된 문헌 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매우 광범위한 지역을 신청했다. 때문에 실제 

탐사를 통해 우리가 통가 지역에서 확보한 유망 지역

의 대부분이 노틸러스사의 신청 지역과 중복되어 있

었다. 따라서 우리는 통가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통

해 민간기업인 노틸러스사와 블루워터메탈사의 탐

사권 지역 선정의 부당함을 피력하는 한편, 우리나

라 연구원의 장점, 예를 들어 비영리 종합 해양전문

기관의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 자원 개발과 광범위한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에 사용된 외국 조사선 Sonne호(독일)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에 사용된 외국 조사선 
Yuzhmorgeologiya호(러시아)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에 사용된 외국 조사선 Fanella호(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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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 협력 가능성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통가 

정부에 정치ㆍ경제ㆍ외교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

사하는 호주 정부와 노틸러스사를 상대하기에는 역

부족이었다. 결국 우리는 탐사 지역 일부를 노틸러

스사에 빼앗기는 뼈아픈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2007.11. 그러나 2차 광구 쟁탈전이라 할 수 있는 블루

워터메탈사와의 경쟁에서는 우리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다. 앞서 노틸러스사 때의 실패를 거울삼아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하였기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지

역2만 3,739㎢에 대해 2차1차 : 2008.3.26, 1만 9,056㎢, 2차 : 

2010.11.24, 4,683㎢에 걸쳐 탐사권을 따낼 수 있었다. 

피지의 경우, 비록 노틸러스사가 2006년에 해저

열수광상 개발을 위해 탐사권을 신청하였으나 당시 

피지에는 탐사권을 발급하는 데 필요한 자체적인 법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리는 뒤

늦게 탐사권을 신청2008.12.1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지역에 대해 탐사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피

지는 2년 후인 2010년에 탐사권 발급을 위한 자체 제

도를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우리는 2008년 신청

하였던 탐사권 신청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신

청하였다. 통가의 경우처럼 우리의 신청 지역이 노틸

러스사가 신청한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피지 

정부도 결정을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신청 지역2,948.7㎢에 대해 실제로 2년간2002~2003 탐

사한 경험이 있는 우리 측에 결국 6년 기한의 탐사권

을 발급하기로 내각회의에서 결정2011.4.19하였다. 피

지 정부는 우리 측과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2011년 

11월 11일 탐사권을 발급하였다. 사실 피지 정부는 

우리와 노틸러스사 모두에게 탐사권을 발급하여 경

쟁을 통해 개발을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우리가 

직접 탐사를 통해 신청한 지역 전부가 노틸러스사의 

신청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지 정부는 우리가 

신청한 모든 지역에 대해 탐사권을 발급해주었다. 피

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신청한 면적이 노틸러

스사가 신청한 지역의 1/10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

었고, 우리나라 정부국토해양부가 지원하고 국가 연구

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개발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민간회사인 노틸러스사에 비해 신뢰할 수 있었을 것

이다. 피지 정부는 우리에 이어 노틸러스사에도 탐사

권을 발급하였으나 우리가 신청한 지역은 제외시킴

으로써 이전 통가에서의 패배를 깨끗이 설욕할 수 있

었다.

2008년 통가에서 탐사권을 확보한 후, 해저열수

광상 개발 사업은 이전의 연구개발 사업과는 다른 형

태로 추진되었다.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민간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이경용 박사를 단장으로 해저

열수광상개발사업단을 설립2009.3.13하여 <통가 해저

열수광상 개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통가 사

업의 민간 투자 유치 결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

업, SK네트웍스, LS-Nikko동제련, 포스코 등 5개 기

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 민간 기업들은 사업비314억 

8,000만 원의 54.8%인 17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

다. 민간 기업의 참여는 우리나라의 심해저 광물자

원 개발 사업 추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동

안 정부 주도로만 추진되던 심해저 광업을 민간 주도

로 전환하는 중간 단계로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괄

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망간단괴에 비해 상대적으

로 광상의 크기가 작은 해저열수광상의 분포를 조사

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밀한 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위치 제어Dynamic Positioning가 되는 조사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누리호 대신에 독일 조사선

인 R/V Sonne호를 임대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ROVRemotely Operated Vehicle를 

심해저 탐사에 투입하여 해저면에 분포하는 해저열

수광상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비록 시행

착오는 있었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탐사 기술을 습득

할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에 

보다 폭넓게 활용될 것이다.

199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저열수광상 탐

사를 실시한 이래 한국해양연구원은 통가와 피지에 

탐사권을 확보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상업적 개발을 

위한 대규모 민간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다. 이

처럼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현재의 단계로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해저열수광상의 개발 가능성

 통가정부 장관과 해저열수광상 탐사권 협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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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을 예측하고 국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이경용 박사의 혜안과 결단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

이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도서국 EEZ 내에서 해저열수

광상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공해 

지역에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담당하는 국제해

저기구도 해저열수광상 광업 규칙을 제정하는데 주

력하였다. 2010년 초반에 해저열수광상 광업 규칙이 

제정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9년부

터 인도양 공해 상의 인도양 중앙 해령 지역에서 해

저열수광상 광구 확보를 목표로 탐사를 추진하였다. 

당시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탐사를 기존의 <남서태

평양 해양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추가하여 수행하도

록 함에 따라 사업명을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

광물자원 개발문재운> 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3년

간2009~2011 8차례에 걸쳐 온누리호를 이용한 실해역 

탐사를 통해 광구 등록에 필요한 유망 지역을 확보

하였다. 그리고 2010년 5월 제정된 해저열수광상 광

업 규칙에 의해 광구를 신청2012.5.14하였으며, 2012

년 7월 27일 국제해저기구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로써 1만㎢의 광구를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

서 3번째로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비록 인도양

이라는 새로운 지역에서 탐사를 수행해야 했지만 그

동안 하와이, 마셜 제도,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피지, 통가 등 태평양 일대를 대상으로 수행했던 경

험이 있었기에 탐사를 시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

었다. 그러나 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마주

친 인도 조사선의 조사활동은 잠재적 경쟁자로서 우

리를 긴장하게 하였다. 또한 탐사 지역 일부가 소말

리아 해적의 활동 범위에 포함되어 이에 대비하고자 

보안 요원들을 온누리호에 승선시켜 탐사를 수행하

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탐사에 참여하는 연

망간단괴 탐사에 사용되는 자유낙하식 시료채취기(FFG)

통가사업 민자 유치 협정서 체결식, 2009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단 발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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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자원연구구원, 승무원들과 함께 온누리호를 대상으로 대 테러 

종합 모의 훈련을 해군 특수전여단에서 실시하기도 

하였다. 현지 탐사 중에도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되어 

있던 우리나라 청해 부대와 해적의 상황에 대한 정보

를 매일 교환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이처럼 한국해양연구원 시기의 연구는 이전의 망

간단괴 개발을 위한 탐사 사업 중심에서 관련 기술 

개발 분야로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망간각과 해

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해 탐사 분야가 다변화 되는 등 

심해저 자원 개발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한 

한국해양연구원의 조직이 몇 차례 개편됨에 따라 부

서의 이름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한국해양연구원 시

기의 전반2000.6.1~2005.6.30에는 심해저자원연구센터

가 해양자원연구본부2000.6.1~2003.8.31, 해양지질자

원연구본부2003.9.1~2003.10.26, 해저환경ㆍ자원연구본

부2003.10.27~2005.6.30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센터장의 

보임 발령은 없었다. 그 후 해저환경ㆍ자원연구본부

가 해양자원연구본부로 개편되어 심해연구사업단이 

해양자원연구본부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2008년부

터는 정식 부단위 부서인 심해ㆍ해저자원연구부로 확

대되었다.

2.1.4.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2012~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바뀜

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양연구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심해ㆍ해저자

원연구부는 새롭게 조직된 응용기술연구본부 산하

의 심해저자원연구부로 확대ㆍ개편2012.7.1~현재되어 

심해저 자원 개발 분야도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었

다. 현재 심해저자원연구부는 그동안 수행해오던 심

해저 자원 개발 사업들에 대한 새로운 추진 체계 및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탐사 중 
해적 출몰을 대비해 경계 중인 경비원

 ISA 법률기술위원회에서 우리나라 해저열수광상 
광구신청 심사, 2012

해저열수광상 광구신청 심사에 참가한 우리나라 대표단, 2012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심해저 광구

북동태평양 C-C지역 
망간단괴(1994년)

피지 EEZ
열수광상(2011년)

인도양 중앙해령
열수광상(2012년)

통가 EEZ
열수광상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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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의 최종 목표는 상업적 개

발에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선도적 위치에 있는 통

가 해저열수광상 개발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2013년 2월부터 실시될 해저 시추를 통해 매장

량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탐사권 단계에서 개발권 

단계로 순조롭게 진행하여 목표 시점인 2018년경에

는 상업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한 피지 해저열수광상 개발 사업도 통가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제2의 통가 사업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인도양 해저

열수광상 개발 사업은 2014년부터 국제해저기구의 

광업 규칙에 따라 탐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망간단괴 

분야는 2015년 수심 2,000m에서의 채광 시험을 계획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광구 지역에서 집광기를 사용

하여 환경 충격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

해저기구도 그동안의 논의 끝에 망간각 광업 규칙을 

제정2012.7.27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이 망간각 개발을 

위한 광구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망간

각 광구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2012년을 기점으로 그동안 진행해 온 심

해저 자원개발 사업들이 마무리되거나 또 다른 목적

으로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그동

안 진행해 온 심해저 자원개발 사업들을 새롭게 보완

하고 재편해서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의 현

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이루어낸 성과를 보

면 동태평양에 망간단괴 단독개발광구 7만 5,000㎢

를 비롯하여 통가에 해저열수광상 탐사권 확보 지역 

2만 3,739㎢, 피지에 해저열수광상 탐사권 확보 지역 

2,948.7㎢, 그리고 인도양에 1만㎢의 해저열수광상 

광구 등 모두 11만 1,687.7㎢에 달하는 탐사권을 확

보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약 1.1배에 해

당하는 면적이다. 우리나라는 이 광활한 지역에 배타

적 탐사와 개발 권리를 갖는 경제적 의미의 해양 경

제 영토를 확보한 것이다. 망간단괴가 함유하는 망

간, 니켈, 구리, 코발트와 해저열수광상이 함유하는 

구리, 아연, 금, 은 등은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이다. 이들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

라는 그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수심 

5,000m의 심해를 탐사할 수 있는 기술과 심해저에 

부존된 광물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으

로써 인류가 도전할 수 있는 최첨단 해양과학기술과 

해양개발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구나 

심해저 광업이 현실화 될 경우 연관 산업인 해양플랜

트 산업을 비롯하여 조선, 기계, 전자, 정밀 제어, 해

중통신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2.1.5 연안개발ㆍ에너지연구 
Coastal Development & Ocean Energy Research

연안공학 연구 분야는 연안 해역 개발, 환경 관리, 방

재, 해양에너지 개발 등 연안 해역 이용과 보존에 관

련된 수공학 분야 기초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한 실

용화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부산

항 신항, 울산 신항 등 대단위 항만 사업이 국책 사업

으로 진행되면서 비례적으로 현장 문제가 급증하였

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 지

반공학, 구조공학 등 설계와 시공 관련 기술 분야까

지 연구 영역을 확장해 왔다. 또한 청정에너지에 대

한 요구가 급증하자 수십 년간 연구해 왔던 조력 발

전은 물론 조류 발전, 해상 풍력 발전 연구에도 본격

적으로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연구부의 명칭도 전통

적으로 사용해 온 연안과 항만공학에 에너지를 추가

하게 되었다.

2.1.5.1 조직의 변천

설립 당시 공학 분야는 해양공학연구실로 출발하였

다. 첫 연구과제는 해양에너지 관련 과제로서 <조력 

발전 기초 조사 연구송원오>였다. 1976년 연구소가 선

박연구소와 통합되면서 해양공학연구실은 해양 담

통가지역의 해저열수광상 시추에 사용된 시추선 
Greatship Manisha호, 2013

수심 1,370m 해역에서 망간단괴 채광로봇 미내로-Ⅱ의 시험모습,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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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개발ㆍ에너지연구당 부소장 산하, 제2연구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78년 선박연구소와 분리 후에는 다시 해양공학연

구실이라는 이전 명칭을 되찾았고, 잇달아 환경공학

연구실이 개설됨으로써 해양환경 보존과 개선 방안

에 대한 연구도 시작하였다. 

1989년에는 공학 부문의 숙원 사업이었던 파

랑ㆍ흐름 복합 2차원 수조가 설치되면서 연구실 조직

은 해양공학연구실, 연안공학연구실, 환경공학연구

실로 확대ㆍ개편되었다. 이로써 연구실은 해양공학 

연구에서 필수적인 현장 관측과 분석, 수치 모델, 수

리 실험 기능까지 모두 갖추게 되었다.

1990년 연구소가 한국해양연구소로 독립하면서 

연구 기능을 재정립하고 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해

양공학연구실, 연안공학연구실, 환경공학연구실, 연

안방재연구실 등 4개 연구실을 해양공학연구부장 산

하로 배속시켰다. 이로써 공학 부문의 연구 인력이 

보강되면서 연구 사업이 양적으로 팽창하였고 연구 

내용도 더욱 충실해졌다. 1993년에는 해양공학연구

그룹과 연안기술연구그룹 2개 그룹으로 조정되고, 

1995년에는 연안공학연구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발족 이후, 1997년 10월

에 연안공학연구부는 연안ㆍ항만공학연구센터로 개

편되었다. 이때 4개 연구실 외에 연구지원실이 추가

되어 신항만 사업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체제로 개편

되었다. 1998년에는 기존의 실장 중심의 연구실 체

제가 연구 과제 책임자 중심 체제로 전환되어 연구 

조직의 유연성이 강화되었다. 2000년 6월에는 센터

라는 명칭을 본부로 변경하여 연안ㆍ항만공학연구본

부로 개칭하였다. 연구 사업이 증가하면서 인원도 증

가하여 본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05년 7월에는 

사업단 체제로 변경하였다. 본부의 명칭이 연안개발

연구본부로 바뀌면서 그 산하에 연안방재연구사업

단, 항만연안공학연구사업단, 해양에너지환경개선

연구사업단을 신설하였다. 2008년 6월에는 사업단을 

폐지하고 본부 체제로 전환하면서 방재와 환경 분야

를 포함한 일부 조직이 제외되고 해양에너지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안개발ㆍ에너지연구부로 명칭을 

변경한 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해양공학연구실에서 출발한 공학 분

야 연구는 조직 개편과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여러 차

례 그 이름은 변해왔지만 주요 관심 분야인 연안공학

Coastal Engineering을 근간으로 꾸준히 성장 발전해 왔다.

2.1.5.2  KIST 부설 연구소 시대1973~1990

1973년 연구소 설립 후 해양공학연구실의 첫 연구 과

제는 1974년 과학기술처 위탁 사업으로 진행된 <조

력 발전 기초 조사 연구송원오>로 해양에너지 관련 과

제였다. 우리나라 서해안 조력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

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총독부 체신국 

주관으로 인천 해역에 대한 조력 발전 방식과 발전량

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해방 후에는 한국전력이 

1950~60년대에 걸쳐 간헐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실시

했지만 아주 개략적인 검토 수준이었다. 물론 1974

년 해양공학연구실 주도의 사업 수행도 부족한 연구 

인력과 장비 등으로 인해 미미한 점이 많았지만, 이

는 우리나라 조력 개발에 관한 첫 번째 본격적인 조

사 연구 사업이었다. 한편 사업의 최적화를 위해 당

시 서울대학교에 도입된 컴퓨터가 사용되었다. 해양

공학연구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모델에 관심

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부터였다. 

연구소 초창기의 시급한 당면 과제는 연구 인력 

확보였다. 당시로서는 국내에 연안공학분야 전문 연

구 인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때문에 연구소는 

해외 훈련을 통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한·불 

해양 협력 교육 훈련 프로그램, 콜롬보 플랜, UNDP 

등 해외 파견 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원

을 해외로 파견하였다. 또 한편으로 해외에서 활약 

중인 전문 연구 인력의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976년에는 미국에서 해안공학을 전공한 송

원오 박사를 유치하여 본격적인 공학 분야 연구를 수

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1977년 12월에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의뢰받은 <조력 

발전 부존 자원 기초 조사송원오> 연구를 통해 서해안 

조력 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

하였다. 이 사업은 캐나다의 조력 발전 전문 용역단 조력발전 타당성 조사사업 수행시의 연구팀, 1980

조력발전 기초조사 보고서,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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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인 TPC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경기만에서 충청남

도의 천수만까지 조력 발전이 가능한 서해안의 10개 

후보 지점에 대한 예비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가로림

만을 조력 발전 개발 입지로 추천하였다.

1978년에는 또 다른 해양에너지 자원인 <파력 발

전 기초 조사 연구송원오>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

은 이후 동력자원부가 주관하여 1988년부터 시행한 

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에 파력 발전 개발 사업을 포

함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1980년대는 해양공학연구실의 관심 분야가 더

욱 다양해졌다. 하지만 연구 사업이 증가한 반면 전

문 연구 인력의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된 시기였다. 

1980년에는 한국전력에서 발주한 <가로림만 조력 발

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송원오> 사업에 참여하여 2년

간 정밀  해양 조사를 했다. 이 시기에 UNDP 자금으

로 HRSHR Ltd의 전신 Sand Flux Meter, Settling Tube 

등 여러 최신 관측 장비들이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당시 연구소 규모로 볼 때 상당히 큰 과제로 기상, 조

석, 조류, 파랑, 해적 퇴적물 등 해양 조사 물량에 비

해 연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고

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연구 능력을 높였

다는 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가져다 준 사업이었다.

이후 1982년, 과학기술처 출연금 과제로 <해안 변

형에 관한 조사 연구송원오>, <임해 발전소 온배수 확

산에 관한 연구송원오> 등을 진행하였다. 당시로서는 

생소한 주제를 컴퓨터 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연구하

였는데, 이 같은 경험을 통해 해양공학연구실은 연구 

분야의 다양화를 위한 기초를 닦는 한편 연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같은 해 연말에는 포항종

합제철로부터 광양제철소 부지 조성 공사와 관련하

여 부지 매립용 준설 작업에 따른 <부유사 확산 현장 

모니터링 및 수치 모델 실험> 용역을 위탁받았다. 이

는 대단위 준설 매립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유탁

도 모니터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다. 

1984년은 해양연구소 해양공학 연구 부문에 커다

란 변화가 있었던 해였다. 이전까지 중화학 공업 추

진 정책에 따라 적절한 환경 관리 대책도 없이 건설

된 각종 산업 시설, 특히 대규모 임해 공업 단지의 환

경오염 문제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피해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해양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

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해양연구소는 마침내 환경공

학연구실을 개설하였다. <울산·온산공단 공해 피해 

주민 이주 대책을 위한 연구송원오, 화학실, 생물실 공동 

연구>를 위시해서 <인천항 광역 개발 기본 계획송원오>, 

<가로림 조력 지점 후속 조사 및 기타 조사송원오> 등 

대형 수탁과제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처 출연금 사업으로 <해난ㆍ재해 예보 시스템 연구강

시환>, <동해 유의파 분포 조사강시환>, 낙동강 유역 환

경 보전 종합 계획 중 <낙동강 하구 해역의 해양 수질 

모델링강시환> 등 다양한 연구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1985년 해양공학연구실은 산ㆍ연 협동 사업으로 

현대중공업과 <해저 파이프 라인을 위한 최적 배관 

공정에 관한 연구송원오>를 공동 진행하였다. 또한 같

은 해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위탁으로 <서남해 유의 

파고 분포 조사강시환> 사업을 진행하였다. 

1986년에는 과학기술처 특정 연구 사업으로 3년 

예정의 <해안 구조물 적정 설계 조건 결정 기법의 체

계화 연구송원오>를 시작하는 한편, 해운항만청 수탁 

사업으로 죽변항 매몰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4년에 

걸친 <죽변항 파랑 관측 및 분석염기대> 사업에 착수

하였다. <해안 구조물 적정 설계 조건 결정 기법의 체

계화 연구송원오>사업에서는 연안에서의 제반 수리 

현상인 조석, 조류, 파랑, 연안류, 퇴적물 이동, 해안 

변형, 온배수 확산 등을 분석, 예측하는 기법을 개발

하고 이를 체계화하였다. 이를 통해 임해의 항만, 매

립지 또는 발전소 등 대규모 연안 구조물의 설계 시 

체계적이고 정확한 설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법

을 확립하는데 노력하였다. 당시로서는 시급하고도 

의욕적인 사업이었다. 

한편 환경공학연구실은 수산청 위탁으로 <소흑산

도항의 설계파 추정강시환>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

업에서는 과거 50년간의 태풍 자료를 전산 처리하고, 

파랑 스펙트럼 변환 모델을 적용하여 설계파를 산출

함으로써 소흑산도항 설계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

다. 또한 해운항만청 의뢰로 <파랑 관측 업무 개선 방

안 연구이동영> 사업을 진행, 우리나라 연근해의 파랑 

천수만 조력발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1976

가로림 조력발전 타당성 검토사업 관련 회의록,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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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개발ㆍ에너지연구관측 시스템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

본 계획에 따라 해운항만청은 1987년부터 파랑 관측

망 구축 관련 기술 개발과 실제 구축 사업을 해양연

구소에 단계적으로 위탁하였다.

해양공학연구실은 <포항 신항 파랑 조사 및 모델 

실험 용역염기대>을 1986년 말부터 약 1년간 진행하였

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파랑의 주기가 대략 30초 

이상의 장주기 파에 의한 항내 부진동 현상을 다룬 것

이었다. 그러나 장비 부족과 최신 이론에 따른 수치 

모델의 적용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한편, 환경공학연구실도 대형 수탁 과제에 착수

하였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 부근 해역의 해양오염 

확산 파악과 예측을 위한 <해양 확산 모델 정립강시환> 

사업을 1987년부터 1989년까지 2년에 걸쳐 수행하였

고, 수산청 위탁으로 <해역별동ㆍ남 심해파 추정 과업강

시환>과 <어항 설계 천해파 추정 과업강시환>을 수행하

였다. 

1988년에는 과학기술처 특정 신규 과제로 <연안 

방재 시설의 설계 기준 산출 연구강시환>와 <해안 구

조물의 파력 흡수를 위한 신소재 개발연구염기대>, 2

개의 장기 과제를 시작하였다. 이외에 포항제철 전용 

부두 확장 계획에 따라 해운항만청에서 의뢰한 <포항

항 원료 수송 합리화 방안 및 수치 모델 실험 용역채

장원>을 해양경제연구실과 해양공학연구실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이 해에는 해양연구소 공학 부문 

숙원 사업의 하나였던 ‘수리 모형실험 시설 확보(안)’

이 구체화되어 제2연구동 1층에 2차원 조파 수조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 조파 수조 설계에 착수하

였다. 환경공학연구실은 수산청이 의뢰한 <어항 설계 

천해파● 추정 사업-2차강시환>과 해운항만청이 의뢰

한 <1988년도 파랑 관측망 임시 운영 및 기타 용역이

동영>을 추진하였다.

1989년에 수행한 외부 수탁 과제는 모두 13개로 

해양공학연구실의 경우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 외

에 이 해에 착수한 수탁 과제만 8개였다. 특히 해양

공학연구실은 부산시에서 발주한 <부산 인공섬 건

설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염기대>중 조석, 조류, 파

랑 관측과 수치 모델링 부분을 수행하였다. 해양공학

연구실은 이 사업 외에도 동력자원부의 대체 에너지 

개발 기금으로 해사 기술연구소와 생산기술연구원

과 함께 3년 간 <해양에너지 이용 복합 시스템 개발

에 관한 연구염기대, 이달수> 사업에 착수하였다. 환경

공학연구실은 수산청의 <2차 어항 설계 천해파 추정 

과업강시환>, 해운항만청의 <파랑 관측망 구성 용역이

동영>, <고리 원전 해역의 오염 확산 모델링강시환> 등 

1989년 이전부터 시작된 대형 과제들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양의 과제를 소화하기 위하여 연구원

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야 했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국가 대형 사업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술의 실용화를 입증하는 보람이 컸던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정부 특별외화 자금과 기본 연구 사업인 <2

차원 파랑ㆍ흐름 복합 수조의 건설 및 운용염기대> 과

제의 지원으로 2차원 파랑ㆍ흐름 복합 수조길이 53m, 

폭 1.0m, 높이 1.25m가 완성되어 연구실 숙원 사업의 하

나인 수리 실험 시설을 갖추게 된 것도 커다란 성과

였다. 이 수조는 불규칙파와 물의 흐름을 동시에 재

현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실험 장치이다.

2.1.5.3  한국해양연구소 시대1990~2000

1990년에 한국해양연구소로 독립하면서 연구 조직

은 연구부 체제로 확대 개편되었다.  해양공학연구부

가 설치되었고 그 산하에 해양공학연구실, 연안공학

연구실, 환경공학연구실 등 3개 연구실이 배속되었

다. 해양공학연구부는 과학기술처의 장기 국책 특정 

연구 과제로 <국가 종합 해양관측망 구축 기술 개발

이동영>을 비롯해서 과학기술처 특정 사업으로 6개 과

제를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해운항만청, 부산시, 인

천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외부기관

으로부터 15개의 수탁과제를 의뢰받아 연구를 수행

하였다. 1990년 수탁 과제는 유형별로 ① 연안 구조

물 설치 시 해수 유동 변화, 파랑 변화, 퇴적물의 이

동 현상 등을 수치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예측하고 

이로부터 환경 영향을 평가하거나 적절한 설계 자료

●	천해파

수심에 비해 파장이 상대적으로 매우 긴 

장파로서 통상 수심이 파장의 1/20보다 

작은 경우를 천해파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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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를 도출하는 과제, ② 원자력, 화력 등 임해 발전소의 

온배수 확산 현상을 역시 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

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또는 발전

소의 적정 설계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는 과제, ③ 해

역별 주요 파랑 관측소를 설치하여 시스템화하는 과

제로 구분된다. 한편, 1987년부터 해운항만청 수탁

과제로 4년간 진행한 <죽변항 매몰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해양 조사 및 수치 모델 실험염기대> 용역이 완료

되었다.

1991년은 과학기술처 특정 과제인 <연안 방재 시

설의 설계 기준 산출 연구강시환>가 마무리되었고, 

1989년부터 동력자원부 대체 에너지 개발 기금으로 

추진된 <해양에너지 이용 복합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염기대, 이달수> 3차 연도 사업이 완료되었다. 

1992년에는 해양공학부 산하 해양공학연구실, 연

안공학연구실, 환경공학연구실 등 기존 3개 연구실

의 기능과 업무를 재조정하여 연안방재연구실을 신

설하고 각 연구실의 기능과 업무를 세분화하였다. 신

설된 연안방재연구실의 주요 기능은 연안 해황 모니

터링 시스템 구축, 연안 재해 예보와 경보 기술과 연

안 방재 기술 연구 등 주로 비바람이 심한 날씨일 때 

연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해의 사전 방지 내지 

피해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이었다. 과학기술처 특정 

과제 연구 사업은 연속 사업 외에 신규로 3개가 시작

되었고, 해운항만청, 부산직할시청,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농업진흥공사 등에서 10여 개의 수탁 사

업이 새로이 수주되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수탁 기관

은 국가기관 또는 국가투자기관이었다. 이러한 가운

데에서 동부건설로부터 산ㆍ연 협동 형식의 연구 사

업을 수주한 것은 연구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93년에는 연구소의 기본 연구 단위가 연구 기

능 중심의 연구실에서 연구 사업 위주의 연구 그룹으

로 개편되면서 해양공학부 산하의 4개 연구실이 해

파랑·흐름 발생 복합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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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개발ㆍ에너지연구양환경공학연구그룹과 연안개발연구그룹의 2개 그

룹으로 통합ㆍ조정되었다. 그러나 공학부에서 수행하

는 연구사업 대부분은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연구 사업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그룹별로 

분류하여 운영되었다. 수행 과제는 특정 연구 10개, 

외부 수탁 11개를 비롯하여 총 35개였다. 이 중 연안 

수질 환경, 발전소 온배수, 연안 퇴적물 이동 등에 관

련된 연구 과제는 해양환경공학연구그룹에서, 그리

고 해양에너지 개발, 연안 구조물 설계, 관측 시스템 

개발, 재해 예보 시스템 개발에 관련된 과제들은 연

안개발기술연구그룹에서 수행하였다.

해양환경공학연구그룹은 영일만 신항 건설을 위

한 기본 계획 설계에 대한 수탁 사업을 1994년에 완

료하고 봉길 원자력 발전소 신설에 대비한 온배수 저

감 방안 연구 등 연안 해역 환경 제어 관련 연구를 진

행하였다. 연안개발기술연구그룹은 연안의 종합적

인 방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연안 재해 저감 기술 

개발연구에 착수하였고 3년간 계속된 항만 수질 개

선을 위한 방파제 개발 사업을 완료하였다. 이 연구 

결과로부터 항내 해수 교환이 가능한 신형 방파제에 

대하여 국내외 특허를 출원, 우리나라, 영국, 대만, 

인도네시아에 등록하였다.

1995년부터 1996년에는 계속 이어지는 사업 외

에 G7사업G7 국가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사업으로 <연

안 수질평가 및 예측기술김창식>과 <연안 환경 개선안

희도, 채장원>의 2개 연구 과제를 시작하였다. 또한 수

산청, 해운항만청, 원자력연구소, KIST, 한전 등 정

부, 공공기관, 기타 민간 단체로부터 11개의 연구 사

업을 추가로 수탁받았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 남쪽 약 150km 떨어진 소코트라초礁(이어도)

에 종합 해양관측기지를 설치하는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기초 해양 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지 설치에 따

르는 국제법과 기술적 타당성도 검토하였다. 또한 연

구소를 대표할 만한 연구 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스타 

프로젝트로 종합 해양관측 개발연구에 착수하였고, 

기관 고유 과제 2개와 G7 과제 2개, 수탁 7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한편, 수년간에 걸쳐 연구소 내외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공학 분야의 명칭도 정리되었다. 즉 

해양공학과 연안공학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정립하

여 연구부의 명칭을 해양공학연구부에서 연안공학

연구부로 개칭하였다. 대외적으로는 1996년 해양수

산부의 발족으로 연구소 전체에 새로운 연구의 바람

이 불었다. 

1997년은 연구소 공학 부문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해였다. 해양수산부는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항

만 건설 사업에 필요한 국내 관련 기술 개발의 필요

성을 절감하고 1996년부터 연구소에 항만 공학 분야 

인력과 장비 보완을 요청하였다. 이에 연구소는 정부

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공학 분야 발전 계획을 단

계적으로 수립하였다. 1997년 10월 기존의 연안공학 

연구 조직을 연안ㆍ항만공학연구센터로 개편하고 산

하에 연안개발연구실, 연안환경공학연구실, 연안방

재연구실,  항만공학연구실 등 4개 연구실과 연구 지

원실을 설치하였다. 1997년에는 기관 고유 사업, 스

타프로젝트 외에 해양 수산 개발 사업으로 3개 과제

와 4개 수탁 사업 과제가 수행되었다. 

또한 북한 함경남도 금호 지구의 대북 경수로 건

설 사업KEDO 사업의 일환으로 <대외 원전 1, 2호기 해

양 조사 용역송원오>이 9월에 착수되었다. 조사팀은 

1998년 2월부터 이어도호를 이용하여 금호 지구 앞 해

상 일원에 대한 4차에 걸친 해양 조사를 실시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의 연구 사업은 기관 고

유 사업, 해양 수산 연구개발 사업, 특정 연구개발 사

업, 수탁 연구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1998

년에는 해양수산부 항만국 신규 과제로 <대 수심 방파

제 및 연약 지반 관련 기술 연구염기대>, <지진 대비 항

만 구조물 보강 기법 및 신형 안벽 개발박우선>, <해수 

교환 방파제의 실용화 연구이달수> 등 3개의 중장기 

과제가 시작되었다. 또한 연구 능력의 확충 계획에 

따라 구조와 토질 분야의 박사급 연구 인력 4명을 신

규 채용하였고, 실험실에 구조와 재료 시스템MTS, 반

복 삼축시험기 등 최신 장비를 도입하였다. 한편 새

로 확충된 2차원 수로는 <해수 교환 방파제의 실용화 

연구이달수>, <경사식 방파제의 최적 설계 기술 개발이

달수>, <연약 지반 방파제의 개발염기대>, <이어도 종합

과학기지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 설계심재설> 등에 이어도 지형도

연안항만공학연구

과학기지 
설치지점

-10m(120)

-20m(15,530)

-30m(43,460)

-40m(94,980)

2-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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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적극 활용함으로써 수준 높은 수리 실험 기법을 활용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9년에 수행한 <부산 신항 해양 수리 현상 및 

사후 환경 영향 조사 연구개발>은 부산 신항 주변 해

역의 수리 퇴적 생태 환경의 변화와 시공 중ㆍ시공 후

의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이었다.

2.1.5.4   한국해양연구원 시대2000~2012.6

2000년에는 기관 고유 사업 2개 과제, 국가 연구개

발 사업 3개 과제, 해양 수산 연구개발 사업 15개 과

제, 수탁 연구개발 사업 7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중 해양수산부 항만국 과제는 <부유 토사 발생량 평

가 및 오탁 방지막 효율에 관한 연구송원오>, <항만 구

조물 설계 자동화 시스템 개발서승남> 등 새로운 5개 

과제가 추가되어 총 10개로 늘어났다. 또한 2000년

에는 정책국 과제로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염기대>을 착수하여 2011년 완료하였다. 

2001년 기상청으로 이관된 <해상 연안 재해 대응 

기술 개발강시환>은 실용화 기술 개발 위주의 해양 기

상 변화 탐지 기술 개발 과제의 일부로 편입되어 수행

되었다. 등표와 잔교를 이용하여 7군데에 실시간 해양 

기상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의 실시간 관측시스

템을 운영하면서 제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한편 동해안의 항만 중 수질이 나쁜 곳을 깨끗하

게 하기 위한 연구로 <해수 교환 방파제 실용화 연구이

달수> 과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 성과를 이용하여 항

내 수질이 나쁜 주문진항에 국내 최초로 경사식 해수 

교환 방파제가 건설되었다. 주문진항은 외해수의 항

내 유입으로 항내의 오염수가 교환되고 산소 공급이 

풍부해지자 수질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해양에너

지 실용화 기술 개발염기대>에서는 40㎾급  Helical 수

차를 울돌목에 설치하여 수차 성능 개선과 내구성 시

험을 했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2005년에는 울돌목에 

1,000㎾급 시험 발전소를 착공하여 2009년에 준공하

였다. 이로써 2011년 10년간에 걸친 <해양에너지 실

용화 기술 개발 사업염기대> 연구 과제를 종료하였다. 

이후에는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격

적인 상업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된 <지능형 항만 물

류 시스템 기술 개발채장원> 연구는 항만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접안 시설을 개발하여 그 

실용화를 목표로 한 대형 과제였다. 기업과 연구소를 

포함한 여러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이 과제는 

기존의 항만 물류 개념을 바꿀 수 있는 신기술을 개

발하였고, 기업체에 기술 이전도 실시하였다. 2003

년 6월 11일에는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 준공을 

기념하는 준공식 행사가 연구원에서 거행되었다. 이

미 1994년에 정부가 건설을 결정한 이 과학기지는 

1995년 해저 지질 조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 끝에 완

공되었다. 이어도 기지는 수면 위 36m 높이에 헬기장

과 첨단 해양관측 장비들이 장착된 약 1,322.3㎡ 400평 

규모의 해양 구조물로서, 필요시에는 과학자들이 2

주일 정도 체류할 수 있다. 이 기지는 기지 주변 해역

의 해상ㆍ기상 상태를 실시간 관측하여 해양ㆍ기상ㆍ어

장 예보의 적중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해상 교통

안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2004년에는 많은 과제가 수행되었다. <대 수심 방

파제 및 연약 지반 관련 기술 개발박우선>과 <조력, 조

류 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이광수>과 같은 국토해양

부 과제가 11개, 항만공사의 증가에 따른 <서귀포항 

천해 설계파 산정 용역정원무>과 같은 일반 수탁 과제

가 17개에 달할 정도였다. 이 시기를 전후로 국내의 

항만 공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연구 사업의 양

이 폭증하였는데 특히 민간에서의 수탁 수요가 증가

하였다. 공사에 필요한 현장 관측이나 설계에 필요한 

수치 모델과 수리 모형실험 의뢰가 많았다.

2005년에는 1989년도에 완공된 2차원 단면 수로

에 이어 3차원 평면 수조가 완공되었다. 이로써 한국

해양연구원은 명실공히 연안공학 연구의 주요 수단

인 수리 실험에 관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격을 갖추

게 되었다. 이 평면 수조는 일 방향 불규칙파와 조석

의 재현이 가능하며 2차원 단면 수조에서는 실험이 

불가능하였던 방파제 배치 설계나 바닷가 침식과 같

은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제원은 29m×31m×1.1m해수교환방파제 시공 (주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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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로 다른 기관에 비하여 다소 작은 규모이지만 여러 

분야의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정식 명칭은 해양환경 

모의 실험동이다. 

부서의 연구 인력이 수리학과 연안공학 연구자들 

위주에서 구조공학, 지반공학, 기계공학 등으로 다양

해지면서 연구 사업의 내용도 풍부해졌다. 과거에는 

다루지 않았던 구조물이라든지 지진, 수중 로봇 등으

로 확대되었다. 노후한 항만 재개발 사업을 위한 <항

만 리모델링 기반 구축 연구박우선>도 2006년도에 시

작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구조물을 설계할 때 주로 

사용한 결정론적인 방법에서 탈피해 경제적인 설계

를 하기 위하여 확률의 개념을 도입한 <항만 구조물 

신뢰성 설계법 개발윤길림> 연구를 시작하였다. 2007

년에는 한국전력연구원과 함께 시작한 <발전소 취배

수로 거품 제거 장치 실험 연구오영민>가 3년간의 연

구를 거쳐서 종료되었다. 연구 최종 연도에는 보령 

화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취수와 배수 시에 발생하는 

다량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물리적 장치 개발을 

완료하였다. 그 결과를 보령 현장에 적용하여 소포제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

았다. 또한 2008년에는 <항만 지진 응답 계측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기술 개발박우선> 연구가 시작되어 2013

년 6월에 완료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도 지

진에 대해 완전히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 아래 

항만 구조물에 대한 지진 대비 관리가 필요함을 역

설하였다. 2009년에는 5년간의 장기 과제인 <항만 수

중 공사용 무인 다목적 기계화 시공 장비 개발장인성>

이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항만 수중 공사 시에 잠수

사가 하는 작업을 기계화함으로써 작업 효율을 높이

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다. 또한 <수중 작업 능력 고도화를 위한 다기능 지

능형 수중 로봇 개발 기획 연구장인성>에서 추구하는 

대 수심 수중 로봇 개발의 기반 연구로 활용이 가능

하다. 2010년에는 <대 수심 버켓 기초 시공 시스템 개

발오명학>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연안을 벗어

나 수심이 깊은 곳에 해양 구조물을 설치할 때 기존

의 기반 구조물 설치 기술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활용 범위는 다양

하지만 현재는 해상 풍력 발전기의 기초로 활용할 목

적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011년에는 기획 연구를 거쳐 <항만 시설 점검용 

장비 기술 개발한상훈> 과제가 시작되었다. 항만 시설

물 중에서 수중에 있는 부분은 시설물의 안전성 여

부를 조사하기가 어려웠는데 스캐너나 소나, 비파괴 

장비 등을 개발하여 시설물의 안정성을 조사하고 문

제가 발생하면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2년 시작한 <유공 케이

슨 및 상부 구조물 작용 파압 평가오영민> 과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외력의 증가에 대비하여 항만 구조물을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수리 실험 위주의 연

구이다. 이 사업에서는 국내의 수리 실험에 관한 3대 

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 전남대학교와 공동으로 항

만 구조물의 종류별로 나누어 실험을 한 뒤, 종합적

인 설계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2012년에는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한국전력연구원과 공

동으로 <해양 풍력 단지 장기 환경 모니터링 기술 연

구이광수>를 시작하였고, 연구원의 주요 연구 사업으

로 <천해용 해상 도시 건설을 위한 계류 앵커 기술 개

발권오순>을 시작하였다. 이 기술은 <해중 터널 실용

화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박우선> 과제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파급 효과가 지대하였다. 

2.1.5.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2012.7~2013.6

2012년 7월 1일부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한국해

양과학기술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소속도 국토해양

부로 변경되었다. 내부적으로는 심해저자원연구부

와 해양바이오연구부가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와 물

리적으로 합쳐져 응용기술연구부가 되었지만 연구

사업은 큰 변동없이 진행되었다. 2012년 말에는 두 

개의 과제가 신규로 계약되었다. <기후변화 대비 항

만 방재기능 강화 기술개발오영민>과제가 5개년 계

획으로 시작되었는데 2년간의 연구 결과를 평가하

여 실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에 적용하는 형식

이다. <환경친화적 준설토 확보, 매립 및 운송거리 

30km 이상급 이송기술 개발윤길림> 과제는 연구비가 연안공학 평면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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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개발ㆍ에너지연구5년간 200억에 가까운 대형 과제여서 연구단을 구성

하여 실용화에 초점을 두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의 특기

할 만한 두 가지 사업은 울돌목 조류 발전소 설치와 시

화호 조력 발전소 건설 등 해양에너지 개발 관련 사업

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조류 발전소 건설 사업은 2001

년부터 수행한 국토해양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조

류 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염기대, 이광수>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류 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은 우리나

라에서 조류 발전 최적지로 알려져 있는 울돌목을 대

상으로 하였다. 울돌목을 포함하여 명량수도 전체에 

대해 조석, 조류, 퇴적물 이동, 수심, 해저 지반 조사 등 

현장의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류 발

전용 수차에 대한 수치 모형실험, 수리 모형실험, 현장 

울돌목 해역 해저 지형도. ‘바다가 우는’ 

바다 길목이라는 뜻으로, 울돌목 또는 

명량수도(鳴梁水道)라고 한다. 명칭의 유래는 

굴곡이 심한 암초 사이를 소용돌이치며 달리는 

조류가 울음소리를 내며 사납고 급하게 흐른다고 

해서 붙여졌고, 우리말로 울돌목으로 불리고 

있다.

진도 해남

녹도

울돌목

양정

우수영

해남

삼호원녹도

죽전리

녹진리

진도

지반조사 영역

조석(t1. t2, t3, t4, t5)
조류(c)
유속 및 부유사(s1, s2, s3)
해저퇴적물(d)
화학 및 생태환경(cb1, cb2, cb3)
저서생물(b1, b2, b3, b4)
성어(a1, a2)

외림리

울돌목 해역 해저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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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실험 등도 수행하였다. 1차 현장 실험은 2002년 4월 착

수하였으며, 사용한 수차는 직경 1m의 소형 수직형 헬

리컬 수차였고, 발전 용량은 10㎾였다. 이 실험을 통해 

수직형 수차가 울돌목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2차 현장 실험은 2004년에 실시하였으며, 수차 

직경은 2.2m였다. 현장 실험을 통해 수직형 수차를 채

택한 조류 발전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을 파악할 수 있

었다. 또한, 조류 발전용 전력 변환 장치를 개발하였

고, 지지 구조물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

구결과들은 울돌목 시험 조류 발전소를 순수 우리 기

술로 설계하는 바탕이 되었다. 발전소는 2005년 4월 

착공하여 2009년 5월에 준공하였다. 모듈화 방식의 재

킷식 철 구조물로 지지되고 있는 울돌목 시험 조류 발

전소는 500㎾급 권선형 유도 발전기 시스템과 500㎾

급 동기 발전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 용량

은 1MW이다. 울돌목 시험 조류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연구개발과 현장 실증 실험을 위해 건설되었기 때문

에 여러 가지 형태의 시스템을 실험할 수 있도록 구성

되었다. 즉, 조류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수차는 수직축 수차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회전수

를 증가시켜주는 증속기,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로 변환시키는 발전기, 발전된 전기 에너지를 전력망

에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력 변환 장치 등

도 각각 2종류로 구성하였으며, 단엽 수차+동기 발전

기 시스템1호기과 복엽 수차+권선형 유도 발전기 시스

템2호기을 기본 시스템으로 설정하였다. 울돌목 시험 

조류 발전소 건설과 현장 실증 실험을 통한 연구 성과

의 의의는 국내에서 최초로 계통 연계형 조류 발전 실

증 실험을 수행하였다는 사실과 시험 조류 발전 실증 

실험의 성공을 통해 조류 발전 상용화 기초 자료가 확

보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조류 에너지 개발 가능성

을 높인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울돌목 

상용 조류 발전소의 발전량과 설비 이용률을 증가시키

기 위한 토대를 확보하였다는 것도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는 또한 시화호에 조력 발

충무공의 명량대첩 유적지 인근에 세워진 

1㎿급 울돌목 시험 조류 발전소. 조류 발전은 

댐을 조성하지 않고 발전에 필요한 시설만을 

설치하므로, 조력 발전에 비해 환경친화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ㆍ남해안에 조류 발전이 

가능한 후보지가 산재되어 있어 개발에 따른 기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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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개발ㆍ에너지연구전소를 건설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시화호는 경

기도 시화만에 농ㆍ공업용지와 휴식 공간 조성을 목

적으로 시화 방조제를 건설하고 담수호로 조성할 계

획이었다. 그러나 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1994년 2월 

이후, 시화호의 해수 유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인근 

지역으로부터 오염 물질이 유입되어 시화호의 수질

이 급격히 나빠졌다. 

심각한 수질 악화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고민하

던 중 세계적인 조력 발전 전문가인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의 염기대 박사가 조력 발전소 건설을 제안하였다. 

시화호 방조제에 조력 발전소를 세움으로써 바닷물을 

소통시켜 수질을 개선하고 동시에 조석의 힘을 이용하

여 청정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수자

원공사와 정부는 이 제안에 따라 시화호에 조력 발전

소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시화호는 주변에 조성된 농

지나 도시의 홍수 관리를 위하여 그 수위를 평균 해수

면보다 1m 낮게 유지하도록 설계되고 건설되었다. 이

에 따라 썰물 때는 발전을 하지 않고 밀물 때만 전기를 

만들어내는 창조식 조력 발전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식 조력 발전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

를 적용하여 시화호 조력 발전소를 계획하였다. 

더불어 시화호의 조차, 조지 면적, 발전 방식 등

의 조건에 맞는 시설 규모도 제시하였다.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의 연구에서는 시화호의 시설 규모로 

25.4MW급 단류식 벌브형 수차 발전기 10대시설 용량 

254㎿와 수문 8대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경우 시화호 조력 발전소에서 매년 

생산할 수 있는 발전량은 553GWh인 것으로 예상되

었다. 이는 약 40만 명이 일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다. 2004년 1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기본 계획에 따라 시화호 조력 발전소가 착공되었다. 

약 7년간의 건설 공사를 거쳐 2011년 11월, 드디어 

세계 최대의 조력 발전소가 준공되었고 현재까지 정

상 운영되고 있다. 시화호는 조력 발전소 운영을 통

해 수질 개선과 청정에너지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

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직경 2.2m의 수차를 

이용하여 현장 실험을 하였다.

 조류발전 소규모 현장실험(수차 직경 2.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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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2003년 공학 부문의 태두인 송원오 박사가 정년퇴

임을 하였다. 송원오 박사는 연구소 초창기부터 공학 

연구 분야를 이끌어 왔고 해양연구소의 소장을 역임

하였으며 국내의 조력 발전 사업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후 연구 인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환경공학 분

야를 이끈 강시환 박사가 2006년에, 일본과 연구 협

력 사업에 커다란 기여를 한 안희도 박사가 2009년에 

퇴임을 하였다. 같은 해 전임 해양연구원장을 역임한 

염기대 박사, 수리실험 분야의 전문가 이달수 박사도 

퇴임하였다. 퇴임 때에는 다른 부서 소속이었지만 처

음부터 공학부의 연구원이었던 이동영 박사가 2010

년에 퇴임하였고, 2011년에는 채장원 박사가 퇴임하

였다. 이로써 공학부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연구원

들이 물러난 자리를 젊은 연구원들이 계승하고 있다. 

퇴임자들의 전공이 대체로 물과 직접 관련이 있

는데 비하여 신임 연구원들은 구조, 토질, 기계 등의 

다양한 분야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공학부가 나아가

야 할 방향이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종합 연구 과제

의 수행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1973년 해양연구소 설립 당시, 거의 불모지와 다

름없었던 연안공학 분야는 그 동안 소속 연구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고, 대

외적으로도 학계,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연안

공학 분야는 기초와 응용 연구 분야를 총망라하여 종

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공 현장에 바로 적용해야 

하는 실용 기술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이론과 실험적인 연구를 통한 기술의 개발이 필

요한 반면에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단시일 내 해결해야 하는 시간적

인 제약성도 갖고 있다.

연안개발ㆍ에너지연구부는 이러한 국가적 R&D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끊임없이 연구능력을 배양하

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뚜렷한 연구 방

향 설정과 과제 도출, 신속한 기술 개발과 적용을 위

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획 연구 수행 

등의 방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시스템

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2011년 11월 준공된 시화호 조력 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254㎿로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 발전소로, 사진의 상부는 

호수이고, 하부는 바다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내부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공사 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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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연구2.1.6 해양바이오연구 Marine Biotechnology Research 

2.1.6.1 해양미생물연구실의 탄생과 변천

현재 응용기술연구본부에 속한 해양바이오연구부의 

전신은 해양미생물연구실이다. 이 연구실은 1990년 

6월 연구원이 독립기관으로 발족하면서 같은 해 12

월 1일 해양생물연구부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당시 

해양미생물연구실은 실장으로 임명된 김상진 박사 

한 명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1991년 연구원 3명이 합

류하면서 팀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다. 해양미생물연

구실은 1993년 정부의 조직 축소 정책에 따라 연구실

이 폐지되면서 생물연구부 내의 해양생명연구그룹 

소속 연구팀으로 지속되었다. 그러던 것이 1997년 

일시적으로 해양생물자원연구부 소속 미생물연구실

로 부활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에는 

다시 신설된 해양생물연구단에 소속되었다가 2000

년 조직 개편과 함께 탄생한 해양자원연구본부 산하

로 다시 배속되었다.

해양생명공학 분야의 연구는 해양연구소 시대의 

마지막인 2000년대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

고 2001년 한국해양연구원 시대로 접어들면서 본격

화되었다. 이 해에는 <해양생명공학산업 발전 전략 

기획 연구김상진>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해양수산부의 <해양생명공학 기술 개발 사업>의 이전 

명칭인 <마린 바이오 21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마린 바이오라는 용어는 

현재 부서 명칭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같은 해 12월

에는 제1연구동에 있던 연구실을 신축한 제4연구동

으로 확대 이전하였다. 현재까지도 연구실은 이 공간

을 사용하고 있다. 2002년에는 국가 지정 연구실 사

업인 해양미생물다양성연구단이홍금이 설치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공식 조직이 부활하였다. 이 체제는 

조직의 재정비로 2003년 해양생물자원연구본부로 

변경되었다. 2004년 부설기관으로 극지연구소가 설

립되면서 연구원의 이동에 따른 대대적인 변화가 생

겼다. 당시 6명이던 정규 직원 중 이홍금 박사, 이유

경 박사가 부설 극지연구소로 이동하였고, 극지연구

소 소속이었던 이윤호 박사가 옮겨 왔다. 2005년에

는 다시 해양자원연구본부 소속 해양바이오신소재

연구사업단으로 독립 조직이 되었다가 2008년 다시 

개별 조직이 축소되어 해양생물자원연구부 소속 연

구실이 되었다. 2009년에는 현재 천연물 연구를 수

행하고 있는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구성원들과 함

께 해양바이오연구센터가 설치되었다. 2012년에는 

교육과학부 소속 한국해양연구원이 국토해양부 소

속 한국해양과학기술원로 전환되면서 해양바이오연

구센터는 부로 승격하여 현재의 해양바이오연구부 

시대를 맞이하였다. 

2013년 해양과학기술원은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수산부 관할로 변경되었다. 해양바이오연구부

는 해양수산부 지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해양생명

공학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과제인 <해양극한생물분

자유전체연구단 과제10년차>, <해양바이오 수소 생산 

기술 개발 과제5년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연구

부는 해양극한생물분자유전체연구단의 성공적인 종

료와 이어지는 신규 과제 개발을 위해 <차세대 해양

생명공학 사업 추진 방안 연구강길모>에 참여하고 있

다. 2004년 이후 7명 신규 채용, 1명 전입, 3명 전출 

등의 과정을 거쳐 연구부는 현재 10명의 정규직 직원

을 포함하여 총 44명의 연구 인력이 소속되어 있으

며, 이 가운데 박사 학위 소지자는 21명이다.

환경오염물질의 생물 분해 측정

마린바이오 21 사업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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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2.1.6.2 해양바이오연구부의 해양생명공학 연구

1990년 해양미생물연구실이 발족되면서 수행한 첫 

과제는 <해양미생물공학 발전을 위한 개발연구 과

제 도출 및 계획 수립김상진>이었다. 이후 <해양미생

물을 이용한 EPA 생산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김상진>, 

<생리 활성 물질 탐색을 위한 해양 방선균의 분리, 분

류 및 보전 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김상진>, <항암 물질 

생산 및 공생 미생물의 분리 및 배양이홍금>, <해양미

생물에 의한 생리 활성 선도 물질 탐색 기술 개발이홍

금>, <해양미생물로부터 면역 조절 물질 탐색이홍금>,  

<해양미생물의 보전 및 응용 기술 개발연구이홍금> 

등 해양생명공학 분야의 과제들을 수행하였다. 한편

으로는 <해양 유류 오염 방제 및 환경 회복 기술 개발

김상진>과 그 후속 과제인 <환경친화적 유류 오염 저

감을 위한 상용화 기술 개발김상진>, <미생물을 이용

한 적조 제어 기술 개발김상진> 등 해양환경 개선과 

관련한 과제들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독성 유기 화

합물 오염 퇴적토의 생물 정화 기술 개발김상진>, <갯

벌 경계면에서의 물질 플럭스 연구현정호> 등 환경 개

선 기술 관련 연구와 생태 연구 등도 함께 수행하였

다. 이러한 해양환경 개선 기술 개발의 결실로 2001

년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 정화 기술을 벤처 기업으로 

기술 이전하였으며, 2012년에는 환경부가 이를 신기

술로 인증하였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생명공학 기술 개발 사업이 본

격화되기 전인 2001년부터 3년간은 과도기적 과제로 

해양수산부의 해양생명공학 사업 과제인 <해양미생물

의 바이오 폴리머 실용화 연구이홍금>, <심해 생물자원 

확보 및 이용 기술김상진> 등을 수행하였다. 2002년부

터는 과학기술부 프론티어사업인 <미생물 유전체 활

용 기술 개발 사업>의 1단계2002∼2005에 참여하여 <해

양ㆍ특수 환경 미생물 다양성 및 메타게놈● 자원 확보 

및 탐색김상진> 과제를 수행하였다. 2004년부터는 기

관 고유 사업인 <극한 환경 유전자원 및 해양바이오 

신소재 개발2004∼2006, 이정현> 과제를 하면서 본격적

인 해양바이오 연구 시대를 열었다.

2000년에 수행한 <해양생명공학산업 발전 전략 기

획 연구김상진>로 해양생명공학의 큰 그림이 그려진 

후, 2004년부터 <마린 바이오 21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마린 바이오 21 사업>은 2003년 실행 계

획안이 준비되었고,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우리 연구부 주관으로 수행하는 해

양ㆍ극한생물분자유전체연구단과 해양천연물신약연

구단서울대학교, 해양바이오프로세스연구단부경대학교 

등 모두 3개 연구단이 포함되어 있다. 2013년 현재는 

해외 생물자원 연구해양과학기술연구원, 해양산업 신소

재 연구포항공과대학교, 해양바이오 에너지 연구인하대

학교와 해양생물자원 기탁 등록 등의 인프라 연구가 

추가되어 전체 규모는 연간 250억 원 규모로 발전하

였다.  2004년에 연간 10억 원으로 시작했던 해양ㆍ극

한생물분자유전체연구단의 과제도 현재 연간 50억 

원까지 규모가 늘어났으며 부서의 중점 과제로 자리

를 잡았다. 더불어 2002년은 대양 탐사에 참여하여 

초고온성 고세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이의 유전

체 해독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해양바이오연구부는 

첨단 연구 기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해양생명공

학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초

고온 고세균의 바이오 수소 생산 능력이 밝혀지면서 

이와 관련된 과제로 <해양바이오 수소 생산 기술 개

발 과제강성균>를 시작하여 현재 5년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유류오염 정화용 생물 정화제제의 신기술 인증 획득 기념, 2012

해양미생물 연구

●	메타게놈 (metagenome)

어떤 환경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의 

총체적인 게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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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연구2.1.6.3 생물학적 해양 환경 개선 기술 개발

1992년부터 환경부 G7 사업으로 9년간 <환경친화적 

유류 오염 저감을 위한 상용화 기술 개발> 과제를 진

행하였다. 과제 수행을 통해 석유 화합물 분해 미생

물 제제와 다양한 제형 등의 특허가 출원ㆍ등록되었

다. 이 중 미생물 제제는 벤처회사로의 기술 이전 계

약과 로열티 계약을 맺어 공공 기술이면서도 환경생

명공학 시장 개척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2년부터 4년간은 G7 사업의 후속으로 기획된 

차세대 환경 핵심 기술 개발 사업으로 <독성 유기 화

합물 오염 퇴적토의 생물 정화 기술 개발> 과제를 수

행하였다.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석유 화합물 중 독

성이 가장 큰 고분자 방향족 탄화수소 화합물 분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의 목적이었다. 과제 수

행 기간 중 5개의 고리를 가지며 강력한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벤조피렌 분해 미생물을 확보하는 한편, 이 

균주를 기존 제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생물 

정화 제제를 개량하였다. 그러나 개발된 기술은 법제

도가 미비하여 해양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이

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해양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생물 정화 제제를 해양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

록 제품의 형식 승인 기준과 방법, 절차 등 제도 개선

과 관련된 연구를 하였다.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

호 원유 유출 사고 발생을 기점으로 앞서 준비한 법

안이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포함되어 발효됨으

로써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었다.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된 생물 정화 제제

는 2008년 형식 승인을 받았고, 2012년 12월 환경부

로부터 신기술로 인증되었다. 또한 과제 종료 후에도 

기술을 받아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결실

을 맺고 있다.

2.1.6.4 해양생물의 기초 원천 연구개발

해양 생태계가 차지하는 규모는 지구 전체 면적의 약 

71%이며 입체적 공간을 고려할 경우, 지구 생물 서

식처의 90%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어려워 해양의 99%는 아직 탐사되지 않은 미지의 영

역으로 남아있다. 놀라운 생물 다양성을 갖고 있는 

해양생물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1980년대 들어서면

서부터 신물질 탐색을 위한 생명 의학 소재의 원천으

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해양ㆍ극한생물분자유전체

연구단은 해양과 극한 생물자원 확보ㆍ관리, 유전체, 

단백질체 등의 첨단 방법론을 이용한 해양과 극한 환

경에서의 생명 현상 이해, 해양 생명 기능을 이용한 

원천 소재와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세워진 3개 연구

단의 하나로 발족되었다. 현재 연구단에는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한국기초과학연구

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정부 출연기관과 KAIST, 

충남대학교,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26개 대학이 협동 

혹은 위탁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구단은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의 1단계, 2007

년에서 2009년 사이의 2단계 연구를 마치고, 2010년

부터 2013년까지 계획된 3단계 연구 중 4차 연도 연

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2013년까지 투자된 전체 연

구비는 359억 원이다. 그동안 연구단을 통해 만들어

진 연구 성과는 해양생명공학 연구가 미래 새로운 성

장 동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

으며, 국내 연구 저변 확대라는 부수적 성과도 달성

하였다. 이러한 연구단 사업을 통하여 2012년 12월 

현재 SCI급 346편을 포함하여 논문 421편, 특허 181

편을 출원하고 71편을 등록하였다. 그리고 기술 이전

도 9건을 달성하였다. 발표된 논문 중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논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갯민숭달팽이

로부터 기억 재생 메커니즘을 규명한 셀Cell 게재 논

문2007, 초고온성 고세균 Thermococcus onnurineus NA1 

균주를 기반으로 ‘개미산에 기반을 둔 새로운 에너지 

대사 메커니즘’을 밝힌 네이처Nature 게재 논문2010, 

세포 내 고장 난 단백질의 재생 공장 기능을 담당하

는 Lon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규명한 EMBO 저널 

게재 논문2010 등이 그것이다.  

연구 성과 외에도 해양생명자원을 차세대 생명공

학 기술을 선도할 새로운 원천자원으로 부각시킨 점

은 주목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

은 해양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연안의 일부 

해양생물을 제외하면 해양생물을 쉽게 이용하지 못 

오염유류 처리용 미생물 제제에 대한 성과활용 계약 체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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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감안하여 국내 해양

생명공학 기술 개발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연구단은 

다양한 해양생물자원을 확보ㆍ보존ㆍ분양하기 위한 목

적으로 해양바이오의 중요한 인프라인 해양ㆍ극한 생

물자원 뱅크http:www.megrc.re.kr/mebic/를 구축하였다. 

2007년부터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여 연구단의 해양

미생물자원을 일반에 분양하고 있다. 확보한 해양생

물자원은 1,200여 종의 동ㆍ식물과 미생물, 유전자원

cDNA, 메타게놈 등이 있다. 2013년 현재 초고온 고세균 

Thermococcus onnurineus NA1을 비롯한 미생물 26종, 녹

조류인 깃털말의 발현 유전체 포함 해양식물 3종, 그

리고 밍크고래 등 동물 3종에 대한 유전체 해독이 진

행 중이다. 이중에서 고래는 해양 포유류의 대표적인 

종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유전체를 규명하는 성과

를 이루었다. 이렇게 분석이 진행된 여러 해양생물의 

유전체 정보와 세계 각지에서 수집된 해양생물의 유

전체 정보는 해양 생명 정보 뱅크에서 체계적으로 관

리하고 연구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다http://mbrc.kordi.

re.kr/gbank/. 특히, 심해열수구에서 분리된 초고온성 

극한 고세균 NA1 균주의 경우, 유전체, 단백질체, 구

조생물학 등의 집중 연구와 유용 유전자 발굴 작업을 

통해 생명공학 연구의 핵심 시약인 핵산 중합 효소

의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연구단은 이를 바이오 벤처

바이오니아, 씨젠, 제넷바이오에 기술 이전하여 생명공학 

기술 자립에 일조하였다.

2000년대 후반 들어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장치

가 개발되었다. 이로써 유전체 해독 비용이 급감하였

고 유전체 연구는 보편화되었다. 과거에는 수십 억 

이상의 연구비로 인해 쉽사리 엄두를 내지 못 했던 

진핵 생물 유전체 해독 등의 연구가 적은 비용으로 

가능해졌다. 이제 새로운 생명공학 연구 시대가 열

린 것이다. 연구단에서는 3단계의 남은 기간 동안 진

행 중인 다양한 해양생물 종의 유전체 해석을 완료하

여 육상생물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생명 현상과 

기능을 발굴할 것이다. 또 이를 활용하여 생명, 환경, 

에너지 소재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실용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2.1.6.5 해양생명공학 연구로 태생한 바이오 수소 연구

현 인류는 18세기 이후 화석 연료에 의존한 산업 혁

명을 통하여 눈부신 기술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하지

만 무한할 것 같았던 화석 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

여 에너지 고갈 문제에 봉착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소는 이러한 맥락

에서 이상적인 차세대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해양바이오연구부는 해양의 극한 환경에서 유래한 

다양한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 수소를 생산하

는 연구를 2000년대 이후 진행해 왔다. 2000년대 들

어 고온에서 자라는 초고온 미생물들이 기존의 미생

물에 비해 생산성이 우수하다는 특성들이 알려졌다. 

이에 우리 해양바이오연구부는 해양의 심해 탐사 연

구를 통해 확보한 고온 미생물을 이용하여 바이오 수

소를 생산하는 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바다 밑의 오아시스라고도 부르는 열수구에 사

는 미생물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활발히 연

구하고 있다. 열수구에 사는 미생물 중에는 고온에

서 사는 호열성열을 좋아하는 미생물이 많다. 이 호열

성 미생물에서 열에 견디는 효소를 추출하는 연구

가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2002년 해양바이오연구

고래와 우제류의 비교 유전체

해양극한생물 자원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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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연구부 이정현 박사 연구팀은 파푸아뉴기니의 심해열수

구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초고온 고세균 Thermococcus 

onnurineus NA1을 국내 최초로 분리하여 배양에 성공

하였다. NA1은 80°C의 고온에서도 생장하는 특징이 

있는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조사선인 온누리

호에 의해 채취된 것을 기념하여 ‘온누리누스’로 명명

되었다. 

NA1의 배양은 성공하였지만, 수소 생산 적용 가

능성은 NA1의 유전체 분석이 완료된 2005년에서야 

확인되었다.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연구단은 심해열수구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NA1의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유전체를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NA1이 알려진 미생물 중 세계 

최다수인 8개 수소화 효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수소화 효소는 바이오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인 효소로서 대부분의 미생물이 많게는 4~6개

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8개의 수소화 

효소를 가진 미생물은 아직까지도 NA1 외에는 보고

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해양 극한 환경 탐사 기술, 

극한 미생물 분리ㆍ배양 기술, 유전체 분석 해양생명

공학 기술을 접목하면 한국의 순수 기술로 심해열수

구의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수소 생산이 가능한 자원

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NA1의 바이오 수소 생산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

양바이오연구부의 강성균 박사 연구팀은 2009년 7월

부터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바이오 수소 생산 기

술 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80°C의 고온, 산소가 

없는 곳에서 자라는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 수소 생

산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시도되지 않은 분야이다. 

물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NA1의 수소 생산 

기작 분석과 우수 돌연변이를 제작하고, 고온 혐기 

조건에서 바이오 수소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바이오 수소 대량 생산이 가능

해지면 대체 에너지 생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해양바이오연구부는 개미산, 전

분, 일산화탄소를 기질로 80°C 고온에서도 바이오 수

소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NA1은 

놀랍게도 개미산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면서 동시

NA1이 보유하고 있는 수소화효소군

TO0051-0055 (Sulf-Ⅱ)A :

TO0486-0498 (Mbx)B :

TO0533-0544 (Sulf-Ⅰ)C :

TO1583-1595 (Mbh)D :
TO0261-0289 (Hyg4-1)

S1 :

TO1016-1031 (Hyg4-Ⅱ)S2 :

TO0051-0055 (Sulf-Ⅱ)A :

TO0486-0498 (Mbx)B :

TO0533-0544 (Sulf-Ⅰ)C :

TO1583-1595 (Mbh)D :
TO0261-0289 (Hyg4-1)

S1 :

TO1016-1031 (Hyg4-Ⅱ)S2 :

TO1559-1582 (Hyg4-Ⅲ)

T. onnurineus NA1
1847607 bp

A S1 S2 S3B C D

ori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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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에 성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존의 미생물에

서 알려지지 않은, 기존 상식을 깨는 생명 현상으로

서 네이처와 네이처 뉴스에 주요 연구 결과로 보고되

어 미지의 세계 생명 현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

기가 되었다. 

또한 2012년 1단계 사업 연구 결과 300L 규모의 

고온 혐기 바이오 수소 생산 배양기를 이용해 수소 

생산에 성공하였고, 제철소 부생 가스를 이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생산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 해

양바이오연구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소 생산과 전기 

전환 기술을 시연하여 국내 MBC, KBS, 조선일보 등 

유수한 매체들의 조명을 받기도 하였다.

현재까지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양바이오연구부

는 2018년까지 바이오 수소 대량 생산 기술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발된 바이오 수소 대량 생산 기

술은 부생 가스나 개미산, 전분 등의 재생자원을 이

용하여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바이오 수소 대량 생

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일산

화탄소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은 일산화탄소 배

출이 많은 제철소, 가스화 발전소 등 기존 산업체와 

연계하여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가스를 이용한 친환경적 

공정으로 환경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

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바이오수소 실증시설 (각 10L, 30L, 300L)

해양바이오수소 연구성과 발표회 및 시연회, 2012 해양바이오수소 플랜트 준공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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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재해ㆍ재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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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2.1.7 연안재해ㆍ재난연구 Coastal Disaster Research

연안재해ㆍ재난연구 부문 조직은 1984년, 한국과학기

술원 부설 해양개발연구소의 환경공학연구실을 모

태로 하여 태어났다. 환경공학연구실은 해양환경 문

제 해결을 위한 해양물리ㆍ공학적 연구를 시작으로 

항만과 연안시설 설치와 관련된 연안ㆍ항만 공학 기

술설계와 작업 조건 산출 기술, 연안의 자연재해 현상과 

연관된 해양 방재과학기술, 해양 응용과 활용 기술

Operational Oceanography 등에 관련된 연구를 중점적으

로 수행하여 왔다. 한국과학기술원 부설이었던 연구

소가 1990년 한국해양연구소로 독립하면서 연구 기

능을 재정립하고 전문화하는 조치가 뒤따랐다. 이에 

따라 환경공학연구실은 연안공학연구실, 연안방재연

구실, 해양공학연구실과 함께 해양공학연구부의 4개 

연구실 중 하나로 배속되었다. 이후 1993년, 해양공

학연구부의 4개 연구실이 해양공학연구그룹과 연안

개발기술연구그룹의 2개 그룹으로 재편되면서 환경

공학연구실은 연안개발기술연구그룹으로 배속되었

다. 1995년에는 연구부의 명칭이 해양공학연구부에

서 연안공학연구부로 바뀌자 그룹의 명칭도 연안공

학연구부 연안기술연구그룹으로 변경되었다. 

1996년, 해양수산부가 발족하고 1997년 8월, 연

안공학연구부가 연안ㆍ항만공학연구센터로 개편되면

서 기존 연안기술연구그룹은 연안ㆍ항만공학연구센

터 연안방재연구실로 배속되었다. 이후 2000년 6월

에 연안ㆍ항만공학연구센터는 연안항만공학연구본

부로 개편되었고, 2005년에 사업단 체재로 개편되면

서 연안방재연구실은 연안방재연구사업단으로 편성

되었다. 2008년 6월 연안방재사업단은 신설 이래 계

속 함께 해왔던 연안공학연구본부로부터 분리되면

서 기후연구부와 합쳐져 기후ㆍ연안재해연구부로 재

편되었다. 2012년 7월에는 한국해양연구원이 한국해

양과학기술원으로 다시 발족되면서 현재의 특성화

연구본부 연안재해ㆍ재난연구센터로 편성되었다. 

환경공학연구실에서 출발한 연안재해ㆍ재난연구

센터는 조직 개편과 조정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의 명

칭변경은 있었지만 연구 분야 자체는 국가 현안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연안 재해 예측, 방재 기술 개발, 

실시간 해양관측과 운용 해양 시스템 개발 등 실용 

연구에 중점을 두어 꾸준히 성장해 왔다.

2.1.7.1 KIST 부설 연구소 시대1980년대

연안재해ㆍ재난연구센터는 1984년에 신설된 환경공

학연구실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된다. 당시 환경공학

연안재해재난연구센터의 초창기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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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재해ㆍ재난연구연구실은 과학기술처 사업인 <해난ㆍ재해 예보 시스

템 연구강시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리나라 연안

재해ㆍ재난연구에 매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막대한 인명과 재산

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태풍, 폭풍해일, 지진해일 등

의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

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재해 요

인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신속한 사전 예보 시스템화

를 통해 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피해

를 줄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동

해 유의파 분포 조사강시환>, <Mud Bottom에서의 매

몰 실험 연구강시환>, <Sand Bottom에서의 매몰 실험 

연구강시환>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전쟁 발발 등 

유사시 주요 해상 보급 수로와 항만 시설을 적의 수

중 기뢰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수중 기뢰 매

몰ㆍ이동의 실험 연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1986년에는 수산청 위탁으로 <소흑산도항의 설계파 

추정강시환> 사업을 수행하였다. 과거 50년간의 태풍 

자료를 전산 처리하고 파랑 스펙트럼 변환 모델을 적

용하여 설계파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처 특

정 연구 사업으로 해양연구소 자연과학 분야가 공동

으로 참여한 <한국해역 종합자원도 작성 연구-남해예

비조사>의 해양에너지 분야 사업을 담당하였다. 이 사

업에서는 심해 태풍파를 관측할 목적으로 남해안의 

거제도 인근과 거문도 인근의 심해 2곳에 파고관측

부이를 3개월씩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파고 관측 부

이를 통해 1986년 8월 28일 13호 태풍 ‘베라VERA’에 

의해 발생한 최대 파고 15.6m의 심해파를 관측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파고 관측사상 가장 

큰 파고였다. 이듬해인 1987년 <한국해역 종합 해양

자원도 작성연구-남해2차년도> 사업에서는 7월 15일

의 태풍 ‘셀마Thelma’에 의해 제주도 남쪽 마라도 근

해에서 발생한 최대 파고 18.24m를 관측하는 데 또 

다시 성공하였다. 이 때 관측된 파고는 그 당시의 학

계나 산업계에서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높은 것이

었다. 그 결과는 <해역별동해ㆍ남해 심해파 추정강시환> 

사업에서 심해파 추산을 위한 첨단 수치모델HYPA 모

델의 가장 중요한 검증자료로 활용되었다. 뿐만 아니

라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연안의 심해설계파 추정 시 

수치 모델의 가장 중요한 검증 자료로 활용되고 있

다. 또한 1986년은 우리 연구원이 파랑관측에 있어 

우리나라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 해였다. 그 

시작은 해운항만청이 의뢰한 <파랑 관측업무 개선방

안 연구이동영> 사업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관측 역사에서는 최초로 실시간real-time 개념을 

도입하여 연근해의 파랑관측시스템을 실시간 관측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

시하였다. 

1986년 연구결과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1987년에는 해운항만청에서 파랑 관측수행 시 활용

하던 기존의 연안파랑 관측망을 대신하여 부이를 이

용한 실시간 파랑관측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갔다. 이

에 편승하여 당시 환경공학연구실은 실시간 파랑 관

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토대를 마련하여 <파고

계 유지 점검 및 수시 점검 용역이동영> 사업을 1988

년부터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는 

1998년부터 <해상파랑 관측 및 조사전기천> 사업으로 

연계되었고, 이후 1990년부터 수행한 <국가종합해

양관측망 구축기술 개발이동영> 사업의 기초가 되었

다. 같은 해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해양확산모델 개

발강시환> 사업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연안순환모델

을 개발하여 연안 수리역학 과정에 의한 연안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는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후 월

성1990과 영광1991 원자력 발전소의 온배수 확산으로 

인한 주변 연안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1988년에는 <어항 설계천해파 추정 연구1988~ 

1989, 강시환>, <연안방재시설의 설계기준 산출 연구 

1988~1990, 강시환>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어항, 항만 건설과 안전도 진단에 요구

되는 방파제 설계 제원인 천해 설계파를 전국 63개 

주요 어항별로 산정하여 제공하였다. 본 과제를 통해 

산출된 설계파는 현재까지도 전국 어항의 안전도 진

단과 개축과 보수에 활용되고 있으며 어항 방파제의 

건설, 수심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

고 있다. 또한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연안환경 변화

실시간 해양관측망의 플랫폼

태풍으로 파손된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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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도 고려하여 좀 더 정확한 설계파 산출을 위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1.7.2 한국해양연구소 시대1990~2000

1990년 이전의 해양연구는 성과 활용 측면에서 공공

성이 강조되어 주로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가 되면서 미국, 유럽 

등의 해양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양 물리, 화학, 생물, 

지질, 공학의 학제적 기초 과학 기술의 발전 육성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운용해양학 부문으로 연구개

발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 수요자 중심의 연구 결과를 

창출하도록 하였다.

과학기술처의 장기 국책 특정 연구 과제로 <국가 

종합 해양관측망 구축 기술개발1990~1993, 강시환>이 

1990년에 착수되었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종합 해

양관측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1996~1999, 이동영>을 수

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 해역의 기존 해

양관측시스템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세

계적 수준의 해양관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

도하였고, 이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개발하였다. 

1990년에는 해양공학연구부가 기존 3개 연구실

의 기능과 업무를 재조정하면서 연안방재연구실이 

신설되었다. 기존의 환경공학연구실 구성원들은 연

안방재연구실로 배치되었다. 연안방재연구실은 연

안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연안재해 예보와 

경보 기술, 연안방재 기술 연구 등 주로 악천후 기상 

시 연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해를 사전 방지

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수

행하였다. 1998년부터 추진된 <해상 파랑 관측 및 조

사박광순> 사업은 연안 구조물의 설계파 산출과 개선

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연안방재연구실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파랑 관측망을 운영하고, 그렇게 축적

된 장기 파랑 관측 자료와 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장

기 파랑을 산출하였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해양

과학기술원의 기본 사업현재는 주요 사업으로 전환되어 

수행되고 있다. 2005년에는 심해 설계파의 재산정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항만시설물의 설계를 위한 기준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자료전송 시스템 (해양관측시스템 개발 연구)

해양 : 파랑, 조위, 수온 / 염분

기상 : 기온, 기압, 풍향, 풍속, 습도

실시간 해양관측소

실시간 관측자료

(수치자료, 그래프 등)

Wireless
Internet

사용자 (인터넷+WAP)

무선데이터망

센서+데이타로거

서버컴퓨터 (KIOST)

TCP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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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 사업인 <연안수질예측 모델링 기초 

연구강시환>에서는 3차원 해양 모델에 수질 변수의 변

화 과정을 함께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EFDC-HEM’

을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이로써 연안방재연구실은 

국내 최초로 3차원 연안환경 모델링을 수행하는 성

과를 거두었다. 이 사업에서는 연직 해류 관측 장비

인 ADP를 활용하여 3차원 관측과 모델링을 함께 수

행함으로써 연안환경 수리역학과 환경공학의 발전

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때 개발된 기술은 1997년 환

경부의 <연안수질 평가 및 예측기술 개발김창식> 사업

으로 이어져 연안류에 의한 3차원 부유사의 이동 등

에 응용되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ROMS 모델 활용 

기술로서 운용해양시스템의 해양순환 예측기술 개

발에 기여하고 있다. 

1993년에는 연구소의 기본 연구단위가 연구기

능 중심의 연구실에서 연구사업 위주의 연구그룹으

로 개편되면서 해양공학연구부 산하의 4개 연구실이 

해양환경공학연구그룹과 연안개발연구그룹의 2개의 

그룹으로 통합, 조정되었다. 연안방재연구실은 연안

개발기술연구그룹에 편입되었고, 연안의 종합적인 

방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연안재해 저감기술 개발

연구이동영>를 시작하였다. 

해양공학연구부는 1995년에 연안공학연구부

로, 1998년에는 다시 연안ㆍ항만공학연구센터로 개

칭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안방재연구실은 센터 산

하 4개 연구실의 하나인 연안방재연구실로 설치되

었다. 연안방재연구실은 과학기술부의 국책 연구개

발 사업인 <해상ㆍ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박광순 사업

1995~2003>을 수행하여, 태풍과 온대성 폭풍의 해면기

압, 해상풍 정밀 추산기술 개발, 광역 모델과 정밀 격

자 모델, 폭풍해일모델의 연계 체제 수립, 정밀격자

에서의 이상해면 추산기술 개발, 주요 지역의 정밀격

자에서의 재귀 연도별 극치 해면 산출과 이상 해면 

설계 조건을 산출하였으며, 이상해면storm surge을 정

확히 추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방재체계의 수립이

라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연안에 

대한 설계해면 자료를 산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연구였다. 그 결과는 이후에 

수행된 <연안국지해일 정밀예보 지원체제 현업화 기

술 개발박광순>과 운용 해양 예보 시스템의 해일 예측 

시스템에 적용되어, 태풍과 해일 예측 시스템을 현실

에 적용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1997년에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사

업1997~2003, 심재설>이 착수되어 수중 암초인 이어도 

부근에 다목적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연구

가 본격화되었다. 주변에 해양, 기상 관측소가 거의 

없는 동중국해 북부의 중앙 부근에 위치한 이어도 종

합 해양과학기지는 태풍 등 연안재해의 원인이 되는 

현상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양 및 기상 예보를 지원하

기 위해 만들어진 대표 관측소로서 지구환경 변화 관

측, 위성 원격 해양탐사자료의 검증 등 다양한 관측 

및 연구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2.1.7.3 한국해양연구원 시대2001~2012

2001년에는 <국가해양관측망 기본계획-실시간 해양

관측계획박광순>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목적은 지

속가능한 해양ㆍ연안 개발의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실시간 해양관측망의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

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해양을 효과적이고 경제

적인 방법으로 관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예

측이 필요했다. 이 계획에서는 해양 영토에 대한 체

계적인 실시간 관측 조사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양재해 저감 기반 마

련을 위해 2010년까지 실시간 해양관측시스템을 단

계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

하였다.

국가해양관측망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우리 연구

원은 국토해양부의 연구개발 사업인 <해양관측시스

템 개발박광순> 사업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를 통해 

연안 구조물, 연안 관측탑, 연안 잔교, 등표 등을 이

용한 실시간 해양관측시스템 구축 기술을 개발하여 

20곳에 실시간 해양관측소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

다. 이들 해양관측소의 운영은 2007년부터 국립해양

조사원으로 이관되었다. 연구를 통해 개발, 구축된 실시간 국가 해양관측망 현황(2013년 현재 약 19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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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실시간 해양관측시스템은 실시간 해양관측, 자료 통

신과 관리, 수치모델링을 종합한 시스템인 운용해양 

예보시스템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IOC/WESTPAC 

지구해양관측시스템GOOS의 지역 프로그램인 동북

아 해양관측시스템NEAR-GOOS 개발에 우리나라가 주

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였다.

2003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인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를 준공하였다. 이어도 기

지는 마라도에서 서남단으로 약 149㎞ 떨어진 해역

의 수심 41m 지점에 건설되었다. 이어도 기지는 전

설의 섬으로 전해오는 이어도 정봉수심 4.6m에서 남

쪽으로 약 70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동중

국해 한가운데에 이어도 기지가 건설됨으로써 육지

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해양 요소에 대한 관측

이 가능해졌으며,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

는 태풍의 길목에서 이를 미리 관측하여 그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도 기지 준공 직후 두 번

째 해양과학기지인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구축을 위

한 <서해 해양과학기지 구축심재설> 사업과 이어도 

기지를 활용한 연구수행을 위한 <종합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 연구심재설>이 시작되었다. 또한 서해상

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기 위해 중국과 공동으로 대형 

부이를 계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ㆍ중 해양과학 

공동협력연구이동영>를 착수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10m 대형 해양관측부이를 중국 측에서 제작하고 관

측장비와 통신시스템 등은 해양연구원의 앞선 기술

력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이 사업은 서해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국

의 실질적인 연구협력 체계를 열었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황해 중부부이’로 명명된 이 대형 부이는 

2007년 9월에 계류되어, 현재까지도 기상청 등 유관

기관에 실시간으로 황해 중부 해상의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태풍이나 이상 고극 조위 등 자연재해 피해 규모

가 대형화됨에 따라 예측기술을 기반으로 과학적이

고 체계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연안 재해 

예측ㆍ관리 기술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

였다. 이에 2007년에는 해양연구원의 정체성 재정립

과 국가적 과제 수요 대응을 위한 Top Brand 사업의 

일환으로 <연안국지 해일 정밀 예보 지원체제 현업

화 기술 개발박광순>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우

리나라 연안에서의 해일고를 정밀하게 예측하기 위

해 여러 해양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수치모델

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개별 모델을 체계적으로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건설 과정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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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세계 박람회 해양베스관에 전시, 2012

연계하여 현업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악천후 시 연안 재해 피해를 줄

이기 위한 국지 정밀 해일 예측 구현 기술을 보유하

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지역적 특성

을 고려한 폭풍해일 수치 모델링 기법으로 해일고 예

측 기술 능력을 한 단계 성숙시켰다. 더불어 본 연구

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지 기술을 개발해 국

가가 요구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소임을 다하였

고, 한국해양연구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

하였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악천후에 대한 연안방재 

능력을 높여 태풍, 폭풍해일 재해를 줄였으며,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관련 부처의 자연재해 방재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요 지향적 기술 제공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 사고 이후, 해

양예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는 해양

을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하고, 해양에서 기인하는 

자연재해 및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더

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함

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연구원은 <운용해양학시

스템 구축 계획2007. 12>을 수립하여 한국형 해양 예

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실

천 계획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2008년에는 폭풍해일 

등 연안 재해로 인한 피해 지역을 사전에 예측하고 

지도화하기 위해 <해일침수 범람지역 예측 기술 및 

재해도 작성 기술 개발심재설> 사업에 착수하였다.  

2009년에는 연안재해, 유류오염, 해난사고, 해양

오염 등 해양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해양활

동에 필요한 해양환경의 현황과 예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해양 예보 시스템의 구축과 현업 활용을 최

종 목표로 하는 <운용해양예보시스템 연구박광순>에 

착수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양과 연안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용해양예보시스템

KOOS :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을 성공적

으로 개발, 구축하여 시범 운용 단계에 와 있다. 체

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양예보시스템 개발ㆍ구축과 해

양과학기지 구축은 국내에서는 우리 연구원이 처음

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렇게 수립된 운용해양 예보

시스템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2010년 3월 천안

함 침몰 사고 당시 약 1개월 이상 사고 해역에서 각

종 해양환경 현황과 예측 정보 바람, 조석, 조류, 풍성류, 

파랑, 표류 위치 등를 생산하여 실종 승무원들의 수색 

구조 작업을 지원하였다. 이후 2011년 7월 중국 보하

이 만에서 유류 유출 사고가 났을 때는 유류 오염의 

이동ㆍ확산을 예측하였고, 2011년 8월 아시아나 화물 

항공기 추락 사고 시에는 수색 구조를 위한 해양 예

측 결과를 지원하였다. 2011년 12월 신안 만재도 어

선 전복 사고와 울산 간절곶 어선 침몰 사고가 발생

했을 때에는 수색 구조 작업을 위한 실종자 표류 위

치 추적 예측 결과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여수에서 개최된 여수세계박

람회 해양베스트관OCBPA에 해양예보시스템 실물 전

시 작동 모형과 영상 콘텐츠를 전시하였다. 국내외 

관람객에게 우리나라의 해양관측과 예측 기술을 소

개함으로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운용해양예보시

스템 구축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

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해양예보 종합상황실을 구축ㆍ운영하여 

매일 72시간 해양예보 정보해양 기상, 파랑, 폭풍해일, 풍

성류, 조석, 조류, 해류, 수온, 염분 등를 생산하고 있다. 또

한 우리 연안과 주변 해양에서 대형 유류 유출 사고 해양예보 종합상황실

운용해양예측시스템 KOOS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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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등 현안 문제 발생 시 즉각 예보 정보를 생산, 지원하

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수립하여 연안재해ㆍ재난 

발생 시 의사 결정자가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책 

수립을 할 수 있게 하여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09년에는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에 이어 우

리나라 두 번째 해양과학기지인 가거초 해양과학기

지를 가거도 남서쪽 약 47㎞ 떨어진 해역에 건설하였

다. 가거초 기지의 완공으로 한반도의 남서 해역은 

이어도 기지, 황해중부부이와 더불어 위도 2도 간격

으로 해양관측망이 형성되었다. 이로써 더욱 넓은 해

역에서 실시간 정보를 얻어 기상청과 여러 연구자들

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해일침수 범람지역 예측 기술 및 

재해도 작성 기술 개발2008~2012, 심재설>을 수행하였

다. 이 과제는 Top Brand 사업인 <연안재해 대응기

술 개발>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현재는 한국해양과

학기술원의 주요사업으로 전환되어 수행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육도와 해도의 접합 기술이 개발되

었다. 또한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내습 시 연안

의 침수범람지역을 예측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한편  위의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의 하나로 구성되어 수행중

인 <연안 파랑 관측, 분석 및 장기 산출전기천> 사업에

서는 기존 부이식 파향 파고계 관측의 단점을 보완하

기 위해 수압식 파고계를 활용함으로써 파랑관측의 

연속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였다.

2011년부터 주요사업의 하나로 시작한 <연안침

식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 개발연구>에서는 연안침

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측 방법과 장비, 관측 

빈도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과정을 안내서

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984년 환경공학연구실로 출발한 연안재해ㆍ재

난연구부문은 설립 이래 지금까지 실용성에 중심을 

둔 중ㆍ대형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이어

도 종합 해양과학기지를 비롯한 실시간 해양관측망 

구축, 연안재해ㆍ재난 저감과 우리 연안과 해양에서

의 현안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운용 해양예보시스

템 개발ㆍ구축, 항만과 연안 시설 설치와 관련한 연

안ㆍ항만 공학 기술, 연안의 자연재해 현상과 연관

된 해양방재 과학기술, 해양 응용과 활용기술 등 헤

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해양관측에서부터 예측 모델

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연안재해ㆍ재난연구센터의 역

사는 우리나라 연안 재해 연구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수행된 많은 연구 

과제들은 2009년 <운용 해양해양 예보시스템 개발연

구> 과제를 중심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

2.1.7.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2012.7~

2012년 7월 한국해양연구원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

로 다시 발족되면서 연안재해ㆍ재난연구센터는 특성

화연구본부의 4개 연구 센터 중 하나로 편성되었다. 

지구환경변화에 따라 여러 연안재해가 증가할 것

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2000년 이전까지 그것은 단

지 예측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피할 수 없는 대

규모 재난으로 현실화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

협하고 있다. 연안재해ㆍ재난연구센터는 이러한 연안

재해의 증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자료 

생산과 예측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연안재해를 막기 위해 해일

방벽, 잠제 등의 연안방재시설물을 개발하기 위한 연

구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해양과 연안의 자연재해, 

유류오염, 해양환경 오염, 적조, 생태계 파괴 등의 문

제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연안재해ㆍ재난연구센터의 

소임은 사회적, 경제적 편익을 국가에 제공하고 궁

극적으로는 국민의 재산, 인명 보호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연안

재해와 관련한 공공의 요구를 해소하는 연구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정부기관과 민간 기

업에서부터 NGO, 과학 교육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한 사용자 그룹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해일침수 범람 예측(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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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연안재해ㆍ재난연구센터의 미래 비전은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연안재해ㆍ재난연구센터가 아니면 해결

할 수 없는 문제 해결 중심 연구와 수요자 요구에 부

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 수행으로, 21세기 연안재

해대응 기술력 확보와 능력 배양을 위해 선도적ㆍ중

추적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세계 선진 수준의 전

문연구센터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 재

난 형태의 사고와 문제 발생 시 국가 현업기관에서 

실제 현업 적용ㆍ지원을 할 수 있는 관측시스템 구축, 

해양수치모델을 통한 해양예측시스템의 개발과 이

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연구, 예보 정확도의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입체적 관측을 통한 예보모델

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1.8 해양위성연구 Korea Ocean Satellite Research

해양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위성의 종류는 IR위성, 

Altimetry위성, 일반 광학위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IR 위성은 해수면 온도를, Altimetry 위성은 해수면

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고, 일반 광학위성은 해양ㆍ연

안 해양환경을 측정할 수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성을 활용한 해양연구는 고해

상도 육상관측위성을 이용한 연안 연구 활용 분야, 

해수면 온도를 관측하여 해양의 물리적 현상을 규명

하는 적외선IR위성 분야, 그리고 해수의 생물적/화학

적 환경을 관측할 수 있는 해색위성Ocean Color 분야

로 구분된다. 연구원 최초의 위성 활용 사례는 1975

년 하구역과 조간대 모니터링을 위해 고해상도 육상

위성인 LANDSAT 광학위성을 사용한 것이다. 이후 

1990년 초반부터 해양생물ㆍ생태분야 모니터링에 해

색위성이 사용되었고, 1995년 해양물리 분야에서 해

수의 역학적인 연구를 위하여 NOAA 위성이 사용되

었다. 이때까지 해양연구에 활용되는 위성을 통합적

으로 전담한 연구부서는 없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연구에서 위성은 분야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

부에서 위성활용을 위한 원천기술개발 외에 해양응

용연구에 활용하는 분야로는 환경해양생태의 일차 

생산 활용 분야와 극지활용을 위한 연구, 그리고 해

양순환ㆍ기후연구의 해수면 온도와 해수면 고도 위성 

활용 분야를 들 수 있다.  

처음으로 위성을 담당하는 연구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1997년이다. 해양원격탐사연구실이란 명칭으

로 소규모 단위의 연구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후 위성 분야는 한국해양연구원 내부에서 안유환 박

사에 의하여 독립된 전문 연구 부서로 발전하였다. 

위성 분야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은 2003년부

터 7년간 한국해양연구원이 기획하고 참여한 천리

안 해양위성 개발이다. 이에 따라 위성연구단이 만들

어졌으며, 2008년에는 해양위성센터KOSC가 만들어

져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조직이 되었다. 2010년에는 

천리안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ㆍ운용하게 되었으며, 

2012년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천리안 해양위성 전

문 운용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국가 지정 전문 연구 

조직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을 담당하게 되었다. 

KOSC가 모든 해양위성 관련 연구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해양 원격탐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요 연구업무

를 보면, 차세대 위성개발 관련 연구, 천리안 해양위

성 관련 기술 개발, 검ㆍ보정과 활용 연구, MODIS 등 

국외 해색위성을 활용한 연구, SAR 위성 해양환경 기

술 개발 관련 연구, NOAA 해수면 온도 위성의 활용 

연구 그리고 고해상도 육상위성을 활용한 연안 해양 

활용 연구 등이 있다. 이 외에도 KOSC는 국토해양부

로부터 예산을 얻어 대외 이용자를 위한 연구 활동 

지원과 교육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2.1.8.1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시대1973~1989

연구원 최초로 위성을 활용하여 이뤄진 연안 해양 원

격 탐사 연구는 미국의 지구관측위성인 LANDSAT-1

호가 궤도 상에 올려진 1973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의 발

족과 같은 시기로 위성은 고해상도 육상위성을 이용

하였다. 당시 영상 분석에 필수적인 전산기를 보유하
천리안위성 발사, 201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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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위성연구고 있지 않았던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

연구소는 윤웅구 박사의 주도로 1975년 사진 기술을 

이용하여 LANDSAT 위성 자료를 모자이크한 한반도 

위성 영상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는 최초의 해양 원격 

탐사 부문 연구 사업이었다. 이후 윤용구 박사가 미

국 석유 회사로 이직하면서 연구가 중단될 수밖에 없

었다. 그러나 1982년 말 프랑스에서 유홍룡 박사가 귀

국하면서 해양 원격 탐사 분야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다. 유홍룡 박사는 해양뿐 아니라 일반 원격 

탐사 분야를 통틀어 당시 국내 유일의 해양 원격 탐

사 전공 박사 학위 소유자였다. 그는 때마침 우리 연

구원에 도입된 VMS/VAX-11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LANDSAT 위성의 디지털 전산 처리 기법을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위성 영상의 도면화에 성공하였다. 이로

써 그는 아날로그 사진 기술에 의존하던 원격 탐사 분

야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였다. 

VMS/VAX-11 전산 시스템은 연구실 2모듈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덩치가 컸다. 그러나 그 연산 능력은 현

재의 휴대폰에도 못 미쳤으며, 커다란 하드 디스크 한 

장이 고작 10MB의 자료밖에 수록하지 못 할 정도였

다. 그러나 VMS/VAX-11 전산 시스템의 도입으로 우

리 연구원은 다른 출연 연구기관에 비해 원격 탐사 기

술 개발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위성 영상 처리 

시스템 개발에는 당시 전산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

해양 원격 탐사 분야 연구는 1982년부터 10여 년 

간 수행한 <해양환경도 작성 연구후에 한국 해양자원도 

작성 연구로 개칭>의 <해양 지질 분야에 해안 지형 및 부

유 퇴적물 연구 부문>에 참여 한 것을 시작으로 1985

년 국립환경연구원이 출연한 <원격탐사에 의한 해양

환경 조사에 관한 기초 조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84년 대한원격탐사학회의 창립을 계기로 연구

원은 <원격 탐사 자료 응용 기술 연구>의 해양 분야 

과제인 <LANDSAT 위성 TM 자료에 의한 조간대 지

형 및 해수 탁도 조사 연구1986~1989, 유홍룡>를 수행하

였다. <원격 탐사 자료 응용 기술 연구>는 당시 과학

기술처에서 우리 연구원을 비롯하여 시스템공학연구

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국내의 원격 탐사 관련 기

관에 국책 과제로 출연한 연구 사업이었다. 3년간 이

어진 연구 결과, 그때까지 항공 사진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금강 하구 중심의 조간대 표면 고도와 분포 

변화가 발표되었으며 한반도 서해안 측 황해 연안의 

탁도 분포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도면화되었다.

2.1.8.2 한국해양연구소 시대1990~2000

<정량화된 위성 자료를 이용한 해수 수질 연구

1986~1989, 유홍룡>는 위성 자료에서 조간대 부분을 정

성적으로 추출하여 연구에 응용하는 조간대 지형 연

구에 중점을 두었던 수준에서 벗어나 비록 원시적이

기는 하나 Landsat TM 자료에서 얻은 CIE 차트를 이

용해 해수 색상의 수치화가 시도되었던 연구였다. 

1994년에는 <원자력 발전소 온배수 영향 저감 방

안 연구염기대>를 위하여 LANDSAT의 열적외선 영상

을 항공기가 통과할 때 현장에서 측정한 자료와 비교

하여 원자력 발전소 온배수의 배출 상황과 조류에 따

른 변화상을 밝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항공기를 활용한 연안 감시와 활용 연구가 시

작되었다. 당시 사용된 항공기는 한국항공에서 보유

한 쌍발 10인승 RC690B 기종이며, 다중분광기는 자

원연구소가 지원한 AA3600미국, Daedalus Inc. 시스템

으로 가시광 영역에서 7개, (근)적외선 밴드에서 2개

를 가용한 것이었다. 

원격 탐사의 활용이 해양 분야에 종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1991년에서 1994년까지 수행된 <국가 종합 

해양관측망 구축 기술 개발이동영>에서였다. 그 일환

으로 <해양 원격탐사 기술개발유홍룡> 과제에서 고해

상도 위성 자료에 의한 해안 지형 연구와 탁도 연구

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해양 생태 전문가인 유신재 박

사는 CZCS 해색위성을 사용하여 해양의 식물플랑크

톤의 양을 관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이 사업

으로 우리 연구원에 합류한 원중선 박사현 연세대학교 

교수는 컬러 플로터를 사용하여 위성 영상 지도image-

map 작성에 성공하여 다른 기관의 연구보다 뛰어난 

실적을 발휘하였다. 또 그의 전공 분야인 SAR 위성 자

료의 처리와 응용 기술 개발도 수행하였다. 당시 학

LANDSAT 위성영상자료를 통해본 경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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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부 학생으로 연구에 참여한 유주형 박사현 해양위성센

터장는 이 때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해양 원

격 탐사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그

는 우리 연구원에 합류하여 고해상도 위성 자료를 이

용한 해안 지형 연구 등 해양 원격 탐사 분야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1995년 이후 고해상도 위

성 자료를 이용한 연안 해양 원격 탐사는 정체기에 빠

지게 된다. 그때까지 해양 원격탐사 분야 연구를 주

도하던 유홍룡 박사는 1995년 파리 주재 UNESCO 정

부간해양과학위원회IOC의 전문위원으로 파견되었고, 

1996년에는 연구 실무를 담당하던 원중선 박사는 연

세대학교로 이직하였기 때문이다.  

•  위성 수신 시스템의 구축 

한편 해양물리 분야에서 원격 탐사 기술 활용의 중

요성을 인지한 해양물리부의 이흥재 박사는 1996년 

NOAA 위성의 AVHRR 열적외선과 SeaWiFS 위성 수

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한국 해역 종합 환경도자원도 

작성 연구1982~1997, 허형택, 곽희상, 남기수, 변상경>에서 

해수 표면 온도를 이용한 해수 순환 연구에 적극 활

용하였다. 당시는 발사되기 전이었지만 SeaWiFS 위

성이 곧 발사될 것을 예상하여  위성 수신 시스템을 

미리 구매하여 제3연구동 내에 설치하였다. NOAA/

SeaWiFS 위성 수신 시스템의 책임은 유신재 박사가, 

실무 운영은 윤석 기술원이 담당하였다. 당시 국내 관

련 기관을 살펴보면 국립수산진흥원이 1989년부터 

NOAA 위성 수신 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여 어민들의 

어장 정보 제공에 활용하였다. 수산진흥원이 당시한국

해양연구원보다 먼저 해양 위성 활용 분야에 시스템

을 구축하여, 활용에서 앞서 가고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약 20년간 해양 

과학자들에게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킨 위성은 아마 

해색Ocean Color위성일 것이다. 1978년 미국에서는 세

계 최초로 연안 해색 모니터링CZCS : Coastal Zone Color 

Scanner 위성을 개발하여 궤도에 올렸다. 원래의 목적

은 연안 해양 환경 감시를 위한 것이었지만, CZCS 위

성을 이용한 지구의 탄소 순환 시스템 연구에서 처

음으로 해양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 연구 결

과로 CZCS 위성은 기후 변화 연구에 가장 강력한 도

구로 떠올랐고 전 세계 해양 학자들에게 각광을 받

았다. CZCS 위성은 약 8년간 활동한 후 1986년 수명

을 다하였지만 연구를 이어갈 후속위성이 없었다. 그 

10년 후인 1996년 일본이 ADEOS 위성에 OCTS 해색 

센서를 탑재하여 발사하였으나 1년도 못 되어 전력 

고장을 일으켜 실패하였다. 다행히 미국 NASA에서 

1997년 8월 SeaWiFS라는 위성을 개발, 발사에 성공하

면서 제2의 연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2년 

우리 연구원에서는 유신재 박사가 광역의 해양 생태 

모니터링과 한반도 주변의 해양 생태 연구를 위하여 

국내 최초로 CZCS 위성 자료를 NASA로부터 제공받

아 연구에 활용하였다.

•  새로운 해양연구 분야

한국해양연구소 박병권 소장은 해양연구에서의 위

성원격탐사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7년 7월 

해양물리부에 위성원격탐사실을 만들었다. 이어 10

월에는 수산진흥원의 안유환 박사를 초빙하였다. 안

유환 박사는 해색위성과 해양광학 분야에서 국내 처

음으로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 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프랑스의 모렐A. Morel이 지도교수였다. 1992

년 귀국 후 그는 수산진흥원 위성정보실에서 5년간 

근무하다가 한국해양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박병

권 소장은 안유환 박사에게 한국해양연구소에서 해

양위성 분야를 더욱 발전시킬 임무를 주고 적극 지원

하였다. 초빙의 배경은, 기존의 유신재 박사는 해색

위성 원격 탐사 활용 연구를 수행하고, 안유환 박사

는 광학을 기본으로 한 위성 활용기술 개발을 담당

하여 상호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안 박사는 UNIX 

썬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하였고 이로써 연구소는 위

성자료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당시 국내에서는 아리랑 1호 위성에 탑재할 OSMI

라는 국산 해색위성이 항공우주연구원과학기술부 지원

에서 개발되어 1999년에 발사되었다. 이 위성은 해양 

분야 과학자들의 요청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고, 아리

랑 1호의 주 임무를 수행할 육상용 고해상도 EOC 광연안 해색 모니터링 위성 화면

천리안의 클로로필 관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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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위성연구학 카메라와는 별도로, 시험적인 성격을 갖는 부 탑

재체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해양 분야의 요구 사양과

는 거리가 멀었고 성능도 부족하여 사진에 줄무늬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 어쨌든 생

물부의 유신재 박사는 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OSMI 

해양 활용 및 검ㆍ보정 사업1997~2002>의 총괄 책임자

로 참여하였다. 대기 보정은 서울대학교손병주, 해양

광학관측은 한국해양연구원안유환, 해양환경 현장관

측은 수산진흥원서영상이 맡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해양관측위성 분야의 이용자 그룹

이 형성되었고 과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원격탐사실 조직의 폐지

1998년 한국해양연구소KORDI의 연구 조직에서, ‘실’ 

단위의 폐지로, 위성원격탐사실이 없어진다. 따라서 

안유환 박사는 물리부, 유신재 박사는 생물부로 나

뉘어 활동하게 되었다. 당시 지질 분야의 유홍룡 박

사는 IOC 파견 상태였다. NOAA 위성 수신 시스템은 

데이터운영팀에 이관되어 자료의 수신, 처리, 배포 

등을 위한 다양한 운영 업무가 이루어졌다. 주 업무

는 위성 수신 자료를 관리하고, 처리하며,  연구부서

물리, 생물, 원격 탐사 등의 요청에 따라 위성 자료를 제

공하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외부기관산림청, 한국전력, 

해군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도 자료를 제공하였다. 데

이터운영팀은 위성시스템의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연구원 일반 운영비에서 지원을 받았다. 결국 

연구 인력의 분산으로 원격탐사의 구심점이 사라지

게 된 것이다.

 다행히도 연구 사업으로는 기관 고유 사업인 <위

성에 의한 적조 및 해수 탁도 원격 탐사 기술 개발안

유환, 1999~2001>을 수행하였고, 계속해서 교육과학부 

지원의 <아리랑 2호 위성 해양환경 분석 기술안유환, 

2002~2005>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그 명맥이 유지

되었다. 동시에 아리랑 2호 위성사업으로 원격 탐사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광학 장비 구입과 실험실 확보 

등으로 원격탐사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였다.

2.1.8.3 천리안 해양위성 개발 사업

1990년 후반 기상청은 자체 기상위성을 보유하기 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위성 개발의 효

율성 차원에서 보면 기상위성만의 개발은 바람직하

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1998년 안유환 박사는 국내 해양위성 OSMI의 부실 

사례를 거울삼아, 해양 분야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위성을 개발하기 위해 <해양종합관측위성 사전 조사

연구1998~1999>를 수행하였다. 항공우주연구원KARI

도 2000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위성 개발이 필요하다

는 인식 아래 2000년 최성봉 박사를 중심으로 안유환 

박사, 기상청의 서애숙 박사, 그리고 전자통신연구원

의 이성팔 박사가 한국형 다목적 정지궤도위성을 개

발하기 위하여 첫 모임을 갖는다. 이후 이들은 천리

안 위성 개발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2000년 말에 항

공우주연구원의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에는 <통신방

송기상위성>이 추가된다. 사업이름에 해양이란 단어

는 없으나 추후 방송이 빠지고 해양이 들어가며, 일명 

통해기 사업COMS이란 이름으로 추진된다. 한국해양

연구원은 후속 조치로 <정지궤도 해양위성 선행 연구

2002~2003, 안유환>를 수행하였다. 이 기획 연구는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양관측 위성인 천리안 해양위성

GOCI 개발의 모체가 되는 사업이었다. 

2001년에는 4개 기관 공동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추진되어 2002년에 사업이 확정되었다. 2003

년부터 2010년까지는 전체 예산 2,880억당시 해양수산

부는 860억이 확보되면서 COMS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

다. 한국해양연구원이 추진해야 할 과제는 <위성 자

료 처리 시스템 개발2003~2009, 총 40억 원>, <활용 연구 

지원2007~2012, 총 100억 원>, 그리고 <해양위성센터 구축

2005~2010, 총 65억 원>등 3개 과제로 안유환 박사를 총괄 

책임자로 하였다. 이들 사업으로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위성이라는 본격적인 연구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천리안 해양위성의 정규 운용을 위한 해양위성센터 준공식 , 200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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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 위성사업의 출발로 새로운 인력 수요가 발생

하게되었고, 2003년 초에는 Post Doc으로 인도 샨무

감P. Shanmugam 박사를 초빙하였으며 이후 5년간 한국해

양연구원에 근무, 몇 개월 후 독일 도르퍼Rolland Dorfer 박

사와 막 Post doc을 마친 유주형 박사를 영입하였다. 

유주형 박사는 해양위성사업단단장 안유환에서 제1호

로 영입한 위성 활용 분야의 박사급 정규 인력이었

다. 그리고 대전 픽소니어사의 한희정은 아리랑 2호 

위성의 해양환경 분석 SW 개발을 위하여 SW 코딩

을 담당했었고, 그 인연으로 2006년 해양위성센터의 

운용 요원으로 합류하여 오랜 훈련 과정을 거친 후, 

2011년 1월 정규 운용 인력으로 채용되었다. 현재 한

희정은 위성센터의 SW 개발과 운용팀장을 담당하고 

있다. 2004년 해양위성센터는 증가하는 위성자료의 

요청의 외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대전 선박연구

소에 재직 중인 양찬수 박사를 초빙하게 된다. 양 박

사는 위성을 활용한 선박의 안전 운항 기술과 SAR를 

활용한 오일 사고 모니터링 등 해양환경 감시 기술 

개발 분야에 중점 연구를 하게된다. 이어서 2006년 

현대 로템에서 조성익 연구원을 초빙하여, ASTRIUM

사로 파견, 천리안 위성 개발에 투입된다. 2008년 해

양위성센터가 설립되었고, 2003년에서 2009년 사

이 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으로 천리안 위성이 개발

되었다. 연구원에서 12년간 재직한 안유환 박사는 

2009년 12월 정년퇴임하게 된다. 그러나 우수한 연

구실적으로 전문연구위원으로 계속 재임 중이다. 그 

후임으로 2011년 1월에는 호주 CSIRO의 연구소에 재

직하던 박영제 박사를 초빙하여, 위성 연구 분야의 

연구직을 담당하게 된다. 후임 센터장은 2010년 유

홍룡 박사가 이어 받아 1년간 수행한 후 2010년 12월 

정년퇴임하였으며, 명예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2013

년 7월부로 영덕의 청소년 진흥원해양교육 특화센터으

로 원장으로 임명 받게 된다. 그 후임으로 유주형 박

사가 센터장을 이어받았다. 2011년 9월에는 최종국 

박사가 우수 연구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2012년 6월

에는 폭증하는 센터의 자료 처리 운용 업무를 위하여 

이순주 기술원이 채용되었으며, GOCI-II 사업의 원

활한 수행을 위하여 탑재체 광학 분야에 오은송 연구

원이 신규 채용되었다. 2012년 당시, 위성센터는 연

구 사업 인력을 포함하여 모두 38명의 인력이 근무하

는 대형 연구 부서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위성센터를 중심으로 위성사업이 크게 발

전/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해양생태분야의 유신재 박

사팀은 별도의 해양생태 및 일차생산성을 위한 위성

활용 연구팀을 고수하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

고 이 생태팀에서 양성된 김현철 박사와 박지수 박사

는 극지연구소에서 활동 중이다.

•  해양위성센터의 발족

2003년 대형 국가 R&D 사업인 천리안 위성 사업이 

시작되면서 해양위성연구단이 출범하였다. 프랑스 

IOC에서 귀국한 지질부의 유홍룡 박사가 2003년 위

성연구단에 합류하였으며, 2004년에는 유주형 박사

와 샨무감 박사Dr. Shanmugam, 2005년에는 양찬수 박

사, 2006년에는 한희정 과 조성익 연구원의 합류, 그

리고 그 밖에도 많은 비정규직 인력이 근무하게 되면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개발팀에 대한 포상식, 2013 

해양위성센터의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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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위성연구서 위성연구단은 점차 강력한 연구 조직으로 변화해 

가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 운영팀으로 넘어간 NOAA 

및 SeaWiFS 자료 수신, 처리 및 서비스 기능이 2006

년 다시 위성연구단으로 귀속되었다. 

천리안 위성 개발 사업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으

로 2005년부터 <해양위성센터 구축 사업 안유환>이 시

작되었다. 이 사업은 천리안 위성의 정규 운영을 위

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한국해양연

구원 내부적으로 위성센터 설립을 위한 공간이 문제

가 되었다. 결국 2006년 기술위원회는 기존의 기장

비동창고을 위성센터의 건물로 리모델링 활용하도록 

승인하였고, 기존 창고 이용자들에게는 예전의 극지

연구소의 창고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 

2007년 7월, 해양위성센터KOSC 건물 완공식이 

있었다. 2008년 6월에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해양위성ㆍ관측기술연구부가 만들어졌다. 8월에는 

이 연구부 내에 2개의 센터를 만들었고, 그 중 하나

가 해양위성센터, 다른 하나는 해군 사업을 중심으

로 하는 해양특성연구단이었다. 한국해양연구원 정

규 조직 내에 처음으로 위성관련 전문 연구부서가 

만들어진 것이다. 2008년 12월 4일에는 해양위성센

터의 안테나와 건물과 내부 시설이 완공되어 준공

식을 함으로써 위성ㆍ관측연구부와 해양위성센터

KOSC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해양위성센터

는 미국의 GSFCGodard Space Flight Center 내부 조직인 

OBPG, 중국의 국가해양위성센터NSOAS와 유사한 조

직이라 볼 수 있다. 2011년 5월에는 내부 조직개편

으로 해양위성ㆍ관측기술연구부가 분리되면서 해양

위성센터가 단독으로 부 단위로 승격되었다.

2010년 6월 27일 천리안 해양위성이 정지궤도에 

성공적으로 발사되었고, 위성의 수신 및 자료처리가 

해양위성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따라 해양

위성센터는 2012년 국토해양부 훈령에 의거하여 국

가가 지정한 천리안 해양위성의 정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해양위성센터 설립 의의는 국내에

서 위성을 활용한 해양의 실시간 감시, 해양위성 관

련 특화된 서비스, 현장 관측을 통한 자료의 검ㆍ보

정과 대외 협력 등 해양위성 전문 운영기관의 탄생이

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항공우주연구원KARI의 경우 

위성의 관제와 활용을 위해 지상국SOC이 설립되어 

있고, 지금은 육상관측위성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추후 SOC는 기능을 확장한 위성센터로 변신

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리안 해양위성

GOCI 관련 지상국의 역할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지상 

촬영, 궤도 조정과 자료의 지상 송신 등으로 해양위

성센터와는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양위성센터 기본운영 흐름도

관련 기관
(NFRDI 등)

기상위성센터/기상청

해양위성센터/KIOST지상국/kari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해외센터 등)

Internet

상호협력 Line
Internet

해양 분석 영상 자료

일반 이용자

천리안 위성
(통신-해양-기상)

GOCI 원시자료

GOCI 
Level-1 자료

방송 및 FAX 서비스

조업선

위성관제 및 
상태정보 자료

자료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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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수행된 천리안 해양위성 개발 사업은 우

여곡절이 많은 사업이었다. 우선은 해양수산부의 담

당자를 설득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다. 당시에는 위성 

개발에 대한 체계가 교육과학기술부항공우주연구원 중

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요부처에서 위성 개발

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였다. 즉, “국

가에서 위성을 만들어 주면 사용 한다.”라는 수동적 

개념만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우주 개발 계획이 먼

저인가, 부처의 수요 제기가 먼저인가 하는 것조차 

불확실하였다. 해양수산부 담당자는 우주 개발 계획

에 해양위성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해양위성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고, 교육과학부 국

가 우주개발 담당자는 수요 부처의 제기가 먼저라는 

입장이었다. 해양 탑재체의 제안자인 안유환 박사는 

두 부처의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하여, 항공우주연구원

의 도움으로 국가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안에 해양 

탑재체 개발 계획을 삽입하였다. 그 안을 바탕으로 

해양 탑재체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양수산부

를 설득하여 긍정적 대답을 이끌어 냈다. 또한 해양

수산부의 긍정적 의견을 교육과학부에 전달하여 중

장기 계획안을 확정하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그 외에도 국내 이용자 그룹이 만들어져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결국 이것이 천리안 해양위성 개발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예비 타당성 검토가 없

던 시절이었으므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담당자를 어

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긍정적 답변을 얻어낸 것은 가칭 

통해기COMS 사업의 추진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원, 한

국해양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기상청 등이 

부처별 예산 담당자에게 2년 동안 필요성을 설득한 

노력의 결과였다.

해양 탑재체의 경우 해양분야 연구자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위성을 개발하면 다른 분야의 R&D 

사업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컸다. 또한 선

진국에서도 개발하지 않는 정지해양위성을 대한민

국이 먼저 개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의를 제

기하거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

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모든 의견

을 잠재우고 사업은 시작되었다. 

2010년 천리안 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는 세계 위

성 개발 전문가들과 해양위성 활용 전문가들에게 큰

뉴스거리가 되었다. 한국이 처음으로 정지궤도에 해

양관측위성을 올렸기 때문이었다. 정지궤도의 해양

관측위성 개발에 반신반의했던 많은 사람들도 2년간

의 운영 성과를 보고나서야 그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

었다. 천리안 해양위성은 기존의 해양위성 개발 패러

다임을 일시에 바꿔놓았다. 또한 선진국들을 제치고 

세계 해양위성 개발연구를 리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편, 미국NASA과 유럽ESA은 우리와 유사한 

정지 해양관측위성 개발을 현재 추진 중이다.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위성센터는 해

양위성 연구기관과 천리안 해양위성의 운영기관으

로서 세계 해양위성 전문가들과 이용자들에게 잘 알

려져 있다. 2013년 1월 안유환 박사는 천리안 해양

위성GOCI의 개발 공로로 과학기술 분야 국민 포장을 

수상하였으며, 유주형 박사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

였다.

•  한국의 독자적인 위성자료 처리시스템 

천리안 해양위성의 개발과 더불어 <정지위성의 

자료 처리 시스템 개발2003~2009, 안유환>도 동시에 시

작하였다. 이는 정지궤도 해양위성 자료 분석 시스

템으로는 세계 최초이며 독자적인 위성 환경분석 알

고리즘의 개발, 그리고 이를 접목한 정지 해색위성을 

최초의 SW의 개발이라 볼 수 있다. 대부분 해양위성

센터에서 독자적인 연구로 개발되었지만 국제협력

을 통한 국외 전문가들의 도움도 있었다. 특히 모렐 

A. Morel, 프랑스 파리Ⅵ대학, 리 ZP Lee, 미국 미시시피대학교 

그리고 데샹 P.Y Deschamp, 프랑스 릴대학교 교수 등 국

외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국내 연구자들도 지속적으

로 지원하여 위성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

다. 연구의 외형적 결과는 바로 천리안 해양위성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GDPSGOCI Data 

Processing System 개발로 연결되었다. 현재 GDPS 소

프트웨어는 매년 업그레이드되어 국내외 이용자들



229

열대자원 연구



230

2. 분야별 연구활동 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한편, 위성의 발사 후 활용 연구 활성화와 검ㆍ보

정을 위하여 <활용 연구 지원 사업2007~2013, 유주형>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천리안 해양위성 활용을 활성

화하기 위하여 국내 이용자 그룹을 지원하고 천리안 

해양위성의 검ㆍ보정을 위한 사업이다. 2013년 2월까

지 1단계 사업이 종료되고 2013년부터는 7월부터 2단

계 사업이 시작되었다. 위성센터의 또 다른 중요사업

으로는 <위성센터의 기능 고도화박영제> 사업이 있다. 

이는 2011년부터 추진된 ‘기관주요사업’으로 위성센

터의 기능 중 H/W & S/W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

는 동시에 연구원 내부의 천리안 해양위성 자료 이용

자를 지원해 주는 성격도 갖고 있다. 

2.1.8.4 또 한 번의 도약

제1호 천리안 해양위성의 수명은 공식적으로 2018년

에 종료될 예정이다. 연속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2

호 사업은 반듯이 추진되어야 한다. 위성개발의 실

제소요 기간 약 6년, 기획연구 그리고 국가의 예비타

당성 검토 등을 을 고려하면 2호 사업은 벌써 추진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차세대 정지궤도 해양위성 

기획연구2008년, 안유환>가 연세대학교 김석환 교수와 

공동으로 추진되었다. 

2010년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각 분야에서 수행

된 기획연구를 바탕으로 차세대 정지궤도 복합위성

기상 및 해양·환경 통합 연구를 수행하여 제2호의 기본 

틀을 완성한다. 동시에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검

토를 통과하였다. 2호 개발에서 해양위성센터의 역

할은 위성의 이용자 요구 사양의 개발 및 제안, 자료 

분석 시스템 개발, 향후 위성 자료 서비스, 지상국 운

용, 위성 자료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해양탑재체 개발의 사업추진체계는 오랜 진통 끝

에 항공우주연구원이 총괄 주관기관이 되며, 해양과

기원이 위성 개발의 감리를 맞는 협력기관으로 공식 

정리되었다. 이 의미는 해양위성센터가 1호 천리안 

해양위성 개발 때 보다는 좀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되

었으며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2012년 새

로 시작한 <GOCI-II 감리 사업유주형>은 2018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추후 해양위성센터가 GOCI-II 관련 추후 개발해

야 할 국가 R&D 사업은 GOCI-II 자료처리 시스템 개

발 사업과 GOCI-II 운용을 위한 해양 지상국 구축 사

업이 될 것이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될 것으

로 예상된다. 

2호의 관측영역을 보면 1호에 없는 전구full-disk 

촬영 임무가 주어졌다. 그리고 Local mode 촬영의 

경우 관측 영역target area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기

능도 들어가게 된다. 1호에 비하여 연안 관측 능력이 

해상도 500m에서 250m로 향상될 예정이고, 전구 관

측 기능 영역도 넓어졌다.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 국가는 물론 인도, 호주까지 GOCI-II의 촬영 영

역에 들어온다. 이것의 의미는 대단한 것이다. 2018

년 개발이 종료되면, 자료 배포권을 가진 해양위성센

터의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확대될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아시아를 넘어 호주까지 해양위성 분야의 종

주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계기로 해

양위성센터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또 한 번의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

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위성센터는 이제 천

리안 해양위성으로 인하여 국내외에 잘 알려진 주요 

연구 시설이자 해양연구의 한 축으로 발전하였다. 그

리고 외부 방문객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연스럽게 자

리매김하였다. 공공 서비스를 위한 위성 영상 자료는 

해양영토 관리뿐 만 아니라 모든 해양연구에 꼭 필요

한 자료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전지구적 변화 연구

나 광역의 해양연구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현

상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천리안 해양위성의 매시

간 촬영 기능으로 실시간 위성 해양관측이 가능하게 

되었고 해양연구뿐만 아니라 육상과 대기 관측 분야

까지 실제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

다. 따라서 천리안 해양위성의 활용 분야는 엄청나게 

다양하며 무궁무진한 연구 주제와 해양정보를 제공

할 것이다.

차세대 정지궤도해양위성 기획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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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 KIST 부설 연구소 시대1980년대

1972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한국해양개발연

구소 설립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우리

나라 최초의 해양연구소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

다. 이 보고서에는 해양학에서 해양 지질 분야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ㆍ기술되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지질 연구는 <해태 양식 단지의 흉작 원인 조사>와 관

련하여 진해만의 해저 퇴적물 분포와 점토 광물을 분

석, 세립질 퇴적물의 기원을 밝히려는 시도였다. 

1973년 10월에 설립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는 1976년 11월 한국선박해양연구소

로 개편되었으며, 1978년 4월에는 선박 부문과 다시 

분리,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재발족하였다. 이 기간에는 해양 지질 분야 연구진이 

해양과학실해양 지질 부문과 해양공학실지구물리부문에 

분산되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역 주변의 해양조사

한국전력, 국방 관련 해양 특성 조사N-project, 조력 발

력 부존자원 기초 조사 등 많은 연구 사업에 참여하

던 시기였다. 동시에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장비와 

실험 시설 확보에도 힘쓰던 시기였다. 이 때 이루어

진 주요 연구 사업은 <조력 발전 기초 조사 연구이병

돈>. <천수만 조력 발전 기초 예비 타당성 조사이병돈>, 

<Landsat 영상 자료에 의한 아산만 일대의 조석 현상

에 따른 해안 지형에 관한 연구이병돈>, <74∼75년도 

진해만의 해양학적 연구이종화>, <월성 원자력 발전소 

3호기 건설 지점 연안 해역의 해양조사이종화>, 해양

방위 연구 <N-project이병돈> 등이었다.  

해양 지질 분야를 기본으로 한 해양방위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78년 4월 1일, 한국과학

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가 재발족하면서부

터다. 이때 해양지질연구실이 개설되었고, 실단위의 

단독 연구 사업 수행이 가능해져 <한ㆍ일 해저 통신망 

건설을 위한 해양조사한상준>, <주요 항만 해저 음향 

특성 조사정태몽>, <원자력 건설 지점 주변 해상조사한

상복>, <가로림만 조력 발전 지점 조사이병돈> 등 해양 

지질 분야 중심의 연구사업 수행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시기는 UNDP 자금으로 

도입된 Uniboom System, Side Scan Sonar, Marine 

Magnetometer 등 지구물리 탐사 장비와 Phleger 

Corer, Shipek Grab, Oven 등 해저 퇴적물 채취와 기

초 분석 기기 등을 이용하여 현장의 자료 획득은 물

론 처리와 결과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구 사업의 

체계가 잡혀가던 시기였다.

1982년부터 시작한 <한국 해역 종합 해양환경

도 작성 연구 사업허형택>과 함께 해양방위 연구 관련  

<해저 음향 특성 및 지자기 조사김성렬> 연구도 진행

하였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연근해의 천해 해역 중심

에서 한국 대륙붕 지역까지 연구 해역과 연구 능력

이 확장되어 종합적인 해양 지질 연구가 가능하게 되

었다. 특히 1983년에 수행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연구허형택> 사업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하와이 동

남방 1,300㎞ 지점의 태평양 공해 상 클라리온-클리

퍼톤 해역에서 심해저 망간단괴와 퇴적물, 해저 지층 

탐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기반으로 현재의 본

격적인 심해저 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 정책의 기틀

이 마련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대형 해양 연

구선을 보유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 OECF 차관으로 온누리호 건조를 추진하였고, 

이는 본격적인 해양연구의 국제화 시대를 여는 전환

점이 되었다. 또한 1985년과 1986년에는 <육지-제주 

간 해저 광통신망 건설 해양조사한상준>와 <한국-일

본-홍콩 간 해저 광케이블 건설 해양조사한상준> 사업

을 수행하면서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한 지질 

조사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일본과 미국 등의 

용역 사업을 수주하였다. 

1986년 4월, 연구소가 현재의 안산캠퍼스로 이전

한 이후에는 실내 실험실의 확충으로 연구 능력이 배

가되었고, 아울러 각종 연구 사업의 증가와 함께 연

구 인력이 대폭 보강되면서 해양 지질 분야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에는 OECF 

차관 외에 특별 외화 대출 자금 등을 활용하여 최신 

현장 탐사 장비와 실내 분석 장비가 도입되었고, 젊

은 신진 박사급 연구원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해양 

지질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1989년 해저케이블사업 관계 제주 기관장 초청 회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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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에는 연구소의 내부 조직 개편에 따라 해양지질연구

부로 승격ㆍ확대되었으며, 해양지구물리연구실이 신

설되어 전문적인 해양 지구물리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 전문 업체의 용역에 의존하던 

대륙붕 석유 탐사를 위한 <탄성파 탐사 자료 전산 처

리 사업김기영>과 <시추 지점 지형 조사 및 Positioning 

사업한상준> 분야까지 우리 손으로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해양지질연구실이 주관하여 수행한 주

요 연구 사업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연구허형택>, 

<한국 해역 종합 해양자원도 연구곽희상>, <해양 특성 

조사 연구N-project, 이병돈>, <전국 6대 주요 항만 및 해

역 저질음향 특성조사한상준>, <이충무공 해전 유물 발

굴 조사한상준>, <영광 및 울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해양조사한상준>, <LANDSAT 위성 자료에 의한 

조간대 지형 및 해수 탁도 조사 연구유홍룡>, <고흥-제

주 간 해저 광케이블 건설을 위한 해양조사한상준> 등 

20여 개가 넘었다. 이 중 특히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연구한상준>는 국내 최초로 적도 태평양 클라리온-클

리퍼톤Clarion-Clipperton 균열대 해역의 망간단괴 개발

을 위한 현장 탐사를 수행하여 해양 지질 연구의 국제

화 시대를 열었다. 이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 

추진의 시발점이 되었고 종합 대형 연구선 온누리호

의 건조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태평양 심해

저 탐사의 현장 조사 연구선은 하와이대학교의 350톤

급 조사선 카나케오키RIV Kana Keoki호를 임차하여 사

용하였는데, 이 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

내 각종 언론 매체의 각광을 받았다. 또한 이를 계기

로 해양학과 해양자원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부수적

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이 시기 해양방위 관련 연구 부문에서도 해양 지

질 분야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연구 사업이 본격적으

로 이루어졌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여수, 부산, 포항 주변 해역에 대한 지질 음향 특성

과 지구 자기장 조사 연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지

질 음향학과 지구 자력 분야의 연구 능력이 향상되었

고, 이를 계기로 우리 연구소는 국방과 관련된 해양

방위 관련 연구 분야에서 국내 유일한 전문 연구기관

으로 자리 잡았다. <고흥-제주 간 해저 광통신 케이블 

건설을 위한 해양조사한상준>에서는 해양조사는 물론 

최적 케이블 루트를 선정하여 통신 케이블을 성공적

으로 건설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국내 해양과학 기술

만으로 이루어졌다. 그 같은 업적을 통해 우리 연구

소는 1990년 4월 21일 과학의 날에 열린 국내 최초의 

해저 광통신망 개통식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 표창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

도 하였다. 

이 시기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 성과는 <LANDSAT 

위성 자료에 의한 조간대 지형 및 해수탁도 조사 연

구유홍룡>를 통해 다중 영상 처리 시스템 기법을 개발

울릉도 안용복해산 독도 심흥택해산 이사부해산

0m

-2200m

독도와 울릉도 주변의 해저 화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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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방위연구한 것이다. 이 기술을 통해 여러 장의 MSSMulti Spectral 

Scanner 영상을 중첩시켜 정밀한 조간대 지형도를 작

성하고, 그 변화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

었다. <저질 음향 특성과 지구 자기장 조사 연구한상준>

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연차적 사업 계획에 따라 

여수, 부산, 포항, 울산 근해에 이어 인천 부근의 넓

은 해역에 대해 해저 퇴적물층과 경계면의 물리학적, 

음향학적 특성과 지구 자기장 분포를 밝혔다. <한국-

일본-홍콩 간 해저 케이블 건설을 위한 해양조사 및 

매설 조사한상준>에서는 태평양 횡단 광케이블TPC-3

과 연결되는 한국-일본-홍콩 간 해저 케이블 건설을 

위하여 해양조사는 물론 사전 매설 조사와 최적 루트 

선정까지 일관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본 측 관할 

구역까지 우리 연구진이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의 우수한 해양 지질 조사 관련 기술을 입증하였다. 

또한 우리 연구소 자체 연구 사업한상준으로 미국 조

지아대학교 하워드J. Howard 교수와 함께 인천 조간대

를 공동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간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6m 길이의 

알루미늄 관을 이용한 Vibro Core 방법을 국내 최초

로 습득하여 자체의 기술로 확보할 수 있었다.

1987년에는 <한국 대륙붕 제6-1광구 시추 해저 

지형 조사 및 시추선 Positioning한상준>을 통해 정확

한 지점에서 안전한 석유 시추 작업을 위한 천부 다

중 채널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시추 작

업 시 지질학적 위험 요소의 파악과 시설의 안전한 

설치에 필요한 해저 지형의 지질공학적 특성을 밝혔

다. 특히 정확한 위치 측정을 위해 처음으로 GPS를 

이용하여 항해함으로써 외양의 항해 오차를 수m 이

내로 줄일 수 있었다. 당시에는 국내에 다중 채널 탄

성파 탐사 장비를 갖춘 지구물리 탐사선이 없어 위탁

처가 제공한 싱가포르 선적의 씨서베이어Sea Surveyor

호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임차 선박은 일본에

서 폐선한 30년 이상 된 낡은 배를 개조한 것으로 통

신 시설도 문제가 많았거니와 선원도 모두 인도네시

아인과 필리핀인이었기 때문에 조사에는 많은 어려

움이 뒤따랐다. 게다가 조사 기간 중에는 A급 태풍 

셀마를 만나 큰 위험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우여곡

절 끝에 마무리된 이 사업을 통해 그 동안 외국 전문 

회사에 의뢰하여 수행하던 용역을 우리 연구소 자체 

기술, 자체 장비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는 기쁨과 함

께, 다중 채널 탄성파 탐사와 GPS 정밀 항해 기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는 중요한 성과도 얻었다.

1988년에는 전년도에 이어 남해 해역에 대한 <한

국 해역 종합 해양자원도 작성 연구곽희상>를 계속 진

행하였으며, 처음으로 해양지질연구실 단독으로 3

년 기간의 연구 과제인 <한국 서ㆍ남해안 조간대의 종

합 조사 연구유홍룡>와 <한반도 주변 해역 해저 퇴적

물의 음향학적 특성 연구한상준>를 시작하였다. <한

국 서ㆍ남해안 조간대의 종합 조사 연구유홍룡>는 서해

안 조간대에 대하여 생물학적, 화학적 연구를 포함한 

학제적인 종합 연구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우리나

라 서해안 조간대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퇴적 모델

이다. 간만의 차가 크고 해안선이 복잡하면서 Barrier 

Island 발달이 없이 넓은 조간대가 발달된 독특한 특

성을 갖고 있다. <한반도 주변 해역 해저 퇴적물의 

음향학적 특성 연구한상준>에서는 Decca Trisponder 

System에 의한 위치 자료를 PC로 제어하여 연구선 

항로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하

였다. 이로써 측면주사음파탐지기시스템 Side Scan 

Sonar 조사 자료를 통해 해저면 정밀 위치를 확보하

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Sand Wave Ridge의 형태

와 이동 특성을 밝혀냈다. 또한 해저면 영상 자료를 

전산 처리한 후 퇴적물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색상

의 영상 도면으로 나타내는 기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

하였다. 

산업계의 요구로 <육지-울릉도 간 해저 광통신망 

건설을 위한 해양조사한상준>도 수행하였다. 이 조사 

지역은 우리나라 주변에서 가장 깊은 심해2,500m 이상

로 대륙붕, 대륙사면, 해양저분지와 화산섬으로 구성

된 모든 지질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수심 또한 깊어

서 그 당시까지 심해 조사 경험이 전무했던 연구팀으

로서는 연구선과 필요 장비 확보에 많은 애로를 겪어

야 했다. 하지만 그러한 난관을 딛고 결국 조사 사업

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심해 환경에서 지질 조사 능

력을 높였으며 심해에서 해류계의 장기 계류 관측을 

측면주사음파탐지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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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하는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1989년에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전략 연구강

정극>의 일환으로 태평양 마셜 군도 부근 해역의 망간

각과 하와이 남방 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의 망간단

괴에 대한 현장 탐사를 2차례, 60일간에 걸쳐 성공적

으로 수행하여 양질의 시료를 대량 확보하였다.

이 시기의 학술 활동을 살펴보면 국제 전문 학술

지에 2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70편

의 논문이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장비 확보 측면에서도 ADB 차관 자금과 연구 사

업 자금이 확보됨으로써 많은 진전이 있었다. 최신형 

Magnetometer, Graphic Work Station, Rock Sample 

Velocitymeter, Piston Corer 등 15종의 장비를 구입

하였다. 또 정밀 음향 측심기, Penetrometer, 3.5㎑

의 고해상 천부지층 탐사 장비와 중천해용 지층 탐

사 장비인 Sparker System, 신형 해저면 탐사 장비

인 Sea-floor Mapping System, GPS 등을 갖추었으며 

Graphic Recorder, Hydrophone, 정밀 음향 측심기, 

세립질 퇴적물의 정밀 입도 분석기인 Sedigraph, 6m 

길이 Piston Corer, 편광 Microscope, Zoom Stereo 

Microscope, Soft X-선 촬영기, Magnetic Separator와 

Muffle furnace 등을 도입하였다.

2.1.9.2 한국해양연구소 시대1990~2000

우리 연구소가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1990년에 해양

지질연구부는 해양지질연구실, 해양지구물리연구실, 

해양광물자원연구실, 해저구조연구실로 확대ㆍ개편

되었다. 6월 1일 독립 개편 당시 해양지질연구부 인

력은 상근 위촉 직원 16명을 포함하여 34명이었으며, 

그 중 박사 학위 소지자가 9명이었다. 같은 해 해양 

지질 부문에서는 특정 과제로 <한국 서ㆍ남해안 조간

대의 종합 조사 연구유홍룡>, <한국 해역 종합 해양자

원도 작성 연구곽희상>,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연구강

정극>, <한반도 주변 해역 해저 퇴적물의 음향학적 특

성 연구김성렬>를 수행하였다. 해양방위 관련 사업인 

해양 특성 조사 사업은 <90 해양 특성변상경>으로 사

업명이 바뀌어 해군 관련 사업의 중장기 계획상 1단

계 10개년 사업의 원년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 외

에도 3건의 외부 업체 수탁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기

본 연구 과제로 <한국 서해안 퇴적물의 퇴적율에 관

한 연구유홍룡> 등 6편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해양 지구물리 부문에서는 특정 과제로 신규 사업인 

<해양 지구물리 탐사기술 개발석봉출>을 수행하여 신

규 종합 연구선인 온누리호와 이어도호의 조사선 운

영에 대비하였으며 전년도에 이어 <한반도 주변 해

역 해저 퇴적물의 음향학적 특성 연구김성렬>를 수

행ㆍ완료하였다. 또 그동안 외국의 전문 업체에 용역

을 주었던 석유 탐사의 필수 기술인 탄성파 탐사 자

료의 전산 처리 기술을 국내 기술로 완전 자립화하여 

<국내 대륙붕 탄성파 탐사 자료 전산 처리김기영> 사

업을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다. 기본 연구 과제로는  

<동해 울릉 분지 지질 구조에 관한 지구물리학적 연

구석봉출> 등 4편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1990년 4월 

21일 제22회 과학의 날에는 해저 광통신망 건설의 공

을 인정받아 해양연구소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991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더 많은 대형 연

구 사업들을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장

비가 도입되었다. 특정 과제로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연구강정극>의 2단계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과

제에서는 미국 지질조사소USGS와 공동으로 90일간

에 걸쳐 태평양 공해 상 심해저와 도서 국가들의 배

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부존되어 있는 망간단괴와 망

간각 탐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 서ㆍ남해안 조간

대의 종합 조사 연구유홍룡>, <제4기 해수면 변화의 모

델 개발 및 퇴적 변화에 대한 종합 연구한상준>, <정량

화된 위성 자료를 이용한 해수 수질 연구유홍룡>, <중

앙 대서양 및 남지나해 종합 해양 특성 연구석봉출>,  

<다중 채널 해양 반사 자료의 처리 기술 개발김한준>

과 <한국 해역 종합 해양자원 해양 특성 조사곽희상>,  

<부산 인공섬 및 해양 신도시 기본 설계를 위한 종합 

조사석봉출>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MASSCOMP 

시스템을 이용한 해저면 자료 처리 연구유홍룡> 등 5

개 기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중 특기할 점은 

우리나라 최초로 소련 과학원 산하의 해양지질지구남서태평양 공해지역 해저산에서 채취한 망간각 시료

세립질 퇴적물을 입도분석하는 Sedigraph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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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방위연구물리연구소IMGG와 <한ㆍ소 국제 공동 연구한상준>를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한ㆍ소국제공동연구팀은 대용

량 탄성파 탐사와 해저 지진계를 이용한 동해 지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992년은 우리나라의 해양학, 특히 해양지질학 

분야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중요한 해다. 최초의 종

합 해양 연구선인 1,442톤급의 온누리호와 546톤급

의 잠수정 모선 이어도호가 취항하여 체계적인 해양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해이기 때문이다.

우선 온누리호에 탑재된 96채널 탄성파 탐사 장

비를 이용하여 한국 대륙붕에서 시험 탄성파 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로써 자료 획득에서부터 

처리, 해석까지 일관된 시스템이 이루어졌고 지금까

지 외국 전문 회사에 의뢰해 온 선진 기술을 완전 국

산화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처의 특정 과제에서 동

력자원부 용역 사업으로 확대ㆍ개선된 <심해저 광물

자원 탐사 용역강정극>도 온누리호를 이용하여 수행하

였다. 이 사업을 통해 한국자원연구소와 공동으로 온

누리호의 각종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120일간에 걸쳐

서 태평양 망간단괴 자원 탐사를 우리나라 자체 기술

로 완벽히 수행하여 대양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또한 이어도호를 이용한 연구 사업도 진행하였다. 국

내 최초의 국외 진출 해양 기술 용역 사업인 <필리핀 

Cebu-Negros 도서 간 해저 전력 케이블 건설을 위한 

해양조사한상준>, <울릉도 신축 보강 조사김성렬>, <92-

해양 특성 조사변상경>가 이어도호를 이용하여 이루어

졌다. 1992년 국제 협력 공동 연구로는 전년에 이어 

한ㆍ러 공동 사업으로 동해 울릉 분지의 지각 연구를, 

그리고 일본 동경대학교 해양연구소ORI 및 일본 치바

대학교와 공동으로 대한해협 부근 해역에 대한 해양 

지구물리 연구를 수행하였다.  

1993년은 당시까지 확보된 최신 분석 기기와 새

로 건조된 종합 해양 연구선의 활용 기반 아래서 비

교적 안정된 연구 사업이 수행된 해다. 그리고 1993

년 7월 연구실의 명칭을 그룹으로 개칭하면서 해양

지질연구부는 해양지질연구그룹과 해양지구물리그

룹의 2개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또 해양광물자원연

구실을 해양지질연구부에서 분리하여 하나의 연구

부 조직인 심해저사업단으로 확대ㆍ개편하여 별도로 

운영하였다. 

1993년에 시작한 <해양 지구물리 탐사기술개발

연구석봉출>는 국내 기술로 새로 건조된 연구선인 이

어도호와 노르웨이에서 건조된 온누리호에 장착된 

탐사 장비의 실용화와 장비 이용의 극대화를 목적으

로 수행되었다. 특히 이 연구 사업의 결과로 온누리

호에 장착된 Sea Beam 2000 Multi-Narrow Beam 음

향 측심기의 실용화가 이루어졌으며 적용 연구 중 동

해안과 울릉도 사이에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

던 새로운 해저 화산을 발견하였다. 이를 계기로 동

해의 심해저 지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향후 

Sea Beam 2000의 활용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리

고 연구소 전체 연구원이 참여하여 수행해 오던 <한

국 해역 자원도 작성 연구허형택>의 후속 연구 사업인 

<한국 해역 종합 해양환경도 작성 연구곽희상>가 새로 

시작되어 1997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해

양 지질 분야도 한반도 주변 해역의 종합적인 해양 

자료집 발간 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다. 주요 

수탁 사업으로는 <대륙붕 제5광구 시추 지점 주변의 

해저 지형 및 지질 조사김한준> 등 8개의 연구 사업이 

수행되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장기 기초 연구 

사업에도 참여하여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차원 

해저 수치 지형 모델에 관한 연구석봉출>를 수행하였

다. 따라서 1993년은 군사 작전과 해저 지형이라는 

양면적 적용 기술 향상을 위한 음향학적 탐사 기법이 

심도 있게 연구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1994년은 <한국 대 수심 해역의 지구적 해저 환

경 연구한상준> 사업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동해 연구

를 착수한 원년이다. 이 연구 사업은 온누리호를 이

용하여 다중빔 음향 측심, 고해상 천부지층 탐사, 다

중 채널 탄성파 탐사와 중자력 탐사 등 지구물리학

적인 탐사 방법이 모두 동원되었으며, 시추 퇴적물도 

약 15m까지 채취, 분석되었다. 1996년까지 3년에 걸

쳐 1단계가 종료된 후 1997년부터 2단계 사업인 <동

해 분지의 해양환경 변화와 지구조 진화 연구한상준>

가 시작되었다. 특히 이 연구 사업을 통하여 베일에 

가려져 있는 동해의 지질 구조와 고 해양환경의 실체 대양 연구를 위한 탐사 항해 중인 이어도호

독도 앞바다를 항해하는 이어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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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가 점차적으로 밝혀지면서 동해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었고, 연구 결과를 이용한 발표 논문이 현재까

지 25여 편 출간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지구 환경과 오염에 대한 범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지질 

연구 분야에서도 <해양오염 확산 범위 관측 기술 연

구석봉출> 등 연안역 관리와 연관된 많은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근ㆍ원거리 

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육상은 물론 해양까지 통신 케

이블을 매설한다는 계획에 따라 <국제 해저 통신 케

이블 FLAG 건설을 위한 문헌 조사한상준>, <FLAG 케

이블 건설 해양조사한상준>, <한ㆍ중 해저 광케이블 해

양조사석봉출>, <제2 제주-육지 해저 광케이블 설계 용

역최동림> 등 해저 통신 케이블 건설과 관련된 연구 사

업도 여러 건 수행하였다. 

1995년은 우리 해양 지질 연구 분야가 세계적으

로 위상을 드높인 해였다. 4년마다 열리는 제3차 국

제아시아해양지질학회를 1995년 10월 17일부터 21

일까지 제주도 서귀포호텔에서 한국해양연구소 주

관으로 개최하였던 것이다. 이 학회에서 68편의 구두 

논문과 29편의 포스터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약 300

여 명의 국내외 관련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에 마무리되었다. 이 학회는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수

행하고 있는 해양 지질 연구 분야의 활동 상황과 종

합 해양 연구선 온누리호의 규모를 세계 각국에 심도 

있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우리 연구

원들 역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1996년은 연구 방향이 크게 두개의 줄기로 구분

되었다. 하나는 1995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수행해 

온 대형 연구 과제였고, 다른 하나는 새로 도출된 황

해역의 연안역 개발과 오염에 관련된 장기 연구 과제

였다. 심해저, 남극, 해양 특성과 한국 대 수심 연구 

사업은 연속 과제로 추진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주

로 건설교통부와 국립환경연구원에 관련된 <연안역 

통합 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원격 탐사 기술 활용 방

안권문상>, <시화호의 환경 변화 조사 및 보전 대책 수

립에 관한 연구김은수>, <영광 원전 제4호기 온배수 영

향 실측 조사김종만>, <해저층 퇴적물 이동 관측 및 예

측 기술우한준>, <해양 투기장 해역의 환경 모니터링 

기술개발홍기훈>, <퇴적물 이동 및 분포 종합 해양관

측우한준> 등 G-7 연구 사업과 연안역 개발에 따른 오

염 확산 문제, 그리고 천해역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오염 등 소규모이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민간

의 피해규모가 서로 상충되는 사안의 해결을 위한 연

구 과제가 수행되었다.

특히 1996년에는 해양 지구물리분야에서 1990

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추진한 해저면 탐사 자료 

처리 기법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당시 국내는 탐

사 자료의 모자이크 처리 기술에 관해서는 불모지였

으나 후방 산란 음파 자료의 획득부터 처리, 해석 기

술까지 선진국 수준의 기술이 확보되었다. 이 개발

은 주로 <원격 탐사 기법을 이용한 해저면 영상 처리 

시스템 개발유홍룡> 등 기본 연구 과제로 추진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1997년에는 심해 5,000m 정

도에서도 해저면 탐사가 가능한 DeepTow 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는 해양지질연구부의 내부적인 조직 개

편이 있었다. 해양지질연구그룹은 해저환경연구실

과 퇴적역학연구실, 해양지구물리연구그룹은 해저음

향연구실과 해저지구조연구실의 각각 네 개 전문 분

야로 세분되었고 명칭도 연구그룹에서 연구실로 개

칭되었다. 주요 연구 사업은 <동해 분지의 해양환경 

변화와 지구조 진화 연구한상준>와 <배타적경제수역 

해양자원 조사 사업유해수> 등 대형 정부 과제로 제1

차 연도 연구가 수행되었다. 1997년 3월에는 2년여

에 걸쳐 추진해 오던 DeepTow 시스템을 IBRD 차

관 자금으로 확보하였는데, 인수 시험 항해를 위해 

연구선에 탑재된 날짜가 바로 남해연구소 개소 기념

일3. 28이어서 기념식에 참여한 많은 내외 방문객들

의 관심을 모으기도 하였다.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울산 신항만 건설 수심 측량 및 지층 탐사이달수>,  

<이어도파랑도 종합 해양관측기지 구축심재설>, <마산

만 해저 터널 세부 설계를 위한 해양물리 탐사석봉출>, 

<SEAMEWE 케이블 거제도 해양조사주형태> 등의 수

탁 사업도 수행되었다.동해분지의 해양환경 변화와 진화 연구 결과 발표 워크숍

해저지층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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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1998년에는 해양지질연구부가 연구소의 조직 개

편에 따라 해양환경기후연구본부의 하부 조직인 해

양지질연구단으로 변경되었으며, 세부 조직인 전문 

분야 연구실은 통폐합되어 연구 사업 중심의 조직으

로 운영되었다. 1998년과 1999년에는 당시 수행 중

이던 연구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동해 분지,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 특성 조사, 남극 탄성파 자료 처리 

등이 연속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1998년도의  

<동해 분지 연구 사업한상준>에서는 러시아 지질ㆍ지

구물리연구소의 탐사선 프로페소르가가린스키R/V 

Professor Gagarinsky호를 이용하여 OBS 탐사법에 의한 동

해 심부 지각 구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

고 해양 지질 환경 보존과 변화에 관련된 연구 사업

인 시화호, 갯벌, 해저층 퇴적물 이동 예측 기술, 진

해 마산만 수질 환경, 황해 오염 감시 등도 계속 진행

하였다. 신규로 개발된 국제프로그램인 <황해 퇴적물 

이동 연구신동혁>를 중국 측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수탁 연구 사업으로는 연안공학·항만연구센터에

서 주관하고 연구소 전 분야가 참여하는 KEDO 사업

과 관련된 <대외 원전 1,2호기 해양조사 용역송원오> 

중 해저 지형과 지층 구조 탐사, 해저 퇴적물 채취와 

분석 등의 분야에 참여하였으며, 석유개발공사 발주

사업인 <국내 대륙붕 제61광구 해저 지형 조사이용국> 

용역 사업을 수행 완료하였다. 그리고 해양2000호를 

이용하여 1996년과 1997년에 동해에서 조사된 다중

빔 음향 측심 자료와 지층 탐사 자료, 중자력 탐사 자

료의 처리를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한 <국가 

기본 해양도 작성 자료 처리 용역석봉출> 사업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고 우리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던 자료 

획득, 처리 해석 분야의 관련 기술을 이전하였다.

연구 장비 면을 보면 특별 외화 대출 자금으

로 Seafloor Mapping & Satellite Image Processing 

System, Multielement Streamer Hydrophone Array 

System, Sparker Seismic System, Marine Sediment 

Acoustic Signal Analysis System, Acoustic Survey 

Recording System, X-Ray Diffractometer, XRF, 전

자 현미경SEM 등 대형 신형 장비가 대폭적으로 도

입되었다. 또한, 렌, SUN Workstation, Convex와 

Masscomp 등의 MiniSuper급 전산 기종들이 도입되

어 설치ㆍ가동되었으며, Automatic Particle Analyzer, 

Laser Plotter System, Image Analysis System, 

Micromax등이 도입되었다. 지구물리 분야에서는 현

장에서 획득된 대부분의 탐사 결과를 기록지에만 의

존하던 체계에서 어느 정도 수치화된 체계로 방향 전

환을 이룬 시기였다.

2.1.9.3 한국해양연구원 시대2001~2012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해양연구소는 한국해양

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8년까지 4개의 

연구실 조직으로 운영되다가 그 이후 축소 운영되던 

해양 지질 지구물리 관련 학제 중심의 연구 조직인 

해양지질단은 완전히 해체되어 해양환경기후연구본

부 산하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 지질, 해양생물 분

야로 흡수되었다. 그 후 2002년에는 해양환경기후연

구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양물리 분야와 해양 

지질 분야를 합쳐 해양지구환경연구본부로 조직이 

개편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시기의 모든 연구 사업은 PBS 체제의 연구 책

임자 중심 사업으로 운영되었다. 1990년대 말까지의 

연구가 학제적인 탐사와 조사 위주로 이루어졌던 반

면, 이 시기부터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인 관심 분야

인 생태 환경과 오염, 기후 변화, 인간 삶의 질 향상 

등이 연구 사업의 중심이 되었다. 연구원 내부에서도 

연구 대상을 내용 중심에서 해역 중심으로 변화한 시

기였다. 이러한 연구 분위기는 학제 중심의 연구가 

수행되었던 해양 지질 연구 분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수행된 과제의 사

업 특성을 살펴보면 그 변화를 잘 알 수 있다. 

해양 지질 분야의 학제적인 연구는 완전히 없어

진 것은 아니지만 그 규모는 축소되어, 해양 지질 분

야는 동해, 남해, 서해 등 해역 중심의 대형 연구 사

업기본 사업의 한 분야로 참여하였다. <동해의 기후 변

동 예측과 진화 연구석문식>, <황해 연안역의 해양환

경 복원을 위한 연구 : 인공갯벌염기대>, <연안역에서

의 육지와 해양 상호 작용 연구양동범>, <남해 동부 연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사업 관련 해양조사에 참여한 이어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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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방위연구안역의 영양 물질 유입과 생물 생산력 개발 환경 조

성 기반 기술최진우> 등이 지질 분야가 참여한 대형 사

업이다. 기타 학제적인 연구 사업으로는 <동해의 후

기 플라이스토세 이후 지구 기후변화 연구허식>, <한

반도 주변 해역 퇴적물 시료의 도서 체계 구축 및 지

화학적 특성 연구석봉출>, <한국 대륙붕의 진화와 지

각 변형김한준>, <한국 남동 대륙 주변부의 진화와 지

각변형김한준> 등의 사업이 수행되었다.

해양환경의 변화와 보전 대책에 관련된 연구 사

업으로는 <훼손된 해안 생태계 복원 기술제종길>, <남

해 어패류 우량화를 위한 생태 환경 기반 연구최진우>,  

<우리나라 사구 실태 파악과 보전,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제종길>, <갯벌 생태계 조사 및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 연구제종길>, <황해 퇴적물 이동 현상 및 퇴적 환

경 연구이희일>, <관측탑을 이용한 황해 대기 연구이희

일>, <새만금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조사 연구이흥재>  

등의 대형 사업에서 한 분야로 참여하거나 주관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당시의 국가지리정보시스

템NGIS 구축과 관련하여 해양 지질 분야에서는 원격 

탐사 기법을 이용하는 <위성에 의한 연안 공간자원 

정보 수치화 기법 연구유홍룡>와 <해양 분야 위성 활

용 연구유홍룡> 등을 수행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해양 지질 분야에서 특히 괄목

할 만한 성과 중의 하나는 시화호 방조제를 완성하는 

과정 중 이 일대에서 공룡알 화석지를 발견한 사건이

다. 이를 계기로 화석지의 개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시화호 주변 지역에 대한 지질학적 재평

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자연문화재 보호에 관련된 

제반 연구 사업들이 다방면으로 파생되는 효과를 보

았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시화호 공룡알 화석

지 지표 발굴 조사정갑식>, <시화호 농지 조성 부지 방

수제 축조 공사를 위한 매장 문화재 지표 조사정갑식>, 

<천연기념물 및 유적 보전과 개발 방안정갑식>, <공룡

알 화석지 개발 타당성 조사정갑식>, <시화지구 1단계 

확장 단지 개발 사업 구역 문화재 지표 조사정갑식> 등

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중반은 해양방위 분야와 관련하여 해군 

본부에서 발주하는 해양 특성 조사 사업에서 지질 분

야의 연구 방향과 그 사업의 성격이 다소 변화한 시

점이다. 이전까지는 해역 작전에 필요한 저질 음향 

해양환경 특성 변화와 지구 자기장 분포 양상이 주된 

조사 항목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해군 

작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 도출을 위한 사

업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동해 연안에 대한 

작전 환경도인 해저면 음향 영상도 제작과 한반도 주

변 해역에 대한 지자기 분포 도면 제작이 주된 연구 

항목으로 자리 잡아갔다. 이 연구의 목표는 조사 결

과들을 지리 정보 체계에 기초를 둔 해군전술정보단

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전자 정보전에 대비한 

작전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특히 2009년에는 

해군 본부의 지속적인 사업비 증액에 따라 사업 수행 

내용의 현대화, 사업 수행 범위 확대, 해군 작전 활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이에 따라 2009년 개편된 조직 중 해양위성ㆍ관측

기술연구부에 해양특성연구사업단이라는 전담 조직

이 만들어졌으며, 이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양 특성 

조사 사업 전담 수행 조직 체계가 구축되었다. 그 후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2011년 해양특성

연구사업단은 부서 조직으로 확대ㆍ개편되어 해양방

위연구센터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해양 지질, 해양 

공룡알 화석 발견 기자회견, 1999

다중빔 음향측심기 센서를 바다에 내리는 모습



240

2. 분야별 연구활동 지구물리 분야에 수중 음향학 분야의 관련 연구원이 

보강되면서 명실상부한 해양방위 관련 전문 연구 조

직이 탄생하였다. 

한국해양연구원 발족 후, 산업계와 연구계에 크게 

기여한 수탁 사업으로는 <울산항 정박지 해저 장애물 

조사 및 실시 설계이용국>, <제주도 서측 해양 지질 탐사

정갑식>, <동중국해 ASIAEX 해양환경 연구허식>, <군산 부

근 해역 해저면 이상 물체 정밀 위치 확인이용국>, <해저 

배관 지역ROUTE 변경구간 지형 지질 조사이용국>, <KSRIII 

비행 시험 기체 인양을 위한 사전 탐사석봉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 사업의 대부분은 해저면 음향 영

상 탐사 분야를 응용하는 연구 사업이었다. 최근까지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는 사이드 스캔 소나  장비는 여

러 종류가 있지만, 정밀 조사에서는 여전히 우리 원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분야에 대

한 꾸준한 자체 개발과 축적된 탐사 기술력을 인정받

았기 때문이다. 

해양 지질 지구물리장비와 관련하여 2000년

에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 현안이 되었던 Y2K 문

제 해결을 위해 다량 보유하고 있던 Seabeam 2000, 

Gradiometer, Sidescan sonar, multichannel seismic 

system, deeptow 등 지구물리 관측장비의 대대적인 

소프트웨어 기능 향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

후 연구 사업 책임자 중심의 사업 수행에 따라 첨단 

기능의 해양 지질 지구물리 장비들이 도입되어 향후

의 사업 수행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특히 다

중빔 음향 측심기의 경우 수심 권역별로 장비가 확보

되었으며 첨단 ROV가 도입되어 지금까지의 간접적

인 탐사에서 벗어나 해저면의 변화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2.1.9.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2012.7~

2012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발족과 함께 특성화연

구본부 내 해양방위연구센터는 기존 학제 중심의 연

구 수행을 지양하고 해양에서 융합 과학 그리고 해양

방위에 필요한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조

직으로 탈바꿈하였다. 해양 지질, 해양 지구물리, 그

리고 수중 음향학 및 해양관측 장비 개발 분야와 이

와 관련된 전기, 전자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

하고 있는 해양방위연구센터는 기존에 수행하던 해

양 특성 조사 사업을 비롯하여 해역 방위와 항만 방

위에 필요한 항만 감시 체계 설치 환경, 원거리 감시 

체계 설치 환경, 수중 글라이더 핵심 기술 개발, 해양

탐사 관련 장비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 

2.1.10 열대자원연구 Tropical Resources Research 

한국해양연구원의 설립 이래 열대 해역에 대한 진출

은 1996년 2월 연구원과 남태평양 응용지구과학위원

회South Pacific Geoscience Commission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주요 내용은 해저광물자원 

공동 탐사와 자료ㆍ인력 교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8년 4월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 시 해양 

전진 기지 개발을 통해 해양 경제 영역을 확장해 나

가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남태평양에 해양과학공

동연구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남태

평양에 대한 해양개발 계획의 목적은 새로운 국제 해

양 질서에 따른 해양 분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해

양 활동의 세계화 거점 확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

한 주요 광물자원과 식량자원의 공급원 확보, 그리고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와 해양 관할권 협소화에 따른 

새로운 국토 개념 정립과 경제 활동 영역 확보를 담

고 있다. 또한 이 계획에서는 식량 또는 수산자원에 

대한 언급을 통해 이후 생물자원 연구 기반을 마련하

였다.    

 1998년 6월에는 대통령 업무 보고 후속 조치 사

항으로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치 추진 계획을 수

립하였다. 9월에는 센터 설립 적지 선정을 위한 현지 

조사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연구원 공동으로 미

크로네시아, 피지 등 남태평양 도서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미크로네시아 축Chuuk 주에 센

터를 설치하는 계획이 확정되었다. 이 지역은 지구

상 가장 양호한 참치 어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반미크로네시아 축주와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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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자원연구도 주변의 기상 현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해류의 

발원지로서 최근 엘니뇨, 라니냐로 인한 기상 이변과 

지구 기후 변화 연구의 최적지이다. 또한 열대자원 

연구의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해양자원이 부존된 지

역으로 21세기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주요 수산자

원과 해저광물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개발 유망 지역

으로 부각되었다.

1999년 한국해양연구원의 일반 사업으로 미크

로네시아의 축 주에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2000년 4월 연구원과 축 

주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어 2000년 5월 한

국 해양수산부와 미크로네시아 연방 정부 해양청 

간 「해양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

결되었다. 동시에 약 30평 규모의 연구실을 임차하

여 축 주에 태평양해양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개소식

을 가졌다. 비로소 본격적인 열대자원 연구의 기반

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01년 4월에 수립된  

<태평양 해양연구센터 운영 기본 계획>에 따라 생

물ㆍ수산자원 뿐 아니라 광물자원 개발, 기후 변화 연

구 등이 남서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생물자원 분야에서는 해양 생태계로부터의 신

물질 추출 연구를 비롯하여 열대 해양생물자원인 고

급 어종과 진주조개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는 연근해 해양생물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해외 생물자원 연구를 활성화 하

는 기반이 되었다. 이 센터는 설립 이래 지난 10여 년

간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남서태평양 국가들과의 

해양과학기술 관련 협력 체제를 강화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열대자원 연구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도 거둘 

수 있었다. 앞으로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태

평양해양연구센터는 열대자원 연구의 전진기지로서 

큰 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2.1.10.1 주요 연구 활동

열대자원 연구의 시작은 태평양연구센터의 설립과 

때를 같이 하였다. 1999년에 수행된 <남서태평양 해

양 자원 개발 조사>에서는 남서태평양 해양개발 전

략을 수립하고,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해양 관할

권 제도를 분석하였으며, 부존해양자원에 대한 자료

의 분석을 통해 자원량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미크

로네시아 축 주의 유용 생물자원에 대한 분석으로서 

축 주의 해양 생물상, 유용자원 현황, 유용자원의 생

태와 신품종 생산 기술에 관한 연구 기반을 조사하였

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2000년 5월 미크로네시아 연

방 축 주에 태평양해양연구센터가 설립됨으로써 본

격적인 열대 해양자원 연구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2000년 7월 당시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사업

으로 <남서태평양 해양생물자원 개발연구이순길>를 

수행하여 열대 생물자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

행되었다. 초기의 연구는 미크로네시아 축 환초 외곽

의 산호초에 대한 해양생물자원 조사와 흑진주조개 

종묘 생산 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연구는 

2006년까지 미크로네시아의 코스레, 폰페이, 얍 등

으로 연구 대상 해역을 확대하였고, 생태계 군집 구

조와 수산자원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2년부터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비로 수행된 <남

서태평양에서의 해양 및 대체 에너지 잠재력 조사 연

구권문상>에서는 남태평양의 태양광, 풍력, 해류ㆍ조류

를 이용한 청정 대체 에너지 자원 잠재력 조사를 주

축으로 대체 에너지 개발 적지 선정을 위한 해ㆍ조류 

측정 및 해양 생태 환경과 해저 지형 기초 조사를 수

행하였다. 기초 환경 조사 과정에서 축 주 웨노 섬 주

변의 생태 환경, 플랑크톤 분포와 조성, 산호초 지대

의 저서동물 분포를 조사하였고, 미생물의 종 다양성

과 신물질 잠재력에 대한 기초 조사도 함께 수행하였

다. 이는 열대 생물자원 연구의 기초를 닦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한국해

양연구원의 기본 사업으로 <남태평양 열대 해양생물 

소재 실용화 기술 개발연구박흥식>를 시작하였다. 이

로써 태평양해양연구센터는 비로소 해양과학의 전

진 기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미크로네

시아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열대 해양생물자원 연구

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과제를 통

해 흑진주조개에서 흑진주를 생산하는 연구가 시작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실험실

열대자원연구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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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되었다. 2006년에는 일본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최초로 흑진주를 생산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교육

과학기술부의 예산으로 <열대 도서생물로부터 생리 

활성 물질 추출 연구이희승>를 시작하여 다양한 형태

의 열대 생물자원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6년은 우리 

연구원의 열대 생물자원 연구가 크게 도약한 해였다.     

2007년에는 새로운 형태의 <남서태평양 해양생

물자원 개발연구이희승>가 시작되었다. 이는 미크로

네시아 현지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획 연구

와 해양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바이오 소재 개발연구

로 기존의 수산자원 조사 수준에서 벗어난 연구였다. 

그리고 같은 해 2년차에 들어선 <남태평양 열대 해양

생물 소재 실용화 기술 개발연구박흥식>에서는 고품

질의 흑진주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여 우수 연구 사례

로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어 2008년부터 3년간 프랑스 흑진주 전문 연구

소인 IFREMER와 국제 공동 연구 사업으로 <남태평양 

흑진주 생산 최적화를 위한 항체 개발 기술강도형 연

구>를 추진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흑진주조개의 모

패와 유생의 건강 측정과 관리가 가능해졌고, 난ㆍ정

자의 특이적인 다클론항체를 개발하여 번식량을 측

정하고, 기생충 감염도를 측정하여 흑진주조개의 건

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로써 흑진주조개를 효율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

해 안정적인 흑진주 생산 기술과 더불어 모패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흑진주 생산을 통해 열대 기반 해

양생물 산업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흑진주 생산 국가 간 국제 생물자원 관리 네

트워크를 구성한다면 흑진주 생산 기술력을 통한 신

뢰 구축으로 남태평양 국가와 또 다른 해양자원 개발 

공동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2008년에는 열대 생물자원 연구를 더욱 다양한 방향

으로 전개하였다. 새로운 과제로 <열대 해역 해양생

물 다양성 연구기반 구축배세진> 과제와 <남태평양 해

양연구 기지 부지 임차 및 건설 사업박흥식>, <해산 스

피룰리나의 생산 기술 개발 및 고부가 가치 사업 연

구개발강도형>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해산 스피룰

리나의 생산은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해산 미세 조

류의 대량 생산을 위한 기술력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

되었다. 이러한 미세 조류의 대량 생산 기술은 바이

오 디젤 생산 기술로 확대 발전되었으며, 기능성 물

질 추출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었다. 같은 해에는  

<남태평양 열대 해양생물 소재 실용화 기술 개발연구

박흥식> 사업과 <남서태평양 해양생물자원 개발연구이

희승>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2009년에 접어들면서 열대 생물자원 연구 과제는 

점차 대형화되었다. 2008년에 종료되었던 <남태평

양 열대 해양생물 소재 실용화 기술 개발연구>와 <남

태평양 해양연구 기지 부지 임차 및 건설 사업>은 장

기 기관 고유 사업인 <열대 태평양 기지 운영 및 기본 

연구 활동 지원박흥식>으로 확대 발전되어 안정적인 

열대자원 연구를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남서태평양 해양생물자원 개발연구>는 2년간의 기

획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해양생명공학 기술 개발 사

업으로 선정되어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 

기반 구축이희승> 연구로 발전되었다. 이 과제는 미크

로네시아를 벗어나 해외 해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

물자원을 획득하고, 국내로 반입하여 생물자원 연구

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작되었

다. 특히 국제적으로 해양생물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용 생물자원을 안정적

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열대 생물자원을 보

유한 국가와의 공동 연구 추진이 필수적이었다. 이

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디포네고로대학교2010.6, 필리

핀대학교2011.4, 베트남의 해양생화학연구소2011.3 등

의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

였다. 또한 열대 생물자원의 연구 경험이 많은 러시

아의 태평양생유기화학연구소2010.9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의 체결과 더불어 열대 해역생

물 공동 탐사, 공동 연구 논문 작성, 공동 국제 심포

지엄 개최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 교류가 이어져 해

양생명공학 분야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010년 시작한 <적도 태평양 연구 인프라 구축 사

업권문상>은 2012년 미크로네시아의 축을 포함한 열

대 해역에서 생물자원뿐 아니라 해양 지질, 해양 화

채집된 열대 해양생물

열대 해양생물로부터 분리된 대표적인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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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 조사와 인문 사회 과학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앞으로 이 사업은 열대의 

해양과학 연구 영역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2013년 현재 열대자원 연구는 기관 고유 사업인 

<열대 태평양기지 자원생물 생산 및 기본 연구활동 

지원박흥식>연구와 <적도 태평양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권문상>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해양생명공학 기

술 개발 사업인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 기

반 구축이희승>연구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해

를 거듭할수록 연구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2013년 3월에는 남서태평양 해양연구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괌대학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열대

생물자원 연구의 대상 해역 또한 미크로네시아로부

터 피지, 팔라우, 인도네시아를 넘어 인도양으로 확

대하고 있다. 

해양연구소의 설립 이후 해양자원 연구는 한반도 

연근 해역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2000

년을 전후로 시작된 <남서태평양 해양자원 개발 조

사>, <남서태평양 해양생물자원 개발연구>, <남서태

평양에서의 해양 및 대체 에너지 잠재력 조사 연구>

는 비록 연구의 규모나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지

만 한반도 해역에 머물던 연구의 영역을 열대 해역으

로 넓히는 개척자 역할을 하였다. 부족한 인력과 연

구 장비로 인한 어려움과 해외라는 문화적, 지리적으

로 낯선 환경 속에서 오로지 우리나라 해양과학의 발

전을 위해 노력하였던 연구원들이 있었기에 열대자

원 연구는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초기의 생물자원 조사와 흑진주조개 종묘 생산 

연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 발전하여 흑진주 생산, 

스피룰리나 생산, 생물자원 확보, 열대 해양 천연물 

연구 등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 년 동안 

열대 생물자원 분야는 연구 인력, 분석과 관측 장비, 

연구 성과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

였다. 연구 인력은 국내외의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

에서 훈련을 받은 해양생물학과 생명과학 분야 전문

가들로 새로이 구성되었고, 이들의 전문 분야도 매우 

다양해졌다. 또한 연구 과제의 대형화와 더불어 다수

의 고가 분석 관측 장비도 갖추게 되어 연구 수준도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열대자원 연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함

으로써 해양생명공학 분야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지금은 국내의 대학과 관련

기관에서 인접 학문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열대자원 연구는 우리

나라의 해양 경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데 큰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태평양연구센터는 설립 이래 지난 10여 년간 안

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남서태평양 국가들과의 해양

과학기술 관련 협력 체제를 강화하였고, 이를 바탕으

로 열대자원 연구 분야도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

었다. 앞으로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태평양연

구센터는 열대자원 연구의 전진 기지로서 큰 몫을 담

당하게 될 것이다. 

2.1.11 해양관측기술ㆍ자료연구 
Ocean Observation Technology & Information Research

2.1.11.1 해양과학데이터

해양에서 과학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많은 노력과 비

용이 투입되는 만큼, 한번 수집한 해양 데이터를 공

동으로 활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해양과학

기술원은 매년 많은 연구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해양과학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수집된 해양 자

료는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수

집ㆍ관리가 필요하다. 연구원들이 생산한 해양과학 

데이터의 관리 기능은 그동안 국가 또는 기관 차원의 

정책 변화에 따라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유지되어 

왔다. 1995년 1월에 「해양과학 조사법」이 공포, 시행

됨에 따라 조직과 기능이 강화되었으나, 2000년대 중

반까지는 제한된 범위의 자료 관리 업무만 수행하였

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자료 관리를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필요한 자료 관리, DB 구축, GIS 구축 업무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는데, 해양과학데이터센터 구성원들은 

태평양해양연구센터의 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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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측기술ㆍ자료연구국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

료 관련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다.

•  KIST 부설 연구소 시대1973~1990

최초의 해양 자료 관리 업무는 1979년 2월, 연구소

의 도서와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자

료센터를 신설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해양자료

센터는 하부 조직으로 도서 담당과 자료 담당을 두는 

형태였으며 박사급 해양학 전문가를 주축으로 전산

과 도서 관리 담당자를 고루 갖추었다. 해양자료센터

는 센터의 고유 기능으로 연구소의 생산 자료 관리는 

물론 국가를 대표하는 한국해양자료센터KODC : Korea 

Oceanographic Data Center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국내 여러 해양 관련기관에서 생산되는 해양 자료를 

수집, 관리, 처리하고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

편 해양 자료 교환을 위한 국제적인 창구로서 미국 

WDCWorld Data Center와 NODCNational Oceanographic 

Data Center, 일본 JODCJapan Oceanographic Data Center 

등 외국 해양자료센터와 협력과 교류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연구소 내 한국해양자료센터

의 기능은 오래 유지되지 못하였다. 국가 정책, 혹은 

관련 부처와 기관의 의사 결정 변화에 따라 국립수산

진흥원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되는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81년 3월, 해양자료센터 조직이 

해체되고 명칭도 해양정보실로 변경되면서 그 주요 

기능이 변화되었다. 

해양정보실은 산하에 도서와 전산 담당을 두는 

체제로 1989년 중반까지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기

존의 해양 자료 관리 업무도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

에 없었다. 기존의 해양학 전문가들은 해양자료센터

의 해체와 함께 연구실 또는 대학으로 이직함으로써 

해양정보실 내에는 해양 자료 관리를 담당할 해양학 

전공자가 한 명도 없었다. 

더구나 1980년대 초에 VAX-11/780 전산시스템이 

도입, 운영되자 전산 전문가들은 전산 시스템 운영과 

이용자 서비스에만 전념하였다. 따라서 자료 관리 업

무는 자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몇 년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어 이 기간 동안 자료 관리 업

무는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나 1980년도 후반에 이르러 전산 시스템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양관측 장비의 현

대화와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해양 자료가 디지털 형

태로 수집, 관리됨에 따라 해양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

라 해양정보실 내의 전산 담당 파트에서 해양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Rdb/VMS라는 DB 관리 시스템DBMS : 

Database Management System을 이용하여 소규모의 DB

를 시범적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해양 자료의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선진 외국의 해양 자료 관리, 운

영 사례와 현황 등을 현장 출장과 문헌 조사 등을 통

해 조사, 정리한 <해양 자료 Database화 연구1987> 보

고서와 <해양관측 자료의 전산화 체제 연구1988> 보고

서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89년에는 

기술지원부 산하에 해양자료실이 정식으로 발족되

었다.

•  한국해양연구소 시대1990~2000

해양 자료 관리에 대한 연구는 해양자료실의 발족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초기에는 해양학 전문가가 부족

하여 기존의 전산 전문 인력으로 자료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박사급 연구원과 원급 해양

학 전공자를 추가로 충원하게 됨에 따라 차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집한 국내외 해양 자료를 정리

하여 텍스트 형태의 파일로 저장하고 디렉토리별로 분

류하여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뉴스레터 형태로 이용자들에게 공지하였다. 

또한 연구 부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발굴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하였으며 정리된 관련 자료는 파

일 형태로 사용자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한편, 교통부 

수로국현 해양조사원과의 공조를 통해 조석 자료 전산화 

작업도 추진하였다. 이러한 작업 결과는 <진해만 해양

관측 자료1980∼1983 정비 사업1991> 보고서와 <수로국 

조석 자료 정비 사업1991>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1995.4.12

해양자료센터와 자료 관리

실시간 관측 자료센터

자료품질검증 일반일

학계

산업계

데이터베이스

자료분석 : GIS가공

자료분석

무선

통신망

현장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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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그러나 연구소의 인력과 조직 운영 정책의 변화

로 인하여 약간의 공백기도 있었다. 자료 관리 전문

가의 파견 근무남극 세종기지 월동대장 근무와 박사급 연

구원의 타 부서 전출로 인하여 자료 관리 업무가 전

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나머지 직원 2

명도 타 부서당시 심해저탐사사업단로 파견 근무 명령을 

받아 약 1년간 자료 관리 업무는 공백 상태가 되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과학기술처는 1994년 초

부터 「해양과학 조사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법안의 

주요 제정 취지 중 하나는 해양 관련기관에서 생산된 

해양 자료를 관리하고 공개하여 정보 유통의 효율화

를 꾀하는 것이었다. 법 제정 과정에 우리 연구소의 

해양법 전문가, 해양학 전문가와 자료 관리 전문가가 

두루 참여하였다. 연구소는 이러한 법 제정 취지에 

발맞추어 해양자료센터를 부 단위 조직으로 설치하

고, 그 산하에 해양자료실, 기술정보실, 전산실을 두

는 조직 강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해양학 전

공자를 채용하는 등 해양 자료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자료 

관리 기능은 이때부터 비로소 정상 가동된 셈이다.

1995년도에 「해양과학 조사법」이 제정ㆍ공포되고 

7월에 동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연구소는 해양과

학 조사 자료의 생산기관으로서 자료 관리와 제공 기

능을 강화하고 당시 과학기술처에서 지정했던 해양 

자료 관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일련의 기능을 정

립하고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관측 자

료 발굴을 위한 <해양과학 조사 자료의 발굴 및 서비

스 개발남기수>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일차적으로 그 

대상을 <황해 자원도 사업1982∼1986>과 수로국의 해

양조사 자료로 정하였다.

1996년도에는 「해양과학 조사법」을 성실히 이행

하고 해양과학 조사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 연구소 내부에 「해양과학 조사 자료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자체 Inventory 

포맷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자료실의 기능, 추진 업무

와 보유 자료를 대외에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홈

페이지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한반도 주변 조석 조

화 상수 자료집1996』, 『황해 자원도 사업1982, 1986 자

료집』, 『남해 자원도 사업1986, 1991 자료집』을 발간하

였고, 『인공위성 영상 자료집CDROM』도 제작하였다. 

또한, 인공위성 수신 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이관 받으

면서, 노아NOAA 위성 해수면 온도 자료를 수신, 처리, 

서비스하는 업무를 시작하였다. 

1997년에 수행한 <해양과학 조사 자료 센터 운영 

사업강해석>에서는 대한 해협 자원도 사업의 자료를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같은 해 해양수산

부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해양자료ㆍ정보의 공동 활

용 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 설계 사업강해석>을 수행하

면서, 국가 차원의 해양 정보 공동 활용 방안도 제시

하였다.

1998년에는 해양자료실이 전산경영실의 전산 시

스템과 네트워크 운영 부문, 원격탐사실의 인공위성 

수신 자료 관리와 서비스 부문을 통합하는 형태인 해

양데이터운영실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부 조직인 해

양자료ㆍ기기센터가 해체되면서 선임연구부장 산하

의 조직으로 재편성되었다. 또한 연구 부문 연구 사

업 참여를 통해 확보한 실시간 해양 자료 관리 기술

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전 지구 해양관측 시스템

NEARGOOS의 실시간 해양 자료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에는 연구소의 정책 결정에 따라 해양데이

터운영실이 PBS연구 과제 중심 운영 체제 적용 부서로 전

환되었다. 즉, 일상적인 업무로 분류되는 전산 시스

템 및 네트워크 운영, 인공위성 수신 자료 관리와 서

비스 부문을 제외한 해양 자료 DB 구축과 서비스 시

스템 개발 부문은 담당 인력이 사업 수행 또는 지원

을 통해 인건비를 확보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정보화 사업을 비롯하여 연

구 부문의 R&D 사업에 다수가 동참하였으며 이를 통

해 인건비 확보율 100%를 무난히 달성하였다.

•  한국해양연구원 시대2000~2012

2000년 6월의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의 해양데이터

운영실은 데이터운영팀으로 재발족되었다. 팀의 기

능도 해양 데이터ㆍ정보 DB 구축, 운영 및 제공, 연구

원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인공위성 수신 시스템 운

NEAR-GOOS 5차 협력회의, 2000

NEARGOOS 실시간자료 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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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측기술ㆍ자료연구영 및 정보 서비스 등 3부분으로 조정되었다.

해양 데이터ㆍ정보 DB 구축, 운영 및 제공 업무에

서는 해양과학 연구에 필요한 최신 정보 관리 기술을 

축적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여 연구에 적용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실시간 해양 자

료 관리, DB 구축, 해양 자료 가시화, 해양 GIS 구축 

등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과 응용 시스템 개발에 주력

하였다. 이를 위해 선진 해양 관련기관 방문, 외부 전

문 교육기관의 공개 과정 수강, 자체 세미나 등을 통

해 관련 기술을 습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

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여러 건

의 연구 사업ㆍ용역 사업을 위탁받아 성공적으로 수

행하였으며, 타 연구 부서가 주도하는 국가 연구개

발 사업에도 매년 15건 이상 참여하여 정보 관리, 정

보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데이터운영

팀은 해양환경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국가 연구개

발 사업인 <해양환경 정보 시스템 개발최현우>을 2001

년부터 2005년까지 수행하면서 해양환경 포털 서비

스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 5년간 해

군 사업인 <해양 특성 조사해양 정보 DB 구축김성대>

를 수행하면서, 국내외 해양 자료와 해군 보유 자료

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DB를 구축하여 해군

에 성공적으로 이관하였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데이터운영팀에서 운영한 동북아시아 전 지구 해양

관측 시스템NEARGOOS의 실시간 해양 자료 서비스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의 해양 자료 서비

스로 자리 잡았으나, 2009년 1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해당 업무가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이관되었다. 

연구원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업무에서는 매년 

메뉴, 디자인, 기능과 내용을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

하였으며, 홍보팀 등을 비롯한 여러 부서와 협조 체

계를 통해 꾸준한 정보 업데이트를 진행하였다. 매년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홈페이지 인터

페이스를 강화하고 검색과 게시판 기능을 추가로 설

치하였다. 또한 애니메이션 기술을 적용한 사이버 해

양과학 홍보관과 해양조사선 관람 기능을 추가하여 

청소년 등 일반 국민들도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공위성 수신 시스템 운영 및 정보서비스 업무

에서는 노아NOAA 위성으로 측정되는 해수면 온도

를 매일 수신하고 자료를 처리하여 연구자에게 서비

스하였다. 2002년도에는 1995년 이후의 모든 인공위

성 자료를 수치 자료화 하였으며, 주간 평균 자료를 

정기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생산된 자료는 인

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자료를 쉽게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에는 노후화된 

인공위성 수신 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업그레이드하

였으며, 2006년에는 인공위성 관련 연구 업무 강화를 

위해 데이터운영팀의 업무를 해양위성단으로 이관

하였다.

2008년 6월에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 데이터운

영팀이 해양자료팀으로 부서명이 변경되었다. 이후 

2011년 6월의 조직 개편에서는 기존의 자료정보실이 

해체되면서 해양자료정보사업단으로 독립되었다. 

2009년에는 홈페이지 관련 업무가 홍보팀으로 이관

되면서, 해양 자료 관리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에 적립금 사업의 일환으로 <GIS 기반 

해양 GIS 주제도 모음

한국 해양생물 지리정보시스템(KOBIS)

 KOBIS의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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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해양 자료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구본관, 김성대> 사업

이 시작되면서 자료관리 업무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 동안 연구 사업 수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원 내 자료를 수집하던 방식에서, 연구 사업 종료 후

에 연구 책임자가 해양자료팀에 자료를 제출하는 방

식으로 자료 관리 업무를 조정하였다. 「해양과학 조

사 자료 관리 규정」이 개정되면서 자료 제출이 명문

화되었으며, 해양자료팀에서는 자료 제출 요청, 수

집, 점검, 관리 업무를 정례화하였다. 더불어, 해양

자료팀이 보유한 해양 자료, 관련 메타데이터, 원외 

수집 자료를 원 내에 서비스하는 ‘KORDI 해양 자료 

포털’을 개발하였다. 2008년 후반부터는 국제 해양

생물 지리 정보 시스템OBIS의 우리나라 노드node, 지

역 센터 역할 인 코비스KOBIS: Korea OBIS를 운영하기 시

작하여 국내 학회지, 도감, 보고서 등에 수록된 해양

생물 출현 정보를 수집하여 DB화하였으며 GIS 정보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2009년에 시작한 국토해양

부의 <해양영토 관리 통합 DB 구축김성대> 사업을 수

행하면서는 해양 경계획정 관련 과학 조사 자료의 통

합 DB를 구축하고 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20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출범하면서 해양과학데이터

센터로 부서가 확대ㆍ개편되었다. 기능도 확대되어, 

기관 생산 자료 관리 강화와 함께 해양연구자 대상

의 해양 정보 제공 서비스에 주력하게 되었다. 기관 

출범과 함께 새로 개편ㆍ제정된 「해양과학 조사 자

료 관리 규정」에는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벌칙 조항

이 신설되었다. 또한 연구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자

료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한 자료 요청, 수

집, 검증, 재요청, DB 입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

존 ‘KORDI 해양 자료 포털’을 ‘KIOST 해양 자료 포

털’로 개편하면서 원외 서비스 기능도 대폭 강화하

였다. 해양연구자들이 공통으로 많이 사용하는 우리

나라 주변 해역에 대한 국내외 해양 자료를 수집하

여 배포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모두 200만 건

의 수온 염분 프로파일 자료와 1,500세트의 인공위

성 자료를 DB화하여 해양 자료 포털을 통해 원 내외

에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 관측 자료를 재분석

하고 가공하여 해양과학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한 동

북아 수온 염분 자료 세트, 새만금 해양환경도, 해양

생물 종 목록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신설하

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매년 많은 연구 사업을 수

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해양 데이터가 생산

되고 있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기관의 중요한 무

형 자산인 해양과학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기관과 

자료 관리 부서, 개별 연구원의 노력에는 많은 아쉬

움이 뒤따랐다. 해양 자료의 지속적인 축적과 공동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모든 연구자들이 공감하고 있

으나, 자료 공유를 위한 개별 연구자들의 실제적인 

협조는 매우 부족했다. 기관 차원의 업무 우선순위에

서도 해양 데이터 관리는 항상 뒤로 밀려 나 지원이 

모자랐으며, 조직과 인력의 변경도 많아 장기간에 걸

친 계획 수립과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자들의 인식 변화로 제대로 된 자료 관리 업무

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체계적인 자

료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자료 수

집ㆍ관리 체계 구축, DB 구축, 정보 서비스 등이 추진

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한 정상적인 자료 관리 업무

도 곧 확립될 것이다.

2.1.11.2 기기검교정ㆍ분석

•  KIST 부설 연구소 시대1973~1990

설립 초창기는 해양관측 기ㆍ장비의 보유 대수가 적

었고, 인력과 관측 기술, 검정ㆍ교정 기술 등도 미천한 

시기였다. 이때 해양관측 기ㆍ장비는 외국의 지원과 

차관 자금을 통해 도입되기 시작했다. 특히 해양관측 

기ㆍ장비의 괄목할 만한 확충은 UNDP 지원자금1,97만 

6,000달러, 1973~1991을 통해 이루어졌다. 1980년도에 

시작된 UNDP 2단계 사업ROK/80/002에서 해류계RCM, 

수압식 조위계WLR, 부이식 파고계Waverider Buoy, 탄

성파 탐사장비Uniboom 등이 확보되었고, 이에 힘입

어 현장 관측기술과 자료 처리 분석 능력이 크게 향

KIOST 해양자료 포털

연구활용 Web-GIS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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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측기술ㆍ자료연구상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취득한 해양관측 자료의 결

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해양관측 기ㆍ장비의 효율

적인 운용을 위해 UNDP 3단계 사업ROK/82/011에

서는 연구소 보유의 해양관측 기ㆍ장비에 대한 검

정과 교정이 시작되었다. 정밀 염분 측정용 기준기

AUTOSAL 외 검정과 교정용 기준기 11종을 구입하여, 

해양관측 기ㆍ장비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

다. 1987년 5월 이후 연구소가 신축 건물로 이전하면

서 염분, 온도 등의 검정ㆍ교정시설을 설치하였다. 이

는 연구소 내 해양관측 기ㆍ장비에 대한 검ㆍ교정 업무

를 수행하게 되는 기틀이 되었다.

해양관측 기ㆍ장비의 정밀ㆍ정확도 유지는 1980년

대 후반 특별 외화 대출 자금1988~1989으로 검ㆍ교정 

장비와 전자 계측 기기를 확충함으로써 더욱 진전되

었다.

•  한국해양연구소 시대1990~2000

이 시기의 해양관측 기ㆍ장비의 검정ㆍ교정 업무는 당

시 「해양개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01호」 제5조

에 의한 해양 기기 검ㆍ교정 전문 기관의 육성의 필

요성과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13929호」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한국해양연구소는 

계량 계측에 사용되는 연구소 보유 장비뿐만 아니라 

해양 관련기관이 보유한 장비에 대해서도 검정과 교

정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한국해양연구소는 1990년에 온도 분야를, 1994

년에는 압력 분야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국가 교정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아 관련 분야 교정을 수행하였

다. 염분, 파고, 수밀압 분야는 국내에 국가 표준이 확

립되지 않아 국제 표준에 맞춰 자율 교정을 수행하였

다. 이로써 한국해양연구소는 해양관측 기ㆍ장비의 

전문 교정 기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  한국해양연구원 시대2000~2009.6. 센터 발족 전까지

2000년대 이후에는 해양관측 조사가 더욱 활발해 지

고, 대내외적으로 선진 해양 관련 기관과 국제적인 

공동 해양연구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해양관측 조사 

자료의 품질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졌다. 여러 가

지 새로운 해양관측 장비가 개발되어 사용되기 시작

하고, IT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현장에서의 

관측 자료 취득과 처리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획득되

는 자료의 양도 급증하였다. 하지만, IMF 구제 금융

의 여파로 새로운 검정ㆍ교정용 기자재 도입이 지체

되었으며, 자료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검정ㆍ교

정 분야에 대한 투자는 미흡했다. 

산업자원부가 1999년 제정한 「국가 표준 기본법

법률 제5390호」에서는 교정 분야에 대한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다. 기본법의 제정 목적은 국가 간 상호 인

정하는 교정 제도를 확립하고, WTO 체제에서 국제 

기준에 맞춰 국내 교정 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

함이었다. 그동안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관측 기ㆍ장

비의 검정과 교정 서비스를 통해 관측 자료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노후

한 환경시설을 개선하고 적정 인원과 교정용 기준기

를 갖추어야 하는 새로운 법 규정에 부합하기는 어려

웠다. 결국 2001년 4월 7일부로 대외 교정 업무가 중

단되었으며, 해양관측 기ㆍ장비에 대한 원 내 교정 서

비스로 업무가 축소되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2009.6.~2012.6. 센터 발족 후

해양관측 조사 자료를 정책 의사 결정 자료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자료의 신뢰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

러한 국내외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토해양부

기기실 검교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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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CTD 시스템의 교정 (온도)

조위계의 교정 (압력)

기준물질 제조를 위한 해수 멸균

는 2008년 2월 해양환경 관리법 개정시 「해양환경 측

정ㆍ분석기관의 정도 관리」규정동법 제12조을 신설하

였다. 이에 근거하여 해양오염 영향 조사기관, 평가 

대행자, 국가 예산으로 해양환경에 대하여 측정ㆍ분

석을 수행하는 기관은 매년 측정ㆍ분석 능력을 평가 

받고, 교육과 자료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등 정도 관

리 체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연구원 내에서 해양관측 자료의 품질 관

리는 연구자 개개인에게 책임이 부여되었다. 그러

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자료와 정보의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2009년 6월, 기기검교

정ㆍ분석센터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기기검

교정ㆍ분석센터가 정식 부서로 조직을 갖추게 된 것

은 연구원의 규모가 커지고, PBS의 영향으로 해양관

측 자료의 생산 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자료와 정보

의 품질을 보증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

었다. 한국해양연구원이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해

양연구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측의 양보

다 질을 높여야 했다. 

기기검교정ㆍ분석센터가 발족된 또 다른 이유는 

원 내 인력 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술 이전 체계의 붕

괴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설립 초기와

는 달리, 설립 후 30년이 경과하면서 연구자들의 연

령 구조가 역 피라미드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 현장

에서의 해양관측 조사와 실험실 내 분석 실험과 같은 

실질적인 자료 생산을 비정규직 직원들이 맡게 되면

서 자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

한 과거 자료 생산자였던 책임 연구원, 책임 기술원

들의 노하우가 젊은 연구원이나 비정규직 연구원들

에게 이전되지 못하여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되었다. 

향후 10년 동안 정년퇴직이 진행된다면,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 노하우가 사장되어 막대한 손실과 기술 

수준의 후퇴가 우려되었다. 때문에 기기검교정ㆍ분석

센터가 발족되어 원 내에 축적되어 있는 기술과 노하

우를 문서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존하는 업

무를 맡게 되었다. 더불어 교육 훈련을 통해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책임도 맡게 되었다.

그동안 PBS에 따라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프로

젝트를 수행하면서 관측 장비와 분석 장비를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이런 이유로 장비의 검정, 교정이 미

흡하고, 해양관측ㆍ조사ㆍ분석 장비와 같은 연구자원

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많

은 수의 연구 장비를 보유하게 되었지만, 공동 활용

이 잘 되지 않아 중복 구매 등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사례가 증가하였다. 기ㆍ장비의 유지 관리, 검정, 교

정, 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여

러 불편을 초래해 왔기 때문에, 한국해양연구원의 미

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직을 신설하여 장

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기기검교정ㆍ분석센터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전 

예방적 자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

다. 해양관측기장비사용자협의회가 조직되었으며, 

자료와 정보의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인식을 제고하였다. 또한 표준 운영 절차서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SOPs를 작성하게 하여, 해양관

측ㆍ조사ㆍ분석 과정의 표준화를 꾀했다. 사용자협의

회는 원 내에서 수행되는 각종 해양관측 기법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서를 작성, 검토, 승인하고 이를 지속

적으로 갱신할 뿐만 아니라 해양관측 기술 수요를 파

악하고,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

였다. 

기기검교정분석ㆍ센터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조사기관 인증을 받기 위하여 대상 실험실에 대해, 

품질 문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 숙련

도 시험과 현장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 비교 실

험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품질 관리 역량 강화에도 

주력하였다.

한편, 현장에서 사용되는 해양관측 기기의 교정을 

위하여 안산 본원 제2연구동 1층에 해양관측 기기 교

정 시설을 구축하여 2011년 하반기부터 CTD 센서 교

정을 시작했다. 이로써 그동안 외국의 장비 제조사에 

교정을 의뢰해야만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다.  

기기검교정ㆍ분석센터에서는 2011년부터 센서의 

검정과 교정, 분석 실험의 정도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기준 물질reference material 개발에 착수했다. 균질성과 

안정성 시험을 거친 염분 측정을 위한 기준 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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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발하여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국제원자력기

구 해양환경연구소IAEA/MEL와 공동으로 미량금속 분

석을 위한 해양 퇴적물 표준물질을 개발했다. 기기검

교정ㆍ분석센터에서는 영양 염류에 대한 국제 실험실 

상호 비교 시험에도 참여하여 우리의 해양 시료 분석 

능력이 세계 수준에 비하여 뒤지지 않음을 확인하였

다. 개발된 기준 물질은 국내 분석 수행 기관에 배포

되어 숙련도 시험에 사용되고 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2012.7.~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범과 함께, 기기검교정ㆍ분석

센터는 해양관측기술ㆍ자료연구본부에 귀속되었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해양관측 장비의 교정과 검정, 정

도 관리, 장비의 통합 운영 지원, 새로운 관측 기법의 

개발, 교육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등 품질 관리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기기검교정ㆍ분석센터

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갖는 해양관측 자료

의 생산을 목표로 원규와 지침을 개정하는 등 확고한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한국인정기구의 문서 심사와 현장 평가를 

받아, ISO/IEC17025에 따른 국제 공인 교정기관으로 

인정온도와 압력 분야을 받았다.

한편, 안산 본원의 부산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해

양과학기술원 보유 장비ㆍ시설의 활용 효율을 극대화

하고 해양관측 기술을 전략 산업화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연구 장비의 투자 효율성과 공동 활용을 

극대화하여 연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

구 장비의 구입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활용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 체계

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기검교정ㆍ분석센터

는 원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전 주기적 관리 체

계를 구축하고, 해양관측 장비의 중앙 보관ㆍ관리 시

스템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한 새로운 고부가 가치 해양관측 장비와 센서

의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 분야 간 협력을 통해 사용

자와 개발자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제품 기획, 디

자인, 설계, 제작, 시험, 마케팅 등 상용화를 지원하

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2.1.11.3 5000톤급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

•  건조 추진배경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는 전 지구적 규모의 해양과

학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사

업이다. 녹색성장을 위한 자원과 에너지 확보, 전 지구

적 기후 변화 규명, 안전 해로 확보 등을 위한 연구는 

대양 해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10년 4월, 이

를 위한 전담 조직으로 종합연구선건조사업단이 정

식으로 출범하였다.

건조 중인 연구선은 해양과학과 해양학 연구를 

위한 다목적 해양과학연구선을 뜻한다. 해양과학연

구선은 해양을 관측ㆍ조사ㆍ연구하는 특수 목적의 선

박으로 수로 조사선, 음향 조사선, 어업 조사선, 쇄빙

선, 시추선을 포함한 특수 전문 선박 등은 제외된다. 

최근 국가별로 5,000톤급 이상의 대형 해양과학 

연구선 건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양 환경을 둘러싼 전 지구적 관심이 증가하고 해양

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우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원으로 망간단괴, 망간각, 해저열수광상 등 태평양과 

인도양에 부존하고 있는 심해저 광물자원을 확보하

고 상업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과, 해양생물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

바이오 산업의 시장 선점 등 기초 응용 단계의 해양

기준물질 병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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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자원 개발도 상업화 단계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 현상의 가속화, 해양 산성화 심

화와 급격한 기후 이상 등 최근 100년 이내에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전 지구적 해양기후 변동과 기상 이변 

등도 대양 해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주요 연구로써 국

가별로 대형 연구선 건조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처럼 해양환경 변화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와 건강한 지구

의 유지에 직결되는 문제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기 위해서는 집중적이고 광역적인 해양과학기술 인

프라를 조기에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해양과학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전 

지구적 장기 변동 연구를 기반으로 한 해양과학 연구

가 경쟁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1994년 UN해양법 발효 이후, 해양 관할권 

확보와 해양에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 패러다임의 전

환을 위해 해양연구는 국가 간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

다. 자원과 지식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대양

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해양과학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약 40%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ㆍ상대적 

투자 미흡으로 미래 핵심 분야인 자원 개발, 해양생

명공학과 해양기후 변동 연구 분야에서 격차가 벌어

지고 있다. 일례로 선진 해양 강국들은 기존에 보유

하고 있는 연구선을 최첨단 시스템으로 대체하거나 

새로 건조하는 계획을 경쟁적으로 수립 또는 추진 중

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종합 대양 연구를 단독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인 3,000톤급 이상의 연

구선 조차 전무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

는 중국도 3,000톤급 이상 해양 과학 연구선 10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8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써 이들 국가는 자국 관할권은 물론 대양에서의 해양

자원, 에너지 확보를 넘어 기후 변동과 전 지구적 생

명사 규명 등 기초·응용·상용화 단계의 해양과학 

연구를 입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세계 해양에는 해양과학연구선 약 780여 척

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외양 규모Ocean Class 

연구선은 141척, 대양 규모Global Class 연구선은 173

척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연구선은 

중간 보급 없이 장기 해양 조사와 현장 분석이 가능

하다. 또한 유ㆍ무인 잠수정, 근접 해저면 탐사 시스

템, 정밀 지구조 분석 시스템, 해저 시추 시스템과 위

성 통합 해양관측시스템 등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첨단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확보하고 운

영하는 국가들은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성과 확대를 

위해 국가 간 연구협력을 하기도 한다.

•  건조사업 기획연구 및 예산타당성 검토

현재 국내 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조사선과 연

구선은 모두 27척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3척,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1척, 국립수산과학원이 16척, 

국립해양조사원이 7척을 보유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연구선 대부분은 1,000톤급 미만의 연안 조사선이

다. 이보다 큰 규모의 근해 조사선으로는 국립수산과

학원의 탐구1호2,180톤,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2000

호2,533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탐해2호2,085톤 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온누리호1,422톤 등 4척이 있

을 뿐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온누리호만이 동태평

양,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심해저 광물자원 광역 탐

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잠수정 활용 

연구와 근접 해저면 탐사 시스템, 환경 충격 시험 등

의 연구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대양으로 접근하는 데 

취약한 약점이 있다. 더구나 연구선이나 장비의 부족

으로 대양으로 접근성은 더욱 떨어진다. 이를 극복하

고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60일 이

상 악천후 해황 아래에서도 운항하여 조사ㆍ연구를 수

행할 수 있는 5,000톤급 이상의 연구선 확보가 필수적

이다. 그 정도 규모면 질적인 면에서도 만족스러운 수

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바다 위의 연구소라 할 

만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07

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두 차례에 

걸쳐 <대형 해양 과학 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 연구대

형 해양 과학 연구선 건조 사업 기획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러시아 선적의 내빙연구선 유스모지올로기아호

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의 해양연구선

미국 스크립스해양연구소의 해양연구선

영국 사우스햄튼해양과학센터 소속 조사선 제임스쿡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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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측기술ㆍ자료연구기획 연구는 2008년 4월부터 8월까지 한국개발연구

원KDI이 주관한 대형 해양 과학 연구선 건조 사업 예

비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수많은 관계기관과의 협

의와 사업 설명,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이후 

2008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에 기획 연구 결과를 최

종 보고하고 2009년 9월 대형 해양 과학 연구선 건조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였다.

•  전담조직 발족 및 건조 로드맵 마련

국내 연구기관의 조사선, 연구선 보유 현황(대수)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1,000톤급
이상

1
(온누리호, 1,422톤)

1
(탐해2호, 2,085톤)

1
(탐구1호, 2,180톤)

1
(해양2000호, 2,533톤)

1,000톤급 
미만

3 1 16 7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 ·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이미지로 본 해양연구선

2010년 4월 종합연구선건조사업단이 새롭게 발족하

면서 대형 해양 과학 연구선 설계와 건조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사업단의 인력은 총괄, 연구 장비, 운

영 지원 담당으로 세 명이 원 내에서 차출되었으며, 

설계와 건조 전문가는 외부에서 영입하였다. 여기에 

지원인력 한 명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총 5인으

로 구성되었다.

사업단은 2010년 6월부터 11월까지 종합 연구선 

건조 입찰 요청을 위한 기본 설계 용역을 발주, 시행

하였다. 2010년 6월에는 연구선 건조를 위한 실무위

원회설계와 건조분과, 연구선 활용과 운영 분과, 연구 장비 분

과와 원 내외 20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

였다.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는 유럽과 일본 등 세

계 유수 선진 연구선의 기능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선진 연구선 벤치마킹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대양 연

구 규모의 연구선 사양과 기능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2011년 2월에는 대양에서의 지구 기후 변화, 심

해저 광물과 생명자원, 해양 정보 획득 연구를 위한 

세계 최첨단 해양 과학 연구선가칭 KNRV5000의 각 추

진 단계별 상세 건조 로드맵이 완성되었다. 이로써 

34개월에 걸친 세부적인 공정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설계ㆍ건조 로드맵에는 초기 단계

의 개념 설계가 실시되어 설계 사양 검토와 각종 성

능 추정과 함께 건조 입찰을 위한 설계도면일반 배치

도, 중앙 단면도, 기관실 배치도, 선도, 주요 연구 장비 배치도 

등, 향후 활용 계획에 부합되는 건조 사양서안, 건조 

사양서안에 따른 건조비 추정 총괄서, 입찰 제안 요

청서, 건조 계약서, 감리 용역 계약서 등 건조 입찰

과 감리 용역 입찰에 필수적인 일체의 서류가 포함

되었다. 연구선의 운영과 활용 방안은 연구선 설계 

방향과 장비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때문에 연

구선의 선속, 항해 일수, 소음과 진동 수준, 연구 장

비 설치 등에 관한 세부 사양은 연구선 활용 계획, 실

무ㆍ자문위원회 결과, 설문 조사와 국내외 연구 동향 

파악 등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  총사업비 조정 및 입찰 요청서류 준비

당초 기획 연구와 예산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 연구선의 설계ㆍ건조 예산은 962억 원이었다. 

그러나 기본 설계 용역을 통해 산출된 예산 내역은 

그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약 1,148억 원으로 나타났

다. 또한, 소요 예산과 관련하여 해외 벤치마킹 당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건조되어 활동 중이

거나 현재 건조가 진행 중인 동급 규모 내지 좀 더 큰 

조사선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1,300억 원 내외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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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2

월 건조사업단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기획재정

부에 사업비 조정을 신청하였다.

이후 사업비 조정에 필요한 인건비, 자재와 물가 

변동 등의 반영, 장비 규모와 우선순위 조정, 감리비 

조정, 사업 관리 수수료 반영 등 각종 항목의 예산 내

역과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

친 설명, 자료 보완과 검토,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11년 12월 초에야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졌다. 조

정 결과 사업비는 예산 타당성 검토 당시에 비해 약 

105억 원이 증액된 1,06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항목

별로는 건조비가 기존보다 약 82억 원이 증액된 986

억 원, 감리비가 약 11억 원 증액된 22억 원으로 책정

되었고, 새로이 약 45억 원의 사업 관리 수수료가 반

영되었다.

한편, 국제 입찰을 위해 조달청에 요청할 제반 서류 

준비 작업이 사업비 조정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

와 함께 국제 입찰 시 적용되는 국가 계약법, 계약 관

련 규정과 기준, 회계 예규 등에 대한 검토 작업도 이

루어졌다.

•  국제입찰 요청,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사업비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011년 

12월 조달청에 실시 설계와 건조를 위한 국제 입찰 

요청을 접수하였다. 입찰 방식은 설계, 건조, 연구 장

비의 도입과 설치가 조선소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일괄 수주 방식으로 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으로 추진되었다. 

입찰 추진 과정은 사전 규격 공고를 통한 해당 조

선소로부터 이의 신청 접수와 조정, 입찰 공고, 제안

서 평가와 가격 개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협상 실

시와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되었다. 국내에서 3개 조

선소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STX조선해양, 외국에서 1개 

조선소스페인의 Freire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 능력 평가 80점기술 능력 주

관 평가 60점, 건조 실적 등 객관 평가 20점, 가격 평가 20점

의 배점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기술 능력 주관 평

가는 조달청 주관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

단이 실시하였고, 객관 평가는 수요 기관에서 조사선 

사업 단장과 관계자 2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실시

하였다. 종합적인 평가 결과 현대중공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STX조선해양, Freire가 차순위 

협상 대상자로 결정되었다. 아쉽게도 한진중공업은 

기술 능력 평가에서 탈락되었다.

협상은 수요 기관과 협상 상대자가 각각 협상 대

표단을 구성하여 이뤄졌다. 대표단은 여러 차례 모

임을 갖고 제안서를 중심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 조

선소가 제시한 기술 내용 또는 해결 방안을 검토, 확

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건조되는 선박이 연구

선인 만큼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조사, 운용 시

나리오를 기반으로 요구되는 상황과 이에 따른 문제

점 발생 여부, 성능 조건 등이 핵심 사항으로 검토되

었다.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협상 결과 우선 협상 대

상자인 현대중공업이 적절한 기술 능력을 제시하지 

못하여 탈락하였고, 차순위자인 STX조선해양이 성공

적으로 협상을 타결시켜 계약 상대자로 선정되었다.

•  계약 체결 및 이후의 추진계획

2012년 12월 STX조선해양과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

다. 이로써 본격적인 연구선 설계와 건조가 진행되

었다. 설계는 모형 시험 등을 거쳐 선형 및 선저 센서 

배치 방안 등이 확정될 예정이며, 약 1년에 걸쳐 기본 

설계 마무리와 실시 설계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36개월간 본격적인 건조 작업 공정이 

진행된 후, 2015년 12월 초 수요기관에 인도될 예정

이다.

국내 조선소는 상선 등 다른 선종에 대해서는 그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검증되었다. 그러나 

연구선 설계와 건조 경험은 아쉽게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약 상대자인 STX조선

해양은 모형 시험을 외국의 유수 전문기관에 의뢰하

고, 설계와 건조의 전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외국의 전문가들로 워킹 그룹을 구성하여 기

술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STX조선해양은 건조되는 

연구선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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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측기술ㆍ자료연구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모두 계약 조건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 

•  건조 이후의 활용 및 운영전략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건조되는 대형 연구선은 앞

으로 전 세계 대양을 누비며 기후 변화 연구, 해양자

원 연구와 탐사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연구선은 스마트·그린 연구조사선을 지향함으

로써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선들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없는 성능과 능력을 갖추

게 될 것이다. 또한 최신 연구 장비와 연구 보조 시설

을 갖춰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움직이

는 연구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한편, 오랜 숙원이던 대형 연구선이 건조되면 우

리 연구원이 보유한 선단 규모가 대형화되는 만큼 기

존 운영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과 운영 인프라

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기획 연구 

수행 등의 방식을 통해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시스템

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설계중인 대형 조사선의 가상도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건조계약 체결식,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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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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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운송연구

2.2.1 해양운송연구 Marine Transportation Research 

해양 운송 분야의 연구 조직은 1973년 선박해양플랜

트연구소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선박연구소로 

설립될 당시 함께 설치된 저항추진연구실이 시초였

다. 현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4개 연구부 중 그 

뿌리가 가장 깊으며, 그만큼 조직이나 부서의 변화도 

많았다. 

선박연구소와 해양연구소가 통합되어 선박해양

연구소가 설립되었던 1976년에는 선박연구 담당 부

소장 산하의 저항추진연구실로 개편되었다. 1977년

에는 업무 분야가 확대되어 명칭이 유체역학연구실

로 변경되었고, 1978년 해양 분야가 분리 이관된 후

에는 제1연구 담당 부소장 산하의 유체역학연구실

로 개편되었다. 1979년에 예인 수조가 완공됨에 따

라 수조운용실이 신설되었는데, 1981년 한국기계연

구소로 흡수ㆍ통합되면서 다시 선박연구부 선형추

진실과 수조운용실로 개편되었다. 1989년에는 선박

연구부의 구조와 기계 분야가 독립된 연구부로 승격

되었고 이에 따라 선박연구부에는 선형추진실, 추진

기기술실, 운항제어실, 설계기술실, 설계자동화실, 

생산기술실 등 유체와 설계 분야의 6개실이 설치되

었다. 1993년에는 CSDPComputerized Ship Design and 

Production사업단이 설치되면서 설계 분야의 기능이 

조정되어 고성능선박개발실, 선형추진실, 추진기기

술실, 운항제어실을 포함하는 선박연구부와 수조운

용실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1995년에는 연구실의 폐

지에 따라 시스템설계그룹, 저항추진기술그룹, 추진

기기술그룹, 운항제어기술그룹으로 바뀌었고, 계산

유체역학기술그룹이 신설되었다. 1995년 말에는 선

박연구부의 운항제어기술그룹을 모체로 해상안전방

제연구단이 신설되었으며 계산유체역학기술그룹이 

응용유체역학기술그룹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

나 1999년 해양연구소로 이관되면서 그룹 제도는 폐

지되었고 선박연구부는 해양운송시스템연구부로 명

칭이 바뀌었다. 그 후 2005년 조직 개편을 통해 안전

방제연구부의 선박 안전 설계 분야의 연구 기능이 이

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양운송연구부는 선형시험수조, 중형 캐비테이

션 터널,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빙해 수조 등 4개의 

대형 연구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설비들은 선박

의 저항, 추진, 조종, 운동 성능과 추진기의 캐비테이

션, 변동 압력, 유체 소음 그리고 쇄빙선과 같은 얼음

이 있는 해로에서 선박 성능까지 평가할 수 있는 기

본 설비들로서, 해양운송연구부의 연구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한 필수적인 연구 시설들이다. 해양운송연구

부의 연구실은 1979년 선형시험수조의 완공 시점부

터 사용하고 있는 A동, C동중형 캐비테이션 터널, I동빙해 

수조, J동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등 연구 기능에 따라서 위

치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선박 저항 추진, 추진

기, 빙해 성능, 전산 선박 유체 역학, 유체 소음, 선박

안전 등이며 2012년 기준 62명의 인원정규직 34명, 비정

규직 28명으로 약 180억 원의 연구 계약고를 기록하고 

있다.

2.2.1.1 태동과 발족기1970년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부설기관으로 선박연구소가 

설립되면서 해양운송연구부의 모태인 저항추진연구

실도 함께 설치되었다. 당시 저항추진연구실의 초창

기 활동은 기본 연구 시설의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와 건설에 집중되었다.

국내 최초의 선형시험수조는 1975년부터 3년간에 

걸쳐 건설되었다. 선형시험수조의 크기는 공사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기 때문에 결정하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은 크게 나누

어 부지 매입비, 수조 본체와 건물 건설비, 각종 기계

류 구입비로 대별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각종 기계류 

2.2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Maritime and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선박 설계 및 선형개발 연구

모형선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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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구입 비용은 외자로, 나머지는 내자로 충당되었다. 외

자는 비용 지원이 아닌 현물 지원이었는데, 우리보다 

먼저 불가리아에서 수조를 건설했기 때문에 이를 참

고하여 설계 변경 없이 예인차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

하였다. 그러나 건설비는 수조의 폭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처와 재정경제원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결국 재원 부족으로 수

조의 길이, 폭, 깊이 가운데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

었다. 결국 고속선 분야의 실험을 포기하고 수조의 길

이를 다소 축소하였다. 외국에서 수조 길이를 연장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수조의 길이는 향후 추가 연장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예인 수조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기술적인 면

과 한국 사정에 밝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었다. 예인 수조의 폭은 위벽 효과 등을 감안

하여 16m로 결정되었고, 깊이는 폭의 1/2을 기준으

로 8m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건설비를 감안하여 

7m로 결정되었다. 예인 수조의 길이는 200m로 결정

되었는데, 이는 향후 시험될 각종 선박의 크기와 속

도를 바탕으로 계획된 예인차의 최대 속도와 가ㆍ감

속 성능 등을 감안하고, 사용될 모형선의 최대 길이

를 12m로 가정하여 산정된 길이였다. 최종적으로 준

비 수조를 제외한 수조 내부 길이는 203.5m가 되었

다. 또한, 선형시험수조의 건설과 이를 활용한 연구

와 관련하여 예인 전차, 조파기, 모형선 삭성기, 추진

기 밀링 머신 등이 도입되었다.

선형시험수조의 완공에 즈음하여 1977년부터 한 

해 동안 <심수 대형 수조에서의 모형시험을 위한 예비 

조사에 관한 연구양승일>를 수행하였다. 1978년에는  

<표준 모형선의 선형 시험 및 기기 개발에 관한 연구양

승일>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제수조

위원회ITTC : 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표준 모

형선 저항 시험에 관한 것이다. ITTC 표준 모형선은 

우리 선형시험수조에서 수행한 첫 모형선이다. 

1979년 한 해 동안은 <자항 추진 시험 기법 개발

에 관한 연구양승일>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자항 

시험법을 조사하였고, 현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표준 자항 시험법과 해석법을 정립하였다.

수조 완공 후에 선형시험수조를 활용한 연구를 수

행하면서 관련 연구원들은 선박의 프로펠러에 발생하

는 캐비테이션 현상으로 야기되는 추진 효율 감소, 진

동 유발, 소음 발생, 프로펠러 날개 표면 침식 및 날개 

손상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선박을 설계하

고 프로펠러 성능을 개선할 때는 선형시험수조와 캐비

테이션 터널에서 모형 시험을 통하여 추진 성능과 추

진기의 캐비테이션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다. 추진기 캐비테이션 관련 성능 시험

은 캐비테이션 수를 실선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선

형시험수조에서는 수행할 수 없고, 압력 조절이 가능

한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기술적 요구에 따라 해양운

송연구부당시 저항추진연구실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프

로펠러 캐비테이션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캐비

테이션 터널을 계획하고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1977

년 <캐비테이션 터널 기본 설계 조사서>를 통하여 각

국 터널의 특성을 검토하고, 터널 설계상 고려할 사항

들을 조사하였다. 이후 시험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고

찰과 실제 설치를 위한 기본적인 사양을 고려하여 우

리의 연구 목적에 적합한 캐비테이션 터널의 본체로

서 독일 K&R사의 K15F형을 채택하였다. 통상적으로 

건물이 건축되기 전 기초 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터널 본체를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지만 캐비

테이션 터널 본체 설치에 앞서 1978년 건물 공사가 착

수되어 1979년에 건물이 먼저 건축되었다.

2.2.1.2 성장기1980년대

캐비테이션 터널 건물 완성 후 터널 본체 조립, 설치, 

전기 및 배관 공사를 하였다. 터널 본체 조립, 설치 

및 배관 공사는 세보기계(주)가 맡았으며 전기 설비 

공사는 자체적으로 담당하였다. 중장비 및 각종 실험

장치의 건물 내 반입과 반출이 용이하도록 3.5톤짜리 

크레인 2대를 건물 3층 천장에 설치하였다. 부품별로 

제작된 터널 본체가 대형 트레일러에 실려 우리 연구

소 마당에 도착한 것이 1982년 3월이었다. 터널설치 

공사 완료 후 터널본체의 유속 및 가압·감압 성능, 

건설 중인 수조의 내부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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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운송연구

WAVIS 프로그램

전기설비, 각종 동력계 캘리브레이션, 계측 및 제어

시스템 등의 시운전을 실시하고, 프로펠러 캐비테이

션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캐비테이션 터널이 운용되기 시작하면서 선형

시험수조와 함께 본격적인 선박의 저항추진 및 추진

기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선형시험수조 실험인 저

항 및 자항 실험의 정도 향상과 실선 성능 추정 기법

의 완성을 위하여 <실선의 추진성능 해석기법에 관

한 연구1981>, <수조 모형시험 정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1988> 등이 수행되었으며 캐비테이션 관찰을 위

하여 추력 일치법을 채택한 모형시험법이 정립되었

다. 캐비테이션 관찰시험은 재현된 반류분포에서 대

상선의 운항상태에 따른 시험조건을 맞추어 수행된

다. 자항시험에서 추정된 운항조건에서의 선속과 프

로펠러 회전수로부터 전진계수를 계산하고, 프로펠

러와 수면 사이의 거리로부터 캐비테이션 수를 계산

하여 시험조건을 맞춘다. 캐비테이션 터널에서는 프

로펠러 전진속도를 정확히 계측하기 어렵고, 특히 불

균일 반류 중에서 작동시 전진속도의 개념이 명확치 

않으므로 추력 일치법thrust identity을 사용하여 전진

계수를 맞춘다. 이 시기에는 특히, 프로펠러 단독특

성의 이론적 예측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여 모멘텀 이

론으로부터, 날개요소이론, 양력선이론, 그리고 최근 

양력면 이론과 패널법 등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전되

어 왔으며, 보다 정도 높은 예측이 가능하여졌다. 현

재 해양운송연구부에서는 이시기에 개발된 양력면

이론과 패널법을 사용한 프로펠러 성능해석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단독특성을 예측하고 있으며, 또한 추

진기의 설계에도 사용하고 있다.

2.2.1.3 발전기1990년대

해양운송연구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 설비인 선형시

험수조와 캐비테이션 터널의 활용이 활성화되면서 

선박의 저항과 추진 성능 예측 정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는 많은 모형 시험과 

해석 기법이 개발되었는데 선박 주위 유동의 가시화

를 위한 페인트 또는 Tuft 시험법, 추진기로 유입되는 

유동의 예측을 위한 반류분포조사 시험 기법, 선박에 

기인하여 생성되는 파형을 계측하는 파형해석 기법, 

추진기의 캐비테이션에 기인한 변동압력 계측 및 소

음 해석 기법, 추진기 날개표면 침식시험 기법 등이 

대표적인 연구 성과이다. 

개발된 다양한 모형시험 기법을 활용하여 선박의 

선형 개발 및 최적화, 추진기 개발 및 성능 해석 등에 

가시적인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 최소 수선면 쌍동선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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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SWATH 개발, 25톤급 자기 직립 순시정 설계, 복합지

지 선형 도출 및 평가기술 개발, 고효율 추진기 날개 

단면 개발, 준초월 공동 추진기Trans-cavitating Propeller 

개발 등이 대표적인 연구  성과이다.

1990년대 후반기는 전산기의 비약적인 발전의 도

움으로 전산유체역학을 활용한 선박의 저항 추진 성

능 예측을 위한 수치해석 기법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선박의 조파저항은 랜킨패널법Rankine 

Panel을 적용하였고 점성저항은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을 적용한 수치해석 기법이 개발되었

다. 1998년 개발된 선박의 선형평가 수치해석 프로

그램은 WAVISWAve and VIScous flow analysis system for 

hull form development로 명명되어 소프트웨어 등록을 

하였다. 좌측의 그림은 본 프로그램의 사용자 환경, 

계산 격자계, 선체표면 압력분포, 선박 주위의 파형 

예측 결과 등을 보여주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현재 

Ver 2.4까지 발전하였으며, 국내 모든 조선소, 설계

사무소 등에서도 선형 개발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으

로 활용되고 있다.

수치해석 기법의 개발과 병행하여 수치해석 결과

의 검증을 위한 모형시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컨테

이너선과 대형 유조선에 대한 해양시스템안전연구

소당시 KRISO 표준 선형을 개발하였고, 각각 KCSKRISO 

Container Ship, KVLCCKRISO VLCC로 명명하고 수치해

석기법의 비교 검증을 위한 표준 데이터를 구축하였

다. 이 모형시험 데이터는 ITTC를 통하여 선박유체

역학 분야의 수치해석기법 검증을 위한 벤치마크 실

험 결과로 인증되어 전 세계의 선박유체역학 수치해

석기법 연구에 기여하였다.

2.2.1.4 도약기2000년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조선 해양산업계는 최

대의 호황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선박이 크고 빨라

지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과 고부가 가치 선박대

형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

다. 해양운송연구부는 2001년부터 5년간 과학기술부

로부터 고부가 가치 선박 개발 과제를 의뢰 받아 초

대형 컨테이너선과 전기 추진 삼동선의 선형을 개발

하고 아울러 수치 계산 및 모형 시험을 통하여 성능

을 검증하였다. 당시 1만TEU급 이상의 초대형 컨테

이너선에 대해서는 일부 외국의 선급에 의해서 개념

만 발표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개발을 통

하여 9,000TEU, 1만 2,000TEU, 1만 5,000TEU 급의 

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선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2000년대 중반 국내 조선소들은  대형 컨테이너선 시

장을 선점할 수 있었다. 좌측의 그림은 본 과제를 통

하여 개발된 1만 5,000TEU급 쌍동 추진 대형 컨테이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준공식, 2010.5.2515,000TEU 컨테이너선 모형 및 수치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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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운송연구

손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손상모형실험

너선 선형의 성능 평가용 선형시험수조 모형과 수치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내 조선 산업계가 선박의 성능과 생산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국제 사회도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하여 선박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러

한 시대 조류에 맞추어 2001년부터 해양수산부의 지

원을 받아 선박의 생존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사고 시 구조 안전성 및 침수/침몰 현상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 계속하여 2004년부터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설계단계에서 손상을 고려한 안전설계 

시스템을 산업계와 함께 개발하였다. 그 결과 설계되

는 선박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

한 화재 안전성평가 기술 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

며, 함정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확장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위험도 기반 선박 안전 설계 기본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후 안전 설계 분야에 대한 연구

는 국제 사회의 안전 설계에 대한 연구 진행 방향에 

발맞추어 위험도 기반 선박 안전성 평가 기법을 구축

하였고, 설계되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안전성 평가

에 활용되는 등 선박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해양운송연구부는 국내 해군 함정 개발 분야에서

도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30노트 이상의 고속 함

정은 일반 스크루 프로펠러를 사용할 경우 캐비테이

션이 발생하여 공학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때

문에 이들 고속함정은 스크루 프로펠러 대신 물 분사

Waterjet 추진을 사용한다. 당시 국내 함정 및 경비함

에 사용하는 물 분사 추진 장치는 전량 국외에서 수

입하여 탑재하고 있었다. 이에 국외 기술 의존도 탈

피와 군사 기밀 해외 유출 방지, 국내 산업 기술 활

성화를 위하여 고속 함정용 물 분사 추진 장치 개발 

요구가 있었다. 해양운송연구부는 지식경제부 민군 

겸용 기술 과제로 2001년부터 5년간 <함정용 물 분

사 추진 장치 개발>을 주관하여 방위사업청 함정 건

조 사업에 반영, 실용화에 성공하였다. 현재, 해양운

송연구부가 개발한 함정용 물 분사 추진 장치는 해

군 PKX-A 함정 2호선부터 18호선에 이미 탑재되거

나 또는 적용ㆍ확정되었다. 이로써 전체 680억 원의 

위험도 기반 선박 안전설계 기본 프레임

●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해상의 안전과 항해의 능률을 위하여 

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기술적 사항과 

관련된 정부간 협력을 촉진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해운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적인 기구이다.

성능해석
PGM

비용-혜택 평가

유체 성능

데이터
변환
pgm

건조/운항 cost해석

비용-혜택 해석

선박
입력
모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틀킷
종합평가

-   선박 형상  
데이터

-   선박 구조 
데이터

- 승객 데이터
- 화물 데이터
- ……

위험도 모델링

선박거동 안전성 평가

종합 안전성 평가

구조 안전성 평가

시스템 신뢰성 평가

안전 성능구조 성능

선박
데이터

(형상, 구조, 
속성) 사고 시나리오

안전성 평가기준

사고결과 평가
(인명/재산/환경)

……
성능해석 DB

실험데이터

지식베이스

사고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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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물 분사 추진 장치의 

추가 활용성도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해양운송연구부는 당시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보급형 해양 레저 선박 개발 사업>을 2001년부터 5

년간 수행하였다. 본 연구 과제의 최종 목표는 대표

적인 레저 선박으로서 가족형 모터보트와 30ft급 세

일링 요트의 설계 기술 및 생산 기술 확보를 통한 시

제선 개발이다. 이러한 레저 선박의 개발과 국산화 

작업은 해양 레저 선박 분야를 포함한 중소형 조선소

들의 사업 다각화에도 기여하였다.

괄목할 만한 연구개발 성과와 병행하여 대형 연

구 설비의 추가 확보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과 빙해 수조 완공이 그것이다. 대

형 캐비테이션 터널은 지식경제부 산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2004년부터 5년간 모두 

207억 원정부 96억 원, 민간 111억 원이 투자되었다. 본

체의 크기는 길이 60m, 높이 22.5m로 시험부의 크

기는 폭 2.8m, 너비 1.8m, 길이 11.8m 이며 시험

부 최대 속도는 16.5m/s 이다. 그동안 추진기의 캐

비테이션 연구를 할 때는 중형 캐비테이션을 활용

하고 선박의 후류를 모사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이 완공됨에 따라 모형 선박

을 직접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보다 현

실적인 3차원 선박 후류 상태에서의 추진기 캐비테

이션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 설비는 향후 

선박 추진기의 캐비테이션, 침식 등의 정밀한 예측

은 물론 선박 추진기 기인 소음 해석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빙해수조도 역시 지식경제부 산업 기반 조성 사

업으로 2006년부터 4년간 모두 72억 원정부 50억 원, 민

간 22억 원이 투자되어 완공되었다. 완공된 빙해 수조

는 길이 42m, 너비 32m, 깊이 2.5m의 수조에 최대 속

도 3m/s의 X-Y 예인 전차를 장착하고 있으며, 25℃에

서 시간당 3㎜의 모형 빙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최

저 영하 50℃까지 온도 제어가 가능한 콜드룸 2개를 

따로 설치하여 각종 빙해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의 

극한지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지구 온난

화로 인한 북극 항로 개방과 북극해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빙해 선박 및 극한지 해양구조물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빙해 수조의 완공은 이러

빙해수조에서 생성된 모형빙판

빙해 수조 평탄빙(Level ice)에서 모형 시험 상황



263

해양운송연구한 세계적인 관심에 발맞추어 국내 조선 기술의 조기 

확보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였다. 국내 유일의 이 빙해 

수조 확보로 우리나라는 북극 항로와 발트 해 항로 선

박에 대한 설계와 건조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핀란드, 

러시아 및 캐나다 등 기존 빙해 선박 기술 선진국과의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다. 국내 빙해 선박 건조 기술은 

앞으로 극한지 기자재 국산화 기술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2.1.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2012~ 

2012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출범하면서 해양시스

템안전연구소도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정체성을 

표현하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로 연구소 이름을 변

경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선 및 해운의 최대 

화두는 단연 녹색선박Green Ship이다. 지속적인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선박 운항비의 급상승은 에너

지 절감형 신개념 선박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 지구 온난화에 기인한 국제적인 환경 규제 움직

임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선박에 대한 이산화

탄소 설계 지수EEDI를 정하여 2013년 1월부터 강제화

하였다. 향후 조선 기술의 승패는 에너지 절감형 선

박 개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해

양과학기술원 시대의 출범과 함께 해양운송연구부는 

2011년, 지식경제부로부터 모두 242억 원정부 121억 원, 

민간 부담금 121억 원의 연구 과제를 수주하여 에너지 절

감을 위한 선박 저항 감소 및 추진 성능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 연구개발은 5년간 

지속될 예정이며, 아래 제시한 그림은 향후 개발될 본 

과제의 연구개발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해양 운송 분야는 연구개발을 

통해 저항, 추진 및 추진기, 그리고 선형 설계, 시스

템 및 안전 설계 분야에서 우리의 역량을 세계 수준

으로 끌어 올렸다. 특히, 선형시험수조와 캐비테이

션 터널에서의 모형 시험은 국내 조선소들로부터 신

뢰성을 확보하였다. 이처럼 정상 수준에 도달한 핵심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해양 운송 분야는 선박 분야에

서 나아가 해상 물류 시스템, 해양안전, 해양환경 보

전 및 해양 자주 국방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래 조선 해양공학의 주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녹색선박 기술 개념도 선형시험수조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추진기와 타의 캐비테이션 실험

에너지절감형

신개념선수선형개발

마찰저항저감기술
추진효율향상장치

공기저항감소형

상부구조물

EEDI 정밀예측을위한

실선기준선속해석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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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2.2.2 해양안전ㆍ방제기술연구 
Maritime Safety & Marine Pollutants Control Research

해양안전 방제 기술 연구는 크게 해양안전 기술 분야

와 구난 방제 기술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해양안전 기

술 분야는 해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박 사고를 예

방하기 위한 제반 기술을 다루고 있고, 구난 방제 기

술 분야는 이러한 선박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분야이다. 연구소 

설립 초기인 1976년부터 1995년까지 안전 방제 기

술 연구는 유체역학연구실, 선박성능평가실, 운항제

어기술그룹 등의 연구 조직 아래 주로 선박 조종성과 

운항 제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시기에 선박 운항 

안전 연구의 핵심 시험 장비들과 자유 항주 시험 장

비 등이 도입되거나 개발되었고 이를 활용한 선박 조

종 성능 추정 기술이 정립되었다. 또한, 현재 연구소

에서 운영 중인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의 모태인 데스

크탑형 시뮬레이터와 시뮬레이터 관련 기술들도 이 

시기에 개발되었다. 

해양안전 방제 분야 연구는 1993년 292명의 귀

중한 인명을 앗아간 서해훼리호 사고와, 1995년 약 

5,000t의 기름 유출로 막대한 피해를 기록한 씨프린

스호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6년 

1월 1일, 해양안전과 구난 방제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해양안전방제연구단이 설립되었다. 

이후 구난 방제 관련 연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1999

년에는 해양안전방제연구센터로, 2001년에는 해양

안전방제연구본부로 조직이 확대되었다. 2005년에

는 연구 조직이 연구사업단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해

양안전방제연구본부도 해양운송안전연구본부의 해

상교통안전연구사업단과 해양시스템기술연구본부

의 해양오염방제연구사업단으로 나뉘었다. 그러다 

2008년에 연구부 중심 체계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해

양안전방제연구부가 다시 설립되었고, 여기에 해양

GIS 분야와 위성항법 연구 분야가 더해졌다. 이후 

2012년 7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설립되면서 연구 

부서명이 해양안전기술연구부로 바뀌어 오늘에 이

르고 있다.

2.2.2.1 선박 조종성능 연구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충돌이나 좌초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조종성 기준을 정하고 선체 길이가 100m 

이상인 선박과 모든 여객선, 위험물 운반선은 모

두 이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선박의 조종 

성능 추정 모형 시험 장비인 HPMMHorizontal Planar 

Motion Mechanism이 국내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1985

년이다. 당시 우리 연구원은 HPMM을 우리 원의 예

인수조에 설치하였다. 1987년 연구원은 기본 과제

인 <조종 성능 추정 기법 개발김선영>에서 HPMM 시

험에 의한 수상선의 조종 성능 추정 기법을 국내 최

초로 정립하였다. 이는 이후 국내 연구소와 대학들이 

HPMM 시험 기법을 정립하는 데 길잡이가 되었다. 

1994년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조종성 기준에 대응

하기 위해 연구원은 국내 조선소들과 협동으로 2차

례에 걸쳐 조선공업 협동조합 과제를 수행하였다. 

<저속 비대선의 조종 성능 추정 기법 개발1994~1995, 

강창구>과 <선박의 조종 성능 정도 향상을 위한 연구

1997~2001, 김선영>가 그것이다. 이들 연구 과제를 수행

하면서 연구원은 24척의 저속 비대선 계열 선형에 대

한 모형 시험을 토대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 저속 비

대선의 조종 성능을 추정할 수 있는 MView 프로그

램, CFD 프로그램 VisMan, 세장체 이론 프로그램 

SlMan 등을 개발하였다. 국내 조선소들은 이러한 프

로그램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조종성 기준에 대비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들 과제를 통해 자유 항주 시험 

시스템과 시험 기법이 개발되어 그 동안 외국에 의존

해 왔던 자유 항주 시험이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되었

다. 2001년 국제해사기구가 조종성 기준안을 개정할 

당시, 연구원은 <실선 시운전 데이터 해석에 의한 국

제해사기구 조종성 기준안의 검토2001~2002, 김선영> 과

제를 통해 해당 기준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로

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조종성 기준이 수립될 수 

있었다. 

<차세대 선박의 조종성/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2001~2004, 김선영>에서 연구원은 대형 컨테이너선, 포드 

추진기선 등 차세대 선박의 안전 설계에 필요한 조종 조종성능 추정을 위한 옥외 자유항주시험

조정성능 추정 HPMM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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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ㆍ방제기술연구성능 평가를 위한 요소 기술을 개발하였다. <예부선의 

사고 분석 및 예방 기술 개발2009~2011, 김연규>에서는 

빈번히 발생하는 예부선부선(바지선)과 이를 예인하는 예선

을 합하여 일컬음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예부선 조종 성

능 추정 기법을 개발하였다.

한편, 1979년에는 수중 운동체에 대한 조종 성능

을 추정하는 시험 장비인 VPMMVertical Planar Motion 

Mechanism을 연구원에 설치하였다. VPMM은 잠수함, 

수중 어뢰와 같은 국방 무기 장비와 심해 탐사 장비

인 ROV, AUV 등의 조종 성능 추정에 활용되었다.

2.2.2.2 운항 자동화 연구

해양 사고의 30% 가량이 선박 충돌 사고이며 이 중

의 90% 이상이 사람의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안전기술연구부는 이러한 실수를 

최소화하고 항해자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운

항 자동화 연구를 2000년 초부터 수행했다. 항해자

가 항행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배를 올바로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안전 운항 지원 시스템에 대

한 기술도 개발하였다. 이는 <위해도 기반 안전 운항 

지원 시스템 개발2000~2001, 김선영>, <해양 위해도 통

합 관리 시스템 기반 기술 개발2003~2005, 이종갑>과 같

은 기본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 과제에서 해

양안전기술연구부는 전자해도 기반 항로 계획 시스

템, 음성 기반 항행 정보 시스템, 가상현실 기반 항행 

정보 제공 시스템, 충돌 위험 정보 시스템 등으로 구

성된 안전 운항 시스템 시제품을 선박 운항 시뮬레이

터와 연계하여 구현하고 시험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

술을 활용하여 국토해양부 사업인 <선박 충돌 위험도 

식별 시스템 개발2008~2014, 손남선>에서 실선 탑재용 

충돌 예방과 회피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해양안전기술연구부는 2000년대 초부터 무

인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무인선은 기존 선박이 수

행하고 있는 임무 중 위험하거나 시간과 경비면에서 

비효율적인 임무를 대체할 수 있는 장비다. 민군 과제

인 <원격 선박 통제 기술 개발2004~2008, 이창민>에서는 

VHF 및 위성 통신에 의한 무인 선박 원격 통제 기술

을 개발하고 무인선 시제선천리안을 제작하여 시험하

는 데 성공하였다. 2011년부터 착수한 국토해양부 사

업인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김선영> 과제

를 통해 해양안전기술연구부는 최대 속도 45노트, 해 무인선 천리안

안전운항 지원시스템템안전운항 지원시스템

AIS
GPS

Compass
Cyro

속도계

음성 항행정보
안내 및 지령

항행정보 안내

자동항로 추적

좌초 / 충돌 예방

VR monitor

ECDIS

CID
RADAR

RADAR
/AR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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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상상태 4까지 운용 가능한 해양조사ㆍ해양 감시용 무

인선을 본격적으로 개발 중이다.

2.2.2.3 해상교통 인프라 기술 연구

해양안전기술연구부는 선박의 안전 항행을 지원하

기 위한 핵심 해상교통 인프라 기술인 해상교통 관제 

시스템, 전자해도, 위성항법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과학기술부 사업인 <해난 사고 대응 기술 개발

1998~2001, 강창구>에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연안 관

제 시스템과 실해역 선박 위치 모니터링 시스템 기

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에서 

운용 중인 전 함정의 위치를 본청과 13개 지방 해양

경찰청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개발하여 2003년에 해경에 제공하였다. 후속 과

제인 <해난 사고 대응 통합 관제 및 수색 시스템 개발

2001~2003, 강창구>에서는 레이더, AIS, 인공위성을 이

용한 선박 위치 추적 시스템과 수색ㆍ구난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을 

확장하여 해상교통 관제 시스템 시제품을 제작하고 

시험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기술로 해상교통 관제 시

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2006년부터 국제해사기구는 해양 사고

를 줄이고 해상교통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

운 미래 해상교통 체계인 e-Navigation 구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안전기술연구부

도 e-Navigation 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전통

적인 항해에서 선박은 자체적으로 수집한 항행 정

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구현될 

e-Navigation 체제에서는 광대역 무선 통신을 통해 

선박은 육상과 광범위한 정보를 공유하며 항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일환으로 기본 사업인 <네트워크 기

반 항만 관제 및 항법 기술 개발2006~2008, 김선영>에서 

해양안전기술연구부는 관제사의 모니터링 화면에 

관제 선박들의 충돌 위험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기

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을 통해 육상의 해상교통관

제 시스템에서 관제사에게 적극적으로 관제를 지원

해 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식경제부 과제인 <실

시간 항행 환경 정보 활용 선박 안전 입출항 지원기

술 개발2010~2014, 김선영>에서는 신뢰성 있는 안전 운

항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중에 있는 안

전 운항 지원 시스템은 입출항하는 선박들에 상세한 

실시간 조류ㆍ조석 정보와 해상 교통 정보를 온라인

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들 정보를 활용하여 선박들이 

보다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다. 

해양안전기술연구부는 또한 항해 안전에 필수적

인 전자해도 제작과 활용 기술을 1990년대 중반부터 

개발해 왔다. 국제수로기구IHO●가 1996년에 발표한 

S-57 3.1 표준에 대응하여 국립해양조사원과 지식경

제부 과제로 수행한 <전자해도 구축 사업1996~2000, 서

상현>과 <선박 항해용 전자해도ECDIS 시스템 개발연

구1996~1997, 서상현>에서 전자해도 DB 구축 기술과 

ECDIS를 개발하였다. 또한, <해양 지리 정보 체계를 

위한 기반 연구2001, 서상현>, <해양 GIS 기반 환경 구

축2002~2004, 서상현>에서는 해양 정보의 체계적 생산, 

관리, 공급, 활용을 위한 표준 체계를 개발하였다. 한

편, IHO는 다양한 수로 정보와 관련 서비스를 확대

하기 위하여 S-57 표준을 확장한 S-100 표준을 개발

하였다. S-100 표준은 e-Navigation 정보화 체계 표준

인 CMDSCommon Maritime Data Structure 구축에도 활

용된다.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 및 기술 연구2005~현

재, 서상현>와 <국제 해양 GIS 표준 기술 기반 차세대 항

행 정보 지원 시스템 기술 개발2012~2016, 김선영>에서

는 S-100 정보 생성 및 검증 체계를 위한 핵심기술과 

S-100 정보를 항행 안전 지원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선박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항법 기술은 해

양안전의 필수 요소다. 2000년대 들어서 위성항법

이 보편화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전 세계 위성항법 

시스템GNSS 서비스 활성화와 체계적인 GNSS 연구 

수행을 위해 2002년 연구원에 GNSS연구센터를 설

치하였다. GNSS연구센터에서는 <한국형 WADGPS 

구축, 신호 분석 및 시각 동기 제어 방안 연구개발

2002~2005, 서상현>연구를 통해 해외에서 개발 중인 광

항법신호이상 감시시스템

●	국제수로기구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각국의 수로 기관 간의 협조와 수로도지의 

통일, 수로측량 실시 및 추진을 위한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의 채택, 

수로업무에 관한 과학 및 기술해양학에 

쓰이는 기술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는 

국제기구이다.

위성기반선박관제시스템 구성도

통신 중계 센터

인공위성

기타 관제 시스템

위성 통신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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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ㆍ방제기술연구역 위성항법 보정 시스템WADGPS에 대응하여 한국

형 WADGPS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위성항

법 정보에 대한 국제기구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

면서 국내 모든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신뢰성 높

은 위성항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

어서 <광역 위성항법 보정 시스템DGPS 구축 연구개

발2005~2007, 서상현>과, <국가 위성항법 보정 시스템 

구축 개발2007~2010, 박상현>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GNSS 관련 응용 기술과 이용 분야 확대, 위성전파 항

법 체계의 다원화, 위성항법 보정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위성 신호는 외부 교란에 

대한 취약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위성항법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해양안전기술연구부는 <DGNSS 보

정 서비스 신뢰성 기술 개발2011~2013, 서기열>과 <육상 

교통 환경에서 위성항법 활용을 위한 항법 신호 이상 

감시 기법 연구2009~2013, 박상현>를 통해 위성항법 기

반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및 항법 신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국가 재

해 예방을 위한 NAP 과제로 <선박 안전 항해 및 재난 

해파 조기 검출을 위한 위성 기반 정밀 수직 측위 기

술 연구2010~2013, 조득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

서는 GNSS 기술을 항법 이외에 선박의 교량 충돌 예

방, 재난 해파 조기 검출 등 안전 분야에 활용하기 위

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2.2.4 인적 안전 기술 연구

해사 인간공학 기술은 선박 및 해양 관련 업무 종사

자들의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

여,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설계, 운용 및 유지ㆍ보수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분야로서, 고부가 선박

과 해양플랜트의 개발 과정에서 사용자의 요구와 안

전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다. <인간공학적 함정 설계 기준 연구2001, 김홍

태>에서는 한국 해군 최초로 함상 거주성에 대한 기초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교통약자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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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연구를 수행하여 함정 설계에 적용하였다. 여객선의 

설계 단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승객들의 탈출 가능성

을 평가하기 위해 <선박의 경사 및 동요를 고려한 탈

출 승객 거동 연구2002, 김홍태>와 <화재 시 인명 거동 

연구2005, 김홍태>를 수행하였다. 또한 「교통 약자 이

동 편의 증진법」의 시행에 발맞추어 <교통 약자의 이

동 편의를 위한 선박/시설 개발연구2004~2007, 김홍태

>를 수행하여, 국내 연안 여객선의 신조ㆍ개조 방법

과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였다. 2008년부터 수행 중

인 <인적 요인에 의한 해양 사고 예방 및 관리기술 개

발2008~현재, 김홍태>에서는 해양 사고 인적 요인 분석 

매뉴얼, 선교 경보 인지 평가 시스템BAMS, 해기 인력 

직업 경로 가이더Career Development Guider, 간이형 피

로ㆍ스트레스 측정기McFAS, 선박 승무정원 평가 시

스템S-MAT을 개발하였다.

2.2.2.5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 개발 및 활용 기술 연구

해양안전의 3요소는 선박, 인간, 해상 교통 환경이

다.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는 이들 3요소를 연동하여 

연구할 수 있는 해양안전 기술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

인 연구 장비이다. 해양안전기술연구부는 1984년에 

처음으로 데스크톱 PC 기반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를 

개발한 이래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를 자체적으로 제

작하고 운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

여 왔다. 1997년에는 전기능Full Mission Bridge급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하

였고, 2012년에는 기능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DNV노르웨이선급, Det Norske Veritas의 A-Class 인증을 

획득하였다. 2003년에는 외국 시뮬레이터 전문 제작 

업체와 경쟁을 통해 한국 해군에서 발주한 <조함 및 

항해 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

여 승조원 훈련용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 6세트를 해

군 전투병과학교에 설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그때까지 외국 업체로부터 수입해 온 시뮬레이터를 

처음으로 국내 기술로 제공한 것으로 국방 기술 해외 

유출 방지와, 이후 <개인 조함 훈련COVE 체계 구축 

사업2009, 공인영>, <잠수함 조함 시뮬레이터 구축2010, 

공인영> 등의 시뮬레이터 구축 사업을 우리 연구원이 

수행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

한, 2004년에는 해양수산연수원에서 발주한 해상 교

통 관제사 훈련용 시뮬레이터도 외국 업체와 경쟁하

여 수주하고 성공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연구원의 시

뮬레이터 기술을 과시하였다. 

해상 교통 안전성 평가 연구는 선박운항 시뮬레

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운항 안전성 관점

에서 설계된 항만과 항로의 문제점을 사전에 식별하

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 연구원에

서는 1998년 11월 부산항 해군 기지 건설에 대한 안

전성 평가 연구를 시작으로 80여 건의 해상 교통 안

전성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를 통하여 우리원은 이 평가 기법의 이론적인 기틀을 

확립하였으며, 실제 항만이나 부두 건설 등에 지속적

으로 적용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평가가 해사 안전

법, 국토해양부의 해상 교통안전 진단 제도 등에 명

문화되었다. 2012년에는 해상교통 안전 진단 업무와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용화하

기 위하여 우리 연구원 기술을 출자하여 연구소 기업 

㈜세이프텍리서치를 설립하였다.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해난 사고 분석 

연구로 <M/V 발렌타인호의 사고 원인 분석1997, 공인

영>, <한강 바지선의 사고 원인 분석1999, 공인영>, <태광

호 침몰 사건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 시뮬레이션 연

구 용역2007, 김선영>, <허베이스피리트호-삼성 바지선 

함상거주성 평가

부산신항 유류중계기지 해상교통안전성 평가 시뮬레이션 장면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사고 재현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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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ㆍ방제기술연구충돌 분석2008, 김선영> 등을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는 

해양안전 심판원과 법원에서 재판 중인 충돌 및 전

복 사고들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공

하여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움주었다.  

<하이브리드 안벽의 선형 최적화 및 운항 안전성 분석

2008~2010, 공인영>, <모바일 하버 자율 운항 시스템 기

술 개발2010~2011, 공인영> 사업 등에서는 선박 운항 시

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신개념 시스템인 하이브리드 

안벽과 모바일 하버의 운항 성능을 시험 평가하였다. 

앞으로도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는 이와 같이 신개념 

선박, 차세대 항행 정보 지원 시스템과 e-Navigation 

시스템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2.2.2.6 모델링 & 시뮬레이션 기술 연구

모델링 & 시뮬레이션M&S 기술은 현실의 복잡한 현

상을 물리적 이론에 근거하여 모델링하고 이를 시간

의 흐름에 따라 구현하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오류나 문제점을 파악하여 건조 시간과 경비를 낭비

하지 않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해양안전기술연

구부는 설계 선박을 가상 공간에서 제작하여 타당성

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디지털 목업mock-up 기술과 선

박 건조 시 생산성 향상을 위한 M&S 기술을 개발해 

왔다. 

해양안전기술연구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형 대형 구축함KDXI-II의 3-D 컴퓨터 시뮬레이

션(Virtual Reality)이창민>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

에서 해군 함정 설계에서 함정의 형상 및 배치를 검

토하는 데 M&S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이후 

2008년까지 LPX, 이지스 구축함, LSF-II, PKXA 등 한

국 해군이 건조하는 모든 함정에 M&S 기술을 적용하

였다. 형상 배치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체모형시뮬레이

션 시 제품과 인간의 상호 작용을 해석하기 위해 인체 모형으로 

체형뿐만 아니라 운동 특성까지 모사됨 기술을 적용하여 인

간공학 측면에서의 선박 운용까지 검토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M&S 기술의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3채

널 프로젝터와 실린더형 스크린을 통한 디지털 목업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선박 설계ㆍ건조 M&S 기술은 선박과 해양플랜트

의 설계와 건조를 할 때, 전통적인 조선 해양산업에 S/

W IT 기술을 융합하여 설계 신뢰성을 높이고 건조 생

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이다.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M&S 연구는 <객체 지향 선박 모델링 및 CAE 통

합 기술 개발1998~2000, 이종갑>, <STEP 기반의 선박 설

계 정보 통합 처리 체계 개발1998~2001, 김용대> 등이 있

다. 이들 과제를 통해 해양안전기술연구부는 조선소

의 설계 공정과 관련된 자동화와 핵심 요소 기술들을 

개발하였다. 선박 건조 M&S 기술에 대해서는 <차세대 

조선 생산 시스템조선 CIM 통합 기술1995~1999, 이종갑>, 

<모델 기반의 공학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1998~2000, 김

홍태>, <건조 공정의 시뮬레이션 기법과 일정 계획 간

의 인터페이스 개발2001~2004, 김홍태> 등의 연구가 있

다. 이들 연구는 노동집약적인 우리나라 조선소 생산 

환경을 기술집약적인 현장으로 변모시키는 데 기여

하였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조

선 IT 융합 사업인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생산 기술 개발2010~2015, 황호진>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외국 S/W에 의존

함에 따라 발생하는 첨단 조선 해양 생산 기술의 직간

접적인 유출을 막고, 조선 설계ㆍ생산 S/W를 국내 기

술로 개발함으로써 생산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

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2.2.7 국가/지역 방제전략 수립 연구

해양안전기술연구부는 해양 사고에 신속하고 효과

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ㆍ지역 방제 실행 계획 수

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연구원이 수행한 

최초의 방제 전략 수립 연구는 <LG-CALTEX 정유(주)

비상 모의 훈련 시나리오 개발1998, 유정석>이다. 이 연

구를 통해 해양안전기술연구부는 원유 부두 하역 중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는 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해양경찰청 발주로 

수행한 <지역 방제 실행 계획 수립 연구2000~2002, 이문

진>에서는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우 국가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전자문서 시스템

함정 디지털 목업 품평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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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리나라 주변 13개 해역에 대한 유출유 오염 위해도 

평가, 해역별 방제 실행 계획 수립, 유처리제 사용 지

침 개발, 방제 정보 지도 작성 등을 수행하였다. 해양

환경관리공단 발주로 수행한 <가로림만 주변 해역 특

성 및 방제 방안 연구2002~2003, 이문진>는 주요 해역에

서의 사고 발생 시 환경 민감자원의 피해를 예측하

고 이를 토대로 방제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였다. 위

험 유해 물질HNS,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 유출 

사고에 대응한 국가 방제 실행 계획도 <HNS 국가/지

역 방제 계획 수립 연구2006~2008, 이문진>를 통해 수

립되었다. 또한, 방제 주관 기관인 해양경찰청과 해

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 능력을 평가하고 필요한 방

제 능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연구도 수행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방제 능력 확보 방안 연구2001~2002, 강창

구>, <해양오염 관리 업무 진단 평가 및 발전 방안 연

구2004~2005, 이문진>, <방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2011, 이문진>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를 분석하고 이

로부터 교훈을 얻어 효율적인 해양 사고 대응 방

안을 찾기 위한 연구는 <씨프린스호 유류 오염 사

고 사후 관리 방안 연구2001~2002, 강창구>, <허베이스

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방제 부문 백서 발간 연구

2008, 이문진>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모든 대형 오

염 사고에 대한 정부 백서 발간 작업의 일환으로 수

행되었다. 사고 발생부터 피해 현황, 정부 부처 대

응 현황, 방제 작업 진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

리하고, 향후 유사한 대형 해양오염 사고를 방지하

고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방제 체계 개선 방안을 모

색하였다. 이외에 <오리엔탈호프호 석탄 유출 사

고 영향 평가2010~2011, 이문진>, <이스튼브라이트

호 유출 사고 영향 평가2010~2012, 이문진>, <퍼시픽캐

리어호 석탄 유출 사고 영향 평가2012~2014, 이문진>  

등의 과제를 통해 유출 사고에 대한 영향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2.2.2.8 신속 구난 방제 지원 기술

해양안전기술연구부는 해양 사고를 신속하고 효과

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다. 1997년부터 11년간 일반 사업으

로 수행한  <해난 사고 예방 및 구난 체계 구축 사업

1997~2007, 강창구, 최혁진>이 그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해양안전기술연구부는 국내 해양 사고에 100회 이상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유류 유출 사고 발생 시 방제 

현장 지휘관이 알아야 할 제반 사항에 관한 교육 훈

련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 훈련은 1997년부터 2007

년까지 해양경찰청, 방제조합, 정유회사 방제 실무자

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씩 실시되었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연구원은 우리나라에 체계적인 방제 체제를 

정립할 수 있었다. 

구난 방제 요소 기술은 주로 기본 연구 사업을 통

해 수행되었다. <선박 유류 유출에 의한 오염 방지 기

술 개발1997~1999, 전태병>에서는 유조선 구난 기술, 해

상 누유 대응 시뮬레이션 시스템 기술, 해상 누유 대

응 장비와 누유 확산 예측 기술 등이 개발되었다. 또 

<해양위해도 저감 핵심 기술 개발2000~2002, 공인영>에

서는 각종 위험 요소를 고려한 침몰선 인양 의사 결

정 지원 시스템 기술이, 3단계 사업인 <해양위해도 

통합 관리 시스템 기반 기술 개발2003~2005, 이종갑>에

서는 좌초 선박 구난 기술이 개발되었다. 허베이스피

리트호 유류 오염 사고 후 국가 핵심 사업으로 <NAP 

해양 유출 사고 대응 지원 시스템 구축2009~2011, 이문

진>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환경민감자원 

분포에 기반한 유류 오염 사고 방제 전략 수립 지원 

기술이 개발되었다. 

또한 해양안전기술연구부는 사고 발생 시 활용

할 수 있는 구난 방제 지원 정보 시스템들을 개발하

여 관련 공공기관에 제공하였다. 해양안전기술연구

부는 <해난 정보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1998, 최혁

진>에서 해양 사고 정보의 종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 

해양안전 심판원에 제공하였다. <해양오염 방제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2005~2008, 이문진>에서는 유출유 확산 

예측 정보와 함께 피해 예상 해역과 피해 순위, 방제 

장비 배치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방제 정보 제

공 시스템을 해양경찰에 제공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

에 적용하였다. 또한 사고 선박과 선원의 표류 예측 

해양오염 방제지원시스템

침몰선박 잔존유 무인 회수시스템

해역정보

방제정보 Layer

D/B정보 Layer

GIS Layer

양식장

계
층
적
레
이
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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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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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ㆍ방제기술연구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수색 구조 지원을 할 수 있

는 시스템을 <해군 작전 해역 부유물 표류 경로 분석 

프로그램 개발2010~2012, 이문진>에서 개발하여 해군에 

제공하였다.

2.2.2.9 구난방제장비 기술

우리나라 해역 특성에 적합하면서 효율적인 오염방

제 장비 개발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오염방

제 장비 제작 업체로부터 의뢰 받은 수탁 연구로 수행

되었다(<Vortex-Disc형 유회수기 개발1997, 유정석>, <트

롤형 브러쉬 유회수기 성능 평가1998, 유정석>, <자동 주

입식 오일펜스 설계 기술 개발2000, 유정석> 등). 이러

한 수탁 연구를 수행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

난 방제 장비 개발을 위한 시험 시설이 필요하여 2000

년에 유회수 방제 장비 종합 시험 수조를 건설하였다. 

이 방제 수조를 활용한 유회수기Oil Skimmer와 오일붐

Oil Boom의 방제 능력 평가 기법이 지식경제부 지원으

로 수행한 <해양 유류 오염 방제 장비 성능 평가 방법 

개발2000~2002, 유정석> 연구를 통해 개발되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 존재하는 다수의 침몰선에 의

한 2차 사고 방지와 침몰선 잔존유 유출에 의한 해양

오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사업인 <침

몰 선박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1999~2006, 최혁진>를 수

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해양안전기술연구부는 침

몰 선박 유해 액체 물질 회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

부가 체계적으로 운용할 침몰선박 관리 시스템을 구

축하였다.

외국에 비해 열악한 국내 구난 분야 산업을 진흥

시키고 해양오염 사고 방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구난 분야의 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

해 국토해양부는 <지능형 해양 구난 핵심 기술 개발

2011~2013, 최혁진> 사업을 우리 연구원에 수탁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사고 선박의 안전하고 신속한 구난

Salvage에 필요한 장비, 기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

램 등을 개발하고 있다.

2.2.2.10 해양환경 보전 기술

1990년대 말부터 해양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

시키는 해양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해

양수산부와 지방 자치 단체 사업으로 <항만 및 연근

해 해역에 대한 수중침적 폐기물 실태 조사1999~2002, 

강원수>, <인천 앞바다 쓰레기 실태 조사 및 수거·처

리 실시 설계2001, 강원수>등의 해양 쓰레기 실태 조

사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실태 조사를 근간으로  

<해양 폐기물 종합 처리 시스템 기술 개발1999~2010>

에서는 홍수 시 육상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차단/포

집/수거하는 시스템, 해저면 침체 어망 조사 장비, 천

해역 해양 폐기물 전용 수거선, 친환경적·경제적 쓰

레기 처리를 위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해양 

폐기물 전용 소각로, 해상 이동 폐기물 복합처리 시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해양폐기물 전용 수거선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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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스템 등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였다. 

2004년 국제해사기구는 「선박평형수와 침전물 통

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

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선박평형수 처리 설

비, 항만의 생물 검사,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에 대한 

수용 시설, 먼 바다에서 선박평형수 교환, 선박 평형

수 관리 계획 및 선박 설계 기준 등의 기술이 필요하

다. 공공기술연구회 연구 과제인 <선박 운항 중 환경 

위해 물질 저감 기술 개발2002~2005, 김은찬>에서는 전

기 분해를 이용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기술을 개발

하고 이에 대해 2006년에 국제해사기구로부터 승인

을 받았다. 개발된 선박평형수 처리 기술은 ㈜테크

로스가 이전 받아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2013년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과제 <선박평형

수 배출 규제 대응 기술 개발연구2004~2008, 김은찬>에

서는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 기술 개발과 함께 처리 설

비 형식 승인 시험 수행 기술 등 정부와 산업체가 국

제해사기구 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기술을 개발

하였다. 2009년부터 국토해양부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선박평형수 유해 수중생물 모니터링 장치 개발

2009~2015, 오정환>에서는 항만 감독관이 선박평형수 

처리 유무와 유해생물 감시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

는 모니터링 장치와 유해 수중생물 키트를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인근 국가 간 선박 평형수 교환과 배출 

해역 지정 설정, 선박 평형수 배출량 조사 등 정부의 

선박 평형수 항만 관리 체제 수립에 필요한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주

범인 CO₂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

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 사업인 <CO₂ 해

양 처리 기술 개발2005~2008, 강성길>, <CO₂해양 저장 기

CO2 해양지중저장 실용화 모식도

NOWPAP 합동 방제훈련

MERRAC 실무당국자회의

대규모 CO2 배출원

(발전소, 제철소 등)

파이프라인수송

CO2 주입플랜트

수송
Transpor-

tation

주입
Injection

저장
Storage

CO2 저장

(유가스층, 대수층)

선박수송

CO2 전처리

(불순물처리, 압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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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스템연구술2009~2015, 강성길>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2010년 7월,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국가 CCSCarbon 

Capture & Sequestration 종합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국

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는 ① 해양 지중 저장소 탐사 

및 선정, ② 해양 내 대규모 CO₂수송 체계 구축, ③ 대

규모 CCS 실증 및 보급 사업 추진포집 분야와 공동, ④ 해

양 CCS 실용화를 위한 법제도 및 국제 협력 등 관련 기

반 구축, ⑤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CO₂해양 지중 저

장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해양안전기술연구부

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양 CCS 실용화를 

위해서 해양 내 대규모 CO₂수송·주입 공정설계 및 

퇴적층 내 CO₂주입, 저장, 사후 감시 등 CCS 전 과정

에 걸친 해양환경 안전 관리 체계 구축 기술을 개발하

고 있다.

2.2.2.11 북서태평양방제지역활동센터NOWPAP MERRAC

해양안전기술연구부는 2000년부터 UN환경계획

UNEP 지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ㆍ중ㆍ일ㆍ러 4개

국 간 북서태평양 지역의 해양오염 예방, 대비 및 대

응을 위한 지역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실천 계획

을 실행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구인 북서태평양방

제지역활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2004년에

는 한ㆍ중ㆍ일ㆍ러 4개국이 NOWPAP 지역 긴급 계획

Regional Oil Spill Contingency Plan과 지역 방제 협력 양

해각서MOU를 채택하여, 대형 오염 사고 시 4개국 간 

방제 인력과 장비를 요청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우리나라 해양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중국 해

사안전청, 러시아 해사오염방제구난청 등 회원국 정

부 대표를 비롯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MERRAC 

실무당국자회의와 방제관계기관회의를 매년 개최하

고 있다. 또 4개국 합동 방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

시하여 해양오염 대비와 대응에 관한 지역 협력 활

동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때는 처음으로 긴급 계획이 발동되어, 4개국 간 신속

한 정보 교환과 방제 세력이 동원되어 합동으로 방제

를 지원한 바 있다.   

해양안전기술연구부는 지난 40년 동안 해양사고

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청정한 해양

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해 왔다. 우

리나라의 해양안전 방제 분야의 연구 역사는 한국해

양과학기술원의 역사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

도로 우리 연구원은 해양안전 방제 분야 기술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해양안전 방제 기술은 국방 기술과 유사

하게 현재보다는 향후 일어날 대형 사고에 대비한 기

술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공공 기술이다. 최

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출 사고 등 대형 사고로 정부

와 국민의 해양안전 방제 분야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 

편이다. 향후 해양안전기술연구부는 이러한 정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을 유

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매진할 것이다. 또한, 최근 

안전 방제 기술도 선박 항해 장비, 해상 교통 인프라 

장비, 구난 방제 장비 등과 연계하여 산업 기술로 진

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내 해양안전 산업 

육성에도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2.2.3 해양시스템연구 Ocean System Engineering Research 

해양시스템 연구는 1989년 10월 한국기계연구소 부

설 해사기술연구소의 신생 연구 조직인 해양기술연

구부의 활동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해양시스템 

연구의 배경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9

년 12월 과학기술처는 해양연구 관련 10개년 계획인 

「해양 종합 조사 연구 계획(안)1971~1980」에 제8장 해

양공학 부문 「기초 및 관련기술, 해중 장비 및 기기, 

잠수정 및 작업정 개발 계획」을 포함시켰고, 이 계획

안이 해양시스템 연구의 배경이 되었다. 1989년 당

시 해양기술연구부는 운동성연구실, 해양장비연구

실, 해역제어연구실의 하부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해양장비연구실이 지금의 해양시스템연구부

의 모태이다. 해양기술연구부는 해양 관련 출연 연구

기관 조직 통합과 더불어 1999년 5월 해양개발시스

템연구센터로 개칭되었고, 이어서 2000년 6월 해양

개발시스템연구본부, 2005년 8월 해양시스템기술연

국내 최초의 수심 250m급 유인잠수정

차세대 심해용(6,000m) 무인잠수정(해미래) 동해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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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구본부, 2008년 6월 해양시스템연구부 등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부서명의 변화와 함께 해양공학 

연구 분야는 활기차게 성장하였으며, 2010년 1월 조

직 개편에 따라 해양시스템연구부는 해양시스템연

구부와 해양구조물ㆍ플랜트연구부로 분화되었다. 이

후 해양시스템연구부는 해양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해양장비와 수중로봇시스템 개발 부

문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해양공학 분야의 해양시스템 연구는 육상자원을 

대체할 다양한 해양자원 탐사와 개발에 필요한 각종 

해중 장비를 개발하고 실해역 성능 실증을 거치는 일

련의 학제적 기술 실용화 연구를 의미한다. 그 과정

에서 핵심 원천 기술의 개발과 이를 활용하는 장비 

시스템 개발까지의 전주기적 기술 개발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 해양탐사를 위해서는 전파 통신을 대신하

는 수중 음향 통신 기술과 통신 장비, 원격 운용 무인

잠수정,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무인잠수정, 조

종사가 탑승하여 심해까지 잠수할 수 있는 유인 잠수

정 등이 필요하다. 또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해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대신하여 어려운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수중로봇 장비가 필요

하다. 바닷물 속에서 해저자원을 개발하는 수중작업 

로봇시스템은 육상 로봇 보다 훨씬 광범위한 기술적 

어려움들을 극복하여야 구현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서는 해양탐사 기술의 기반 위에서 학제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해양시스템 연구 부문은 30년 전의 해양장비 연

구 불모지에서 현재 수심 6,000m 심해 무인잠수정 

개발까지, 일련의 성과를 일구어내는 괄목할 성장을 

이어 오고 있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주요 연구 범위

는 심해 자원 탐사와 개발을 위한 수중 잠수정과 수

중로봇 기술 개발, 수중통신 기술 및 해양정보통신시

스템 기술 개발 등이다. 해양장비와 수중 로봇 기술

은 컴퓨터 기술과 정보 통신 기술IT의 발전에 힘입어 

놀라운 도약을 하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심해저 광물자원 실용화, 해저플

랜트 기술 혁신, 해양-IT 융합 신기술 창출 등을 실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해미래의 외부 모습

심해 AUV 이심이 6000의 동해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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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스템연구2.2.3.1 잠수정 기술 분야

잠수정 기술의 개발은 1980년대 수심 250m급 유인 

잠수정 개발에서 시작되었다. 핵심 요소 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가 크게 부족한 당시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시도된 유인잠수정 개발은 해양개발을 향한 국가적 

관심과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또 이것은 잠수정 분야

와 관련된 일련의 기술 개발의 시발점이기도 하였다.

해양탐사의 영역이 심해로 확장됨에 따라, 무인

잠수정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 유인 잠수정은 

조종사가 필요하여 그 활용 면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

이었다. 그 첫 작품은 수심 300m까지 잠수가 가능한 

원격 제어 무인잠수정ROV : Remotely Operating Vehicle 

CROV-300의 개발이었다1992∼1993. 당시에 수중 항

법 기술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국내 최초로 시도된 

추진기와 내장 카메라 원격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내

압 용기를 제작하는 등 ROV의 기본기능을 실해역에

서 시험하는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이는 또한 무인

잠수정 기술 개발과 수중 초음파 통신 기술의 중요성

을 일깨우는 계기였다.  

이에 따라 자율무인잠수정AUV :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수중 항법과 수중 초음파 분야의 기

본 연구 사업들이 도출되고 수행되었다. <200m급 탐

사용 AUV 개발1994~1996, 이판묵>, <해저면 작업 로봇의 

항법 및 수중 초음파 영상 전송 시스템 개발1997~1999, 

임용곤>, <무향 수조 실험실 구축 및 이를 활용한 수중 

음장가시화 시스템 개발2000~2004, 임용곤> 등 이들 분

야의 기초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들이 기획ㆍ발굴되어 본격적인 연구로 이어졌다. 

과학기술부 특정 연구 사업인 <고성능 중작업용 

수중로봇 개발1997∼1999, 홍석원> 과제를 수행하였고, 

ROV 설계 기술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후 해양수산

부 특정 연구 사업인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

발2001∼2012, 이판묵>을 통하여 수심 6,000m 심해용 

ROV인 ‘해미래’가 탄생하였다. 

한편, 원격 제어 무인잠수정 기술을 바탕으로 과

학기술부 민군 겸용 기술 사업인 <무인잠수정의 운항 

제어 및 매니퓰레이터 기술 개발1998∼2003, 홍석원> 과

수중물체 인식,추적실험

수중물체와 로봇의 위치 동시추정(SLAM)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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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제를 수행하였다. 방위사업청의 ACTD 사업은 <자율 

항해 무인 기뢰 처리기 개발2008∼2012, 이판묵> 과제를 

수행하였다.  

연구소 고유의 AUV 기술은 수심 100m급 천해용 

AUV 이심이-100으로 구현되었다. 이 기술은 2010년 

(주)한화에 기술료 75억 원으로 기술 이전이 성공적

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이심이-100 기술을 기반으로 

수심 6,000m 심해용 AUV인 이심이-6000이 개발되어 

실해역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무인잠수정 분야의 기술 개발은 보다 

복잡한 수중로봇에 대한 기술 도전으로 이어졌다. 신

개념 무인잠수정 개발 사업인 <다관절 복합 이동 해

저 로봇 개발2010∼2016, 전봉환>이 그것이다. 다관절 

복합 이동 해저 로봇은 우리나라의 서해처럼 조류가 

강하고 수중 시계視界가 극도로 짧은 매우 열악한 수

중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수중로봇의 지능화를 위한 <고정밀 임무 수

행을 위한 인공 지능 기반의 수중로봇 기술 개발2010

∼2014, 최현택> 과제가 기관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착수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 수중 환경 인식 알고리

즘 개발, 동시 측위 매핑SLAM : Simultaneous Localization 

& Mapping기술 개발, 가상현실 기반 햅틱 운용 기술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2.2.3.2 해저광물자원 개발 기술 분야

미래 해양자원인 심해저 광물자원의 채광기술 연구

는 과학기술처 국책 연구 1단계 사업인 <심해저 망간

단괴 채광기술 개발1994∼1996, 홍섭> 과제로 시작되

었다. 심해 속 광물을 해상으로 끌어 올리는 양광 기

술 분야는 당시 자원연구원현 지질자원연구원에 위탁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한국해양연구원은 수심 

5,000m 심해저에서 집광 기술과 채광 운용 기술 분

야를 담당하였다. 심해저 광물자원 채광기술 개발연

구는 정부의 지원부처가 과학기술부1994∼2000, 해양

수산부2001∼2007, 국토해양부2008∼2013, 해양수산부

2013~현재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미래 해양광물자원 

시험채광로봇의 근해역 성능실증시험, 2009

미래의 잠수정 크랩스터(CR-200) 모형파일럿 채광로봇 실험실 조립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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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스템연구개발을 통한 국가 전략 금속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

보라는 일관된 정책이 유지되었다. 심해저 광물자원 

채광기술 개발연구는 파일럿 채광시험을 수행해서 

2015년도 상용화 기술 기반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최

종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한국해양과

학기술원에서 파일럿 채광시스템개발을 위한 <심해

저 망간단괴 통합 채광시스템개발>을 통합 주관하고 

있다. 

기초 연구 단계1994∼2004에서는 수심 5,000m 태

평양 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C-C해역의 심해저 연약 

퇴적 지반에서 연속적으로 채광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개념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채광선-양

광관ㆍ버퍼-유연관-집광 로봇으로 구성되는 전체 채

광 시스템의 운동 시뮬레이션 기법, 다분야 통합 최

적설계기법 연구, 혼합식 단괴채집장치, 연약 지반용 

무한궤도 주행장치 기술, 해석ㆍ설계 전산 S/W 등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기술 실용화 연구 단계2005∼2010에서는 

토양 수조를 기반으로 하는 심해저집광실험동2005

이 구축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상업 용량 1/20 규모

의 시험채광로봇인 미내로-I 개발2007, 근해역에서 채

광 장비 성능 실증 시험2009, 해저면에서 시험채광로

봇의 주행 제어 성능 시험2010 등 주요 연구개발 과제

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아울러, 설계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반 설계 기술SBD과 다분야 

통합 최적설계기법MDO이 개발되었다.

현재, 상용화 기술 기반 구축 단계2011∼2015에서

는 상업 용량 1/5 규모로 제작되는 작업 수심 5,000m

의 파일럿채광로봇인 미내로-II 개발2011∼2012, 수

심 1,000m에서 파일럿채광로봇 예비 성능 시험2012

∼2013, 파일럿 양광펌프, 양광관과 버퍼 시스템 제작

2012∼2014 등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민간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공해 상 수심 2,000m에서 해저 망간

단괴를 파일럿 채광시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

며, 2020년대 심해저 망간단괴의 상용화를 실현시키

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선박 육상지원 센터

DIGITAL SHIP SHORE

Digital Ship 실증시험 센터

■ 지능형 유지보수 시스템

■ 최적운항 성능지원 시스템

■ 위험 감시대응 시스템

■ 사고 이력 관리 시스템

■ 선박 추진제어 시스템 및 통합화 플랫폼

■ 선박 추진제어 시뮬레이터 시스템

■ 선박 추진시스템 원격감시 및 진단장치

선박통합플랫폼

다기능 콘솔 (HCI)

지능형 디지털 선박 개념 및 플랫폼 통합연동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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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2.2.3.3 수중음향통신 및 해양정보통신 시스템 

기술 분야

수중 음향 통신 기술 분야 연구는 무향 수조 구축2004

과 산업자원부의 민군 겸용 기술 사업으로 추진된  

<초음파를 이용한 수중 영상 정보 전송 기술 개발1999

∼2004, 임용곤> 사업과 2003년 국가지정연구실NRL)과

제로 선정된 <수중 3차원 퓨전 영상 생성, 탐지 및 전

송 기술 개발2003∼2007, 임용곤> 과제 수행으로 본격

화되었다. 국가지정연구실 과제의 수행 성과인 수중 

초음파 통신 기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국

가 연구개발 사업이 도출되었다. 국토해양부가 지원

한 <수중무선통신시스템 개발2004∼2011, 임용곤> 과제

의 결과물인 수중무선통신모뎀 및 네트워크 기술은 

기술료 90억 원에 민간 기술 이전이란 주목할 성과

를 이루었다. 현재는 후속 사업으로 <수중 광역 이동 

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2012∼2020, 임용곤> 과제를 진행 

중이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지원한 <기뢰 탐색용 고

정밀 초음파 카메라 연구개발2009∼2012, 임용곤> 과제 

수행을 통해 멀티빔형 초음파 카메라를 개발하여 실

해역 성능을 검증하였다.

해양정보통신 연구부문은 해양개발 시스템의 효

율성을 높이고, 해양개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

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야이다. 또한 정

보 통신 기술IT과의 융합 효과가 매우 높은 분야로 연

구개발에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해양정보

통신 연구부문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기술 개발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선탐구1호

의 종합 정보 통신망 개발1999, 임용곤> 과제 수행 이후, 

국립해양조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시험 조사

선에 탑재되는 종합 정보 통신망 수탁 사업을 수행하

였다. 산업자원부 중기 거점 사업으로 수행된 <선박의 

지능형 자율 운항 제어 시스템 개발2000∼2005, 임용곤>, 

지식경제부 <지능형 디지털 선박의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2009∼2012, 임용곤> 사업 등을 통하여 각종 항해 장

비 H/W와 항해 지원 S/W들을 개발함으로써 선박의 

디지털화에 따른 고부가 가치화에 기여하였다.

해양 정보 통신 부문의 연구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국토해양부가 지원하는 <유비쿼터스 기

반 해운 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 연구2008∼

2018, 임용곤>라는 장기 국가 사업이 도출되었다. 이로

써 항만-항로 해상 통신 모뎀 개발과 기술 표준화, 항

만 물류 검색 장비 개발 등 IT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해양시스템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과 적용이 추진되

고 있다. 

아울러, 2004년부터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

교UST의 IT 공학 분야 전공학과수중음향통신공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연구개발 현장에서 석ㆍ박사 과

정 전문 기술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09년에는 수

중음향통신공학과를 해양 IT 분야해운 물류, 디지털 선박 

등를 포함하는 해양정보통신공학과로 확대ㆍ개편하

였다. 이 과정에서는 해양탐사 장비를 지원하는 수중 

무선 통신과 네트워크, 수중 채널 특성, 해상 채널 및 

통신 기술 등 세부 과목의 전공 이론 교육과 현장 학

습을 병행하면서 전문 인력을 양성중이다.

2.2.4 해양구조물ㆍ플랜트연구 
Offshore Structure & Plant Research

1976년 11월 4일, 조선 입국을 국가적인 목표로 설정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선박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조

선해양연구실을 기반으로 설립된 이래 지난 40여 년

간 해양공학 기술의 발전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소중한 역사이다. 해양구조물ㆍ플랜트 연구 분야의 

역사는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9년 12월에 

과학기술처에서 작성한 해양연구 관련 10개년 계획

인 「해양 종합 조사 연구 계획(안)1971~1980」을 보면 

국립해양과학기술연구소(가칭)의 설립을 목표로 조

사 연구 계획안이 작성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제2부 

제1장에 해양 기초 부문, 제2장에 해양 기상 조사 연

구 부문, 제3장에 해저 광물자원 부문, 제4장에 해양

생물자원 부문, 제5장에 해수 용존물 자원 부문, 제6

장에 해양에너지 부문, 제7장에 해안 이용 부문, 제8

장에 해양공학 부문이 기술되어 있다. 이 중 제6장의 

해양에너지 부문과 제8장의 해양공학 부문이 2012년 AdFLOW 계산 예(Side-by-Side Moored Vesssel의 횡표류력 해석)

수중음향통신모뎀 시험

수중무선통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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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물ㆍ플랜트연구현재 해양플랜트연구부와 해양시스템연구부의 기능

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6장은 조력 발전과 파력 발

전, 제8장은 기초 기술, 해중 장비와 기기, 잠수정과 

작업정 개발 계획 등이 정리되어 있어 무형이지만 이

를 공식적인 연구 부서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

후 한국선박연구소의 유체역학실 시절 해양공학 분

야 연구는 파랑 중 선박의 내항 성능 이론과 실험적 

추정 기법 개발에 집중했다. 그러다 1985년 8월 해양

공학실 체제로 본격화되었다. 1989년 10월에 해양기

술연구부로 연구 부서화된 후, 1999년 5월 1일에 해

양개발시스템연구센터로,  2000년 6월 1일에는 다

시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2010년 1월에 해양구조물ㆍ플랜트연구부와 해양시

스템연구부로 분리되었다가, 2012년 7월에 해양플랜

트연구부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양구조물ㆍ플랜트 분야는 1970년대 해양공학 

연구의 불모지에서 시작하여 1980년부터 2010년까

지 30년 동안 성장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양

구조물ㆍ플랜트 분야는 최근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

지는 해양플랜트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초심해Ultra 

Deep Sea와 극지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 도전의 

전환점에 와 있다. 

해양구조물ㆍ플랜트란 다양한 해양자원을 개

발ㆍ이용하는 데 필요한 구조물, 설비, 장비를 설

계ㆍ생산ㆍ설치하고 운용할 때 필요한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분야이다. 해양에 잠재되

어있는 각종 석유가스자원, 광물자원,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이용이 주요 연구 대상이며, 이에 필요한 해

양구조물과 플랜트의 설계 기술 개발을 구체적인 목

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해양구조물ㆍ플랜트 연구

개발 분야를 세분화하면, 해양구조물과 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 해양 공학 수조를 기반으로 

각종 해양구조물의 해양환경 중 설계 성능을 최종 평

가하는 모형실험 기술 분야, 해양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 분야, 심층 해수에 잠재하고 있

는 유용 물질의 이용과 유용 에너지자원의 이용을 위

한 심층수 이용 기술 분야로 나뉜다. 

2.2.4.1 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분야

초창기1980∼1990에 개발된 <파랑 중 선박의 운동 성

능 해석 기술>을 모태로 <해양장비 핵심 기술 개발

1994∼1996, 홍석원>을 거쳐 대형 해양구조물의 거동 해

석 기법이 개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파랑 중 부유 

구조물의 운동 해석을 위해 고차 경계 요소법에 기

반한 선형과 비선형 동유 체력 해석용 컴퓨터 프로

그램 모듈인 MLINHYDH를 1998년에 개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자동 위치 유지 시스템DPS 시뮬레이

션 프로그램인 KDPSIM, 계류 시스템의 성능 해석

을 위해 집중 질량Lumped mass 해석 기능을 추가한 

KDPMOOR 등을 개발하였다. 2000년부터 앞서 개발

된 기능을 통합하고 확장하여 다물체 시간 영역 해

석 코드 플랫폼인 KIMAPS 시리즈를 개발하였으며, 

모형 시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이를 해양플랜트 

업계에 기술 이전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계류계 동력학Mooring Line 

Dynamics 분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사용자 편의

성, 안정성 및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유한 요소법FEM 기반의 계류계, 라

이저Riser와 TLP 텐돈Tendon에 대한 해석 기법을 개발

하여 KIMAPS 시리즈에 적용하고 있다. 2012년에는 

다물체 유체력 해석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고차 경계 

요소법과 인위 감쇠력 모델을 도입한 AdFLOW가 개

발되었다. 또한 해양구조물의 강한 비선형 유체력 및 

거동 해석을 목표로 하이브리드 기법Hybrid Scheme에 

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기법에

서는 물체 주위의 국부적인 비선형 유동은 전산 유체 

역학 기법CFD으로 해석하고 물체 외부 영역은 기존

의 경계 요소법BEM으로 해석한다. 한편 해양구조물

의 설치 영역이 초심해로 확대되면서 설치 영역에 대

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된 성능 해석 코드의 모듈화와 통합화를 통해 설

치ㆍ설계와 해석이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모듈인 

KIMAPS_CRANE과 KIMPAS_TOW 등을 개발하고 있

다. 또한 해양구조물 분야에 e-엔지니어링을 적용하

기 위해 개발된 코드의 확장성을 높이고 표준화하는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로 만든 가상 마리나 리조트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로 만든 가상 해상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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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노력이 지식경제부 산업 원천 기술 개발 과제인 <해저 

및 해상 플랜트 설치 설계 핵심 기술 개발2010∼2015, 

홍사영>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

해양공간의 이용과 해양자원의 개발에 필수적으

로 활용되는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거동 해석 기법에 

관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과학기술부의 <해양공간 

이용 대형 복합 플랜트 개발 사업1995∼1998, 홍석원>의 

세부 과제인 <부유 구조물 파랑 응답 해석 기법 개발>

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해상에 설치되는 돌핀 계류 방

식의 부유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파랑 중 운동 해석과 

설계 기법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이후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초대형 부유식 해상 구

조물 기술 개발1999∼2007, 홍사영> 사업으로 이어졌다. 

이 사업을 통해 초대형해상구조물 설계와 해석 핵심 

기술인 유탄성 응답 해석법 개발, 돌핀-펜더 계류 설계 

및 해석 기법 개발, 초대형 부유식 해상 구조물 지침서

잠정 개발Provisional Guidance, 초대형 부유식 해상 구조

물 설계 매뉴얼 발간과 실증 구조물 설계ㆍ해석 등 초

대형해상구조물VLFS의 설계 기반 기술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100여 편의 논문이 발표ㆍ게재되었으며 30건

의 프로그램이 등록되었다. 2008년에는 국제해양극지

공학회로부터 최우수 논문상ISOPE Best Paper Award을 

받는 등 연구 수준의 국제화를 달성하였다.

2008년부터는 지식경제부 지원으로  액화 천연 가

스LNG 관련 최첨단 해양플랜트 구조물인 부유식 해

상 액화 천연 가스 터미널LNG FSRU : 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의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2008∼2013, 홍석원. 이 과제는 구조물과 계류 시스

템, 가스 플랜트, 위해도 평가 시스템, 안전 접안 감사 

제어 시스템 개발 등을 목표로 하였다. 해양플랜트연

구부는 총괄기관 및 제1 세부 과제구조물 및 계류 시스템 

분야 주관기관으로서 전체 과제를 주도하고 있다. 이 

해양공학수조

LNG-FSRU 시설계 (2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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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물ㆍ플랜트연구과제의 주요 성과물은 LNG-FSRU의 시설계270K와 선

체 구조물, 계류 시스템에 대한 통합 성능 해석 기법

S/W 및 모형 시험, Topside 플랜트에 대한 기본 설계, 폭

발과 화재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 시스템 등이다. 이 

연구 과제가 밑바탕이 되어, 2011년부터 2012년 말까

지 발주된 신조Newbuild FSRU 5척을 전량 국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었다. 더불어 연구 과제의 성과물을 활용

하여 기본 설계와 성능 평가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이 연구 과제는 FSRU 뿐만 아니

라 기타 해양플랜트 구조물에 적용이 가능한 공통 핵

심 기술 영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 

해양구조물ㆍ플랜트 연구 분야에서 개발한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은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1년 11

월 멕시코로 기술 이전되는 등사업책임자: 홍기용 연구

소의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과시하였다. 멕시코 국영

석유연구소IMP : Instituto Mexicano del Petroleo는 우리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설계를 위한 성

능 평가 기술S/W와 모형 시험 기법을 약 26억 원에 기술 

이전받아 향후 멕시코 만의 석유가스자원 개발에 필

요한 해양플랜트 기술의 자립을 추구하고 있다. 이 

기술 이전 사업은 국내 해양플랜트 기술 역사상 최초

의 국외 기술 이전 계약이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축

적해 온 해양공학 및 해양플랜트 핵심 기술을 기반으

로 우리 연구소가 세계로 진출하는 신호탄이 될 것

이다. 한편, 이 기술 이전 사업의 후속 공동 연구 계

획에 따르면 심해 공학 수조의 건설에 대한 기술 협

력과 멕시코 만 유정 개발에 관한 기술 개발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MP는 멕시코 국영석유

회사PEMEX에서 발주하는 해양플랜트 설계에 이 기

술 이전의 결과를 직접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향

후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PEMEX의 새로운 협력 관

계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이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체, IMP와 

PEMEX 간 협력의 가교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우리 연구원은 2012년부터 <해양플랜트 기

술 글로벌 수월성 확보 및 국제화 네트워크 기반 구

축 사업홍기용>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축척된 부유 구조물의 다양한 수치 해석 기술과 해양 

공학 수조의 모형 시험 기법에 대한 기술 이전을 효

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2.4.2 해양 공학 수조 모형시험 기술 분야

해양 공학 수조를 활용한 해양구조물과 플랜트의 설

계 성능 평가를 위한 노력은 1999년 해양 공학 수

조가 준공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기본 연구 사업

인 <해양공학 수조를 활용한 모형 시험 기법 개발

1997~1999, 홍석원>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해양

공학 수조 주요 설비인 조파기, 조류 발생 장치, 바람 

발생 장치 등 해양환경 재현 장치의 운용 기술 개발, 

수조 중앙부의 원통형 심수부pit를 활용하는 심해 인

장각식 플랫폼TLP에 대한 모형 시험 기법의 개발, 다

방향파 중 자유 항주 선체 운동 모형 시험 기법의 개

발, 파랑 에너지를 해역 환경 개선 목적으로 활용하

는 핵심 장치에 대한 성능평가 모형 시험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이어서 2단계 기본 연구 사업인 <해양개

발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고도화 연구2000~2004, 홍섭>

를 통해 비선형 환경 하중 조건의 생성 및 해석 기법

의 개발, 심해 석유 개발 플랫폼의 위치 유지 시스템 

성능 평가와 해석 기법 개발이 이루어졌다. 

해양공학 수조를 다각적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시험 설비의 기능 고도화와 전문화를 위한 노력이 추

가적으로 진행되었다. <해양공학 수조 기능 고도화 

사업2001~2005, 홍석원>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사업을 

통해 L자형 조파 장치와 대형 제어형 예인 전차 등을 

설치하고 운용함으로써 실해역의 복합 환경을 재현하

였다. 이로써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운동과 조종 시험

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조선 산업계 연계 운영 프로그램도 수행하였다. 

<SHI-KORDI 해양공학 수조 활용 해양 설계 엔지니

어링 공동 연구2006~현재, 홍사영>를 통해 시험 성능 평

가의 상호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첨단 해양구조물 

설계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긴밀한 상호 협력 체계

를 구축하고 있다. 2단계인 2011년부터는 해양구조

물ㆍ플랜트 핵심 기술 분야의 미래 신기술 개발을 위

해 다양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조선소, 국내외 선급, 대학 등 조선 산

부유식 해상풍력플랫폼의 운동시험(SHI-KORDI 공동연구)

파랑중 운항선박의 분할모형시험(WILS-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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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업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파랑에 의한 선체에 걸리는 하중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Wave Induced Loads on Ships-Joint Industry 

Project인 WILS-JIP2006∼2011, 홍사영>를 통해 전통적 설

계 방법으로 파악이 어려운 대형 선박의 파랑 중 비

선형 운동, 탄성 거동, 단면 하중 등을 실험하고 수치

적으로 고찰하여 규명하였다. 현재는 WILS-JIP 3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축적된 모형 시험 

기술을 보유한 해양공학 수조는 세계적인 수준의 모

형실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여 현재까

지 약 200건에 이르는 모형실험 실적을 보유하고 있

다. 최근에는 국내외 조선 산업체 수탁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서 해양공학 수조에 대한 모형 시험 수요

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양공학 수조의 모형 

시험 일수를 보면, 연평균 240일 이상을 기록하고 있

어 기술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해양공학 수조의 급증하는 시험 수요에 부응

하고, 향후 심해자원 개발에서 핵심적인 기반 산업인 

해양구조물ㆍ플랜트 산업의 필수 연구 인프라를 확

보하기 해서는 심해용 해양공학 수조의 건설이 무엇

보다 시급하다. 이런 이유로 심해 복합 환경 재현 장

치와 제어형 예인 전차 등 고기능 모형 시험 설비를 

갖춘 심해용 해양공학 수조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함께 참여하는 심해공

학수조 건설이 이루어지면, 우리 연구부는 미래 해양

기술인 심해자원 개발 기술과 해저생산처리시스템

Subsea Production & Processing System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에 있어 선두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2.2.4.3 해양 신재생 에너지 활용 기술 분야

해양의 대표적인 무한 에너지인 파랑 에너지의 개발

은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양

플랜트연구부가 다양한 종류의 파력발전장치에 대

한 연구개발을 선도하여 세계 최고 수준에 육박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연구개발은 <해양에너지 이용 파력발전

장치60㎾ 개발1993∼2002, 홍석원> 사업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업에서 부유식 진동 수주형 파력발전장치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발전 장치를 탑재하는 부

유식 구조물에 대한 설계와 성능 평가 기법 연구를 수

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2002년 국내 최초로 실해역 

실증을 위한 발전 플랜트 구조물 ‘주전A호’를 설계ㆍ제

작하고 현장에 설치하는 단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태풍으로 인해 계류 시스템이 손상되어 

본격적인 운영을 하지 못했다. 이후 국토해양부의 지

원으로 <파력 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2003∼2013, 홍기용>

과제를 진행하여 등부표용 소형 파력발전장치150W의 

실해역 시험 운용2006. 5∼2007. 4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였다. 2013년부터는 실해역 실증 시험용 원격 모니터

링 및 제어 시스템을 완비한 500㎾급 진동 수주형 파

일럿 플랜트를 설치제주 서쪽 해상, 운용할 예정이다. 이

로써 방파제 기능이 부여된 파력 발전 플랜트의 복합 

이용 기술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월파형 파력 발전 연구는 <월파형 파력 발전 기

반 기술 연구2003∼2005, 홍기용>와 <나선 암초형 월류 

파력 발전 기술 개발2007년∼2010, 홍기용>을 수행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20∼40m의 수심에 적용할 수 있

는 250㎾급 파력발전장치의 표준 모델을 제안하였

다. 2010년부터는 국토해양부 지원으로 대수심에서 

파력 발전 단지 조성용으로 이용될 300㎾급 부유식 

가동 물체형 파력발전장치 개발을 위해 <부유식 진

자형 파력발전장치 기술 개발 및 실증2010∼2016, 신승

호>과제를 시작하였다. 부유식 파력발전장치는 2015

년부터 실해역 실증 시험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용 파력발전장치를 위한 실용화 기반을 다질 

전망이다. 

2.2.4.4 심층수 활용 기술 분야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는 차갑고, 

깨끗하고, 영양염이 풍부한 해수자원이다. 이러한 해

양심층수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연구로 <해

양심층수의 다목적 개발2001∼2010, 김현주>사업이 수행

되었다. 이어서 후속 사업으로 <해양심층수의 에너지 500㎾ 용수 시험파력발전소 시설 조감도



이용 기술 개발2010∼2016, 김현주>사업과 <해양심층수

의 산업 지원 기술 개발2011∼2013, 김현주> 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수 온도차 발전, 냉난방 이용

과 담수화 추출 등의 해수 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 기

술이 개발될 것이다. 2005년 12월에 완공된 해양심층

수연구센터는 해수 플랜트 개발 및 이용 연구를 위한 

임해연구기지이다. 해양심층수연구센터는 부지 약 

1만 4,000㎡ 4,222평, 건물 2,785㎡ 844평 규모로 강원

도 고성에 위치해 있다. 수심 300m와 500m에서 하루 

2,000㎥의 해양심층수를 취수할 수 있는 취수 시스템

을 갖추고 있으며, 해수의 분석과 플랜트 성능 실험을 

위한 연구 장비 기반도 갖추고 있다.

해양심층수연구센터는 해양심층수와 표층 해수

를 이용한 해양 온도차 발전 초소형 파일럿 플랜트를 

2011년에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가동ㆍ실험하고 있

다. 또한 탠덤형 해수 냉난방 히트 펌프를 개발, 해양

심층수연구센터의 냉난방에 적용하여 에너지 비용

을 70% 이상 절감하고 있다. 2012년에는 경도 1200

을 목표로 한 해수 담수화와 농축 플랜트를 설계, 제

작하여 수질 조정 고도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향후, 이들 신재생 에너지 이용 및 이산화탄소 배

출 저감, 청정 식수원 확보를 위한 해수 플랜트 기술

은 국내외에 임해 녹색 도시, 녹색 섬, 녹색 항만뿐 

아니라 그린 올림픽 기반 조성 등에도 효과적으로 이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해양구조물ㆍ플랜트 연구 분야

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쉼 없는 전진의 연

속이었다. 석유가스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구조

물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기술, 해양 대체 에너

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신개념 기술, 심해자원을 개

발하기 위한 심해공학 기술, 심해 생산을 위한 해저엔

지니어링 기술, 심층해수자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을 활용하는 기술 등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

양플랜트연구소의 주요한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았다. 

세계적인 수준의 성과를 내는 기술 분야를 보유하게 

된 해양플랜트연구부는 앞으로 해양플랜트 분야의 

부족한 연구 기능을 보완하고, 특히 인간의 안전과 환

경을 설계와 운영의 중심에 두는 HSEHuman, Safety and 

Environment 개념에 따라 구조물과 설비의 진동, 소음, 

위해도 평가 기술의 새로운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

다. 동시에 연구의 최종 성과물이 실용성을 갖도록 산

업계와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2.5 연구지원 Research Support

2.2.5.1 선박해양공학 연구기능의 태동

1968년 7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에 조선연구실

이 설치되어 선박과 해양공학에 관한 체계적인 기술 

개발 활동이 시작되었다. 당시 연구실의 기능 수준은 

조선 공업 육성 정책연구, 고속 선박 개발, 설계 자료

의 확보ㆍ보급 등으로 본격적인 연구나 기술 개발보

다는 선진 기술을 도입ㆍ보급하는 수준이었다.

2.2.5.2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선박연구소 발족

1971년의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과 3차 경제 개발 5개

년 계획으로 5개 전략 산업 기술 연구기관 설립이 추

300㎾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 모형시험 및 실해역 단지 조감도

선박연구소에서 열린 Teasdale 박사의 강연회, 1975.4.8



진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선박연구소였다. 선박연구

소Shipbuilding Industry Technical Services는 선박 설계, 박용 

기관, 조선해양공학 분야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중추 

연구기관으로 설정되었다. 한편, 대형 연구 시설인 선

형시험수조 건설을 위하여 1973년 140만 달러 규모의 

UNDP 자금 지원이 결정되자 이의 효율적 관리와 운

용을 위해 UNDP, 정부간해사협의기구IMCO 등의 전문

가 자문을 얻어 1973년 10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

설 선박연구소소장: 윤정흡가 공식 발족되었다.

조직은 1연구부저항추진연구실, 기술개발연구실, 기획

관리실, 행정관리실로 구성되었고 1차적으로 1974년 

9월 새로 조성되기 시작한 대덕연구단지에 연구소 

건물 및 연구 시설 입주 예정 부지를 확보하였다. 기

공식은 1975년 3월에 거행하였다. 

2.2.5.3 한국선박해양연구소 설립

1976년 3월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

은 연구소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기술 개발을 할 것

을 지시하였다. 그로부터 2개월 뒤인 1976년 5월 선

박연구소와 해양개발연구소가 통합되어 부설 선박

해양연구소가 되었고, 11월에는 관할 부처가 상공부

로 변경되면서 독립법인인 한국선박해양연구소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가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은 선박 기본 설계 기술 개발 지원, 선

박 생산 기술의 개발, 선박 기자재 국산화 개발, 해양

자원 개발, 해양현상 이용 기술 개발, 해양환경 보전, 

선진 기술의 도입·보급, 고급 기술 인력의 양성 등

이었다. 대형 연구 시설로 1976년 건설을 시작한 선

형시험수조가 1978년 3월에 완공되었다. 4월에는 국

제수조회의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에 정식 

회원 기관으로 가입하여 국제 수준의 연구 활동과 기

술 교류를 진행하였다. 

2.2.5.4 한국선박연구소 설립

상공부는 해양연구 기능이 중공업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처와 

협의하여 1978년 3월 해양 분야는 한국과학기술연구

소 부설 해양연구소로 분리하고, 선박 분야는 한국선

박연구소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소장: 김극천로 

발족시켰다. 한국선박연구소는 대덕연구단지에 건

설 중이던 2개 연구동을 완공, 1978년 4월 대덕으로 

이전하였다.

주요 연구 기능은 저항 추진, 추진기, 운동 조종, 

선박 설계, 박용 기계, 구조 용접, 선박 건조, 해사 경

제 등이었다.

2.2.5.5 한국기계연구소 대덕선박분소로 통합

1980년대 들어 정부 출연 연구소의 통ㆍ폐합 조치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선박연구소는 한국기계시험

연구소와 통합되면서 1981년 1월 한국기계연구소 대

덕선박분소분소장: 김훈철가 되었다. 조직은 선박기술

부, 선박연구부, 연구개발실, 수조운용실로 축소되었

고 전산, 기술 정보, 행정 등의 지원 기능은 분실 형

태로 수행되었다. 

당시 주요 사업은 고성능 선박과 경제적인 선박 

개발, 고속 추진기 개발, 조선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과 지원, 선박과 해양구조물의 구조·진동 평가, 선
선형추진연구동과 모형제작동의 건축 초기 모습, 1977

선형시험시설 구축을 계획 중인 연구소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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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기자재 개발, 용접 기술 개발, 용접 전문 기술자 

교육 등이었다. 

2.2.5.6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해사기술연구소로 발족

1989년 10월 한국기계연구소는 대덕선박분소를 부

설 해사기술연구소소장: 장석로 발족시켜 해양국가로

서 효율적인 수송 수단, 해양자원의 확보와 개발 등

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담당하도록 개편하였다. 그러

나 1992년 용접 등 일부 연구 기능과 인력을 한국기

계연구소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기능 조정 방안에 따라 해사기술연구

소는 4개 연구부, 1개 사업단, 1개 기술지원부, 2개의 

행정지원실로 축소되었다.

변경 이전까지의 연구 분야는 저항 등 요소 기술

과 선형ㆍ추진기 기술 분야, 구조 설계 기술 분야 등

이었다. 또한 해양자원 개발ㆍ이용 등에 필요한 기술 

개발, 선박 설계ㆍ생산 공정을 일관화 하는 선박 설

계ㆍ생산 전산 시스템 개발, 박용 기자재 개발 및 시

험 평가 기술, 용접 관련 기술 등도 포함되었다.

2.2.5.7 한국기계연구원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로 통합

1993년 4월 한국기계연구원은 부설 해사기술연구소

를 내부 조직인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소장: 양승일로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해사기술연구소의 구조연구

부, 해상기계연구부의 지원과 행정 기능이 한국기계

연구원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

는 선박성능, 해양기술, 선박설계생산 자동화 등 3개 

연구부, 그리고 수조 운용, 연구지원의 2개 지원실로 

축소되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차세대 선박 기술, 해양장비 핵

심 기술, 첨단 조선 시스템 기술 등이었으며, 1994년 

5월 완료된 「선박 해양기술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해양안전·환경 기술, 해양방위 기술, 해양장비 

기술, 미래 산업 기술의 4대 중점 기술 개발 분야를 확

정하는 등 공공 분야 연구개발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특성화를 위해 1996년 1월 해양안전방제연

구단이 설치되어, 해난 사고 구난과 해양오염 방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11월

에는 해양오염 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해양연구

소와 함께 해양오염 방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국가 

해양오염 방제 체제에 제도적으로 참여하였다. 

2.2.5.8 한국해양연구원으로 이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

영 혁신 추진 결과, 한국기계연구원의 선박해양공학

연구센터소장: 김은찬 기능이 한국해양연구소로 이관

되어 1999년 5월 한국해양연구소 선박해양공학분소

분소장 : 양승일가 설치되었다. 조직은 해양운송시스템

연구센터, 해양개발시스템연구센터, 해양안전방제

연구센터와 기획운영실로 개편되었다. 또한 해양오

염에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한 UN환경계획 

프로그램으로 2000년 4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NOWPAP 방제 지역 활동 센터가 설치되었다. 

2001년 3월 한국해양연구소가 한국해양연구원으

로 바뀌고 선박해양공학분소의 명칭도 해양시스템

안전연구소소장: 이진태로 변경되었다. 해양시스템안

전연구소는 미래 지향적 선박해양공학 기술을 통해 

지속적인 생산과 이용이 가능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해양개발, 해양안전, 해양환경 보전, 해양

방위 분야의 공공복지 기술과 차세대 선박과 해양구

조물, 장비 등 해양산업의 선도 기술을 연구ㆍ개발하

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개발시스템

연구본부,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 해양운송시스템

연구본부의 3개 연구부서와 행정지원부서인 운영

관리부가 설치되었다. 또한 연성 조직인 NOWPAP- 

MERRAC방제지역활동센터와 GNSS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

연구센터를 두었다. 이 당시 인원은 박사급 50여 명

을 포함한 연구 및 지원 인력 150여 명이었다. 

연구 시설은 각종 선박의 성능을 실증적으로 해석 

평가하는 선형시험수조길이200m, 폭16m, 깊이7m와 선박 

추진 장치의 캐비테이션과 소음 특성, 추진 장치 설계 제5차 nowpap-merrac 북서태평양지역 실무당국자 회의, 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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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와 평가에 활용되는 캐비테이션 터널본체: 길이12m, 폭

2m, 높이8m, 관측부단면: 60cm×60cm, 145cm×70cm, 선박과 

해양구조물의 내항 및 조종 시험을 위한 해양공학 수

조길이56m, 폭30m, 깊이4.5m, 정밀 수중 음향 실험과 초

음파 장비의 성능실험이 가능한 무향 수조길이914cm, 

폭282cm, 깊이500cm 등이 확보되어 활용 중이다. 또한,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선박과 해양구조

물, 항만, 안전 운항 등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는 해양

안전 시뮬레이터, 심해저 광물자원 집광 분야에서 개

발 중인 집광 로봇의 주행, 채집, 송출 성능 시험을 위

한 기반 시설인 심해저집광실험동, 내압 구조물 및 수

중 작동 장비의 성능 시험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

설인 고압 챔버 등도 구비되었다. 2005년에는 해양심

층수를 생존 필수자원인 식량, 식수 및 에너지 등으

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 강원도 고성에 해

양심층수연구센터2005.12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2009

년에 저소음 대형캐비테이션터널본체: 길이60m×폭19.5×

높이22.5m, 관측부: 길이12.5m× 폭2.8m×높이1.8m 준공으로 

본격적인 수중 운동체의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성능 

시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빙해 선박 및 극

한지 구조물 설계 기반 연구를 위한 빙해 수조길이42m

×폭32m×깊이2.5m를 구축하였다. 

연구 근접 지원을 위해 2005년 10월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보급형 해양 레저 선박 시연회를 오

거돈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

였다. 2005년 12월에는 해양심층수연구센터 개소식

을 지방 자치 단체와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6,000m급 심해 

무인잠수정 개발에 따른 진수식2006. 5. 남해연구소과 

심해저 광물자원망간단괴 채광 장비 통합 시연회2008. 

12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언론의 대대적인 취재경쟁

을 이끌어 냈다.

출판물은 연구 논문집인『선박해양공학기술』

이 연 2회, 뉴스레터인『KRISO 소식』이 격월간으

로 발간되고 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수조회

의ITTC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서 해외 연구 기

관들과 인력 및 기술 정보 교류, 국제 공동 연구 수행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6월에는 한국해양연구원 대덕분원분원장: 

반석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조직도 확대되었다. 

대덕분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을 위한 미래지향

적 공공복지 기술, 차세대 선박과 해양 구조물 분야

의 해양산업 선도 기술 개발과 보급을 목표로 하였

다. 조직도 확대되어 해양운송연구부, 해양안전ㆍ방

제기술연구부, 해양시스템연구부, 해양구조물ㆍ플랜

트연구부, 운영관리부와 더불어 함정기술연구센터, 

해양CCS연구단, NOWPAP-MERRAC, 해양심층수연

구센터 등이 설치되었다. 

한국해양연구원 대덕분원은 1,500여 척의 모형선 

성능 시험, 1,100여 건의 프로펠러 설계와 성능 시험, 

200여 건의 해양공학 수조 모형 시험과 해양플랜트 성

능 평가 기술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ㆍ해양

구조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조 성능 

시험 분야 국제 수준 품질 인증을 획득하였고, ITTC 집

행위원회, 자문위원회, 기술위원회 활동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선박 성능 평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수중 무선 통신 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 세계 4번째 6,000m급 무인잠수

정ROV 개발, 해양에너지 실증 플랜트파력발전장치 건

설, CO2 해양 지중 저장 등의 지구 온난화 대응 국가 

임무 수행, 심해저 광물자원 집광 로봇 분야에서 선

진국과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은 현재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지닌 연구 수월성이다. 

대표적인 기술 이전 성과는 선형평가 및 설계전

용 프로그램, 수중무선통신시스템, 천해용 자율무인

잠수정 기술, 해양플랜트 기술, 잠수함 제어판 조작 

및 계통 조작에 따른 운동 특성 재현 기술 등이 있다. 

특히 공공기술 연구개발 부문으로서 안전하고 효율

적인 항만과 항로 설계, 해양 사고 원인 규명 등 해상 

교통안전 확보와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에 관한 자체 

개발 기술력 확보, 위성항법GNSS 기반 해양 교통 인

프라 개발과 구축ㆍ운용 기술 지원, 해양오염 방제 

교육과 해양 사고 구난 방제 기술 지원 등 공공 지원, 

NOWPAP-MERRAC 운영으로 한ㆍ중ㆍ일ㆍ러 해양

오염 방제 공조 체계 구축, 해양심층수연구센터 설치고압 챔버

해양심층수연구센터(강원도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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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운영으로 해양신산업 창출 기반 마련 등이 독보적

인 성과로 손꼽힌다.

더불어 2012년 3월부터 선박 및 해양플랜트에 대

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뉴스레터인 ‘배뜰꼴’을 웹진으

로 발행하고 있다.

2.2.5.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KIOST, 2012.7.1에 따라 해양

과학과 해양공학 연구 분야의 획기적인 확대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통한 발전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대덕분원의 명칭도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소장: 서상현로 변경되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명칭 변경에 따라 기관 

브랜드 구축을 위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대덕특구 연

구기관에서 활용하는 전광판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을 안내하고, 교육 기부 사업 일환으로 대전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OST와 함께 하는 재미있는 

배 이야기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소 견학 및 조선소 방

문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함께해요! 2012 나눔 예

술’ 행사를 통해 지역 소외 계층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

기도 하였다. 또한 직원 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이 함께 

참여한 ‘연구소 사랑, 내 나무심기’ 행사를 통해 연구소 

사랑과 가족 화합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였다.   

현재는 박사급 81명과 기술사 5명을 포함한 정규

직 134명과 비정규 계약직 173명 등 총 307명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약 700억 원 규모의 연구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는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저감을 위한 녹색선박Green Ship기술, 깨끗하고 안전

한 해양 보전을 위한 해양 사고 대응과 미래 해상교

통 체계e-Navigation기술, 다양한 수중탐사 작업과 심

해자원 탐사·개발을 위한 수중로봇 및 장비 시스템 

기술, 해양공간 활용과 미래자원 개발을 위한 해양구

조물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등 4대 기능을 중심

으로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대덕연

구단지 내 약 15만㎡ 부지에 7개 연구동을 주축으로 

운영하고, 강원도 고성에 약 7,700㎡의 부지를 무상 

임대하여 해양심층수연구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며, 

2013년도 말부터는 거제도 장목면에 약 17만㎡의 부

지에 해양플랜트 핵심 기술역량 확보와 산업계 근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와 

부산시 생곡지구 내 약 5만㎡ 부지에 해양플랜트산

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심해공학수조를 

구축 준비 중이다.

2013년 연구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

계적인 노력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

선박기술 개발 및 CO2 해양지중저장의 국가전략 추

진, 파력에너지 등 친환경 해양에너지 개발 가속화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 새로운 해상교통 운용과 안전관

리 패러다임인 e-Navigation 구축, 조선해양-IT 융합, 

대형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선박 안전성 강화, 

해양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해양플랜트와 해양

장비 기술 개발 분야의 연구개발 동향 분석, 국제해

사기구 등 국제 표준 및 규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 

체계적인 조선해양 국가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

갈 예정이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조선·해양플랜트분야

의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2020년까지 세계 1위 연구

기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부설기관 설립을 준비 중

이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서상현 소장과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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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특성연구

2.3.1 남해특성연구 South Sea Environmental Research

남해특성연구부는 2002년 남해연구소 산하 남해특

성연구본부라는 조직으로 시작되었다. 불과 6명의 

정규직 연구원으로 시작된 남해특성연구부 초기에

는 유독 플랑크톤 자원화, 어패류 우량화 등 해양생

물자원 중심으로 연구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점차 남해역의 환경 변화와 부유 및 저서 생태계의 

체계적 모니터링 등 생태계 위해성 전문 연구 기반을 

다지면서 남해특성연구부만의 연구 방향을 잡아갔

다. 2003년, 안산 본원에 있던 환경화학 전문 인력이 

남해특성연구부로 이전하면서 생물과 화학 전문 연

구에 시너지가 창출되기 시작했다. 군집 생태계 중심

이었던 생물 분야 연구는 분자생물학, 생리학으로 그 

영역을 넓혀갔으며 화학 분야에서는 잔류성 유기 오

염 물질에 대한 전문 연구 특성을 살리면서 자연스레 

두 그룹의 연구 집단이 형성되었다. 특히 환경화학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 인력은 국내 연구를 선도하였다. 

이 그룹은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은 물론 해양 유류 

오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으로 2009년 12월

에는 유류ㆍ유해물질연구단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

고 남해특성연구부 산하의 조직이 되었다. 한편 남해

특성연구부는 2003년부터 AMETEC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29개국 324

명의 아시아권 국외 연구자들이 환경 교육의 수혜를 

받았다. 

남해특성연구부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분야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 학술지에 연 30편 내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관련 분야 연구의 

수월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월등한 연구 업적

은 인적 인프라 뿐 아니라 물적 인프라를 잘 구축한 

데 힘입은 것으로 5년 연속 우수 연구 부서로 선정되

는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2005년 이후는 첨단 연구 

시설과 장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시기이다. 

연구 어장에 설치ㆍ운용되는 메소코즘, 미세 조류 배

양실, 실험 생물 배양장을 갖춤으로써 현장 생태계와 

실험 생태계 연구 융합을 도모하는 시설 인프라를 확

충했다. 유류ㆍ유해 물질의 신속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 동위 원소 분석

기, 텐덤 질량 분석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남해특성연구부는 명실 공히 해양 생태계 위해

성 평가 전문 집단으로 국내 최고의 인적, 물적 인프

라를 자랑하고 있다. 

2.3.1.1 한국해양연구원 시대2000~2012

•  기반 형성기  : 해양생물 자원화 기술 개발 

남해연구소의 전신인 장목분원 시절의 연구원들은 

해양생물을 통한 자원 확보의 극대화와 새로운 자원 

개발에 주력하였다. 이 당시 전문 연구력도 해양생물 

중심으로 구성되던 시기였다. 주로 해양생물 산업이

라는 실용성이 강한 분야의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으

며 연안 어장 환경 조사 기법을 개발하였다. 연안 어

장의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남해 어패류 우량

화를 위한 생태 환경 조성 기반 기술 연구최진우>사업

을 수행, 패류자원생물 서식지의 물리, 수질 및 퇴적

물 환경 특성과 패류 성장의 관계를 국내에서 처음으

로 규명하였다. 또한 조류 및 해류의 계절 변화 특성

을 조사하여 수리 모델을 시현하였다. 이로써 어느 

시기 어느 지점에 모패를 투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인지 결정하도록 했으며, 산란된 유생이 바닥에 정착

하기까지 얼마만큼 확산되는지를 예측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이용한 과학적인 양식은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어패류의 우량화 기술 개발 이후 남해특성연구부

는 국가 지정 연구실NRL로 지정되어 <해양 유독 식물

플랑크톤의 유전자 자원화 기술 개발 사업장만>을 추

진하였다. 해양 미세 조류 독성 물질에 관한 연구는 

2.3 남해연구소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유독식물플랑크톤 연구사업단 국가지정연구실 현판식

AMETEC PEMSEA 훈련(해양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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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항산화 및 항관절염 기능성 식품

진해만 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독성 물질의 구조와 생체 내 생합성 과정 등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연구 분야가 주로 생화학적 기법을 

이용한 독성 물질의 탐색, 정량 등에만 국한되어 있

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구부는 해양 미세 조류의 

독성을 쉽고도 신속하게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독성 물질 생합성에 관련된 유전자를 확보하여 유전

자은행을 이룩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부는 해양생물

을 이용한 해양생명공학 산업의 근간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시기는 육상생물과 달리 해양생물에 신물질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육상생물자원을 대체할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해양생물이 관심을 모으기 시

작하던 시기였다. 해양생물로부터 추출된 기능성 소

재들을 이용한 식품과 식품 첨가제의 개발 가치는 매

우 컸으며, 그 시장성도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

였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국내외 해양생

물 유래 기능성 물질 활용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인 연구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연골 어류와 참모

자반으로부터 기능성 소재를 탐색하여 기능성 물질

의 분리 정제에 관한 연구 기법을 확립하는 한편 생

산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방향 전환기 : 생태계 위해성 모니터링 기반 구축 

우리나라 남해안은 임해 도시와 공업 단지의 집중과 

연안의 반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해수의 유통이 

원활치 않아 각종 육상 기인 오염원의 영향을 직접적

으로 받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어패류 양식장의 

대부분이 남해안에 밀집되어 있어 남해 연안 환경의 

훼손은 어장 환경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어장의 생산성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대 

초기 생물자원화 중심으로 연구 기반을 다져온 남해

특성연구부는 이 같은 문제를 더욱 피부로 느끼게 되

었고, 이에 따라 2003년 이후 문제 해결형 연구로 연

구방향을 전환하였다. 이 시기는 세계적으로도 중심 

육상 기인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범지구적 실천 계획GPA : Global Program of Action을 세

워 각 국가의 의무를 권장하고 국가 실천 계획을 요

구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관한 기반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았다. 정부는 오염 우심 해역의 오염 물

질 저감 및 오염 물질 제거 등을 통해 해양환경 상태

를 개선하고자 특별 관리 해역을 지정하였다. 남해역

에는 마산만, 광양만, 부산 연안을 포함시켜 집중 관

리정책을 펼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환경

오염 관련 모니터링은 연구자마다 방법과 시기 등의 

차이가 있어 자료 수집을 통한 지속적인 해석을 어렵

게 만드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따라서 연구부는 특별 

관리 해역인 마산만과 광양만에서 수질 및 퇴적 물질 

오염원, 부유 생물과 저서 생물을 집중적으로 조사하

여 남해역 환경오염 모니터링 기반을 다졌다. 아울

러 해양 생태계 위해성 평가 수행을 위한 오염 노출 

분석과 생물 영향 분석에 요소 기술 개발연구를 수행

함으로써 연구의 깊이를 더 하였다. 이 시기에 수집

된 자료는 향후 2010년 이후 추진된 광양만과 진해만

의 해양 생태계 건강성 평가 기술 개발을 위한 귀중

한 밑거름이 되었다. 이는 잘 구비된 모니터링 자료

의 가치를 입증시킨 사례였다.

•   선택 집중기 : 생태계 위해성 평가 기술 구축

남해특성연구부는 연구의 전문성 확보와 연구 사업

의 선택 및 집중을 위해 노력했다. 그것은 이전에 수

행되었던 광양만과 마산만의 환경오염 모니터링 수

행 결과를 토대로 구축된 환경오염 모니터링 체계의 

기반 하에서 이뤄졌다. 특히 연안역의 생태 환경과 

오염 물질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으로 축적된 자료와 

보유 기술, 개발된 기술들을 결합하여 환경 위해성 

평가 전문 연구 집단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부 내 환경화학 전문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국

내에서 선박의 방오 도료에 사용되는 트리부틸틴TBT

과 트리페닐틴이 우리나라 연안 환경에 미치는 오염 

수준을 밝혔다. 또한 이 물질이 신복족류의 고둥류에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규

명하였다. 해당 연구 결과는 1990년대 후반, 전 세계

적인 환경 이슈였던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국내 오염

과 생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최초로 입증한 사

례였고 TV와 신문을 포함한 다양한 언론에 소개되기

도 하였다. 연구부는 해양환경 중 오염 물질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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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특성연구수준과 생물에 미치는 독성을 종합적이고 통계적으

로 분석하는 환경 위해성 평가에 트리부틸틴을 적용

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환경 위해성 평가를 실제 적

용한 첫 사례였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 

11월, 모든 선박에 트리부틸틴과 트리페닐틴이 함유

된 방오 도료를 사용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

다. 이는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적인 방오 도료 시스

템 협약 보다 5년 앞서 시행된 것으로, 과학적인 조

사와 연구 결과를 근거로 국내에서 유해 물질의 사

용 규제가 선도적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다. 이

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규제에 따른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진해만에서 시행되었다. 진해

만은 규제 이전에 관련 조사가 있었던 곳이다. 조사 

결과 2003년 전면 규제 5년 이후, 해수 중 트리부틸

틴의 농도는 이전에 비해 100배 이상, 이매패류인 참

굴 체내 농도는 3배 이상 감소하였고, 고동류의 내분

비계 장애도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트리부틸틴에 대한 사용 규제가 효과적임을 보

여주는 놀라운 결과였다. 이러한 성과는 과학적인 연

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좋

은 예가 되었다.

2000년대 스톡홀름 협약●에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중 장거리 이동성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규제를 

받는 물질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중국은 과거 규제 

대상 물질의 주요 생산국이자 사용국이었다. 때문에 

황해는 중요한 연구 대상 지역에 해당되었다. 2004

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수행된 환경부 차세대 연

구 사업을 통해 황해는 물론 우리나라 서해안과 중국 

동해안, 양쯔강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었다. 또한 중

국의 3곳과 우리나라 3곳에서 대기를 통안 잔류성 유

기 오염 물질 모니터링이 연중 실시되었다. 중국, 우

리나라, 황해의 다양한 시공간과 다매체를 아우르는 

조사였다. 그 결과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이 중국으

로부터 황해를 거쳐 우리나라로 대기를 통해 이동하

고 있음이 밝혀졌다. 황사가 오는 봄철과 달리 겨울

에 많은 양의 다양한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이 국내 

육상으로 이동하여 침적되고 있는 것도 밝혀졌다. 특

히 DDTs와 같은 맹독성 유기 염소계 농약의 경우 황

해로 유입되는 양의 95%, PCBs는 82%가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라는 사실이 거동 모형을 통해 밝혀졌다. 

이전의 환경공학 기술은 환경오염 처리 기술에 주

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염 예방 및 오염 사전 

진단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새로 개발된 화

학 물질은 수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 반드시 시험 어종에 대한 독성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한다. 담수의 경우 담수 시험 어종이 개발되어 있으나 

해수의 경우 어류를 이용한 생물 검정법이 아직 전 세

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해산 시험 어종의 

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부는 광

범위한 환경 하에서 생육 가능한 바다송사리를 시험 

어종으로 하여 중금속 및 유기 독성 물질에 노출하고 

독성 발현을 지켜보았다. 이를 통해 유전자, 단백질, 

효소 합성 수준에서 다양한 생체 지표가 개발되었다. 

이는 국내 해양환경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유해 물질

에 대한 생물체의 피해 정도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평

가할 수 있는, 세계 해산어 시험 어종 개발과 독성 평

가 분야에서 선구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생태계 위해성 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오염

원에 대한 생물 독성 평가 기술 개발과 같은 기술적인 

향상은 물론 오염원에 대한 생태학적 반응의 지식 확

충도 요구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해양 생태계의 구조 

중심 연구에서 해양생태계의 기능적인 측면의 이해

를 위한 연구로 방향이 전환되었고, 이에 관한 연구는 

부유 생태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해양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은 과거에는 대체로 식물플랑크톤에서 

동물플랑크톤, 어류로 연결되는 일방통행의 먹이 사

슬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적 한계성으

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미소생물들이 다양

하게 공존하고 있음이 확인됨으로써 자연스레 이들

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 1980년대부터 이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왔고 용존 유기 탄소를 이

용하는 박테리아, 박테리아를 포식하는 편모류, 박테

리아와 편모류를 포식하는 섬모류와 같은 작은 생물

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소생물 먹이망의 중요성

이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부유 생태계의 연구 추세에 

발맞추어 연구부는 연안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

●	스톨홀롬 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 Persistant 

Organic Pollutants)사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채택된 협약이다.

어류의 내분비계 장애 물질 노출에 따른 
비텔로지닌 발현 여부를 검출하는 ELISA 키트

Vitellogeninrecovered (ng/m
l)

Vtellogenin added (n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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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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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해하기 위해 기존의 고전적인 먹이 사슬뿐 아니라 미

소생물 먹이망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부는 그 결

과를 토대로 생태적인 관점에서 환경을 평가하는 연

구를 광양만과 마산만에서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마

산만은 광양만에 비해 미소생물 먹이망의 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존유기탄소

DOC와 같은 유기 오염원의 영향이 질소와 인과 같은 

무기오염원과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이 결과는 부유 생물 관련 연구 분야를 향상시

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남해역은 다양한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 해역을 이

용하는 인간 생활의 특성도 지리적으로 다양하게 분산

되어 있다. 남해특성연구부는 환경 위해성 평가 기술 

개발을 위해 인간의 이용도가 가장 빈번한 항만 내에

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 세계 물동량의 80% 이상

을 수송하는 항만 내의 선박은 연간 수십 억 톤의 선박 

평형수ballast water를 이송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박

은 7,000종 이상의 미생물과 식물 및 동물을 옮기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항만 환경 위해도 평가 기술 개발연

구신경순>는 우리나라 주요 항만과 인접 해역에 적합한 

선박 평형수 관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생물지리적 구역이 다른 생물이 이송되어 새로운 환경

에 노출되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

였다. 따라서 항만별 선박평형수 입ㆍ배출량 조사, 선

박평형수 탱크 내 생물상 및 항만 환경ㆍ생태계 조사

가 <항만 환경위해도 평가 기술 개발연구>의 핵심 연구 

내용이었다. 연구부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웹 서버에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항만을 왕

래하는 선박의 위해성을 파악하였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 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 협

약2004을 채택하고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 강제 적용을 

선박평형수 위해도 평가 연구체계도선박평형수 처리장치 형식 승인 시험설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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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수 내 환경, 
생물 모니터링

항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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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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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특성연구앞두고 있다. 본 과제는 이 같은 국제 동향에 대한 우

리나라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항만 환경과 생태계 감시, 외래 생물종 현황 파악, 항

만 혹은 지역 간 선박평형수 처리 면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  심화 발전기2010~2012 : 생태계 기반 관리 기술 구축

생태계 기반 관리EBM : Ecosystem Based Management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안 해역을 보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부

응하여 남해특성연구부는 2000년 이후부터 다져온 

환경 및 생태계 위해성 평가 기술을 바탕으로 연안 해

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4가지 분야로 EBM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특별 관리 해역 EBM
남해특성연구부는 우심 해역 관리를 위한 <남해 특별 

관리 해양 생태계 건강성 지수 개발김영옥> 사업을 수

행하고 있다. 남해 특별 관리 해역 중 오염 압력이 큰 

해역인 진해만과 광양만의 생태계 기반 요소를 모니

터링하고 기존 자료를 검토하여 해양 생태계 건강 위

해 요소를 선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역의 물

리적 기반 환경인 해류와 지형의 특성을 파악하는 한

편 부영양화 유발 요소를 중심으로 수질 환경을 탐색

하였고, 유기 독성 물질과 중금속을 중심으로 퇴적물 

환경을 탐색하였다. 물리적, 화학적 오염 환경 특성에 

따른 부유생물, 저서생물의 군집 구조와 개체군 변동

의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화학적 오염원 압력과 생물

학적 반응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생태계 건강성 평

가 지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심층 평가를 위한 대상 

생물을 선정하고 생체 잔류와 생체 질병을 조사하여 

해양생물 건강성 평가의 정밀화 방법을 동시에 모색

하였다. 수질지수, 부유생물지수, 퇴적물지수, 저서생

물지수로 구성된 4대 세부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통

합하여 해양생태계 건강지수를 산출하였다. 향후 이 

같은 해양생태계 건강지수의 결과는 연안 오염과 기

후 변화 등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의 건

환경연구에 활용되는 중형폐쇄생태계(메조코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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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연안 환경 관리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개

발된 생태계 건강성 평가법을 적용한 연안 해역의 건

강 검진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국내 연안 해역의 오염

을 효율적으로 감시, 관리, 복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

련하게 될 것이다. 

- 빈 산소 해역 EBM
국내 연안 해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

상은 부영양화이다. 이로 인해 흔히 ‘Dead Zone’이라 

불리는 해저의 빈산소 해역이 만들어진다. 빈산소 현

상은 특히 연안 어장을 황폐시키고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남해특성연

구부는 빈산소 해역의 EBM을 위한 <남해안 빈산소

해역의 관리를 위한 생태계 반응 연구염승식> 사업을 

남해역의 가막만에서 수행하였다. 일차적으로 가막

만의 물리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빈산소 해역 형성의 

원인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퇴적물 내 화학적 

특성도 파악하였다. 이차적으로는 빈산소 환경에 대

한 미소생물과 저서동물의 반응을 실험실에서 노출 

실험을 하여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빈산소 수괴 

형성의 심각성을 부각시켰으며, 또한 최소 어느 정도

의 용존 산소가 존재하여야 생물에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차후 빈산소 수괴 형성 해역의 관리, 즉 준

설이 필요한 것인지, 또는 간척을 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책적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유류 오염 해역 EBM 
남해특성연구부는 2002년부터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유류 오염 환경 재해 평가 기술 개발심원준> 연구 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해양으로 

유출된 유류의 원인자 식별과 오염 평가를 위한 유지

문과 유류 분석 기술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 같은 미래 대응 자세는 2007년 12월 7일에 

서해에서 발생하여 국가 최대의 환경 재난이 되었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에 따른 해양오염 

영향 조사의 전문 연구단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

로 이어졌다. 남해특성연구부가 비로소 국가 현안 문

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2008년 

12월까지 사고 후 1년간은 긴급 조사 형태의 용역 사

업이 진행되었다. 2009년 4월부터는 기획단계를 거

쳐 10년간의 <유류 오염 환경 영향 평가 및 환경 복

원 연구심원준>가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남

해특성연구부는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5년

여의 연구 기간 동안 유류 오염 연구 분야에서 다양

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였다. 충청남도 태안반도에서 

전라남도 진도까지 서해안 전역에 걸쳐 해안과 해상

에서 수년간 유출 유류에 의한 오염 자료를 조사하였

다. 이 자료는 정부, 지방 자치 단체, 국제 유류 오염 

보상 기금, 피해보상대책위원회 등에서 가장 많이 활

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최초로 표준화된 유지문 

분석 기술은 환경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 학술지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되었다. 유지문 분석 기술은 사고

유를 식별해 내고 유류 오염 수준을 정밀하게 밝히는 

다양한 잔존 유류에 대한 분석 기술이다. 또한 국제 

유류 오염 보상 기금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유류사고 

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우리의 유지문 

분석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와있다. 허

베이스피리트호 사고를 통해 축적된 사고 현장의 방

대한 조사 자료와 개발된 분석 기술들은 향후에도 사

고 해역의 오염 평가와 환경 복원 연구에 활용될 것

이며, 유사한 사고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무인도서 해역 EBM
<전략 무인도서 과학적 해양 생태도 개발연구강정훈> 

사업은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의 「무인도서 종

합 관리 계획 2010~2019」에 근거하여 주요 기본 사

업으로 시작되었다. 이 연구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영해 기점 무인도서의 체계적 유지와 관리를 위해 효

과적인 과학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획

득하여, 무인도서의 생태계 기반 관리 기법을 개발하

는 데 있다. 개발될 기법은 크게 전략 무인도서 조사 

가이드라인과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
신속 형광분석법으로 현장에서 분석된 만리포 해수욕장 
공극수 중의 유분 농도

유출 기름에 뒤덮힌 만리포해수욕장  

GCXGC/FID로 분석한 유출 기름의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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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특성연구학적 생태 종합 자원도 작성으로 구분된다. 이를 토

대로 향후 한반도 주변에 위치한 190여 개의 영해 기

점 무인도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조사와 체계적 맞

춤형 관리 기법을 생산해 낼 계획이다. 남해특성연구

부는 영해 기점 무인도서 중 하나인 백도를 중점 연

구 도서로 선정하여 백도가 처해 있는 과학적인 실정

을 고려한 생태계 기반 필수 정보로 다음의 다섯 가

지를 선택하였다. ① 지질, 지형학적 환경, ② 도서 

주변 기초 물리 환경, ③ 도서 주변 기초 생태계 특성

먹이 생물 관점, ④ 무인도서 서식 수중생물, ⑤ 무인도

서 중간 기착 외래 유해생물이 그것이다. 이러한 5개 

항목의 조사를 위해 연구부는 과학적 생태종합자원

도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도서 주변 정밀 해안선을 추

출하고 정밀 해저지형도를 작성할 것이다. 또한 도서 

주변 수온ㆍ염분 분포 및 암반 서식 생물의 주요 먹

이 환경 특성을 지속적으로 획득해 나갈 것이다. 수

중생태지도 작성 및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정점을 선

택하고 정점별 특성어류, 무척추 동물, 해조류 및 산호류을 

빈산소해역 관리를 위한 생태계 조사

백도 주변의 무인도

우심해역 일반관리 (해양생태계 건강성)

돌발오염 해역관리 (유류오염)

청정해역 사전예방 관리 (무인도서)

어장해역 집중관리 (빈산소)  

연안관리

Increase nutrient �ux Increase strati�cation

Sediment Hypoxia

Nutrient enrichment
Enhanced productivity

Increase Temperature
Increase freshwater input

Green House effects

해양생태계 기반 연안관리의 주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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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파악할 것이며, 서식지 맵핑을 기반으로 장기 생태 

모니터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해특성

연구부는 각 조사 항목들을 토대로 무인도서 맞춤형 

표준 모니터링 방법을 개발하여 가이드라인을 작성

할 것이다. 또한 자원 관리를 위한 과학적 해양 생태 

종합 자원도를 작성하여 실질적인 무인도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제시할 계획이다.

2.3.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 향후 도전연구

2012년 7월 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가 시작되면

서, 유류ㆍ유해물질연구단은 해양환경 중 미세 플라스

틱 오염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였다. 해양 쓰레

기의 8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다시 물리화

학적 풍화 과정을 거쳐 마이크로 수준의 미세한 조각

으로 파편화되어 환경에 남게 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나노와 마이크로 수준의 플라스틱 가공

물이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미세 플라스틱 

오염은 국제 해양환경 문제로 부각되었다. 

미세 플라스틱은 석유 또는 천연 가스로부터 만들

어지는 합성 고분자로 소수성을 띠고 있어서 해양환

경 중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이나 유류 성분을 쉽게 흡

착하여 축적한다. 이렇게 축적된 오염 물질은 플라스

틱 입자를 먹이로 오인하여 섭식하는 생물에게 전이된

다. 전 지구적인 해양오염 문제의 하나인 미세 플라스

틱은 연구단이 지속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세계적으로 

연구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이다.   

해양생물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양한 오

염 물질, 독성 물질과 지구 온난화 등 무생물적 요인

과 해양 바이러스, 해양 박테리아, 곰팡이 및 기생충

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해양 병원체

는 해양생물의 질병을 유발하는 생물학적 위해요인

이다. 이는 해양생물을 대량 폐사시키고, 심지어는 멸

종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해

양 생태계에서는 발견되는 질병의 수와 전이가 빠르

게 진행되고 있다. 또 해양환경에서의 질병 관리는 육

해양병원체 진단 및 예찰 시스템거제도 해안에서 채집된 미세 플라스틱

진단 및
예찰시스템을 통한 
해양 생태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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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비해 백신 접종, 격리 및 살처분 등이 어려운 문

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 병원체에 의한 해양 

생태계 교란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진 예가 없다. 또한 기존 해양 병원체들에 대한 위해

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기후 

변화, 선박평형수와 다양한 인간 활동의 결과로 인하

여 새로운 해양 병원체의 신규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

고 있다. 남해특성연구부는 해양 생태계와 인류 건강

의 확보를 위하여 해양 병원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

발하고 해양 병원체 관리 및 제어 정책을 수립할 계획

이다. 이를 위해 해양 병원체의 진단, 예찰 및 사회경

제학적 분석을 통한 해양 병원체 확인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해양환경은 육상 인접 해역의 경우 육상에서 배

출되는 오염원의 압력과 외양으로부터 수온 상승과 

같은 기후 변화의 압력을 동시에 받는다. 그 결과 물

리화학의 기반이 되는 수환경이 변하고 이에 반응하

여 해양생물의 생태, 생리학적 변화가 초래되는 연

결고리를 이룬다. 따라서 해양환경의 궁극적인 이

해는 생물이 영향을 받는지 그 여부에 있으므로 해

양환경의 평가가 생태계기반접근으로 전개되는 것

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반도의 삼면 중 남

해역권은 하구와 항만이 발달되어 있고 임해 산업의 

집약지로 육상으로부터 오염원 유입과 북서태평양

과 같은 외양수 유입이 공존하는 곳이다. 따라서 해

역 생태계의 변화가 가장 우려되는 해역이기도 하

다. 특히, 육상 인접 해역에서 다양한 오염원에 반응

하는 해양생물의 진단을 통해 국내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확

보하는 것은 남해특성연구부의 사명이라 할 수 있

다. 거제도 장목 소재 남해연구소의 남해특성연구부

는 해양 생태계 위해성 평가 관련 연구를 수행한 지 

10년을 넘기면서 관련 분야의 국내 연구를 선도해왔

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연구 역량, 인력과 

연구 인프라 측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가 출범한 것을 계기로 남

해특성연구부는 관련 분야의 연구를 세계적으로 선

도하는 연구 집단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2.3.2 연구지원 Research Support

2.3.2.1 남해연구소의 설치 및 경과

해양과학기술원이 기관 발전의 전환점을 맞았던 

1990년대에는 연구 시설과 장비의 획기적인 보강, 우

수 연구원의 확충과 아울러 최첨단 종합 연구선의 확

보에 주력하던 시기였다. 특히 온누리호와 이어도호

의 건조를 준비하게 되면서 연구선의 모항 및 임해연

구기지 설치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90년 3월, 진해 음지도, 거제 지세포, 통영 백사포, 

통영 양지포, 통영 신전포의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임

해연구기지 후보지로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물인

『해양조사선 지원 기지 건설 및 운영 계획 연구 보고

서』가 발간되었다. 그해 9월에는 남해기지건설사업

단이 구성되어 후보지에 대한 입지 여건, 토지 매입 

등 실질적인 절차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입지 여건과 

토지 소유자들 간 토지 가격 의견 충돌, 토지 매각 거

부 등 여러 현실적인 난항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

황에서 태풍 시 조사선의 피항에 적합한 항만 조건을 

갖추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제반 협조와 유치 의사 

표명을 한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지역의 장목만 일대

를 남해기지 건설지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남해기지 건설에 필요한 부지 매입이 

1991년부터 진행되었다. 1993년 12월 기공식을 시

작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1996년 말 연구선 접안 부

두, 본관동, 기숙사 등 연 1,024평의 건물과 부대시설

을 완공하였다. 이어 1997년 1월 장목분소 조직을 설

치하고 그 해 3월 장목분소를 개소하였다. 이후 2000

년도에는 장목분소 제2단계 확장을 위해 약 9,500평

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연구동, 양식동, 기기정비

동 등 연 1,273평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장목분소는 

남해권역의 연구 기능 활성화 및 산ㆍ학ㆍ연 협동 연

구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2002년 6월에는 남해

연구소로 승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간 남해연

구소는 연구선 운영을 중심으로 한 연구 지원 인프라 

구축 및 남해권역의 해양환경 연구 기능과 임해기지 

특성을 살린 해양 교육ㆍ훈련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

였다. 남해연구소는 특히 연구선단 운영 체계 구축에 

진해 장천부두, 1990. 2

거제 장목 1단계 건설공사 후의 남해연구소, 1997. 3

2단계 건설공사 후의 남해연구소, 20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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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심혈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해양연구의 필수

라 할 수 있는 연구선의 안정적인 운영은 연구 능력 

제고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연구 

지원 체계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2.3.2.2 조직ㆍ인력 및 예산 

남해연구소의 전신인 장목분소는 분소장과 운영관리

실로 구성되었으며 운영관리실은 관리과와 연구선운

영과로 조직되었다. 2001년 6월 조직 개편에 따라 장

목분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유독식물플랑크톤연구

사업단이 설치되면서 연구 기능을 갖추었다. 운영관

리실 산하에는 제2단계 확장을 위한 건설팀을 두었

다. 이어 2002년 남해연구소로 승격되면서 남해특성

연구본부와 운영관리실로 조직되어 남해권역의 해양

환경 연구 수행과 연구선 모항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현재는 연구 부문의 남해특성

연구부, 해양시료도서관, 선박평형수센터, 연구지원 

부문의 운영관리실, 연구선지원실로 조직되어 있다. 

2012년 인원은 모두 149명으로, 67명의 연구 수행 인

력과 35명의 승무원을 포함한 82명의 연구 지원 인력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예산은 2006년 65억 

원, 2009년 82억 원, 2011년 108억 원, 2012년 141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예산은 

연구비 69억 원, 연구선 운영비 43억 원, 기타 2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3.2.3 연구선 운영 현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선단 운영은 1980년 10

월 우리나라 최초 순수 해양연구선인 83톤의 반월호

가 출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1988년 서울올림

픽 요트 경기 시 해상재난 대비 인명 구조용으로 활

용되었던 4척의 소형 선박올림픽5호, 21호, 32호, 34호을 

서울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기부 받아 인천

항과 진해항에 분산하여 운영하였다. 현재는 앞서 5

척의 연구선은 퇴역하였고, 1992년 준공한 1,422톤

의 온누리호와 546톤의 이어도호, 2005년 준공한 41

톤의 장목호, 2012년 준공한 35톤의 장목 2호 등 모

두 4척의 연구선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남해연구소가 보유한 연구 지원 관련 주요 

인프라는 위 4척의 연구선과 부두 시설, 시험 어장, 

해양시료도서관, 해양 장비 정비시설 등이 있다. 

남해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연구 지원 역할은 단

연 연구선의 최적의 기능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이다. 

주력 연구선인 온누리호와 이어도호는 현재 선령 20

년을 넘었지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내고 

있다. 온누리호는 태평양과 인도양 등 연간 280여 일

의 대양 탐사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해양과학기술의 

영역을 확장하고 해양영토를 개척하고 있다. 동해, 

동중국해, 황해 탐사를 담당하는 이어도호 또한 건재

하다. 이것은 그간 남해연구소에 연구선 모항을 설치

하여 연구선 운영 인력을 양성하고, 장인의 정신으로 

연구선의 점검과 보수 등을 지속한 결과이다.

온누리호는 취항 첫 해 남극해를 탐사하였다. 내

빙 기능만을 갖춘 연구선으로 남극을 항해한 것은 연

구선의 우수한 성능과 온누리호 승무원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해양과학기

술원은 1m 두께의 평탄빙을 시속 3노트로 쇄빙할 수 

있는 7,487톤의 쇄빙선 아라온호를 보유하고 있다. 

아라온호는 60명의 연구원, 승무원 25명 등 총 80명

을 태우고 남극과 북극을 자유로이 탐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온누리호는 연구원 26명, 승무원 15명을 합해 총 

41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주로 심해저 광물자원 탐

사와 지구 환경 변화 연구를 중심으로 대양을 항해한

다. 1992년 취항 이래 연 평균 222일 탐사 운항을 해

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 2010년 287일, 2011년 283일, 

2012년의 경우 302일을 운항하여 운항 일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온누리호의 운항 거리는 지

구 한 바퀴 반이 넘는 8만 3,197㎞이었다. 

이어도호는 연구원 17명, 승무원 13명 도합 30명

이 승선할 수 있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 탐사를 담당온누리호 2011년 항적도

이어도호 2011년 항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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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선이다. 이어도호 또한 2011년 263일, 2012

년 250일을 운항하였으며 취항 이래 연 평균 210일을 

항해하였다. 2012년 3만 3,083㎞를 운항함으로써 거

의 지구 한 바퀴를 돈 셈이다.  

장목1호는 연구원 11명, 승무원 4명이 승선하여 

연안 해역을 구석구석 탐사한다. 장목1호는 2010년 

천안함 사고 수색 지원에 투입되어 대형 선박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인 강한 조류와 큰 조차가 있

는 사고 해역에서 천안함 잔해 수색 작업을 수행하

여 그 진가를 발휘하였다. 2012년에 취항한 35톤급

의 장목2호는 동해연구소에 배치되어 주로 울릉도, 

독도 해역 탐사를 수행하며 이제 막 탐사 활동 경험

을 쌓아가고 있다. 

그간 연구 현장을 지원하는 연구선들의 운항 거

리는 지구를 73바퀴나 도는 거리이고, 서울과 부산을 

3,300번이나 왕복한 거리에 해당한다. 운항 일수는 1만 

300일이 넘는다. 최근 두 척의 주력 연구선인 온누리

호와 이어도호 운항 일수는 연 평균 260여 일을 넘어 

연간 100여 일 운항하는 국내 연구선의 운항 실적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국제적으로 보아도 상당히 높은 

운항 일수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간 운항 일수

의 증가로 승무원은 물론 연구선의 피로도도 높아지

고 있다. 따라서 안전 점검 및 수리, 최첨단 기능 유

지와 장착 장비의 성능 개선을 위한 운항 일수 단축

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

구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최고의 연구 지원이 필수적

이며 적절한 인원과 예산 투자로 연구선들이 적정 운

항 일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조건

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체 연구선의 

도입이 뒤따라야 한다. 다행히도 현재 정부 계획에 

따라 5,000톤 규모의 대형 조사선이 2015년 12월 취

항을 목표로 건조 중에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능

연구선 현황

제원

연구선

준공

(년.월)

총톤수

(ton)

최대속도

(knots)

전장

(m)

폭

(m)

깊이

(m)

승선인원

(명)

현역선

   
온누리호 1992.01 1,422 15 63.8 12 5.15 41

   
이어도호 1992.02 546 12 48.95 8.6 4 30

   
장목1호 2005.1 41 15 24.1 5.2 1.2 15

   
아라온호 2009.11 7,487 12 111 19 9.9 85

   
장목2호 2012.03 35 26 24 4.8 1.2 12

퇴역선

   
반월호 1980.09 82.82 12 21 5.8 3.2 15

   
올림픽5호 1987.05 16 18 15.6 4.4 1.8 8

   
올림픽21호 1987.05 5.18 18 9.6 3.2 1.5 10

   
올림픽32호 1987.05 1.83 18 6.5 2.4 1.15 7

   
올림픽34호 1987.05 1.83 18 6.5 2.4 1.15 7

남극 항해 중인 온누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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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의 연구선 건조는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선단의 규모가 곧 그 국가의 해양력의 척도로 작용하

기 때문이다.

 2.3.2.4 연구 지원 시설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남해연구소 연구 지원 인프라 중 2012년 6월 운영

을 시작한 해양시료도서관은 새로운 연구 지원 기능

을 갖는 핵심 인프라이다. 해양시료도서관은 그동안 

각 연구 부서 또는 연구원 개인 차원에서 보관해 오

던 해양 시료들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차원에서 체

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해양시료도서관이 완성됨에 따라 남해연구소는 명

실 공히 해양탐사의 시작과 마무리까지를 종합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 지원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

다. 남해연구소의 모항을 출발하여 연구선을 타고 연

구 대상 해역으로 나아가 원하는 해양 현장의 자료를 

획득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귀항한 후에는 그 시료를 

해양시료도서관에 보관ㆍ관리ㆍ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연구 지원 인프라를 갖추게 된 것이다.

해양시료도서관은 이제 막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

에 가치 있는 시료를 선별하여 원활히 확보할 수 있

는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시

료통합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주사전자현미경SEM :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활용 시스템 완비, 비파괴 

분석 장비 운영 등 해양시료의 기본적인 분석 서비스 

체제를 갖추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2013년 2월에는 선박평형수 육상시험설비

가 준공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이 설비는 전 세계 80

조 원으로 예측되는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시장을 선

점할 수 있는 연구기반 시설이다. 선박평형수는 선박

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 내에 채우거나 바다로 배

출하는 바닷물로서 이 과정에서 외래 유해 수중생물

이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해

사기구가 관련 협약을 채택하여 세계 각 국이 이에 

대한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는 분야이다. 그간 장치를 

개발하는 회사의 자체 시설에서 시험해 오는 업무를 

남해연구소에 설치된 시험 설비를 활용하여 해양과

학기술원이 국가 공인 업무를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남해연구소 부두 시설과 장목만의 자연환경

을 활용한 선박해양플랜트 기술의 실증시험이 증가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 지원 활동도 계속 늘어나

고 있다. 연구실의 이론 결과를 토대로 인위적인 수

조에서 실험하고, 해양 현장에서 실증하는 마지막 단

계로 연구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양과학첨단 탐사장비인 심해 잠수정ROV을 비롯한 

해양공학, 선박해양플랜트 기술의 융합 과정들이 남

해연구소 부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내부 연구

자들과 협동 기업 전문가들이 함께 남해연구소의 연

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상용화 단계의 검증을 차질 없

이 수행하도록 그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남해연구소는 연구 지원 기능과 함께 임해

의 입지 조건 특성을 살린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에 시

작되었는데, 2012년 한 해만도 경남권 내 초ㆍ중등학

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30회에 걸쳐 1,500명에게 

창의체험교육을, 30명에게 체험캠프를, 30명의 교사

광물시료보관동

생물시료보관동

해양시료도서관 개관식



에게 연수를, 160명의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해양교

실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간 1,720명이 해

양과학기술을 접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은 남해연구소가 입지한 지역의 교육ㆍ문화 콘

텐츠가 부족하기에 더 큰 호응과 교육 효과를 얻고 

있다. 지역 발전에 공헌할 뿐 아니라 과학 교육과 문

화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 또한 정부 출연 연

구기관의 역할이라 볼 때 남해연구소의 교육 프로그

램은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남해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 교육ㆍ훈

련프로그램인 AMETECAPEC Marine Environmental 

Training & Education Center은 1997년부터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

는 해양환경 보전 능력 배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

육이다. 교육 참가자는 학생을 비롯한 연구원, 공무

원, 환경 관련 전문가 등이며 실습을 중심으로 한 전

문 기술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2012년까지 29개국, 

324명이 AMETEC 교육 훈련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남해연구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부

의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연구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해양과학

기술 이해와 꿈을 키우는 연구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

의 연구 지원을 활발히 수행 중이다.

2012년 추계 체육행사를 맞아 한자리에 모아 최동림 소장과 남해연구소 직원들

최근 4년간의 교육훈련 실적

연도 체험캠프 창의체험 교사연수 찾아가는 해양교실

2009 1회 24명 1회 100명

2010 1회 15명 1회 50명 1회 400명

2011 2회 24명 14회 430명

2012 2회 25명 30회 1,036명 2회 30명 1회 200명

합계 6회 88명 44회 1,516명 2회 30명 3회 700명

찾아가는 해양교실

체험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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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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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특성연구2.4 동해연구소
     East Sea Research Institute

2.4.1 동해특성연구 East Sea Environmental Research

동해는 한국, 일본, 러시아가 공유하는 지역해로서 

동해 및 독도의 명칭, 수산업, EEZ 등 군사, 지리, 정

치, 사회, 경제적으로 주변 국가와 다양한 대립 상황

을 갖고 있다. 동해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과학적인 수단으로 동해와 독도를 전문적으로 연구

하고 주변국 간 경쟁에서 국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며,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이 가능

한 전문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한국해양연구원은 지역연구소로 동해

연구소를 개소하였다.

2.4.1.1 동해 종합 연구

동해연구소 개소 후 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과제를 달

성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동해 연안 환경의 복합 프로

세스 및 생태계 환경 연구박찬홍>가 시작되었다. 이 연

구는 2차 연도부터 과제 책임자가 최복경으로 변경되

어 3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연구 사업을 통하여 동

해연구소는 위성 자료, 항공 라이다, 정밀 해저 지형 

및 해저면 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울진 지역 연안의 퇴

적물 이동 및 해안 침식 규모를 파악하였으며, 연안의 

해류, 수온 변화와 바람 등 기상의 관계 해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조하대 및 해빈의 간극

생물 분포와 음향으로 본 생물상 파악 등 동해 연안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하여 해양 현장의 임해 실험장으

동해연구소 해안 정밀 육역 · 해저 통합 3차원 지형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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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로서 동해연구소의 활용성을 입증하였다.

이후 동해의 종합 연구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설

정하기 위하여 2009년 1월에 정부 요인, 학계 인사 

등을 초빙하여 ‘동해·독도종합심포지엄’을 개최하

였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국내외 동

해와 독도에 관한 연구 성과에 대한 토론 및 향후 동

해와 독도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기반으

로 기획 과제 <동해, 독도 관련 기초 과학 연구 지원 

방안 용역박찬홍>을 2009년 3월 13일부터 같은 해 6월 

12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수행하였다. 

이 과제를 통하여 기존의 동해·독도 관련 연구 내용 

및 성과를 정리, 분석하여 향후 수행해야 할 연구 방

향들을 제시하였다.

<동해, 독도 관련 기초 과학 연구 지원 방안 용역>

의 결과를 기반으로 2011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

본 사업으로 동해 전역을 대상으로 한 기후 변화에 

따른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 감시 체제 구축

박찬홍>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동해연구소를 

중심으로 본원과 분원이 협동하고 일본, 러시아 등 

동해를 공유하는 주변 국가들과 공동 연구로 수행되

고 있다. 해양 물리, 화학, 생물, 지질 분야가 통합된 

학제 간 통합 연구인 이 사업의 목적은 기후 변화에 

따른 동해의 변화를 감시하고, 국가적, 사회적 수요

에 대응하는 ‘동해해양환경정보모니터링센터’를 구

축,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해의 주요 연구 거

점 해역을 선정하고, 대기-해양의 시공간 변화를 실

시간ㆍ준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 관

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연구 사업을 통하여 동

해의 해양환경과 생태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장기 

시계열 자료를 축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고, 

수직 자동 승하강 관측 장치Vertical Profiler를 이용한 

유광대 실시간 연속 관측, 그리고 프레온 가스, 6불화

황 등 해수유동 화학추적자를 이용한 동해 심층수의 

경로와 확산 범위 파악 등 기존 국내 연구에서 수행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 주요 연구 활동 모식도 동해 해양환경 모니터링 개념도

CDMA
Telemetry

해양정보모니터링센터대기관측시스템

Sediment Trap

Underwater Mooring System

Vertical Profiler

Buoy Mooring System

Sediment Trap

해류계 수층별 해류 관측

- 유속, 유향

- 수온

- 염분

- 밀도

- 광센서

- pCO2

- 영양염

- DO
- Chl.
- pH

- Turbidity
- 유속, 유향

- 수온

- 염분

- 밀도

1회/10min
Surface Equip.
- 위성 센서

- DGPS
- 기상센터1회/일

위성데이터 송신

해류계

- 유속, 유향

- 수온

- 염분

- 밀도

수중 침강 입자 포집

- 중금속(오염물질)
- 자연/인공방사성 핵종

- 유기물

- 미량 원소

- 주요 원소

표층~200m

수증 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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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특성연구되지 않았던 연구 방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연구 성과

를 도출하였다. 동해로 유입된 아열대성 부유생물의 

출현 및 분포를 파악하고, 일본과 공동 조사 등 적극

적인 국제 협력 연구 체계를 마련한 것도 이 연구 사

업의 성과 중 하나이다.

2.4.1.2 독도 종합 연구

동해연구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는 국내 유일의 

독도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과학을 기반으로 독도의 

영토 주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독도와 그 주변 해역

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특히 일본과 영토 주권 문

제 관련하여 중요한 근거 자료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는 독도연구에 대해 소홀

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2005년 이후 

일본이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적

극 주장하고 나옴에 따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한국해양연구소 시절인 

1999년부터 정부 계획 하에 독도를 포함하여 동해 전

반에 대한 종합적인 해양과학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

한 국내 유일의 종합 해양연구기관으로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독도에 대한 다분

야의 복합적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온 점과 제반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한국

해양연구원은 2005년 제정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

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로부터 독도 전문 연구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박찬홍>

가 2006년부터 시작되었고 매년 100여 명의 해양 전

문가들이 투입되어 독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종합적

인 과학 조사와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

을 통하여 독도 주변 해양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확

보하고,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으며, 향후 독도

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기반도 마련해 나

가고 있다. 또한 독도의 영토 귀속성 강화를 위한 ‘울

릉도-독도 연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해양종합관측

과 해양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와 국민

이 필요로 하는 독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 중인 독도 종합 해

양과학 연구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공간적 이용에 대

비하고 독도의 친환경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독도의 영토적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과 동시에 영토 주권을 공고

히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독도 해저 지형과 구

조 연구, 독도 연안 서식지 모니터링과 해양생물 다양

성 연구 등과 같은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 해수 

특성 파악을 통한 생물 생산 요소 변동 연구, 해수 순

환과 해수면 변동성 연구, 실시간 종합 해양관측 자

료 분석 등과 같은 해양과학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이전 한국해양연구소 

시절부터 현 체제에 이르기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은 거의 모든 독도 관련 자료를 수집ㆍ확보하여, GIS 

기반의 DB를 구축하고 WebGIS를 활용한 ‘독도 해양

환경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독도 종합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자료를 활

용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내외에 학술 논문

을 발표하였다. 신종 생물종 및 해수 현상에 ‘dokdo’, 

‘corea’ 등의 고유명사를 사용하여 국제 학회에 보고

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한 심포지엄, 워크숍 등

의 다양한 학술 행사와 신문, 방송, 전문 잡지 등의 

적극적인 언론 홍보 활동으로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과학적

인 학술 행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인문 사

회 분야 전문가나 일반 시민들의 학제 간 융합과 협

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산발적이었던 독도 관련 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

시하여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활

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독도주변 해양환경 조사

독도 육지 · 해저 통합 입체조형물 제막식, 200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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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2.4.1.3 생물자원 연구

동해에는 청정 해수를 기반으로 저온 특성의 해양심

층수, 고온 특성의 원전 온배수, 연중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는 지하 염수 등 다양한 해수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각 해수자원은 서로 다른 열에너지 특성을 가지

며, 단독 또는 혼합 사용을 통해 국내외 주요 해양 식

량 생물자원의 종 특이적인 최적 수온을 제공할 수 있

다. 동해연구소는 국내 최대 원자력 발전 단지인 울진 

원자력 발전소와 이웃하고 있어 막대한 양의 온배수

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해에는 수심 

200m 부근의 심해수, 지하에는 염수가 다량 부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 해수자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천혜의 입지 조건과 소속 연구원의 전

문성을 기반으로 동해연구소는 <동해 온배수와 심층

수 활용에 기반을 둔 해양 식량 어류자원의 유전적 관

리 체계 구축노충환>의 기본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연

구 사업은 해양 식량 어류자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전 육종 기법 개발에 관한 것이다. 미국, 노르웨이 

등 관련 선진국들이 미래 해양 식량자원을 독점 또는 

우점하기 위해 첨단 육종 기술 개발의 연구 투자를 더

욱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 연구 사업의 시

작은 시의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원전 온배수와 심

해수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온수성 어종인 참돔과 

냉수성 어종이면서 동해 특산 어종인 강도다리를 대

상 어류로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최종 목표는 다양한 해수자원을 활용하

는 인프라해수자원활용연구센터를 동해연구소에 설치하

여 국내외 주요 해양 식량 어류자원의 유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전자은행을 구축하는 것이다. 

2010년에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해산 어류 및 

무척추 동물의 복합 양식 공법에 의한 육상 양식장 배

출수 정화 기술 개발노충환>을 2년간 수행하였다. 

원전 온배수를 이용한 해양바이오에너지 실증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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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특성연구2011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창의 연구 사

업 지원으로 <기능 유전체를 활용한 해양 어류의 근육 

성장 관련 유전자 마커 개발장요순>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생명공학 기술과 다양한 생물의 유

전체 해독 결과를 이용하여 근육 생산량이 많은 어류 

선발에 활용 가능한 유전자 마커를 확보하였다. 또한, 

근육 분화 유전자의 조절 인자 수의 변이를 이용한 근

육 성장 관련 유전자 마커를 개발하였으며, 근육 생산

성이 많은 어류 집단 선발에 적용 가능한 매뉴얼을 제

시하였다. 현재 국내ㆍ외의 어류 육종 연구팀에서는 

우량 집단을 선발하기 위해서 유전자 마커에 기초한 

선발 기법을 도입ㆍ적용한 양적 형질 연관 유전자 지

도 작성법을 시도하였다. 어류 선발에 적용 가능한 유

전자 마커 개발 및 적용 사례는 보고된 적 없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근육 성장 관련 유전자 마커와 

적용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고, 유전자 마커에 기초한 

우량 해양 어류 집단을 선발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 

목표이다.

2.4.1.4 지역 현안 해결 연구 사업

동해연구소는 지역 연구소라는 특성상 소재지인 울

진군과 협력,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 사업도 수행해 왔다.

2010년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진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울진 원전 주변 일반 

환경 조사 및 평가 용역노충환>을 발주하였다. 이에 동

해연구소는 울진 원전 인근 15km 이내의 14개 정점

에서 해양조사를 수행하고 해양환경을 평가하였다. 

이 용역 사업에서 다른 기관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첨

단 장비와 전문 인력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

한 해양 전문 인프라를 투입하여 분석 결과를 제공하

였다. 이를 통해 우리의 연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역 관련 기관에 그 위상을 알릴 수 있었다. 

농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북 울진은 기본적인 산업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다. 

따라서 개소 이전부터 해양산업 기반 확충 등 동해연

구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이에 따라 동해연구

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영광 원전과 월성 원전

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울진 원전 온배수 외에 

경북 울진 지역에서 부존한 해양심층수, 지하 염수를 

활용한 해양 식량자원 생산과 방류 사업을 구상하였

다. 이후 우리가 보유한 해양바이오 디젤 생산 기술, 

온도차 발전과 지역 냉난방 기술을 추가하여 종합적

인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해수자

원활용연구센터 구축을 기획ㆍ추진하였다.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조감도 동해연구소-울릉도-독도 연계 동해 3각 연구 거점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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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이 해수자원활용연구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울진군 그리고 울진 원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했다. 우선 울진 원전을 설득하기 위하

여 동해연구소는 개소 직후인 2008년 12월, 울진 원

전 본부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2009년 11

월 녹색에너지 청색혁명심포지엄을 울진 원전과 공동 

개최함으로써 센터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후

에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방문하는 등 센터 구축

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마침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이 영광 원전 방문 시 발전소 온배

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런 근거

를 바탕으로 울진 원전과 경상북도에 센터 구축의 필

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 당초 경상북도의 신해양 개

발 전략에는 <원전 온배수 양식장 건설 사업15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동해연구소는 센터 구축을 위

한 첫 작업으로 이 사업의 담당 부서인 에너지정책과

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였다. 2010년에는 경상

북도의 정책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동해안 

해양수 자원 활용 방안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업에서 온배수 활용 방안으로 해수자원활용연

구센터의 건립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2012년 12월 마

침내 국토해양부는 해수자원활용연구센터 조성을 명

문화한 「동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을 확정, 수립하였

다. 센터 구축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해연구소는 경상북도와 울진군으로부터 예산을 지

원받아 <원전 온배수를 활용한 해수자원화 방안 용역

2011.7> 사업과 <바이오 에너지 시범 플랜트 실시 계획 

연구 용역2012.10>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센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첫 지원이 이루어졌다. 2012년 10월 울진 원전이 온배

수 취수관로 건설을 약속한 것이다. 또한 센터 구축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지원받

을 수 있도록 울진군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울진군은 신울진 1,2호기 건설 인허가와 연계

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정책을 결정하였다.

2012년 7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개원 후 동해연

구소는 기존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그대로 연계하여 지속하고 있다. 또한 동해연구소는 

동해 종합 연구인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 감

시 체제 구축박찬홍>과 <동해 온배수와 심층수 활용에 

기반을 둔 해양 식량 어류자원의 유전적 관리 체계 구

축노충환>의 2차 연도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였다. 

현재 동해연구소는 인력과 연구 장비 부족 등 연구 인

프라의 부족이라는 현안을 안고 있다. 2013년도부터 

부족한 연구 인프라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하고, 연구 예산 및 장비 확충을 위해 동해연구소만의 

특화 연구 사업 개발 등 모든 직원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해연구소는 태동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작은 

조직이지만, 모든 직원의 노력을 통하여 동해, 독도 관

련 종합 연구, 생물자원 연구 및 지역 현안 해결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급속하게 성장했다. 이제 동해연구

소도 태동기를 끝내고 명실 공히 국가 현안 해결 및 해

양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동해ㆍ독도 최고 전문 연구기

관이라는 비전을 달성해야 할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동해연구소의 성장기 목표는 그동안 수행했던 연구 

사업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동해연구소와 울릉도ㆍ독

도 해양연구기지, 독도 종합 해양과학기지를 연계하

는 동해의 3각 연구 거점을 구축하여 명실 공히 동해 
개소 5주년을 맞아 한 자리에 모인 동해연구소 김동성 소장과 직원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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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구소
연구 지원

동해연구소 개소식, 2008. 10

 동해 · 독도 종합 심포지엄에서 토론 중인 
박찬홍 제1부원장 (당시 동해연구소장), 2009

연구의 최고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 현장에 위치한 장점을 최대한 활

용하여 해양 종합 실험장을 구축하고, 실시간ㆍ준 실

시간 시계열 환경 관측 시스템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동해연구소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양-대기-

육상의 상호 작용 연구, 해수자원 활용 연구, 연안 침

식 해결 등과 같은 신규 대형 연구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부족한 연구 인력과 연

구 장비를 확보하여 세계적인 임해 연구소로 발전하

고자 힘쓰고 있다.

2.4.2 연구지원 Research Support

2.4.2.1 동해연구소의 설치 근거 및 경과

「해양개발 기본법」1987년 제정, 2002년 폐지-해양수산발전 

기본법으로 변경에 근거하여 1996년 수립된 해양개발 기

본 계획은 동ㆍ서ㆍ남해에 관할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개발 및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동해ㆍ독도에 대한 주변국 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종합적 연구 활동을 수행할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

해연구소는 동해에 대한 해양과학 연구라는 국가적 사

명을 부여받아 태동하였다. 

또한 주변국러시아, 일본, 북한 등과 국제 공동 협력 체

제 구축,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의 구심체 역할, 해양

방위 정보 자료 수집 센터 기능 및 해양과학기술 교육 

훈련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동해의 해양 현상 규명, 

해양자원과 공간 이용 등 동해 관련 문제 해결과 독도

의 지속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동해ㆍ독도 연구 전진기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동해연구소는 이러한 여건과 필요성에 의해 설치

가 추진되었다. 당초에는 강원도 강릉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답사를 시작하였으나 간헐적 업무 협의가 지

지부진하였다. 그러던 중 「울진 연안역 해양개발 기본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동해연구소 설치에 

대한 정부-지방 자치 단체-지역사회-연구원 4자 간 이

해관계가 일치하여 동해연구소 설치에 대한 본격적 논

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더욱 구체화된 계획을 실

현에 옮기기 위해 경상북도와 울진군, 포항공과대학교,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간에 활발한 업무 협의가 진

행되었고, 2001년 7월 부지 무상 제공과 경북해양과학

연구단지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

였다. 이로써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실질적 단계

가 추진되었다. 2003년 회계 연도에 정부 출연금으로 5

년간 19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2005년 7월 동

해연구소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되었다.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우여곡절을 

거치기는 했지만, 마침내 2008년 8월 동해연구소의 준

공을 하고, 10월에는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2008년 10월 30일에 개최된 개소식에는 원장과 

직원,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귀빈, 지역 국회의

원, 지역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 주민 등 연구원 자체 

행사로는 최대인 1,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개소식은 연구원 창립 기념행사 및 직원 수

련회가 함께 개최되어 모든 직원이 동해연구소의 출

발을 축하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었다. 

2.4.2.2 주요 기능 및 운영체제

동해를 연구하는 전진기지인 동해연구소는 해양환경

과 생태계의 변화무쌍함, 해양자원의 부존 가능성, 국

방, 해양 관할권, 동해 명칭 문제, 독도의 효율적 이용

과 관리와 같은 전략적 문제 등 국가적 주요 이슈를 

내포하고 있다. 동해는 축소판 대양으로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인 동시에 해양과학기술의 

시험장으로서 세계적 임해연구기지를 구축할 수 있

는 적지이기도 하다. 또한 동해안권은 남해나 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 자치 단

체의 강한 개발 의지가 피력되고 있는 지역이다. 더불

어 해양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차세대 인력 양성, 

해양자원 및 심해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새롭게 출범

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발전 전략에도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와 여건 속에서 동해연구소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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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현안 해결 및 해양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동해ㆍ독도 

최고 전문 연구기관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

가와 지역의 현안 해결 연구’, ‘동해 종합 연구’, ‘동해 

해양과학 주도권 확보’를 주요 기능으로 비전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동해연구소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 원

전ㆍ연안 이용 관리 등 지역 현안 해결 연구, 동해안

권 지역 및 국가 해양정책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국가

와 지역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동시에 동해 종합 해양 특성 연구, 동해 해양자원 이

용 연구, 동해 연안 환경 변화와 재해 대응 연구를 수

행함으로써 동해 해양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공동 연구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동해 연

구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미래 해양과학 인재 교육 센

터로서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동해연구소의 조직은 소장 직속으로 

동해특성연구부, 독도전문연구센터, 운영관리실1소

장, 1연구부, 1연구센터, 1실이 설치되어 있고, 인원 구성

은 연구직 30명과 행정직 8명이다.

2.4.2.3 시설

● 연구ㆍ실험동

동해연구소의 연구ㆍ실험동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

면적 5,009.27㎡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외벽이 복

층 유리로 시공되었다. 지하 전기ㆍ기계실과 지열 

냉ㆍ난방 시스템, 중앙 제어식 온도 조절 장치가 설치

되었고, 연구실 28.7모듈, 건식 실험실 15.6모듈, 습식 

실험실 13.5모듈, 171석 규모의 대강당과 100석 규모

의 직원 식당, 대ㆍ중ㆍ소회의실이 갖추어져 있다.

2011년 9월에는 직원 휴식과 정보 검색 및 정서 

함양을 위한 북카페동해다서담가 2층에 설치되었다. 

2012년 12월에는 독도 4D 영상실면적 43.20㎡과 연구 

성과물 전시실면적 89.64㎡로 구성된 동해ㆍ독도홍보관

이 설치되었다.

● 기숙사동

동해연구소의 기숙사동은 2008년 개소 당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177.04㎡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약 7평 규모의 1인실 30실과 부대시설로 구성되었다. 

부대시설로는 1층에 체력 단련실과 휴게실, 2층에 탁

구장과 간이 조리실, 3층에 공동 세탁실이 설치되었

다. 이후 2011년에는 향후 근무 직원 확충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지상 3층, 연면적 701.10㎡ 규모의 증

축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12년 4월에 완공하였다. 

증축 기숙사에는 약 9.3평 규모의 1인실 16실과 

세탁과 간이 취사를 위한 다목적실 1실, 20평형 규모

의 관사형 기숙사 2실이 추가 설치되었다.

● 관사동

출장자와 외부 방문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

여 설치된 관사동은 연면적 340.60㎡의 콘크리트 단

층 건물로 붉은 기와지붕을 얹어 건축되었다. 관사동

은 총 4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의 119㎡ 36평 형 

2실과 양 옆의 84㎡ 25평 형 2실로 이루어져 있다. 

119㎡형은 침실 3개와 욕실 겸 화장실 2개, 거실 

및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84㎡ 형은 침실 2개와 욕

실 겸 화장실 1개,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타

- 오ㆍ폐수 처리동

지상 1층 면적 76.89㎡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오수 

처리동은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유동상 

생물막 반응기MBBR 공법에 의한 고도 처리와 응집 침

전의 방법으로 일 80㎥까지 정화ㆍ배출할 수 있는 처

리 시설을 갖추고 있다.

폐수 처리동은 면적 88.46㎡의 지상 1층 철근 콘

크리트 건물로 생물학적 처리와 화학적 처리 시설을 

갖추고 일 15㎥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

- 해수 활용 간이 실험 시설

해수 활용 간이 실험 시설은 면적 153㎡, 높이 5.3m

의 철골조 판넬 구조로 2011년 12월에 신축되었다. 

임해 연구소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집한 해양

생물의 단기 배양ㆍ사육 그리고 해양관측 기장비의 

검ㆍ교정을 위해 해수 인입 시설과 다양한 크기의 수

연구•실험동

관사동

독도 4D 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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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구소
연구지원

조 시설을 갖추고 있다.  

- 기장비 보관 창고

면적 144㎡, 높이 4.5m의 철골조 판넬 구조로 건축된 

기장비 보관 창고는 연구 기장비 및 대형 영선 장비를 

보관하고 연구 장비 반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 설치, 완료되었다.

이 외에 연구소 개소 당시 직원 여가 활용과 체력 

단련을 위해 족구장 겸 농구장 코트, 인조 잔디 테니

스 코트가 설치되었다. 2010년 11월에는 직원 정서 함

양과 휴식처 마련을 위해 삼백초, 섬시호 등 멸종ㆍ희

귀 야생화 30여 종 1,900본을 식재한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였다.   

- 연구선

2012년 5월 동해 연안 상시 조사ㆍ관측을 위해 장목2

호를 죽변항에 배치하고 현재 활용 중에 있다. 장목2

호는 15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국내 조선소 대원마

린텍에서 건조한 소형 연구선으로 총 톤수 35톤, 최고 

속도 24노트, 승선 인원 12명이며 첨단 연구 장비를 

탑재하였다.

2.4.2.4 학술 행사와 대외 교류ㆍ협력

● 학술 행사

- 저탄소 녹색성장 신동력원 동해ㆍ독도 종합 심포지엄

동해 근접 연구의 현장인 동해연구소에서는 그동안 

크고 작은 학술 행사가 많이 개최되었다. 2009년 1월

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신동력원 동해ㆍ독도 종합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동

해ㆍ독도 연구의 전초 기지인 동해연구소의 출발

과 함께 그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 방향 제시, 동

해ㆍ독도의 미래 이용에 대한 대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이틀간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동

해의 환경과 기후 변화, 독도의 자연환경과 지속가능

한 이용, 동해의 연안 환경과 해안 침식, 동해 해양관

측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동해의 해양자원 등이 주제

로 다루어졌다. 정부, 학계, 언론계, 일반 국민 등 70

여 개 기관에서 약 310명이 참가했으며, 다수의 주요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었다. 

- 녹색에너지 청색혁명 심포지엄

2009년 11월에는 지역 주민,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관련 연구자, 원자력 전문인, 원자력 협력 단체 등 모

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울진 원자력 온배수의 

친환경 농ㆍ수산업 활용을 위한 녹색에너지 청색혁

명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원자력 발

전 온배수를 이용한 식량자원과 해양바이오에너지 

생산에 관해 심도 있게 다룬 최초의 심포지엄으로서, 

국가 대형 연구 분야인 원자력-해양 간 융합을 통해 

녹색성장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

가되었다. 

장목2호

동해·독도 종합심포지엄, 2009. 1 환동해국제해양포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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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 2013 환동해 국제해양포럼

2013년 6월에는 이틀에 걸쳐 국내외 전문가 2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2013 환동해 국제해양포럼’이 개

최되었다. 본 포럼에서는 ‘해양순환과 기후변화’, ‘해

양산성화와 생태계’, ‘연안침식’, ‘해양 관측망’, ‘환동

해권 현안과 발전전략’ 등에 대한 국내외 연구성과가 

소개되었으며, 동해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존하는 

문제점에 대한 미래지향적 해결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전문가의 관점에서 동해 해양연구에 대한 동해

연구소의 책임과 역할,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어 기관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 대외 교류와 협력

동해연구소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해군 제1함대와 해양 정

보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자료 교환, 정기 교육 지원, 

대잠 환경 분석, 정보 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 

정보 교류 약정」을 체결2009년 12월하고 해양방위를 위

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와도 「기술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을 맺고2010년 6월 국가와 지역 발전

을 선도하는 데 서로 힘을 모으고 있다. 이 협약에는 

해양-원자력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해수자원의 개

발과 산업화, 해양환경 개선과 지역 어민 소득 증대 

사업, 학술 협력, 인력 교류, 교육 훈련의 협력을 명시

하였다. 동해연구소는 동해안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

방 자치 단체와 협력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동해

연구소는 경북도, 울진군 등과 공조하여 동해안권 발

전 종합 계획상의 해양과학 거점화 계획을 주도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사

전 타당성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울릉도에 구축

중인 울릉도ㆍ독도 해양연구기지 구축을 선도했다. 

또한 원전 온배수 등 무궁무진한 해수자원의 효율적

인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수자원활용연구

센터’ 구축을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

방 자치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동해안권 해양과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동해연구소는 동해안권 해양 관련 기관

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유기적 협력, 동해안권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연구 성과 제공을 통한 상

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동해안권 연구기관 협의체

를 결성하여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희대

학교 국제지역연구원과 동해 관련 연구 자료 및 데이

터 교환, 연구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와 지원을 내용

으로 하는 MOU를 체결2012년 3월함으로써 교류 영역

을 한층 더 넓혀 나갔다. 

동해연구소는 환동해권 해양연구의 중심지로 발

전해 가기 위해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네

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이다. 

우선 동해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EAST SEA 사

업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 감시 체계 구축의 목표 달성

과 원활한 연구 수행 및 국제적 관심사 정립을 위해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국제 워크숍에는 러시

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및 태평양연구소, 미국 위

스콘신대학교 교수 등 주요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해

양과학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

한 러시아 해양지질지구물리학연구소Institute of Marine 

Geology & Geophysics와 연구 협력을 체결하여 동해 관

련 양 기관 연구자 및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이를 통

해 동해 해양물리, 지질, 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러시아 태

평양해양연구소POI와도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함

께 접하고 있는 동해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방안을 협

의하고 있다. 

환동해권에서 시작한 이와 같은 국제 협력 활동은 

앞으로도 일본, 미국 등 세계 해양 선진국과 교류 협

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4.2.5 홍보 및 교육 기부

● 홍보 

동해연구소는 연구소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홍

보 기반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동

해ㆍ독도홍보관’을 설치하여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

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와 공간을 

확보하였다. 동해연구소 소개와 함께 동해와 독도의 

동해연구소의 대외 협력

동해ㆍ독도홍보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러시아 해양지질지구물리학연구소 
연구 협력 체결



의미와 중요성, 주요 해양 현상 등을 상세히 설명하

고 있는 ‘동해ㆍ독도홍보관’은 내방객에 대한 효율적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동해연구소는 홍보 책자 『동해를 품고 세계

를 향해』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동해연구소 개소 

이후의 발자취를 성찰하고 현재 점검, 미래 준비를 

위한 기록물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외 

홍보를 위한 기본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 교육 기부 활동 

동해연구소는 다양한 형태의 해양과학 교육 기부 활

동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의 주요 연구 기능과 연

계하여 동해ㆍ독도에 대한 해양과학 체험 프로그램

을 기획ㆍ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 교

육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울진 지역 내 학교

를 방문하여 진행하고 있는 ‘학교로 가는 동해바다 

과학교실’,  방문학생들을 위한 ‘신비로운 동해ㆍ독

도 프로그램’ 등이 있다. 대표적인 체험 교육 기부 프

로그램인 ‘울진에서 독도까지 3박 4일’은 중학생을 대

상으로 독도 수호 의지와 올바른 역사관, 주권의식을 

확립시키기 위한 것으로 참여 교사와 학생들의 호평 

속에 진행되고 있다.

2.4.2.6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는 울릉군 현포항 인근

에 준공한 해양연구 시설이다. 국비 70억 원을 포함

하여 모두 150억 원의 건립비가 소요되었으며, 2013

년 3월 5일 준공하였다. 준공에 앞서 울릉군은 2011

년 8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연구기지의 수탁기관 

후보자로 선정하여 기지시설의 보완과 운영예산 확

보 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 향후 기지운영의 주체가 

될 경우 박사급 연구원 등을 포함하여 20여 명의 연

구원이 상주하면서 동해와 독도 해양연구 지원, 울릉

도ㆍ독도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해양심층수 활용 해

양수산자원 증ㆍ양식, 해양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

영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기지가 자리 잡고 있는 울릉도는 동해의 대

표적인 섬이자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해외 유명 여행

서적에 세계 10대 해양관광섬으로 소개되었다. 또한 

울릉도는 수심 2,000m 이상의 심해역에 둘러싸여 있

어 심해 연구의 최적지이며, 바이오 신물질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해양 생물종 등 다양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듯 무한한 잠재력이 내재

하고 있는 울릉도는 동해 해양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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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생명과학연구2.5 부설 극지연구소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2.5.1 극지생명과학연구 Polar Life Sciences Research

극지 생명과학 연구는 1987년 3월에 개설된 극지연구

실에서 시작되었다. 1987년 제1차 대한민국 남극과학

연구단이 크릴 어획 시험 조사선동방115호에 승선하여 

스코티아 해역남위 59∼62°, 서경 45∼65°의 염분, 수온, 영

양 염류, 엽록소 a, 일차 생산성 등을 조사하였다. 이

후 극지 생명과학 연구는 세종기지 월동 1차 연도인 

1988년부터 주로 세종기지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상, 

연안과 해양 생태계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한

편, 극지 생명과학 연구는 2002년 국제북극과학위원

회IASC : Internation Arctic Science Council에 가입하고, 니알

슨Ny-Ålesund 국제과학기지촌에 다산과학기지를 개설

하면서 북극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극지연구소가 시

작된 2004년 이후에는 연구 주제가 계통분류학, 유전

학, 생리학, 분자생물학, 동물행동학, 생명공학, 우주

생물학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극지연구실은 1988년 남극 연구와 세종기지 운영 

강화를 위해 극지연구부로 확대되었다. 또한 같은 해

에 우리나라의 남극 연구 시작을 기념하고 학술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차 국제남극과학학술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990년 한국해양연구소가 독

립하면서 극지연구부는 극지연구센터로 확대ㆍ개편

되었고, 이때 극지생물연구실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

다. 1991년 우리나라 최초로 남극의 과학 지식을 다룬 

단행본 『남극과학박병권, 김예동』이 발간되었으며, 남

극 세종과학기지에서 현장 연구에 참여한 최초의 여

성 과학자안인영도 탄생하였다. 1993년에는 남극해양

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의 실무자회의인 남극해양

생태계감시프로그램전문가회의에도 참가하기 시작

하였고, 제3차 국제남극과학학술회의가 남극 생물과 

생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1993년부터 남극 연구

는 세종기지 주변에서 인근 해역으로 연구 지역이 확

장되었다. 이와 함께 남극 해양 생태계 연구도 세종기

지 주변 연안에서 세종기지가 위치해 있는 남 셰틀랜

드 주변 해역인 드레이크 해협, 브랜스필드 해협, 웨

델 해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1997년에는 제5차 

국제남극과학학술회의가 환경 변화에 따른 남극에서

의 생태학 진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2002년에는 지의류와 선태류의 분포를 표시한 세

종기지 주변 식생도가 완성되었고, 이를 통해 1988년

부터 세종기지에서 보고되었던 남극좀새풀이 세종기

지 주변에서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2005년 이후 세종기지 주변에서 8종의 신종 

박테리아가 보고되었고, 해조류와 섬모충류, 지의류

에 대한 계통분류학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북극 다산

기지 주변에서도 토양과 해양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가 분리되었다. 세종기지와 다산기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신속 세종기아Sejongia와 다사니아Dasania가 만

들어졌으며, 세종기지에서 순직한 전재규 대원을 기

리는 신종도 보고되었다. 

세종기지 주변 생물 분자 수준의 연구는 주로 방

선균 스트렙도마이세스, 남극좀새풀, 남극큰띠조개 

등의 모델 생물을 대상으로, 저온 적응과 관련된 유전

자와 생물 독성에 반응하는 유전자를 중심으로 연구

되어 왔다. 또한 남극의 대표 생물에 대한 대량의 발

현 유전자와 유전체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한편 남북

극 생물로부터 결빙 방지 단백질을 발굴하고 기능을 

분석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세종기지 주변 육상생물 다양성 연

구가 바톤 반도 전역의 생물 다양성 연구로 확대되었

다. 또한 북극에서도 다산기지를 넘어 알래스카, 캐나

다, 그린란드 등으로 육상생물 연구 지역이 다변화되

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극지 생물의 다양성과 

계통 지리 정보를 이해하고, 이들의 분포를 결정하는 

환경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후 변화

에 대한 극지생물과 생태계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온생물학

■���세포,�조직,�기관의�
초저온�냉동보존�
기술개발

■의학(저온수술)

저온생물 저온유전자 
주입

■내한성�유지
■저온�환경�적용
■기타�분야

기초연구

■단백질�구조�및�기능연구
■얼음결정구조�및�활성연구
■분자생물학�및�진화연구
■극지생물�저온생리연구

식품/유제품 산업

■얼음재결정화�
억제�기능

식물의 저온유전자 
주입

■냉해방지�기능

천연 
결빙방지물질
개발 기술

극지생물 분비 천연 결빙방지물질 활용분야

세종기지 인근해안에 밀려온 크릴, 1998

1987~1988년 남극 하계기간 크릴 시험조업에 나섰던 동방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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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2.5.3.1 남극 세종기지 주변 연안 해양 생태계 연구

1988년 세종기지가 준공된 후 제1차 월동대는 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펭귄, 물개 등의 동물과 육상 식생, 

미리안 소만의 조간대와 연안에 서식하는 해조류, 저

서동물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어서 기지 

주변뿐 아니라 맥스웰 만에 출현하는 해조류, 해양 저

서 무척추 동물, 그리고 연체동물에 대한 기초 조사도 

수행하였다. 이로써 주변 해역에 분포하는 생물상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남극 세종기지에서

는 해양생물의 개체 생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연

안 해저 생태계의 주요 우점 생물종인 남극큰띠조개

Laternula elliptica 등의 적응 기작이나 생존 전략을  파악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섭식 생리와 생태, 호흡 대사, 생

식 주기 및 양상, 월동 에너지 전략 등에 관한 연구를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남극큰띠조개는 남극 대륙 

주변부 연근해 수심 5~30m 내외에 널리 분포하는 대

표적 해양 초식동물로서, 개체 수가 많기 때문에 최근 

지구 환경 변화에 따른 연안 해양 생태계 영향을 모니

터링하는 주요 지표 생물종으로 주목받는 등 연구 가

치가 매우 큰 종이다. 

맥스웰 만 연근해에서는 1차 생산자에 대한 연구

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수심 30m 이내의 육상 근

접의 얕은 수심에서 규조류돌말의 생물량이, 수심이 

깊은 외해에서 생물량의 수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들 규조류는 바닥에 사는 저서성이 대부분인

데, 이들 규조의 수중 밀도는 바람의 세기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람이 만든 파도 때문에 해저

에 있던 규조류가 다시 떠오르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현미경 분석 결과 특히 상당량의 규조류가 대형 해조

류에 부착되어 있다가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였다. 한

편 이들 저서 규조류가 주요 1차 생산자이자 주요 초

식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서남극 반도는 뚜렷한 기후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

는 곳이다. 연구 결과 미리안 소만에서는 여름철마다 

육상에서 비롯한 혼탁한 빙하 유출수가 인근 해역으

로 유입되어 해양환경과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융설수 유입원에서 가까운 곳, 먼 

곳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해수, 대형 해

조류 그리고 조간대 대표 해양생물인 삿갓조개Nacella 

concinna에 농축된 육상 기원의 중금속 농도가 융설수 유

입량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남

극 세종기지 주변 연안 해양 생태계마리안 소만, 포터소 

만, 콜린스 하버의 자연 군집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수중 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통해 기초 환경 조사와 

수심별 서식생물의 분포도와 군집 조사를 수행하였

다. 2010년에는 세종기지 연안 해양 저서 무척추 동물 

핸드북을 발간하였다.

세종기지 조간대의 다양한 해양생물 빙벽 근처에 번성하고 있는 산호의 한 종류인 바다조름 세종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남극큰띠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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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생명과학연구2.5.3.2  극지 해양 생태계 연구

1990년대 초반부터 극지생명과학연구부는 세종기지

가 있는 남셰틀랜드 주변 해역인 드레이크 해협, 브랜

스필드 해협과 웨델 해 해빙 주변 해역에서 해양 미생

물과 식물플랑크톤, 그리고 동물플랑크톤의 종조성과 

생물량 등을 조사해 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기

후 변화에 따른 해빙 주변 군집 변화 양상을 집중 연

구하였으며, 온난화, 자외선 증가 등에 대한 주요 우

점종의 생리적 반응 등을 병행하여 연구하였다. 해빙 

주변 해역은 계절에 따라 해빙이 확장되었다 녹았다 

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의 식물플랑크톤의 대량 

증식은 계절이 바뀌면서 해빙 주변 해역을 따라 일정

한 거리20∼30㎞를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초창기 남극에서 수행되었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량 증식을 하는 식물플랑크톤의 대부분이 크기가 

20㎛ 이상인 규조류로 알려졌다. 그러나 종 수준의 정

량적인 분석과 형광, 전자 현미경 관찰을 통해 남극해

에서는 20㎛ 이하의 미소 식물플랑크톤이 주로 일차 

생산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는 2009년 

진수된 이후, 쇄빙 시험 항해를 거쳐 2010년 8월에 북

극해에 투입되어 첫 연구 탐사를 시작하였다. 2010

년 12월에 남극해에 대한 연구 탐사가 시작되면서, 극

지연구소의 연구 대상 지역은 명실 공히 해빙이 발달

된 극지 해역까지 확대되었다. 극지생명과학연구부

는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가 극지 해역의 미생물 생태

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미생물 

분포와 군집 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라온호의 양 극해 탐사가 정례화되면서 통과해역

인 중저위도 서태평양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

고, 적도에서 극지에 이르는 넓은 해역에 분포하는 미

생물의 군집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5.3.3 남극 생물 다양성 및 육상 생태계 연구

1992/1993년 맥스웰 만 근해 규조류 생태 조사를 통

해 30속 54종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그 후 추가적인 

조사와 채집을 통해 현재 남극 규조류 18종 64균주해

산 63균주 담수산 1균주를 순수 분리하여 배양을 진행하

면서, 남극 규조류의 다양성과 계통분류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06년에는 주사 전자 현미경을 사

용한 미세 구조 관찰과 분자계통학적 연구 방법을 남

극 규조류 연구에 적용하여 남극 호냉성 규조류 7종 

15균주에 대해 미세 구조와 분자 형질에 기초한 계통

분류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맥스웰 만의 바

닷속에서 1988년부터 1995년까지 해조류를 채집하

여 추가적인 형태 관찰을 하였다. 이를 통해 녹조류 

7종, 황갈조류 1종, 갈조류 15종과 홍조류 20종 등 모

두 43종의 해조류를 동정하였다. 2011년에는 전 세

계에 생육하는 홍조 김파래목의 계통학적 유연 관계

를 재검토하면서, 기존의 Porphyra endiviifolium A. 

Gepp et E. Gepp로 알려진 남극 고유종을 Pyropia 

endivvifolia(A. Gepp et E. Gepp) H.-G. Choi et M. 

S. Hwang comb. nov.로 제안하였다. 또한 2011년

에는 바톤 반도 빙벽 앞 해안에서 신종 섬모충류 

Metaurostylopsis antarctica를 최초로 분리하였다. 이

와 같은 연구는 향후 남극과 인근 대륙의 해조류와 원

생동물의 다양성과 계통분류학 연구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기지가 있는 킹조지 섬 바톤 반도의 육상 생

태계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생물군은 관속식

물, 이끼류, 지의류이다. 1988/1989년 수행된 세종기

지 주변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보고는 우리나라의 

과학 활동으로 이루어진 첫 남극 육상 식생에 대한 보

고였다. 이 조사에서는 기지 동남방 4㎞ 지점에서 발

견한 현화식물인 남극좀새풀Deschampsia antarctica에 대

해 보고하였다. 이후 2002년과 2003년 남극좀새풀의 

공간적인 분포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조사에서 세

종기지 주변에서 남극좀새풀이 빠른 속도로 확장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의류의 분포에 관한 조사는 2006년 처음으로 이

루어졌다. 이 조사에서는 지의류의 형태적 특성, 화학 

성분과 ITS 염기 서열을 분석하여 38속, 62종의 지의

류 종을 동정하였다. 한편, 2007년에는 지의류와 이끼 세종기지 주변 이끼 위에서 살아가는 남극좀새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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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를 포함해서 육상 식생의 분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을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 세종기지 주변 지의류의 분

포와 종 다양성은 분포 지역의 고도와 눈에 노출되는 

시간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남극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신종 박테리아 

보고를 통해 이루어졌다. 극지연구소가 발견한 신종 

세균에 세종기지 이름을 따서 세종기아Sejongia라는 새

로운 속屬, genus명을 붙였고, 2003년 12월 세종기지에

서 동료를 구하려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전재

규 대원의 이름을 붙인 Sejongia jeonii도 보고하였다. 

이후 토양 시료와 해안가의 해수 시료, 해안가 모래, 

녹조류 등에서 8종의 박테리아 신종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여 이름을 붙였다.

2011년부터는 세종기지 주변 육상생물 종 다양성 

연구가 바톤 반도 전역의 생물 종 다양성 연구로 확대

되었다. 현재는 바톤 반도의 육상 식생 분포와 토양 

미생물박테리아 군집 분석을 통해 이 지역의 종 다양성

을 파악하고 생물 지리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또한 

서식지 환경 요인을 이해하고자 토양 온도와 습도, 토

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바톤 반도 육상생물의 종 다양성과 

계통 지리 정보를 이해함으로써 이들의 분포 양상과 

이러한 분포를 결정하는 환경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2014년 장보고기지가 들어서

게 될 테라노바 만 주변에서도 육상생물 다양성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세종기지 주변의 육상 

생태계 연구와 마찬가지로 토양 진핵·원핵 미생물

의 다양성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 연구를 통해 

두 지역 간의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

라 남극에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는 유일하게 

기지 건설 전과 후 생물상 변화 연구가 가능하여 과학

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5.3.4  북극 연구와 우주생물학

북극 육상 생태계는 온도 상승, 강수량 변화, 동토층 

융해로 인한 지반 침강 등 기후 변화에 의해 환경 변

화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가 육상 생태계

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육상 생태계는 기후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 이해

가 필요하다. 극지생명과학연구부는 2011년부터 다

산기지 주변 빙하 후퇴 지역에서 시간에 따른 생물

상의 변화천이를 연구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

여 빙하가 녹으면서 과거에는 빙하로 덮여있던 지역

이 새롭게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노출된 토양은 시

간이 흐르면서 토양이 발달하고 생물 군집이 자리 잡

게 된다. 따라서 연구팀은 스발바르 지역의 로벤 빙하

Lovenbreen Glacier 주위에서 빙하 후퇴 시기가 다른 장

소를 선정하여 토양 발달, 토양 미생물 군집 구조 및 

관속 식물의 정착과 천이를 연구 중이다.

극지연구소는 다산기지를 넘어서서 알래스카 카

운실Council, 캐나다 캠브리지 만, 그린란드 자켄버그 

등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캠브리지 만

Cambridge Bay은 캐나다의 누나부트준 주Nunavut Territory

에 속하며 빅토리아 섬의 남동쪽에 위치한 해안 마을

이다. 기후 예측 모델에 의하면 캠브리지 만의 경우 

2040~2069년 사이 20세기 후반보다 온도가 3.9℃ 증

가하고, 강수량은 18.6㎜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극지연구소는 캠브리지 만의 미래 온도와 강수

량 증가에 대한 모델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이 지역의 대표 식생인 민담자리꽃나무가 자라는 지

역에 개방형 온도 상승 챔버를 설치하여 온도 상승과 

강수량 증가 실험을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온도와 강

수의 독립적 효과 또는 상호 작용이 식물 생장, 토양 

미생물, 토양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

하고자 한다.

알래스카 카운실은 북극권66° 바로 아래에 있다. 

이곳 알래스카 툰드라의 봄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5월경에서 6월까지이며, 여름은 7~8월로 짧다. 연평

균 기온은 영하 1℃이며 연간 강수량은 420㎜, 8월 평

균 기온은 10℃ 전후이다. 가을은 8월 말부터 9월로, 

이때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식물들은 짧은 생활사를 

마무리한다. 카운실은 선태류, 지의류, 사초류, 낮은 

관목이 우점하고 있으며, 높은 수분 함량과 낮은 온도

로 인하여 유기물 분해가 억제되어 30㎝ 이상의 이탄

층이 형성되어 있다. 이 이탄층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

남극 규조류 Porosira pseudodenticulata
(Scale bar = 10 ㎛)

세종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지의류

장보고기지 주변에서 육상 생태계 조사를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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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생명과학연구키는 온실화 기체인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인해 주목

을 받고 있다. 극지연구소는 이곳에서 여름철에 녹는 

활동층과 1년 내내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에 서식하

고 있는 미생물 군집 구조와 분포 양상을 연구하고 있

다. 궁극적으로 토양 미생물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

와 메탄을 정량화하여 기후 모델에 반영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자켄버그또는 ZERO, Zackenberg Ecological Research 

Operations는 그린란드의 북동쪽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

고 있는 생태계 연구 기지이다74°30´N, 20°30´W. 이 연구

기지는 1991년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 온도 상승과 

강수량 증가를 관찰하였다. 기후예측모델에 따르면 

향후 10~40년 이내 겨울과 봄에 3.2~4.6℃의 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51~2080년 사이 강

수량은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연구

팀은 이곳에서 연구지의 토양 미생물 군집 구조와 토

양 유기탄소의 질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환북극 연구를 통해 2012년에는 

북극 툰드라 지역에 서식하는 27과 95종의 식물을 정

리한 『북극 툰드라 식물』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극지는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은 태양계 

내의 행성인 화성과 지구에서 가장 유사한 환경을 가

졌다. 따라서 1년 내내 영하의 상태로 얼어있는 극지 

영구 동토에 살고 있는 혐기성 미생물은 화성에서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극지생명과학연구부

는 극지 동토에 살고 있는 혐기성 미생물을 분리하였

고, 향후 이들 혐기성 미생물과 동토 코어에 살고 있

는 미생물이 화성 조건에서 얼마나 생존하는지 조사

할 것이다.

2.5.3.5 극지 생물의 생명 현상 및 응용 연구

세종기지 주변 생물에 관한 분자 수준의 연구는 2000

년대 초반에 시작되었고, 2006년부터 논문이 발간되

기 시작하였다. 주로 저온 적응과 관련된 유전자와 

생물 독성에 반응하는 유전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

다. 유전자 분석 연구 대상 생물은 방선균, 남극좀새

풀, 남극큰띠조개 등이다. 남극에서 분리된 방성균 

Streptomyces sp. AA8321에서 저온 충격 단백질 유전자를 

클로닝하여 대장균에서 과발현하여 기능을 추정하였

다. 그 결과 저온 환경에 적응한 미생물에서는 DNA 

복제를 강하게 억제하는 기능을 볼 수 있었다. 또 남

극좀새풀에서는 저온 적응이나 건조 스트레스에 관

련된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006년부터는 남극큰띠조개를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 요인에 대한 유전자 수준의 반응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남극 해양의 특징 중의 하나인 높은 카

드뮴Cd 농도에서 해양생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해하기 위하여 중금속 해독 단백질인 metallothionein 

유전자를 처음으로 클로닝하고 그 특성을 규명하였

다. 또한 패류에서 생체 내의 항산화 기작에 관여하는 

peroxiredoxin V와 peroxiredoxin VI 단백질을 최초로 

발견하고 이들 단백질이 온도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

개방형 온도상승챔버를 설치하는 모습 설치된 온도상승챔버와 온도 및 습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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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되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방어 기작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한편 극지연구소는 2004년부터 남극생물 유래 유

용 생물자원의 확보와 유용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

였다. 이들 연구를 통해 신기능·고활성의 유용 물질

들이 도출되어 특허 출원과 기술 이전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종과학기지 주변에 서식하는 

남극 지의류에서는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이용될 

수 있는 화합물들을 발굴하였다. 라말리나 테레브라

타Ramalina terebrata에서는 항산화 효능이 탁월한 ‘라말

린’을 발굴, 관련 업체LG생활건강에 기술 이전하였다. 

2010년부터는 극지생물에서 유래된 결빙 방지 단백

질을 이용한 유용 생물자원의 동결 보존제 개발 연구

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극지

생물 종 유래의 재조합 결빙 방지 단백질을 발현하

였고 더 나아가 고해상도 삼차 구조와 생화학적 특

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결과로는 북극 효

모Leucosporidium sp. AY30 유래 LeIBP 결빙 방지 단백

질의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재조합 결

빙 방지 단백질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생산

된 재조합 LeIBP 결빙 방지 단백질을 이용한 적혈

구, 제대혈, 줄기세포, 생식세포, 생체 조직 동결 보존

액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결빙 방

지 활성이 LeIBP 보다 10배 이상 높은 남극 박테리아

Flavobacterium frigoris PS1 유래 고활성 결빙 방지 단백질

FfIBP을 발굴하여 삼차 구조 해석 및 얼음 결합 기작을 

규명하였다.

2011년부터는 남극의 대표 생물에 대한 발현 유

전자와 유전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남극대구, 

남극좀새풀, 저온성 박테리아 등의 유전자를 대량 분

석하고 있으며 향후 더 다양한 생물과 더 많은 유전자 

정보를 연구할 것이다. 이로써 남극생물의 환경 적응

과 환경오염에 대한 반응에 대한 분자 수준의 이해가 

높아질 것이다. 

극지 생명과학 연구는 25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장을 거듭해 왔다. 연구 대상 

지역이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기지, 북극 다산

과학기지를 넘어서서 남극 로스 해와 아문센 해, 서북

극해와 알래스카, 캐나다 북극과 그린란드까지 확대

되었다. 대상 생물도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균류와 지

의류, 이끼와 관속식물, 미세 조류와 해조류, 해양 저

서 무척추동물, 도둑갈매기와 펭귄까지 다양해졌다. 

연구 분야와 방법도 계통 분류와 생물종 다양성, 유

전자와 유전체, 단백질과 단백체, 개체군 생태학과 환

경 독성학, 해양 생태계와 군집 변화 모니터링, 식물

생태학과 동물행동학, 생리학과 생명공학, 기후 변화

에 대한 생물과 생태계 반응을 연구하는 학제적 융합

과학과 우주생물학까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 또

한 한국극지자료센터KPDC : Korea Polar Data Center 산하

에 극지미생물자원은행Polar and Alpine Microbial Collection

과 극지생물유전자정보은행Antarctic Functional Genomics 

Program을 운영하며 극지생물과 유전자 정보를 국내외 

연구자에 제공함으로써 국내 극지 생명과학 연구의 

중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극지생물의 

진화와 지리적 분포, 극한 환경을 이기는 극지 고유의 

생명 현상, 기후 변화에 의한 극지생물과 생태계의 변

화와 반응, 극지 생명 현상의 응용 등의 연구 영역에

영구 동토층의 1m 토양 코어, 아래쪽에 얼음층이 있다.

『북극 툰드라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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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기후연구

서 세계 최고의 연구팀으로 성장하여 극지 과학 강국

으로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한편 지구 생태계와 극지

생물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2.5.2 극지기후연구 Polar Climate Research 

극지연구소의 기후 연구는 1988년 2월 남극 세종과

학기지의 건설과 함께 시작되었다. 극지 기후 연구

의 한 분야인 대기 관측도 1988년 세종기지 건설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때부터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을 이용하여 세종기지 주변의 기상 요소와 각 기상 

현상을 관측하기 시작하였다. 세종기지의 기상 관측

소62°13' S, 58°47' W는 1989년 1월에 세계기상기구WMO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의 정규 지상 관측소로 

등록WMO Index No. 89251되었다. 한편, 세종기지에서

는 서남극 지역의 기상 자료 센터인 칠레 프레이기상

관측소를 경유하는 세계기상기구의 세계 기상 통신

망GTS : Global Telecommunication System을 통해 하루 네 

번 기상 자료를 세계로 전파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

에 세종기지의 기상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기

상 자료의 질적 신뢰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2010

년 10월 26일 극지연구소는 기상청과 공동으로 세종

기지를 세계기상기구/지구대기감시WMO/GAW : Global 

Atmosphere Watch의 지역급 기후 변화 감시소로 등록시

켰다. 대기 관측과 더불어 2003년부터는 전 지구 순환 

모형을 도입하여 극지 기후 변화 모델링 연구도 꾸준

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기후 변화를 재현하여 

현재 기후 관측 자료와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북극 바다의 해빙海氷 상태 변동이 중위도 

지역의 한파에 미치는 영향, 적도 엘니뇨가 남극 진동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북극 기후 변화 연구는 2002년 다산기지를 개소하면

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9년 아라온호 진수와 

함께 다산기지뿐 아니라 북극해의 기후 변화도 관측 우리나라 최초의 운석탐사

(A) 결빙 방지 활성을 가지는 극지 미생물 확보를 위한 아이스 코어 채취   (B) 호냉성 북극 효모(Leucosporidium sp. AY30)의 전자 현미경 사진
(C) 북극 효모가 분비하는 LeIBP 결빙 방지 단백질  (D) LeIBP 결빙 방지 단백질의 고해상도 삼차 구조 모습

유전자 분석을 위하여 실내 배양(좌) 및 무균배양(우) 하고 있는 남극좀새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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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하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북극해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 등

에서도 대기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의 기후 변화 기록 복원을 위한 연구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건립 직후인 초기에는 미미하였다. 그

러나 1992년 이후 내빙 연구선을 임차하여 세종기지 

주변 해역에 대해 승선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고해양

古海洋 연구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남극 반도 지역은 

과거와 현재의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극 지역은 지구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남극 반도 지역이 더 그러하다. 1950년 이후 남극 반

도는 지구 연평균 기온 상승의 약 4배라는 급격한 온

난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남극 반도 

연안을 따라 발달하는 빙붕 중 라슨-A 빙붕, 라슨-B 

빙붕, 윌킨스 빙붕 등 대규모 빙붕들의 붕괴가 빈번해

지고 있다. 세종기지는 이와 같이 기후 변화 연구에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연구 지역 제한과 내빙 

연구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년간의 집중적인 연

구를 통해 남극 반도 북부 지역의 과거 기후와 해양 

환경 변화에 대해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생산할 수 있

었다. 특히 2009년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가 도입되면

서 빙붕 지역 연구가 가능해지고 국제 공동 연구도 더

욱 활성화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남극 반도 북부 지역

에 대한 극지연구소의 고해양 연구는 더욱 발전할 것

이다. 또한 2012년에는 40m에 달하는 긴 코어 시료를 

획득할 수 있는 코어링 시스템이 아라온호에 장착되

어 더 오래된 시기의 기후 변화 기록까지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북극의 고古기후 복원 연구는 2002년 북

극 스발바드 군도에 다산과학기지를 개소하면서 시

작되었다. 이후 2009년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가 진수

되면서 북극해의 고 기후 복원 연구는 독일 극지연구

소 등과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하여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쇄빙 연구선은 극 지역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

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플랫폼이다. 우리나라는 지

난 20여 년간 남극기지 보급과 주변 해역 연구를 위해 

외국의 쇄빙 연구선을 임차하여 조사를 해왔다. 그러

나 2009년 가을,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선 아라온호의 

건조로 극지 해양 탐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아라온호는 2009~2010년 겨울 남극에서 엄격한 쇄빙 

능력 시험과 대륙 기지 후보지 정밀 조사를 거친 후, 

2010년 7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북극 척치 해, 캐

나다 분지에서 처음으로 북극해 과학 탐사를 실시하

였다. 남극 대륙 주변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녹아내

리고 있는 서남극의 아문센 해가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2010~2011년 겨울 첫 아문센 해 탐사를 실

시하였다.

2.5.2.1  남극 세종기지 주변의 대기 환경 관측 연구 

1988년 2월 17일 세종기지가 건설된 이래 약 10년간 

대기 분야의 주요 연구는 기지 주변의 생소한 기상 현

상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이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었다. 기본적인 자동 기상 측정 시스템을 설치하여 지

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하였으며, 관측소의 신뢰성 확

보와 국제적인 인증을 받기 위해 세계기상기구에 등

록하였다. 세계적 이슈인 남극 상공의 봄철 오존 구멍 

형성에 대한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각종 자료를 분석

하여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도 수행하였다.

세종기지는 고위도 저압대에 속해 있으며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폭풍설이 자주 나타난다. 이에 세종

기지 주변에 나타나는 폭풍설의 특성에 대한 사례 분

석을 통해 1991년 12월 <세종기지에서의 기상 요소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세종기

지에서 발생하는 폭풍설이 남극 고기압과 고위도 저

압대의 저기압과 상호 작용 하에 발생한다는 것을 밝

혔다. 또 세종기지는 기후 연구를 위해 1988년 1월부

터 1996년 12월까지 약 9년간의 자료를 분석하여 주

요 기상 요소기압, 기온, 바람, 강수량, 운량, 폭풍설 등에 대한 

세종기지의 기후 특성을 분석하였다. 

남극의 봄철에는 오존전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오

존 구멍이 생성되는데, 세종기지는 남극 오존 구멍

의 중심으로부터 가장자리에 속해있다. 세종기지 상

공의 오존층 변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공위성 

NIMBUS 7에 탑재된 오존 관측위성 TOMSTotal Ozone 

세종기지 대기정상관측 타워

폭풍설이 부는 세종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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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기후연구Mapping Spectrometer의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를 수행하

였다. 이 자료는 1978년 1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

일까지 약 13년간 오존 관측위성 TOMS가 모은 데이

터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세종기지에서는 연도별, 

계절별, 월별 추세 분석을 통해 오존전량이 연평균 약 

11% 감소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1995년부

터 약 3년간 세종기지에서 측정된 태양 복사 자외선 

자료와 NOAA미국해양대기청/SBUV로 측정된 오존전량 

자료를 이용하여 관계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후 

세종기지는 상공 오존층의 변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부루어 오존 측정기를 

설치하여 오존 농도를 계속 관측 중이다.

2000년대 들어서 세종기지의 대기 분야 연구는 더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전환되었다. 측정 자료

의 단순한 추세 분석은 물론 세부적 요소 간 통계 비

교, 전 지구적인 현상과 극 지역의 현상 비교, 지구 온

난화와 관계, 측정 자료와 모델을 통한 미래 예측 등 

학제적이며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연구로 발전하

였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측정 기술

의 발전은 물론, 극지연구소 내 전문가가 확보되고 국

내외, 학ㆍ연 공동 연구가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가능하도록 한 연구 예산 확대도 대기 분

야 연구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웨델 해에서는 위성 고도 자료를 이용하여 남극

의 해빙sea ice 분포에 대한 예비 연구와 마이크로웨이

브 원격 탐사를 이용한 해빙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이는 향후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한 극 지역 해빙의 원

격 분석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남극 반도는 폭이 좁고 높은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서쪽과 동쪽의 기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

다. 최근 남극권은 빙붕의 후퇴와 현저한 온난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남극 반도 주변에서 지표 온도SAT 

: surface air temperature의 변화가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

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세종기지를 비롯한 10개의 관

측지에서 다년간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여 SAT의 변

화 특성을 밝혔다. 또한 남극 반도의 온난화 기작을 

이해하기 위해 기온, 바람, 기압의 변동과 관계 분석,  

NCEP/NCAR국립환경청/미국국립 대기국 재분석 자료와 

비교 분석 연구가 이뤄졌다. 그리고 지구 환경 변화

와 남극의 관계, 인공위성 자료 등을 분석하여 세종기

지 마리안 소만의 빙벽이 약 44년 동안에 약 1,300여 

m 후퇴하였다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획득하기도 하

였다. 한편, 기후학적 측면에서 세종기지가 있는 킹조

지 섬과 남극 반도 사이 브랜스필드 해협에서 퇴적 과

정과 관련된 기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추 퇴적

물 자료와 지표 측정 기온, NCEP/NCAR 재분석 자료, 

NOAA 위성으로 관측된 주 평균 표층 수온 자료 등을 

이용한 특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남극 반

도와 그 주변의 온난화가 시간적, 공간적 변동이 크기 

때문에 풍향의 특징을 밝혀내고 그 변수들 간 상관관

계를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복사 에너

지의 흡수 특성과 기상 요소 간 상관성을 밝혔다. 세

종기지의 국지적 기후를 이해하기 위하여, 세종기지 

주변의 지표 복사, 기온, 그리고 공기 중 수중기의 양

인 비습을 사용하여 이들의 장기 변화 경향을 밝히고, 

9년간1996~2004의 홍반 자외선 복사와 함께 이들 변화

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세종기지에서 수행한 또 다른 연구 분야는 대기 

복사 측면의 접근이다. 이는 대기 복사의 변화가 지상 

기상 요소들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세

종기지는 온난 해양성 기단maritime polar air mass과 차고 

건조한 남극기단Antarctic air mass 사이, 남극 전선이 형

성되는 고위도 저압대에 속한 지역에 놓여 있다. 그러

므로 고위도＞65°S 남극 대륙의 해안과 내륙에서 기온

과 일사량 등의 변화 특성은 세종기지의 저위도와 현

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기지에서는 

17년간1988~2004 관측한 월 평균 전천 일사량, 운량, 기

온, 그리고 공기 중 수중기의 양인 비습을 사용하여 

이들의 장기 변화 경향을 밝히고, 9년간1996~2004의 홍

반 자외선 복사와 함께 이들 변화의 원인을 밝히는 연

구가 수행되었다. 

세종기지의 본격적인 대기 물리 관측 연구는 2002

년 12월, 에디 공분산 시스템을 세종기지에 설치하면

서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현열, 잠열, 이산화탄소 및 

운동량 플럭스 등의 자료를 축적하였다. 이 같은 연구

를 기반으로 하여 킹조지 섬 연안의 빙하가 덮여 있지 

Brewer 오존 관측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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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않은 지역의 순복사량과 난류 에너지의 교환 특성 연

구를 수행하였다. 

2.5.2.2 남극 세종기지 주변의 대기 화학 조성 관측 연구

세종기지의 대기 과학 연구는 2000년 후반기부터 대

기 중 오염 물질 연구, 온실 기체와 대기 에어로솔 등 

대기 구성 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을 규명하는 단

계로까지 발전하였다. 오염 물질 모니터링과 더불어 

세종기지 주변 해양 생물군이 만들어내는 황을 포함

하는 가스가 해염 입자의 성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2009년 세종기지 하계 기간 중 10개 세

트의 에어로솔 샘플을 포집하여 그 안에 있는 2,900

개의 입자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세종기지 입자

는 황 성분을 포함하는 해염 입자가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황 성분이 없는 해염 입자, 이온을 포함한 입

자, 그리고 유기물 등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

음을 밝혔다.  

또한 2005년부터 극지연구소의 기후 변화 연구 프

로그램에서는 대기 구성 물질을 모니터링 하는 장비

를 보완하여 구성 물질을 측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극 반도를 중심으로 남극 대륙을 감싸고 도는 기단

의 화학 성분 변화를 장기간 관측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예비 단계로 우선 세종기지에서 관측한 자료의 

대표성 확립을 위해 공기를 채집하여 분석하기 시작

했다. 매주 1회 세종기지 지구물리 관측동을 중심으

로 공기를 채집하여 보관하였다가 독일 막스플랑크

화학연구소로 보내서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는 대기의 기체 성분뿐만 아니라 부유 

미립자aerosol의 물리ㆍ화학적 성질도 상시 관측하고 

있다. 극지 대기의 구성 물질과 기후 변화의 연구는 

2008년부터 더욱 확대되었다. 대류권 오존, CO처럼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미량기체와 자연히 배출된 미

량기체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1950년 이후 남극 

반도의 기온이 올라간 지역 중에서 전 지구 평균 온도

의 3배 이상이나 기온이 오른 곳도 있다. 이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기후 모델을 통한 

이 지역의 온난화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모델로는 잘 

재현되지 않으며, 온난화는 지역과 시간에 따라 큰 변

동을 보인다. 이 때문에 세종기지의 관측 시스템은 장

기적으로 남극 반도의 온난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관측

도 계획하고 있다.

2.5.2.3  북극권 대기 환경 관측 연구

북극의 기후 변화는 전 지구적인 규모의 영향 평가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인식한 극지연

구소는 2002년 북극 기후 변화 연구의 적지인 북극 스

발바르에 위치한 니알슨에 다산기지를 열고 기후 변

화와 관련한 국제 공동 연구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다산기지의 대기과학 연구는 현지에 기지를 보유하

고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 등과 긴밀히 협

조하여 공동 연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층권 이하 저층 대기에서 일어나는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중간권, 열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층 대기 

연구로까지 연구 영역을 확대해 왔다.

극지연구소는 북극의 정확한 기후 변화를 이해하

기 위하여 2005년부터 자동기상관측장비를 다산기지

에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제플린관측

소에서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노르웨이 극지연구소

와 공동으로 구름 응결핵 관측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

다. 제플린관측소는 세계기상기구가 지정한 지구급 

지구 배경 대기 관측소 중 하나다.  

2012년부터는 다산기지에서 이탈리아 측 연구자

들과 공동으로 토양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

화탄소와 메탄의 양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

히 기후 변화에 반응을 보이는 영구 동토층에서 방출

되는 온실 기체의 기작 연구는 다산기지에서 극지연

구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북극 기후 

변화 연구에 있어서 극지연구소의 국제적 위상을 제

고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2009년부터는 다산기지뿐만 아니라 알래스카 놈, 

캠브리지 만, 캐나다 레졸루트 만 등에서도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이는 최근 북극권의 온난화가 빨라짐에 

따라 급속히 녹고 있는 환북극 동토층의 전반적인 모

플럭스 측정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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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기후연구니터링을 위한 작업이다. 이들 지역에서 온난화에 따

른 식생과 토양의 변화가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으며, 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온난화에 따른 식생의 변화를 파악하는 연구도 병행

하고 있다. 

2.5.2.4  극지 기후 모델링 연구

극지 기후 모델링 연구는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미

국의 기상청NCAR에서 개발한 대기 순환 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남ㆍ북극의 현재 기후 변화를 재현하고 이

를 재분석하는 연구가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2006년

에는 NCAR로부터 제공받은 고해상도 대기 순환 모

형을 이용하여 마지막 최대 빙하기의 남ㆍ북극 기후 

변화를 재현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2009년에는 남

극 주변의 바람장을 재현해 보았다. 남극 주변을 살

펴보면 중위도 고기압과 남극 대륙 연안 저기압의 영

향을 받아 남극해에서는 서풍이 전형적으로 발달하

고, 남극 연안의 저기압과 남극 대륙의 고기압에 영

향을 받아서 남극 연안에서는 동풍이 전형적으로 발

달한다. 이렇게 발생한 서풍과 동풍의 중심에서 남극 

저기압성 바람이 생성된다. 하지만 대기의 중층과 고

층에서는 남극 주변 전체가 중위도에 비해 기압이 낮

기 때문에 지상에서 성층권까지 거대한 서풍이 발달

하는데, 남극 주변을 순환하는 거대한 서풍을 남극 와

류Antarctic Polar Vortex라 한다. 남극 서풍의 세기는 남극

과 남반구 중위도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혀져 있다. 또 산업화 이후 프레온 가스 등의 

지속적 사용에 따른 오존층 파괴의 영향이 남극 주변

에서 나타나고 있다. 남극 주변의 오존 감소는 1980년

도 이후 남극 서풍의 세기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남극 반도의 온난화를 야기하는 데 반해 

온실기체 플럭스 연구 플랫폼인 다산기지의 관측 타워 다산기지의 CCT에 설치된 플럭스 관측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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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동남극에서는 약간의 냉각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

혀지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2만 년 전 마지막 최대 

빙하기에는 현재와 달리 남극해 주변의 해빙이 증가

하면서 기압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중위도 

고기압과의 기압 경도력이 약화되었으며 서풍의 세

기가 현재보다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9~2010년에는 한반도에 극심한 한파가 발생

하였고 많은 양의 눈이 내려서 수도권 전체가 약 1주

일간 마비된 적이 있었다. 이 한파는 북극 진동의 약

화와 연관이 있고, 북극 진동의 변화는 북극 해빙의 

농도와 시베리아의 강설량과 연관이 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는 북극해의 해빙 감소에 따른 북반구 강

설량 증가가 동아시아 한파 발생과 어떤 연관성을 갖

는지 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연구 중에 있다. 연구 결

과 2009년 겨울뿐 아니라 최근 북반구 겨울에 빈번히 

발생하는 한파는 북극 해빙의 감소와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나아가 극지연구소는 해빙의 변화에 대한 

예측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2.5.2.5  남극 세종기지 주변 고기후ㆍ고해양 복원 연구

육상 고古기후 연구의 경우, 기지 건립과 더불어 다년

간 이루어진 기지 주변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과거의 

연안 퇴적물 분포나 지질 분포와 같은 기본적인 지질 

정보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킹조지 섬 바톤 반도의 토

양에 함유된 점토 광물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하여 야

외 산출 상태 조사, X-선 회절 분석, 박편 관찰, 전자 

현미경 분석 등을 실시하여 점토 광물과 수반 광물의 

분포 경향과 토양 미조직을 조사하였다. 또한 킹조지 

섬 바톤 반도에 발달한 토양의 형성에 미친 풍성 기원

의 먼지 입자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여 육상과 해양 퇴

적물 사이의 기원지를 추적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

를 제공하였다. 육상 식물은 암석의 풍화에 영향을 미

치고 육상의 생지화학적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상 식물들에 대한 동위 원소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육상의 고기후 연구는 초기 기지 주변 해역의 

기원지 연구 결과를 더욱 확장시켜, 표층 퇴적물이나 

코어 퇴적물의 육상 기원지를 밝히는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킹조지 섬의 빙하는 지난 빙하기 이후 점차 후퇴

하였는데, 킹조지 섬의 원형 구조토가 빙하 후퇴 시기

를 밝히는 지시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는 별개로 우주 기원 동위 원소를 이용하여 킹조지 섬

에서 빙하가 후퇴한 시기와 특성을 추정하였다. 지질 

시대 중 최근 시대인 홀로세Holocene 시기의 육상 환

경 변화 조사는 주로 호수 퇴적물을 이용하였다. 킹조

지 섬 필데스 반도의 호수 퇴적물에 대한 담수성 규조

류의 특성을 규명하여, 지난 홀로세 기간 동안 해양에 

의한 침식의 역사를 복원하였다. 그리고 퇴적학적, 지

화학적 분석을 통해 지난 최대 빙하기 이후 홀로세 기

간의 육상 환경을 복원하고 이를 해양의 기록과 비교

하였다. 또한 킹조지 섬의 롱 호수의 코어 퇴적물로부

터 지난 빙하기 이후의 과거 생산력을 복원하여 기후 

변화를 추정하였다. 킹조지 섬의 호텔 호수와 루디 호

수 퇴적물에서는 연대 측정과 더불어 화산재층의 퇴

적학적, 지화학적, 동위원소학적 분석을 통해 화산재

층의 기원과 해빙 시기를 결정할 수 있었다.

기지 주변의 육상과 해양 사이에서 현재 발생하

는 퇴적학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여름에 마리안 소만의 조수 빙하 근처에

서 CTDT전도도 conductivity/수온 temperature/깊이 depth/투

과율 transmissivity를 측정하고 해수의 부유 물질 자료를 

획득하였다. 이를 통해 조수 빙하의 빙벽 근처에서 

다섯 개의 특징적인 수층 구조를 구분하였으며, 조석

과 바람, 유빙의 활동에 따라 수층 구조와 부유 물질 

분산 형태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마리안 소만에서 육상 기인, 생물 기원 입

자들의 계절적인 퇴적 작용을 고찰할 수 있는 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2000년 이전에는 기지 주변 피오르드와 브랜스필

드 해협 일부 지역에 대해 퇴적학적 연구 결과를 중심

으로 고해양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근의 남극 반

도의 기후 변화와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0년

대 초에는 피오르드 퇴적층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하

였다. 퇴적학적, 지형학적, 고생물학적, 지화학적, 고

지자기학적 연구와 함께 퇴적층과 기반암의 분포를 파

남극에서 연구원들이 빙하를 시추하고 있다.

지구 고기후 변화 추적을 위한 남극해 해저면 퇴적물 시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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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기후연구악하기 위한 지구물리 탐사도 병행하였다. 마리안 소

만 앞에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온과 

염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2000년 이후부터는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더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

과들을 종합하여 과거 해양의 환경을 복원할 수 있었

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과거 해양 환경의 생산력 복

원에 필수적인 고생물학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과거 

환경 복원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2000

년대 말에는 남극 얼음 내 광화학 반응의 특이성이 해

양의 생물 생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규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맥스웰 만의 다른 지역에서 

채취한 중력 코어의 지화학적인 분석 결과, 남극의 과

거 기록에서 북대서양 심층수 순환과 관련된 약 500년 

주기의 소빙하기 기록을 발견하였다.

2.5.2.6  북극해 고기후 연구

극지연구소는 2002년 스발바르 니알슨에 북극 다산

과학기지 설립을 계기로 마지막 빙하기 이후 일어난 

고기후ㆍ고해양 환경 변화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하

였다. 이는 러시아와 노르웨이 연구팀과 공동으로 수

행한 연구로서 바렌츠 해 대륙붕 해역과 스피츠베르

겐 섬의 피오르드에서 획득한 해저 시추 코어를 이용

한 연구였다. 이후 북극해에서 고기후ㆍ고해양 환경 

변화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11

월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선 아라온호를 건조하면서 

다시 연구를 시작하였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의해 서

북극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해빙 감소에 의한 

해양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 세계 과학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특히 지리

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서북극해는 해빙이 급격

하게 사라지면서 아라온호를 이용한 해양지질ㆍ지구

물리 탐사가 가능해졌다. 해저 퇴적물은 과거에 일어

난 기후 환경 변화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 때문에 과

거의 기후 변화 프록시과거의 기온이나 강수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기록된 해저 퇴적물은, 최근 급격히 진행되

고 있는 해빙 감소에 의한 해양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

한다. 아라온호 건조를 계기로 극지연구소는 2011년

부터 K-Polar 사업을 시작하였다. K-Polar 사업은 과

거 서북극해에서 일어난 기후 환경 변화를 정밀하게 

복원하여 최근 일어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 원인을 규

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아라온호는 2010년 7월 중

순부터 1개월간 서북극해의 노스윈드 해령 주변 해역

에서 시험 항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후 아라

온호는 2011년과 2012년 2회에 걸쳐 척치 해와 멘델

레프 중앙 해령 해역에서 해양 지질ㆍ지구물리 탐사

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3회에 걸친 서북극해 탐

사 기간 동안 아라온호는 약 1만 2,000㎞의 천부 탄성

파 탐사 자료와 해저 지형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약 130m 길이의 빙ㆍ해양 퇴적물을 시추하여 과거 제

4기 빙하기-간빙기 동안 일어난 서북극해 빙하 역사

뿐만 아니라 고해양 환경 변화를 정밀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향후 해저 시추 코어에 기

록된 다양한 기후 변화 프록시를 이용하여 과거 고해

양 환경의 정밀 복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를 통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온난화 기간의 해빙 분포와 감소 

패턴, 온난화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도 규

명할 수 있을 것이다.

2.5.2.7 극지역 해양기후 연구

2009~2010년 겨울 남극에서 엄격한 쇄빙 능력 시험과 

북극 그린란드 neem빙하 시추 현장,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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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대륙 기지 후보지 정밀 조사를 거친 후, 아라온호는 

이듬해 2010년 7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북극 척치 

해, 캐나다 분지에서 처음으로 북극해 과학 탐사를 실

시하였다. 북극해 연구는 국토해양부의 연구 사업인 

<북극해 해양조사 연구정경호>를 위주로 진행되었으

며, 국내의 위탁 과제는 물론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긴

밀한 국제 협력을 통해 연구 사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쇄빙 연구선 도입 후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빙 역학 관련 연구들은 국외 저명 대학교미국 

워싱턴대학교 등와 연구소영국의 스코틀랜드해양연구소 등로

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실시되었다. 첫 북극 연구 

항해의 주된 연구 주제는 척치 해 주변 해양물리적 특

성을 파악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탄소와 질소의 생산

량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급격하게 빙하가 녹고 있는 

해역의 기후 변화적 특성을 조사를 하는 것 또한 주요 

연구 주제였다. 첫 탐사의 성공 이후, 아라온호는 매

해 여름철에 알라스카의 놈Nome을 기항지로 하여 지

속적인 북극 탐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지역도 점차 

확장하여 2011년에는 러시아에 인접한 척치 해의 서

쪽까지 탐사를 하였다. 북극 해빙 관측 이래 최소의 

해빙 면적을 기록한 2012년에는 북위 82도까지 연구 

지역을 확장하여 다양한 북극 기후 변화 모니터링 탐

사를 수행하였다. 2012년부터는 연구 과제를 남ㆍ북

극을 아우르는 양극 과제인 <양극 해 환경 변화 이해 

및 활용 연구강성호>로 확대ㆍ개편하여 남극의 로스 

해를 새로운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북극 해양탐사의 성공에 힘입어 남극 대륙 주변

의 해양조사도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극지 해양연구

에서 선도 국가와 대등한 수준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

고, 글로벌 이슈에 대응한 연구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

로 시작한 K-Polar 프로그램 <온난화 관측 모델 시스

템으로 서남극 아문센 해 해빙역 연구이상훈>가 남극 

해양탐사에 큰 초석을 마련해 주었다. 남극 대륙 주변

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는 서남극의 아

문센 해가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2010~2011

년 겨울 첫 아문센 해 탐사가 실시되었다. 광역의 연

구 지역을 한 국가에서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자료를 공유하고 연구 지역을 분할하기 위해 국제 협

력이 긴밀하게 추진되었다. 쇄빙 연구선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남극조사연구소, 스웨덴의 예테보리대학

교, 미국의 러트거스대학교 등의 협력을 통해, 획득된 

자료를 공유하고 더불어 연구 성과의 공동 출판도 기

획하였다. 

1988년 세종기지 개소 이래 남극의 기후 변화 연

구는 주로 남극 반도의 대기관측과 고기후 복원 연구

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9년 쇄빙 연구선 아라

남빙양 해빙의 시간적 분포 양상

겨울

남극대륙 남극대륙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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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지구시스템연구온 호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극지 해양관

측 연구가 가능해졌다. 2014년 남극 로스 해에 제2 기

지가 개소되면 서남극 전체에 대한 기후 변화 연구가 

대기뿐 아니라, 해양 고기후도 병행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서남극은 동남극과 달리 온난화가 빨

리 일어난 지역으로 빙하의 감소도 커서 전 지구 해수

면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접근의 한계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이에 반해 쇄빙선 아라온호를 보유하고 있는 극지

연구소는 앞으로 남극의 미답지 탐사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북극의 기후 변화 연구는 2002년 다산기지 개소와 

함께 시작되어 남극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되었다. 그

러나 온난화의 정도가 남극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북

극의 기후 변화 연구도 다방면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

다. 특히 위성관측을 통해 북극 해빙 변화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해빙 감

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해양과 대기 관측이 병행

되어야 하고, 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향후 북극 해빙의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 이로써 북극 항로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온난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북

극의 해빙 감소가 다른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치 모델, 저층과 고층 대기의 

학문 간 통섭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극 지역은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변화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극 지역

의 변화가 전 지구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

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5.3 극지지구시스템연구 Polar Earth-Systems Sciences Research

극지 지구 시스템 연구는 1988년 2월 남극 킹조지 섬

에 세종과학기지가 건설되면서 시작되었다. 지질 분

야에서는 세종기지 주변 지질 조사에 착수하였고, 지

구물리 분야에서는 정상 관측을 시작하였다. 지질 연

구 초기에는 세종기지에 체류하면서 바톤 반도의 지

질 특성을 조사하는 야외 조사에 주력하였고, 점차 인

근 기지가 상주하는 필데스 반도, 애드미럴티 만으로 

조사 지역을 확대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남셰

틀랜드 군도 전역으로 연구 지역을 확대해 온누리호, 

유즈모호 등 조사선을 이용해 조사하였고, 깁스 섬, 

리빙스텀 섬, 디셉션 섬 등에 상륙해 야외 캠프를 설

치하거나 타국 기지에 체류하면서 조사를 수행하였

다. 2000년대부터는 남극 반도와 남미 대륙의 분리 또

는 상호 연관성을 연구하기 위해 남미 파타고니아와 

드레이크 해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남극에서의 지구물리 관측은 남극 상주기지들의 

가장 기본적인 관측 활동이다. 그러나 남극 관측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세종과학기지의 지구물리 관

측은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세종

기지 설립 이후인 1989년부터 지자기와 지진 관측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GPS, 중력 관측이 추가로 이루어

지고 있다. 

세종기지가 있는 남극 반도 북동쪽 지역은 해구와 

배호 분지, 확장 해령과 파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대

규모 지질 구조들이 잘 발달한 지역이다. 극지지구시

스템연구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하계 연구 기간에 이 

해역에서 해양 지구물리탐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

다. 이를 통해 남극 반도와 드레이크 해협 사이 확장 

해령의 지체 구조 특성을 규명하였으며, 우리나라 천

연 가스 연간 소비량 300년 치에 해당하는 가스하이

드레이트층을 발견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2010년

까지 극지연구소와 미국해양대기청이 공동으로 개발

한 수중 음향 관측 장비를 이용하여 남극 반도 주변 

해역의 해저 지각 활동, 빙산/유빙 활동, 해양 포유류 

활동을 관찰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남극 대륙 진출 필요성이 제

기되고, 제2기지 건설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2006년 

시작한 남극 운석 탐사는 남극 대륙에서 탐사 경험을 

축적하고, 운석을 회수하여 새로운 연구 기반을 조성

하기 위한 연구였다. 2011년부터는 남극 대륙 지질 조

사와 연계하여 공동 탐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같은 

해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는 장보고기지가 건설될 빅

세종기지 주변 화강암체에 대한 지질조사 장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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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2013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연구부는 남극 대륙에서 

탐사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2014년 3월 장보고기지

가 건설되면 본격적인 대륙 연구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2.5.3.1 세종기지 주변 지질 연구

세종기지가 위치한 킹조지 섬의 바톤 반도와 위버 반

도는 최하부에 화산쇄설성암으로 구성된 세종층이 

있고, 그 상부에 다양한 성분의 화산암질 용암이 분

포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화강암체가 관입하고 있다. 

이 지역은 남극 여름철에 대부분의 지표가 노출되기 

때문에 화산성 퇴적 작용, 마그마 분출 작용, 화강암 

관입과 관련된 변성, 변질, 광화 작용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야외 환경을 제공한다. 킹조지 섬 바톤 

반도의 최하부층인 세종층은 층리가 잘 발달되는 화

산쇄설성 퇴적암으로 층상응회암, 응회질 사암과 셰

일 등으로 구성되고, 일부 각력암이 동반된다. 이들 

중 적갈색 내지 흑색 셰일 충준에서 식물화석인상화

석, 탄화목 등이 많이 관찰된다. 1992년 조사에서 고사

리류 2속 3종, 피자식물 9속 14종의 식물화석이 수집

되었다. 이 식물화석들은 신생대 제3기 초의 지질시

대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2002년 1월에는 그동안 

축적된 지질 정보를 종합하여 바톤 반도와 위버 반도

의 지질도와 제4기 지질도를 발간하였다.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는 1997년부터 시작된 정

밀 지질 조사에서 채취한 화산암 시료를 대상으로 체

계적인 지구화학 연구를 수행하였다. 바톤 반도와 위

버 반도에 분포하는 화산암류를 산출 상태와 지구화

학 특성에 기초하여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각이 과

거의 독립된 화구로부터 분출된 것임을 밝혀냈다. 또 

이 화산암류들은 대륙 지각 물질이 관여하지 않은 미

성숙한 화산호 환경에서 형성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

었다. 

바톤 반도에 관입한 화강암체에 대한 지질 조사와 

지구화학 분석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 화강암체

가 반려암, 섬록암, 화강섬록암, 반화강암으로 구성된 

층상 관입암체인 것을 밝혀냈다. 또 주구성 광물인 흑

운모의 K-Ar법● 연대 측정41 Ma을 통해 이 암체가 신

생대 에오세Eocene 시기에 관입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바톤 반도 최후기 관입암체인 화강섬록암체 주변

에는 열수 교대 작용에 의해 형성된 이차 광물양기석, 

녹염석, 녹리석, 방해석과 황화 광물황철석, 황동석, 반동석이 

발달한다. 이 광물들에 대한 황-산소 동위 원소 분석 

결과, 이 광화 작용의 원인이 화강섬록암의 관입과 관

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열수 변질 작용을 

받은 이 암석들은 대체적으로 28~42 Ma의 K-Ar 연령

을 보이는데, 이는 화강섬록암보다 많게는 약 10 Ma 

정도 젊은 것이다. 따라서 바톤 반도에서는 화강섬록

암 관입 이후에도 상당 기간 열수 변질 작용이 지속되

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5.3.2 남셰틀랜드 군도 지질 연구

남극 세종기지가 위치한 남셰틀랜드 군도는 중생대 

중기부터 남극 대륙 주변에서 일어난 해양판의 섭입 

작용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남셰틀랜드 군도는 오

랜 시간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발생한 마그마의 성분

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지

역이다. 남극지구시스템연구부는 남셰틀랜드 군도의 

층서, 암석, 광상 등 전반적인 지질학적 특성을 이해

하고자 19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인 현장 조사를 실

시하였다. 1993년에는 리빙스턴 섬 폴스 만에서 처음

으로 야외 캠프를 설치하고 지질 조사를 실시하여 남

셰틀랜드 군도에 가장 젊은 화강암이 발달했다는 것

을 밝혀냈다. 

1994년에는 남셰틀랜드 군도에서도 지형이 험악

하기로 유명한 깁스 섬에 상륙하였다. 깁스 섬은 중

앙을 가로지르는 구조대를 따라 초염기성암이 발달

하고, 여기에는 다량의 크롬광상이 형성된다. 깁스 섬 

동부에 대한 지질 조사를 통해 채취한 변성암의 연대

는 25~26 Ma 정도로 측정되었다. 1995년 시즌부터는 

리빙스턴 섬에 대한 현장 조사가 본격화되었다. 현장 

조사는 퇴적학적 층서 조사, 암석학적 성인 연구, 광

●	칼륨-아르곤법

암석 연대결정법의 하나. 방사성 칼륨의 

붕괴 시 발생하는 아르곤 40의 양을 구해 

암석의 연령을 계산한다.

세종과학기지

킹조지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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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물 특성 연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리

빙스턴 섬 중앙부의 헤스페리데스포인트에는 수많은 

열수광맥이 발달한다. 이 열수광맥에 대한 현장 조사

와 광석광물 분류, 그리고 유체 포유물 연구를 통해 

광화 작용이 네 차례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광화 작용 

시기마다 다양한 금속 광물이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200~300℃ 정도의 저온, 저염 환경에서 

형성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한편, 남미 대륙과 남극 반도 사이의 드레이크 해

협에는 소규모 해양판인 피닉스 판이 존재한다. 극지

지구시스템연구부는 1999년부터 이 판을 형성한 피

닉스 해령의 확장 작용 소멸 여부와 이 해령에서 분출

한 화산 활동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

였다. 1999년에 온누리호를 이용해 정밀 해저 지형 자

료를 얻었고, 2002년에는 조사선 유즈모호를 이용해 

해저 화산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실험실에서 K-Ar 연

대 측정과 지구화학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닉

스 해령 확장 작용 소멸 시기가 각각의 구역 별로 차

이가 나는 것을 밝혀내고, 기존의 여러 자료가 제시하

는 ‘3.3 Ma 동시 소멸설’과는 배치된다는 문제점을 제

기하였다. 

남셰틀랜드 군도와 남극 반도 사이에는 배호 분지

라고 생각되는 브랜스필드 해협이 발달하고, 이 해협 

중앙에는 활화산인 디셉션 섬이 존재한다. 디셉션 섬

의 화산 활동 특성과 열수 작용의 화학적 특성을 이해

하고자 남극지구시스템연구부는 2006년 스페인 하계 

기지에 체류하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디셉

션 섬에서 분기공 가스와 온천수를 채집하여 불활성 

기체 동위 원소의 조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셉

션 섬 하부에는 현재까지도 150~300℃ 정도의 열수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드레이크해협 피닉스해령에서 드레지로 해저화산암을 채집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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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기지에는 기지 설립 초기부터 매년 지구물리 월

동 연구원이 파견되어 지속적으로 지구물리 정상 관

측 활동을 수행하였다. 초기에는 지진, 지자기, GPS, 

중력을 관측하였으며, 이후 더욱 정밀한 관측 기기를 

사용하여 절대지자기, GPS, 중력, 조위 관측 등 종합

적인 지구물리 관측으로 확대하였다. 1990년 미국지

질조사소USGS를 통해 H-D-Z의 세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지자기계, 전체 자력 값을 측정하는 Proton 자력

계, 실시간 기록계로 구성된 지자기 자동 관측 시스템

이 세종기지에 설치되었다. 2003년에는 매주 월동 연

구원이 Theodolite DI Flux 지자기계를 이용하여 절

대 자력 측정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전체 자력 

값, 성분별 자력 값, 복각, 편각 값 등의 자료는 인공위

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USGS로 전송되고 있다. 

1998년 12월과 2006년 1월에는 USGS에서 파견한 

전문가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향상시켰다. 2003년에 

획득한 지자기 자료를 이용하여 세종기지의 연중 지

자기 변화 양상과 중위도 지역 3개 관측소에서 관찰

된 지자기 변화 양상을 비교해 보면, 남극 지역 관측

소의 지자기장은 태양의 영향으로 동계 기간의 일변

화 편차가 하계 기간에 비해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2003년에는 GPS 관측 장비가 기지 내 지구물리

관측소에 설치되었으며, 최근에는 중력계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편, 1989년부터 세종기지에 SS-1 단주기 지진

계가 설치ㆍ운영되었다. 2001년 이후에는 스트렉카

이젠Streckeisen사의 STS-2 광대역 지진 관측 시스템이 

구축되어 2013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제지진

정보센터National Earthquake Information Center는 전 세계

에서 발생한 지진의 위치와 발생 정보를 보고하고 있

다. 그러나 지진 관측망의 관측 범위에서 많이 벗어

나 있는 남극권의 지진 발생 정보는 한계가 있기 때

문에 대개 지진 규모 4.0~7.0 가량의 지진만이 보고

되고 있다.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는 1990년대 후반 

3성분 지진계 기록 자료를 활용하여 킹조지 섬 주변

에서 발생한 지진 활동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진 규모 2.2~4.5의 미소-중

규모 지진에 관한 위치 결정이 시도되었다. 또한 이

러한 지체 구조와 연관된 지진 관측 이외에도 극 지

역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을 배경 잡음 관

측을 통해 규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진 관측 신

호에서 지속적으로 관측되는 미소 잡음이 주변 해역

의 해빙 분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고, 

배경 잡음의 원인이 드레이크 해협에서 발생한 장주

기 너울임을 규명하였다. 

남극 남셰틀랜드 군도에 있는 빙하는 압력 용융

점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민감한 지역 

중 하나다. 킹조지 섬은 현재 91.7%가 빙하로 덮여 있

으나 195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약 65㎢의 빙하가 녹

아내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종기지 주변에서 레

이더를 이용한 빙하 연구는 2006년 12월부터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 헬리콥터와 스노모빌에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장비를 장착한 후 빙하의 구조와 하부 

기반암 구조를 측정하였다. 탐사 결과를 보면 빙하의 

물질 수지를 설명할 수 있는 피른선Firn line의 평균 고

도는 위버 반도에서 270m, 바톤 반도에서 320m로 나

타나 위버 반도의 물질 수지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반암의 평균 깊이는 탐사 영역 내에서 각각 위버 반

도 41m와 바톤 반도 23m로 나타났다. 탐사 결과 현재

의 온난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2060년에는 기지 주변

의 빙하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2.5.3.4 해양 지구물리 연구

남극 해양 지구물리 탐사는 1994년에 시작하여 2010

년까지 수행한 남극 해저 지질 조사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남극 해저 지질 조사 사업의 목적은 남극 

주변 퇴적 분지를 대상으로 지질과 지체 구조를 규명

하고, 부존 가능성이 있는 석유, 천연가스, 가스하이

드레이트와 같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기초 자료를 축

적하는 것이다.

남극 반도와 남셰틀랜드 군도 사이에는 약 100㎞ 

폭의 브랜스필드 해협이 있다. 극지지구시스템연구

부는 이 해협의 지각 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해상 자력 

탐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길이 40~70㎞의 8개 측선에 세종기지 주변 바톤-위버반도 지질도

지구온난화로 점점 녹아 줄어들고 있는 극지 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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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지구시스템연구대하여 전체 연장 400㎞에 걸쳐 전체 자력이 측정되

었다. 이차원 모델링 결과 해협의 동쪽으로 갈수록 확

장이 많이 진행되고 시기도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저면 반사 계수와 지질 환경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

과 브랜스필드 중부 분지에서는 퇴적물의 공급원으

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반사 계수가 감소하는 양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브랜스필드 분지는 신생대 후

기에 형성된 젊은 분지임에도 불구하고 유기물이 풍

부한 지질 환경과 활발한 지구조 운동에 결부된 높은 

지열류량으로 인해 탄화수소를 충분히 성숙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다중채널 탄성파 자료를 보면 남셰틀랜드 해구 북

동부에서 진행되었던 섭입작용은 호스트-그라벤horst 

and graben 구조와 상대적으로 얇은 부가대accretionary 

wedge가 특징인 낮은 응력형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

으로 호스트그라벤 구조를 가지고 섭입 활동 중인 해

구에서는 퇴적물의 집적이 두껍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남셰틀랜드 해구 안에 쌓인 두꺼운 퇴적층은 

섭입작용이 멈춘 이후에 집적된 것임을 시사한다. 섭

입작용이 끝난 시기는 약 400만 년 전 드레이크 해협

의 해저 확장이 멈춘 시기와 같거나 그 직후로 추정된

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브랜스필드 해협의 확장작

용은 섭입작용에 의해 야기된 배호 확장작용이 아니

라, 현재 남스코티아 해저 산맥을 따라 진행 중인 남

극 판과 스코티아 판 사이의 좌향 이동 단층 운동에 

의해 전달되는 횡팽창력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극 반도 엘리펀트 섬 북부의 남극-스코티아 경

계부인 셰클턴 파쇄대를 따라 두 단계의 판 구조 환경 

변화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대규모 정단층 운

동에 의해 반 지구 구조와 같은 확장 구조를 형성시킨 

확장력 환경이다. 이 시기는 드레이크 해협의 확장이 

진행되었던 중기 마이오신세약 10 Ma~20 Ma 사이에 해당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단계는 셰클턴 단층을 

역단층 운동으로 재활성화시킨 최근의 압축력 환경

장보고기지 주변 해역에서 해저지진계를 계류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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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이다. 이는 최근 약 6 Ma 이후 진행된 스코시아 판의 

서향 운동으로 인한 남극 판과 수렴 작용에 의한 것이

다. 극지시스템연구부는 남극 반도 북부 남셰틀랜드 

군도 남서부에 위치한 스미스 섬 부근과 엔버스 섬 부

근에서 획득한 탄성파 단면도를 분석하여 해령-해구 

충돌에 따른 남극 반도 대륙 주변부의 지체 구조 형성 

과정을 연구하였다. 전체적으로 남극 반도 태평양 대

륙 주변부를 따라 남서쪽에서 북동쪽 지역으로 가면

서, 기반암 상승부의 출현 범위가 증가하며 대륙붕 퇴

적 분지의 범위가 감소하고, 대륙사면의 경사는 완만

해진다. 최근 3.3 Ma에 해령-해구의 충돌이 일어난 가

장 북동쪽 지역인 C 단열대 부근에서는 최근에 섭입

된 확장 해령의 열적 상승 효과에 의해 형성된 기반암 

상승부가 아직 높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빙

하기 동안에 해양 쪽으로 전진하는 빙하 퇴적 작용을 

차단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세종기지가 있는 남극 반도 남셰틀랜드 대륙 사

면에는 가스하이드레이트 기저 반사층BSR : Bottom 

Simulating Reflector이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기저 반사층

은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한다는 가장 유력한 증

거이다.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는 BSR의 반사 특성을 

비교하여 이 지역의 가스하이드레이트 매장량 평가

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4.8 × 1010㎥의 가

스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

는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300년 치에 해당하는 

엄청난 매장량이다. 또 BSR을 이용하여 이 지역의 지

열류량이 50~85mW/㎡ 사이의 값을 가지며 평균값은 

약 65mW/㎡임을 밝혔다. 

극 지역 수중 음향 관측 연구는 자율 수중 음향 관

측 장비AUH : Autonomous Underwater Hydrophone와 지진 

관측망을 기반으로 하는 극지 광역 관측망을 운영하

여 광범위한 수중 음향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측ㆍ조

사하는 것이다. 이로써 극 지역 해저와 수중에서 발

생하는 해저 지각 환경 변화의 특성을 규명하고, 빙

권-지권의 상호 작용과 진화 과정을 밝히는 것이 목

적이다. 극지연구소와 미국해양대기청NOAA은 극지

용 수중 음향 관측 장비AUH를 극 지역에서 공동으로 

테스트하여 성공하였다. 그 후 2005년부터 2010년까

지 남극 반도 주변 브랜스필드 해협에 수중 음향 관측

망을 설치하여 운용하였다. 여기서 획득된 자료를 분

석하여 판 경계부에서 발생하는 지진 이외에 브랜스

필드 해협 중앙에 분포하고 있는 해저화산과 확장 축 

일대에서 2005~2007년간 발생한 미소 규모 지진규모 

1.0~4.4 3,900건의 위치를 결정하였다. 해저 화산 활동

과 연관된 소규모 지진과 높은 지진 발생 빈도 등은 

브랜스필드 배호 분지가 여전히 확장하고 있는 상태

임을 증명한다.

남극과 같은 고위도에서는 빙붕의 가장자리에

서 해양 빙산으로 분리ㆍ이탈하는 과정이나 빙산 내

부의 열극전파 등 다양한 빙산 관련 음향이 기록된

다. 또한 고위도 해역은 음향 전파 채널SOFAR channel

이 수면 근처와 가까워지는 남극수렴대에 위치한다. 

이처럼 남극의 다양한 음원과 좀 더 복잡한 전파 구조

에 의한 효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Finite Difference 

MethodFDM를 이용한 음향파-탄성파 모델링이 수행

되었다. 한편 극지연구소는 2011년부터 장보고기지

가 건설될 빅토리아랜드의 빙하 거동과 지각의 상호 

작용 연구를 위해 장보고기지 주변과 데이비드 빙하 

주변에 지진계와 해저 지진계를 대량 설치하고 본격

적인 대륙 연구 체계에 돌입하였다. 

2.5.3.5 남극 대륙 탐사

연간 약 4만톤씩 지구로 들어오는 우주 물질 중 지

구 표면에 도달하는 극히 일부의 돌덩어리가 운석이

다. 운석의 대부분은 지구 표면의 3%에 불과한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다. 2012년 기준으로 인류가 보유한 

운석 약 6만여 개 중 4만 8,000개 이상이 남극 대륙에

서 발견되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 미국, 일본, 중국, 

이태리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남극 운석 탐사

에 착수하였다. 당시에는 남극 진출 교두보가 없었기 

때문에 상업 비행기가 들어가는 서남극 패트리어트

힐즈남위 80도, 서경 90도 부근 주변 지역에서 탐사를 수

행하였다. 

3주간의 탐사 마지막 날인 2007년 1월 28일 서남극 티

엘 산맥Thiel Mountains에서 5개의 운석을 발견하였다. 

2011년 시즌 남빅토리아랜드 지질조사 장면

서남극 티엘산맥에서 발견된 운석 중 가장 큰 운석 
(TIL08004 팔라싸이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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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지구시스템연구이를 계기로 2007년과 2008년 시즌에도 티엘 산맥

에서 운석 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7년 16개, 

2008년 8개의 운석을 추가로 발견하여 모두 29개의 

운석을 확보하였다. 이 중에는 최대 5㎏ 정도 되는 석

철질 운석도 포함되어 있다. 이 운석들은 실험실에서 

분류한 후 국제운석학회에 등록하였다. 

한편, 2010년 초 남극 제2기지 건설지가 동남극 

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 만으로 정해졌다. 2014년 3월

에 완공될 이 기지의 이름은 장보고과학기지로 정해

졌다. 극지연구소는 장보고기지를 거점으로 운석 탐

사를 지속하기 위해 2010년 시즌부터는 빅토리아랜

드에서 운석 탐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 시즌에는 

이태리와 공동으로 탐사를 실시해 프론티어 마운틴

Frontier Mountain과 주변 지역에서 113개의 운석을 찾았

다. 2011년 시즌에는 데이비드 빙하 상류 지역인 남빅

토리아랜드 마운트조이스에서 극지연구소 단독으로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지질조사팀과 공동으로 운석 

탐사를 실시하였다. 

이 시즌에는 비록 단 한 개의 운석을 발견하였지

만, 극지연구소 자체의 지원 체계가 수립되었고, 대

륙 진출을 위한 중요한 전진 거점을 확보하였다는 점

에서 큰 성과라 할 수 있었다. 2012년에는 남빅토리아

랜드에서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37개의 운석을 발견

하였다. 극지연구소는 결과적으로 2006년 시즌부터 

2012년 시즌까지 모두 여섯 번의 운석 탐사를 통해 약 

180여 개의 운석을 확보하였다. 

운석 연구를 위한 실험 시설도 2006년부터 체계적

으로 구축하고 있다. 2006년에는 일본 오카야마 대학

교로부터 안정 동위 원소 질량 분석기를 기증받고 여

기에 레이저를 이용한 산소 추출 장치를 부착하여 아

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레이저 불화 방식 산소 동위 

원소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9년부터는 열이

온화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방사성동위원소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신형 주사 전자 현미경

을 도입하여 운석 분류에 활용하고 있다. 2011년에는 

2003년부터 운영 중이던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

석기에 레이저 삭마 분석기laser ablation를 부착하여 운

석의 미량 원소 분석 체계를 확립하였다. 2013년 6월

에는 운석의 구성 광물 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최신형 

전자 현미 분석기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향후 활발한 

운석 연구가 기대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

는 2011년부터 장보고기지가 건설될 빅토리아랜드

에서 3대 주요 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남극 대

륙 탐사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12년에는 모

두 12명으로 구성된 운석-지질-지구물리 연합 탐사팀

이 장보고기지 반경 300㎞ 이내에서 헬기를 이용한 

다양한 탐사 활동을 수행하였다. 지질팀은 북빅토리

아랜드 유레카스퍼스Eureka Spurs 지역에서 2주간 야

외 캠프를 설치하고 고생대 퇴적층 조사와 화석을 채

집하였고, 반경 100㎞ 내외의 변성기반암도 다량 채

집하였다. 지구물리팀은 기지 주변에 많은 지진계

를 보강 설치하였다. 운석팀은 이탈리아팀과 공동으

로 드라이밸리 서측 빙원에서 운석 탐사를 실시해서 

모두 37개의 운석을 확보하였다. 또 헬기를 이용한 

장거리 탐사를 수행하기 위해 기지에서 최대 200㎞ 

지점까지 모두 4곳에 항공유 저장소를 설치하였고, 

2013년부터 학제 간 탐사를 지원하기 위한 하계 시즌 

캠프 설치 지점을 드라이밸리에 확보하였다. 한정된 

남극 대륙의 여름 시즌 동안 항공기와 헬기 등 막대

한 예산이 투입되는 남극 대륙 탐사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의 연구팀이 협력하여 탐

사 지역과 지원 시스템을 공유하여야 한다. 2006년 

시즌부터 운석 탐사로 시작된 남극 대륙 탐사는 2014

년 장보고기지 건설 이후 빙하, 지질, 지구물리, 생명

과학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학제 간 대형 탐사로 추

진될 예정이다.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를 이용한 남극해의 중앙 해

령 탐사와 양 극해의 지구물리 탐사에도 더욱 많은 예

산과 연구진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연구 결과

가 기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북극 연

구를 강화하기 위해 실용화 위주의 북극권 에너지, 광

물자원 탐사 및 연구 사업을 새롭게 기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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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2.5.4 극지연구지원 Polar Research Support

극지연구소는 1987년 3월 한국해양연구소현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에 개설된 극지연구실을 시작으로 극지연구

부, 극지연구센터, 극지연구본부를 거쳐 남극 세종과

학기지와 북극 다산과학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점

차 조직이 확대되었다. 2004년 극지연구소가 한국해

양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면서 극지 연구 지

원 활동도 본격화되었다.

극지는 가혹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교통편을 마

련하거나 물자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

서 교통편 마련과 물자 조달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

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조직은 물론 연구소 전체가 연

계하여 유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극지

연구소는 부설화 초기에 극지지원팀을 구성하였다.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가 건조된 2009년 이후에는 쇄

빙선운영팀을 포함하는 인프라운영본부로 팀을 확

대ㆍ개편하였다. 남극의 경우, 세종과학기지 운영과 

1989년 하계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1차 월동 연구

대를 구성한 이후 2012년까지 모두 25차에 걸쳐 월

동 연구대를 파견하였다. 극지에서 연구 활동을 지

원하는 월동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주변 국가

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극지지원팀은 칠레 현지 물류 

기업인 아군사AGUNSA를 통해 물자를 조달하고 있으

며, 세종과학기지 출입에는 칠레 공군과 민간 항공사 

DAP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가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항을 이용하

기 시작하면서 뉴질랜드와 협력 관계 형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월동 대원이 상주하지 않는 북극기지의 

경우, 노르웨이 킹스베이Kings Bay사와 계약을 체결하

여 기지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있다. 한편, 다산과

학기지가 있는 니알슨 기지촌 출입은 정기 운항되는 

경비행기를 이용한다.

극지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는 연구 활동으로 수집

한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운

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극지 연구가 시작된 1980년대

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자료 관리에서 부족한 부

분이 많았다. 다행히 극지연구소가 부설기관으로 설

립된 이후에는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2006년부

터 한국극지데이터센터가 설립되어 남극 연구 자료 등

록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 한국극지데이터센터 마스

터플랜 수립을 통해 북극 연구 자료를 포함한 극지 연

구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 수립되었다. 현재는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디지털 데이터 관리용 대용

량 저장 장치, 극지 유용 생물자원 관리 시스템, 운석 

정보 관리 시스템, 남극 생물 유전 정보 관리 시스템, 

극지 식물 가상 표본관 등을 개발하거나 구축하여 극

지 자료 관리와 공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극지지원팀은 극지 연구 활동과 성과를 알리

기 위한 홍보에도 힘을 쏟았다. 그 결과 극지의 생활 

경험이나 아름다운 풍경들이 서적 또는 기념우표 등

으로 제작되고,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TV를 통해 방

영되었다. 또한 국내외 전시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극지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

영하였으며, 연구원들의 강연을 통해 극지를 간접적

으로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연구소 홈페이지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극지

연구소 SNS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
남극 세종기지를 방문한 반기문 UN 사무총장, 2007.11.9

세종기지를 방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명록에 남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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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지원게 극지를 접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가고 있다.

문명 세계에서 멀고 자연환경이 가혹하다는 점에

서 극지에서 국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극지를 연구

하는 나라들은 극지를 연구하면서 극지의 생물을 보

호하고 가혹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려고 여러 면에서 

협조한다. 그러한 협조는 남극조약을 기반으로 남극

과학연구위원회, 남극국가사업책임자회의, 국제북극

과학위원회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 진다. 극지

연구소 연구원들은 이런 국제협력기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우리나라가 극지 연구 중심 국가로 발전

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의 외교 활동 

지원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다.

2.5.4.1 극지 연구 인프라 지원

•  남극 연구 지원

1970년대 후반에 있었던 크릴 조업은 우리나라 남극 

활동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남극 연구 활

동을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세종과학기지가 건

설된 이후부터다. 극지연구소가 지원하는 남극 연구 

활동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1년 동안 세종과학기

지에서 상주하며 생활하게 되는 월동 연구대를 지원

하는 것과 남극 하계 시즌 동안 현장 연구 활동을 수

행하는 하계 연구대를 지원하는 것이다.

월동 연구대와 관련한 주요 지원 업무는 대원 선

발과 교육, 기지 생활에 필요한 물품 조달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월동 연구대 선발 업무는 중요한 지원 

업무 중 하나다. 월동대는 세종과학기지의 유지ㆍ보

수 및 관리 업무와 하계 연구대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1988년 세종과학기지 완공 후 파견된 1차 월동 연

구대는 모두 13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모두 18명으로 그 규모가 늘었다. 월동 연

구대는 연구직, 총무직, 기술직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연구직은 매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5명 정도

로 대기과학, 지질학, 지구물리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이처럼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

에 대원을 선발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한

다. 해상 안전, 기상 분야, 의사 등 특수 분야의 경우

에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보건복지부 등 전

문성을 가진 정부 부처나 유관 기관에서 우수 인력을 

파견받기도 한다. 

이렇게 선발된 대원들은 1년 동안 기지에서 안전

하게 생활하고, 하계 연구대의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서 특별한 극지 적응 훈련을 받

는다. 초기에는 이론과 간단한 장비 운용 관련 실습 

교육, 체력 단련 등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2003년 전

재규 대원이 희생된 이후에는 극지 안전에 대한 인식

이 높아져, 전체적인 훈련 내용과 교육 과정이 체계화

되었다. 그 결과 2005년부터는 해양경찰청 특공대의 

협조를 받아 기존의 기본 훈련 이외에 비상사태 대응 

요령과 소화 훈련 등 극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존에 

관한 실습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훈련 내용

에는 기초 체력 훈련을 비롯해 수영과 고무보트 운용, 

극지 활동 기본 수칙을 포함한 극지 안전과 생존에 관

한 훈련, 익수자 구조 요령, 심폐소생술, 소방 훈련 등

이 포함된다.

월동 연구대 지원 업무의 시작이 대원 선발과 교

육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물품 지원으로 채워진다. 

물품 지원은 현장에서 대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책

1차 월동연구대,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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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임지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기지지원팀은 월동 대

원들이 세종과학기지에서 월동하는 1년 동안 먹고, 

입고, 사용할 식품, 비품, 기지 유지 관리 물품을 준

비ㆍ지원하고 있다. 남극으로 물자를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1차 월동 연구대부터 축적

된 자료를 바탕으로 월동 대원의 1년 치 생활 물품은 

물론 하계 연구대 운영에 필요한 세부 물품 목록까지 

만들어 꼼꼼하게 체크한다. 식품은 대부분 한국에서 

냉동 컨테이너를 통해 운반하지만 신선도 유지가 필

요한 채소류, 고기류, 유제품류 등은 칠레 현지에서 

구입해서 보내기도 한다. 소모품은 크게 생활용 물품, 

연구와 기지 유지 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분하여 

보급하는데, 이 중에서도 극한의 추위로부터 사람과 

시설을 보호하고 장비를 움직이는 연료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대규모 물자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서 반드

시 필요한 것이 선박이다. 물자 보급을 위해 임차하

는 선박의 경우 물품 운송 이외에 연구 활동에도 투입

되는 만큼 매년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각 

나라별로 선박을 이용하는 시기가 하계 시즌에 집중

되어 있어 2000년대 초반까지 선박 확보에 상당한 어

려움을 겪었다. 짧은 임차 기간과 많지 않은 임차 회

수를 고려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번 배를 

빌릴 때마다 사전에 관련 부서별 수요를 종합하여 전

체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극지인프라운영본부는 이

처럼 물품 보급에서부터 연구 활동 지원, 폐기물 반출

까지 모든 업무를 맡고 있다.

2010년부터는 새롭게 건조된 쇄빙 연구선 아라온

호가 물자 보급과 연구 활동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상

당량의 물자를 훨씬 손쉽게 운송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 선박 임차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하였다. 아울러 

60여 명의 하계 연구원이 아라온에 승선하여 기지에 

들어갈 수 있어 연구원의 투입과 철수에 필요한 항공

편을 확보하는 노력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라온호

의 운항 일정이 아닌 기간에도 기지 출입과 물자 수송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항공기의 임차 활용은 기

지지원팀의 중요 업무 중 하나다. 연구원들은 주로 칠

레와 우루과이 공군기를 사용하거나 칠레의 민간 항

공기를 이용한다. 기지지원팀은 원활한 항공기 사용

을 위해 연중 항공기 스케줄을 체크하고, 주 칠레 한

국대사관과 협조하여 임차나 편승을 위한 스케줄 조

정 등을 요청하고 있다. 

아라온호가 건조된 이후에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연구 활동이 아문센 해, 웨델 

해, 로스 해 등 다양한 지역으로 넓어졌다. 이에 따라 

아라온호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지원 범위도 계속 확

대되고 있다. 현재 아라온호는 쇄빙선운영팀에서 운

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연구소 인근에 있는 인천항을 

모항으로 하고 있다. 매년 300일 이상을 운항하면서 

연구 활동은 물론 기지 보급, 장보고과학기지 건설 지

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승조원 선발과 관리는 

STX마린서비스에서 위탁ㆍ관리하고 있으며, 선장을 

비롯해 모두 25명의 승조원이 탑승한다.

•  북극 연구 지원

최근 북극해의 얼음이 급속히 감소하는 데 따른 북극 

항로 개척과 북극 진동 효과에 의한 이상 기후 등으로 

북극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극지 선진화 정책 발표, 정부의 국정과제 중 ‘기상 이

변 등 기후 변화 적응’ 과제 등과 맞물려 2012년 이명
북극 다산과학기지 개소식, 2002.4.29

북극 다산기지가 있는 니알슨기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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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지원

박 대통령이 북극권 국가를 순방하고 국토해양부 장

관은 다산과학기지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이런 분위

기에도 불구하고 북극 연구는 남극 연구에 비해 상대

적으로 과제규모나 활동 영역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북극 연구는 1993년 기획 사업으로 진행

된 <북극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를 시작으

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남극 활동을 중심으

로 극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력과 연구

비 부족으로 북극 연구는 잠시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999년 중국 쇄빙선에 연구원 2명이 승선하여 처음으

로 연구 활동과 연계한 북극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

다. 2002년에는 당시 한국해양연구원 부서였던 극지

연구본부가 중심이 되어 국제북극과학위원회 가입을 

추진하였다. 그것은 북극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

기 위한 첫 단추였다.  

국제북극과학위원회는 당시 17개국이 참여한 비

정부 국제 과학 기구였다. 가입 신청은 정부나 기관이 

아닌 국가별 북극 관련 과학 연구 위원회 명의로 진행

해야 했다. 이를 위해 2001년 5월 박병권 박사를 위원

장으로 하는 한국북극과학위원회가 창립되었다. 이

후 북극 연구에 대한 의지의 발현으로 북극과학기지

를 추진하였다. 북극과학기지의 구축은  국제북극과

학위원회 가입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기지 후보지

로는 미국 알래스카 북극해 지역, 러시아 북극해, 노

르웨이 스발바르 군도 니알슨 기지촌이 검토되었다. 

이 중 접근성, 교통편, 상징성을 고려한 결과 스발바

르 군도 니알슨 기지촌이 최적지로 선정되었다. 2001

년 10월에는 기지 시설에 관한 임대 협의가 진행되었

고 북극기지로서는 세계 12번째로 2002년 4월 건설이 

완료되었다. 기지의 이름은 북극 다산과학기지로 명

명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국제북극과학위원

회 가입도 승인되었다.

북극 다산과학기지는 2002년 개소하여, 2004년 

기지 규모를 확장하였으며, 현재 노르웨이 국영회사

인 킹스베이Kings Bay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니알

슨 기지촌에 있는 다른 외국기지도 우리나라와 마찬

가지로 시설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킹스베이사는 

기지촌에 체류하는 연구원들의 식사는 물론 침구류

북극 다산 과학기지를 방문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일행, 2009.9.1장보고 기지 건설에 투입된 아라온호와 건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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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와 같은 소모품 지원과 해양조사 선박 임차, 첨단 실

험실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마린 랩Marine Laboratory 

운영까지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다산과학기지에서 연구 활동을 희망하는 연구

원들은 기지지원팀에 북극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니알슨 기지촌에서 운영 중인 연구 관리 시스템RIS : 

Research in Svalbard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산과학기지가 설치된 니알슨 기지촌의 출입은 노르

웨이 롱이어비엔에서  운영하는 항공기를 통해서 이

루어진다.

한편, 북극 연구의 경우에도 아라온호 건조 이후

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동안 다산과학기지를 중심

으로 이루어지던 연구 활동이 아라온호를 활용하여 

북극해 중심의 연구로 집중되었다. 아라온호는 알래

스카 놈Nome을 정박지로 하고 있으며, 하계 시즌 동

안 30일에서 45일 정도 북극해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북극 연구는 다산과학기지와 아라온호가 

영역을 구분하여 진행하게 될 것이다. 다산과학기지

는 육상 생태계 연구와 기후 변화 연구를 중심으로 진

행할 예정이며, 아라온호는 북극해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연구 분야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2013년부터는 

캐나다,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등 북극권 국가 전체

와 연계한 대형 국제 협동 연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

행할 계획이다.

2.5.4.2 극지 데이터 관리

•  극지 데이터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남극에 진출한 국가들은 남극의 자연을 이해하고 지

구 환경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남극에 대한 관측과 분

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미래의 남극 연구

에 대비하여 자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남극조약에서는 남극에서 과학 연구를 하면서 얻

어진 자료와 결과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와 남극

과학기지운영자협의회COMNAP는 남극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1997년 남극자료관리공동위원회JCADM : Joint 

Committee on Antarctic Data Management를 조직했다. 이

는 2009년 남극연구과학위원회 산하의 남극자료관

리상임위원회SCADM : Standing Committee on Antarctic Data 

Management로 개편되었다. 이 위원회는 남극 자료 관

리에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

다. 2012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30개국 

이상이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극지 연구를 먼저 시작한 나

라들뿐 아니라, 말레이시아나 파키스탄처럼 남극 연

구가 활발하지 않은 나라들도 회원국으로 활동한다.

남극자료관리상임위원회는 남극을 연구하는 나라

들이 보유하고 있는 남극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남극자료관리시

스템Antarctic Data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고 있다. 남

극자료관리시스템은 남극자료중앙명부AMD : Antarctic 

Master Directory와 국가남극자료센터NADC : National 

Antarctic Data Center로 구성된다. 남극자료중앙명부는 남

극자료관리상임위원회의 요청으로 미국항공우주국

NASA에서 운영하는 전 지구 변화 자료 중앙 명부GCMD 

: Global Change Master Directory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국가별남극자료센터NADC는 국가별로 보유

하고 있는 남극 자료 관리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를 비

롯한 영국, 호주, 프랑스, 중국, 일본, 스페인 등의 국가

는 독자적인 자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를 관

리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나

라는 남극자료중앙명부를 이용하여 국가별자료센터

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독자적인 자료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도 남극조약에 따라 자국의 데이터

를 남극자료중앙명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12년 

12월 현재 남극자료중앙명부에는 약 7,892건의 남극

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300여 건 이상의 

남극 자료를 등록하였다.

•  한국극지데이터센터

우리나라는 2004년 극지연구소 설립 이후 극지 자료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면서 남극자료관리상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국가적 의무 

한국극지데이터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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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지원사항인 남극조약에 따라 남극 자료 관리를 위해 노력

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2006년 

한국극지데이터센터KPDC : Korea Polar Data Center를 설

치하였다. 이의 첫 단계로 남극자료중앙명부AMD에 

국가남극자료센터NADC를 설치하여 우리나라가 보유

하고 있는 남극 자료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 13건을 

등록하였다.

한편 남극과 북극을 모두 연구하는 중국, 일본, 프

랑스 등의 국가들은 남극과 북극 양  극지에서 얻어진 

자료의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자료 관리 시스템을 구

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남극 자료뿐 아니라 북극 자

료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따라 2010년 극지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극지데이터센터 마스

터플랜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메타데

이터 관리 시스템, 디지털 원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 

극지 유용 생물자원 관리 시스템, 운석 정보 관리 시

스템, 남극 생물 유전 정보 관리 시스템, 극지 식물가

상 표본관 등을 개발하거나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극

지 자료를 관리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개별 

시스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SciMEC : Scientific Metadata Catalog

극지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극지 자료를 국내외 연

구자가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

료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메타데이터는 원래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설명

해주는 자료로 검색과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 표준

화된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관

리, 공개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

템ADMS : Antarctic Data Management System의 구축이 추진

되고 있다. 한국극지데이터센터는 국내 연구자의 효

과적인 자료 검색과 접근을 위하여 독립적인 메타데

이터 관리 시스템SciMEC : Scientific Metadata Catalog을 개

발ㆍ운영하고 있으며, 극지 데이터의 관리와 교환을 

위해 구축된 글로벌 리포지토리GCMD : Global Change 

Master Directory in NASA에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디지털 원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

디지털 원시 자료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는 원시 자료의 손상과 유실을 방지하여 획득된 초기 

상태를 영구적으로 유지ㆍ보존하는 것이다. 한국극

지데이터센터는 원시 자료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 최

적의 시스템 운영과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고성능 

저장 장치와 백업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료

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원격지 백업과 분산 저장을 추

진하고 있다.

-극지 미생물 전문 유전자원 은행

남ㆍ북극과 고산 지대에 분포하는 생물종 다양성 정

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과학자들이 기탁한 세균, 고

세균, 곰팡이, 효모, 미세 조류 등 극지에서 유래한 미

생물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분양하기 위하여 설립

된 것이 극지 미생물 전문 유전자원 은행PAMC : Polar 

Alpine Microbial Collection이다. PAMC는 미생물의 균주

와 더불어 분류, 서식지, 생리, 배양 정보와 유전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분류학과 생태학을 포함하여 다양

한 분야의 연구에 극지 미생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다.

- 운석정보관리시스템

KoreaMETKorea Curation of Antarctic Meteorites은 극지연구

소가 보유하고 있는 운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분

류가 완료된 운석의 분양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 시스

템이다. 운석표본은 1970년대 중반부터 남극에서 각

국 탐사대에 의해 약 6만여 개가 발견되었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 중국의 경우 꾸준히 운석 탐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6~2007년 남극 하계 

시즌부터 남극 서남극을 중심으로 하는 운석 탐사대

를 운영하였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발견한 운석은 

약 141개로 이 중 14개의 운석에 대한 분류를 완료하

였고 나머지 운석에 대한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남극생물유전정보관리시스템

AntaGenAntarctic Functional Genomics은 극지에서 서식하

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극지 고유 생물에 대한 유전
남극의 눈물, 2011. 12월 방영

아라온호 관련 언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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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자DNA, RNA 서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유전자 정보 

시스템이다. 극지에서 서식하는 생물의 경우 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생물의 유전자 기능을 파악하고 분류하여 다

양한 유전자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AntaGen에서는 

유전자 이름과 서열 정보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

하며, 생물종별, 유전자 기능별 분류를 제공한다.

- 극지 식물 가상 표본관 

KVHKOPRI Virtual Herbarium는 지금까지 남극과 북극 그

리고 인접 대륙에서 생물 다양성 관련 연구 과제 수행 

중에 획득하여 보관 중인 해조류와 선류, 현화 식물 

표본 영상 자료와 채집ㆍ분포 정보 그리고 유전자 염

기 서열 자료를 온라인에서 관리하고 표본을 대여하

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가상 식물 표본

관은 약 700점의 식물 표본과 약 500점의 고해상도 표

본 영상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식물 표본관의 모든 

조류와 선류, 현화 식물 표본 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갱신하고 있다. 

2.5.4.3  연구 활동 및 성과 홍보

•  언론사 취재 지원

극지는 1960년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매체에

서 북양 명태 조업에 대한 크고 작은 보도를 통해 알

려지기 시작하였다. 1978~1979년 즈음에는 크릴 조

업의 보도로 다시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

만 극지가 언론사들의 큰 관심사가 된 것은 세종과학

기지 준공과 다산과학기지 개설, 장보고과학기지 건

설이 추진되면서부터다. 

특히,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경우 1988년 1월 1일 

문화방송MBC이 신년 특집으로 세종기지 건설 현장과 

서울을 잇는 방송을 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후 거의 매년 여름 시즌마다 텔레비전과 신문

사의 취재진이 세종과학기지를 방문하였고, 연말연시

의 남극 소식은 언론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남극 세

종과학기지가 건설된 1988년 2월 이후 1990년대까지 

모두 32명의 기자단이 극지과학기지를 방문하여 연

구원들의 현지 연구 활동과 월동 연구대의 지원 업무 

등을 소개하였다.

2000년대에는 취재 인원이 증가하여 모두 59명이 

기지 방문 취재를 하였고, 뉴스 중심이었던 1990년대

와는 다르게 다큐멘터리 제작이 많아졌다. 2007년에 

제작된 『네버엔딩 스토리』는 나경은 아나운서의 남극 

세종과학기지 방문을 촬영한 프로그램이었다. 2010

년에는 대한민국의 명품 다큐멘터리로 인정받은 『남

극의 눈물』 제작을 위해 문화방송MBC 김진만 작가팀

이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외국 기지를 취재하기도 하

였다. 이 밖에도 서울방송SBS에서 촬영한 『남겨진 미

래, 남극2011』과 청주방송에서 진행한 『CJB 창사 14주

년 기념-북극해, 얼음이 사라진다2011』의 촬영 지원이 

있었다.

2010년 아라온호의 첫 남극 항해와 장보고과학기

지 정밀 조사 때에는 국내 주요 언론사 기자단 14명이 

동승하여 약 1개월 동안 현장을 보도하였다. 이제는 

매년 북극과 남극의 연구 항해에 보도진들이 동승 취

재를 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장보고과학기지 정밀

조사 취재를 가는 중에 러시아 어선과 한국 어선의 구

조 작업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도하는 성과를 거두

기도 하였다.

북극은 남극과 달리 1990년대 후반부터 연구 활동

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언론사에서 현장 취재

를 시작한 것은 2002년 다산과학기지가 개소된 이후

부터다. 특히 2005년에는 제1기 북극연구체험단이 구

성되어 한국방송공사KBS와 과학소년 기자들이 동행

하여 학생들의 현장 체험 활동을 취재하였으며, 2007

년에는 7개국 청소년들이 함께한 ‘1.5℃ Down Green 

Camp’를 취재하여 특집 다큐멘터리 『KBS 환경스페

셜, 지구환경 대탐사』를 제작하였다.

  또한, 2012년 9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북극 순

방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북극 다산과학기지 

시찰에 국내 취재진 20명이 동행하여 북극 연구 활동

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  대국민 홍보 활동

각종 전시회와 극지현장체험단 운영, 홍보물 제작 등 

남극ㆍ북극 사진전, 2007

북극연구체험단, 2007

서울광장 겨울이야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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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지원기존의 극지 홍보 활동과 더불어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홍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극지를 주제로 하

는 전시 행사는 사진전 또는 특별전 형태로 개최되었

는데, 1986년 4월 서울 신세계백화점과 부산에서 열

린 ‘한국 남극 관측 탐험 사진전’이 그 시작이었다. 이

후, 세종과학기지 1차 월동이 끝난 다음인 1989년에

는 당시 한국해양연구소 극지연구부에서 한국방송

공사KBS와 동아일보의 후원으로 남극 사진전을 서울

4월 6~18일, 을지로 하늘공원에서 열었고, 이어서 온양4월 

27~5월 5일, 국민은행과 부산6월 4~13일, 부산백화점, 울산8월 

15~20일, 주리원백화점 등지에서 개최하였다.

1991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미국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의 미네소타과학관이 주최한 남극 전시회에 

우리나라 남극 연구와 관련된 전시물이 전시되었다. 

이를 위해 당시 한국해양연구소 극지연구센터는 세

종과학기지 전경 슬라이더와 연구 사진, 방한복과 등

산화, 남극 엽서와 출판물 10여 권 등을 전시물로 준

비하였다. 이후 이 전시회는 1992년 1월부터 1994년 

5월까지 미국 전역에서 열렸으며 그 이후에는 세계 

여러 나라를 순회하였다. 

1995년 8월에는 한국일보사와 한국방송공사의 후

원으로 서울8월 1~8일, 과학관과 부산8월 11~18일, 리베라백

화점, 그리고 광주8월 21~26일, 남도예술회관에서 광복 50

주년을 기념한 극지 사진전이 열렸다.

2007년에는 국립중앙과학관과 협력하여 4월 21일

부터 6월 20일까지 2개월간 국립중앙과학관 상설전시

장 2층에서 국제 극지의 해IPY를 기념하는 ‘남극 북극 

사진전’을 열었다. 전시회 작품들은 남극 세종과학기

지와 북극 다산과학기지를 다녀 온 신특수 작가의 사

진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같은 해 7월 20일에는 서대

문자연사박물관에서 ‘눈나라 얼음나라’라는 제목으로 

극지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전시회는 남극의 자연

과 생활을 주제로 2008년 2월 29일까지 개최되었다.

2009년에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서울광장 겨울이

야기’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전시회는 세종과학기

지와 남극을 주제로 극지 특유의 오로라와 블리자드 

등 독특한 극지 체험 아이템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서울광장과 남극의 만남을 통하여 

국민이 보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2012년에는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을 기념해 8

월 1일부터 5일까지 코엑스 전시장에서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여 일반인들이 

장보고과학기지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기도 하였다.

극지를 알리는 전시 행사 이외에 일반인들이 직

접 남극과 북극 현지를 방문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도 진행하였다. 2005년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지원으

로 시작된 제1기 북극연구체험단은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모두 8번에 걸쳐 북극 다산과학

기지를 방문하였다. 특히, 2007년에는 우리나라와 외

국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캠프로 진행되어 국

내 청소년 6명과 외국 청소년 6명, 방송 관계자, 대학 

교수 등 모두 26명의 단원이 북극의 유빙과 생태를 관

찰하고 지구 온난화의 실태를 직접 경험하였다. 또한, 

지구 온난화를 막는 열 가지 실천 사항을 담은 ‘1.5℃ 

다운 프로토콜’을 만들어 세계 곳곳에 알렸다.

남극의 경우는 세종과학기지를 방문하는 프로그

램이 1989년 처음으로 운영되었다. 대한민국 제3차 

남극과학연구단에 합류한 당시 체험단은 교사 1명과 

학생 3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예산 문

제로 중단되었다가 2004년부터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다시 재개되었다. 남극체험단은 과학 교사

와 예술가로 구성하여 북극연구체험단과 차별화하였

으며, 2012년까지 모두 5번 세종과학기지를 방문하였

다. 과학 교사들은 현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용 자

료를 제작하여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였으며, 예술가

들은 세종기지 인근의 지형과 풍경을 작품으로 만들

어 국민들에게 알렸다.

연구소 직원들이 자신의 체험담을 들려주는 강연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였으며,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환경에 맞춰 온라인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하였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10인’에 극지연구소의 장순근 박사

2002와 김예동 박사2005가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밖에

도 한국과학문화재단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과학기술 앰 세종과학기지 준공 20주년 기념우표, 2008

미래를 여는 극지인, 창간호, 2006

극지 연구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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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연구활동 버서더 제도를 만들어 학생들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

로 과학 강연을 주관하면서 1년에 10회 이상 정기적

으로 극지연구소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극지연구소 홈페이지http://www.kopri.re.kr에는 매

년 10만 명 이상이 접속하여 국내외 극지 연구 활동

과 주요 이슈, 세종과학기지 월동 대원의 생활상, 극

지 관련 사진과 영상 자료 등을 열람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에 민간 법인으로 설립되어 극지 홍보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한국극지연구진흥회와 공동으로 ‘극

지, 세상 끝 이야기’라는 블로그http://kosap.tistory.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의 대표적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인 네이버 미투데이를 통해 세종과학기지 월

동 대원과 실시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트http://

me2day.net/theme/me2gether/sejong_me2도 운영 중이다.

일반인 대상의 온라인 홍보 활동 이외에도 극지 

연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사이트인 한국극

지데이터센터http://kpdc.kopri.re.kr도 운영하고 있다. 이

를 통해 극지 연구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관리하고 국

내외 기관과 자료를 교환ㆍ공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극지연구소는 각종 홍보물 제작에도 많

은 노력을 기울였다. 1987년 해양소년단연맹의 남극 

관측 탐험과 1988년 세종과학기지 준공, 2008년 세종

과학기지 준공 2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하여 일반인

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남극연구체험단에 참가한 작가와 방송 관계

자들, 극지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어린이

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도서를 제작하였으

며, 일반인의 관심을 자극할 수 있는 기행문을 발간하

였다. 2006년부터는 한국극지연구진흥회와 함께 국

내외 극지 관련 소식과 상식을 포함하는 『미래를 여는 

극지인』을 매년 2회씩 발간하고 있다.

2007년에는 ‘극지인의 노래’를 만들어 보급하기도 

하였다. 극지인의 노래는 작곡가 정풍송 씨가 곡을 쓰

고 정욱 씨가 가사를 붙여 가수 인순이가 불렀다. 밝

고 경쾌한 풍에 가사에는 극지의 가치와 극지 보호의 

필요성이 담겨 있다.

2.5.4.4   국제협력활동

•  국제협력활동의 역사

극지 연구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혹한의 자연환

경이라는 점에서 개별 국가 단위의 활동보다는 국

가 간 협력을 통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

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등 정부 간 회의 이외에도 북극과학위원회

IASC,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남극연구운영자위원

회COMNAP 등 과학과 인프라 운영 지원 분야의 비정부 

국제기구들이 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ATCM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한 이후, 1986년 11월 

28일 33번째로 남극조약에 가입하였다. 이어 우리나

라는 1989년 10월 19일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1995년 5월에는 제 19차 남극조약협

의당사국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는 남극 연

구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량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극지연구소는 198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 준공을 시작으로, 남극 연구 국

가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극지연구소의 연구자들

은 남극을 대상으로 빙하ㆍ대기ㆍ해양ㆍ지질ㆍ생물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외

에도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남극해양생물자원보

존협약CCAMLR, 남극연구운영자위원회COMNAP 등 다

양한 남극 연구 관련 국제기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

고 있다. 

북극 관련 국제기구 활동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2002년부터 극지연구소 박병권 박사가 북극과학위

원회IASC에서 부의장으로 활동하였다. 이외에도 니

알슨과학운영자위원회NySMAC, 북극연구운영자위원

회FARO, 태평양북극그룹PAG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극지연구소 연구자들이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

다. 지난 2011년에는 북극 관련 비정부 과학기구들이 

참여하는 북극과학최고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

써,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북극 연구 역량과 성장 잠

재력을 피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는 극지연구소 연구원이 북극과학위원회IASC 행정관남극연구과학위원회 의장단, 2012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1995. 5

극지연구센터 안내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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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지원executive officer으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  국제협력활동 성과

 극지연구소는 2004년 부설화 이후, 우리나라의 극지 

전문 연구기관National Operator으로서 극지 연구, 인프

라 운영, 인력 양성, 정책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

서 자원의 보고인 북극해와 남극에 대한 탐사와 연구

를 적극 추진할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극지 연구의 중

요성이 재조명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극지 연

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이후 극지 과학 연구 활동 분야가 현 정부의 100

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국내적으로 극지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

라와 영국ㆍ러시아ㆍ뉴질랜드ㆍ유럽 연합 등 외국 

국가 간 정상회담,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에서도 극

지 과학 분야가 의제로 채택되었다. 그 후속 조치로서 

영국, 뉴질랜드와 극지 과학 협력 창구 사업을 통해 

양자 간 다양한 협력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극지 연구 활동에 대해서 국내외 주

요 인사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2007년 11월 9일에는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반기문 UN

사무총장 내외가 방문하여, 월동 연구대의 활동과 우

리나라의 남극 연구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월동 연구

대 격려 행사도 가졌다. 2009년 9월 1일에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북극 다산과학기지를 방문하여 우리나

라의 북극 연구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2012년에는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이 북극 다산

과학기지를 방문하였다. 권도엽 장관은 북극 다산과

학기지가 위치한 니알슨 과학기지촌 내 다른 국가의 

기지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북극해 연구

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행사

를 가졌다.

극지연구소는 2009년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를 보

유함으로써 극지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라온호는 우리나라 자체 기술

로 만든 최초의 쇄빙 연구선인 동시에 세계 최첨단 장

비를 장착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았다. 이

에 따라 아라온호를 활용한 공동 연구 제안이 증가

하여 2012년 현재 영국ㆍ독일ㆍ미국ㆍ이탈리아ㆍ스

웨덴ㆍ일본ㆍ중국 등 해외 주요 극지 연구 국가들과 

남ㆍ북극 공동 연구 항해를 실시하는 등 연구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2년 9월에는 극지연구소

와 캐나다 천연자원부가 공동으로 쇄빙연구선 아라

온호를 활용하여 캐나다 보퍼트 해 국제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북극해 연구 협력 강화와 의지를 담은 공동

담화문Joint statement을 내기도 하였다.

극지연구소는 2006년부터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건설을 추진하여 2012년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었으며, 2014년 완공을 목표

로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건설

의 무리 없는 추진은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와 연구소 간 유기적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이었다. 2012년 1월에는 국토해양부 차관과 남극 장

보고과학기지 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 

건설부지 확정 행사를 개최하였다. 남극 장보고과학

기지 인근에는 미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독일 등 주

요 극지 연구 국가의 기지가 인접해 있다. 극지연구

소는 이들 국가와 연구 협력, 인프라 운영ㆍ보급 지원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2012

년 8월 17일에 뉴질랜드 정부와 남극 협력 협정을 체

결하였다. 이로써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와 남극 장보

고과학기지의 운영과 보급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기

반이 마련되었다. 

극지연구소는 2006년 이후, 지난 7년간 해외 주

요 극지 연구기관과 협력 기반 구축을 강화하는 데 많

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2년 12월 기준으

로 국외 14개국 32개 극지 연구기관과 양해각서를 체

결하고 협력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양해각서

를 근거로 구체적인 연구 협력 사안에 대해서는 10여 

건의 실무 협약을 추가로 맺었다. 또한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을 연례로 개최하여 국내외 극지과학 연구

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 대학과 연구

기관의 극지 전문ㆍ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기회의 장

을 마련하였다.

남극장보고과학기지 부지확정 기념식, 2012

북극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 채택, 2012

 제18차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 2012. 5



•

열대태평양

Ⅲ 정책·협력·정보



정책·협력·정보 2 국제협력 366
 2.1      해양연구와 국제협력 367
 2.2      기관 간 협력 368
 2.3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참여 370
 2.4      국제회의와 공동연구 371
 2.5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지원 372
 2.6      해외 과학기지 및 해외 연구센터 운영 373
 2.7      아시아 지역 국가 간 해양 협력 활동 376

3 해양과학정보 378
 3.1      해양과학 전문정보센터 379
 3.2      전문 학술지 발간 388
 3.3      해양지식 콘텐츠 개발·보급 399

1 해양정책  348
 1.1      해양정책연구의 발자취 349
 1.2      국내외 해양 규범 동향 분석 356
 1.3      연구개발 전략 수립 361



348

1. 해양정책

1. 해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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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해양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 분야는 국가의 해양정

책과 해양과학기술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해양영토와 공간관리

정책, 해양환경 관리정책, 해양자원 개발 정책, 해양

과학기술 정책 등이 포함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정책 분야 연구의 모

태는 1978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내 부설기관으

로 설치된 해양개발연구소의 해양경제연구실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1979년 해운항만연구실, 1983년 해양

정책연구실을 설치하여 국가 해양정책과 부설 연구

소의 해양연구 방향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1990

년 6월에는 한국해양연구소가 독립법인체로 발족되

면서 해양정책연구실, 해양자원경제연구실, 해양산업

경영연구실로 구성된 해양산업연구부가 설치되었다. 

이후 한국해양연구소 해양산업연구부는 해양자원 개

발과 환경 보전을 위하여 해양과학적 지식과 사회과

학적 방법을 이용한 다수의 연구 사업들을 수행하였

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정부와 산업계에 이전함으로써 

국가 해양정책 수립과 해양산업 발전에 공헌하였다. 

해양산업연구부는 후에 해양정책연구부로 명칭이 바

뀌어 해양법연구실과 해양산업경영연구실로 구성되

었다. 1997년 5월 1일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설

립되어 해양정책연구부의 기능과 인원이 모두 이관

되었다. 그러나 자연과학과 연계된 사회과학적 연구

의 필요성에 따라 1998년 5월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으로부터 해양정책과 해양법 분야의 연구 인력을 재 

이관받아 연구정책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양 경제 분야의 연구 인력을 충원하여 그 기능을 강

화하였다. 

1.1 해양정책연구의 발자취
    History of Ocean Polic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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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정책 1.1.1 KIST 부설 연구소 시대1973~1990

1978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가 

한국선박해양연구소와 분리될 때, 사회과학 분야인 

해운ㆍ항만 분야의 연구진이 해양개발연구소로 이관

되었다. 이는 연구소 발전사에서 볼 때 하나의 분기점

이었다. 1973년 해양개발연구소 설립(안)에서 간과되

었던 사회과학 분야의 기능을 1978년에 선박연구소와 

분리하면서 보유하게 된 것은, 연구소 발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는 훗날 연구

소의 존폐와 연구기관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80년대 후반과 1991년 연구기관 기능 재정립 

평가 등에서 사회과학 분야 연구팀들은 논리적 근거

를 펼쳐 연구소를 존폐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다. 

1978년에서 1982년까지 약 5년간은 해운ㆍ항만 

분야의 연구 업적이 대종을 이룬 시기다. 주요 연구 

사업 실적으로는 <연안 해운업의 현황 분석과 육성 

방안 연구홍유수, 한국해운조합>, <신항만 건설 타당성 

조사 및 최적 투자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홍승유, 대림

엔지니어링>,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운영에 관한 연구

노인규, 안권회계법인> 등이다. 해운ㆍ항만 분야의 위탁 

연구가 많았던 이유는 국가 주도형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항만 확충과 신항만 개발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

다. 해운항만연구실은 해운항만청의 정책적 문제 해

결에 기여했다.

해운ㆍ항만 분야 외에 이 시기 주목할 만한 연구 

사업은 <해양산업 육성 정책을 위한 연구과학기술처, 

노인규>와 <해양개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이해

관, 과학기술처>이다. 전자는 훗날 해양정책연구의 중요

성을 인식하는 연구의 시발이었다. 후자는 해양연구

소의 해양정책연구실이 발족되는 데 동기를 부여하

였으며, 아울러 해양개발연구소가 국가 해양정책연구

를 전담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81년 국보위가 정

부 출연기관 통폐합을 추진할 때 해양연구소의 진로 

설정과 존속 이유를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이론 정립

에도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1983년부터 1989년까지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 등 국책 연구 분야와 해양법 연구를 중심으로 

한 해양정책 분야, 그리고 간척ㆍ매립 사업에 따른 어

업 피해 보상 분야의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초창기 

연구 사업의 주종을 이뤘던 해운ㆍ항만 연구 분야는 

1982년 해운항만청 산하 연구기관으로 해운산업연구

원이 발족되면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해운항만연

구실의 연구진 일부가 해양개발연구소를 떠나 해운

산업연구원으로 이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해운항

만연구실은 해양경제연구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1983년 4월에 창설된 해양정책연구실은 해양개

발연구소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심해저 광

물자원 개발연구 등 주요 국책 과제 개발과 수행의 

중심이 되었다. 이 기간의 대표적인 국책 연구 과제

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연구과학기술처>, <한국 연안

역 종합 개발연구홍승용, 과학기술처>, <고급 어종 증양

식 개발연구허형택, 과학기술처>, <해양기술 개발과 산업

화 전략 연구홍승용, 과학기술처> 등이었다. 

이 시기에 수행된 연구의 재원은 대부분 과학기

술처가 부담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한국의 연안

역 통합 관리에서 태평양 광물자원 개발에 이르기까

지 연구 분야의 범위가 주변 해역에서 대양으로 확

대되었다. 특히 <남극 과학기지 건설에 관한 조사 연

구허형택>를 수행한 것은 세종과학기지 등 오늘날 극

지 연구와 개발의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연구 업적으

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해양법과 관련하여 <황해 해양과학 조사

를 위한 한ㆍ중ㆍ일 공동 협력 방안 연구홍승용, 외무부>, 

<신 해양 질서에 따른 국내 법제 정비와 해양 지역 협

력 방안 연구1984∼1990, 홍승용, 외무부> 등의 연구 과제

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200해리 배타적경제

수역 설정 등과 관련한 해양 경계획정 문제, 심해저 

광물 개발 참여 문제, 주변국과 국제 공동 해양조사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간척ㆍ매립 사업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하동 지역 전 어업권 피해 보상정성철, 하동군청>, <시화

지구 개발에 따른 간접 피해 영향권 조사정성철, 농업진

흥공사> 등의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연구의 확장 영역으로는 1983년부터 발간되어 온 

해양정책동향, 창간호, 1983

해양정책연구, 1권 1호, 1989

신 해양 질서와 국가 대책 세미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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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동향 보고서 『해양정책 동향』을 발전시켜 해양 문제

에 관한 사회과학 분야 전문 학술지인 『해양정책연

구』를 발간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해양정책에 관

한 국내외 학술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국가 해양과

학기술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신 

해양 질서와 국가 대책 세미나’를 4차1985, 1986, 1987, 

1989에 걸쳐 개최하여 해양개발 기본법 제정 필요성

과 제정(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1987년 이후 매년 참

가국일본, 구소련, 중국 등을 순회하며 ‘동북아 해양자원 

관리 및 공동 협력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 한반도 주변 지역해 환경 

보전 기구 결성 등과 같은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정

책에 관한 국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1.1.2 한국해양연구소 시대1990~2000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해양정책연구는 도약과 분

산, 그리고 재건이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시기의 연구 분야는 연안역 통합 관리 연구,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전략 연구, 간척ㆍ매립에 따른 어업 피

해 보상 용역이 주종을 이루었다. 또한 해양산업체 경

영 전략과 기술 개발 전략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시도

하기도 하였다. 

우선 1982년 태동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

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지원하여 1994년 UN에 독자적

인 광구를 등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공적

인 연구 사업 수행으로 UN 등 국제사회에 한국 해양

과학기술의 능력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 더불어 국

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임박춘호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 선임박용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제해저기구 법률기술위원회 위원 선임강정극 한국해

양과학기술원 원장 등 여러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연구자

들이 선임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어 한국해양연

구소의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다. 

또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국제 해양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양법 관련 연구 사업들과 연안역 통합 관리를 위한 

연구 사업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는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 국제해사기구 동아시아

지역사무소UNDP/IMO/EAS,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해양

정책프로그램Marine Policy Program, 로드아일랜드대학

교 연안자원센터Coastal Resources Center, 워싱턴대학교 

등과 학술, 인적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는 계기가 되

었다.

한국해양연구소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 

해양연구소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해외기관과 공동 

연구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정책연구부

는 해당 외국 연구기관의 사회과학 분야와 국제적인 

공동 관심사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러

한 활동의 일환으로 1990년 제주도에서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의 해양정책센터Marine Policy Center와 해양

정책연구부가 공동으로 ‘21세기를 향한 해양정책 워

크숍’을 개최하였다. 1993년에는 해양법과 해양정책 

분야의 세계적 학술회의인 ‘제27차 해양법 연차대회’

를 미국 하와이대학교 해양법연구소와 공동으로 서

울에서 개최하여 국내외적으로 한국해양연구소와 해

양정책연구부의 역할을 크게 알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 해양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1996년 1월에는 우리나

라 최초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개발 기본 계획 

수립을 주도하였다. 이후 관련 연구 사업 결과는 연구

소의 정책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데 활용되었다. 또한 

1982년 채택된 UN해양법협약에 대한 국내 대응 전략

을 수립하기 위해 각종 정책 자료를 수집하고 자문을 

실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해양과학 조사 제도에 관한 

심해저광업 심포지엄, 1989

제27차 해양법연차대회, 1993

IOC WESTPAC 회의, 1996

동북아 해양과학 국제회의, 199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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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정책 국내 수용 체제를 구축하고 해양과학 자료와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해양과학 조사법 제정에 결정

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해양정책연구부는 해양에 관한 자연과학적 연구

와 접목하여 국가의 해양정책과 해양산업의 발전 방

향에 관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1996

년 해양수산부가 발족되자 타 기관의 사회과학 분야 

연구직과 통합되어 새로이 설치된 한국해양수산개발

원으로 이관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정책

연구부, 농촌경제연구원의 수산경제연구진, 수산진흥

원의 수산경제연구진, 수협중앙회의 수산경제연구진 

그리고 해운산업연구원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해양정책연구부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이

관되자 해양연구소의 연구 전략이나 연구 정책의 기

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 남극에 관한 해양법 및 정책 분야 연구 기

능에 공백이 생김으로써 국가 해양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한

국해양연구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이관된 정

책연구 전문 인력을 한국해양연구소로 재 이관받아 

정책개발실을 설치하였다. 신설된 정책개발실은 해

양과학 기술 정책과 전략 연구, 연구 사업의 사회과

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정책연구실이 다시 일

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새롭게 설치된 정책개

발실은 2000년 6월 연구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였

고, 기능을 강화하여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략 수

립, 연구원 중장기 발전 계획의 총괄 수립ㆍ조정, 해

양과학기술 동향 분석, 해양 관련 법제도 및 산업화 

기반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 대표적인 연구

과제로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연구-법ㆍ경제성 분

석해양수산부, 이용희>, <독도생태계 등 기초 조사 연구해

양수산부, 권문상>, <UN해양법협약 대응 체제 구축 연구

해양수산부, 권문상>, <대체 습지 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

법제도분야해양수산부, 권문상> 사업 등이 있다. 이 시기 

연구정책실은 연구원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과 관련

하여 선진 해양과학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전파함으

로써 해양과학기술 연구 방향과 기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노력하였다.

1.1.3 한국해양연구원 시대2000~2012

2000년 이후 연구정책실은 정책조정실2004, 기술정책

연구실2005, 정책연구실2006, 해양정책연구실2008로 

바뀌어 왔다. 이는 해양정책에 대한 고유의 연구 영역 

외에 해양과학기술과 조직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영역까지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

이다. 이후 2009년 정책 본부가 본격 설립되면서 고유

의 ‘해양정책연구’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정책연구부

와 ‘연구원 중장기 발전 방향과 기술 개발 전략 수립’

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전략개발실이 설치되었다. 이

후 2011년 정책연구부는 선임연구본부 산하의 연구 

부서로, 전략개발실은 전략본부 산하의 정책 지원 부

서로 완전히 구분되었다. 

이 시기에 정책연구부는 고유의 해양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양 경계획정 등 해양영토 정책연구와 

심해저 광물자원, 해양심층수 자원, 해양에너지 자원, 

해양생명자원 등 자원 개발 정책연구가 그것이다. 전

략개발실은 연구원 중장기 발전 전략, 대형 융ㆍ복합 

사업 발굴 등을 주로 수행하였다. 정책연구부를 중심

으로 이루어진 고유의 해양정책연구 분야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해양영토 및 경계획정 연구로 2008년 

<관할권 중첩해역에서의 해양 경계획정 방향성 검토

양희철>, 2009년에서 2012년까지 <해양 경계 획선 시스

템 개발연구권석재> 등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 

경계획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북아 해양 관할권

도를 작성하였다. 해양환경과 연안 관리정책연구로

는 2002년에서 2005년 사이 <황해 연안역 인공 갯벌 

우리영토 독도 심포지엄, 2008
독도해역을 조사중인 이어도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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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조성 기술 개발-법제도 부문이용희>, 2002년에서 2005

년 사이 <대체 습지 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용역-

법제도 부문박성욱>, 2005년 <해양 보호 구역 관리 체

제 구축 연구권석재>,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연안 

침식 방지 기술 개발 연구-법제도 부문박성욱>, 2007

년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 연구 용역-법제도 부문권석

재>을 수행하였고, 화성시, 보령시, 강화군의 <연안 관

리 지역 계획 수립 연구권문상, 오위영>를 수행하였다. 

해양자원 개발 정책연구로는 심해저 자원 개발을 위

한 법제도와 경제성 연구열수광상, 망간각, 망간단괴 등

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통가 EEZ 내 해

저 열수광상 독점 탐사권을 획득하고 상업적 개발을 

위한 민간 기업 투자 유치에 기여하였다. 그밖에도 해

양심층수 에너지자원 이용 타당성 조사와 해외 해양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약 등 법제도 연구, 2011

년에는 <원전 온배수를 활용한 해수 자원화 방안 연구 

용역박세헌>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 정책연구부는 해양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관련 활동도 활발히 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양

과학 조사법」 개정,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주도하였고, 「연안 관리법」, 「해양환경 

관리법」 등의 법률 개정에 참여하였다. 이외에 「해양

영토 관리법」, 「해양광물자원 개발법」, 「해양에너지 

개발법」은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으나 입법추진을 주

도하고 있다. 

정책연구부가 주도한 법정 계획으로는 「해양과

학기술 기본 계획MT」, 「해양과학기술 로드맵MTRM」, 

「제1, 2차 독도 기본 계획」, 「제2단계 시화호 종합 관

리 계획 및 시행 계획」, 「심층수 개발 기본 계획」 등이 

있다. 또한 「해양 수산 발전 기본 계획OK21」 등의 계

획 수립에도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정부 수탁 용역 사

업으로 해양생물자원관, 울릉도·독도해양센터, 경북

해양에너지센터의 설립 타당성 조사와 설립ㆍ운영계

획을 작성하였고, 2011년에는 <동해독도 전용 연구 조

사선 건조를 위한 기본 구상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권

석재>을 수행하였다.  

특히 정책연구부는 1998년부터 남태평양 지역

의 해양연구전진 기지 설립을 추진하는데 주도적 역

할을 수행하였다. 2000년 미크로네시아 연방국의 축 

주에 설치한 ‘태평양해양연구센터’가 그것이다. 이후 

센터를 중심으로 남서태평양의 해양생물자원, 신재

생 에너지 잠재력, 열대 해양생물 소재 실용화 관련 

연구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센터 운영을 주도하였

다. 이처럼 정책연구부는 태평양해양연구센터가 대

양 진출 전진 기지로서 미래 산업 영역을 확보하고 

해양 활동의 세계화를 위한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였

다.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는 적도 태평양 연구 인

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

라를 확충하고, 남태평양 도서국과 장기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과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이 시기 정책연구부는 대형 연구 인프라 구축과 

대형 연구 사업 추진을 위해 다수의 기획 연구와 타당

성 조사를 추진하였다. 2007년에 5,000톤급 대형 해

양조사선 건조 기획연구를 추진하여 2008년 KDI 주

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해양인의 

오랜 염원인 대형 해양과학 연구선을 보유하게 되었

다. 이외에 2002년 <해양과학기술 분야 미래 첨단 과

학기술 기획 조사 연구이용희>, 2010년 <국외 해양 관

련 연구개발 사업 현황 분석 및 국제 협력 방안 수립 

연구박성욱>, 2011년 <전 지구적 해양과학 조사 연구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오위영>, 2011년 <해양공간 관리 

계획 체계 구축 기획 연구이문숙>, 2011년 <희토류 원

소 자원 확보를 위한 기획 연구송환빈> 등 다수의 대형 

과제 개발을 위한 기획 연구를 추진하였다. 

연구 이외 활동으로는 국제해저기구ISA 회의 참

석을 들 수 있다. 정책연구부는 매년 국제해저기구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 해저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된 

국제 동향과 법제도를 분석하고 정책에 관한 의사 

결정과 과학 조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해저기구의 광업 규칙해저열수, 망간각, 망간단괴 제

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사업도 다수 추진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2008년 「중ㆍ일간 해양 경계획정 적용 요소 최

적화를 위한 국제 협력양희철」, 2008년 「황해 광역 해

양 생태계 보전 한국 측 국가 세부 시행 계획 수립권
해양과학기술(MT) 기본 계획 공청회, 200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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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정책 석재」, 2009년 「한ㆍ중ㆍ일 해양정책에 관한 국제 협

력양희철」 등이다.

여수엑스포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책 지

원 활동도 다수 수행하였다. 2008년 <여수엑스포 유

치를 위한 콘텐츠 개발권석재> 연구를 통해 여수프로

젝트와 여수선언의 주제 및 기본 방향을 작성하였다. 

2009년 <여수프로젝트 시행 방안 연구권석재>, <2012 

여수세계박람회 해양과학기술 전시연출을 위한 기

반연구 김웅서>, 2010년 <해양 최우수 사례OCBPA 사례 

조사 및 국제선정위원회ISC 운영에 관한 연구권석재> 

등 일련의 연구 수행과 함께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획단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관련 정책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였다. 

특히 2009년부터 활동에 들어간 여수엑스포지원

단은 한국해양연구원 차원에서 자발적이며 적극적으

로 여수세계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체 연구과제를 개발, 수행하는 한편 기간내에 개최

된 각종 국제행사지원 등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많

은 기여를 하였다.

이 시기에는 고유한 정책연구와 관련한 지원 활

동 외에 전략 연구에 대한 활동도 활발히 수행하였

다. 선진 해양과학기술 동향 분석을 토대로 기관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과학기술 경영 전

략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1999년부터 2008년까

지 <선진 해양과학기술 동향 분석권문상, 이용희, 권석재, 

오위영 등> 연구, 2009년에는 <해양과학기술 분야 저탄

소 녹색성장을 위한 발전 방안 연구남광현>, 2011년에

는 <해양과학기술 정보 분석을 통한 미래 연구 수요 

개발연구강길모>를 수행하였다. 이외에 해양과학기술 

개발 계획MT과 해양과학기술 로드맵MTRM에 따라 기

관의 연구개발 과제 전략을 기획하였다. 

1.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2012~

2012년 7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설립되자 해양정

책연구부는 해양정책연구소로 확대ㆍ개편 되었다. 

이는 국제해양법과 지역해 질서의 변화, 주변해역에

서 벌어지는 해양 갈등 및 분쟁에 능동적이고 주도적

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해양과학기술

의 글로벌 R&D 전략 추진도 조직 개편의 주요 이유였

다. 설립 당시2012. 7 해양정책연구소는 정책연구부, 

융합연구전략실, 경제분석실의 1부 2실 체제로 개편

되었다가 2012년 12월에 해양정책ㆍ영토연구실, 해

양환경ㆍ산업연구실, 융합연구전략실의 3실 체제로 

재편되면서 부서별 기능을 재정립하였다. 

기능 재편에 따라 해양정책ㆍ영토연구실의 업무

는 거시적 해양정책 수립을 총괄 지원하고, 국제 해양

법과 경계획정, 무인도서 관리 등 관할 해역의 해양영

토 관련 정책연구, 해양과학 조사 정책, 남ㆍ북극 해

양정책 전략 수립 등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해양환

경ㆍ산업연구실의 업무는 에너지, 광물, 바이오 자원 

등 해양자원 개발 정책연구, 해양신산업 정책연구, 연

안과 공간 관리, 해양환경 보전과 생태계 정책, 기후 

변화 대응 및 해양오염 정책연구, 해양 관광과 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연구, 해양 전문 인력 양성 정책연구 

등으로 설정되었다. 더불어 융합연구전략실은 글로

벌 해양과학기술 동향 분석, 중장기 연구 기획과 정책 

개발, 연구원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이 주요 업무

로 설정되었다. 

이제 해양정책연구소는 새로 정립된 부서의 기능

에 따라 고유한 정책연구 기능 외에 국가의 해양정책

을 주도하고,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적 개발을 전략적

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연구 사업과 지원 활동을 수행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ㆍ북극 해양정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과제를 시작으로 해양과학 조

사 정보의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의 버클리대학교와 매년 해양법연

차대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해양 관련 레짐regime에 

대하여 상호 교류하는 등, 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노력

을 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대 대양 진출을 위하여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범지구적 문제에 대응한다는 기관의 임무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적도 포럼을 구성ㆍ운영하였다. 더

불어 국내 해양정책연구의 학문적 발전과 전문가들

국제해양법재판소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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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의 협력,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한 해양정책학회의 

설립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들의 사업적 타당성과 추진의 정당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 연구 과제들의 경

제성과 파급 효과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기관 고유 

사업과 국가 R&D 사업 등의 유형에 따라 우선 추진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를 추진하여, 연구 사업의 

경제적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지원하고 정

책 제언을 통해 전략적 추진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이다. 

융합연구전략실은 기술 정보 등 글로벌 해양과학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중장기 연구 기획의 기본 방향

과 중점 연구 분야를 설정하는 등 정책 수립을 추진하

고 있다. 대형 연구 과제 개발을 위하여 매년 7∼8개

의 융ㆍ복합 기술 개발 기획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생명공학 기술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대형 

R&D 사업의 기획 연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양정책 분야는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 조직의 

모습은 변해 왔으나 국가 해양정책을 이끌고 해양과

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측면에서는 일관된 정책을 유

지하였다. 정책과 전략 기능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인정되었고 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이

어졌다. 이제는 해양정책연구소의 설립으로 확대된 

정책과 전략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해 및 EEZ에 대한 법

제도 연구, 남ㆍ북극 해양정책연구, 해양산업 발전 정

책연구, 연안과 공간 관리 연구, 해양환경 보전과 생

태계 정책연구, 해양 문화ㆍ관광 육성 연구 등을 수행

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기반 연구를 수행할 

안정적 예산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21세기는 기후 변화, 환경, 에너지, 해양 경제 영

토 등 최대 현안들의 상당 부분이 해양과 연계되어 있

다. 이러한 국가적ㆍ지구적 과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기관이 미래 해양과학기술을 선도해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해양정책연구와 전략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탄탄한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21세기 해양 강국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육상자원의 고갈, 기후 변화, 해상 활동의 증가, 쾌적

한 연안과 해양 이용에 대한 수요의 증가 등은 해양자

원과 잠재력을 활용한 제반 산업의 수요를 더욱 증가

시킬 것이다.    

또한 무한한 해양 발전 잠재력을 활용한 해양 신

산업의 창출은 한국사회의 불투명한 경제 성장과 심

각한 구직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해양플랜트,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해양 기후 산

업, 해양 관광 레저 등과 관련한 지원 기술로써 해양

영토 관리, 해양환경 보전, 해양방위와 안전 유지 등

이 미래 삶을 풍족하게 하는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 영

역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

도 개선과 관련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산업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류 체계도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서 해양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반 여건과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해양산업 

관련 기업의 영세성과 낮은 산업화 수준, 그리고 낮은 

R&D 투자, 전문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선결 과제이다.

21세기는 에너지 확보 문제와 환경보호 문제, 해

양영토의 확보 및 효율적 관리, 국민의 건강 문제가 

최대의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 선진 해양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경제 성장에 기

여하며 국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창조적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다. 이

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종합 해양연구기관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정책연구소의 기능

과 역할은 명확해진다.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자원과 

에너지를 확보하되,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책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국가 정책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연구 테마를 발굴하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할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거치면서 

해양정책연구소는 국가의 해양정책 수요를 사전에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대안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한
영토주권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독도 바다의 생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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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정책 1.2 국내외 해양 규범 동향 분석
         Foundation for Research Strategy

UN해양법협약이 1994년 발효(1982년 채택)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해양질서는 크게 변화되었으며, 

UN은 1998년을 ‘세계 바다의 해’로 선포하였다. 우리

나라도 국민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목적으

로 1996년 ‘바다의 날’을 지정하였다. 과거 인류는 육

상 중심의 생활 형태를 보였으나 지금은 과학기술 발

전에 힘입어 활동 범위가 바다로 확대되고 있다. 

지구 표면적의 71%는 물이므로, 지구는 육지로 

이루어진 행성이라기보다 물로 이루어진 행성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지구의 29%

인 육지에 거주하고 있으나,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치

는 것 중 많은 것이 해양에서 시작되었다. 과학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해양의 생물 또는 무생물 자원의 가치

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육지의 자원

이 한계에 가까워질수록 해양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

고 있다. 

인류가 의지하고 있는 해양 생태계의 가치는 약 

2경 원약 21조 달러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해양은 인

류의 생존에 필요한 산소의 50~75%를 제공하고 있고, 

물의 원천으로서 지구상 물의 97%, 담수의 40%를 보

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 생물의 90%가 서식

하는 생태 서식지이며, 기후 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

소의 50%를 흡수하여 지구의 온도를 조절해 주고 있

는 기후 조절자이기도 하다. 해양은 인류 삶의 터전이

고 다양한 문명이 시작된 곳이며, 국가 간 무역의 경

제 교통로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해양은 전 지구적 환

경으로 인류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해양의 중요

성을 간파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해양에서 찾고

자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많은 부분을 해양연구개발

에 투자하고 있다.

해양에 대한 각국의 관심은 바다에서 오는 이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은 각종 

해양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통

상적으로 해양정책이라고 하면 국가의 이익과 국민

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해양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이다. 이

러한 해양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

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라고 하겠다. 즉, 국제적 차원의 경우 조약이나 협약

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국내적으로는 법률이

나 각종 국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1.2.1 국제 규범 동향

1960년대 후반부터 해양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해양자원의 이용과 배분을 둘러싼 국가 간 첨예한 대

립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새로운 해양 질서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17~18세기의 영해 개념은 20세기 

들어서 넓은 영해와 좁은 공해 개념으로 변화하였고, 

해양에 관한 헌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UN해양법협약

이 채택됨으로써 신 국제 해양 질서가 태동하였다. 이 

협약은 1973년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처음 논의가 시

주요국의 예산 대비 해양 예산 비교(2009년 기준)            예산 단위 : 조 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정부 예산 285 1,175 3,869 1,335

정부 R&D 예산 12 48 154 24

정부 해양 R&D 예산 0.4 2.392 13.032 1.7328

 (예산 단위: 조 원)15

12

9

6

3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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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규범작되었다. 이후 20회에 가까운 회기, 통산 100주에 가

까운 심의를 거쳐 1982년 12월 자메이카의 몬테고베

이에서 145개국의 대표가 모여 서명하였다.

UN해양법협약은 영해, 국제 해협, 배타적경제수

역, 군도 수역, 대륙붕 등 지금까지 공해의 일부에 지

나지 않았던 해역에 대하여 연안국의 주권 또는 우선

적 권리를 확대하였다. 반면, 통항의 자유를 확보하는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여 연안국의 법익과 해양국의 

통항 이익이 공평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특

별한 것은 해양자원의 배분에 관한 국제 분쟁을 방지

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대륙붕 이원에 있는 심해

저의 자원 권한을 국제적 관리 하에 두고 있다는 것이

다. 이를 위해 공해 상부 수역에 적용되는 제도와 해

저의 자원 개발에 적용되는 제도를 분리하여 운영하

고 있다. 

UN해양법협약은 전문, 17개장, 320개 조문 및 9

개 부속서, 4개 결의를 비롯한 6개 부속서로 이루어

진 최종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과 관련한 모든 

법적 문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제 조약이라 부르

는 UN해양법협약에는 심해저 제도와 경계 왕래성 어

종과 원양 회유성 어종의 어업 제도에 관한 2개의 이

행 협정이 추가되었다.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해의 폭을 종전의 3해리에서 12해리 이

내로 통일하였다.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인정하

였고, 최소 200해리 또는 기선으로부터 최대 350해리, 

2,500m 등수심선으로부터 100해리까지의 대륙붕 제

도를 인정하였다. 이렇듯 해양 관할권 제도를 정비함

으로써 UN해양법협약은 종전의 넓은 공해와 좁은 연

안국 관할권 원칙에서 좁은 공해와 넓은 연안국 관할

권 원칙으로 전환되었다.

UN해양법협약은 연안국 관할 하의 국제 항행용 

해협에 대하여 최소의 규제를 통해 기존의 자유 통항

을 보장하는 통과 통항 제도를 신설ㆍ적용하도록 하

고 있다. 또한 과도한 해양개발 행위로 인한 해양환

경의 파괴로부터 해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별도의 원칙과 관련 규정제12장의 46개 조

문을 두고 있다. 더불어 해양환경 보전 조치로써 각

종 오염원별 해양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한 국가의 의

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해양과학 조사의 증진, 해양

기술의 개발과 이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연안

국의 관할 수역 내에서 외국인이나 국제기구가 과학 

조사를 수행할 때 조사를 허가하거나 동의하는 데 일

정한 요건을 규정하였다. 해양기술의 교류, 특히 개

도국으로 기술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도 설

정하고 있다.그리고 심해저 제도를 신설하여 심해저

에 부존되어 있는 광물자원을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정의하고, 국제해저기구 관리 하의 개발 제도를 확립

하고 있다. 

UN해양법협약 제정 이후 많은 국가들은 이에 맞

추어 자국의 국내법과 해양정책을 수립하였다. 1994

년 협약이 발효된 이후 전 세계는 21세기 마지막 미개

척지인 해양에 대하여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해양 관

할권 경쟁을 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134개 연안국이 200해리 EEZ를 

선포하였다. 200해리 이원으로 자국의 대륙붕 연장

을 주장하는 국가도 105건현재 총 65개국이 대륙붕한계위

원회에 자료 제출에 이르고 있다. 만약 세계 152개 연안

국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할 경우 해양

의 36%, 어장ㆍ해양 유전의 90%가 연안국에 귀속되

게 된다. 따라서 200해리 이원으로 대륙붕 한계를 확

장하는 것도 해양을 가진 국가들의 뜨거운 관심 사항 

중 하나다. 2012년 12월 26일 우리나라는 대륙붕 끝

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른다는 문서를 대륙붕한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일본은 2008년 11월 12일 7개 

해역약 74만㎢의 자료를 제출하여 2012년 5월 15일 대

륙붕한계위원회로부터 31만㎢를 인정받았다. 

한편, 공해와 심해저, 극지 해역에 대한 자원 선점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을 위해 

모두 13개 주체가 참여하였고,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자원에 대해서도 많은 국가와 민간 기업들이 자원 쟁탈

전을 벌이고 있다. 남극에서는 미국, 러시아, 호주, 아

르헨티나, 일본, 중국 등이 과학기지를 신설하여 자국

의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다. 북극에서는 미국, 러시아 

등 5개 연안국 이외에 EU, 일본, 중국 등이 자원ㆍ항로 

개발 등 연안국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정책연구소는 UN해양법협약, UNESCO에서 국제연합해양법협약,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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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정책 주관한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 국제해저기구에서 주

관한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광업 규칙 제정 

등 해양과 관련한 국제 규범 제정에 참여하였다.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은 수중 문화유산을 보호

하기 위해 UNESCO가 주관하여 제정하였다. 수중 문

화유산의 정의와 범위의 문제, 관할 및 소유권 문제, 

침몰 군함의 적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가 간의 입장 

차로 타협안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초반에 소위 보물선 신드롬으로 나라를 들썩이게 했

던 사건들이 발생하자 정부 차원에서 매장된 국유 재

산의 발굴에 관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도 하

였다.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국내 준비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울릉

도 근해에 침몰한 돈스코이호를 발굴하는 사업을 수

행하기도 하였고, 수중 문화재 조사 처리 업무 지침을 

연구하여 수중 문화재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국제해저기구에서 주관한 해저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한 광업 규칙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해저기구

에 망간단괴 개발을 위한 선행 투자가로 등록되면서 

외교적 발언권이 한층 강화되었다. 심해저 광물자원

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국가의 소

유가 아니라는 기본 개념을 근거로 광업 규칙의 제정

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광업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논

의하는 동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이해 대립이 발

생하였다. 개발도상국은 해양환경 보호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해

양 광업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현재는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에 대한 탐사 광업 규칙이 모두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태평양의 망간단괴와 인도

양의 해저열수광상에 대한 광구를 확보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좁은 육지에 따른 자원 빈국의 한계를 극복

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

해 해외로 자원 개발 영역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향

후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은 심해저에 있는 광물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심

해저 자원개발을 위해 20년 동안 기술 개발을 수행해 

왔다. 해양정책연구소도 심해저 자원 개발을 조속하

게 이룰 수 있도록 법적 지원과 함께 정책적 지원 방

안을 지속적으로 내 놓을 것이다.

해양정책 관련 법률 제정 현황

연도 제정 법률명

1995 해양과학 조사법

1996
배타적경제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제정

1999
습지 보전법

연안 관리법

2002 해양 수산 발전 기본법

2004 남극 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200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 측량ㆍ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0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 수면 관리법(1961), 공유 수면 매립법(1962) 통합)

2012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 경비법

독도주변 해양조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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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규범1.2.2 국내 규범 동향 및 참여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원 고시 제14

호로 공표한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

통령의 선언」은 우리나라의 해양정책과 관련한 국내 

규범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선언으로 

대한민국과 주변국가 간 수역 구분, 자원과 주권 보호

를 위한 경계선이 설정되었는데, 이 경계선을 ‘평화선’

이라고도 하였다.

평화선 이후 해양과 관련한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

었다. 해양수산부 설립 이후 제정된 해양정책 관련 법

률은 앞의 표와 같다. 이러한 법률 중에 해양정책연구

소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거나 제정 작업에 기여

한 법률로는 「해양과학조사법」, 「연안관리법」, 「해양

수산발전기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 등이다. 

「해양과학조사법」은 1994년 11월 16일부터 발효

한 UN해양법협약 제13장에 규정된 해양과학 조사 제

도에 의거하여 마련되었다. 이 법률은 외국 또는 국

제 조직이 대한민국의 관할 해역에서 해양과학 조사

를 하는 경우 이를 허가ㆍ동의하고 규율할 수 있는 국

내법 절차를 정하고, 국내 각 연구기관, 대학, 국가기

관이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으로 수행하여 

얻어진 해양과학 조사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체

제를 마련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꾀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주요 목적은 우리나라 관할수

역 내에서 외국인이 해양과학 조사 활동을 할 경우 따

라야 할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연구진과 외

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 이 법률을 적

용하게 된다. 

「배타적경제수역법」은 1996년 1월 29일 우리나라

가 해양법에 관한 UN협약을 비준1996. 2. 28 발효함에 

따라 새로운 국제 해양 질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배타적경제수역법은 UN해양법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수역 안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외국인에게 허용

되는 해양 이용에 관한 규칙 등을 정하고 있다. 이 법

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범위가 획

기적으로 증가하였고, 이 수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 

해양과학 조사가 수행되었다. 현재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제반 연구 사업은 배타적경제수역법의 제정으

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연안관리법」은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개

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 환경

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꾀하여 연안

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연안 통합 관리 계획과 연

안 관리 지역 계획, 연안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고 있다. 연안 관리법의 제정으로 과거 육상 중심의 

관리에서 해양을 고려한 정책으로 변환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원은 안산시를 비롯한 지역 연안 계획

을 작성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연구 역량의 축적은 해

양공간 관리 계획을 추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과 해양자원의 합리

적인 관리와 보전, 개발, 이용, 그리고 해양산업의 육

성을 위한 기본 정책과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제정되

었다. 이 법률에서는 해양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해양산업의 

지식화ㆍ정보화ㆍ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양자원의 환경친화적이고 지

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을 추구함으로써 풍요롭고 생

명력이 넘치는 해양을 가꿔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양 및 해양자원에 관한 연구기관

의 설치와 육성, 해양 수산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하

여 해양ㆍ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갖춰 

나가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해양 한국 21」과 

같은 해양정책 분야의 기본 계획이 작성되면서 해양

정책 분야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 

「남극 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의 남극 환경 보호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꾀하

고, 과학 연구ㆍ관광ㆍ취재ㆍ탐사 등 증가하고 있는 

남극 활동으로부터 남극 환경을 보호하며, 남극 관련 

과학 기술 연구 등 우리나라 국민의 남극 활동 촉진을 제7차 버클리대 해양법연구소-KORDI 해양법 연차대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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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정책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극지 활동을 위한 근거 

법률로 활용되고 있으며 남극 지역의 각종 연구 활동

이 이 법률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독도와 

그 주변 해역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

한 이용을 위해 제정되었다.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독도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의 생태계 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 및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그리

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작성

하도록 하여 국가 차원의 독도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

다. 현재 이 법률에 근거하여 동해연구소의 독도전문

연구단이 발족되었으며, 독도 연구 사업인 <해양 생태

계, 해수ㆍ지질 등 자연환경 조사 및 장ㆍ단기 모니터

링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한편 해양정책연구소는 독

도 기본 계획의 작성과 함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을 위한 기본 계획 성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

에서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금지하고, 해양생물의 남

획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훼손과 해양생물 종의 감

소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해양 생태

계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주요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

자원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의 유일한 법률로서 해양

심층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이

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이용하기 위해 제정되

었다. 이 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 있다. 우선 해양심층수의 무분별한 개발

을 방지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해양심층수의 

취수 해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한편 개발자에게는 엄

격한 선정 과정을 거쳐 면허를 부여하게 하였다. 또 

해양심층수의 취수와 이용에 따른 사용료와 부담금

을 부과하고, 해양심층수와 먹는 해양심층수에 대한 

엄격한 수질 관리와 수질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ㆍ장기적으로 해양심층

수의 보전과 관리 등에 관한 기본 계획과 연도 계획

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강

원도 고성의 해양심층수센터에서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정책연구소는 

해양심층수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작업과 함께 기본 계

획을 작성하고 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생태학

적 또는 자연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거나 이용ㆍ개발 

가능성이 있는 무인도서와 그 주변 해역에 대한 체계

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

었다. 특히 이 법은 현재 영해의 기준선이 되는 무인

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 관

리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는 한편 훼손 방지를 위한 근

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영토 관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에 근거하여 남해연구소는 무인도서에 대한 생

태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 분야에서의 환경 정책

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해양

오염 방지법을 발전적으로 삭제하면서 제정된 법률

이다. 환경친화적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

발을 꾀하고,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

하여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시

행하게 하고 있다.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

하는 각종 오염원에 대한 통합 관리도 이 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이 법률에 따라 해양오염과 관련한 

실태 조사 등이 수행되고 있다. 
해양심층수 개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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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전략「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 수

면 관리법」과 「공유 수면 매립법」을 통합하여 관련 절

차를 간소화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해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공유 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립 목적 변경 제한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

년으로 단축하였다. 이 법률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공

유 수면 매립이나 공유 수면 점용 시 적용되는 법률로

서, 해양에너지 연구와 대체 습지와 관련된 연구의 경

우 이 법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국제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

리를 인정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전자원을 확

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되었다.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국외 유

출을 방지하고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활

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률에서는 해양생명자원 

관리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

다. 또 관할 해역 내에서 해양유전자원을 상업적 목적

으로 활용코자 해양생물자원에 접근할 경우, 그에 요

구되는 관련 절차를 적시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해

양생명자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생명자원 책

임기관과 기탁 등록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해

양유전자원 분양 승인제도, 해양생명자원의 국외 반출 

승인과 신고 제도도 도입하였다. 이 법률은 우리나라 

관할 해역 내의 해양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연구원의 해양생명공학 연구와 관련한 연구 사업

도 이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6,000m급 이상 심해 유인 잠수정 현황

구분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중국

명칭

앨빈 노틸 미르 신카이 6500 자우룽

개발연도 1964년 1984년 1987년 1989년 2010년

잠항심도 4,500m급 6,000m급 6,000m급 6,500m급 7,000m급

세계 각국은 화석 연료의 고갈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

원 분야의 자립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

고 있다. 이미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중국 등 해

양 강대국들은 전 지구적으로 해양공간의 지배권을 

확대하고 해양 자원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

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우

뚝 선 중국은 과학 정책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우주와 

해양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6월 28일 심해 유인 잠수정 ‘자우룽蛟龍호’가 태평양 

수심 7,062m에 도달하여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였다. 

이에 질세라 미국은 수심 6,500m까지 탐사할 수 있는 

앨빈Alvin 2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양 강대

국들은 바야흐로 심해 탐사 패권 경쟁에 국가 차원의 

과학 기술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1.3 연구개발 전략 수립
          R&D Strate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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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정책 한편,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폭

설ㆍ폭우, 폭염ㆍ폭풍, 한파ㆍ가뭄, 해안 침식, 해수

면 상승 등 재해의 강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또 

아열대화에 따라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고, 사라졌

던 전염병도 재발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요인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1년 발생한 일본 동북부 지진해일 여파에 의

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중국 발해만 해상 유전 유류 

유출 사고 등과 같이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도 언제

든지 파국을 일으킬 X-event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

하고 있다.

2013년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1973년 한국해

양개발연구소로 출범한 지 40년이 되는 해이며, 새로

운 정부가 시작되는 원년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난 

정부의 해양정책을 상호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

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1998~2003의 해양정책 목표는 

생명ㆍ생산ㆍ생활의 해양국토 창조, 고부가 가치 해

양 지식 산업의 진흥이었고, 노무현 정부2003~2008의 

해양정책 목표는 통합적ㆍ사전 예방적 해양환경 관

리와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구현이었다. 이명박 정

부2008~2012는 해양영토의 관리 강화, 저탄소 및 에너

지 절감형 물류 체계의 본격 추진을 해양정책 목표

로 설정하고 추진하였다. 해양과학기술 R&D 예산을 

비교해보면 2003년 1,100억 원, 2008년에는 2,600억 

원, 2012년에는 4,200억 원으로 그 규모가 대폭 늘어

났다.

이제 새롭게 펼쳐질 미래는 기존 해양과학과 해양

산업 분야가 가지고 있던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

러다임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즉, 기술 개발에 

있어 어떻게 하면 바다에 존재하는 자원을 더 많이 획

득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지속가능

하고, 환경친화적인 미래 산업의 비전과 가능성을 발

견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바야흐로 해양의 가

치가 재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장 발등에 떨어

과학기술처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해양개발
기본계획

해양과학기술
로드맵수립
(MT Road
Map)

해양과학기술
개발계획수립
(MT
Development
Plan)

해양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수립

2020
해양과학
기술로드맵

OK 21
(해양수산
발전기본계획)

해양과학기술
분야
미래유망기술
계획수립

국가해양
R&D발전전략 /
제2차해양수산
발전기본계획
(OK21)

1996 2000 2004 2005 2007 2008 2010 2011

김대중 정부
(1998~2003)

노무현정부
(2003~2008)

이명박정부
(2008~2012)

해양정책목표

■     생명· 생산 · 생활의 
해양국토 참조

■고부가가치 해양지식
산업 진흥

해양정책목표

■통합적· 사전예방적 해양환경 관리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구현

해양정책목표

■ 해양영토의 관리 강화
(국토 · 해양공간의 기획 및 관리)

■저탄소 · 에너지 절감형 물류체계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
발족(1997)

국토해양부
발족(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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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전략진 불을 끄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

며 해양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면서 인류

의 번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략에서 진행

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해양자원, 해양환경 등을 활용한 해양산

업 개발이 가속화되고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결합한 미래 첨단 산업이 등장할 전망이다. 바다는 이

제 단순하게 생산을 위한 산업 현장의 의미를 넘어 인

류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영토로서 주거와 레저, 자

원, 에너지를 제공할 미래 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지속가능한 해양개발과 이

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해양에 대한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을 계기

로 해양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ㆍ조사는 물론 경제활

동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 요인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전망이다.

1.3.1 해양과학기술MT 개발계획

최근 10년간 국내의 주요 해양정책과 해양과학기술 

정책 동향을 보면 연구개발의 흐름과 방향성을 살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신 

해양 가치 창출로 국민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미리 앞

당기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실천 방안을 도출하

고자 2004년 7월 해양 수산 발전 기본법에 의한 법정 

계획인 「해양과학기술MT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획에는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3대 기술 축인 첨

단 해양산업 육성 기술, 해양자원 개발 및 이용기술, 

해양환경 관리ㆍ보전 기술과 관련한 71개 중점 추진 

과제가 선정, 포함되었다.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모두 3조 1,00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해양과학기술MT 개발계획」의 세부 목표로는 동

북아 물류 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기술 기반 구축, 국가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자원 및 에너지원 개발, 해양 

재난ㆍ재해 통합 관리 기술 개발, MT 연구 기반 구축 

등이 설정되었다. 이는 2004년 7월 28일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심의를 받았다.

한편, 2005년 12월에는 「해양과학기술MT 개발계

획」의 기술 개발 주체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술 개

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MTRM」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기존 71개 중점 

추진 과제를 새로 묶어 모두 47개 과제Blue Star 과제 7

개, 우선 추진 중점 과제 21개, 개발 대상 중점 과제 19개를 도

출하였으며, 과제 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투자 방향

을 제시하였다.

1.3.2 미래 국가 유망 기술

정부는 2005년 8월 국가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주도

하여 지속적으로 ‘국부國富’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국

가 유망 기술 21개를 도출ㆍ선정하였다. 21개 기술 중 

해양 분야에서는 해양영토 관리 기술, 해양환경 및 보

전 기술이 선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2007년 3월 한국해양연구원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

정하여 「미래사회를 향한 해양국가 미래 유망 기술」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양과학기술분야 미래 국가 유망 기술

• 해양영토 관리 및 이용 기술

• 고부가 생물자원 기술(생물 기능 신소재·의약품 생산 기술 등)
• 기후 변화 예측·대응 기술

• 초고효율성 운송·물류 관리 기술

• 청정·신재생 에너지 기술

• 전 지구 관측 시스템과 국가자원 활용 기술

• 재해·재난 예측·관리 기술

• 생태계 보전·복원 기술

1.3.3 제2차 과학기술기본 계획2008~2012

2008년 8월 선진 일류 국가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제2

차과학기술 기본 계획577 Initiative이 수립되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인 과학기술에 대한 체계적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주요 여

건 변화를 반영하여 국정 철학과 과학기술 분야, 국정 

과제 등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계획이었다. 

지구관측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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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정책

이 계획은 ‘선진 일류 국가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

라’를 비전으로 세우고, 2012년 세계 7대 과학기술 강

국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계획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전체 연구개발 투자를 GDP 

대비 5%로 정하고, 이를 7대 중점분야7대 R&D, 7대 시스

템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특히 7대 R&D에 도출된 50

개의 중점 육성 기술과 40개의 중점 육성 후보 기술 

중에는 해양과학기술 분야가 다수 포함되었다.

1.3.4 녹색성장 연구개발 종합 대책 및 녹색성장 5개년 계

획2009~2013

2009년 1월 정부는 국가 차원의 녹색기술 개념과 투

자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녹색기술 개발을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27개 중점 육성 기술을 2012년까지 2

배2008년 0.8조 원 → 2012년 1.6조 원이상의 투자 수준으

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27개 중점 육성 기술 중에 해

양 분야는 기후 변화, 바이오 에너지, 물류 기술, 이산

화탄소 포집ㆍ저장ㆍ처리, 대체 수자원, 환경 정화 등

이 포함되었다.

한편, 2009년 2월에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

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이라는 비전으로 녹

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비전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

해 2009년 7월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을 수

립하였다. 이 계획의 10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된 ‘기

후 친화적인 해양 이용 및 관리’에는 다음 표와 같이 

해양 분야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1.3.5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거, 향

후 10년2011~2020 계획인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

획Ocean Korea 21」 수립을 2010년 2월 완료하였다. 이 

계획의 비전은 2020년까지 해양 르네상스를 통한 세

계 7대 해양 강국 실현이며, 3대 목표는 ① 새로운 국

제 해양 질서에 따라 해양 영역 확대, ② 세계적 변화

에 대응한 해양산업 체제 개편, ③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로 설정하였다.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 심포지엄, 2009

기후 친화적인 해양 이용 및 관리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 보호를

위한 통합 연안 

관리

- 연안 재해도 제작 등 연안별·해역별  

  기후 변화 영향  평가 및 통합 연안 관리

- 주요 해외 국가 산업 관련 해역 및 연안 지역 영향  평가

- 해수면 상승 관련 침식 및 범람 등 

  연안 변화 저감 대응 방안 마련

- 해양 산성화 및 수온 상승에 의한 

   생태계 변화 영향 대응

해양에너지 및 

해양공간·자원 

활용의 극대화

- 해양에너지 기술 개발 및 해양생물자원 활용 확대

- 신재생 에너지용 해양공간 조성

- 이산화탄소 처리 및 수송·저장 플랜트 핵심 기술 개발

해양과학기술 

활용 저변 확대

- 해양 부문 온실 가스 관리 시스템 구축

- 해양 변화 예측 기술 개발 및 활용도 증대

- 기후 변화의 대응에 따른 북극항로 취항 기반 구축

제2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에 포함된 해양과학기술 현황

구분 중점 육성 기술 중점 육성 후보 기술

해양과학 

기술분야

- 차세대 선박 및 

  해양·항만 구조물 기술

- 해양영토 관리 및 이용 기술

- 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관리 기술

- 환경(생태계) 보전 및 복원 기술

- 수질 환경 및 수자원 확보 기술

- 기후 변화 예측 및 적응 기술

- 자연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기술

- 첨단 물류 기술

- 해양생물자원 보전 

  및 해양생명공학 

  이용 기술

- 해양탐사·

  우주 감시 체계   

  개발 기술

- 해양·항공 운항 

  효율화 및 

  안전 향상 기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위상

관련부처 시행계획

•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 연안보습지보전 기초게획
• 해양생태계보전·관리

    기본계획

•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 • 수산진흥종합대책

• 환경관리해역 해경관리

    기본계획
•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 연안정비 기본계획 •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 어장관리 기본계획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 해양심층수기본계획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해
양
수
산
발
전
기
본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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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전략

「제2차 해양 수산 발전 기본 계획Ocean Korea 21」의 

위상은 해양 수산 관련 계획들은 물론 관련 부처 시행 

계획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1.3.6 국토 해양 R&D 발전 전략

2010년 10월 국토해양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 

경영ㆍ공정 개선과 미래 핵심 기술 등 국토 해양 연구

개발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국토 해양 R&D 발

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우선 추진해

야 할 30개 미래 핵심 기술Green-up을 도출하였으며, 

그 중 해양과학기술은 10개이다.

해양분야 미래 핵심기술 도출

구분 미래 핵심기술

에너지 

고효율·

이산화탄소 

저감

해상 에너지 복합 단지(Ocean Energy Farm) 조성 기술

해양 녹색 금속자원(Ocean Green Metal) 추출 기술

해양바이오(Ocean Bio) 기술

그린십(Green Ship) 기술

친환경 해양장비 및 기반 기술

공공 및 

성장 동력 

창출

해양 재난 재해 대응 기술

자원 순환형 항만 기술

항만 물류 시설/장비 고도화

극한지 탐사 로봇 및 장비 개발(탐사 로봇)

해저터널 및 해상 부유식 LNG 플랜트(LNG-FPSO) 기술

1.3.7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국토해양부는 2011년 10월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

맵」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선진 인류 국가 실

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과 함께 이를 위한 해양과학

기술의 정체성 확립, 미래 사회 패러다임에 능동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4대 분야녹색 해양산업 진흥, 기후 변화

와 연안 재해 대응, 해양 경제 영토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서 50개 중점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정책적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8개 Blue Star 과제를 선정하였다.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의 Blue Star 과제

Blue Star 과제명 최종성과물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 기술 3㎽급 복합발전 플랜트

해수용존물질의 산업소재화 생산기술 리튬추출 상용화

해양생물유래 산업신소재 기술 해양생물 유래 신소재 10종 개발 

탄소배출 저감 녹색선박 기술 선박 TCS기술

연안재해 관리기술
연안 위험도 제작, 

너울 이안류 원인 규명

전지구적 통합 해양기후관측 및 

예측모델링 기술

단기해양기후예측 모델링, 

해양환경 복합변동지수

해양 종합관측시스템 구축 및 활용
3차원 관측 네트워크 구축

(해저관측시스템 포함)

해양생명자원 확보 및 통합관리 기술
해양생물분류군 동정, 통합DB, 

정보망 구축

3대 목표 및 6대 추진 전략

3대 목표 6대 추진 전략

1. 새로운 국제 해양 질서에 따라 해양 영역 확대

•해양영토(영해, EEZ, 대륙붕 등)의 지배력 강화와 해양 영역 개척

•해양과학기술 개발, 레저 산업 등 신규 산업 창출을 통한 해양의 다양한 활용도 제고

1. 해양 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2.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관리 실현

3. 경쟁력 있는 고부가 가치 수산업 실현

4. 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 항만 산업의 선진

화

5.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6. 미래형 해양 문화 관광의 육성

2. 세계적 변화에 대응한 해양산업 체제 개편

•기후 변화에 대비한 녹색 해양산업으로 육성

•수산업의 구조 조정 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고부가 가치 산업화

•세계 및 중국 등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른 해운 물류 산업 구조 개편

•고소득 시대에 맞는 선진형 해양 문화 관광 산업의 활성화 유도

3.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수질, 갯벌, 연안 생태 등 해양 환경의 질적 수준 제고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연안 재해, 신 연안 관리 개념 등을 고려한 

     새로운 연안 관리 시스템 도입

•국제 수준에 맞는 선박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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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 거의 모든 바다는 한 개 이상의 나라와 접하고 

있으므로 해양 문제는 국제적 문제일 수밖에 없고 해

양연구는 국제 협력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연근

해만이 아니라 먼 바다로 나아가더라도 마찬가지다. 

해양의 특성을 연구하고 변화를 예측하는 일은 우주

과학, 원자력 연구, 게놈 연구 등과 같이 거대과학에 

속하지만, 그 중에서도 국제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이

다. 이는 앞서 말한 바다의 특성 외에 바다의 거대성, 

체계성, 장기성 그리고 공공성 때문이다. 

최근 기후 변화와 생물 종의 격감으로 인해 해양

연구 분야의 국제 협력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해수 

온도와 해수면의 상승, 해양 순환계 변화와 해양 산성

화 등 기후 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 지구 기후 변

화의 조절자로서 해양이 갖는 역할, 서식지 파괴와 남

획으로 인한 해양생물 종 다양성 격감 등은 한 나라가 

맡아야 할 영역일 수 없다.

또한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하여 해양개발은 경제 성

장과 환경보호, 어느 한 쪽도 희생시키지 않는 미래 인

류 생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역시 국제 협력

을 통할 때  비용과 실패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부르는 UN해양법 채택 30주

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해양에 적용시킨 UN해양자원보

호를 위한 약정서Oceans Compact를 제안한 것도 이러

한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다. 이는 해양환경보호, 전 

지구적 해양관측뿐 아니라 해양생물자원, 해저광물자

원, 해양 신재생 에너지, 연안역 통합 관리 등 모든 해

양과학기술 분야에 국제 협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우리나라의 해양과학 역사는 그 태동부터 국제성

을 띠고 있다. 우리 근현대사를 돌아볼 때, 한국 해양

과학의 선구자들이 해외 유학파였음은 놀라운 일이 아

2.1 해양연구와 국제협력
         Ocean Research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해외유관기관 방문, 1989년 일본 jamstec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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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LME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 회의, 2005

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초기인 1970년대는 

한·불의 협력 사업의 혜택으로 프랑스에서 공부한 

해양과학 기술자들이 우리나라 해양과학 연구를 이끌

었다. 1980년대부터는 한국과학재단의 박사 후 해외 

연수 사업을 통하여 미국 해양과학기술을 전수받아 연

구에 활용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해양과학 각 분

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 인력들은 일본,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 다양한 국가로 유학하거나 연수를 떠났

다. 특히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세계은행IBRD 차관 

자금을 활용하여 약 110명의 연구자가 해외 연수를 받

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 과학자들의 장기 유

치 활용을 통하여 부족한 연구 인력을 확충하였고 해

외 연수ㆍ연가나 교육 훈련도 계속 실시하였다. 

해양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관측ㆍ조사ㆍ분석 기

기와 장비 그리고 연구 조사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러한 인프라의 확충 역시 국제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

다. UNDP, IBRD, OECF, ADB등 국제기구의 자금이 

아니었다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해양 선진국과 기

술 격차를 그토록 짧은 시간동안에 좁힐 수는 없었을 

것이다.

협력 약정을 체결한 외국 해양연구기관

국가명  상대기관명 체결시기 주요 협약내용

미국 

USGS (미국 지질조사연구소) 1988.08 전문가 교류 및 학술 정보 교환

SIO (미국 스크립스해양연구소) 1991.12 공동연구, 전문가 및 정보 교류

URI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교) 1999.09 공동연구, 과학자 교류 및 연구 시설 공유 등

SOEST (미국 하와이대학교 해양지구과학기술학부) 2001.08 연구사업, 상호 관심 분야 과학 기술에 관한 회의 등

우리의 연구 역량이 다른 나라에 미치지 못한 단계에

서는 국제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기관 간 포괄적

인 협력 약정과 같은 제도적 협력 기반에 의존하였다. 

하지만 연구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국제 협력 기조

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로 진전되었다. 미

국 우즈홀해양연구소WHOI의 기술자문으로 심해 무

인 잠수정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 필리핀대학교UPV

와 Visayas 해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을 공동 조사하였

다. 또한 JAMSTEC 고치시료연구소와 교류 협정을 통

해 국제 시료 교환 네트워크에 우리 해양시료도서관

이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과 협력 약정을 체결한 외국의 해양연구기관은 다음

과 같다.

2.2 기관 간 협력
         Cooperation among Institutes

기장비 확보를 위한 외국 자금의 활용

구분 사업명 금액 기간 비고

UNDP
해양연구소 설립 및 

육성 지원 등
197만 6,000달러 1973~1991

4차

실시

ADB

(370-KOR)
연구소 시설확충사업 323만 달러 1979~1984

OECF

(KO-33)
종합 해양연구선 건조사업 4,027백만 엔 1986~1992

IBRD

(3694-KO)

해양환경 연구능력 

확충사업
971만 달러 1994~1998

제4차 IOC-WESTPAC총회, 1999

JAMSTEC-KORDI 협력약정 체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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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상대기관명 체결시기 주요 협약내용

미국 

NCAR/HAO (미국 국립대기과학연구소) 2001.08 기기 설치 협력, 자료 교환, 연구 결과 보고서 공동 발간 및 공동 연구

OBIS (미국 해양생물지리정보국시스템사무국) 2007.03 해양생물의 기초 분석 자료 제공 및 공유 등

ERDC-CHL (미육군공병단 연안기술 개발센터) 2009.02 연안 수리ㆍ퇴적 환경 분야 업무 협정

WHOI (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 2011.01 심해 무인 잠수정 개발 기술에 관한 협력 등

IMET, UMD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2011.11 시설 장비 활용, 전문 인력 교류

NETL (미국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 2011.12 CCS 관련 핵심 실용화 기술 개발 공동 연구 등

NOAA (미국해양대기청) 2011.12
해양위성 관측,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MARINE SPACE PLANNING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 협력

UGARF (미국 조지아대학교) 2012.04 해양 극한 생물 분자 유전체, 해양바이오 신소재 개발 공동 연구 등

UOG (미국 괌 대학교) 2013.03
태평양 도서국 해양 및 인문사회 정보 공유

미크로네시아 해양환경 및 생명자원 연구 협력

영국

IOSDL (영국 데아콘해양연구소) 1992.04 전문가 교류, 기술 정보 교환 및 공동 장비 활용, 공동 연구 및 학생 교환

NOC (영국 국립해양학센터) 2011.01 협력 연구개발 및 기술 정보 교환

PML (영국 플리머스해양연구소) 2011.04 KIOST-EU LAB 설치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

일본 

PARI (일본 항만공항기술연구소) 2003.12 공동 연구 사업 개발 및 인력 교류 등

CDIT (일본 연안기술연구센터) 2009.1 연안공학 및 해양공학 연구 분야 등 공동 관심 분야 연구

NagasakI University (일본 나가사키대학교) 2009.02 학연 협력, 상호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JAMSTEC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2010.03 협력 연구개발 및 기술 정보 교환

WAVE (일본 항만총합연구재단) 2012.11 연안 지역 및 항만 분야의 상호 협력 활동

중국

CERS (중국 에너지연구회) 1992.04 가로림만 조력 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 연구

RICOE (중국 호해대학교 연안공학연구소) 2000.04 연안공학 및 해양공학 연구 분야 공동 관심 분야 연구 협력

SOA, FIO (중국 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소) 2007
해양 종합 관리 및 정책연구, 해양 생태계 보전 및 회복, 

해양생명공학 연구 협력 등

Ocean University of China (중국 해양대학교) 2010.09 인력 교류 및 연구 협력 

NMEFC (중국 해양예보센터) 2011.09 황해(동중국해) 해양 예보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러시아

IMB (러시아 해양생물연구소) 1992.05 북서태평양 해양생물 공동 연구, 기술 정보 자료 교환

PIBOC (러시아 태평양생유기화학연구소) 2008.04 생물 반출에 관한 협력 체결 

IMGG (러시아 해양지질연구소) 2010.09 시설 장비 활용 및 인력, 정보 교류

VNIIO (러시아 해양지질 및 광물자원연구소) 2001.11 과학자 상호 교류, 해양 정보 및 자료 상호 교환

PIBOC (러시아 태평양생유기화학연구소) 2010.09 생물자원 반입 반출 협력

Peter Herzig Geomar(독일해양연구소) 원장에게 
KIOST를 소개하고 있는 강정극 원장, 2012

인도네시아 기술응용평가원 (BPPT) Marzan Azis Iskandar 이사장과 KIOST 
강정극 원장,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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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협력기 장비 확보를 위한 외국 자금의 활용

국가명  상대기관명 체결일 주요협약내용

캐나다

Paci�c Region Science Branch

(캐나다 태평양지부 해양연구소)
1995.09

기술 정보 교환, 인력 교류, 장비 시료, 기기 등의 공동 활용, 공동 조사 및 

공동 심포지엄 개최

지질조사소 (GSC) 1998.11 기술 정보 교환, 인력 교류, 장비 시료, 기기 등의 공동 활용, 공동 조사 

베트남

VAST (베트남 과학기술원) 2007.01 해양생물 조사 프로젝트 공동 수행 및 해양생물의 기초 분석 자료 제공 및 공유

IMHEN (베트남 기후수로 환경연구소) 2011.01 시설 장비 활용, 공적 개발 원조 사업 신청서 공동 작성 및 제출

IMBC (베트남 해양생화학연구소) 2011.03 생물자원 반입 반출 협력, 해양생물 양식 기술 개발 협력

국제기구

SPREP (태평양지역 환경프로그램 사무국) 2013.03
적도태평양 도서국과 해양환경관련 연구 활동 협력

적도태평양 도서국과 공동과제 개발 

GOF (글로벌오션포럼) 2013.06

국가관할권 밖 해역(공해상)의 관리 및 거버넌스 관련 정보 및 의견 교류

GOF의 Rio+20 약속인 “해양 준비태세(Ocean Readiness) 구축: 통합 해양거버넌스 

파트너의 역량배양” 사업 협력

방글라데시 (베트남해양생화학연구소) 2013.06 해양생물 다양성, 해양천연물학, 해양생물분자유전학, 어류학  공동 관심사 연구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태평양과학회의PACON,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산하 서태평양분과위원회IOC/

WESTPAC에서 의장직을 수행한 허형택 박사, 현재 

UNESCO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의장인 변상경 연

구위원, 2012년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합동 과학그

룹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홍기훈 박사 등은 우리 원의 

태동기를 만들기 위해 바다를 건넜던 청년 유학생들

이었다. 이제 그 후학들도 IOC/WESTPAC 제1부의장

이윤호,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과학평의장유신재

으로 활약 중이다. 현재 국제해양기구에서 임원으로 

활동 중인 우리 원 연구자만 4명이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수많은 국제기구 및 산하 워킹 그룹에서 

전문가로 기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93년 이후 연속해서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에서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IOC는 해양과학 전문 UN기구로서 UN해양법에 

대한 과학적 자문, 전 지구 해양 관측 시스템GOOS, 쓰

나미 등 연안 재해 조기 경보, 연안역 통합 관리, 적조, 

해양오염, 해양 자료 국제 공유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04년 3월부터 이러한 활동을 

자문하는 한국해양학위원회KOC : Korean Oceanographic 

Commission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KOC 사무국은 

IOC외에도 IOC의 서태평양지부인 WESTPAC과 북태

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 Pacific International Commission 

2.3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참여
         Cooperation with and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가명  상대기관명 체결시기 주요 협약내용

축 주 (FSM) CHUUK (축 주) 2010.08
남서태평양 해양개발 협력 및 태평양연구센터 운영 협력

생물자원 반입 반출 협력 등

독일

KIST-EUROPE (독일 KIST유럽연구소) 2010.06 협력 연구개발 및 기술 정보 교환

GEOMAR, CAU 

(지오마르 해양연구소, 킬 대학)
2013.06

해양순환/탄소순환/기후변화/연안생태 모델링, 심해생물 탐사, 

로봇개발 분야의 연구협력

캐나다

DFO Paci�c Region Science Branch

(캐나다 태평양지부해양연구소)
1995.09

기술 정보 교환, 인력 교류, 장비 시료, 기기 등의 공동 활용, 공동 조사 및 

공동 심포지엄 개최

GSC (캐나다 지질조사소) 1998.11 기술 정보 교환, 인력 교류, 장비 시료, 기기 등의 공동 활용, 공동 조사 

베트남

VAST (베트남 과학기술원) 2007.01 해양생물 조사 프로젝트 공동 수행 및 해양생물의 기초 분석 자료제공 및 공유

IMHEN (베트남 기후수로환경연구소) 2011.01 시설 장비 활용, 공적 개발 원조 사업 신청서 공동 작성 및 제출

IMBC (베트남 해양생화학연구소) 2011.03 생물자원 반입 반출 협력, 해양생물 양식 기술 개발 협력

국제기구

SPREP (태평양 지역환경프로그램사무국) 2013.03
적도태평양 도서국과 해양환경 관련 연구활동 협력

적도태평양 도서국과 공동과제 개발 

GOF (글로벌오션포럼) 2013.06

국가관할권 밖 해역(공해상)의 관리 및 거버넌스 관련 정보 및 의견 교류

GOF의 RIO+20 약속인 “해양 준비태세(Ocean Readiness) 구축 : 통합 해양거버넌

스 파트너의 역량배양” 사업 협력

방글라데시 SAU (방글라데시 셔이방글라농업대학교) 2013.06
해양생물 다양성, 해양천연물학, 해양생물분자유전학, 

어류학 등 공동 관심사 연구

인도네시아 BPPT (인도네시아 기술응용평가원) 2012.02
연안재난 방지연구, 기후변화, 해양탐사, 연안 및 외해 실시간 관측, 해양에너지 등 

해양과학기술협력 공동연구에 대한 MOU 체결

UNESCO총회에서 연설하는 한국인 최초의 IOC 의장 변상경 박사

런던의정서 과학그룹 최초의 비영어권 출신 의장 홍기훈 박사

 IOCWESTPAC 전 의장 허형택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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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그리고 1990년 10월 정회원

국으로 가입한 국제학술연맹ICSU 산하 해양학연구위

원회SCOR 참여와 관련한 정부정책 자문도 하고 있다. 

이중 WESTPAC과 관련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99년 제4차 총회, 2001년 제5차 심포지엄, 2011년 제

8차 심포지엄, 2012년 제9차 총회를 성대하게 개최하

여 역내 국제 행사 개최의 모범이 되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UN의 세계 해양환경 평

가WOA : World Ocean Assessment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대응 협의체와 국내 해양환경 평가 워킹그룹을 구성

하고 기여전문가 30여 명을 섭외하는 등 우리나라의 

WOA 참여를 주도하고 있다.

국제 해양 기구와 국제 해양학계의 구성원으로서 부

여되는 의무 중 하나는 국제회의의 개최다.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은 지난 40년간 수많은 국제회의를 유치, 

개최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우리 연구자로 하여

금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하였다. 또한 조직적이

고 빈틈없이 행사를 개최하여 명성을 드높였다.

 하지만 국제 협력 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역시 국

제 공동 연구로 대표되는 국제 R&D 협력이다. 전 세

계 과학자가 100명이라면 한국과학자는 약 3~4명 꼴

이라 국제교류를 통한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일은 어

느 학문분야에나 필요하겠지만, 지구라는 시스템 속

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대한 규모의 해양을 연구하

는 데에는 국제공동연구가 가장 효율적이다. 한국해

양과학기술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전세계해양 순환

실험WOCE, 열대해양지구대기TOGA, GOOS, GLOBEC 

등 국제 공동 대형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중 

전 세계 해양 순환 실험WOCE은 기후 변화 예측 모델 

개발과 모델의 운용에 필요한 자료 획득, 해양의 장기

적 반응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획득 방법의 실용성 결

정과 해양의 장기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마련된 국

2.4 국제회의와 공동연구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Joint Research 

주요 국제 공동 연구 사업

국제협력명 개요 참여활동 성과 및 기대효과

동북아시아 해양관측
시스템(NEAR-GOOS) 
구축

해양 서비스 업무 개선, 해양오염 모니터
링, 해양 재해 저감, 유용 생물자원 정보 
교환 등 동북아 해역 국가가 참여하는 
해양관측 시스템 구축 사업

•1996.9 제1차 조정 회의 참가(태국, 방콕)
•2000.4 국가 해양관측망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00.12 5차 NEAR-GOOS 조정위원회 개최

•동북아 관할 해역에 대한 체계적 연구 가능
•해양환경의 효율적 보전 연구 기반 확보
•항해 안전, 해양오염 방제 등 각종 해양 문제 
    해결에 도움

전지구실시간
해양관측사업 (ARGO)

무인 해양관측 부이를 이용하여 전 지구 
해양의 수온, 염분, 해류 등 상층부 자료
를 인공위성을 통하여 실시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정부 및 해양 관련 기관과 더불어 
해양관측 및 기후 변동에 관한 국제 연구 
및 회의에 참여

•전 지구 환경의 보다 정확한 기후 및 
     해황 정보 관측 가능
•2002 현재 3,000여 개 ARGO 뜰개 투입

황해광역해양생태계 
연구 사업(YSLME)

황해 전역에 대한 생태 환경 및 수산자원 
현황을 조사·분석하는 국제적 해양환경 
관련 조사 연구 사업

•지구 환경 기금(GEF)의 지원을 받아 
     한·중 공동 수행 
•5개 전문가 그룹 참여 및 사무국(PCU) 
     유치

•황해 생태계 보존과 이용의 합리적 방안 도출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 관리 개발로 
     수익 증대 기대

아·태 경제협력체 
해양과학기술 협력 
사업 (APEC MRC)

APEC 21개 회원국을 상대로 해양환경에 
관한 선상 훈련, 실험 실습 등 해양환경 
관리 기술 교육

•1999 AMETEC 설립, 운영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 
•2000 센터 설립을 위한  APEC 국제 워크숍 
     개최 등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APEC 국가 내 위상 정립
•국가 간 공동 협력 연구 증대
•해양 관련 전문 연구자 육성 및 인력 교류 증대

제1차 한국 GLOBEC 심포지엄, 1999

IOC / WESTPAC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가한 
이윤호 제1부의장 및 한국 대표단, 2013

PICES 북태평양 생태변화예측사업의 총 사령탑, 유신재 과학평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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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협력 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이다. 또한 열대 해양 지구 대

기TOGA는 열대 해양과 지구 대기에 대한 자료 획득

을 통해 대기해양 연계 모델을 구하는 연구 프로그

램이다. 지역해 단위에서는 동북아 해양관측 시스템

NEAR-GOOS 구축, 황해 광역 해양 생태계YSLME 연구, 

북서태평양 해양환경 보전 실천 계획NOWPAP 등 지

역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 공동 노력에도 주도적

으로 참여하여 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최근 참

여하고 있는 주요 국제 공동 연구 사업은 앞 쪽의 표

와 같다. 

그러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국제공동연구가 충

분히 활성화되어있다고 하기는 아직 이르다. 국제공

동연구는 기획, 참여연구원 섭외, 재원 조달 등 시작단

계부터 경비 정산, 성과 확산 등 사후 조치에 이르기까

지 국내 연구와는 다른 난관이 존재한다. 이러한 난관

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공동연구를 기획, 수행할 

국제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국제공동조사

네트워크 참여에 필수적인 국제 수준의 데이터 확보 

여건 등이 있어야 하며 공동연구 상대측과 함께 머리

를 맞대고 협동연구를 기획할 약간의 종자돈도 필요

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3년부터 이러한 취지

의 투자에 과감히 착수하였다. 국제공동 연구기반조

성사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단독 노력만으로는 우

수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에서 국제공동연구사업

과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 협력상대국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한·중 양국간 현안 해결, 중남미 국가와의 우

호증진, 미국이나 유럽과 첨단분야 연구를 위한 경비

는 일정비율을 따로 분리해서 지원한다.

2012년은 리우선언 20주년이자 UN해양법협약 30주

년이 되는 해였다. 또한 세계 최초로 해양을 주제로 

엑스포가 열린 그야말로 ‘해양의 해’였다. 특히 2012 

세계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으므로 국내 해

양과학의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했다. 전시 콘

텐츠에 대한 과학적 자문은 물론 다수의 대형 해양 학

술 대회를 여수 또는 인근에 유치함으로써 여수엑스

포가 화려한 외형과 든든한 내실을 동시에 기한 박람

2.5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지원
         Supporting Activities for Expo 2012 Yeosu Korea

제2차 PICES/ICES/IOC 기후해양변화 심포지움, 2012
라운드테이블회의에서 발언 중인 
장도수 여수선언 기초위원장 , 20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여수엑스포와 관련하여 유치, 
개최 또는 공동 개최한 국제 행사

· 제9차 IOC/WESTPAC총회 2012. 5. 9~12

· 제7차 국제해양법연차대회 2012. 5. 21~24

· 제2차 PICES/ICES/IOC 기후해양변화 심포지움 2012. 5. 13~20

· 제15차 NOWPAP MERRAC 실무당국자회의 및 
제7차 방제관계기관회의 2012. 5. 14~18

· 국제에너지기구(IEA) 해양에너지체제이행협약(OES-IA) 
제22차 집행위원회 2012. 5. 17~18

· OCEANS'12 MTS/IEEE YEOSU 2012. 5. 21~24

· 세계어류DNA바코드 컨퍼런스 2012. 6. 12~14

· POGO week 행사 지원 2012. 6. 22~24

· JAMSTEC Week 행사 2012. 6. 29~7 .1

· Yokosuka & Shinkai 6500 전시 2012. 6. 29~7 .2

· 제11차 한·미(MLTM/MIFAFF-NOAA) 
국장급 JPA패널회의 2012. 7. 9~13

· PICES 2012년도 중기회의 및 
FUTURE 로드맵 워크숍 2012. 5. 22~25

· EAS Congress 2012 회기 중 
지구해양관측 특별세션 2012. 7~10

· 여수엑스포 UNESCO 청년포럼 201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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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과학기지회가 되도록 하였다.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하여 개최된 일련의 국제

회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기

후 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학제적, 범해역적으

로 조망하기 위해 개최된 제 2회 PICES/ICES/IOC 기

후·해양변화 심포지엄을 위해 37개국 450여 명의 해

양과학자들이 여수를 방문했다. 해양공학, 연안공학, 

조선공학, 수중음향학, 해양 기기, 해양에너지 개발 등 

첨단 해양산업 기술 연구 동향을 소개하는 OCEANS’12 

MTS/IEEE 컨퍼런스에는 45여 개국 600여 명의 해양공

학 기술자들이 집결하였다. 또한 어류 DNA 바코딩 신

기술을 공유하여 어족자원 관리정책을 개선하고 수산

물 가공 식품 원산지 추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

최된 세계 어류 DNA 바코드 2012년도 컨퍼런스의 참

가자는 20개국 560여 명에 달했다.

수많은 인파가 다녀간 박람회장이 엑스포의 하드

웨어였고, 우리 원이 여수에서 개최한 국제해양학술대

회가 엑스포의 소프트웨어였다면 우리 원이 성안을 주

도한 여수선언은 엑스포의 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UN사무총장 이하 해양 관련 UN기구의 수장 등 국제 

해양 관리의 주역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선언문이 

공표된 여수선언포럼2012. 8. 12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 주관한 역대 최고위급,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였다.

2.6.1 한ㆍ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중국과 해양과학 협력은 중국이 국제사회에 모습을 

드러낸 1994년 3월, 한ㆍ중 양국 정상의 공동 성명과 

그에 따라 「한ㆍ중 해양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가 체결된 1994년 10월에서야 시작된다. 이 양

해각서에 근거하여 1995년 5월 12일, 중국 산동성 청

도시에 한ㆍ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Korea-China Joint 

Ocean Research Center, 이하 한ㆍ중센터가 세워졌다.

한ㆍ중센터는 가깝지만 먼 나라였던 두 나라 해

양과학자들을 이어주는 교류 창구의 역할을 톡톡

히 해냈다. 한ㆍ중센터가 맺어준 인연의 끈들은 한

국해양과학기술원과 중국해양환경예보센터 간 

MOU2011. 9,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중국제1해양연

구소 간 MOU2011. 4, 한국해양경찰청과 중국해감총

대 간 MOU2009. 12, 한국해양학회와 중국해양학회 간 

MOU2009. 5 체결 등으로 이어져 현재 양국 해양과학

계는 다른 어느 나라 못지않게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

지하고 있다. 

설립부터 2000년도까지는 양국의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이후 2005

년까지 한ㆍ중센터는 구조 조정과 전염병SARS으로 

인해 임직원의 숫자를 축소하고 기능과 예산을 감

축ㆍ통합하는 등 시련의 시기를 보내야 했다. 발전기

2.6 해외 과학기지 및 해외 연구센터 운영
         Operation of Overseas Research Stations and Research Centers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현판식, 1995

여수선언포럼에서 연설하는 반기문 UN사무총장,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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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협력 2006~2009에 접어든 2006년부터는 한국 측 파견의 비

상근화, 열악한 예산, 치솟는 물가 등 어려움을 극복

하고 센터의 비전을 ‘한ㆍ중 공동 협력, 해양과학기술

MT 정보의 공유, 운용해양학 구현의 지향’으로 설정했

다. 이러한 비전과 기능의 재정립을 통하여 한ㆍ중센

터는 두 나라 정부 간 협력 채널의 사무국 역할을 대

폭 강화, 2009년부터는 <황해 냉수괴 해역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조사>에 이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를 계기로 북서태평양에서 방사능 모니터링과 거동 

예측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한ㆍ중 핵 안전 모니터

링 및 예측 시스템 개발 협력 연구」와 「황해/동중국해 

운용 해양 예보 시스템YOOS 구축 기반, 공통 기술 개

발 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한ㆍ중 정상회담을 하였던 1994년으로부터 약 20년

이 흐른 2013년 6월 27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

국 국가주석은 달라진 양국간 관계, 대내외 여건, 환

경을 반영하여 한중MOU를 개정하였다. 개정안에는 

해양환경ㆍ생태, 해양광물자원, 극지정책 분야 등 기

존 협력 분야 외에도 해역 사용 및 연안통합관리, 기

후변화 연구 및 해양 예보, 해양에너지 및 해양수자

원,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생명공학, 해양공학 및 연안

공학, 해양경제 분야 협력을 포함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권 때 폐지됐다가 박근혜 정부 출

범과 함께 부활한 해양수산부의 윤진숙 장관과 시진

핑 주석 체제에서 기능이 대폭 강화된 중국 국가해양

국의 류츠구이劉賜貴 국장은 정상회담 전 MOU개정을 

논의하면서 양국간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

화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2.6.2 태평양해양연구센터

산호초가 발달한 남태평양은 해양생물 종다양성이 매

우 높아 해양생물자원의 보고일 뿐 아니라 해저광물자

원 또한 풍부하다. 우리 원은 2000년 5월 30일 미크로

네시아 연방공화국 축주Chuuk State에 태평양해양연구

센터를 개설하여 남서태평양 국가들과의 해양과학기

술 협력 및 대양연구의 발판을 마련한 이후, 지구환경 

변화 연구, 해양생물로부터 유용물질 추출, 고부가가치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 MOU 개정 체결, 20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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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과학기지어종과 흑진주 생산기술 개발, 망간각, 망간단괴를 비

롯한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를 수행해왔다. 2010년에는 

센터 내에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을 신설하였다.

2.6.3 KIOST-NOAA Science Of�ce

2010년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 설치된 KIOST-NOAA 

Science Office는 NOAA는 물론 미국 동부의 해양연구

소와 대학의 접근성을 높여 최신 해양과학기술 정보

를 습득하고, 국가 정책과 글로벌 의제에 부합하는 공

동 연구 사업을 발굴하며, 공동 연구 사업에 참여할 미

국 해양학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한ㆍ미 해양과

학기술 전문가 워크숍 등을 주최하여 미주 내 해양과학 

R&D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지구 온

난화, 환경, 자원, 에너지 등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2년부터는 한ㆍ미 

해양과학기술 협력사업JPA : Joint Project Agreement으로 8

개의 과제를 NOAA와 공동으로 수행 중이다. 2013년에

는 주요 협력대상을 NOAA로부터 미국 전역의 해양연

구기관으로 확대하고 장차 독립 채산제 형태의 해외 현

지 Science Office 설립을 위한 전초로서 KIOST-NOAA 

Science Office 외부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2.6.4  KIOST-PML Science Of�ce

2011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유럽지역 해양연구기

관들로부터 선진해양과학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그

들과 우리의 강점분야를 상호보완하는 연구협력을 

위하여 영국 플리머스해양연구소PML에 KIOST-PML 

Science Office를 설치하였다. 먼저 PML과 공통된 관

심분야 5개를 선정하여 단계적 협업에 착수하였고 해

양생태계정보그룹을 결성하는 등 우리 연구자의 유

럽활동을 지원하며 유럽 내 한인 해양과학 기술자 네

트워크도 구축 중이다.

2.6.5 한ㆍ페루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설립 

중남미에서 태평양에 접한 지역은 해양 광물과 생물 

등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엘

니뇨와 같은 특수한 해양환경 요소도 갖고 있다. 따라

서 중남미 지역은 해양자원 확보와 기후 변화, 해양 문

제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은 우리 정부와 페루 정부가 2012년 11월 27일 페루

해양연구소IMARPE : Instituto del Mar del Perú 내에 공동으

로 설립한 한ㆍ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의 설립 준비 과정을 주도하였다. 이 센터는 페루와 칠

레,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로 기술 이전 등 전략적 동반

자 관계 구축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 또한 환태평양 단

위의 대양 연구, 해양생물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연구

의 중심지로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활용할 중남미 

지역 해양과학기술 인력 풀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KIOST-PML Science Office 설치 MOU 체결식, 2011

한·페루 공동연구센터 개소식, 2012

KORDI-NOAA Science Office 현판식, 2009

태평양해양과학연구센터 개소 10주년 기념식, 2010



376

2. 국제협력

2.7.1 APEC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APEC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은 아시아ㆍ태

평양 지역 해양환경 과학기술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03년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국제 교육 훈련 센터

다. AMETEC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교육 훈련 사업

의 일환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1994년부터 2002

년까지 시행했던 해양환경 보전 기술 교육 훈련 과

정을 모태로 하여 2003년 11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에 설치되었다. 현재 남해특성연구부 유

류ㆍ유해물질연구단이 AMETEC을 운영하고 있다. 

AMETEC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교량으

로서 개도국의 전문 연구 인력 양성과 연구 능력 확충

을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개도국의 해양환경 보호 능

력을 배양시키고, 자국의 해양환경 보전은 물론 지역

적ㆍ범지구적인 해양환경 보전 프로그램에 능동적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담당해 왔다.

AMETEC은 개도국의 해양환경 분야 전문가대학

생, 대학원생, 연구원, 공무원, 시민 단체 등를 대상으로 이

론 교육과 함께 실험실과 현장 실습이 중심이 되는 전

문적 기술 교육을 시행하여 연수생들이 해당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

년까지 모두 22회 교육 훈련 워크숍과 2회의 국제 심

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여기서는 선상 시료 채취와 처

리, 해수·퇴적물·해양생물 중 유기 오염 물질 분

석 기술, 해양환경 유류 오염 평가, 유지문 분석, 영양

염 분석, 산업 폐수와 하수 오염 지표 탐지, 분석 결과

의 정도 관리, 수동형 대기 샘플러를 활용한 대기 모

니터링, 어류 독성 평가, 바이오 마커 측정, 생태 위해

성 평가 등 다양한 환경 이슈가 다뤄졌다. 1997년부

2.7 아시아 지역 국가 간 해양 협력 활동
         Cooperation among Asian Nations

AMETEC 선상교육

국가 및 

해양과기원

위상 제고

기술인력

양성지원

해양환경

인식증진

인적 

네트워크 

구축

AMETEC

이론교육 기술훈련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개도국 전문가

젊은 과학자

교수 / 연구원

공무원 (정책결정자)

ametec 활동의 개념도

AMETEC 실험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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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협력

수혜국 및 연수생 수

터 2012년까지 AMETEC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한 수혜국과 연수생은 29개국대만, 러시아,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사모아, 스리

랑카, 싱가포르, 우루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칠레, 

태국, 동티모르, 통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캄보디아, 페루, 

피지, 필리핀, 홍콩, 북한, 한국 등 324명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현재 각국에서 고위급 해양환경 관료나 해

양연구 기관장으로 활약 중이다.

AMETEC 로고

AMETEC-PEMSEA 교육과정, 2004

AMETEC 프로그램 참가국 및 참가인원

회차 연도 참가국 인원

1 1997 8 13

2 1998 6 16

3 1999 14 20

4 2000 10 20

5 2001 10 18

6 2002 7 16

7
2003

9 18

8 9 16

9
2004

10 17

10 7 16

11
2005

11 18

12 7 14

회차 연도 참가국 인원

13
2006

6 16

14 8 20

15
2007

12 13

16 9 10

17
2008

8 11

18 8 10

19 2009 8 10

20 2010 8 10

21 2011 8 10

22 2012 9 12

합계 324

324명
연수생

29개
수혜국

방글라데시미크로네시아

우루과이

통가

대만

사모아

싱가폴

파키스탄
몰디브

대한민국

동티모르

칠레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러시아

필리핀

페루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홍콩

피지

중국

캄보디아

일본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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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 전문 정보센터

도서관은 학술 연구기관의 R&D 진흥을 위한 가장 기

본적인 연구 지원 조직으로 연구 정보 수집, 체계화, 

분석, 제공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

양과학도서관은 종합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세계 일

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한국해양과학기

술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 역량 강화를 위

한 국제 수준의 해양과학 정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최첨단 디지털 도서관도 개

발ㆍ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내외 해양 유관기관

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양연구 정보의 허브 역할

을 하는 동시에 해양 지식 정보를 국가적으로 공동 활

용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해양연구 

문헌 정보 공유 프로그램인 FAO/ASFA● 한국해양수

산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과학 분야 전문 학술지를 발간하고 

세계적 학술지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며, 해양과

학에 대한 교양ㆍ전문도서를 기획ㆍ발간ㆍ보급하여 

해양과학 정보를 대중화하는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

다. 동시에 해양과학 지식과 연구 기록물을 관리하

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의 연구ㆍ교육 기능 확대에 따라, 해양과학도서관은 

글로벌 해양 리더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분야 

국가 도서관으로 승격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설 인프라해양과학 역사관, 독도 자료실, 해양 영상 자료관, 

디지털 갤러리, 기록관 등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 국제식량농업기구해양수산정보협력계획

FAO/Aquatic Science and Fisheries Abstracts  

(FAO/ASFA)

국제식량농업기구 해양수산분야 서지 

데이터베이스. 국제적인 해양 정보 시스템으로 

해양과학·기술·관리· 보존·환경· 자원 

등에 대한 학술연구·문헌 정보를 제공한다.

3.1 해양과학전문정보센터
         Ocean Science Inform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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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과학정보 3.1.1 KIST 부설 연구 소 시대1973~1990

학술 연구 정보 지원 활동은 R&D의 기본이 되는 동시

에 일상적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기능 중의 하나

이다. 연구소가 설립되었던 1973년부터 이러한 연구 

지원 인프라의 일부로 도서관 업무가 시작되었다.

당시 도서관의 자료는 UNESCO 한국위원회 도서

관에서 기증받은 해양 관련 단행본, 보고서, 학술지 

등의 자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수산자원연구실장

과 기술정보실장을 역임한 고 최상 박사가 생전에 보

유하고 있던 단행본과 보고서 등의 장서를 유족들로

부터 기증받아 수집한 자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최상 박사의 기증도서는 수산자원과 양식, 수산화학 

등에 관한 일본 서적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한상복 박

사로부터 조선총독부 수산시험장에서 1920년대 이후 

편찬한 『조선근해해양도』, 『해양조사요보』, 『수산시험

장보고』, 『조선어류지』 등과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1402년 등의 고지도 영인본을 기증받았다.

초창기에는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없었고 업무 자체도 자료 관리 측면에서만 주로 운영

되었다. 1976년 선박연구소와 통합되면서 한국해양

자료센터KODC가 연구소로 이관됨에 따라 도서관 업

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처음으로 탄생하였다. 당시 열

악한 연구 지원 환경에 따라 이렇다 할 해양 관련 학

술지도 구독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1976년에 이르러

서야 비로소 문헌정보학 전문직을 채용하였다. 이로

써 도서관 업무의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초기의 학술 연구 정보 활동은 주로 문헌 신청 관

리와 국내외 해양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 등 비교적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연구소

의 연구 기능이 확대ㆍ정착되면서 대내외적인 해양

과학기술 전문 정보의 수집과 정보 지원 활동이 본격

적으로 이루어졌다. 

1981년 5월에 연구소 조직 개편에 따라 도서관 업

무를 관장하는 전담 부서로서 해양 정보실 소속 도서

과가 신설되었다. 도서과는 도서관 고유 업무 이외에

도 연구소에서 유일한 해양 분야 전문 학술지인 『해양

연구소 소보Bulletin of the KORDI』의 발간과 연구소 홍

보 관련 업무를 병행하였다. 아울러 해외 유관기관과 

자료를 교환하여 새로운 해양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 입수하

기 어려운 해외의 해양 관련 회색 문헌을 수집함으로

써 해양 전문도서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연

구소 발간물과 해외 유관기관의 해양과학 학술지, 도

서 및 기술 보고서를 교환ㆍ입수하여 도서관 장서 구

성의 양과 질을 대폭 개선하였다.  

아울러 1980년부터 ADB 차관 사업 자금의 일부

를 할애 받아 『Challenger Report』, 『Discovery Report』 

등 해외 연구 보고서와 일본 해양 학회지, 미국 지질

학회지의 과월호를 구입함으로써 연구소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장서를 점차 확충해 나갔다.

1984년에는 해양과학 교육 자료 보급 사업1984~1986 

추진을 위해 해양정보실 내에 ‘Film Library’를 설

치ㆍ운영하면서, 초ㆍ중등학교 교육용 슬라이드를 시

험적으로 편집하여 일선 학교에 제공하였다.

1986년부터는 해양 정보 자료의 전산화 개발 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된 <문헌 전산화 사업>을 국내 해양

학계 최초로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소에 소장되

어 있는 주요 잡지 및 보고서 등의 연구 문헌을 데이

터베이스화하고, 색인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연구 업

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1987년부터는 도서관의 전체 간행물을 수록한

『간행물 소장 목록집』, 연구소의 연구원이 국내외 학

술 잡지와 학ㆍ협회지에 발표한 연구 논문을 모아 수

록한 『연구 논문집』을 매년 발간하였다. 아울러 국내

외 해양 정보와 연구 활동을 분석ㆍ소개하는 『해양 정

보』를 1989년까지 발간하였다.

1988년에는 CSA에서 제작한 세계 최대의 해양 수

산 DB인 ASFACD-Rom를 구독하여 연구자에게 서비스

하고, 남극 세종과학기지에도 연구 도서와 지도, 신착 

문헌 속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에는 연구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보고

서의 『연구 보고서 소장 자료집』을 보완ㆍ발간하였

다. 그리고 도서관 자동화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ㆍ기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402), 영인본

동해를 ‘COREAN SEA’로 표기한 영국의 고지도 (1794)

‘해양조사요보’, 조선총독부 수산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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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 전문 정보센터술 보고서와 단행본의 서지 사항을 입력, 자동화 목록

을 작성하였고, 바코드를 이용한 장서 대출ㆍ반납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국내의 해양관련기관과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양연구 인력에 대한 『해양 

전문가 인명록』도 발간하였다.

3.1.2 한국해양연구소 시대1990~2000

이 시기에는 기술 정보 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축적과 활용을 위한 문헌 전산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KORDI-LAN을 통한 온라인 검색으로 

연구소 소장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 정보 검색 

시스템OIRS과 도서관 정보 관리 시스템LMIS을 운용하

였다. 더불어 연구 도서 뿐만 아니라 교양 도서, 해양

환경 연구 문헌, 해외 출장 입수 자료 등도 계속 데이

터베이스화하였다.

1991년부터 기술정보실은 시스템공학연구소 수

탁 사업으로 <해양 자료 정보 서비스 체제 구축송기섭, 

한종엽>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 유류 

오염에 관한 문헌 정보, 유해 화학 물질 특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정보 협력 사

업인 연구 단지 온라인 장서 종합 목록Union DB 서비

스에 공동 참여하였다. 기술정보실은 여기에 해양 분

야의 자료를 매년 제공하고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마

이크로 필름 장비M.F. Reader/Printer를 활용하여 『해양

연구』, 『극지연구』의 창간호부터 전문을 영구 보존용

으로 제작하였다.

1992년에는 해외 유용 자료를 효율적으로 확보

하기 위해 WHOI, SIO, IOS 등의 도서관과 상호 대차

Interlibrary-loan를 시작하였으며, 텍사스 오스틴대학의 

해양도서관에서 다량의 도서3,127권를 기증받았다. 이 

해에 연구소는 국제 도서 번호ISBN 제도에 가입하여 

기관 출판 도서에 대하여 출판사 고유 번호444를 포함

한 ISBN을 발급해 오고 있다. 또한 그동안 연구소에

서 수행하여 발간한 연구 사업 보고서1974~1987의 서

지 사항과 초록을 수록한 『한국해양연구소 발간 연구 

보고서 초록집(I)1992』을 발간하였고 1988~1992년 발

간분이 수록된 『한국해양연구소 발간 연구 보고서 초

록집(II)1994』를 간행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초고속 정보 통신망과 인터넷 

확산 등으로 기술 정보 환경이 변화하고 온라인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신 정보 검색을 위하

여 국내외의 Data Bank인 Dialog, NEXIS/LEXIS 등의 

상용 DB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 연구원의 효

율적인 정보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 검색 교육 

또는 세미나’를 분기별로 시행하였다. 더불어 1995년 

10월에는 연구자의 연구 정보 직접 검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 검색 이용자 매뉴얼』을 발간하여 배포

하였다.

1995년에는 기본 연구 사업으로 <시소러스를 이

용한 해양 정보 검색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방안에 관

한 연구한종엽>를 수행하였는데, 해양 주제 분야 용어

의 관계어 선정과 정립을 통하여 정보 검색 시스템에 

연동, 탐색 재현율과 정확률 향상에 기여하였다.

1996~1997년에는 IBRD 차관 자금의 도서 구입 예

산미화 10만 달러으로 주제별 연구 도서와 주요 학술지 

과월호를 구입하여 장서를 확충하였으며, 1997년 10

월에는 연구소 조직 개편에 따라 문헌정보실로 명칭

이 변경되었다.

1997년부터 전자 문헌 전송 시스템인 Ariel Document 

Delivery System을 활용하여 외국의 대학 도서관 소

장의 연구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수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대외적으로도 회원제 원문 서

비스를 시행하였는데, 해양 문헌 속보와 신착 자료 목

록 등을 대학 등 해양연구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한ㆍ중해양과학공동

연구센터 등 해외 연구기지에도 연구 정보를 제공하

였다.

1998년에는 해양 분야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지향

하고 연구소 문헌 정보 관리와 제공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오롬정보의 MAESTRO Digital 

Library System을 도입하였으며 기존 자료의 데이터 

변환과 안정화 테스트를 거친 후, 1999년 초에 일반 

이용자에게도 Web GUI 환경의 전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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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과학정보 3.1.3 한국해양연구원 시대2000~2012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해양과학기술 연구 활동에 필

요한 연구 정보 서비스를 연구자에게 능동적으로 지

원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최신 기술 정보 자료를 수

집ㆍ분류ㆍ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였다. 이를 통해 원내 연구원은 물론, 대학 등 국

내 유관기관의 연구자에게 자료의 조사, 열람ㆍ대출, 

복사, 검색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00년 2월에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해양 수

산 정보 협력 계획에 따라 우리 연구원이 한국의 국가 

센터로 지정되어 도서관 내 ‘한국해양수산정보자료입

력센터’를 발족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핵심저널 선정

과 서지정보 색인ㆍ분석ㆍ입력ㆍ제공으로 국내생산 

연구정보를 세계 최대의 해양 정보 DB인 ASFAAquatic 

Sciences & Fisheries Abstracts에 안정적으로 수록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였다.

2000년 3월 한국도서관협회 정기총회에서 문헌정

보실은 국내 최고의 전문도서관으로 선정되어 문화

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였다.

2000년에는 <해양환경 분야 심층 정보 데이터베

이스 구축한종엽> 연구 사업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

설 연구개발정보센터 위탁으로 수행하였다. 아울러 

해양환경 관련 국내외 핵심 연구 문헌의 서지 DB와 

색인 작업을 하여 국내의 연구자에게 제공하였다.

2002년에는 출연 연구기관 최초로 국회도서관과 

상호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때부터 우리 연구원

은 약 300만 건의 국회도서관 목록 정보와 약 58만 건

의 단행본, 세미나자료, 석ㆍ박사 학위 논문, 사회과

학 분야 학술지 등 원문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1년에는 <해양과학기술 전문 정보 DB 구축한

종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위탁 사업>과 <과학기술 문헌 

및 산업 기술 기반 전문 정보 DB 구축한종엽, 대우정보

시스템 위탁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 분야의 

핵심 연구 정보와 원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하

여 과학기술 연구 전산망으로 제공하였다.

2002년에는 해양과학기술 정보 자료의 체계적이

고 효율적인 축적과 활용을 위한 Maestro 정보 관리 

시스템의 웹 기반 버전인 KORDI 디지털 라이브러리 

http://library.kordi.re.kr를 사용자 중심으로 한층 강화하

여 마이 라이브러리와 정보 서비스 부문을 확대ㆍ보

강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정보 홈페이지의 제공 내용

과 검색 방법 이용에 대한 매뉴얼과 홍보 자료를 매년 

제작하여 국내 관련기관과 연구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해양 수산 웹 디렉

토리 및 회색 문헌 DB 구축한종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 위탁사업>을 수행하여 웹 자원의 체계적인 수집ㆍ관

리와 목록 작성, 그리고 국내외 회의 자료 등의 상세

한 정보를 전산화하였다.

2003~2005년에는 해양수산부 위탁 사업인 <해양

정책 및 R&D 동향 발간 사업한종엽>을 통하여 해양정

책 뉴스와 국내외 해양과학기술 동향, 연구 속보 등을 

해양정책 입안자와 학계, 연구자에게 제공하였다.

2004년에는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국제해양정

보센터협의회IAMSLIC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한국해양

연구원 도서관의 서지 정보 표준화 활동에 관한 논문

한종엽을 발표하고 해외 해양 정보 센터 관계자에게 

소개하였다.

2006년에는 대한지질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에서 국내 지질학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

아 특별공로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2007년 한국해양

학회 추계 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전문학술지 OSJ의 

국제화 수준 제고와 해양학계 학술 연구 진흥에 기여

한 것을 인정받아 공로상한종엽을 수상하였다.

2007년에는 국토해양부 위탁 사업으로 <해양 교

육 교재 시리즈 제1권 집필 용역한종엽>을 수행하였는

데, 이를 통해 『호기심 가득, 바다야 친구하자김웅서, 

강성길, 노현정, 박정기』를 발간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하

였다. 

2007년은 과학기술 출판을 통한 해양과학의 대중

화를 위하여 해양 지식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사업

을 시작한 매우 중요한 해이다. 미래의 바다 꿈나무인 

청소년에게 해양의식을 함양하고 바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해양 교육 교양 도서인 『미래를 한국도서관상 수상, 2000

FAO 한국해양수산정보자료입력센터 마크

국회도서관과 협정 체결, 2002



383

해양과학 전문 정보센터꿈꾸는 해양문고』 시리즈를 연차적으로 발간하기 시

작하였다.

2008~2009년에는 연구개발 적립금 활용 사업으로 

<전자 저널 확충 및 도서관 장서관리 효율성 제고 기반 

구축한종엽>을 수행하여 연구원의 학술 연구 활동에 필

요한 학술DBWeb of Science, ScienceDirect 등 전자 정보 

자원을 대폭 확충하였다. 또한, 도서관 열람실 서가와 

인테리어 등 이용자 환경을 개선하였다.

2008~2010년에는 정책 지원 사업으로 <OSJ의 SCI 

등재 추진을 위한 국제화 전략 연구한종엽> 1단계 사

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 학술지 『Ocean 

Science Journal』의 SCI 등재 추진을 위한 제반 요건과 

필요 사항을 연구하였으며, 2009년부터 세계적인 출

판사 Springer와 국제 공동 출판 및 해외 배포를 시행

하였다.

2010년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

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전국 도서관 평가에서 우수 

전문도서관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11년 6월에는 연구원의 조직 개편에 따라, 기

능을 확대하여 해양과학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

다. 해양과학도서관은 실질적인 국가 해양과학도서

관 운영과 해양 지식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해양과학

의 대중화, 해양과학 저널의 세계화 등의 기능을 부여

받아 수행하고 있다.

2011년에도 해양과학도서관은 대통령 소속 도서

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전국 

도서관 평가에 참여하였는데 이번엔 최우수 전문도서

관전국1위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2011~2012년에는 연구개발 적립금 활용 사업으

로 <도서관 이전 설치 및 이용 환경 개선 연구한종엽>

를 수행하였다. 과거의 기장비 보관동을 전면 신축하

여 2012년 4월 4일 해양과학도서관을 이전, 재개관하

였다. 아울러 해양과학도서관은 북 카페와 멀티미디

어 세미나실, 특수 자료실 등을 신설하여 안산캠퍼스

의 새로운 명소로 활용되고 있다.

3.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2012~ 

해양과학도서관은 2012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범

과 함께 제2부원장 산하 지원 부서 조직으로 이관되

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축적해 온 귀중한 해양 지식 

정보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2012

년 4월 4일 해양과학도서관을 신축, 이전 개관하였다. 

앞으로 해양과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만

큼 해양과학도서관의 이전은 우수한 해양 정보를 장

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

에서 큰 의의가 있다.

2012년도 전국 도서관 평가에서도 해양과학도서

관은 최우수 전문도서관전국1위으로 선정되어 문화체

육관광부 장관의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이와 같이 전

국 도서관 평가에서 3년 연속 정부 포상을 수상한 것

은 국내 최초의 일이다. 

특히, 2012년 바다를 주제로 개최된 여수세계박람

회에서 『해양문고와 함께 하는 2012여수엑스포 100배 

즐기기』 도서 전시와 이벤트 행사를 가져 엑스포를 찾

은 청소년에게 바다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해양과학 

대중화 활동에 앞장섰다. 

2012년부터는 기관 역량 강화 사업으로 <OSJ의 국

제화를 통한 SCI 등재 추진 전략 연구한종엽> 2단계 사

업을 시작하여 우리 원과 한국해양학회가 공동 발행

하는 국제학술지 OSJ의 국제적인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 사업의 결과, 우리

나라의 OSJ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22개 서지 DB에 색

인되었으며, 2012년 6월에 SCI 주관사인 톰슨로이터

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3년 4월 SLASpecial Library Association가 주관하

는 ICoASLInt. Conference of Asian Special Libraries 제3차 

국제회의가 필리핀 마닐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

최되었다. 여기에는 32개국 260명의 도서관 및 정보 

센터 대표자, 교수, 연구자가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서 해양과학도서관 한종엽 관장은 한국의 해양과학 

도서관에서 학술 출판을 통한 도서관 역량 강화 사례

를 주제로 포스터를 발표하여 Best Poster Award를 수

상하였다. 발표에서 해양 지식 콘텐츠 개발과 보급, 

도서관 이전 개관, 2012.4.4

2012 전국도서관평가 1위 입상

국무총리상 인증패,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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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과학정보 해양과학의 세계화와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온 한국

의 전문도서관으로서, 해양과학 도서관의 혁신 사례

를 해외 관계자에게 소개하여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

았다.

해양과학도서관은 해양과학기술 정보 자료를 효

율적으로 수집, 축적, 활용하고 대외적으로 확산시키

기 위해 웹 기반 통합 전자 도서관 시스템ILUS을 구축

하였다. 해양과학자의 연구 수월성 확보와 연구 정보

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 20종의 학술 DB와 1만 500종의 

전자 저널을 구독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전자책과 

오디오 북을 매년 구입하여 디지털 도서관 홈페이지에

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제 학술지의 인용 정보 분석

과 연구 성과 평가를 위하여 WOS, Scopus, JCR을 구독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전자 정보 자원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탐색ㆍ이용하기 위한 논문 단위 통합 검색 

시스템Primo Central과 링크 리졸버 시스템SFX을 도입

하여 정보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한편 도서관과 해양 지식 콘텐츠의 새로운 동향과 

소식을 연구자와 정책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해

양과학도서관 웹진계간, 신착 정보 서비스월간, ‘OSJ는 

지금’월간 등을 지속적으로 온라인 발행하고 있다. 또

한 스마트 도서관 정보 환경에서 도서관의 가치와 긍

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이용자에게 친숙하게 다가

가기 위하여 SNS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를 국내 도서관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 

매체의 등장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만남과 친목 도모

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생활

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양과학도서관은 해양 연구자와 국민에게 해양

지식발전소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모기관에서 다양

한 도서관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

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하였다.

2012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설립되면서 우리 

원에 교육 기능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해양과학도서관은 해양 지식 콘텐츠 개발과 보급 사

업을 통한 다양한 해양 교육 교재 개발과 ‘찾아가는 해

양과학교실’ 등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확대ㆍ운영하

고 있다. 아울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MIT, 스탠포드, 

주요 전자정보자원 보유 현황

번호 DB명 개요

1 ACS (American Chemical Society) 화학 및 응용화학을 중심으로 23개의 상세 주제분야를 다루는 화학전문 전자저널 (40종) 

2
ASFA (Aquatic Science and 

Fisheries Abstracts)
ProQuest에서 제공하는 해양수산분야 세계 최대 서지 데이터베이스 

3
CSP (Canadian Science 

Publishing) 

캐나다 과학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생화학, 세포 생물학, 지질 공학, 식물학, 화학, 토목 공학, 지구 과학, 수산 등 

과학기술분야 전자저널 (15종) 

4 CUP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84년에 세워진 세계에게 가장 오래된 출판사인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발행한 의학, 공학, 자연과학 등 

과학기술분야 전자저널 (150종) 

5 IOP (Institute of Physics) 물리학, 의학, 응용물리학, 핵물리학, 광학, 원자력 물리분야의 최신 연구 및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저널 (100종) 

6 JCR (Journal Citation Report) 사회과학 분야 및 과학기술 분야의 SSCI, SCIE 등재 저널에 대한 Impact Factor 및 저널 분석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 

7 JSTOR 권위있는 학회와 다양한 출판사의 생물 관련분야 전자저널 (30종)

8 Nature Online
과학기술 전분야에 걸쳐 엄선된 논문만을 발행, 이슈가 있는 주제에 대해 

가장 빠르고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저널 

9 Nature GeoScience
지구의 역사와 발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후, 

조경, 해양, 대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룬 지구과학분야 IF 1위 전자저널 

10 OUP (Oxford University Press)
세계 최대의 대학 출판부인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발행하는 의학, 인문, 사회과학, 법학 등 

전 주제 분야 전자저널 (250종) 

11 PNAS (Proceedings of the NAS)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행한 물리, 화학, 지구물리 등 일반 과학분야 전자저널 

해양전자도서관시스템(ILU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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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도서관의 SNS (위로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번호 DB명 개요

12 Reaxys 유기, 유기금속 및 무기화학 정보 검색을 위한 세계 최대의 화학 데이터베이스 

13 ScienceDirect 
Elsevier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과학기술 전분야전자저널 / 수록된 저널의 77%가 SCI/SSCI 등재된 

세계 최대 원문 데이터베이스 (2,530종)

14 Science Online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에서 발행하는 천문학, 화학, 컴퓨터/수학, 공학, 식물학, 세포생물학, 생태학, 역학, 

유전학 등 과학기술 전분야 전자저널 

15 SCOPUS Elsevier 출판사에서 구축한 색인, 초록, 참고문헌, 피인용 횟수 등이 수록된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16 SpringerLink 170년 역사를 지닌 Springer 출판사의 과학, 기술 및 의학분야 전자저널 (1,725종)

17 Web of Science SCI에 수록된 논문의 서지정보, 저자, 초록 및 인용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 

18 Wiley
1807년 설립된 Wiley-Blackwell 출판사의 화학, 물리학, 컴퓨터공학, 생명공학, 의학 등 

과학기술분야 전자저널 (1,189종)

19 DBpia 누리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의학,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학문 전 분야 국내 전자저널 (1,430종)

20 KISS 한국학술정보에서 제공하는 공학, 수/해양, 농학,의약학, 자연과학 등 학문 전 분야 국내 전자저널 (1,300종)

전자책 및 오디오북

번호 명칭 내용

1 Elsevier Elsevier 출판사의 Earth & Planetary Sciences, Environmental Science 분야 전자책 (330종)

2 Springer Springer 출판사의 Chemistry & Materials Science,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분야 전자책 (773종) 

3 Wiley Wiley 출판사의 화학, 물리, 지질 등 해양관련분야 전자책 (100종)

4 NetLibrary 다양한 출판사의 해양 및 교양분야 전자책 (1,050종) 

5 교보문고 인문, 경제, 어학 등 교양분야 전자책 (364종) 

6 웅진 자기계발, 여행서 등 교양 분야 전자책 (1,141종)

7 한솔 오디오북 소설, 수필, 시 등 교양분야 오디오북 (32종) 

해양과학도서관 SNS 운영 현황 

채널  Twitter Facebook Blog

주소 http://twitter.com/kiostlibrary http://facebook.com/kiostlibrary http://blog.naver.com/kordilibrary 

공통

콘텐츠

•도서관 서비스 / 공지 사항 / 동정 안내

•해양과학도서관 뉴스레터(Web Zine) 콘텐츠 소개

•연구자를 위한 등재 학술지 목록 업데이트 서비스 (SCI, Scopus, 한국연구재단)

•신착 자료 및 신규 구독 학술 DB 안내

•국내·외 유관기관 소식 공유

 •모 기관(KIOST)의 SNS 콘텐츠 공유  

채널별

콘텐츠

•Blog 포스팅 공유

•이용자 질의 응답 / 민원 응대

•RSS 자동 업데이트를 통한 KIOST SCIE 논문 소개

•도서 추천 / 리뷰

•문화 콘텐츠 / 행사 안내

•메타 블로그 연동

•멘션(답글)을 통한 실시간 민원 대응     •‘좋아요’, ‘댓글달기’를 통한 이용자 참여  유도

주요 
기능

•실시간 소통

•질의 응답 채널

•도서관 콘텐츠 전파

•이벤트 참여 채널

•도서 추천 / 리뷰

•문화 콘텐츠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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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과학정보 도서관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

번호 행사명 내용 사진

1 나눔도서관 책읽기 운동 

 연구원 혁신리더(보직자) 및 전직원이 자발적인 

참여로 도서를 추천, 기증하고 이를 순회 전시하는 

행사로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독서를 통한 

교양의식 함양과 나눔 문화 확산

2 Library 4U Event 

직원들이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하여 KIOST 

가족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친근한 도서관 

이미지 확산

3
New Book! New Idea!
신간 도서 전시회 

시중 서점과 연계하여 신간 해외 전문도서 및 

국내 교양도서에 대한 신간도서전을 개최, 

직원들이 희망하는 최신도서를 현장에서 

선정하여 장서구입에 반영

4 독서 마라톤대회 

연속 도서 대출자에게 독서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연말 최대 마일리지 적립 대출자에게 시상하는 

대회로, 책읽는 즐거움을 찾는 동시에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 증진

5 런치 & 무비데이트 
해양을 주제로 한 명작 다큐멘터리를 선별하여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상영하는 

‘영상을 통하여 떠나는 바다기행’ 프로그램 운영 

6 북페스티벌 저자 강연 

‘도서관에서 책을 말하다’

- 도서관과 함께 하는 저자와의 만남으로 

  베스트셀러 저자를 초빙하여 책나눔 행사 및 

  북세미나 개최

7 테마도서 전시회 
다양한 주제의 책을 발굴 전시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독서 동기를 부여하고 기관의 책 읽는 문화를 확산

나눔도서관 운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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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 전문 정보센터

번호 행사명 내용 사진

8
Discovery@Library 
도서관 이용자 세미나

해양과학도서관 이용 안내 및 최신 전자정보자원에 

관한  본·분원 순회 이용자 세미나 개최

9
도서관 친구만들기 
켐페인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독서 진흥을 위해 

연간 도서관 이용통계를 집계하여 각 분야별로 

가장 우수한 이용자를 선정하는 도서관 캠페인 운영

10
여수세계 박람회 
지원활동보고서 
출판기념회

국가 주요 전시사업인 여수해양엑스포에 

해양과기원이 수행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기록물로 편찬,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개최

11
여수엑스포 100배 즐기기 
해양문고 이벤트

여수엑스포 기간 중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를 

7개 주제관과 연계하여 해양문고 퀴즈카드를 

완성시킨 학생들에게 도서 증정

(국민에게 KIOST,해양과학도서관 알리기)

12
안산시 
‘도서관 책문화 축제’ 참가

‘책읽는 문화도시 안산 조성’을 위해 안산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 행사에 

초청기관으로 참여하여 KIOST 발간도서 45종을 

전시·홍보

13 Human Library
사람이 책이 되어 이용자와 마주하고 이야기를 하는 

새로운 책읽기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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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과학정보 하버드대학 등의 강의 동영상을 다량 확보하여 디지

털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정보 

지원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다.

2013년 우리 원 창립 40주년을 맞아 해양과학도서

관은 40년사 편찬 사업을 주관하였다. 대한민국 해양

과학의 역사를 집대성ㆍ총정리하고 이러한 편찬 과

정에서 수집한 각종 사료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

리하여 해양 영상 자료 도서관iPhotoLibrary과 기록관

리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해양과학도서

관은 이들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역사관과 기록관

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 원이 글로벌 

해양 리더로서 주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한국 해양과학의 세계화,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고 발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

는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는 저자, 출판사, 학회, 

대학, 연구소, 도서관, 이용자로 구성되며, 그 핵심 매

체는 학술지이다. 전통적으로 저자는 자신의 연구 성

과를 널리 알리고 성과를 인정받고자 하며, 대개 학술

지를 통해 이를 전달하는데 주로 학회 또는 상업 출판

사가 학술지를 제작하여 유통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

태이다. 반면 도서관은 학술지를 수집, 조직, 배포, 보

존하여 정보 이용을 확산시키고 재생산하도록 유도

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그러나 인터넷과 정보 기술이 발전하면서 학술 커

뮤니케이션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학술 정보

의 생산과 제작, 그리고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을 도서관에서 주도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

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또한 대형 상업 출판

사들이 저작권을 독점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학술지의 

무분별한 가격 상승 횡포와 원문 접근의 장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구조 변화에 따라 한국해

양과학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 분야 학술 커뮤니케이

션을 주도해 나갈 국제 학술지를 자체 발간하고 있다.

3.2.1 Ocean Science JournalOSJ 발간

3.2.1.1 OSJ 개요

『Ocean Science JournalOSJ』은 국내 해양학계의 발전

을 견인하고 해양관련 학술연구 성과를 국제적 수준

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해

양학회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해양과학분야 국제 학

술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전

문 학술지 발간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해양과학도서관

으로 발족되기 이전의 부서였던 해양과학자료정보센

터, 문헌정보실, 기술정보실, 학술정보팀 등의 조직에

서 학술 관련 업무를 맡아 왔으며, 학술지의 기획ㆍ편

집ㆍ발간 업무를 주관하였다. OSJ는 2005년 한국해양

연구원의 『Ocean and Polar Research』 영문 부문과 한

국해양학회의 영문 학술지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JKSO』가 합병, 탄생하였다. 

권ㆍ호는 JKSO의 권ㆍ호40권 1호를 승계하였으며, 한

국해양학회와 한국해양연구원이 발간비용을 공동으

로 분담하고 있다.

OSJ는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30일 발행하여 국

내 2,000여 기관과 연구자에게 배포하고, 해외에서는 

Springer 출판사를 통해 전세계 약 5,000여 대학과 학

술 연구기관이 구독하고 있다. 

3.2 전문 학술지 발간
          Publication of Ocean Science Journals

OSJ는 지금!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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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학술지 발간 : OSJ, OPR3.2.1.2 국제 학술지 발간을 위한 노력

OSJ는 동북아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전문 학술지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먼저, 아시

아 지역해를 주요 연구지역으로 하고 연구 대상은 순

수 해양학 분야로 한정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학술

지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SCI 등재 기준에 부합하

는 편집 체재를 마련하고, 해양학 분야에 기여한 우

수 연구 성과를 선별ㆍ수록하기 위해 3인 이상의 심

사자가 2회 이상 엄정한 기준의 심사를 한 후 논문을 

출판하도록 하였다.

OSJ의 출범 초기에는 국내에 사용할 만한 영문 

저널용 논문 투고 심사 시스템이 없었다. 이에 따라 

해양과학도서관은 학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꼭 필

요한 웹 기반 논문 투고 심사 시스템을 기획, 설계

하고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국

제적인 전자 출판 흐름은 물론 국내 학술 출판 환경

까지도 고려한 OSJ의 독창적인 전자 출판 시스템이

다. 이를 통해 정보의 생산에서 이용 및 확산, 재생산

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기능을 향상시켰다. 또

한 OSJ가 세계적인 학술지를 지향하는 만큼 세계 각

국의 투고자 유치 확산과 학술지의 가시성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6년 이후 국내에서도 학회 정보화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학

회에서 온라인 논문 투고 심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

거나 또는 범용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그러

나 주로 국문판 위주였으며 영문판의 경우는 5~6종 

정도의 SCI급 학술지에서만 시도하고 있었다.

영문판 범용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해양과학

도서관은 OSJ 창간 초기부터 해외 주요 출판사의 사

례를 검토한 후, OSJ의 논문 투고 요령과 심사 규정, 

해양학계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웹 기반의 논문 투고 

심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새로이 개발된 시

스템을 한국해양학회 학술대회와 한국정보관리학회 

논문대회 등에서 발표하여 널리 소개하였다. 이 시

스템은 기본적으로 논문 투고 접수에서부터 시작하

여 편집 간사의 논문 체재 확인, 편집위원 배정과 심

사 의뢰, 심사 결과 1차 판정, 수정본 재투고, 재심사, 

심사 결과 최종 판정, 편집위원회 게재 승인, 인쇄 출

판, 전자 출판, 발간과 배포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OSJ 전용 웹 기반 논문 투고 심사 시스템의 개발

로 국내외 해양학자의 우수한 논문 투고 유치가 가

능해졌으며, 질적으로나 양적인 측면 모두에서 우수

한 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반을 확보하

였다.

해양과학도서관은 OSJ의 창간 준비 단계부터 적

극 참여하여 학술지의 기본적인 편집 형식을 정하고, 

논문 심사 과정을 개발하였다. 논문 투고 요령과 참

고 문헌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ISO 690 서지적 참

조에 관한 국제 표준과 Chicago Manual of Style, 그

리고 해양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 등을 참고하여 만

들었다. 창간 이후에는 해양과학도서관이 기술편집

위원Technical Editor, 편집 간사Editorial Secretary의 임무

를 수행하여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학술지 발간 총괄 책임, 학술지의 편집 체재 기획 

및 제작 표지, 판권지, 투고 규정 및 제반 지침 제정

•투고 규정 승인, 서지적 국제 표준 준수, 인쇄 및 

전자 원고 포맷 설정

•해외 저명 서지 데이터베이스 등재 추진, 학술지 

국제화 수준 제고

•관련 주제 분야 국제 동향 분석, 저널 호스팅

•국제적인 마케팅 및 프로모션 진행

•논문의 원고 접수, 심사 진행 관리편집위원, 심사자와 

긴밀한 연락

•게재 승인 원고의 영문 교정 진행

•편집 규정에 맞추어 논문을 통일된 용어나 표현으

로 수정

•참고 문헌 확인 및 표준화

OSJ는 기초 해양과학 분야의 세부 주제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논문을 출판하고, 학술

지의 국제적인 지명도를 제고하고자 분야별 우수한 

해양과학자를 중심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3년 현재 OSJ 편집위원단은 SCI 논문 발표 실적이 OSJ의 발간 과정과 운영시스템

논문
게재
승인

영문 교정 

투고자

전자문서
포맷 변환

전자저널 
출판 

(Articles 
in Press)

출판
(인쇄, 전자저널)

사무국

인쇄소
인쇄

승인

원문
DB

OSJ의 논문 심사 과정

논문 투고(접수)

논문심사 승인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게재승인

출판/ 전자출판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투고논문 반려

투고논문 반려

투고논문 반려

Technical Check (편집간사)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1 심사자2

심사결과 판정(편집위원)

심사결과 판정(편집위원)

수정본 재투고

편집위원회 회의(출판여부 결정)

발간 및 배포

편집위원 선정
(논문 심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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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과학정보 우수하며 국내외 저명 학술지와 학회의 임원으로 활

동하고 있는 38명국내 24명, 국외 14명의 저명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다. 학술지의 안정적인 발간과 학술지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집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9년 3월 OSJ는 세계적인 출판사인 Springer

사와 전략적 제휴국제 공동 출판과 해외 배포 협력 체결를 

맺었다. Springer사는 노벨상 수상자의 저서를 150

여 권 이상 출판한 세계 최대 출판사중의 하나로서 

Springer사와 공동 출판은 국제 학술지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2년 현재, OSJ는 동

북아시아를 대표하는 해양학 분야 3대 학술지의 하

나로 성장하였으며, 조만간 SCI급 학술지 등재 목표

를 달성하여 해양과학분야 국제 학술 커뮤니케이션

을 주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OSJ는 Springer사에서 제공하는 국제적인 

논문 투고 심사 시스템 Editorial Manager를 사용하게 

되면서 전 세계 투고자 유치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내외 해양 전문가의 신속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루

어지게 되었다.

OSJ의 표지와 편집 포맷

 OSJ 연혁

일시 내용 일시 내용

2004. 11 『Ocean Science Journal』 공동 발간 협약 체결 (한국해양학회) 2009. 11 국제 공동 출판과 배포에 관한 계약 체결 (Springer 출판사)

2005. 3 『Ocean Science Journal』 창간호 발간 2010. 11 OSJ Award 제정과 시상

2005. 6 온라인 투고 심사 시스템과 전자 저널 홈페이지 제작 2012. 1 OSJ의 국제화를 통한 SCI 등재 추진 전략 연구 사업 수행

2005. 12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 선정 2012. 6 Thomson Reuters사에 SCI 등재 신청

2006. 12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선정 2012. 9 OSJ 특별호(천리안 해색위성) 발간

2007. 1 SCOPUS 등재지 선정 2013. 3 OSJ 특별호(해양 레이더 데이터 처리) 발간

2008. 1 OSJ의 SCI 등재 추진을 위한 국제화 전략 연구 사업 수행

 OSJ 편집위원단의 국제 분포 현황

구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미국 영국          프랑스 계

편집위원수 24 4 1 1 1 3 2 2 38

Springer 국제 공동 출판 협약서

Springer의 Editorial Manager 시스템

3.2.1.3 OSJ 발간 성과

OSJ는 창간 초기부터 동북아시아 지역해regional seas 

연구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학술지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

술원과 한국해양학회, OSJ 편집위원회와 해양학계의 

모든 연구자들이 OSJ를 지지하고 있다. 그 중 한국해

양과학기술원은 경영 목표에서 OSJ의 SCI 등재 추진

을 3대 역점 목표 중 하나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OSJ는 탄생 첫 해인 2005년 12월 한국연구재단

당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 후보지

로 선정되었고, 이듬해 12월 2차 평가에서 94점을 획

득하여 등재지로 선정되었다. 이는 국내 학술지 평가 

이래 최단 기간 내 등재지로 승격된 사례이다.

OSJ는 현재 Scopus DB에 등재되어 있으며, ISI 

Master Journal에 선정되어 국제적인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OSJ의 기술편집위원

과 Springer사 전문가의 협력, 세계적인 서지 DB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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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학술지 발간 : OSJ, OPR공사에 대한 마케팅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OSJ 외에 해양과학도서관에서 

발간하는 학술지『Ocean and Polar Research이하 OPR』

도 Scopus DB에 등재시켰다. 학술지 2종을 하나의 기

관이 한꺼번에 등재시킨 것은 국내 최초의 일이다.

OSJ의 국제 서지 DB 등재 현황

번호 구분 주관사 번호 구분 주관사

1 Academic OneFile Gale 13 Google Scholar Google

2 ASFA CSA ProQuest 14 LC MARC US Library of Congress

3 Astrophysics Data System (ADS) NASA 15 Meteorological & Geoastrophysical Abstracts CSA ProQuest

4 Biological Abstracts Thomson Reuters 16 Oceanic Abstracts CSA ProQuest

5 Biological Sciences CSA ProQuest 17 OCLC OCLC

6 BIOSIS Previews Thomson Reuters 18 Pollution Abstracts CSA ProQuest

7 Chemical Abstracts Service (CAS) American Chemical Society 19 SCImago Elsevier

8 Compendex Elsevier 20 SCOPUS Elsevier

9 EMBASE Elsevier 21 Summon by Serial Solutions Serials Solutions

10 EMN Nursing Elsevier 22 Water Resources Abstracts CSA ProQuest

11 Geobase Elsevier 23 Zoological Record Thomson Reuters

12 GeoRef CSA ProQuest

OSJ는 학술지의 권위와 위상을 제고하고 더욱 

우수한 논문을 유치하고자 2010년부터 OSJ Award

를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시상은 최우수 논문상

Best Paper Award, 최다 피인용상Most Cited Paper Award, 

최우수 심사자상Outstanding Reviewer Award, 공로상

Distinguished Contribution Award의 네 개 분야로 이루어

져 있다. 

OSJ의 정량적인 발간 성과 지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논문 수와 게재율은 2007~2010년 평균 50편이

었으나 Springer와 협력을 통한 국제적인 논문 유치

의 결과 2011년에 77편으로 급증하였고, 2012년에는 

120편을 초과하였다. 논문 투고 증가에 따른 질적 수

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편집위원단은 엄정한 심사

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사전심사

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50% 미만의 게재율을 꾸

준히 유지하고 있다. OSJ 투고자의 국제적 분포를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 해를 연구하는 OSJ의 특성상 

아시아 국가의 투고자가 전체의 82.7%를 차지한다

(2012년 기준). 나머지 분포는 유럽7.3%과 북미7.3%, 

남미1.6%, 오세아니아0.6% 순으로 국제적으로 다양

한 지역의 연구자가 논문 투고를 하고 있다. 피인용

수 및 영향력지수Impact Factor●는 저널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2012년도 OSJ의 영향력

지수는 0.957이다. 이는 해양 분야 SCI 학술지 59종 

중에서 38위에 해당한다. 

OSJ 국제 홍보 활동, 2012

● 영향력지수

Impact Factor (IF)

특정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어느 특정 

연도나 기간 동안 인용된 빈도 수를 

일컫는 것으로,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수준과 영향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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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과학정보

피인용 및 Impact Factor (2007~2012)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논문수 24 31 26 22 25 45

피인용수
2005 논문 : 6 2006 논문 : 3 2007 논문 : 3 2008 논문 : 4 2009 논문 : 7 2010 논문 : 38

2006 논문 : 4 2007 논문 : 5 2008 논문 : 3 2009 논문 : 4 2010 논문 : 22 2011 논문 : 7

Impact Factor 0.182 0.14 0.109 0.14 0.604 0.957

JCR내 순위 - - 47/50 54/56 46/59 38/59

OSJ Award 역대 수상 현황

연도 수상구분 수상자 소속기관

2010

Best Paper Award 이용우 부산대학교

Most Cited Paper Award 안유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Outstanding Reviewer Award 노재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Distinguished Contribution Award 이재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1

Best Paper Award 양현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Most Cited Paper Award 함도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Outstanding Reviewer Award 황동운 국립수산과학원

Distinguished Contribution Award 한종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2

Best Paper Award 김일회 강릉-원주대학교

Most Cited Paper Award 정해진 서울대학교

Outstanding Reviewer Award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Distinguished Contribution Award 김대철 부경대학교

OSJ의 논문수, 게재율 (2007~2012)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투고논문 47 50 48 49 77 122

게재승인 논문 26 25 22 22 25 45

탈락 논문 20 21 16 18 32 49

심사 완료(b) 46 46 38 40 57 94

탈락율(a/b) 43.40% 45.70% 42.10% 45% 56.10% 52.10%

게재율 56.60% 54.30% 57.90% 55% 43.90% 47.90%

투고자의 국제적 분포(2008~2012)

대륙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아시아 37 39 42 64 101 283

유럽 11 5 3 7 9 35

북미 2 0 2 2 9 15

남미 0 0 0 0 2 2

아프리카 0 4 1 4 0 9

오세아니아 0 0 1 0 1 2

합계 50 48 49 77 122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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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학술지 발간 : OSJ, OPR3.2.1.4 SCI 등재 추진과 신청

OSJ는 SCI 등재를 달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본격적

으로 학술지의 국제화를 추진해 왔다. <국제화 전략 

연구 사업2008~2010, 1단계>을 통해 해양학 분야 SCI 학

술지의 사례 조사, 국내 주요 SCI급 학술지 발간 학회

의 등재 과정과 피인용 향상 방안 조사 등 계량 정보

학적 인용 분석을 시행하여 OSJ의 질적 수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Springer 출판사와 전략

적 제휴를 통해 연 5회 이상 국제 컨퍼런스에서 OSJ를 

홍보 하는 등 국제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쳐 국제 학술

지로서 OSJ의 인지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OSJ의 

인용을 유도하여 영향력지수를 SCI급으로 향상시키

기 위해 2009년 8월부터 인용 장려보상 제도를 시행하

고 있다. 

OSJ는 2012년 6월 그동안의 발간 성과를 종합하여 

SCI 주관사인 Thomson Reuters사에 공식 등재 신청

서를 제출하였다. <OSJ의 국제화를 통한 SCI 등재 추

진 전략 연구 사업2012~현재, 2단계>을 통해 SCI 등재 신

청 이후, 등재 요건 충족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

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제화 전략 추진 방안으로 ‘천

리안 해색위성2012.9’ 및 ‘해양 레이더2013.3’를 주제로 

한 특별호를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지 

수준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으며, 특별호는 국제 공개 

출판Open Access을 통해 OSJ 수록 논문의 가시성을 더

욱 향상시켰다. 또한 SCI 등재 추진 기간 중 국내외 해

양연구자의 관심을 높이고, 논문 투고 및 인용 독려를 

위하여 온라인 뉴스레터 ‘OSJ는 지금!’을 매월 발간하

고 있다. 

2013년 OSJ는 해양연구자의 관심과 협조를 더

욱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1+1+1 운동’은 한 번 더 투고하고, 한 번 더 인용하고, 

한 번 더 다운로드하는 데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캠페

인이다. SCI 등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연구자와 해양학회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원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해양에서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지리적 학문적 특성 및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해양과

학 발전 속도와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과학 국제 학술지로서 OSJ의 역

할은 전 세계 해양과학 커뮤니티에서 매우 중요하다. 

OSJ는 조속한 SCI급 학술지 등재 달성을 통해 한국해

양과학기술원 발전 전략인 해양과학기술 연구 성과

의 국제적 확산 및 보급에 기여하고 우리 원이 동북아

시아 지역해 연구의 글로벌 리더로서 해양과학기술 

분야 국제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해 나가는 데 기

여하고자 한다.

3.2.2 Ocean and Polar ResearchOPR 발간

3.2.2.1 OPR 개요

OPR은 해양학과 극지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학술지로,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30일 발행

되어 세계 55개국 800여 기관과 연구자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를 통

해 웹 상에서 공개 출판Open Access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OPR은 1979년 4월, 『해양개발연구소 소보Bulletin 

of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라는 제

호로 창간되었다. 1985년 6월 7권 1호부터 『해양연구

특별호 발간 실적

연도 특별호 주제 책임편집자 논문수 게재권호

2012 GOCI Data Processing and Ocean Application 유주형(KIOST), Joji Ishizaka(Nagoya University) 13 47권 3호

2013

Development of Oceanographic Radar Networks, 

Data Management and Applications in Asia and 

Oceania Countries

이상호 (군산대학교)

Malcolm L. Heron(James Cook University, Australia)
5 48권 1호

1+1+1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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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과학정보 Ocean Research』로 학술지명을 변경하고 투고자의 범

위도 연구소 외부까지 개방하였다. 1999년부터 『해양

연구』는 제호를 『Ocean Research』의 영문 제목으로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3월 『Ocean Research』는 원내에서 따로 

발간해 왔던 극지 과학 분야 학술지 『Korean Journal 

of Polar Research』와 통합하여 『Ocean and Polar 

Research』라는 제호로 발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Ocean and Polar Research』은 당초 원내 연구 결

과를 논문으로 게재하여 국내외 해양 관련기관에 배

포함으로써, 우리 연구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발간하였다. 그러나 해양 분야에서 학문

적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는 우수 학술지의 필요성이 

절실해지자 원외 뿐만 아니라 해외의 투고자까지 포

함하는 학술지로 자연스럽게 성장하였다.  

OPR은 2000년 9월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

단의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지속적인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2002년 하반기 학술지 평가에

서 해양 분야 최초로 등재학술지에 선정된 이래 2013

년 현재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01년부터 Elsevier의 세계적

인 서지 데이터베이스 Scopus에 등재된 이후로, 

CSACambridge Scientific Abstracts의 ASFAAquatic Science 

& Fisheries Abstracts,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s

의 Chemical Abstract, 미국 의회도서관 LC MARC, 

EBSCOhost 등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었

다. 특히 2013년 6월에는 전세계 최대의 국제공개출

판Open Access 저널 DB인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에 국내 해양학 분야 최초로 등재되었다.

2007년 11월에 OPR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의 학회 정보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

해 웹기반 논문투고ㆍ관리시스템ACOMS을 도입하여 

논문 투고자의 편의 증대를 꾀하는 한편 신속하고 엄

정한 논문 심사 진행의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논

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OPR 연혁

일시 내용

1979. 4 해양개발연구소 소보 『Bulletin of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로 창간

1985. 6 『해양연구』로 학술지명 변경

1999. 6 『Ocean Research』로 학술지명 변경

2000. 9 한국연구재단 (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 선정

2001. 3 부설 극지연구소의 『Korean Journal of Polar Research』와 통합하여 『Ocean and Polar Research』의 제호로 발간

2002. 12 한국연구재단 (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신규 평가·선정

2007. 11 웹 기반 논문 투고 관리시스템(ACOMS) 도입

OPR 표지

OPR의 국제 서지 DB 등재 현황

번호 구분 주관사 번호 구분 주관사

1 ASFA CSA ProQuest 7 OCLC OCLC

2 Aquatic Sciences CSA ProQuest 8 SCImago Elsevier

3 Chemical Abstracts Service (CAS) American Chemical Society 9 SCOPUS Elsevier

4 Google Scholar Google 10 Zoological Record Thomson Reuters

5 LC MARC US Library of Congress
11 DOAJ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Infrastructure Services for 

Open Access6 Oceanic Abstracts CSA Pro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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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AJ 로고

1 Acta  Adriatica

2 Acta  Oceanologica Sinica

3  Advanced  Series on Ocean Engineering

4 Aquatic  Biology

5 Atmosphere  - Ocean

6 Atoll  Research Bulletin

7  Brazilian  Journal of Oceanography

8 Bulletin  of Marine Science

9  Bulletin  of the Plankton Society of Japan

10  Chinese  Journal of Oceanology and 

Limnology

11 Continental  Shelf Research

12  Cuadernos  Laboratoiro Xeoloxico de Laxe

13  Deep-Sea  Research Part I: Oceanographic 

Research Papers

14  Deep-Sea  Research Part II: Topical Studies 

in Oceanography

15 Developments  in Sedimentology

16  Dynamics  of Atmospheres and Oceans

17 Earth  System Monitor

18  Estuarine,  Coastal and Shelf Science

19 Fisheries  Oceanography

20 Geo-Marine  Letters

21 Helgoland  Marine Research

22 HSB  International

23 Hydrobiologia

24 Hydrographic  Journal

25 ICES  Journal of Marine Science

26 Indian  Journal of Marine Sciences

27  Integrated  Ocean Drilling Program: 

Preliminary Reports

28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29  International  Journal of Nautical 

Archaeology

30  International  Journal of Oceans and 

Oceanography

31  International  Review of Hydrobiology

32 IWMI  Research Report

33  Izvestiya  - Atmospheric and Oceanic 

Physics

34  Journal  of Coastal Conservation

35  Journal  of Earthquake and Tsunami

36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37 Journal  of Island and Coastal Archaeology

38  Journal  of King Abdulaziz University, 

Marine Science

39 Journal  of Marine Research

40 Journal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41 Journal  of Marine Systems

42 Journal  of Navigation

43  Journal  of Northwest Atlantic Fishery 

Science

44 Journal  of Ocean University of China

45 Journal  of Oceanography

46 Journal  of Operational Oceanography

47 Journal  of Physical Oceanography

48 Journal  of Plankton Research

49 Journal  of Sea Research

50 Journal  of the Indian Ocean Region

51 Kuste

52 La  Mer

53  Latin  American Journal of Aquatic 

Research

54 Limnology  and Oceanography

55 Limnology  and Oceanography Bulletin

56 Limnology  and Oceanography: Methods

57  Marine  and Freshwater Behaviour and 

Physiology

58 Marine  and Freshwater Research

59 Marine  Biodiversity

60 Marine  Biodiversity Records

61 Marine  Chemistry

62 Marine  Environmental Research

63 Marine  Geodesy

64 Marine  Ornithology

65 Marine  Pollution Bulletin

66 Marine  Resource Economics

67 Marine  Technology

68 Marine  Technology Society Journal

69 Mariner's  Mirror

70 Maritime  Policy and Management

71 Mediterranean  Marine Science

72 Memoirs  of Museum Victoria

73 NAFO  Scienti�c Council Studies

74 Naval  Engineers Journal

75  New  Zealand Journal of Marine and 

Freshwater Research

76 NIWA  Biodiversity Memoirs

77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78 Ocean  and Polar Research

79 Ocean  Dynamics

80 Ocean  Modelling

81 Ocean  Science

82 Ocean  Science Discussions

83 Ocean  Science Journal

84 Oceanography

85 Oceanologia

86 Oceanological  and Hydrobiological Studies

87 Oceanology

88 Oceanus

89 Paleoceanography

90  Phuket  Marine Biological Center Research 

Bulletin

91 Physical  Oceanography

92 Plankton  and Benthos Research

93 Polarforschung

94 Progress  in Oceanography

95 Revista  de Biologia Marina y Oceanogra�a

96 Russian  Journal of Paci�c Geology

97 Science  of Tsunami Hazards

98  Tellus,  Series A: Dynamic Meteorology and 

Oceanography

99  Terrestrial,  Atmospheric and Oceanic 

Sciences

100 Thalassas

101 Water

Scopus(Elsevier)의 해양학 분야 등재 학술지 현황

SCOPUS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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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과학정보 3.2.2.2 OPR 우수논문상과 특별호

OPR은 해양과 극지과학의 세부 분야별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전문적인 논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3

년 현재 편집위원장을 비롯하여 원내 위원 13명, 원외 

위원 10명을 포함한 23명의 편집위원단으로 구성되

어 있다. 엄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 한 편

당 3인 이상의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OPR 논문의 

국제적인 서지 참조를 위해 모든 논문의 초록은 영문

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영문 교정 전문가로부터 감수

를 받아 게재하고 있다. 

또한 OPR 학술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더욱 우수한 

논문을 유치하기 위해 1996년에 우수 논문상 제도를 

신설하였다. 1997년부터 매년 1편의 우수 논문에 대

하여 시상을 하였고, 2003년부터는 이를 더욱 장려하

기 위해 시상 논문을 2편으로 확대하였다.

OPR은 1996년부터 국내외의 해양 관련 워크숍, 

심포지엄 등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엄선하여 수록

한 특별호를 발간하고 있다. 특정 주제나 특정 연구 

사업 관련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 주제별 특별

호의 발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현재 23

회의 특별호가 해양과학의 다양한 주제를 배경으로 

출판되었다.

3.2.2.3 OPR 수록 논문 현황

OPR은 창간호부터 2013년 제35권 1호까지 모두 835

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논문의 유형은 연구논문 

662편79.3%, 종설 61편7.3%, 단보 102편12.2%, 자료 10

편1.2%의 순이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6년간 OPR의 투고 

OPR 우수 논문상 수상 현황(1997~2012)

연도 제목 저자 게재권호

1997 한국 동해 한국 대지와 온누리 분지의 진화와 고해양환경
한상준, 우한준, 김한준, 김석현, 이희준, 

박찬홍, 허식, 홍기훈
제18권 2호

1998 내대륙붕에서의 파랑과 흐름이 복합된 해저 Ekman 경계층의 유속분포 추정 김창식 제19권 1호

1999 CZCS에 의한 북서태평양 연변해의 식물플랑크톤 생물량의 계절적 변화 유신재,손승현 제20권 1호

2000
Development of real-time water Quality monitoring system using 

coastal passenger ships PCS telemetry

진재율, 박진순, 이종국, 박광순, 

이동영, 염기대
제21권 2호

2001
The Community Structure and Spatial Distribution of Meiobenthos in the Kanghwa Tidal Flat, 

West Coast of Korea
김동성, 제종길, 이재학 제22권 1호

2002
Statistical analysis of NOAA/AVHRR high resolution weekly SST in the East Sea: 

Regional variability and relationships with ENSO (In Korean)
권태영, 이방용, 이정순 제23권 4호

2003

Simulation of the Mixed Layer in the Western Equatorial Paci�c Warm Pool 장찬주, 노의근 제24권 2호

Trace Organic Contaminants in Sediments from Deep-sea Basin near Dokdo, Korea
임운혁, 오재룡, 홍상희, 이동호, 심원준, 

최혜경, 김은수, 심재형
제24권 4호

2004
가스수화물 BSR을 이용한 남극반도 남쉐틀랜드 대륙주변부의 지열류량 변화 진영근, 남상헌, 김예동, 김규중, 이주한 제25권 2호

북동태평양 한국 심해저 연구 지역 망간단괴의 지역적 분포와 퇴적 환경 지상범, 강정극, 오재경, 손승규, 박정기 제25권 3호

2005
OPM 방법으로 분석한 하계 동해의 수계 특성 김일남, 이동섭 제26권 4호

Flow cytometer를 이용한 열대 동태평양의 독립 영양 극미소 플랑크톤 연구 노재훈, 유신재, 이미진, 손승규, 김웅서 제26권 2호

2006

Genomic DNA Extracted from Ancient Antarctic Glacier Ice for Molecular Analyses on

the Indigenous Microbial Communities
이상훈, K. Bidle, P. Falkowski, D. Marchant 제27권 2호

음향조사에 의한 2002/2003 남극 하계 시기의 남극 남쉐틀랜드 군도와 

남오크니 섬 사이의 크릴 밀도
강돈혁, 신형철, 이윤호, 김영신, 김수암 제27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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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학술지 발간 : OSJ, OPR
연도 제목 저자 게재권호

2007
한국 연안 표층수의 경년 변동과 장기 변화 민홍식, 김철호 제28권 4호

동중국해 중·일 유전 개발 분쟁을 통해 본 양국의 해양 경계획정에 대한 입장 연구 양희철, 박성욱, 박세헌 제28권 2호

2008
Boussinesq 방정식을 이용한 동해 지진 해일 수치 실험 연구 김성대, 정경태, 박수영 제29권 1호

국제법상 월경자원의 처리에 관한 고찰 - 해저 석유 및 가스자원을 중심으로 이용희 제29권 2호

2009
북서태평양에서 종속 영양 원생생물 군집 및 섭식압의 해역별 비교 양은진, 주세종, 김웅서 제30권 3호

수산 음향 기법을 이용한 연안 저서 어군의 시·공간 분포 및 안정성 조사 강돈혁, 이창원, 조성호, 명정구 제30권 1호

2010

강의 퇴적물과 황해 경계획정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양희철 제31권 1호

Characteristics of a warm eddy observed in the Ulleung Basin in 

July 2005Ulleung Basin in July 2005
신창웅 제31권 4호

2011

여름철 장목만의 환경 요인과 중형 동물플랑크톤 단주기 변동과의 상관성 장민철, 신경순, 장풍국, 이우진 제32권 1호

2008년 하계 울릉분지에서 관측된 물리ㆍ화학적 외압에 대한 플랑크톤 군집의 반응 

노태근, 김윤배, 박정인, 이용우, 임동훈, 강동진, 

이동섭, 윤승태, 김태훈, 곽정현, 박현제, 정만기, 

장경일, 강창근, 서해립,박명원, 이호정, 김경렬

제32권 3호

2012

지난 130년간 한반도 근해의 표층 수온 변화 경향 김성중, 우성호, 김백민, 허순도 제33권 3호

지방 바이오 마커를 활용한 북서태평양에서

 요각류(Euchaeta sp. and Pleuromamma spp.)의 서식 위도별 영양 상태 및 먹이원 연구
주세종, 고아라, 이창래 제33권 3호

2013
남해와 동중국해에서 위성으로 추정된 표층수온 및 클로로필의 장기 변화 손영백, 유주형, 노재훈, 주세종, 김상현 제34권 2호

기후 변화로 인한 신지도 근해 해양먹이망 변동 예측 강윤호, 주세종, 박영규 제34권 2호

OPR 특별호 발간 현황

연도 특별호 주제 책임편집자 논문수 게재권호

1988 이병돈 박사 회갑 기념호 허형택 16편 제10권1호

1996 동부 베링해의 생태계 구조 및 생물자원의 관리 김수암, 공 영 10편 제18권특별호

1997 Paleoceanography and Paleoclimatology in the Northwest Paci�c Region 한상준, 이희일 8편 제19권3호

1998 갯벌 연구 제종길 16편 제20권2호

2001
Selected Paper to "International Workshop 

on Operational Ocean Prediction around Korean Waters"
석문식, 장경일 7편 제23권2호

2001
Selected Paper from "The Seven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ntarctic Science: Polar Biology"
정호성 8편 제23권4호

2002 Restoration of Degraded Coastal Ecosystems 제종길 9편 제24권1호

2002 Selected Paper from "Multidisciplinary Investigation of the Western Paci�c I (2000-2001)" 이상묵, 홍성민 5편 제24권3호

2002
Selected Paper from "The Eighth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on Antarctic Science: 

The Role of Antarctic Sciences in the Global Environmental Research"
홍성민 10편 제24권3호

2002 Scienti�c Survey around Dokdo(Dok Island) in the East Sea of Korea 김웅서, 권문상 13편 제24권4호

2003 Selected Papers from “The Ninth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lar Science” 강성호 6편 제25권 4호 OPR 논문모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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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과학정보
연도 특별호 주제 책임편집자 논문수 게재권호

2004 Deep-Sea Researches in the Paci�c Ocean Relating to Deep-Sea Resources Development 김웅서, 김기현 20편 제26권 2호

2004
Selected Papers from “The 10th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lar Science – Recent Approaches in Polar Earth Science”
이종직, 이재일 6편 제26권 3호

2005
Selected Papers from the 11th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lar Sciences “Patterns and 

Processes in Polar Oceans and Life: Signals and Responses from Molecules to System”
박영규 7편 제27권 2호

2006
Special Issue on Marine Environmental Change 

in the Saemangeum Area Caused by Dyke Construction
이흥재 6편 제28권 3호

2007 Special Issue in the Establishment of Groundwork for Coastal Health Assessment 김영옥 9편 제29권 4호

2008
Special Issue of the Paci�c Ocean Study On Environment 

and Interactions between Deep Ocean and National Seas (POSEIDON)
김웅서, 주세종 10편 제30권 3호

2008 Special Issue on Marine Environmental Changes due to Saemangeum Dyke 김창식, 정경태 6편 제30권 4호

2009 Special Issue on the Operational Oceanography (I) 이동영, 박광순 6편 제31권 4호

2010 Special Issue on the East Asian Seas Time-series I (EAST-I) 장경일, 강창근, 강동진 7편 제32권 3호

2011
Special Issue on the Northwestern Paci�c Ocean Study 

on the Environment and Interaction between Deep Ocean and Marginal Seas
전동철, 김응 8편 제33권 3호

2012
Special Issue on th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Marine Ecosystem in the South Sea of Korea
주세종, 김세주 7편 제34권 2호

2013
Special Issue on th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Marine Ecosystem in the South Sea of Korea (II)
주세종, 김세주 8편 제35권 2호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평균 52편의 논문이 투고되고 

평균 35.8편이 심사를 통과하여 수록됨으로써 최근 6

년간의 게재율은 평균 69.9%를 나타내고 있다. 

OPR은 1979년 창간 이래 여러 차례 제호의 변경

과 통폐합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지만 해양과학과 극

지 연구분야의 국ㆍ영문 논문을 수용하는 대표적인 

학술지로 성장하였다. 특히 해양, 극지과학 이외에 이

와 관련한 사회과학적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자에게 

전달하는 국내 유일한 학술 매체이다.

OPR 논문 형태별 현황

단보(Note),

102.12 %

자료(Data),10

1 %

종설(Review),

61.8%

논문(Article),

662.79%

OPR의 논문 게재 현황(2007~2012)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투고 논문 33 67 52 70 44 46

게재 승인 논문 24 47 24 45 34 28

탈락 논문 20 21 16 18 32 49

심사 완료 46 46 38 40 57 94

탈락율 43.40% 45.70% 42.10% 45% 56.10% 52.10%

게재율 56.60% 54.30% 57.90% 55% 43.90% 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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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식 콘텐츠 개발ㆍ보급

국책 연구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주제 교육에 노력

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해양과학도서관

은 과학기술 출판을 통해 해양과학의 대중화에 앞장

서 왔다. 이미 해양과학도서관은 국토해양부의 해양

교육 교재 시리즈 편찬 연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 

바 있다. 『바다야 친구하자』 시리즈를 발간하여 전국

의 초ㆍ중등학교와 과학 교사에게 배포하였으며, 이

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는 해양 교육 포털에서 제공하

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우리나라 해양교육 기

본 방향 수립 연구> 용역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

였다. 이 과정에서 선진 해양국가인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의 해양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교재 현황을 조

사ㆍ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해양 교육 기본 계획과 방

향을 제시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 지식 콘텐츠 개

발ㆍ보급은 국내 해양과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학술적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 원 연구개발 성과의 저

변 확대와 대국민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꾸준히 이어

져 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해양연구기관으

로서 R&D 발전에 기여하는 것 이외에도 청소년과 일

반인에 대한 해양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

기관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큰 역할이다.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저술 활동이나 번역물들을 

외부 출판사를 통해 출판하거나,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출판 활동을 펼쳐 왔다. 초

창기 해양 지식 콘텐츠의 개발은 해양과학 전문 서적

의 저술 또는 외국의 전문도서를 번역물로 발간할 때 

재정 지원을 해주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점차 개발 영

역을 확대하여 대중들을 위한 해양과학 교양서를 기

획하고 시리즈물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1990

년부터 일반 대중들 대상의 『해양과학총서』 시리즈, 

2007년도부터는 청소년 대상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

고』 시리즈와 『과학으로 보는 바다』 화보집 시리즈를 

기획ㆍ발간하였다. 이러한 많은 기획물의 개발ㆍ보

급에는 무엇보다도 연구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 연구원들의 참여가 관건이었다. 초창기에는 저

조한 참여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는 해양과학기

술 보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ㆍ보급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연구진들이 늘어가고 있다. 

3.3.1 해양과학총서 

해양과학도서관은 일반 국민과 대학생을 위한 해양 교

육 교재로서 『해양과학총서』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이의 발간 목적은 바다를 지키고 보전해 나가는 방법

을 국민에게 알리고 바다를 좀 더 친숙한 공간으로 인

식시키며, 일반 대중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해양과학 종합 안내서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해양과학총서는 원내외 전문가가 집필자로 참여

하여 1990년 9월 첫 권이 발간되었다. 이후 해양과학

총서는 해양과학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일반인들

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해양과학 교양서

3.3 해양지식 콘텐츠 개발ㆍ보급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Ocean Literacy Contents

화보로 보는 바다의 비밀

KIOST에서 발간한 전문서적을 관심있게 살펴보는 한승수 국무총리,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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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과학정보 로 자리매김하였다. 안산시에 출판물 등록안산시 제9

호, 1990. 9. 7을 하고 대국민 보급을 위한 유가 도서 판

매에 들어간 제1권 『해양개발의 현재와 미래』초판는 

판매 원가인 실비7,000원로 책정하고 교보문고 총판을 

통해 전국 55개 서점에서 판매를 하였다. 그러나 회계 

처리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부득이 서점 판매를 포기

하여 2권부터는 직판하였다. 

하지만 연구원 직판은 해양과학에 대한 대국민 이

해를 증진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회계 처리

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마지막 9권을 준비하고 있던 

2004년 11월 다시 교보문고를 통한 판매가 재개되었

다. 해양과학총서는 자료 수집과 내용을 충실하게 하

기 위해 1~2년에 한 권씩 발간하여 2005년에 모두 9

권을 완간하였다. 2010년 2월에서 6월까지는 ‘사이언

스 메세나’를 통해 전국 중ㆍ고교에 기증되었고, 재고

가 소진될 때까지 대중들의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이를 계기로 해양과학총서는 일반인은 물론 대

학의 해양 관련 학과에서 학생들의 교재로 지정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해양과학의 유일한 종합 안내 교양서로 자리매김 

한 해양과학총서는 시일이 경과하면서 수록 내용의 

증보와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2011년 4월 연구개

발 적립금의 재정 지원을 받아 개정판 발간 사업을 기

획하였고, 판형 변경과 최신 내용 보강으로 2012년 7

월 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과 동시에 개정판 제

1권 『해양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 제2권 『해양과 인

간』 2종을 우선 발간하였다. 해양과학총서 개정판은 

출판과 동시에 계백북스에서 총판을 맡아 전국 서점

인터넷 서점 포함에서 판매를 시작하였다. 2013년 6월 

제5권까지 발간되었으며, 새롭게 정책 분야를 추가하

여 2015년까지 10권을 완간할 계획이다.

해양과학총서

해양과학총서  발간 현황 (초판)

권호 도서 제목 편저자 발행연도 비고

1
해양개발의 
현재와 미래

한국해양연구소 1990
증쇄(1995), 

2판 발간(2005)

2 해양과 인간 한국해양연구소 1994 2판 발간(2000)

3
해양오염과 
지구환경

강성현 1998

4 해양생물의 세계 김웅서, 제종길 1998

5
지구환경 변화사와 

해저자원
석봉출, 이희일 1999

6 연안개발 송원오, 박우선 2001

7 남극과 지구환경 김예동, 안인영 2001

8 선박의 이해 장 석, 반석호 2002

9 해양바이오 이홍금, 이유경 2005

해양과학총서  발간 현황 (개정판)

권호 도서 제목 편저자 발행연도 비고

1
해양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

김웅서, 강성현 2012
3판 발간 / 

제목ㆍ편저자 변경 

2 해양과 인간 최형태, 김웅서 2012 3판 발간 

3
해양오염과 
지구환경

강성현, 강동진 2012
2판 발간 / 

편저자 변경 

4 해양생물의 세계 김웅서, 김동성 2013
2판 발간 / 

편저자 변경 

5
지구환경 변화사와 

해저자원
석봉출, 이희일 2013 2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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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식 콘텐츠 개발ㆍ보급3.3.2 해양과학 전문도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우리 원의 연구개발 결과를 효

율적으로 보급ㆍ확산하고, 해양 관련 전문 자료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1996년 해양과학기술 전문도서 출판 지

원 지침을 제정하고 출판물의 발간을 지원하였다. 

해양과학도서관은 해양문고와 해양과학총서 이외

에도 해양 관련 연구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양과

학 전문 지식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전문도서의 발

간을 기획하였다. 해양과학 전문도서는 우리 원의 해

양과학자가 저술한 것으로, 2013년 현재 『Nearshore 

Processes and Littoral Drifts』 등 21종을 발간 완료하였

다. 아울러 해양과학도서관은 해양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대학교와 공공 도서관 등 590개 기관

에  해양과학 전문도서 11종2,370부을 교재용으로 기부

하였다.

해양과학기술 전문도서 발간 현황

번호 도서제목 저자 발행

1 Tidal Power Plants L. B. Bernshtein 저 / E. M. Wilsonㆍ송원오 공역 1996

2 Nearshore Processes and Littoral Drifts Franciscus Gerritsenㆍ전동철 공저 1997

3 백화 현상의 실체와 극복 사카이 이치로 저 / 정호성ㆍ김지희 공역 1998

4 자연과 사람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저 / 김웅서ㆍ제종길ㆍ강성현 공역 1999

5 韓國産漁名集(초판) 이순길ㆍ김용억ㆍ명정구ㆍ김종만 공저 2000

6 해양 미고생물학 원리 저라드 비곳 저 / 김기현ㆍ김정무 공역 2001

7 波를 잰다 일본 (재)연안개발기술연구센터 저 / 안희도ㆍ신승호ㆍ정원무ㆍ이광호 공역 2003

8 潮位를 잰다 일본 (재)연안개발기술연구센터 저 / 안희도ㆍ신승호ㆍ강석구 공역 2003

9 하구둑의 환경영향 무라카미 데쓰오ㆍ시아죠 야스카ㆍ오쿠다 서쓰오 공저 / 송원오 역 2003

10 韓國産漁名集(개정판) 이순길ㆍ김용역ㆍ명정구ㆍ김종만 공저 2006

11 인공어초 가키모토 히로시ㆍ안희도 공저 2007

12 중국에서 고민하던 해양과학기술 정책 이야기 정회수ㆍ김현영ㆍ임동일ㆍ주현희 공저 2008

13 국제 해양 질서의 변화와 동북아 해양정책 양희철ㆍ박성욱ㆍ박세헌ㆍ권석재ㆍ張海文ㆍ賈宇ㆍ高健軍 공저 2009

14 바다의 비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저 / 김웅서ㆍ전동철ㆍ강형구ㆍ이상훈 공역 2010

15 해양 이산화탄소 분석 지침서
PICES,IOCCP,EAST-1 공저

강동진ㆍ이동섭ㆍ심정희ㆍ김재연 공역
2010

16 석션 기초 구조물 기술 매뉴얼 일본 (재)연안개발기술연구센터 저 / 박우선ㆍ권오순ㆍ장인성ㆍ안희도 공역 2010

17 유기 지구 화학
이시와다리 료시ㆍ야마모토 마사노부 공저, 

현상민ㆍ신경훈ㆍ이택견 공역
2011

18 해상 풍력 발전 기술 매뉴얼 일본 (재)연안개발기술연구센터(CDIT) 저 / 박우선ㆍ이광수ㆍ정신택ㆍ강금석 공역 2011

19 재킷 공법 기술 매뉴얼 일본 (재)연안개발기술연구센터(CDIT) 저 / 박우선ㆍ안희도ㆍ윤용직 공역 2012



402

3. 해양과학정보
번호 도서제목 저자 발행

20 북극해의 환경 안보 폴 아서 버크만(Paul Arthur Berkman) 저 / 박병권ㆍ권문상 공역 2012

21 이누이트의 일상 생활 파메라 스턴(Palmela R. Stern) 저 / 박병권ㆍ이방용ㆍ윤용직 공역 2013

22
호모 아쿠아티쿠스(Homo Aquaticus)

- 인류의 조상, 수생유인원
일레인 모간(Elaine Morgan) 저 / 김웅서ㆍ정현 공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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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식 콘텐츠 개발ㆍ보급3.3.3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21세기 신해양시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에게 바다를 보

다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시키고 바다에 대한 꿈을 심

어주기 위해, 청소년 전용의 문고판포켓용 해양과학 교

양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양과학 교양서 제작은 

2006년 4월 원내 연구진들과 전문가 6인이 모여 사업 

계획을 준비하였으며, 같은 해 7월 편집위원회 구성과 

도서 출판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기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연구원의 예산 사정으로 신

규 사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따

라, 한국과학문화재단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과학 문화 

총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양 기관 공동 발간 형식으

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예산 지원을 받아 2007년 12월 포켓형12.5㎝×19.0㎝ 『미

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시리즈 3종 『바다의 방랑자 플

랑크톤』, 『바다에서 찾은 희망의 밥상』, 『울릉도 보물

선 돈스코이호』가 세상에 첫 모습을 선보였다. 이후 연

구원의 연구개발 적립금 사업과 KIO 사업 등의 지속적

인 지원을 받아 2013년 현재 25권까지 발간하였다.    

바다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담은 『미

래를 꿈꾸는 해양문고』는 각종 우수도서 선정, 외부 수

상과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한국문화재단(현 한국

과학창의재단), (사)행복한아침독서운동본부, 교보문

고, 국민일보, 동아일보 추천 도서로 선정되어 그 우수

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해양 지식 콘텐츠 

출판물을 발판으로 하여 ‘찾아가는 해양과학교실’ 프로

그램을 운영하였다. 2010년 안산 지역 내 초ㆍ중등학

교를 시작으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3년 중국 

청도 소재 한인국제학교에까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

였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바다에 대한 꿈과 희

망을 갖도록 도와주는 바다의 큐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청소년에게 지식 서비스를 제

공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책도 독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또한 저자로 참여한 과학자들은 청소

년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쓰는 것을 오히려 어려

워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 출

판사와 공동 작업이 절실히 필요했다. 상업적 목적의 

출판사 입장에서 볼 때 해양문고를 만드는 시간과 정

성을 다른 곳에 투자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

기 때문에 참여 출판사를 섭외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

았다. 때문에 간사 부서는 발간 사업 추진 계획서와 

이미 발간된 총서를 들고 직접 서울 시내 출판 거리를 

누벼야 했다. 현재 해양문고를 출판하고 있는 도서출

판 지성사는 교양 과학 서적 전문 출판사로 당시 우리 

원의 출판 철학과 잘 맞아 떨어져 기획 단계부터 지금

까지 꾸준히 윤문ㆍ편집ㆍ인쇄ㆍ홍보ㆍ판매를 맡아 

오고 있다.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발간 사업은 1단계 50

종, 2단계 100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발간된 도

서는 일반인과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국 서점

인터넷 서점 포함에서 8,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독자들

은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해양과학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많은 사랑을 표하고 

있다.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홍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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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과학정보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발간 현황 

권호 도서제목 저자 발행연도 비고 

1 바다의 방랑자 플랑크톤 김웅서 2007
 과학창의재단 과학 문화 활동 지원 우수도서 선(2007) 

(사)행복한아침독서운동본부 아침 독서 추천 우수도서 선정(2008년)

2 바다에서 찾은 희망의 밥상 김혜경ㆍ이희승 2007
과학창의재단 과학 문화 활동 지원 우수도서 선정(2007) 

(사)행복한아침독서운동본부 아침 독서 추천 우수도서 선정(2008)

3 울릉도 보물선 ‘돈스코이호’ 유해수 2007
과학창의재단 과학 문화 활동 지원 우수도서 선정(2007) 

(사)행복한아침독서운동본부 아침 독서 추천 우수도서 선정(2008)

4 세상을 바꾼 항해술의 발달 김우숙ㆍ이민수 2008 국민일보 우수도서 선정(2010)

5 바다의 정글 산호초 한정기ㆍ박흥식 2008 교보문고 추천도서 선정(2008)

6 세상을 움직인 해전의 역사 허홍범ㆍ한종엽 2008 교보문고 추천도서 선정(2009)

7 바다로 간 쓰레기 홍선욱ㆍ심원준 2008
(사)행복한아침독서운동본부 아침 독서 추천 우수도서 선정(2010)

동아일보 바다이야기 20선 선정(2010)

8 바다의 맥박 조석 이야기 이상룡ㆍ이 석 2008

교보문고 추천도서 선정(2009)

사)행복한아침독서운동본부 아침 독서 추천 우수도서 선정(2010)

동아일보 바다이야기 20선-5위 선정(2010)

9 하늘을 나는 배 위그선 강창구 2009

10 꿈의 바다 목장 명정구ㆍ김종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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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도서제목 저자 발행연도 비고 

11 포세이돈의 분노 김웅서 2010

12 파도에 춤추는 모래알 전동철 2010 (사)행복한아침독서운동본부 아침 독서 추천 우수 도서 선정(2011)

13 바다, 신약의 보물 창고 신희재 2010

14 생물 다양성과 황해 최영래ㆍ장용창 2010
(사)행복한아침독서운동본부 아침 독서 추천 우수 도서 선정(2011)

환경부 환경 우수 도서 선정-중고등부 분야(2012) 

15 갈라파고스의 꿈 권영인ㆍ강정극 2011 교육과학기술부 인증 우수과학도서 선정(2011, 과학창의재단)

16 도심 속 바다 생물 김웅서ㆍ최승민 2011 교육과학기술부 인증 우수과학도서 선정(2011, 과학창의재단

17 자연 습지가 있는 한강 하구 한동욱ㆍ김웅서 2011 교육과학기술부 인증 우수과학도서 선정(2011, 과학창의재단)

18 자연 속 야누스, 하구 조홍연 2011

19 아빠가 아기 낳는 해마 최영웅ㆍ박흥식 2012

20 바다 위 인공 섬, 시토피아 권오순ㆍ안희도 2012

21 배는 어디에서 자나요? 오영민ㆍ한정기 2012

22 삽화로 보는 심해 탐사 뱍정기 2012

23 남극 그리고 사람들 장순근ㆍ강정극 2012

24 바다의 터줏대감, 물고기 명정구 2013

25 바다가 만든 보석, 진주 박흥식ㆍ김한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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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과학정보 3.3.4 과학으로 보는 바다  

해양과학도서관은 일반인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바

다 속 신비로운 세계를 담고 있는 화보집을 기획ㆍ제

작하고 있다. 화보집은 연구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학생 이상 일반인을 독자 대

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바다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해양 과학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고화질의 사진과 그

림, 신비하고 아름다운 바다 세계와 과학 이야기를 수

록하고 있다. 

화보집 『과학으로 보는 바다』 시리즈는 기존에 발

간된 해양과학총서, 해양문고와 차별성을 주어 정사각

형 하드커버로 제작하였으며 사진의 비주얼을 더욱 높

였다. 바다의 신비로움을 가득 담은 바다 갤러리인 화

보집은 연구개발 적립금 사업의 지원을 받아 2013년 

현재 『미래자원의 보물 창고, 열대 바다』, 『울릉도, 독

도에서 만난 우리 바다생물』, 『바다가 만든 자연에너

지』 3종이 첫선을 보였다. 

『과학으로 보는 바다』 시리즈는 1단계 10종을 목표

로 추진하는 발간 사업으로서 외부 협력사인 도서출판 

지성사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발간된 도서는 전국 

서점에서 17,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3.3.5 '찾아가는 해양과학교실'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양과학도서관은 해양과학 대중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사이

언스 메세나 활동을 들 수 있다. 메세나는 베르길리

우스Publius Vergilius Maro, 호라티우스Quintus Horatius 

Flaccus 등 문화 예술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로

마 제국의 정치가 마에케나스Gaius Clinius Maecenas에서 

유래하였다. 1967년 미국에서 기업예술후원회를 발족

하면서 이 용어를 처음 쓴 이후, 각국의 기업인들이 메

세나협의회를 설립하며 메세나는 기업인들의 각종 지

원과 후원 활동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메세나를 과학 분야에 접목한 것이 사이언

스 메세나 활동이다. 해양과학도서관은 해양과학 교양 

도서 기증, 과학자와 만남 등 ‘찾아가는 해양과학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언스 메세나 활동을 시행하고 있

다. 그 시행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해양과학도서관은 국토해양부의 해양 교육 교재 

편찬 관련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그와 관련된 전국의 

해양 교육 시범 학교 교사 연수회에 참석하였다. 거기

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

는데, 일선 교육 현장에 해양과학자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방문 교육 기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

기되었다. 청소년에게 바다에 대한 꿈과 희망, 그리고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해양과학 콘텐츠 제공을 요

구받은 데 대한 반응이다.

이에 따라 우리 원은 학생과 과학을 만나게 하는 

선도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청소년의 해양과학 문

화 의식 함양과 해양과학에 대한 친밀감과 이해 증진

을 목표로 해양 교육 시범 학교를 방문해 학교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해양과학도서관은 청소년 대상 ‘미래를 꿈꾸는 해

양문고,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일선 학교 초ㆍ중등학

생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알려 주고, 해양과 함께 미래

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

어, 중학교 과학반 학생들이 직접 연구원을 방문해 대

체 에너지 관련 실험에 참여한 후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온라인 탐구토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

『과학으로 보는 바다』발간 현황 

권호 도서제목 저자 발행년도 출판사

1 미래자원의 보물 창고, 열대 바다 박흥식ㆍ이희승 2013 지성사

2 울릉도, 독도에서 만난 우리 바다생물 명정구ㆍ노현수 2013 지성사

3 바다가 만든 자연 에너지 이광수ㆍ박진순 2013 지성사

과학으로 보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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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문화 확산 활동

는 등 해양에 대한 저변 확대에 기여한 사례도 있다. 

또한 해양과학도서관은 교육청과 연계하여 해양 교육 

프로그램을 공지함으로써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일

선 학교의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과 연계한 해양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영재ㆍ과학반 중심 해양문고 저자 특강과 실험실 

참여, 연구원 홍보관KORDIUM과 해양과학도서관 방문, 

체험 기회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초ㆍ중등 교육 과정에 해양과학 분야 내

용이 많아지도록 국토해양부와 협력하여 교과서 편수 

과정에 해양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수록될 

내용에 대한 기본 정보국토해양부 용역 사업 결과를 제공

하였다. 아울러 해양과학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다

양화하기 위하여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를 기반으

로 전자책, 플래시, 애니메이션, 해양 퀴즈 동영상, 저

자 강연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해양 교육 포

털에서 제공하고 있다.

해양과학도서관은 이외에도 ‘해양 프런티어 양성

을 위한 해양과학 전문도서 교육 기부’ 프로그램도 시

행하였다. 해양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전국의 대

학교와 공공 도서관 590개 기관에 해양과학 전문도서 

11종2,370권을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해양

과학도서관에서는 청소년과 해양과학자를 연결해 주

는 ‘Library is Bridge’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 해양과학도서관은 학생이나 국민이 과

학을 만나는 가교가 되어 해양과학 발전에 이바지하

고자 한다.

사이언스 메세나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요

구 분 내 용

사이언스

메세나 활동

- 연구원 발간 도서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시리즈 20종, 『바다의  비밀 』 화보집 등 기증, 현장 교육

- 해양문고 및 교육 교재 집필진 중심으로 구성된 저자와 만남 시행

- 연구원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 기회 제공 

- 연구원 방문, 바다의 날, 과학의 날, 해양 체험 프로그램 참여 유도

- 도서 기증 전달식, 교장 선생님 및 과학 교사와 대화 등으로 프로그램 지속 개선

미래 꿈나무 
청소년의 

해양의식 함양

바다의 날
독후감대회

참여 유도

초·중·고등학생 참여 과학탐구

토론대회

참여 유도

해양과학 도서관 주도

과학도서기증

과학자 특강

교육기부

KIOST - 일선학교 교사, 학생 연계 교육 실현

해양문고
해양

과학총서

해양

교육교재

과학으로

보는 바다

디지털

교육자료

해양 교육 
콘텐츠 개발

해양

도서관

직원

해양 
과학자

중국 청도 이화학교에 도서기증, 2013

찾아가는 해양과학교실, 본오초등학교, 2010

중국 청도 한인국제학교 강연, 2013

찾아가는 해양과학교실, 초지중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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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양성

1.1.1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공동 운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한국해양대학교 내 설치된 해

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을 한국해양대학교와 공동 운

영하기로 하였다. 이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특별법

의 취지에 따른 우수 연구 인력 확보, 지역 대학 간 

학ㆍ연 협력, 부산 지역 해양 관련 기관과 시너지 효

과 강조, 세계적 해양과학기술 연구 교육기관으로 도

약하기 위해서였다.

2012년 5월 1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한국해양

대학교와 해양과학기술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약정’을 맺

었다. 2012년 11월 19일에는 앞서 체결한 학ㆍ연 협

력의 후속 조치로서 ‘해양과기원-한국해양대 간 해양

과학기술전문대학원 공동 운영 관련 기본 협약’을 체

결하고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공동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OST school : Ocean 

Science & Technology School은 국가 해양과학기술 발전

과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해양과학기술 분야 우수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13학년도 전기신입생을 모집하였다.

2013학년도에는 해양과학기술융합학과Department 

of Convergence Study on the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를 설치하고 석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학년

도부터는 석사 과정, 석ㆍ박사 통합 과정, 박사 과정

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의 육성 전략은 국가 해

양정책과 연계성 강화, 교육의 수월성 확보 등이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가적 주요 정책 

과제, 해양과학기술 개발 전략의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 중심의 교육 과정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1.1 인력 양성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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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양성과 교육운영 한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인 운영이 이뤄지

도록 하고, 융합 학문의 연구와 교육에 적합한 시스템

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 제도를 운영하고, 국외 연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의 공동 운영은 해양과

학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선도하

고, 국가 해양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양

성의 초석이 될 것이며, 학ㆍ연 협력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다.

1.1.2 학ㆍ연 협동 석ㆍ박사 제도 운영

1990년대 들어 정부는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인력 교류ㆍ양성, 학술ㆍ기술 정보 교환을 핵심으로 

하는 협동 연구 개발 체제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는 

당면한 국가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국제 기술 경쟁에

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치였다. 이에 따

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대학과 협동 연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 사업의 공동 수행 폭을 확대하

였다. 한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한 연구 경험

과 첨단 연구 장비를 활용하여 우수 연구 인력을 양성

하기 위한 학ㆍ연ㆍ산 협동 연구 과정을 설치하였다. 

1992년 인하대학교와 해양학 과정에서 석ㆍ박사 과

정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말까지 14개 대학

교와 공동으로 학과 과정을 개설·운영 중에 있다.

한국해양대학교와 약정서 체결식, 2008

학ㆍ연 협동 연구 과정 약정 체결 대학 현황

대학명 개설학과 협약내용 약정체결일

인하대학교 해양학

• 인력 및 학술 정보 교류

• 연구 및 실험, 연구, 시설, 장비 공동 활용

• 방학 중 학생 학점제 교육 연구 시스템 운영

1992. 4. 25

성균관대학교 생물학, 물리학, 토목공학

• 대학원생 논문 지도, 학생 교류, 연구원 출강

• 연구 사업 참여 및 공동 수행

• 석ㆍ박사 과정 운영 및 교육 파견

1992. 4. 27

한양대학교 생물학 외 8개 학과
• 해양과학 전문 인력 공동 양성 및 학점제 프로그램 운영, 연구원/교원 등 교류, 대학원 과정 지원 등

• 해양조사 장비 공동 활용에 대한 부속 협약
1992. 5. 8

홍익대학교 조선해양공학, 토목공학

• 충남발전해양사업단 공동 구성

• 지방 대학 혁신 역량 강화 사업 운영

• 지역 발전 촉진 및 지역 혁신 체계 구축

• 지역별, 기관별 특성화 발전 고려, 공동 연구 체제

1995. 5. 9

해양대학교 해양학, 조선학 등
• BK21 2단계 사업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의체 참여 및 공동 연구 수행, 세미나 등 학술 활동 수행,  

  인력 지원

  - 사업단명 : 미래형 해양바이오 핵심인력 양성사업단

1997. 3. 31

부산대학교 해양과학 등
• 대학원생 논문 지도, 학생 교류, 연구원 출강

• 연구 사업 참여 및 공동 수행

• 석ㆍ박사 과정 운영 및 교육 파견

1997. 5. 9

충남대학교
해양학, 선박해양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 첨단 수송체 및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과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업무 협력 1997. 5. 15

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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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양성

장학금 수여식

1.1.3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제도 운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07년부터 대학별 우수 학

생에 대한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미래 해

양과학과 조선 해양공학 분야의 우수 연구 인력 양성

을 통해 해양과학에 기여하고 해양 관련학과 대학과 

학ㆍ연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장학 제도를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매년 서

울대, 한양대 등 해양과학기술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

학교의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우수 학생을 대

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간 15명 이내의 학생에

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선정된 장학생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블로그 

기자단 활동과 학ㆍ연 지도 교수로부터 연구 수련을 

의무 사항으로 이행해야 하며, 우수 학생에게는 연구 

현장 체험과 실용적 연구 지식 배양을 위한 기회가 제

공되고 있다.

또한 1990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과학고

등학교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사, 석사, 박사 과

정으로 이어지는 과학 영재 교육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를 통해 우수 학생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을 유도하

여 국가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고급 

과학 두뇌를 확보하고 과학기술 인력 부족난을 해소

할 방침이다. 또한 과학고등학교와 한국해양과학기

술원의 유대 강화를 위한 장학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장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로서, 한국과학기술원 학사 과정에 진학 예정인 학생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대학명 개설학과 협약내용 약정체결일

명지대학교 토목공학

• 논문 연구 공동 수행

• 공동 연구 참여, 학술 논문 발표

• 대학원생 연구 참여 및 활용

1999. 3. 10

강원대학교
미생물, 생물, 생화학, 

지구물리학, 환경학

• 대학원생 논문 지도, 학생 교류, 연구원 출강

• 연구 사업 참여 및 공동 수행

• 석ㆍ박사 과정 운영 및 교육 파견

1999. 3. 22

경남대학교 현재 학과운영 없음 • 연안 환경 개선과 생물자원 활용 등 (연안항만공학센터 주관 부서) 2000. 1. 18

세종대학교 조선공학

•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및 개발

• 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위한 연구 및 개발

• 기타 학연 관계 실무 협의

• 교육 파견, 연수 연구원, 연구 학생 교류 및 정보 교류

2000. 5. 29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 과학교육

• 대학원생 논문 지도, 학생 교류, 연구원 출강

• 연구 사업 참여 및 공동 수행

• 석ㆍ박사 과정 운영 및 교육 파견

2002. 7. 2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학 등

• 교수 및 연구원 인력 교류 및 양성

•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개최

• 학술 정보, 행정 정보 및 출판물의 상호 교환

• 실험 실습 및 연구기기ㆍ시설물의 공동 사용

2008. 8. 29

부경대학교 해양학 등
• 실험 실습 및 연구기기ㆍ시설물의 공동 사용

• 교수 및 연구원 인력 교류 및 양성

• 공동 연구 및 학술회의 개최

2008. 10. 15

미래해양인재 육성을 위한 학·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차세대 해양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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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양성과 교육운영

을 우선 대상자로 하여 선정하고 있는데, 매년 한성

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의 과학고등학교 

학생 10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1.1.4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운영

2004년 10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기관 등의 설

립ㆍ운영과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근

거하여 21세기형 과학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정부 출연기관 공동으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를 설립ㆍ운영하였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기존의 이공계 교

육기관과 차별화된 연구 현장 중심 교육으로 신생 융

합 기술 분야의 석ㆍ박사 인력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

다. 특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풍부한 연구 인력, 첨

단 시설과 장비의 활용도를 높여 해양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국해

양과학기술원 원장이 선임되었다. 원장은 대학원대

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즉 대학원대학의 예산, 

결산, 차입금과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

항, 운영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대학원대학의 폐

지에 관한 사항, 총장과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운

영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대학원대학 지원 

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데 큰 역

할을 하게 된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캠퍼스는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서 학사위원회, 캠

퍼스교수회, 원장-교수-학생 간담회, 교수-학생 워크

숍 등 다양한 학사 교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

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사 일정 이외에 다양한 방법의 네트워크를 구축하

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 같은 우수 인재의 양성

과 우수 학사 운영으로 2009년 이후 매년 교원, 학생,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생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학사 3 3 2 7 3

석사 1 2 4 2 3

박사 4 1 1 2 3

계 8 6 7 11 9

과학고 영재 장학생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학교

강원과학고등학교

세종과학고등학교

충남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경남과학고등학교

세종과학고등학교

충남과학고등학교

충북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충남과학고등학교

충북과학고등학교

창원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인원 10명 10명 10명

UST 학생 홍보관 견학, 2010

UST 학술문화제 개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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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양성담당자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표창을 수

상하여 다른 기관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2004년 31명의 교원과 해양환경시스템과학ㆍ수

중음향통신공학 2개 전공, 3명의 학생으로 출발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캠

퍼스는 2012년 말 교원 97명, 전공 6개, 학생 32명으

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6명의 졸업생을 배출

하였다.

교원, 전공, 학생 현황

전공명
전공 

개설일

전공

책임 교수

교원 학생

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총계 석사 통합 박사 총계

해양환경시스템과학 2006 강동진 35 1 36 8 1 2 11

해양생명공학 2009 이정현 11 1 4 16 1 5 6

해양생물학 2009 김 성 1 17 1 19 4 3 2 9

해양정보통신공학 2004 김승근 1 7 1 9 1 1 2

해양환경화학 및 환경생물학 2011 이택견 10 10 1 2 1 4

선박해양플랜트공학 2012 반석호 7 7 0

합 계 2 87 1 7 97 14 7 11 32

졸업생 현황

석사 과정 박사 과정 통합 과정 총계

3명 2명 1명 6명

총장 표창 수상 현황

구분 수상연도 성 명 비 고

우수 캠퍼스 대표교수상 2010 이윤호

최우수 연구지도상 2011 이정현

우수 교수상 2012 신희재

우수 강의상

2012

2011

2009

박흥식

박영규

차선신

최우수 논문상 2011 배승섭 Nature 제1저자 게재

우수 학사 담당자상 2011 우선미

우수 전공 책임자상 2011 이정현

KIOST 교수진과 학생들, 2013

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대학교 학연 협력대학원) 워크숍에서
임장근 제2부원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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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양성과 교육운영

일반적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기관 특성상 조직 

구성원의 뛰어난 자질로 인해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다. 특히 연구소 초창기 해외 

유치 과학자 초청, 박사 학위 소지자 우선 채용 등의 

인사 정책과 함께, 박사 학위 미취득자의 경우에도 연

구소 재직 중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취학을 장려하였

으므로 별도의 교육 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관 운영이 차츰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우

수한 연구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구원들의 개

발 능력 함양과 지원 인력의 자질 향상이 기관 존립

에 직결된다는 점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 구성원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교

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였다. 현재 한

국해양과학기술원의 교육 훈련 정책은 기관 경영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1.2.1 ‘Top-edu’ 프로그램 이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교육 훈련 정책은 크게 2007

년 이전과 이후로 대별할 수 있다. 연구소 설립 초창

기 이후 2007년 이전까지는 교육 전담 부서와 교육 담

당 전담 직원이 없었다. 따라서 기관 차원의 교육 프

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지지 못해 단편적인 수준의 교

육훈련 시행에 그쳐야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구기관의 특성상 최고 경영

자와 조직 구성원 사이에 교육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비록 조직적이

지는 못했지만 박사 학위 미소지자의 학위 취득 프로

그램,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외국어 회화 능력 배양 프

로그램, 연구 연가, 해양관측ㆍ실험 기기 운용 기술 습

득을 위한 중ㆍ단기 기술 훈련 등 기본적인 자질 향상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특히 1990년대 초에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체험 교육이 이뤄졌다. 현장 체험 교육은 연구소

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던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스크립

스해양연구소, 우즈홀해양연구소, VIMS, 캐나다해양연구소의 협

조 하에 연구 지원 부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였다.

1.2.2 ‘Top-edu’ 프로그램 이후

2007년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교육 훈련 정책에 획

기적인 전환점을 이룬 해였다. 조직 구성원 전체가 교

육 훈련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고 교육 전담 직원의 

배치, 교육비의 대폭적인 투자 확대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외부 전문 교육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그간의 

교육 훈련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등을 파악

하였다.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향해야 될 

교육 철학의 설정과 개인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등 중장기 세부 실행 계획과 인재 육성 전략을 

수립하였다. 교육 훈련 결과는 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

축하여 관리하였다.

2007년 한국해양연구원은 역량 기반의 참여형 

교육 체계인 ‘TOP-edu’에 따라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를 통한 핵심 인재의 전략적 육성이라는 

기본 방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HRD 전략을 수립하였

다. 현상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도출, 시행 시기별 교

육 과정 체계화, 자발적인 참여형 학습을 독려하는 학

습 환경 제공, 성과 지향의 인재 육성을 위한 역량 기

반의 참여형 교육 등을 통해 조직 구성원 전체가 기관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전 직원의 역량 분석 결과에 기초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훈련체계를 수립하였다. 인사ㆍ교육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개인별 교육 이

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교육 학점 이수제 도입과 

교육 성과 관리의 체계화, 교육 과정별 만족도 조사에 

1.2 교육 운영
      Education

여직원 직무교육. 1990

한마음 교육,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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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운영대한 피드백을 통해 교육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조

직 구성원의 인식 전환을 꾀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전

환으로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업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교육 훈련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2007년 이후에는 

기존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새로 도입

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신규 채용자 특별 교육과 직종ㆍ직급별 직무 역량 강

화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신규 채용자 특별 교육은 

신규 채용자들이 우리 원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 제도이다. 신

규 채용 특별 교육은 멘토링 제도, 원내 직무 교육, 외

부 위탁 교육, 연구 현장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

램을 통해 시행되었다. 

각 교육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교육 훈련 프로그램 내용

구분 교육장소 교육내용

멘토링 제도 운영 해당 부서

- 운영 기간 : 신입직원의 연구원 임용 후 1년

- 주요 활동 : 제도의 활성화 및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후견인과 신입직원간의 간담회를 운영 기간 동안 

반기별로 연 2회 시행

원내 직무 교육

(OJT 교육)
연구원 - 원내 자체 강사진을 통한 연구원 현황 및 직무 교육 시행

외부 위탁 교육 외부 연수원 - 휴먼 스킬 강화 교육(팀워크+커뮤니케이션) 시행

연구 현장 체험 교육
권역별(안산, 대전, 거제 

등) 연구 현장

- 연구원 역사, 권역별 역할 및 성과의 이해

- 연구 현장 투어 및 체험 교육

왼쪽부터 박영숙 유엔 미래포럼 대표, 엄길청 교수, 김훈 작가, 강신주 박사, 이숙영 방송인

‘TOP-edu의 날’ 강연과 초대강사, 왼쪽부터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 최영락 전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김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박동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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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양성과 교육운영 기존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직

종ㆍ직급별 직무 역량 강화 교육도 적극 실시되었다. 

연구 부분의 경우 MATLAB, 미니텝을 이용한 통계 분

석, 연구 기획, 연구 데이터 분석, 지식 재산권 활용 전

략, 연구 제안서 작성 과정 등을 운영하였다. 행정 지

원 부문의 경우는 과학기술 홍보, 연구 기획 실무, 국

제 협력 실무, 회계 세무 관리, 기술 예측 과정, 기술 

거래사, 특허 제도, 연구 계약, OA 과정 등 행정 지원 

전문 교육을 시행하였다.

조직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간 관리자를 위한 교

육도 마련되었다. 선임 및 책임급 승진자를 위한 교

육이 그것이다. 특히 중간 관리자의 역할 모델 정립

을 위해 ‘임파워링 체인지 리더 과정Empowering Change 

Management’을 시행하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패러다

임 혁신의 필요성과 역할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인재는 최고의 자산

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것은 리더십 

교육과 직무 교육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조직 변화를 선도하고 추진할 주요 인재로서 

임원과 보직자, 주요 연구 책임자를 대상으로 역할 강

화와 리더십 역량 강화 특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만의 특수 역량을 강화

시키기 위한 교육도 마련되었다. 우리 원은 특성상 전 

세계 연구기관과 정책 분야 협의가 필수적이다. 따라

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해양 관련 정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어학 교육 

및 해양정책 특별 과정을 준비하였다. 더불어 선진 해

양 분야의 현안에 대한 정책 마인드를 강화시키고, 통

합형 연구 과제 개발을 위해 해외 해양 관련 대학교

와 공동으로 해양정책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였다. 개

인별 글로벌 역량 증대를 위해 외국어 회화 능력 배양 

프로그램도 시행하였다.

한편 전 직원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독서 

통신 교육을 들 수 있다. 이는 상시 교육 체계 수립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으로, 언제 어디서든 교

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이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직급별로 요구되

는 역량에 적합한 독서 통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TOP-edu의 날 교육’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

이 교육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타 연구 분

야에 대한 이해와 다기능 전문가generalized specialist로

서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경제, 변화, 조직 

문화, 자기 개발 등 기본 소양을 위한 전 분야의 전문

가를 초청하여 월 1회 집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습조직CoP, Community of Practice 운영

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문 지식 공유와 문제 해결 

Best HRD 우수인증기관 재선정, 2012 Best HRD 우수기관 인증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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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운영

육성 Slogan

핵심 필요역량

2009년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업무혁신능력 수행력

기획 / 창의력

자기개발의지

전략적 사고 / 가치 공유

목표설정능력

정보수집 / 분석력 협력

자기주도적

상시 학습 시스템 구축
현장중심의 교육

2010년도 2011년도

2008년

- 교육학점 이수제 도입

- 교육홍보 강화

기능
강화기

2009년

- 인사제도와의 연계

- 상시 학습체계 강화

*Best hrd 기관 선정

기능
강화기

2010년

- 인재상 및 전략 

 과제 재정립

- 학습조직 구축

- 창의적 학습 및 

 참여형 분위기 조성

성과
창출기

2007년 이전

- 역량 모델링

-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기반
구축기

교육훈련 운영 및 평가시스템 개선 추진 과정

학습을 통한 개인별 학습 역량 강화, 집단적 문제 해

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학습 동아리를 자발적으로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초창기에는 조직 구성원의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성과 관리 방안으로 교육 학점 이수제와 교육 이

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사 고과와 연계하였다. 

그럼으로써 교육에 대한 참여를 반강제적으로 유도하

였으나 점차 직원들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를 도모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개인의 취향이나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온라인 

학습, 독서 통신 등 다양한 학습 체계를 도입하면서 이

루어졌다. 그 결과 현재는 직원들 스스로 자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 교육 과정 개설을 요구하는 등 

자기 주도형 교육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에는 교육과

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Best-HRD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어 2012년에도 교육 훈

련 우수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



2. 연구사업 개발과 R&D 실용화
The Development of Research Projects and

the Utilization of R&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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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사업 개발

2.1.1 연구사업 개발

오랜 시간동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내외 관

련 기술과 정책 동향에 따라 사업화 촉진 기술, 기

초ㆍ원천 기술, 융ㆍ복합 핵심기술로 구분하여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를 가지고 연구 사업 개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9년간 해양환경과 기후 변

화, 해양자원, 연안ㆍ항만공학과 해양안전ㆍ운송 시

스템, 극지 환경 연구와 과학기지 운영 등을 개발

하거나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해 해양환경ㆍ자

원 조사, 바다 목장 조성 기술, 조력 등 해양에너지, 

남ㆍ북극 기지 설치와 환경ㆍ자원 조사, 태평양 심해

저 광물자원, 이어도기지 등 해양관측망, 수중 무선 

2.1 연구사업 개발, 학ㆍ연ㆍ산 협력
       The Development of Research Projects and Industry-Academia-Research Institute Cooperation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단·중·장기 연구 목표

사업화 촉진 기술

(기술 확산, 실용화)

기초ㆍ원천 기술

(창의적 탐색, 개척)
융ㆍ복합 핵심기술(구체화, 가시화)

산업계 현장 애로 기술 지원 및 

정부 정책 지원

창의 연구 능력 확충 및

기초ㆍ원천 기술 개발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국가 현안 문제 해결 및 저탄소 신성장 동력 창출)

단기 연구(1~3년)

(약 20% 내외)

중기 연구(3~5년)

(약 30% 내외)

장기 연구(5~10년)

(약 5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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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업 개발과 R&D 실용화 3개 전략 목표와 12개 전략 과제

과제명 세부과제명 핵심 연구내용

1 기후 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 보전 강화

 기후 변화 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

 연안 재해 대응기술 개발

 해양환경 관리 보전 및 운영 시스템 개발

 해양오염 방제 및 저감 복원기술 개발

기후 변화 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

• 지구 환경 변화가 한국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한반도 기후의 통계적 예측을 통한 예비 시나리오 평가

• CO2 해양 처리 기반 기술 개발

연안 재해 대응기술 개발

• 해일 침수 재해도 작성

• 태풍, 해일 예측 기술 연구

• 연안 파랑 재해 침식 적응 기술 개발

해양환경 관리 보전기술 개발

• 동해 독도 해양환경 조사

• 새만금 환경조사 및 환경 정보 운영 시스템 개발

• 해양환경 모니터링 기술 개발

해양오염 방제 및 저감 복원기술 개발

• 유류 오염 환경 재해 대응기술 개발

• 해안 습지 기능성 회복을 위한 핵심 환경 요소 규명

• 특정 해역 환경 위해도 평가 기술개발

2 해양에너지 및 미래 해양자원 개발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해저 광물자원 상용화 연구 개발

 해양 생태계 조사 및 생물자원 관리

 해양 생명 기능 이용 바이오 신소재 개발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 조력 발전 시스템 기술 개발

• 조류 발전 시스템 기술 개발

• 파력 및 온도차 발전 시스템 기술 개발

• 해양바이오 에너지 자원화 기술 개발

해저 광물자원 상용화 연구개발

• 망간단괴 상용화 기술 개발

• 해저열수광상 상용화 기술 개발

• EEZ 해양 광물 자원 정밀 조사 

해양생물자원 확보 및 관리 기술 개발

• 해양생물자원 확보 및 뱅크 구축

• 해양 식량 어류자원 기술 개발

• 해양 유용생물 관리 기술 개발

해양 생명 기능 해석 및 바이오 신소재 개발

• 해양 오믹스 분석을 통한 생명 기능 해석

• 해양 유전체 활용 기술 연구

• 해양바이오 신소재 개발

3 첨단 항만공학 및 해양 시스템 기술 개발

 첨단 항만ㆍ인공 섬 핵심기술 개발

 해양 장비 핵심기술 개발

 해상 교통 안전 고도화 기술 개발

 운송체 성능 핵심기술 개발

첨단 항만 및 인공 섬 핵심기술 개발

• 항만 리모델링 공학 기반 구축

• 항만 구조물 최적 설계 기술 개발

• 인공 섬 구조 시스템 개발

해양 장비 핵심기술 개발
• 심해 무인 잠수정 탐사 기술 실용화 및 실해역 운용 시험

• 수중 무선 통신 시스템 개발

해양 교통안전 고도화 기술 개발

• 해상 교통 위해도 평가 및 교통 환경 개선 기술 개발

• eNavigation 기반 선박 충돌/회피 지원 기술 개발

• 해상 인적 사고 예방 및 관리 기술 개발

운송체 성능 핵심기술 개발

• 선박 자유 항주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 환경친화형 청정선 개발

• 무인 선박 핵심기술 개발

• 선박 안전 성능 향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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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사업 개발통신시스템, 무인 잠수정, 해양바이오 등의 연구 사

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더불어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의 대외 인지도도 꾸준히 상승되었다.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를 준비

하는 종합 해양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

이 되었다.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대형 연구 사업의 개

발 과제를 중심으로 3개 전략 목표(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 보전 강화, 해양에너지 및 미래해양자원 개

발, 첨단 항만공학 및 해양시스템 기술 개발)와 12개 

전략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또한 12개 

전략과제는 각각 2~4개씩의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중

점 추진하고 있다.

2.1.2 연구사업 관리의 변천

1981년 이전까지 수탁 사업은 존재하였으나 국가 연

구개발 사업은 없었다. 또한 연구 과제의 관리는 발

주처와의 계약서와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ㆍ정산하

였다. 1982년 과학기술처에서 특정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관 훈령으로 「특정 연구개발 사업 처

리 규정」이 제정되었다. 그 후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이 규정에 따라 협약ㆍ관리ㆍ평가ㆍ정산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1996년 8월 해양수산부가 발족되면서 해양 수산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특정 연구개발 사업 처리 규정」을 준용하였다. 그러

다 1997년 12월 해양수산부가 독자적인 연구개발 사

업 관리 등을 위해 「해양 수산 연구개발 사업 처리 규

정」을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규정이 

각 부처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연구자와 관리자는 

혼동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을 관리하기 위한 통일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할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2001년 12월 19일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었고, 

2002년 3월 19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었다. 이

로써 각 부처의 훈령에 의해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국

가 연구개발 사업이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게 되었다. 

2002년 7월에는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과학기술 연

구개발 사업의 관리를 위해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였

다. 해양과학의 특성을 감안하고 사업에 대한 공동 

관리 규정을 반영하여 훨씬 체계화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운영 규정」을 제정한 것이다. 이 규정

의 특징은 연구 관리 전문기관을 두어 연구 과제의 

기획ㆍ선정ㆍ관리ㆍ평가ㆍ정산ㆍ사후 관리의 전문

성과 객관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리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양수산부

는 2005년 11월부터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전

문 관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연구 과제의 선정을 비롯한 관리ㆍ평가ㆍ정산ㆍ사

후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2008년에는 건설교

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되어 국토해양부로 새롭

게 출범하면서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에도 변화가 생

겼다. 과거 2개 부처의 훈령을 폐지하고 2008년 6월

부터 새롭게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운영 

규정」이 제정되었다.

2008년에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수산 기능이 

해양수산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었다. 이

의 일환으로 2009년 10월에는 한국해양수산기술진

흥원의 수산 특정 과제 관리 기능이 농림수산식품기

술기획평가원에 이관되었고, 명칭도 한국해양학기

술진흥원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한국해양학기술진

흥원은 「해양 수산 발전 기본법」 등에 의해 시행되는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전문기관으로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3월 해양수산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부

처에서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의 범위 내에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구관리 전문

기관으로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그 기능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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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업 개발과 R&D 실용화 2.1.3 학ㆍ연ㆍ산 협력

2.1.3.1 국내 학ㆍ연ㆍ산과  기술ㆍ정보ㆍ인력 교류  협력

해양과학기술 연구는 다분야가 참여하는 종합 과학

기술 분야로 관련 대학ㆍ기관ㆍ산업체와 협력이 필

수적인 융ㆍ복합 연구 분야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은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과 연구 실용화를 위해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공동 연구 협정을 체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위한 사후 조치 등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유수 대학과 협력 체결을 통한 

미래 우수 인재 육성ㆍ교류, 경쟁과 협력을 통한 다

른 연구기관과 동반 성장, 상생과 소통을 통한 산업 

지원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은 매년 전체 연구비의 일부분을 이들 유

관기관에 공동 연구비로 투자하여 창조적 연구 활동

을 장려하는 한편 이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내

고 있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위치한 안산시를 포

함하여 부산광역시, 제주도, 인천광역시 등 지방 자

치 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해양 관련 개발 계획이 성

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자문 활동을 수행 

하고 있다.

덕성여자대학교와 협약 체결, 2013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해양경찰청 간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업무협약서

안산사이언스밸리 소속기관 안산본원 견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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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ㆍ연ㆍ산 협력국내 학ㆍ연ㆍ산 협약 체결

상대기관명 / 체결일자 주요 협약 내용 협약 체결 후 성과

해양학회 / 2004. 12. 9 • 국제 수준의 영문학술지 발간을 위한 협약 체결

• OSJ 40권 1호~47권 4호 발간

• Springer와 국제 공동 발간 및 글로벌 마케팅 협력 체결

• SCI(E) 등재 신청 (2012. 6. 19)

경기테크노파크 / 2005. 1. 19
• 신규 사업 발굴 및 공동 사업 추진

• 각종 전시회, 교육 훈련,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 ASV(안산 사이언스밸리) 현장 투어 프로그램 참여 및 

공동 홍보 활동 추진 

목포대학교 / 2006. 8. 29
• 공동 연구 협력 추진 및 공동 연구 프로그램 개발

• 공동 연구 결과에 대한 연례 심포지엄 개최

• 기술 개발 교류

•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개최

기상청 / 2007. 4. 27
• 해양 및 기상 관측 관련 협력 사항

• 해양 및 기상 연구에 관한 협력 사항

•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레벨1B, 레벨2, LRIT 자료) 

실시간 전송(2011. 4~)

• 천리안 기상위성 자료(MI SST) 자료 수신(2012~)

• 황사, 해빙 등 뉴스 기사 자료 제공(2012)

부경대학교 / 2008. 10. 24

• 한국 해양과학기술 분야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

• 공동 연구개발, 인력 및 학술 정보의 교류, 교육, 연구 및 

실험, 연구 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

• 연수 실습생(인턴쉽) 운영으로 상호 협의에 따른 학점 인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2009. 5. 08

• 연구 시설의 공동 활용

• 독도 및 동해권 중력/지구 자기장 측정, 기점 및 표석 설치 등 

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선박 지원 등 포함)

•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절대ㆍ상대 중력 측정 실시

• 독도의 지체 구조 변동 모니터링, 해양자원 탐사, 해양 지구

조 연구, 해양환경 보존 등 해양영토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

한국원자력연구원 / 2010. 1. 25 

• 환경 방사능 연구와 관한 세부 협약 - 해양심층수 시료 분석 및 

수질 공정 실험 등

• 교육 및 연구 교류에 관한 협력 (장소 및 인력 등)

• 분기별 해양심층수 방사능 분석

국토해양부 / 2011. 12. 1

• 해양관측위성 관측 계획 수립 및 관리

• 위성 자료의 수신, 전처리 및 해양환경 자료 처리

• 위성 자료 활용 촉진을 위한 사용자 교육, 기술 지원 등 국내외 협력

•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운영위원회 발족(2012.07)

• 연간 운영 계획서 작성/제출(매년 11월 말)

• 해양관측위성 운영 및 활용 장기 발전 계획 작성

•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활용 연구 사업(2단계) 추진(2013~)

한국해양대학교 / 2012. 11. 19 

• 학ㆍ연 협력 체제 구축 및 공동 운영

• 특별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

•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통한 우수 연구 개발 후속 세대 양성

• 한국해양대학교 내 설치된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School) 공동 운영

•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2013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덕성여자대학교 / 2013. 04. 11

• 공동연구, 교육 및 협력교류

• 인력 및 정보교류

• 연구시설, 공간 및 장비공동활용

•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 제공

• 미세조류 색소의 약리작용 및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기획연구 공동 진행

거제시, 거제시의회,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거제지역 조선 · 해양기자재

기업 교류회, 경남테크노파크 

/ 2013. 05. 22

• 해양플랜트 산업의 활성화 관련 교류회, 학술회의, 세미나 등 개최

• 해양플랜트 관련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의 수행 및 지원

• 해양플랜트 분야 전문가 활용 및 지원

• 해양플랜트 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지원

•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부지 무상사용 협의(170,000m²)

한국해양연구원-기상청 업무협력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정식 체결, 2007

부경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남해연구소 견학,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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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업 개발과 R&D 실용화

2.2.1 정부 및 출연 연구기관의 실용화 기조

2000년대 초부터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은 기초ㆍ원

천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

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국가 연구개발 사

업 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

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

여 연구 생산성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마련된 정책이

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같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도 「출연(연) 연구 성과 확산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국

가 연구개발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

이다. 아울러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

발 자체를 위한 연구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이라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설 수 있는 틈새 없는

seamless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우리나라를 과학 경

쟁력을 갖춘 국가로 견인하는 데 앞장서 왔다. 그러나 

정부 연구개발비의 40%2010년 기준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연구개발비 대비 연구 생산성이 미흡하다

는 지적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기술 이전 

지원 체계에 있어 미흡한 부분과 예산 부족 등 현실적

인 문제점을 극복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용화

하는 것이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숙

제로 남아있다.

2.2.2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개발 성과 확산 실적

2005년부터 대내외적인 평가 기준이 강화되어 연구

개발 성과의 범주에 SCI평균I.F.값, 전체 논문건, 특허 

보유건, 연구원 1인당 특허 출원/등록건, 기술 이전건, 

기술료 계약 총액누적 실적 등 계량적인 요소가 반영

되었다. 이러한 항목 개인 평가, 기관 평가, 승진 평가 

등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고, 경영 목표 

수립과 이행 점검 절차 등을 통하여 성과 관리의 목표 

관리MBO도 추진하였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일괄 

관리하기 위한 성과 관리 전담 부서가 설치ㆍ운영되

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계량적인 요소 중 논문 이외의 항목들이 괄

목할 성장을 이룬 것은 실용화를 주요 임무로 삼은 결

과였으며, 또한 1999년에 한국기계연구원 선박공학

연구소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한국해양연구원현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으로 이관되면서 더욱 활성화 되었다.

국내외 SCI 논문의 경우 2012년 말 기준으로 184건국

외 181건 포함이 발표되어 2003년의 76건국외 72건 포함

에 비하여 엄청난 양적인 증가가 있었다. 뿐만 아니

라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지속하고, 상위 10위 내 저

널 게재를 목표로 논문의 질적 개선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2007년에는 『Science』와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에 1편씩이 게재되었고, 2009년부터

는 4년 연속으로 『Nature』에 1편씩이 게재되는 성과

를 이루었다. 대내외적으로 양질의 성과를 달성하는 

기관으로 널리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

비 대비 SCI 성과에서는 다소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

다. 다시 말해 10억 원 당 논문 수는 0.8편으로 K기관

2.8, B기관2.5, S기관1.5에 비하여 뒤떨진 것이 사실이

다. 이는 다른 기관과 달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

개발 사업의 연구 원가 구성이 특수성을 띠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현장 조사비와 연구선 사용

료 등 고정 경비가 포함되어 직접비가 증가하였기 때

문이다.

최근 정부가 요구하는 연구 생산성 가치 기준의 시

작이자 근간이 되는 특허 출원ㆍ등록에서도 괄목할 만

한 업적이 이뤄졌다. 이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성과 

확산 전략의 청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 성

과를 보면 2012년 기준 국내 출원 227건과 등록 148건, 

국외 출원 32건과 등록 15건이다. 2003년 기준 국내 출

원 35건과 등록 21건, 국외 등록ㆍ출원 0건과 비교해 

2.2 R&D 실용화
   Utilization of R&D Results

해조류 에탄올 생산 미국특허, 2010

산업재산권 갖기 세미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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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실용화볼 때 엄청난 증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수행한 연구개발비 대비 10억 

원 당 특허 출원 수는 0.7편으로 이 또한 K기관1.6, B기

관1.6, A기관0.9과 비교하면 다소 미흡하다. 이 역시 연

구 사업비 원가 구성상의 특수성과 무관하지 않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적 재산권의 성과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성과를 활용한 실용화 전문기관으로서 자

격을 부여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이제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더욱 큰 시

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기술 이전(비) 실적은 최근 연구개발 사업 성과의 

생산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2000

년에 제정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

률」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세부 실천 계획으로 2001

년 「기술 이전ㆍ사업화 촉진 계획」 1차 계획2001~2005

을 수립한 이후 3년 마다 주기적으로 단계별 계획

을 만들고 있다. 현재는 2012년부터 시작된 4차 계획

2012~2014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정부는 

사업화 연계 R&BD 사업, 기술 평가와 금융 등 실용화

를 위한 각종 시스템의 구축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 성과 중에서 가장 괄

목할 만한 업적을 달성한 것이 기술 이전(비) 실적이다. 

사실 기술 이전은 관련 분야 산업에 연계된 다른 출연

기관들의 영역으로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40년간 축

적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수많은 업적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훌륭한 성과로 승화될 수 있었다. 여기

에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업적도 다수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원에서 수행하는 기초ㆍ원천 연구 분야

에서도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는 공감대 형성과 그 가능

성을 얻게 된 점이 무엇보다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08년까지는 연도별로 10억 원 이내에서 기술료 

수입이 시현되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연 20억 수

준으로 기술료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기술 이전 시장

에서 해양과학기술 분야와 우리 기관은 그야말로 블루 

오션으로 지목 받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49억 6,000

만 원의 기술료 수입액을 달성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그 당시 소속된 기초기술연구회 13개 기관 중 

1위의 업적을 달성하였다. 더불어 기관 설립 이래 최초

의 해외 기술 이전 계약까지 체결하여 국내는 물론 국

외까지 기관의 역량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제는 기술 이전료 수입액만 매년 20억에 달하는, 놀라

운 연구 생산성을 주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

다. 또한 2013년도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산업통

상자원부로부터 선도 기술사업화조직 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우리나라 275개 TLO연구기관 

및 대학, 2112년 기준 중 14개에 포함되었다는 의미이며, 

우리 해양과학기원이 연구기반 사업의 실용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최근 3년간 기술이전 대표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수중 무선 통신 시스템

- 기술 이전 내용

기술명 실시기업 기술료 계약기간

수중 무선 

통신 시스템 

기술

LIG넥스원(주), 

경원훼라이트공업(주)
45억 원

20년

(2010.05~2030.05)

수중 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술

LIG넥스원(주) 45억 원
20년

(2011.08~2031.07)

- 기대 효과

①  수중 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통해 수중-수상-육상 

입체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

로 다양한 해양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분야 발굴

수중 무선 통신 모뎀 기술 이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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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업 개발과 R&D 실용화

②  세계적 수준의 수중 무선 통신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제품 국산화로 고부가가치 신 해양산업 창출

③  민수 분야 연간 1,000억 원, 군수 분야 연간 640억 

원을 포함하여 10년간 약 1조 5,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예상

● 차세대 항만 물류 시스템 기술

- 기술 이전 내용

기술명 실시기업 기술료 계약기간

지능형 

항만물류시스템

기술개발

서호전기(주) 9억 3천만 원 5년

고단적 적재시스템 

개발 기술
(주)이지인더스 9억 8천만 원 5년

무정차 자동화 게이트

시스템 제작 및 운영기술
(주)지팬스 2억 2천만 원 5년

지능형 항만운영

시스템 개발
(주)케이엘넷 2억 원 5년

지능형 항만통제

시스템 개발
(주)토탈소프트뱅크 3억 원 5년

- 기대효과

항만 인프라 시설인 하이브리드 안벽을 비롯하여 고

효율 컨테이너 크레인, 자가 하역 차량, 고단적 적재 

해양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기술 이전 서명식, 2011

천해용 무인잠수정 기술 개발에 대한 설명을 듣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수중무선통신 네트워크 기술 이전 협정식에 참가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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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실용화시스템 등 첨단 이송 시스템과 무정차 자동화 게이트 

시스템, 지능형 항만 운영 시스템의 상용화를 통해 항

만 물류의 핵심인 부두와 하역, 이송, 적재, 운영 시스

템 첨단화 계획

● 해양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 기술 이전 내용

기술명 실시기업 기술료 계약기간

멕시코 IMP를 위한 

유체동력학 성능 

해석 기법과 

실험 절차서

멕시코 IMP연구소

약 27억 원

(2,365,200 

USD)

3년

(2011.11~2014.11)

- 기대 효과

①   전 세계의 엔지니어링 업체와 조선 해양 분야 유

관 업체에 판매하게 될 경우 약 150억 원의 경제적 

가치 예상

②  본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후, 해외 업체와 

모형 시험 연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간 10억 원 

수준의 국제 수탁 과제 체결 예상

● 천해용 자율 무인 잠수정 기술

- 기술 이전 내용

기술명 실시기업 기술료 계약기간

천해용 자율 

무인 잠수정 기술
(주)한화 75억 원

15년

(2010.08~2025.07)

- 기대 효과 

이 기술은 우리나라 연근해를 비롯해 강과 하천의 수

중 오염 실태 조사, 수중 정밀 지형도 제작, 연안 감

시 및 해저 침몰체 탐색, 항만 감시 등에 활용될 예정

이며, 향후 심해용도 추가로 개발하여 해저열수광상, 

심해저 광물자원 등 심해의 각종 자원 탐사와 개발 

활용 계획

지능형 항만물류시스템 개요도

기술실시계약서 교환식, 2011

무인잠수정 해미래가 울릉분지에 태극기 동판을 설치하는 모습,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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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및 제도의 변천

3.1.1 체제의 변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모체인 해양개발연구소와 선

박연구소는 1973년 10월 3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

설로 설립되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연구소 운영

과 연구 활동의  자율성, 연구소 재정의 안정성 확보, 

합리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 등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

는 것을 목적으로 1966년 12월 27일 공포된 「한국과학

기술연구소 육성법」을 근거로 설립되었다.

1976년 5월 15일 해양개발연구소와 선박연구소를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선박해양연구소

가 설치되었다. 1976년 11월 4일에는 민법 제32조비영

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과학기술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한국선박해양연구소가 설립되어 한국

과학기술연구소로부터 분리ㆍ독립되었다. 한국선박

해양연구소는 정부 출연금 지원과 국유 재산 무상 양

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1973년 12월 31일 시행된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에 따라 특정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978년 4월 1일 한국선박해양연구는 한국과학기

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와 한국선박연구소로 

분리되었다. 과학기술처는 1980년 11월 13일 기존 연

구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

화와 연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 체제 

정비와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1년 한국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통합하

여 한국과학기술원으로 개편되었다. 이어 한국선박

연구소는 1981년 한국기계금속연구소와 통합하여 한

국기계연구소로 설립되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

설 해양개발연구소는 1981년부터 해양연구소로 명칭

이 변경되어, 남극에 세종과학기지를 설치하는 등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ㆍ개편해 나갔다. 

3.1 체제 및 제도의 변천
    Changes in Institutional System

1975년도 사업계획서에 실린 조직도

1975년도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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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지원 하지만 기관 통폐합 조치로 부작용이 속출하였

다. 무엇보다 연구와 학사 기능의 이질성으로 인해 연

구원과 교수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결국 이러한 

통합 운영 체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한국과학

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분리하는 정부 정책

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 6월 1일 「민법과 공

공기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한국과학

기술연구소가 재탄생하였으며, 해양연구소는 부설기

관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1990년 6월 1일에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

립과 허가와 「공공기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제4조설립에 따라 과학기술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양연구소를 한국과학기술연구소로부터 분리ㆍ독

립시켜 재단법인 한국해양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아울

러 한국해양연구소는 정부 출연금 지원, 국유 재산 무

상 양도, 사업 계획 승인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

의 지정에 따라 특정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996년 8월 해양, 항만, 해운, 수산 기능을 총괄하

는 해양수산부가 중앙 부처로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연구소는 주무 부처가 과학기술처에서 해양

수산부로 변경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시행령 

중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직제해양정책실의 해양개발과 기

능에 한국해양연구소 육성 지원 기능이 포함되었다. 

재단법인 한국해양연구소는 설립 근거 법으로 「민

법」과 「공공기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승계하고, 특정 연구기관의 지위도 그대로 유

지하였다. 주무 부처만 해양수산부로 변경된 사항이

었다.

1999년 3월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정부출연연구

기관은 특정 부처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로 통합되

었다. 그리하여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제외한 이

문사회 계열과 자연과학 계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근거 법으로 1999년 1월 29일 시행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주무 부처가 해

양수산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되고, 법인격도 재단

법인에서 특별법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된 특수법인

으로 변경되었다. 정부 출연연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를 주무 부처로 하되, 각 출연 연구기관에게 법인격

을 부여하는 대신 통합이사회를 운영하여 기초기술

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에 이사회

를 두고 각 출연 연구기관의 이사회는 폐지하기로 하

였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연구소는 공공기술연구회

에 소속되었으며, 2000년 1월 1일부로 「정부 출연연

법」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의 별표가 개정되면서 한국해

양연구소가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4년 10월 23일에는 자연과학 분야 출연 연구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법률인 「과학기술 분

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무 부처는 국무총리에서 부총

리급으로 격상된 과학기술부 장관과학기술혁신본부체제

으로 변경되었으며, 법인격은 특수법인으로 그 자격

이 유지되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으로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였다.

2008년 2월 29일부로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법이 개정되었다. 3개 연구

회 중 공공기술연구회가 폐지되고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2개의 연구회로 개편되었다. 기초기

술연구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주무 부처로 산업

기술연구회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주무 부처로 이원화

되었고, 한국해양연구원은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

기관이면서 특수법인으로 법인격을 유지하였다.

한편 연구회 체계하의 일률적인 출연연 육성제도

로 인해 해양과학 기술분야는 차세대 국가 신성장동

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및 관리와 이용, 해양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국

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목적

으로 2011년 12월 3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로 한국해

양과학기술원이 설립되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의 주요 내용은 독립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및 종전 한국해양연구원의 

모든 업무, 재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 독립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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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및 제도의 변천회 설치, 국토해양부로 주무부처 이관,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과의 겸직근무겸직교수, 겸직연구원 도입 

법제화 등이다.

이로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독립이사회를 갖

추고, 출연(연)의 연구기능에 전문인력 양성기능을 

부가하여 연구와 교육기능의 조화를 통한 출연(연)

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선도하고, 나아가 우리 나라 

동·서·남해는 물론 5대양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해양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로서 우뚝 서게 될 기반

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2013년 3월 23일부로 

주무부처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변경되었

다. 해양수산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기능과 국

토해양부의 해양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

포츠기능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대통령령인 「해양

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따르면 해양정책실 업

무분장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육성 및 지원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

수산부의 산하기관이면서, 별도의 이사회를 두어 기

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반영된 반면, 정부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운영체제를 갖추게 되

었다.

3.1.2 기관 운영 제도의 변천

1973년 10월 30일부터 1976년 11월 3일까지는 해양

개발연구소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기관이었던 

시기다. 따라서 해양개발연구소는 「한국과학기술연

구소 육성법」에 따라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었

다. 정부 출연금은 인건비, 기본 사업비, 운영비, 시설

비 등으로 정부에서 확정된 예산과 T/O의 범위 내에

서 운영하였다. 독자적인 이사회 운영이 아니었기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정책에 따라 기관 운영의 영

향을 받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76년 11월 4일부터 1978년 3월 30일까지는 한

국선박해양기술연구소 시절로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정부 출연금을 받았

다. 인건비, 기본 사업비, 운영비, 시설비 세부 항목 

등으로 지원받아 정부에서 확정된 예산과 T/O의 범

위 내에서 운영하였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독자적

인 이사회 운영을 통해 인사ㆍ조직ㆍ예산의 자율성

이 보장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78년 4월 1일부터 1990년 5월 31일까지는 해양

연구 기능과 선박연구 기능이 분리되었던 시기이다. 

해양연구 기능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한국과학기

술원 부설 해양개발연구소에서 수행하였으며, 선박연

구 기능은 한국선박연구소와 한국기계연구소에서 수

행하였다. 

1980년 12월 31일 한국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

구소가 통합되어 한국과학기술원이 설립되었다. 「한

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정부 출연금은 인건비, 기

본 사업비, 운영비, 시설비 등 세부 항목으로 지원받

아 정부에서 확정된 예산과 T/O의 범위 내에서 운영

하였다. 독자적인 이사회 운영이 아니었기에 한국과

학기술원의 정책에 따라 기관 운영의 영향을 받은 시

기이다.

1990년 6월 1일부로 재단법인 한국해양연구소가 

설립되었다. 한국해양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 육성

법」에 따라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아 인건비, 기본 사

업비, 운영비, 건설비, 차입금 상환 등 세부 항목으로 

정부에서 확정된 예산과 T/O범위 내에서 운영하였

다. 다만, 정부와 민간 수탁 수입이 증가하면서 예산 

중 정부 출연금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였고, 기관의 자

율성과 독립성에 따라 예산과 T/O가 구분되어 운영되

었다. 특히, 정부에서 인정된 T/O와 연구소 자체적으

로 운영되는 T/O가 구분되어 운영되었던 시기이다. 

1990년 6월부터 1996년 7월까지는 과학기술처 산

하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이사회를 운영하면

서, 인사ㆍ조직ㆍ예산의 자율권이 보장된 시기이다.

1996년부터 과학기술처에서는 각 연구소의 T/O

가 증가하고, 연구 사업 수행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PBSProject Base System, 연구 과제 중심 운영 제도를 

도입하였다. PBS는 연구 사업비의 편성, 배분, 수주와 

관리 등 연구 관리의 제반 운영시스템을 프로젝트 중

심 체제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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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지원 로 프로젝트 수주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연구기관에

서는 프로젝트 기준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관리하게 

되었다. 

우선 연구 사업비 구성에 있어 PBS 제도는 연구 

결과를 산출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연구 과제 

계약 시에 원가로 인정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연구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은 물론이고 연구 개

발 대가도 가산하여 반영하였다. 

연구 과제 수행 측면에서 PBS는 연구 과제 책임

자에게 과제 수행에 요구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

여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다. 연구 책임자가 연

구 과제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연구 사업비 

중 직접비의 편성과 사용, 연구 공정을 관리하는 것까

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연구 사업 책임자 중심 제도

Principal Investigator System, PI 중심 제도인 것이다. 

PBS는 기관 운영 측면에서 보면, 연구 과제 중심

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 관리를 함으로써 연구 생

산성 향상과 지원 기능의 효율화가 가능해져 종국에

는 연구 사업 중심의 경영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는 

제도였다. 연구 행정이 기관 전체의 프로젝트를 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연구 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체

제로 전환시킨 것이다.

1997년 이전까지 사업 계획과 예산안은 정부 출연

금과 이자 수입, 그리고 간접경비와 내부인건비의 합

인 간접비O/H, Over Head가 거의 없는 수탁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부 예산서와 자체 예산서가 큰 차이 

없이 작성되었다. 하지만 1998년부터는 PBS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사업 계획과 예산안 작성 시 수입 

부문에 정부 출연금, 정부와 민간 수탁 사업 수입, 이

자 수입 등이 현실적으로 작성되었다. 지출 부문에서

도 정 직원 인건비, 경상 운영비, O/H를 제외한 연구 

사업 직접비, 건설비, 차입금 상환 등의 금액이 실질

적으로 계상되면서 현실적인 계획이 이뤄질 수 있었

다.

1996년 8월부터는 경제 부처인 해양수산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이사회 운영을 통

해 인사ㆍ조직ㆍ예산의 자율성을 갖고 기관 운영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1999년 3월부터는 각 기관의 독

립이사회가 폐지되면서 출연 연구기관의 운영 경험

이 없던 국무총리의 산하 기관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공공기술연구회의 통합이사회 운영을 통해, 각 기관

의 인사ㆍ조직ㆍ예산의 자율성은 보장되었다. 하지

만 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독자적인 기관 운영보다 정

부의 통일된 정책을 따르면서 기관 운영을 했던 시기

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10월에는 이공계 출연 연구기관이 속해 있

는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과학기술부 장관 소관으로 변

경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과학기술부의 통일된 기

준과 잣대에 따라 출연기관이 운영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해양수산부 정

책에 따라, 출연 연구기관 경영은 과학기술부 정책에 

따라 이루어져, 연구사업 관리와 기관 운영이 이원화

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2008년 3월부터는 공공기술연구회가 폐지되면서 

한국해양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기초기술연

구회로 통합되어 이사회를 운영하였다. 이 시기는 기

관의 인사ㆍ조직ㆍ예산의 자율성은 보장되었지만, 여

전히 정부의 통일된 정책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부합하는 기관 운영을 하는 데 전력을 다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7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 제정되면

서, 이때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 정

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부처인 국토해양부 산하 기

관이 되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설립 근거가 독립적인 

법에 의해 보장되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초

기술연구회의 공동이사회 체제보다는 독자적인 이사

회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인사ㆍ조직ㆍ예산의 자

율성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연구의 특성

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관 운영이 가능해졌다.

2013년 3월 23일부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주무

부처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변경되었다. 

국토해양부 시절에는 국토와 해양의 산하기관이 공

존하였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국토 관련 공기업이 

많았기에 해양 관련 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었다.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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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조직의 변천

개편 일자 개편 내용

1973. 10. 30

 •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설치

 - 소장의 자문기구로서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설치

 - 제1연구실, 제2연구실, 연구지원실 설치

 - 연구지원실 산하에 자료관리과와 관리과를 설치

1976. 5. 15
• 해양개발연구소와 선박연구소를 통합하여 KIST 부설 선박해양연구소 설치

 - 소장 아래에 해양담당부소장과 선박담당부소장을 설치

1978. 4. 1

• 한국선박해양연구소에서 해양관련부문만 KIST로 이관되어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재발족하면서

 소장의 자문기구로서 자문위원회와 연구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

 - UNDP 사업을 담당하는 UNDP 고문 설치

 - 7개 연구실, 기획실, 행정실을 기본조직으로 설치

1979. 2. 1

• UNDP 고문을 폐지

• 연구소의 기능 및 설립목적에 맞는 연구과제 및 기술용역의 수탁·위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연구실 운영 및 

연구업무에 관한 정책방향 설정 등 연구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연구부장직을 신설

• 해양개발 연구기기의 개발, 조작, 수리 및 외자 기기 구입 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해양기기실과 연구소의 도서 및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자료센터를 신설

1980. 5. 1

• 5월 중 진수 예정인 조사선 반월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사선 운영실’을 신설

 <주요기능>

 - 연구개발사업에 따르는 현장 정밀조사

 - 조사선 운영에 따르는 선원, 예산, 장비 관리

 - 조사선의 안전관리와 연간 탐사 수행 일정계획 수립

1981. 3.10

• 해운항만연구실을 해양경제연구실에 흡수 통합

• 해양자료센터를 해양정보실로 기획실을 연구기획실을 명칭 변경

• 소장 직속인 해양정보실, 해양기기실 및 조사선운영실을 연구부장 산하로 소속 변경

1983. 3.21

• 해양정책연구실을 신설, 해양경제연구실을 해운항만연구실로 명칭 변경

• 정부의 유사기능 통폐합 방침에 따라 해양기기실, 조사선운영실을 연구지원실로 행정실, 연구기획실을 행정실로 통합

• 연구소 운영의 합리화와 경영능률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내부감사의 업무수행을 전담하는 검사역을 신설

1984. 2. 1 • 해양개발에 따른 환경 관리 및 보전을 위한 환경수리역학 및 공학적 연구수행을 위하여 환경공학연구실을 신설

1984. 3.15

• 부서별 소관기능의 일부를 전담직으로하여 권한과 책임의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인력 활용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담당제를 시행

 - 연구부 산하 : 연구관리담당, 연구개발담당

 - 해양정보실 산하 : 정보담당

 - 관리과 산하 : 관재담당

1984. 4. 1
• 행정실 산하 국제협력과 소관의 차관 및 국제협력 관련업무 중 일부를 연구부로 이관하고 국제협력과 대신에 

자재과를 잠정조직으로 설치 운영

수산부체제 하에서는 연구개발기관으로서의 위상 이

외에 기관 규모에 있어서도 상대적 비중이 커져 정부

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해양과

학기술원법」과 독자적인 이사회에 운영 등으로 기관

의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이사회 안건 상정과정에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의견이 반영될 뿐 만 아니

라 연구개발예산의 상당부분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지

원받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영향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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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지원
개편 일자 개편 내용

1985. 9. 1
• 해양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해양산업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운항만연구에 국한된 해운항만연구실의 업무분장을 주정하여 해양경제연구실로 명칭 변경

1986. 5. 1

• 종전의 1개 연구부를 2개 연구부로 조정하여 부중심 조직으로 운영

• 연구소의 안산 신청사 이전에 따른 보안,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과를 행정실 산하에 설치

• 종전 연구부 산하의 국제협력담당은 행정실 산하로 연구관리담당은 제1연구부 산하로 소속 변경

1987. 3.16 • 1988년부터 수행 예정인 남극 과학탐사연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1연구부 산하에 극지연구실을 신설

1988. 5. 1
• 남극과학기지의 완공과 극지연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극지연구부를 신설하고 해양공학 및 환경공학연구실을 

제2연구부 산하로 소속 변경

1989. 8. 1

• 소장직속으로 기술지원부를 잠정 설치 · 운영하고 산하에 제2연구부 소속의 연구지원실을 조사선운영실, 해양기기실로 분리하여 

소속변경 시키고 해양정보실 및 신설된 해양자료실을 두었으며 제1연구부 산하에 해양천연물화학연구실 등 3개 연구실을 

제2연구부 산하에 연안공학연구실을 신설

1990. 7. 9

• 1990.6.1부로 KIST로부터 분리·독립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

 선임연구부장을 신설하여 산하 6개 연구부 및 기술지원부문을 총괄

• 행정부문을 기획부, 행정부로 격상

• 정책개발실을 신설하여 소장 직속으로 배속

1990. 9. 5 • 해양생물연구부 산하에 해양미생물연구실을 신설하고 해양산업연구부 산하 3개 연구실의 명칭 변경

1990.11. 8 • 해양지질연구부 산하 해양저구조연구실을 해저구조연구실로 명칭 변경

1990.12.10 • 해양물리연구부 산하 4개연구실을 조정하여 7개 연구실로 증설하고 극지연구센터 소속의 3개연구실의 명칭 변경

1991.11.25 • 최소 임계규모에 미달되는 5개연구실 폐쇄

1992. 3.16 • 해양지질연구부의 요청으로 심해저탐사사업단 신설

1992. 5. 1 • 해양물리 · 화학연구부를 해양물리연구부와 해양화학연구부로 분리

1993. 7. 8 • 연구부 산하 연구실을 폐지하고 1개 연구부에 2개 연구그룹 설치

1993. 7.13

• 해양산업연구부를 해양정책연구부로, 해양자료실을 전산실로 명칭 변경

• 기술지원부를 신설

• 기획부의 기획과와 예산과를 기획예산과로 통합하고 행정부의 복지관리과를 총무과로 통합

1995. 4.24

• 해양공학연구부를 연안공학연구부로 명칭을 변경, 기술지원부를 폐지하고 해양과학자료센터를 신설

• 선임연구부장 산하부서로 연구관리과, 해양기기실, 남해기지를 이관

• 기획부에 경영정보과를 신설하고 행정부에 시설안전과를 신설하여 안전과의 기능을 총무과와 시설안전과로 이관

1995.10. 1 • 황해종합연구사업의 총괄적 추진, 관리 및 한 · 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의 한국측 역할 등을 전담하는 황해연구사업단 설치

1996. 6. 1 • 선임연구부장 산하 연구관리과를 기획부로 이관

1997. 1. 1 • 남해기지를 폐지하고 경남 거제시에 장목분소 설치

1997. 5. 1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설립으로 해양정책연구부를 이관

1997. 7. 1 • 해양원격탐사실을 설치

1997. 8. 1 • 연구부 산하 연구그룹을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맞추어 연구부 산하 연구실 설치

1997.10. 1

• 연안공학연구부를 연안 · 항만공학연구센터로, 심해저사업단을 심해저자원연구센터로, 해양과학자료센터를 

해양자료 · 기기센터로 변경

• 기획부를 연구기획부로 변경하고 연구계획과를 신설

• 행정부를 행정관리부로 변경하고 기획부에서 기획예산과 이관

• 정책개발실을 폐지하고 정책조정실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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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일자 개편 내용

1998. 11. 16

• 물리, 화학, 생물, 지질의 학제적 연구부를 해양환경 · 기후연구본부와 해양생물자원개발연구센터로 개편

• 해양자료 · 기기센터를 해양데이터운영실, 문헌정보실, 해양기기실로 분리

• 연구기획부를 기획부, 경영기획과, 연구개발과, 대외협력과로 변경

• 행정관리부를 행정부, 총무과, 재무과, 시설안전과로 변경

• 정책조정실을 정책개발실로 변경

1999. 5. 1

• 선박해양공학분소 설치

 - 해양운송시스템연구센터, 해양개발시스템연구센터, 해양안전방제연구센터 설치

 - 기획운영실 연구기획과, 운영관리실, 회계자재과 설치

2000. 6. 1

• 연구센터를 연구본부로 변경하고 과를 팀으로 변경

• 해양생물자원개발연구센터와 심해저자원연구센터를 해양자원연구본부로 변경

• 극지연구센터를 극지연구본부로 변경

• 연안 · 항만공학연구센터를 연안 · 항만공학연구본부로 변경

• 해양데이터운영실, 문헌정보실, 해양기기실을 해양정보 · 기기지원단 데이터운영팀, 문헌정보팀, 기기운영팀, MIS운영팀으로 변경

• 기획부 산하에 성과확산팀 신설

• 행정부 산하 조직을 인사팀, 총무팀, 회계팀, 자재팀, 시설팀으로 변경

• 장목분소의 운영관리실을 운영관리팀으로 변경

• 정책개발실을 연구정책실로 변경

• 해양개발시스템연구센터 및 해양안전방제연구센터를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및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로 변경

• 해양운송시스템연구센터를 해양운송시스템개발단으로 변경

• 기획운영실을 운영관리부, 사업기획팀, 연구관리팀, 총무자산팀, 인력관리팀, 재무관리팀으로 변경 

2001. 2. 26

• 분소를 분원으로 변경하고 팀을 축소함

• 행정부 산하의 팀을 인사팀, 총무시설팀, 회계팀으로 축소

• 선박공학분소를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대덕분원)로 변경

• 운영관리부 산하의 팀을 사업기획팀, 연구관리팀, 총무인사팀, 재무자산팀으로 축소

• 장목분소를 장목분원으로 변경하고 운영관리실, 건설팀 신설

2001. 8. 1 • 장목분원 운영관리실에 운영팀 신설

2002. 6. 1

• 장목분원을 남해연구소로 변경하고 선임연구본부장 산하에서 원장 산하로 변경

• 남해연구소에 남해특성연구본부 신설

• 해양운송시스템개발단을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로 변경

2002. 9. 11 • 운영관리실의 건설팀을 폐지하고 임시조직인 건설사업단 신설

2002. 12. 9 • 해양환경 · 기후연구본부를 지구환경연구본부, 생태환경연구본부로 분리

2003. 4. 1
• 해양정보 · 기기지원단을 해양자료 · 정보지원단으로 변경하고 산하의 기기운영팀을 운영관리실 산하의 기기운영 · 개발팀으로 

명칭 변경하여 이관

2003. 11. 1 • 해양기후·환경 연구본부 산하에 해양위성사업단 설치

2004. 3. 2 • 쇄빙선연구선건조사업단 설치

2004. 4. 16 • 부설 극지연구소 설치

2005. 4. 1 • 해저환경 · 자원연구본부 내 독도연구센터 설치(2005. 4. 1~2008. 3. 31)

2005. 7. 1

• 1부설, 2연구소, 2해외연구센터, 8연구본부, 2부, 4실, 17팀을 1부설, 2연구소, 2해외연구센터, 1연구센터, 6연구본부, 18연구사업단,

2부, 5실, 17팀으로 개편

• 해양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 산하에 기술정책연구실과 대외협력실 설치

• 연구본부 하부조직으로 ‘연구사업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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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일자 개편 내용

2006.8.1 • 해양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를 폐지하고 기술정책연구실을 정책연구실로 명칭 변경 

2007.2.12 • 감사 소속 하에 ‘감사부’ 설치 / 감사부에 부장과 검사역, 기타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도록 신설

2008.6.18

• 7개 연구(사업)본부 및 23개의 연구(사업)단을 폐지하고 11개 연구부로 통합 운영

• 연구총괄본부장 산하에 연구개발실 신설

• 국내 · 외 해양정책에 관한 연구업무와 더불어 연구원 차원의 정책 개발, 미래연구기획, 국내 · 외 해양 연구동향 분석, 

원장의 대내 · 외 정책업무 보좌를 주기능으로 하는 정책본부 설치

• 연구총괄본부장 산하로 연구관리업무를 이관하여 연구업무의 근접 지원체계 구축

2009.6.1

• 연구총괄본부장 산하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및 ‘기기검교정 • 분석센터’ 신설

• 동해연구소로 ‘해양심층수 연구기능’ 이관

• 남해연구소로 ‘LGB(Living Gene Bank) 운영업무’ 이관

• 미래전략실을 폐지하고 정책개발실 신설

• 기획 ·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경영기획부 및 행정관리부 운영

2010.1.1

• 원장 직속의 기본조직으로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산하에 대외협력실 이관

• 하부조직으로 한 · 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및 한 · 남태평양 해양연구센터 이관 

• 대덕분원의 연구부문을 현행 3개 연구부 체제에서 4개 연구부 체제로 확대 개편

• 연구총괄본부장 직속의 한시적 비정규조직으로 ‘종합연구선건조사업단’ 설치

2010.3.1 • 해양생물자원연구부 산하 ‘통영해양생물자원연구 · 보존센터(통영MRC)’ 설치

2010. 8. 1 • KORDI-NOAA Lab 설치

2010.10.1

• 정책본부 산하 연성 조직으로 ‘해양방위기술종합기획단’을 설치

• 대덕분원 소장 산하 연성 조직으로 ‘함정기술연구센터’를 설치

• 남해분원 소장 산하 비정규 조직으로 ‘해양시료도서관기획단’ 설치

2011.6.1

• ‘연구총괄본부장’제 폐지 및 ‘부원장’제 신설

•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대덕분원), 남해연구소(남해분원), 동해연구소(동해분원)’를 ‘대덕분원, 남해분원, 동해분원’으로 개칭

• ‘해양정책연구실’을 폐지하고 ‘연구전략본부’ 산하 ‘연구전략실’ 설치

• ‘선임연구본부장’ 산하 ‘해양방위연구센터’ 및 ‘해양위성센터’ 신규 설치

• 연구전략기획, 연구계약, 성과관리, 학술정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전략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연구전략실’, ‘연구관리실’, 

‘성과관리실’, ‘해양과학도서관’을 설치

2011.7.28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법(안)」 발의

2011.9.1 •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산하에 ‘KORDI PML Lab’ 설치

2011.12.31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

2012.2.3 •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및 기획부 산하에 설립준비지원실 설치

2012.7.1 

• 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 원장 산하에 연구업무 총괄을 위한 제1부원장과 인력양성 및 경영업무 총괄을 위한 제2부원장 체제 도입

•  원장 산하에 국가해양과학정책 수립업무 수행을 위한 해양정책연구소와 해양과학기술 대내 · 외 협력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본부 설치

• 인력 양성·교육운영본부 산하에 해양과학도서관, 학사 · 교육지원실을 두고 도서관 운영 및 해양지식 개발 · 보급, 

학 · 연 협력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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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인사

해양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

발연구소로 출발할 당시 직원이 모두 8명이었다. 기

관 운영 40주년을 맞이한 2012년 현재는 임원 2명을 

포함하여 모두 473명으로 명실 공히 국내 유일의 해

양 종합 연구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었다. 개소 초기

에는 해양 분야 전공자 영입이 어려웠다. 우리 원은 

프랑스 정부와 협정하여 프랑스대학에 훈련생을 파

견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하는 등 고급 인력 확보

에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박사급 인력이 

265명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1997

년에는 금융 외환 위기를 맞아 1998년 정부의 출연 연

구기관 경영 혁신 정책에 따라 대폭의 인력을 감축해

야만 했다. 명예퇴직으로 많은 연구 인력이 원을 떠나

야 했고, 경비ㆍ시설ㆍ운전직도 용역 또는 파견으로 

전환하였다. 1999년 한국기계연구원의 선박ㆍ해양공

학연구센터가 우리 원의 선박해양공학분소로 이관되

면서 89명의 인력이 충원되었다. 이는 우리 원 역사상 

가장 큰 인원 변동이었다. 한편 2004년에는 극지연구

소가 부설화되면서 31명의 인력이 극지연구소로 이

관 되었고, 2007년에는 인력 활용의 효율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기ㆍ사무직 직종 90명을 행정원과 기술

원으로 전환하여 현재의 인력 구도를 갖추게 되었다.

연구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연력 충원 노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수인력을 확

보하기 위하여 박사급 인력 확충에도 노력하였다. 

2000년대부터는 박사급 연구 인력 채용 시 SCI(E) 논

문 게재 등의 자격 기준을 요구하여 연구성과가 우수

한 인력을 우선 채용하였다. 이렇듯 핵심 연구 인력 

영입에 노력한 결과 현재는 박사급 인력이 265명으로 

전체 인력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3.2 행정 관리 및 지원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Support

연도별 인원 변동 추이

한국해양개발연구소 설립계획 중 인원계획, 1972

인사발령 결재문서,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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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인원 현황

1981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2년

임원 - 2 1 2 2

연구직 50 112 190 260 283

기술직 7 25 44 94 138※

행정직 11 29 39 78 35※

기ㆍ사무직
(기술) 14 39 61 - -

(사무) 26 26 27 - -

기능직 - - - 15 15

계 108 233 362 449 473

※ 2012년도 행정지원부서의 기술직 및 정책전략, R&D 기획, 정보화 기획 등 전문직무성 업무수행 부서의 행정직을 기술직(전)으로 전환 (기술직 55명, 기술원(전) 83명, 행정직 35명) 

박사급 인력 현황

1992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총원 296 275 362 408 449 473

박사 86 89 153 194 228 265

비율 29.10% 32.40% 42.30% 47.50% 50.80% 56.00%

직종별 인원변동 추이

※ 2009년 전일제 승무원은 선박직 기능원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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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리 및 지원3.2.2 예산 관리

3.2.2.1 예산 제도의 변천

연구원 조직의 변천과 함께 예산 또한 소관 부처의 변

경 등 정부와의 관계, 정부의 예산 회계 제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다. 1973년 10월 과학기술처 산하 출

연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부설 해양개

발연구소로 발족한 우리 원은, 당시 과학기술처로부

터 일반 회계의 연구개발 항목으로 출연금을 지원받

았다. 그 후 소관 부처가 과학기술처에서 상공부로 변

경되었다가 1978년에는 상공부에서 과학기술처로 다

시 변경되었다. 1990년 6월에 이르러서는 민법 제32

조와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

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독립, 재단법인으로 재설립

되었다. 이후 우리 연구원은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유일의 해양 종합 전문 연구기관으

로 정부 출연 예산을 지급받았다. 

1996년에는 과학기술처에서 해양수산부로 소관 

부처가 변경되었고, 1999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

공기술연구회 소속으로, 2012년에는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설립에 따라 국토해양부로 다시 변경되어 오늘

에 이르고 있다. 정부 예산 회계 계정에는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재정 융자, 국유 재산 관리, 농어촌 구조 개

선 등 많은 재원이 있다. 우리 연구원은 국가 해양개

발을 선도하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분류되어 대부

분의 연구개발 재원을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하였다. 

1982년 정부는 예산 편성의 새로운 기법인 Zero 

Base 예산 편성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시행하고자 하

였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현실적

인 여건을 이유로 정착시키지 못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는 핵심 산업 기술의 중점 개발을 목적으로「기

술개발촉진법」에 의거 국가 주도, 기업 주도의 특정 

연구 사업을 신설ㆍ착수하였다. 1985년부터는 정부 

예산상 규모를 산정하고 일정 비율출연기관 평균 17.2%

을 간접 경비로 제도화하여 경상 경비 등 기관 운영비

로 충당하였다. 

1984년 정부는 출연 연구기관의 효율적 예산 관리

와 집행을 위하여 「특정 연구기관 예산 지원 관리 지

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1985년에는 기본 연구비 제도를 신설, 선임급 이

상 연구원 1인당 400~500만 원을 산정ㆍ계상하였다. 

이 제도의 목적은 ① 연구기관 고유의 연구 기능 유지 

발전과 연구개발 계획 수립, 사전 준비 지원, ② 유치 

과학자의 국내 연구 환경 적응 등이었다. 

1989년에는 ① 정부 출연기관 예산 편성의 체계화

를 통한 예산의 적정한 관리 및 효율화 도모 ②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공개성 및 공공성 확보 ③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사업의 효율화 ④ 정부출연연구기

관의 불만 요인 해소 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방만한 

예산 운용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예

산 편성 및 관리 지침을 시달하였다.

1990년에는 특정 연구 개발비가 출연 연구기관의 

운영ㆍ유지간접경비 형태에 쓰이지 않고 국책 대형 과

제에 우선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다. 특정 연구 개발비에서 O/H를 분리, 

인건비와 운영비로 직접 출연하는 방안이었다.  

1996년부터는 과학기술처를 중심으로 출연기관

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 책임자에게 직접 경

비 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연구 결과에 대하여

는 연구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PBS 제도를 도입ㆍ시

행하였다. 1996년 8월에는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

라 같은 해 9월 연구원의 소관 부처가 과학기술처에

서 해양수산부로 변경되었다.

1999년에는 1998년 5월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 

혁신 방안에 의거하여 기관개별설립법이 폐지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1999. 1. 29이 제정되었다. 42개 

출연 연구기관이 국무총리실 산하, 5개 연구회경제사

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에 소속되었으며, 한국해양연구소는 국

무총리 산하 공공기술연구회에 소속되었다. 아울러 

소관 부처도 해양수산부에서 국무총리실로 변경되었

다. 또한, 기본 사업비의 기관 고유 사업 중 국가 대행 

업무 성격이 강한 남극 세종과학기지 운영 및 기본 연

구 활동 지원 사업, 국가 간 해양과학기술 협력 및 공

동 연구 센터 운영사업, 해양 연구선 및 지원 기지 운 1990년도 실행예산 기안

1975년도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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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지원 영 사업, 해난 사고 예방 및 구난 체계 구축 사업 등의 

경우 일반 사업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2002년에는 일반 사업 중 운영비성 성격이 강한 

국가 간 해양과학기술 협력 및 공동 연구 센터 운영 

사업, 해양 연구선 및 지원 기지 운영 사업 등은 경상 

운영비로 편성하고, 연구 사업의 성격이 강한 해난 사

고 예방 및 구난 체계 구축 사업은 기관 고유 사업비

로 편성ㆍ운영하도록 조정하였다.

2008년에는 기관 고유 사업과 일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통합되었다. 남해연구소와 해양 조사선 사

업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와 경상 운영

비 절감 등을 위하여 주요 사업으로 재조정되었다. 

2013년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주요 사업 중 

연구 기반 사업과 연구 공간, 장비, 관측 기술 등 인프

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KIOKiost Infra Operation 사업으

로 조정ㆍ편성하여 운영하였다.

3.2.2.2 PBS 도입 전 예산의 구성과 과정

1995년까지 과학기술처 산하 출연 연구기관은 대

부분 현금 수지 예산 제도를 시행하였다. 현금 수지 

예산 제도는 출연 연구기관의 예산 체제라는 기본 바

탕에 출연기관과 정부기관이 유사기관이라는 관점에

서 출발하였다. 즉, 출연기관에 직제 정원과 예산 정

원을 설정한 후, 원칙적으로 정부는 예산 정원에 대하

여는 인건비와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 운영비를 적

정 규모로 지원하고, 지출 예산과 수입 예산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예산 규모를 산정할 

때는 연구소의 모든 수입이자 수입, 수탁연구사업 수입, 기

타 잡수입 등을 고려하였다. 현금 수지 예산 제도에서

는 지출 예산과 수입 예산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 출연기관의 현금 수지 예산도 균형을 

유지한다는 원칙 하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지출 예산

을 결정한 후 연구소가 자체적인 연구 사업 등을 통하

여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자체 수입을 차감하여 

그 차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수입 지출 균형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금 수지 예산은 다음 표

와 같이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ㆍ지출 예산 구성 항목

수입 예산

1. 자체 수입 가. 수탁 연구 수입 라. 기술료 수입

ㆍ총수입 마. 등록금 수입

ㆍ연구 경비 바. 잡수입

나. 특정 연구 개발 수입 ㆍ이자 수입

ㆍ총수입 ㆍ기타 수입

ㆍ연구 경비 사. 고정 자산 매각대

다. 수탁 사업 수입 ㆍ토지 및 건물 매각대

ㆍ총수입 아. 민간 출연 수입

ㆍ사업 경비 자. 기금 과실 수입

2. 정부 출연금

지출 예산

1. 인건비 가. 급여 다. 퇴직 충당금

나. 연구 활동비 라. 국민연금 부담금

2. 차관 원리금 가. 차관 원리금 상환

3. 외화 대출 원리금 가. 외화 대출 원리금 상환

4. 연구비 가. 기본 연구비 나. 특수 사업비

5. 학사 운영비 가. 학생 경비

나. 교수 경비

다. 학사 지원비

6. 건설비 가. 토지 매입비 라. 부대 시설비

나. 토목 공사비 마. 설계 및 부대비

다. 건축 공사비

7. 경상 운영비 가. 기본 공과금 다. 일반 운영비

나. 자산 관리 유지비 라. 복리 후생비

8. 기금 조성 가. 재단 일반 기금 나. 연구원 복지 기금

9. 기금 과실 사업 가. 기금 과실 사업비

3.2.2.3 PBS 도입 후 예산의 구성과 과정

PBS 제도 도입 후 정부는 두 가지 형태로 정부출연연

구기관의 예산을 공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정부 출연

금으로 기관 고유 사업, 시설비, 차입금 상환 등의 사

업을 위하여 주무 부처를 통해 지급하는 예산이다. 두 

번째는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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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리 및 지원처가 고유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기관과 협

약 또는 계약 후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사업비를 

지급하는 예산이다.

정부 출연금 예산 중 기관 고유 사업비는 각 사업

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산

정하여 이를 기관 고유 사업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였

다. 시설비와 차입금상환은 기존의 현금 수지 예산처

럼 적정 규모의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기관 고

유사업비, 시설비, 차입금 상환에 대한 지출 예산이 

확정되면 자체 수입을 차감한 부분을 출연금으로 확

정한다. 자체 수입은 출연금 지급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입과 기관 고유 사업 예산 구성 항목 중 간접비에 

포함된 경상 운영비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을 포함하

지만, 현금 수지 예산처럼 수탁 연구 수입 등은 포함

되지 않는다. 그 구성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수입ㆍ지출 구성 항목

수입 예산 지출 예산

1. 정부 출연금 1. 기관 고유 사업 - 시작 품작비

가. 인건비 - 수용비 및 수수료

2. 자체 수입 나. 직접비 • 연구 관리비

가. 이자 수입 • 외부 인건비 •위탁 연구 개발비

나. 잡수입 • 직접 경비 다. 간접비(경상 운영비)

- 여비 2. 시설비

- 기술 정보 활동비 3. 차입금 상환

-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가. 차관 원리금 상환

- 재료비 및 전산 처리비 나. 외화 대출 원리금 상환 

연구소에 지원되는 정부 사업비는 일괄적으로 지

급되지 않고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이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협약 사업의 

경우 연구 사업 수주가 대부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이

며, 각각의 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사업의 

목적, 사업 수행 방법, 예산의 편성 등 모든 항목을 평

가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불

안정하다. 협약 사업의 예산 편성 형태는 총 연구 원

가 제도PBS 형태를 지향한다. 각 사업의 예산은 출연

금으로 수행하는 기관 고유 사업처럼 사업을 수행하

는 데 필요한 원가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면밀히 검토

하여 결정된다. PBS 제도 하에서 협약 사업 구성 항목

은 아래 표와 같다.

연구 사업 원가 구성 항목

연구 원가 연구개발비

비용

직접 

비용

① 인건비

<기관 공통 관리비목>

① 내부 인건비

② 개발 보전비

- 간접비

- 개발 준비금

<연구책임자 개발 관리비목>

③ 외부 인건비

④ 직접 경비

⑤ 연구 관리비

- 인센티브

- 하위 과제 관리비

⑥ 위탁 연구개발비

- 내부 인건비

- 외부 인건비

② 직접 경비

- 여비

- 기술 정보 활동비

-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 재료비 및 전산 처리비

- 시작 품작비

- 수용비 및 수수료

③ 연구 관리비

④ 위탁 연구 개발비

간접 비용 ⑤ 간접비

연구개발 

대가(Fee)
⑥ 개발 준비금

3.2.2.4 연구회 체제 출범 이후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산의 구성과 과정

연구회 체제 출범 이후에도 정부의 예산 지원 형태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 출연금과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 부처가 고

유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출연기관과 협약 또는 

계약을 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사업비를 지

급하는 식이다.

다만, 정부 예산서에서 자체 수입을 명기하지 않

고 정부 출연금 예산만을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으로 

나누어 명기하도록 하였다. 지출 예산에 일반 사업비 

항목을 신설하고 기관 고유 사업비 중 국가 대행 업무 

성격이 강한 사업은 일반 사업으로 편성ㆍ운영하도

록 변경하였다. 정부 출연금 예산의 수입ㆍ지출 구성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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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지원 정부 출연금 수입ㆍ지출 구성 항목

수입 예산 지출 예산

1. 정부 출연금

1. 기본 사업비 - 수용비 및 수수료

가. 인건비 - 기술 정보 활동비

나. 경상 경비 - 연구 관리비

다. 기관 고유 사업비(직접비) - 연구 홍보비

• 외부 인건비 • 위탁 연구 개발비

• 직접 경비 2. 일반 사업비

-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3. 시설비

- 재료비 및 전산 처리비 4. 차입금 상환

- 시작 품작비

- 여비

정부에서 발주하는 협약 사업의 경우는 연구 사업

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 원가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구성 항목이 일부 변경되었다. 그러나 연구 사업 협약 

또는 계약 등 전반적인 사항이 기존과 동일하며 연구 

사업 원가 구성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원가 구성 항목

연구 원가 연구개발비

비용

직접 비용

① 인건비

<기관 공통 관리비목>

① 내부 인건비

② 간접비

- 간접 경비

- 개발 준비금

- 산업 재산권 관리비

<연구책임자 개발 관리비목>

③ 외부 인건비

④ 직접 경비

⑤ 위탁 연구 개발비

- 내부 인건비

- 외부 인건비

② 직접 경비

-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 재료비 및 전산 처리비

- 시작 품작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기술 정보 활동비

- 연구 관리비

- 연구 홍보비

③ 위탁 연구개발비

간접 비용

④ 간접비

- 간접 경비

- 개발 준비금

- 산업 재산권 관리비

3.2.2.5 우리 원 예산의 변천

•  전체 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전체 예산은 우리나라 해양

연구개발 활동의 태동 단계인 1974년1973년 설립, 1974

년부터 정부 예산 지원 4,500만 원으로 출발하여 2003년

에는 1,016억 2,000만 원에 달하였다. 예산 규모면에

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중상위를 

유지하고 있는 액수다. 이는 해양개발에 대한 국가

적 관심과 국민의 요구가 표명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원은 안산 청사 건설, 남극 세종과학기

기 건설과 운영, 350톤급 연구선이어도호 건조와 운항, 

1400t급 종합 해양 연구선온누리호 건조와 운항, 서해

임해연구기지 건설을 위한 인천광역시 선갑도 부지 

확보, 경남 거제도에 남해연구소 개소 등 대형 특수 

사업과 시설 사업을 국가 예산으로 수행하였고,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 활동 지원도 대부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 혁신 방안에 

의거, 한국기계연구원의 선박 해양 공학 연구 기능을 

이관받아 대덕연구단지에 선박해양공학분소현 해양시

스템안전연구소 설치1999.5, 남해연구소 2단계 건설 사

업 완료2003.3, 동해연구기지 건설 사업2003∼2007, 종

합 해양과학 조사선 건조 사업2003∼2008 등 대형 사업

을 추진하여 2003년은 연구원 전체 예산이 1,000억 원

을 넘는 역사적인 해가 되었다. 한국해양연구원의 예

산추이는 다음페이지 ‘연도별 예산 규모’ 표와 같다.

•  수입 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예산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수탁 연구 수입, 잡수입 등을 포함한 자체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연구는 소규모 단체나 민간에서

는 쉽게 수행할 수 없는 거대과학의 특성을 갖고 있

다. 따라서 연구원은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

로서 수입원의 대부분을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연도

별 예산 추이를 보면 설립 초기 단계1974~1978에는 수

입 예산의 전부를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하였다. 그러

던 것이 1979년에는 처음으로 정부 예산서 상에 자체 

수입이 계상되면서 자체 수입이 정부 출연금을 능가
1973년 소요예산 중 인건비와 창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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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리 및 지원하였다. 

1980년 이후부터 1998년까지는 정부 출연금이 자

체 수입을 압도적으로 초과하였으나, 연구회 체제 출

범 이후1999부터 자체 수입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여 

현재는 자체 수입이 정부 출연금을 현저하게 능가하

고 있다. 2003년 수입 예산 중 자체 수입과 정부 출연

금의 구성 비율은 64% 대 36%로 각종 연구개발 활동

과 이를 위한 기관 운영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  지출 예산

연구원의 창립은 1973년도에 이루어졌으나, 정부의 

예산 지원은 1974년도 회계 연도부터였다. 그러나 창

립 초창기인 1976년까지 지출 예산 규모는 5억 원 미

만으로 미미하였다.

1976년에는 선박연구소와 통합하였고, 1977년에

는 정부로부터 독자적인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였다. 

1978년에는 1976년보다도 더 축소된 규모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렇듯 1980년 이전까지는 예산상 연구

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다. 하지만 정부의 

연도별 총 예산 규모 

연도 총예산 연도 총예산 연도 총예산

1973 - 1987 7,177 2001 68,908

1974 45 1988 9,899 2002 89,232

1975 128 1989 9,428 2003 101,620

1976 428 1990 15,809 2004 108,847

1977 - 1991 12,126 2005 112,037

1978 253 1992 15,169 2006 123,758

1979 1,458 1993 18,278 2007 124,955

1980 1,325 1994 22,016 2008 130,021

1981 1,825 1995 26,682 2009 125,380

1982 2,231 1996 32,770 2010 136,605

1983 2,836 1997 32,592 2011 155,375

1984 3,108 1998 31,131 2012 207,602

1985 4,730 1999 56,018

1986 6,690 2000 63,383

※ 1973∼1998년 : 정부예산서 기준, 1999∼현재 : 사업 계획 및 예산(안) 기준으로 작성
※  1999년도에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선박 해양공학 연구 기능을 이관받아 대덕연구

단지에 선박해양공학분소(현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설치 

연도별 수입예산 

연도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합계 연도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합계

1973 - - - 1993 12,662 5,616 18,278

1974 45 - 45 1994 16,400 5,616 22,016

1975 128 - 128 1995 20,819 5,863 26,682

1976 428 - 428 1996 26,095 6,675 32,770

1977 - - - 1997 25,917 6,675 32,592

1978 253 - 253 1998 24,451 6,680 31,131

1979 587 871 1,458 1999 28,888 27,130 56,018

1980 917 408 1,325 2000 33,246 30,137 63,383

1981 1,366 459 1,825 2001 31,511 37,397 68,908

1982 1,714 517 2,231 2002 36,227 53,005 89,232

1983 2,326 510 2,836 2003 37,037 64,583 101,620

1984 2,788 320 3,108 2004 40,517 68,330 108,847

1985 3,639 1,091 4,730 2005 36,708 75,329 112,037

1986 4,865 1,825 6,690 2006 39,929 83,829 123,758

1987 5,038 2,139 7,177 2007 47,119 77,836 124,955

1988 7,363 2,536 9,899 2008 47,681 82,340 130,021

1989 6,447 2,981 9,428 2009 39,433 85,947 125,380

1990 12,110 3,699 15,809 2010 45,389 91,216 136,605

1991 8,032 4,094 12,126 2011 52,667 102,708 155,375

1992 10,870 4,299 15,169 2012 72,145 135,457 207,602

합 계 783,757 1,078,118 1,861,875

※ 1973∼1998년 : 정부 예산서 기준, 1999∼현재 : 사업 계획 및 예산(안) 기준으로 작성
※  1999년도에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선박해양공학 연구 기능을 이관받아 대덕연구단지에 선박해양공학분소(현 해양

시스템안전연구소) 설치

단위: 백만원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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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지원 예산 정책과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안산 

청사 건설 사업을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수행하여 

독립 청사를 확보할 수 있었다. 명실상부한 독립연구

소로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또 1982년부터는 국내 최초의 83톤급 해양 조사선이 

취항하여 본격적인 해양탐사를 시작하였다.

1985년부터는 기본 연구 과제 제도가 신설되어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에게 1인당 5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다. 이는 연구원의 고유 기

능을 유지ㆍ발전시키고 연구원의 자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또 1985년에는 1,422톤 규모의 연구 

조사선인 온누리호 건조를 위한 OECF 차관 사업을 

착수하였다. 

1987년에는 정부 예비비와 1988년 본 예산을 활

용하여 남극 세종과학기지 건설 사업을 시작하였으

며, 이로써 미래 자원 보고인 남극 연구 사업에 착수

하는 국가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근해

역 해양조사를 담당할 350톤급 해양 조사선 이어도호 

건조를 위한 기본 설계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1988년에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운영비 10억 원을 확

보하여 세종과학기지 운영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

하였다. 1989년에는 사업규모를 26억 2,800만 원에서 

39억 3,100만 원으로 높여 전체 예산을 변경하였다. 

1990년에는 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무상 양도

받은 소형 조사선의 기본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인정

받았으며, 조사선 지원 기지 건설을 위한 기본 설계비 

6,6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올렸다. 그리고 당초 

사업 계획에서 누락된 극지 분야 실험동 건설에 대한 

끈질긴 예산 확보 노력으로 안산 청사에 극지 분야 실

험동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었다. 

1991년은 연구원 전체 지출 예산 규모가 100억 원

대를 돌파하여 연구원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

가 마련되었다. 1991년 말에 건조되어 매년 200일 정

도의 심해저와 대양 탐사 항해를 수행하고 있는 온누

리호와 해군 사업,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탐사 역할

을 수행하며 매년 220일 정도를 운항하는 이어도호의 

연구선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더불어 연

구원 숙원 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제3연구동이 1992년 

8월 완공되었다.

1992년에는 첨단 해양 연구선의 본격 운항, 제3연

구동 완공 등 세계적인 해양연구소로 발돋움할 수 있

는 연구 기반을 확충하였다. 이어 1993년에는 해양 연

구선 운영 사업비를 단위 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해양 연구선지원 기지 겸 임해 연구 기

능 수행을 위한 건설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1994년에는 연구원의 해양탐사에 독자적인 수단

이었던 83톤급의 반월호와 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2톤급의 올림픽34호가 선박의 노후화

로 폐기 처분되었다. 1995년에는 1994년 3월 한ㆍ중 

정상회담 개최 시 합의된 사항으로 황해의 공동 연구

와양국 간의 해양과학기술 협력을 위하여 <한ㆍ중 해

양과학기술 협력 및 공동연구센터 운영>이라는 신규 

사업을 착수하였다. 또 마라도 서남쪽 바다에 있는 수

중 암초인 이어도일명 파랑도에 다목적 해양과학기지

를 건설하고, 연구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이어도 종

합 해양과학기지 구축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

로써 특수 사업이 기존의 2개 사업남극 과학기지 운영, 해

양 연구선 운영에서 4개 사업으로 증가하였다. 

1996년에는 국내외 해양기관의 해양과학조사 결

과로 획득한 조사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보관ㆍ관

리 및 서비스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 자료 센터 운

영 사업>이 시작되었다. 또한 출연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처를 중심으로 연구 과제 중

심 운영 제도PBS가 도입되어 기존의 특수 사업이 기

관 고유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기본 연구비도 연구 정

책과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고유 연구 사업으로 

<해양개발 이용 및 환경보전 기술 연구 사업>도 본격 

추진하였다. 

1997년 3월에는 장목분소를 개소, 본격 운영하였

다. 이에 따라 해양 연구선에 대한 관리와 임해 연구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동해ㆍ남해에 적조가 자주 발생하여 해양환경이 파

괴되고 어민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해양연구소는 

<적조 확산 경로 예측 모델 및 방제 기술 개발 연구>를 

1997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안산 청사의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해양환경 물질의 정밀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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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리 및 지원위하여 해양환경 연구실험동 건설을 위한 설계비와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어 장목분소의 장목분

소 2단계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부지 매입비와 설계

비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연구원이 21세기 초 세

계 일류 연구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1999년에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1999.1.29의 제정

으로 연구회 체제가 출범되었다. 연구회 출범 이후 예

산 시스템이 전체 예산정부 출연금+자체 수입 규모로 변

경되었으며, 기관 고유 사업비 중 국가 대행 업무 성

격이 강한 남극 세종과학기지 운영 및 기본 연구 활동 

지원, 국가 간 해양과학기술 협력 및 공동 연구 센터 

운영 사업, 해양 연구선 및 지원 기지 운영 사업, 해난 

사고 예방 및 구난 체계 구축 사업 등을 일반 사업으

로 구분하였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 혁신 방

안에 의거하여 한국기계연구원 선박 해양공학 연구 

기능을 이관받아 대덕연구단지에 선박해양공학분소

현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를 설치하였다. 이처럼 1999년

은 많은 면에서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다. 

2000년에는 안산 청사의 창고 공간 부족으로 고가

의 연구 장비가 옥외에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해양 기장비 보관동사업비: 9억 1,600만 원을 

건설하였다. 이로써 연구 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연도별/항목별 지출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연구비 인건비 경상 운영비 일반 사업비 시설비 차입금 상환 기 타 계

1974 1 19 11 14 45

1975 6 23 29 70 128

1976 10 38 59 321 428

1977 (선박(연)과 통합기임)

1978 9 166 72 6 253

1979 580(26) 295 537 46 1,458

1980 442(53) 417 419 20 27 1,325

1981 565(245) 522 422 213 103 1,825

1982 491(403) 748 483 230 279 2,231

1983 510(310) 821 465 750 290 2,836

1984 841(661) 843 399 774 251 3,108

1985 1,159(378) 881 610 1,754 326 4,730

1986 1,774(432) 1,026 759 2,752 379 6,690

1987 2,112(571) 1,194 1,033 2,382 456 7,177

1988 5,916(3,798) 1,472 1,454 227 830 9,899

1989 4,701(2,492) 1,707 1,878 1,142 9,428

1990 8,481(4,782) 2,180 2,054 2,412 682 15,809

1991 5,130(1,744) 2,768 3,139 279 810 12,126

1992 5,528(1,879) 3,149 3,727 667 2,098 15,169

1993 6,742(2,880) 5,554 2,280 835 2,867 18,278

1994 7,749(3,338) 6,082 2,166 1,894 4,125 22,016

1995 8,954(4,952) 6,535 2,344 1,996 6,853 2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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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지원
구분 연구비 인건비 경 상 일 반 시설비 차입금 기 타 계

1996 13,557(8,274) 5,544 2,558 4,906 6,205 32,770

1997 15,206(9,356) 6,231 2,514 3,893 4,748 32,592

1998 15,228(9,379) 6,003 3,436 3,447 3,017 31,131

1999 19,372(3,482) 15,835 3,537 7,066 3,136 6,279 793 56,018

2000 20,651(3,795) 16,626 3,944 7,398 2,507 10,322 1,935 63,383

2001 25,889(4,098) 18,501 4,224 9,094 3,056 5,611 2,533 68,908

2002 38,489(4,703) 20,226 4,506 11,861 3,716 5,622 4,812 89,232

2003 48,140(5,624) 22,033 8,415 10,020 3,169 4,581 5,262 101,620

2004 54,718(7,645) 27,573 8,715 10,286 4,031 3,012 512 108,847

2005 62,000(8,168) 25,165 10,164 2,490 8,744 2,962 512 112,037

2006 68,707(8,576) 27,066 11,364 1,850 10,170 4,089 512 123,758

2007 62,189(8,576) 28,063 11,964 2,550 15,148 4,529 512 124,955

2008 65,854(8,990) 29,434 13,207 3,050 14,405 3,559 512 130,021

2009 76,906(17,517) 30,466 10,580 5,284 1,132 1,012 125,380

2010 85,618(20,517) 30,951 11,085 5,494 1,689 1,768 136,605

2011 100,638(24,677) 34,091 10,715 6,457 1,206 2,268 155,375

2012 138,271(32,103) 36,985 12,372 15,092 1,358 3,524 207,602

합 계 973,134(214,424) 417,233 157,640 65,665 130,297 91,439 26,467 1,861,875

구성비(%) 52.3 22.4 8.5 3.5 7 4.9 1.4 100

※ 연구비의 ( )는 기관출연금에 의한 연구사업비임

※ 1973년∼1998년 : 정부예산서 기준, 1999년∼현재 : 사업계획 및 예산(안) 기준으로 작성

※ 1999년도에 기계(연)으로부터 선박해양공학연구기능을 이관 받아 대덕연구단지에 선박해양공학분소(현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설치

수 있게 되었다. 또 1988년부터 1990년에 도입한 특

별 외화 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여 연구소 운영에 

유연성을 갖게 되었다.

2001년에는 해양공학 수조 기능 고도화 사업사업 

기간 : 2001∼2004년, 사업비 : 55억 400만 원 예산을 확보하

였다. 이는 1999년 대덕연구단지에 설치ㆍ운영 중인 

선박해양공학분소에 실해역 해양 환경 조건삼각파도, 

조류-파도 간접 효과 등의 재현 기능을 갖추기 위한 사업

이었다. 

2002년에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과 남ㆍ북극해, 접

근 불가능한 타국 해역의 해양환경을 5차원 구조로 

가시화하여 정밀 관찰ㆍ분석하기 위한 해양환경 시

뮬레이션 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사업 기간 : 2002∼2005

년, 사업비 : 79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다. 또 건설

한지 24년이 경과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연구동 

안전 보강 대수선 사업사업 기간 : 2002∼2003년, 사업비 : 

16억 5,000만 원을 수행하였다.

2003년에는 남해연구소 2단계 건설 사업 완공, 이

어도 해양과학기지 구축, 연구원 숙원 사업이었던 쇄

빙 능력을 지닌 5,000톤급 종합 해양과학 조사선 건조 

사업사업 기간 : 2003∼2008년, 전체 사업비 : 1,000억 원, 동

해 권역 해양 특성에 적합한 임해 연구 사업을 수행하

기 위한 동해연구기지 건설 사업사업 기간 : 2003∼2007

년, 사업비 : 189억 7,200만 원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연구

원의 전체 예산이 최초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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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리 및 지원3.2.3 재무 관리

3.2.3.1 출연 연구기관 회계 제도의 변천

1995년 말 과학기술처는 「출연 연구기관 회계 처리 

지침」을 공표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권고하

였다. 이에 따라 각 연구기관의 회계 처리 지침이 통

일되었고 재무제표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

전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회계 처리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왔으나 이후 대

폭 개정된 「기업 회계 기준서」가 나옴으로써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005년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

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의거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

계 기준」을 제정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회계기준원이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면서 2011년까지 전 상장 기업이 이를 도입하

였고, 정부도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에 단계적으로 도

입하였다. 2012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이 기

준이 도입되면서 출연 연구기관 회계 기준이 개정되

었다.

3.2.3.2 재무 현황

1973년 10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

소와 선박연구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결산은 통합 

시행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독립 결산은 1978년 선

박해양연구소에서 분리된 해양개발연구소 시절부터 

실시되었다. 

재무현황

구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자산 299 544 885 2,217 3,193 4,335 5,554 8,584 11,404 19,789 24,365 28,058

부채 77 155 331 1,257 1,779 2,242 2,797 4,074 4,124 5,101 6,634 9,419

자본 222 389 554 960 1,414 2,093 2,757 4,510 7,280 14,688 17,731 18,639

연구 수행액 413 408 682 1,345 1,435 1,967 2,385 3,286 4,679 4,795 6,268 8,659

당기 순이익 1 1 -1 6 -22 -41 -47 24 70 -325 -628 -862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산 43,562 58,983 65,221 62,103 71,626 74,377 85,885 117,163 103,145 118,070 126,199 134,836

부채 23,148 36,741 42,271 44,121 46,469 47,500 52,618 81,327 67,715 65,901 68,767 72,302

자본 20,413 22,242 22,950 17,982 25,157 26,877 33,267 35,836 35,430 52,169 57,431 62,534

연구 수행액 10,004 14,099 17,737 18,724 22,983 26,221 30,339 35,019 34,401 43,455 55,408 66,330

당기 순이익 -1,004 -2,066 -3,092 -8,588 -1,991 -1,945 -3,131 -3,191 -4,550 -2,965 -1,016 385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자산 141,394 180,288 181,508 183,731 178,356 197,420 231,605 247,510 273,438 303,389 337.276

부채 68,278 68,768 74,063 65,380 69,275 76,395 81,304 74,412 97,415 115,789 129,983

자본 73,117 111,521 107,445 118,351 109,081 121,025 150,300 173,098 176,023 187,600 207,293

연구 수행액 85,744 92,444 90,977 101,680 96,754 101,108 117,411 132,267 143,045 179,625 188,494

당기 순이익 3,797 8,423 -3,598 2,594 -55 -4,441 4,236 7,960 -268 2,603 3,487

1978년과 1989년도  결산보고서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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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지원 결산 첫 해인 1978년에는 자산 2억 9,900만 원, 연

구 수행액 4억 1,300만 원이었다. 한국해양연구소로 

독립한 해인 1990년에는 자산 435억 6,200만 원, 연

구 수행액 100억 400만 원을 기록하였고, 한국기계연

구원 선박해양공학분소를 이관받은 1999년에는 자

산 1,180억 7,000만 원, 연구 수행액 434억 5,500만 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년도인 2012년에는 자산 

3,372억 7,600만 원, 연구 수행액 1,884억 9,400만 원

으로 비약적인 신장세를 기록하였다.   

3.2.4 후생 복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초창기에는 직원의 복지 후생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1986년 

5월 모든 직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금의 청사를 안

산시에 준공하여 이주하면서 복지 후생 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착이 이루어졌다. 

3.2.4.1 독신자 및 유치 과학자 숙소 운영

숙소현황

구분 독신자 숙소 공용숙소 비고

본원(안산) 17실 3채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대덕)
12실(2인 기준) 2채

독신자 숙소 

한국기계연구원

기숙사 공동 활용

남해연구소(장목) 29실 11채 2003년 4월/ 19실 증축

동해연구소(울진) 48실 3채 2012년 4월/ 18실 증축

해양연구소가 안산시로 이전 할 당시에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고, 시내버스 등 대중

교통 수단의 부재로 출ㆍ퇴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

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소는 1989년 1월 독신

자 숙소와 유치 과학자 등을 위한 공용 숙소를 신축하

여 많은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1996

년 11월에는 현 남해연구소거제시 장목면 소재에도 남해

연구소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독신자 숙소와 공용 숙

소를 준공하였고, 2003년 4월에는 독신자 숙소를 확

장ㆍ준공하였다. 2008년 9월에 건설된 동해연구소에

도 독신자 숙소와 공용 숙소를 준공하고, 2012년 4월 

독신자 숙소와 공용 숙소를 확장ㆍ준공하였다. 

3.2.4.2 보건 관리 및 보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직원 건강 관리 방안의 일환

으로 각종 질병의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

검진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88년부

터는 간 기능 검사, 1992년부터는 종합 혈액 검사를 

병행 실시하는 등 건강검진의 범위를 확대하고, 검진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는 남극 과학기지에 연중 공중 

보건 의사를 파견하여, 원 내에 의무실에서 응급조치

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상 재해 보

상을 위한 산재 보험1996년부터 시행, 종전까지는 근재 보험

에 가입, 의료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단체 상해 보험 등 각

종 보험에 가입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

의의 사고에 대비한 제도적인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3.2.4.3 체력 증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체력 단련을 통한 직원의 건

강 증진과 인화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매년 춘계와 추

계 체육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를 ‘체육의 날’로 지정, 자율적인 

체육 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원 내에 각종 체육 시설을 

설치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타 지역ㆍ기관과 친목, 

우의 증진을 위하여 각종 체육 행사를 실시ㆍ지원하

고 있다.

3.2.4.4 상조회 운영

상조회는 직원 상호 간 상부상조와 복리 증진을 위

하여 1978년 발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회

원에 대한 경조금 지급, 소액 대부 등을 주요 사업으

건강 검진, 1992

UNDP로부터 기증받아 사용했던 최초의 출장용 차량
(차량번호 준외 916호),1978

구 식당(현재의 홍보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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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실

체육시설현황

시설 구분 대운동장 테니스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대 탁구장 골프 연습장 체력 단련실

본원(안산) 1 1(4면) 1 1 1 1(4대) 1(10타석) 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대덕) 1 1(3면) 1 1(3대) 1(5타석) 1

남해연구소(장목) 1 1(2대) 1

동해연구소(울진) 1 1(1면) 1 1 1(1대) 1

로 하고 있다. 상조회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회

원들이 갹출하는 회비를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퇴직 시에는 재직 중 갹출한 회비 전액을 환급해 주

고 있다. 

소액 대부는 현재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20개월 

이내 상환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액 대부에 따

른 이자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각종 경조금을 지급하

고 있다. 상조회는 매년 정기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원

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경조금 지급 대상 확대, 

지급액 상향 조정 등 회원들의 이익 향상을 위하여 노

력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1999년 5월부터 우리 연구소에 통

합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상조회를 

결성·운영하고 있다.

3.2.4.5 동호인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는 안산본원은 물론 각 본원에

도 동호인회가 결성되어 취미 활동을 함께 하면서 회

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각종 동호인회의 

운영 경비는 주로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되고 있으며, 

우리 원에서도 매년 일정액을 보조하여 활동을 장려

하고 있다.

안산 본원 테니스장

본원 기숙사

안산사이언스밸리 체육대회참가, 2012



452

3. 경영지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명칭 회원(명) 창립연도 명칭 회원(명) 창립연도

선박골프회 62 2000 선박야구동호회 49 2006

선박농구회 29 1996 선박축구회 36 1995

선박배드민턴회 28 1999 선박탁구회 18 2000

선박산악회 15 1995 선박테니스회 48 1980

선박스키회 42 2002 선박독서동호회 12 2013

선박신우회 10 1998

남해연구소

명칭 회원(명) 창립연도 명칭 회원(명) 창립연도

남해야구동호회 30 2012 장목상조회 43 2002

장목골프회 18 2007 장목축구회 32 2004

장목사과나무회 50 2007 장목테니스회 15 2003

장목산악회 18 2002 장목헬스회 16 2004

활강회 14 2012

탁구 동호회, 1994축구회, 1978

산악회 (지리산 노고단 등반), 1997

산악회 (오대산 등반), 1985

바둑회, 1985 테니스회, 1986

동호인회 현황 (안산본원)

명칭 회원(명) 창립연도 명칭 회원(명) 창립연도

테니스회 77 1982 기우회 26 1983

낚시회 23 1983 볼링회 48 1988

축구회 31 1988 수중탐사회 49 1989

소리놀이패 19 1988 야구회 49 1991

명휘원 18 2000 탁구회 63 1992

산악회 64 1982 골프회 56 1993

당구동호회 20 2011 농구회 34 1998

바다의별회 22 2006 사랑나눔 무료급식소회 31 2008

송암보육원 11 2012 수공예동호회 24 2003

신우회 36 2000 여직원회 32 2000

연구발전협의회 148 2007 자전거동호회 27 2010

족구회 35 20004 사진동호회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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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예비군 표창, 1988

산업보안교육, 1995

보안감사, 2009

볼링회 (제1회해양수산부장관배 볼링대회), 2001.7

야구회, 2004

3.2.5 보안 안전

3.2.5.1 보안ㆍ안전 관리 업무의 변천 

•  보안 안전의 최초 조치 : 안전과 신설  

연구기관의 특성상 보안과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이 부각됨에 따라 1985년 12월에 안전과를 신설하였

다. 또한 보안 안전 담당자를 두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연구소 내 보안 및 안전에 대한 

기관 차원의 최초 조치라고 할 수 있다. 

3.2.5.2 직장 예비군 창설 및 해체

향토방위를 위해 제정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40명 이상의 예비군 자원을 연구소

에서 보유함에 따라 1987년 7월에 직장 예비군 중대

를 창설하였다. 하지만 이후 인원이 감소하여 2010년 

2월까지 예비군 중대를 운영하다가 해체하였다. 

3.2.5.3 시설안전과로 통합

현재의 안산본원이 준공되면서 1986년 4월부터 12명

의 청원 경찰이 경비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운용은 안전과에서 담당하였고 안전과 근무 인원도 

4명으로 증원하였다. 당시 안전과는 현재와 같은 연

구실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보다는 시설 안

전에 주안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보안도 

안전 관리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일련의 업

무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업무 수행 행태는 1995년 4

월에 단행된 연구소 조직 개편에 따라 보안 안전 관련 

부서가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후 안전과는 시

설안전과로 통합되었다. 

3.2.5.4 IMF 위기에 따른 용역직 전환

정부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경제 위기를 극복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 출연기관 내 직업군

의 일부를 용역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시

설 보안을 담당하고 있던 경비 근무자 모두를 1998년 

7월에 명예퇴직하도록 하였고, 이후 용역 계약직으로 

전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2.5.5 총무(시설)팀으로 업무 이관

연구원의 조직 개편은 보안 안전 관련 업무도 예외가 

아니어서 개편 때마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05년 3월에 단행된 조직 개편으로 보안 담당 업무

가 총무팀에, 안전 관리 업무가 시설안전과로 배정되

었다. 이후 2008년 6월에는 당시까지 수년간 유지되

어 온 시설안전과를 폐지하고, 총무시설팀에 보안 안

전 관련 업무를 이관하였다.

3.2.5.6 보안안전관리단의 신설

연구원은 직원 수가 1,200여 명에 이르고, 연구 분야

도 계속 확대됨에 따라 보안과 안전 관리의 필요성

을 절감하였다. 이는 연구원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적 위기 상황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

다는 의견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구체화되었다. 결국 

전문화된 보안과 안전 관리 전담 조직은 2011년 3월 

보안안전관리기획단이 신설되면서 가시화되었고, 이

에 따라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

었다. 이후 2012년 7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조

직이 개편되면서 보안안전관리단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동해연구소

명칭 회원(명) 창립연도 명칭 회원(명) 창립연도

동해DIY동호회 26 2009 동해산악회 13 2009

동해봉사회 13 2009 동해족구회 29 2009

동해탁구회 12 2009 동해 해연잠수동호회 11 2009

동해 볼링회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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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홍보 활동은 기관의 연구 성과

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중과의 소

통을 통해 해양과학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70년대의 홍보 업무는 전담 부서 없이 기

획실에서 취급하였는데, 이때의 홍보 자료는 10쪽 분

량의 연구소 소개 책자가 고작이었다. 연구소 소식도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발간하는 주간 소식에 인물 동

정을 게재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는 해양정보실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는 

홍보 담당자와 사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출판 업무와 

사진 업무, 대 언론 홍보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연구소의 주요 뉴스와 동정은 ‘연

구 단지 소식’에 게재하는 정도였다. 이 소식지는 서

울, 대덕연구단지와 창원 등의 각 연구기관들이 공동

으로 경비를 분담하여 발행하였다. 1974년 4월 창간된 

이 소식지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연구기관들

의 전용 뉴스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0년 연구소의 독립과 더불어 기획부 내에 홍보

과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홍보 업무가 시작되었다. 관

련 장비의 확보와 더불어 시청각 시설 관리와 사진 업

무 등이 체계화되었으며, 이때부터 비로소 기획 홍보 

체제로 진입하여 기자 간담회 개최와 보도 자료 배포

를 정례화하였다. 또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사업

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언론 보도의 질도 높아져 중앙 

일간지와 프라임 타임의 뉴스 시간에 보도되는 건수

도 크게 늘어났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과학기술 대중화를 추구하

는 정부 정책에 따라 연구 성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을 단순히 전달하기 보다는 쉽고 재미있게 과학기술을 

이해시키는 홍보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이때부터 연

구 성과 전시회 형태의 홍보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고, 스토리텔링 방식을 도입한 출판물이나 동영상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2000년대 중ㆍ후반

부터는 홍보 활동에 대한 목표나 타깃을 설정하고 기

본적인 전략을 갖추어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OCEAN 전략’이나 ‘SEA 전략’ 등으로 이름을 붙여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홍보 활동을 수행하

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이 시기부터는 홍보 업무도 분

야별 전문가를 채용하여 추진하였는데, 사진, 뉴미디

어, 스토리텔링 등의 분야에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더

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교육 기부라는 개념이 도입

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

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었다. 또한 블로그, SNS 

등 뉴미디어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대중과 소통 방식

도 변화가 필요하여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주력하

였다.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린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2012년 7월 1일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의 출범은 해양과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

는 데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의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

하여 새로운 CICorporate Identification를 선포하고, 국민 

공모전을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상징하는 캐릭

터와 슬로건을 확정하였다. 한편, 해양을 주제로 하

는 세계적 행사인 여수세계박람회에서 우리 원의 책

임과 역할을 알리기 위해 기자단을 엑스포 현장으로 

초대하는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개최함으로써 유

력 일간지에 다수의 기사를 게재하는 성과를 거두기

도 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체험 

교육 프로그램인 ‘해양과학자와 함께 떠나는 여수세

계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한 

직ㆍ간접 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3.3.1 대 언론 홍보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력이 막대한 만큼 여러 가지 홍보 활동 중에서도 가

3.3 홍보 활동
      Public Relation Activities

초기 연구소 소개책자 2종

광복 50주년 기념 남극 사진전, 1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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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활동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다.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해양과학 연구 분야는 영상 자

료를 필요로 하는 방송 매체에서 특히 선호하는 분야

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뉴스 보도 이외

에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것

도 유용한 홍보 방법이 될 수 있다. 1980년대와 1990

년대를 거치는 동안 남극 세종기지나 심해저 탐사 현

장에 보도진이 장기간 동행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

하는 등 방송을 통한 홍보 기회를 비교적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바다라는 연구 공간의 특성을 이용

한 결과이다. 또, 2000년대 이후에는 태평양해양연

구센터의 독특한 해양환경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다

큐멘터리가 다수 제작되어 바다에 대한 관심을 높이

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2000년대 이후에는 주요한 연구 성과에 대

해서 기자 간담회나 연구 성과 발표회를 적극 개최하

여 연간 보도 건수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이와 더불

어 주요 일간지나 방송 매체에 보도되는 비율도 꾸준

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준공

2003, 무인 잠수정 해미래 진수2006, 울돌목 시험 조류 

발전소 준공2009, 네이처지 논문 게재2009, 2010, 해양 

고세균을 이용한 바이오 수소 생산 기술 개발2012 등

의 연구 성과는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의 이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크

게 기여하였다. 홍보팀에서는 2009년부터 언론을 통

하여 보도되는 기사를 단순히 보도 건수로만 집계하

지 않고, 객관적 성과 측정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함으

로써 언론 보도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효율적 홍

보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3.3.2 인쇄물, 소식지의 발간과 『SEE THE SEA』의 탄생 

『해양연 소식』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 성과

와 소식을 대내외에 전하는 가장 대표적 인쇄매체다. 

1989년 12월 창간된 『해양연 소식』은 처음에는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자체 편집2면으로 제작, 내부 직

원들에게만 배포하였다. 하지만 1990년 12월부터는 

4면으로 증면되면서 외부 관계기관에도 배포하였다. 

1997년부터는 월 1회 8면으로 확대되었고, 2003년부

터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뉴스레터인 『KRISO 소

식』과 통합ㆍ발간되어 총12면으로 증면되었다. 2007

년 9월부터는 지면으로 발간하던 『해양연 소식』을 웹

진Webzine 형식으로 바꾸어 『KORDIAN』이라는 제호

로 발행하였다. 2012년 7월부터는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의 출범과 함께 『KIOSTAR』로 이름을 바꾸어 발행

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소식지와 더불어 2009년부터

는 잡지 형식의 사보 『SEE THE SEA』를 계간지로 발

행하여 해양에 관한 다양하고 유익한 주제를 대중들

에게 전달하고 있다. 『SEE THE SEA』는 2009년 창간 

당시 3,000부를 발행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5,000부

를 발행하여 내부 직원은 물론 국회, 정부 관련 부처, 

산ㆍ학ㆍ연 관련 기관의 관계자, 그리고 일반 구독자

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연보는 1984년부터 발간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국문만 발간하다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는 국ㆍ영

문 연보를 각각 따로 발간하여 국외 관련 기관에도 배

포하였다. 1993년 이후에는 다시 국문판만 발간하다

가 1997년부터 연구 사업에 한해 영문 요약문을 삽

입하였다. 연보는 평균 1,200부씩 발간하여 정부와 

산ㆍ학ㆍ연 관련 기관에 500부를 배포하였다. 이후, 

1999년부터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연구 사업

이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났다. 2012년도 연보의 경

우 총 70여 개의 연구 사업과 기관 운영 등의 내용이 

200여 페이지에 걸쳐 소개되고 있다. 특히, 『SEE THE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사보 공공부문 기획대상 수상, 2012

사보『SEE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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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와 연보는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대상’ 및 ‘국제 

비즈니스 어워드IBA’에서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다양한 종류의 

인쇄물을 발간하여 해양과학 연구 성과에 대한 대중

의 이해를 돕고 있다. 소개 책자는 1980년 발간하기 시

작하여 처음에는 국ㆍ영문판을 각각 따로 발간하다가 

1984년부터는 국ㆍ영문 혼용으로 발간하고 있다. 소

개 책자는 기관의 기본 임무와 역할, 연혁과 조직, 각 

연구 부문의 R&D 활동과 지원 부문의 업무 기능에 대

한 가장 기본적인 안내서다. 홍보 달력은 1989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남극의 풍광과 연구 활동을 담아 ‘남

극 달력’이라는 이름으로 제작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바다와 관련한 다양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 또한, 각 

연구 사업별 리플릿을 제작하여 개별 연구 성과에 대

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해 만화

나 학습 교재 형식의 인쇄물도 다수 발간하고 있다.  

 

3.3.3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 행사

3.3.3.1 바다의 날 기념행사

1996년, 정부는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산

하고 해양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북돋기 위해 5월 31

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다. 정부와 한국해양과학

기술원은 이 날을 전후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대

상의 해양환경 교육을 비롯하여, 과학영재반이나 해

양소년단 대상의 특강과 견학, 초ㆍ중ㆍ고교생 대

상 바다사랑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방문의 날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

다. 특히, 2006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해양과기원 방

문의 날’ 행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하여 온 가

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알찬 과학 체험 프로그램으

로 해마다 방문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 주요 프로그

램으로는 해조류 표본 만들기, 해미래와 심해생물 입

체 퍼즐 만들기, 과학 마술쇼, 에어바운스 놀이마당, 

KORDIUM Tour 등이 있다. 

바다의 날 기념 바다사랑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바다의 날 연구원 개방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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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활동

대한민국과학축전 부스 제부리 교육기부활동

3.3.3.2  전시 행사

대한민국과학축전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열리는 국내 최대의 과학 축제로, 1997

년에 시작되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04년 제8

회 대한민국과학축전부터 기관의 이름을 건 전시 부

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기관의 연구 성

과를 소개하는 패널이나 연구 성과물 모형이 전시 부

스를 구성하는 주된 소재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

는 관람객들이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면서 과학의 원

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해양

과학기술원도 2010년에 개관한 해양과학체험전시관 

KORDIUM의 체험형 전시물을 이동식으로 제작하여 

활용하고, 3D 입체 퍼즐 만들기, 플랑크톤 관찰하기 

등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는 등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

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 부처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전시행사와 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대중과 소통 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있

다. 미래성장동력 전시회, 신성장동력 박람회, 국토

해양기술대전, 행복교육기부박람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3.3.3.3 교육 기부 활동

교육 기부란 기업ㆍ대학ㆍ공공기관ㆍ개인 등 사회

가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유ㆍ초ㆍ중등 교육 활

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으

로, 2010년부터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교육 기부라는 용어가 

통용되기 이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하면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

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2000

년대 초반부터 견학 프로그램이나 해양 과학 체험 프

로그램,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활발한 교육기부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해양과학체험전시관 KORDIUM은 교육 기부 

활동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대표적 인프라이다. 

KORDIUM의 전신인 해양과학홍보관은 해양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일반인이나 청소년들에게 해양의 중요

성을 시각적으로 일깨워주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연구 사업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4월 10일에 개관하였다. 해양

과학홍보관은 후생관 건립으로 이전한 구 식당 자리

를 활용하여 마련된 것으로 약 380㎡ 규모로 건립되

었다. 바다로 초대, 연구원 소개, 해양자원 개발, 해양

공간 이용, 극지 연구, 해양환경 보전, 지구돔 영상관 

등 크게 5개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해양과학홍보관은 2002년 개관부터 연평균 7,000

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훌륭한 해양 교육의 장으

로 자리매김하였다. 이후 전시 연출 기법의 급격한 

홍보관 KORDIUM 개관,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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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지원

발달과 시설의 노후화로 재건축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고, 2009년부터 개보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

어 2010년 3월 24일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개관 당

시 기관명인 한국해양연구원의 영문약자 KORDI와 

MUSEUM을 합성하여 KORDIUM이라 이름 붙인 이 

전시관에는 깊은 바다에 사는 생물과 심해 퇴적물, 해

양광물자원 등 희귀한 시료들이 전시되어 있어 관람

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또 바닷소리 체험, 

조력 발전의 원리, 해양 미생물 관찰하기 등 다양한 

체험 전시물을 통하여 해양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본 모양의 스크린을 통해 

해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관찰할 수

도 있다.

개관 이후에도 새로운 전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해양과학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시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토요일에도 전시관을 개방

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과학 문화 체험의 명소로 인식되

고 있다. 또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남해연구소, 동

해연구소 등의 분원에도 각 연구소의 특성을 살린 체험 

전시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육이나 문화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지역에까지 고른 혜택이 돌

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해양과학의 중요성을 

폭넓게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또 하나의 대표적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열대해

양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크로네시아 

축 주에 위치한 태평양해양연구센터를 학생들이 직

접 방문하여 해양과학 연구 과정을 실제로 경험하고, 

다양한 해양 레포츠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준비되

었다. 열대해양 체험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시작되

어 지금까지 약100여 명의 참가자를 배출하였다. 참

가 학생 중에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본

인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해양과학에 대한 관심을 키

워 연구실의 실험에 참여하는 학생도 있다. 앞으로 열

대해양 체험 프로그램은 해양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

는 데 좋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재미있는 배 이야기’, 남

해연구소의 ‘바다와의 동거’, 동해연구소의 ‘울진에서 

독도까지 2박 3일’ 등 해양과학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

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1년과 2012년 연속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증하

는 교육 기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 12월에

는 교육기부대상 기관단체부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열대해양체험프로그램 열대해양체험프로그램 기획 워크숍, 2007.7

한국해양연구원 블로그 제1기 기자단 발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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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활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3년부터 이 모든 교육 

기부 활동을 아우르는 우리 원만의 교육 기부 브랜드

를 구축할 계획이다. ‘KIO DREAM’이라 명명되는 이 

브랜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영문 약자인 KIOST

와 꿈을 뜻하는 영문단어 DREAM을 합성한 것이다. 

KIO DREAM은 ‘KIOST가 미래 해양과학자의 꿈을 키

워드립니다’라는 주제로 해양과기원에서 운영하는 모

든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이다.    

3.3.4 온라인 홍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98년부터 국ㆍ영문 홈페이

지를 개설하여 일반 사용자들에게 해양과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이전까지는 해양 자료

와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관리

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홍보팀

으로 이관하였다. 2010년에는 홍보팀에 온라인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본ㆍ분원과 관련 패밀리 사이트총 10

개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사이트 간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통일성을 

부여하였고, 모바일 트렌드에 발맞추어 모바일 전용 

국ㆍ영문 홈페이지를 신규로 구축하였다. 아울러 임직

원들의 소식 및 동정 등을 소개해 서로 교류할 수 있도

록 동문회 커뮤니티도 구축하였다. 또한 한국해양과학

기술원의 홈페이지는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웹 접근

성을 준수하여 웹 접근성 품질 마크를 획득하였다. 더

불어 통합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는 ‘2011 웹 어

워드 코리아’에서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

며 사용자 만족도와 우수성을 함께 인정받았다.

특히, 2012년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출범에 

따른 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KIOST CI와 캐릭터 

키오를 활용하여 기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등 디자

인을 전면 개편하였다. 또한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있

는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들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통합 검색 서비스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정보 접

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2012년은 대 국민 홍보 

활동의 성과를 재확인한 해이기도 하다. 해양과학체

험전시관 KORDIUM을 가상 체험할 수 있도록 구현

하여 공공기관 부문 및 사이버 전시관 분야에서 각각 

‘웹 어워드 코리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2 국제 

비즈니스 대상IBA 2012’에서는 은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홈페이지 이외에도 2008년 블로그 개설, 

2010년 트위터를 비롯하여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기

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이

를 통해 기관의 소식을 효과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다

소 어렵고 전문적인 해양과학기술 개념을 대중에게 

친숙하게 전달하고 있다. 

3.3.5 기타 홍보활동

3.3.5.1 CICorporate Identi�cation 변화 

2003년 4월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은, 21세기 우리나라 해양과학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

하기 위하여 새로운 CI를 제작, 선포하였다. 당시 제

작된 로고는 글로벌 시대에 세계 유수 연구기관과 어

깨를 나란히 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연구원의 영문약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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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지원 인 KORDI를 이용한 워드마크로 제작되었다. 또한, 해

양Ocean의 이니셜인 O자에 솟구쳐 오르는 파도 모양

은 연구원의 발전과 도전 의지를 형상화하였으며, 아

울러 태극 문양을 연상시킴으로써 한국의 대표 해양 

연구기관임을 나타내었다. 

이후, 2012년 7월 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출

범하면서 새로운 CI를 제작, 선포하였다. 심해와 대양

에 이르기까지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고래 꼬리

의 모습을 형상화한 로고는 종합 해양 연구기관인 한

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닌, 대양에서 극지에 이르는 

연구 영역을 역동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이 모습을 

KOREA의 K로 표현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기관으

로서의 자부심을 상징하였으며, OCEAN을 뜻하는 O

를 강조함에 따라 해양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미지의 영역인 바다를 개척하겠다는 신념을 나타내

었다. 이와 함께 CI가 지닌 전체적인 부드러운 곡선과 

연결성은 산ㆍ학ㆍ연 협력 네트워크를 상징하여 협

력과 소통을 강조하는 기관의 의지와 목표를 보여 주

고자 하였다. 

3.3.5.2 홍보용 영상물 제작

1991년 3월에 처음 제작된 홍보 동영상은 슬라이드를 

연결하여 활용하였다. 이후, 영상 제작 기법의 급격한 

발달로 훨씬 세련되고 감각적인 홍보 동영상이 제작

되고 있다. 현재는 국문, 영문, 일문, 중문 등 다양한 

언어와 일반인용, 어린이용 등 시청 대상별로 세분화

된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 2007년부터는 해양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기관 홍보 동영상 이외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 성과를 집중적으로 소개

하는 성과홍보 동영상을 매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

다. 이러한 영상물을 이용하여 한 해 동안 언론을 통

해 가장 주목받은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기

관의 움직임을 전달하고 있다. 또, 연말에는 KIOST 

10대 뉴스를 매년 선정하여 자료 화면과 함께 동영상

으로 제작하여 직원들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월

별로도 주요한 행사를 중심으로 간단한 동영상을 제

작하여 외부 고객들에게 기관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물론, 내부 직원들 간 소통을 위해서도 다양하게 활용

하고 있다. 

3.3.5.3 대중과 소통을 위한 과학문화 확산 활동

해양과학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활동은 아니

지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문화 

활동을 통하여 대중과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안산

본원 정문 앞에 대형 현수막 거치대를 설치하고, 매월 

시의적절한 시구를 선정하여 게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활동을 통해 해양과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형

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바다의 진취적이고 희망

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바다’라는 제목의 대

중가요를 2010년에 제작ㆍ보급하였다. 유명 작곡가

인 정풍송 씨가 곡을 만들고, 가수 인순이 씨가 노래

한 ‘바다’는 해양과학과 해양 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

을 더욱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13년 6월에는 문학, 영화,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과학스

토리 창작투어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개

최하여, 해양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방식

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해양과학스토리 창작투어

KIOST 홍보 영상

본원 정문 앞에 설치된 시글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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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네트워크 · MIS 운영

해양연구소의 전산 운영 조직은 1980년대 초 해양정

보실 내의 과 단위 조직으로 신설되었다. 독자적인 전

산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설치된 것은 1982년부터이

고, 전산 운영 조직과 인력도 그때부터 정비되었다. 

그동안 전산 조직은 운영 정책의 변화와 조직 개편 등

에 따라 여러 번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 부문 

산하 새로운 조직으로의 신설, 타 부서와 합병, 기술 

지원 부문 조직으로 재발족 등과 같은 많은 변화를 거

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전산 조직의 변화 과정은 크

게 전산시스템과 네트워크 운영, 경영정보시스템 개

발과 운영으로 나눌 수 있다.

3.4.1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최초로 컴퓨터 시스템이 개발되어 이용되기 시작하

면서 짧은 기간 동안 모든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

져왔다. 그 변화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로 

컴퓨터가 보편적인 업무에 활용된 것은 그리 오래되

지 않았다. 우리 원도 자체적인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던 초창기에는 급여 작업, 해양 자료의 처리 등을 

위해 관련 기관의 장비를 활용하였다.

처음에는 주기억 용량 32Kbyte의 NOVA 미니컴

퓨터를 사용했다. 이후 선박연구소의 PDP 11/70, 한

국과학기술연구소 전산센터의 Cyber, IBM 등의 컴퓨

터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982년에 

ADB 차관 자금을 활용하여 미국 DEC의 VAX 11/780 

시스템과 Calcomp Plotter, 프린터, VT100 단말기 등 

주변 기기를 도입하여 명실상부한 전산부서의 기본

적인 모습을 갖추고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때의 주요 전산 지원 업무는 행정 업무의 부분

적인 전산화와 해양 자료 처리, 도면화 작업 등이었

다. 대부분의 연구 업무와 관련된 전산 작업은 개인이 

스스로 처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당시의 전산시스템은 각종 연구 사업의 수행에 적

극 활용되었다. 업무 시간은 물론 때로는 하루 24시간 

내내 가동되기도 하였고, 주말에도 사용되었다. 이때

는 CPU와 주변 기기의 사용량에 따라 사용 요금이 책

정되는 등 유료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단말기도 10대

만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또한 당시에는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출근 시 시

스템을 켜고, 퇴근 시 시스템을 끄는 운영 체제였다. 

지금과 같은 연중무휴의 시스템 운영 및 네트워크 가

동 체제와 비교할 때 당시의 이용자들은 많은 불편함

을 감수해야만 했다. 

전산시스템의 이용 환경은 우리 원이 1986년도에 

안산의 연구학원단지로 이전하면서 보다 편리하게 

개선되었다. 우선 전산 기반 환경이 조성되었다. 전산

실에 항온 항습기가 새로 도입되면서 다운플로어방

식의 냉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원 장치도 자동 전압 

장치AVR가 아닌 무정전 전원 장치UPS를 설치하여 정

전 시에도 문제없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사용자 공간터미널실도 충분히 확보되어 쾌적

하고 넓은 환경에서 전산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산 교육실도 구비하여 사용자가 실습을 하면서 관

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용량에 따라 사용 요금이 책정되어 오래 

이용할 수 없었던 컴퓨터 가동 시간도 사용자의 요구

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연중무휴 24시간 가동 체제

로 바뀌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구 업무량이 늘

어나고, 규모도 확대되면서 기존 전산시스템 규모만

으로는 모든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다. 

당시의 컴퓨터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

었던 터라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전산 이용 

환경을 대대적으로 확대ㆍ개편하였다. 1991년도에 

기존의 VAX/VMS 환경에서 벗어나 개방형 시스템인 

UNIX로 운영 체제 이전을 추진하였고, 주변 장치의 

3.4 전산 네트워크·MIS 운영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VAX-11 780 전산기 가동식,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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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지원 효율적인 이용과 다수 컴퓨터 간 통신을 지원하기 위

해 원내 근거리 통신망LAN도 구축하였다. 이로써 전

산시스템 이용자는 더 이상 전용 공간터미널실으로 이

동하지 않고도 자신의 책상에서 단말기Terminal 또는 

개인용 컴퓨터PC로 다른 PC에 자유롭게 접속하여 이

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 도입된 전산시스템은 수치 모델링 등 대형 

CPU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미

니슈퍼컴퓨터인 FPS 522EA, CONVEX C210을 비

롯하여, 워크스테이션인 SUN4/330과 Color & B/W 

Plotter, Digitizer, Image Printer 등으로 IBRD 차관 자

금 약 165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이와 함께 각종 그래

픽 소프트웨어NACR graphics, GIPSI, VGS, GMT 등도 설치

되어 연구 사업에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었다. 한편 기존의 VAX 11/780 컴퓨터 시스템

은 학ㆍ연 협력 차원에서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에 

기증하였다.

1992년 4월부터는 원내 전산망이 연구 전산망

KREONet과 연동되었고, 56Kbps 전용 회선을 통해 본

격적인 인터넷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자 우편

e-mail, 파일 전송FTP, 원격지 loginTelnet 기능 등을 사

용하여 국내외 과학자들의 공동 연구와 협력, 외국의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1년 후인 1993년에는 인터넷 환경의 확산과 함께 

연구 업무의 전산시스템 의존도가 점차 높아졌다. 그

와 동시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산 기기 도입 여부를 

심의하여 무분별한 장비 도입을 조정함으로써 기존 

장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먼저 워크스테이션 재배치를 통해 부서 간 공동 

활용 여건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전산시스템의 사용

료를 적정하게 책정하여  전산시스템이 연구 지원을 

위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1994년에 들어서면서는 각종 연구 프로젝트의 수

행을 촉진하고자 일부 전산 장비에 대해 성능 보강 작

업을 하였고, 주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의 용량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충하였다. 동시에 주전산기인 

CONVEX에 대한 용량 증설도 추진하였고 개인용 컴

퓨터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업무 환경

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산 운영 조직은 연구

원의 기능 조정에 따라 해양정보실 산하의 담당 체제, 

해양자료실, 전산실 등의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그러

다가 1995년 4월 조직 개편에 따라 해양과학자료센터

의 전산 담당으로 재편성되었다. 이후 IBRD 차관 자

금을 활용하여 Convex 컴퓨터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

켰으며, Color Scanner와 대형 프린터의 도입이 이루

어져 더욱 양호한 전산 환경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

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이용 환경 강화 차원에

서 각종 인터넷 Tool 설치, Anonymous FTP와 News 

Server의 개설, 홈페이지 구축, 연구 전산망 보안 의식 

고취, PC-LAN 구축 등의 업무도 추진되었다.

  대표적으로 1996년 장목분소를 운영하면서 분소

의 근거리 통신망 구축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원격지에서 MIS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었다.

1998년 3월에는 IBRD 차관 자금 약 30만 달러를 

투자하여 연구원의 근거리 통신망을 ATM 방식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본관동에 Backbone

을 두고 각 연구동마다 ATM Switch를 두어 광케이블

로 연결하였다. 또 사무실마다 여러 개의 포트를 연결

할 수 있는 단자함을 설치하고, CAT5 UTP 케이블을 

포설하는 방식으로 망을 구성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10Mbps Ethernet 환경에서 10~100Mbps의 고속 ATM 

환경으로 전산 이용 환경이 대폭 개선되었다.

그러나 컴퓨터 시장에서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

의 성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운영과 유지 보수 비용

이 큰 기존의 미니슈퍼컴퓨터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Convex 컴퓨터를 대체

할 수 있는 기종을 모색하였다. 이때 Sun Ultra60 워크

스테이션이 도입되었고 동시에 탄성파 자료 처리 전

용 S/W도 같이 도입되었다. 기존의 미니슈퍼컴퓨터

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기증하였다.

이후 컴퓨터와 주변 기기, 네트워크 관련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였다. 인터넷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ATM망은 잦은 과부하 상태를 보였고, 

또한 악성 바이러스에 의한 과부하 등으로 제 기능을 전산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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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네트워크 · MIS 운영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런 이유로 

원내 통신망의 교체가 요구되었고, 2003년도 운영비 

예산의 지원을 받아 Gigabit Ethernet 방식의 스위치

로 교체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들은 100Mbps 전송 속

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웹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수십 대의 홈페이지 서버가 구

축되었고, 100Mbps 기반으로 인터넷에 연동되어 서

비스되었다. 2006년에는 우리 원의 뉴스를 웹으로 

발송하는 웹진 시스템을 도입하여, 홍보를 담당하였

다. 아울러 원의 대표적인 기록물 중 하나인 사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진관리 시스템도 도

입하였다. 

한편, 우리 기관의 분원이 된 선박해양플랜트연구

소는 2002년에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네트워크를 분리

하였다. 2006년에는 1Gbps 기반으로 백본 네트워크 장

비를 교체하였으며 50Mbps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

도록 연동하였다. 이후 2011년에 국가 과학기술망에 

가입하여 1Gbps로 인터넷을 연동하여 활용 중이다.

2004년 부설기관이 된 극지연구소도 2006년 인천 

송도로 이전하면서 1Gbps 기반의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축하였고 1Gbps로 인터넷에 연동하여 활용 중에 

있다. 

2005년에는 강원도 고성에 심층수연구센터가 출

범하여 100Mbps 기반으로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

였으며 4Mbps로 인터넷에 연동되었다. 그 후 2011년

에 30Mbps로 인터넷 연동을 증속시켰다. 2008년에는 

동해연구소가 출범하여 1Gbps 기반으로 근거리 통신

망을 구축하였고, 이를 인터넷에 50Mbps로 연동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원격지에서도 업무처리를 편리하

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에는 그동안 사용하던 Gigabit Ethernet 네

트워크가 노후하여 장애가 자주 발생하였다. 또 기후 

변화 등 대용량의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초고속 네트

워크 수요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약 3억 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10Gigabit 기반의 네트워크 장비로 교체

하였다. 이로써 사용자들은 1Gbps 전송속도의 네트

워크 서비스와 100Mbps 2회선 기반으로 인터넷을 이

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남해연구소도 네트

워크 장비가 노후하여 장애가 자주 발생하자 고성능 

장비로 교체하였고 100Mbps 기반으로 인터넷에 연동

하여 활용 중이다.        

2011년에는 모바일 메일 시스템 구축과 백본 스

위치의 이중화가 진행되었다. 이후 보다 안정적인 네

트워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터넷은 

500Mbps 2회선으로 연동하여 고속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3.4.2 경영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연구원의 MIS 관련 업무는 전산 운영 조직에서 담당

해 왔다. 그러나 1995년 초 행정 업무에 전산화 업무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같은 해 9월에 

기존의 전산실 인력을 중심으로 행정부 인력을 일부 

보강하여 기획부 산하 경영정보과가 발족되었다. 그 

후 1년여에 걸쳐 업무 분석과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

을 수행하여, 1997년 1월부터 Client/Server 방식의 경

영정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7년 한국해양연구소 조직 개편에 따라 경영정보

과의 기능이 해양자료센터 전산실의 기능과 통합되

어 해양자료센터 내 전산경영실로 재발족되었다. 전

산경영실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개발을 계속 

진행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정보시스템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면서 정보시스템의 개발

과 기술면에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자 기존의 Client/

Server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 웹 기반의 정보시스템 

수요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최단기간 내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기계연구원의 경영정보시스

템을 우리 환경에 맞춰 이전ㆍ설치하는 방안이 확정

되었다. 이에 따른 후속 업무로 8월에 용역 계약이 체

결되었으며, 12월에는 HP3000 시스템과 INFORMIX 

DBMS가 도입되었다. 1년여에 걸쳐 소프트웨어의 맞

춤형 주문 제작과 이전ㆍ설치 작업을 진행하여, 2001

년 8월 웹 기반의 새로운 경영정보시스템을 가동하기 

자재관리시스템 CS 버전

자재관리시스템 웹 버전 (고도화 시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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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지원 시작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경영정보시스템은 한국기계연구원

의 행정업무체계에 바탕을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우

리 연구원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또 C언어

로 작성되어 유지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약 6개

월간의 운영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었고,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기존의 하드웨어와 DBMS는 그대로 사용하고, 새

로운 개발 도구를 활용하여 우리 연구원의 행정 업무 

체계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재개발하기로 하였다.

1년 정도의 개발 기간을 거쳐 2003년 4월에는 관

리자 전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교체

하였고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기능들을 대폭 보완하

였다. 또한 문서수발시스템을 추가하여 행정 문서의 

유통과 관리 기능을 개선하였다. 지속적으로 인트라

넷 전자 결재 기능을 확대하여 서류 결재에 따른 행정

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대폭 개

선하였다.

2007년에는 전자 결재 과정에서 증빙 문서를 열람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회계 증빙 서류의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해 바코드 기반의 회계 증빙 스캔 시스

템을 도입하였다. 이는 출연 연구기관에서는 최초로 

시도한 일로서, 증빙 서류를 스캔한 후 결재를 진행하

는 방식이다. 이로써 회계 증빙서를 중앙에서 일괄 스

캔하여 전자 결재 시 결재자가 스캔된 문서를 확인한 

후 결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연구비 정산 시에도 증

빙 서류를 자리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부담

을 크게 줄이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도 향상시켰다. 

2008년에는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과 네트워크 고

도화 기획 연구를 실시하여 한국해양연구원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부

터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여 연구 관

리, 성과 관리, 회계 관리 등 시스템 전 분야에 대하여 

고도화를 시행하였다. 또 나눔기술의 SmakrtBill 문서 

유통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부기관이나 외부 공공기

관과 전자 문서를 주고받을 때 기존에 팩스나 우편으

로 주고받던 문서를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하

였다. 연구원의 경영정보시스템은 직원들이 더욱 편

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화

를 거듭하고 있다.

2011년에는 스마트폰의 활용이 활성화되어 이

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오피스가 구축되었다. 전자 

결재, 문서 처리, 직원 조회, 게시판 조회, 지식 조회, 

MIS 조회일부 신청 등의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업무 처리를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에는 1996년 이후 통합 정보시스템에 보관

된 DBInformix를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DBOracle

로 이관하였으며, 이원화된 DB 서버를 통합하여 업

무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의견을 적

극 수렴하여 통합 정보시스템의 디자인을 보다 신선

하고, 편안하게 개선하였다. 메뉴 체계는 사용자의 업

무 특성을 고려해 접근성을 높인 사용자 친화적인 시

스템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인트라넷 메인화면 (고도화 시행 전)

회계증빙서 바코드 스캔을 위한 증빙서 양식

인트라넷 메인화면 (고도화 시행 후)

안산 본원 서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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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7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KIST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발족할 당시 자체 건물 없

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건물 일부제2연구동에서 업무

를 시작하였다. 그 후 1980년 2월 28일에는 서울 강남

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관에서 건물 

일부를 임대ㆍ사용하였고, 1981년 5월 7일에는 강남

구 서초동에 있는 태화빌딩 전체 4,958.6㎡ 1,500평를 

임대ㆍ사용하였다.  

현재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본원 건물은 1983년 

3월에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건설 공사를 진행, 본관

동과 제1연구동, 기계 설비동을 1차로 준공하고 1986

년 4월에 입주하였다. 그 후에도 계속 건설 공사를 진

행하여 제2연구동과 기숙사, 유치 과학자 숙소, 창고

현 구조 실험실와 정비고현 후생관 자리를 1988년에 완료

하고, 안산 이전에 따른 건설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그 후 우리 원의 발전과 더불어 제3, 4연구동과 후생

관, 기장비 보관동, 극지 지원 창고, 해양환경 모의 연

구동과 실험동 등이 1992년부터 계속 증축되었다. 이

로써 2012년 11월 말 안산본원은 단위 건물 29개 동에 

연면적이 3만 2,191㎡ 9,738평에 이르는 대규모 연구개

발 단지로 부상하였다.

남해연구소는 1997년 3월 본관동, 장비 창고, 식

당, 기숙사 등 6개 동 3,385㎡ 1,024평와 소형선과 중형

선 부두 신설 등 1단계 건설 사업을 마무리하고 진해 

장천 부두에서 현재의 거제도 장목으로 이전하였다. 

그 후 2001년 1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연구동, 양식

동, 기기 정비동, 생활관 등 4,215㎡ 1,273평의 건물과 

해안 도로 신설, Pier-cepex, 해수 고가 탱크 설치 등 

2단계 건설 공사를 시행하였다. 2007년에는 펜션형 

기숙사를 증축하였고, 2012년에는 해양시료도서관을 

준공하였다. 남해연구소는 현재 단위 건물 12개 동에 

연면적 1만 2,920㎡ 3,908평에 이르고 있다.

동해연구소는 2005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연

구 실험동, 기숙사와 관사, 정문과 경비실, 오ㆍ폐수 

처리장 등 6,946㎡ 2,101평의 건물을 건설하였다. 2012

년 4월에는 숙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숙사 701

㎡ 212평을 증축하였다. 

한편 1988년 2월 건립된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매

3.5 건설 사업
      Construction Activities

1983년 안산 부지와 건설 착공 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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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지원 년 시설 개ㆍ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설 극지연구

소가 발족된 2004년도부터는 극지연구소에서 이를 

주관하고 있다. 미크로네시아 축 주에 설치된 태평양

해양연구센터는 현재 임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건물 확보를 위한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2011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차 단계 공사인 부

지 매립 공사를 시행하여 약 9,917㎡ 3,000평 규모의 부

지를 확보한 데 이어 2013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른 

건물공사를 착수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국제해

양과학연구지원센터 건설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다. 이와 아울러 국가 시

책에 따라 본원의 부산 이전을 위한 부산 신청사 건설 

사업을 2012년부터 착수하여 2015년 완공과 이전 완

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3.5.1 안산 이전 신축 청사 건설 사업

3.5.1.1 부지 매입

국가의 주요 행정관서 지방 분산화 시책에 따라 해양

연구소는 경기도 안산으로 이전을 결정하고 안산 신

도시 개발 지역에 신축 청사 부지를 매입하였다. 5차

에 걸쳐 매입한 92,892㎡ 2만 8,100평의 부지는 산업기

지개발공사가 택지로 조성한 땅이었다. 처음 조성된 

부지에는 배수로만 매설되어 있었을 뿐 상수도와 전

기, 통신 시설은 물론 진입 도로마저 없어 신축 청사 

공사에 많은 난관이 있었다. 당시 KIST부설 해양연

구소는 경기도 안산으로 이전이 결정되어 1981년부

터 안산 신도시 개발 지역에 신축 청사 부지를 매입

하였다.

3.5.1.2 본관동

1981년 1차로 부지 1만 1,570㎡ 3,506평을 매입하여, 

1983년 2월 신축 청사 본관동 5,235㎡ 1,583평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다. 공사는 1983년 3월부터 진행되어 

1986년에 준공을 마치고 입주하였다. 2층의 강당은 

각종 회의를 위한 대형 회의실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

라 1997년 4월 개조 설계를 실시하고 8월부터 10월까

지 공사를 시행, 약 60석의 시청각 시설을 갖춘 대형 

회의실로 탈바꿈하였다. 

3.5.1.3 제1연구동과 파워 플랜트

1985년 3월부터 1986년 3월까지 제1연구동과 파워 플

랜트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었다. 제1연구동은 연

건평 2,540㎡ 768평의 규모로 1층에 연구실, 실험실, 

수조실 등을 두었다. 2층과 3층은 모두 연구실과 실험

실로 시공하였고, 지하에는 전기실과 기계실, 창고 등

이 갖추어졌다. 파워 플랜트 건물은 지상 2층 건물로 

연건평 813.5㎡ 246평 규모로 조성되었다. 파워 플랜

트 건물에는 주 변전 시설과 중앙 공급식 냉ㆍ난방 시

설, 압축 공기 시설이 들어섰다.

3.5.1.4 제2연구동, 기타

제2연구동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지하에는 전기

실, 기계실 등을 두었으며 지상 1층에 실험실, 장비실, 

해양공학 수조 실험실, 해양 기기ㆍ검교정실을, 2층과 

3층에 연구실과 실험실을 배치하였다. 이 밖에 42.5

㎡ 13평 규모의 정문 수위실과 116.6㎡ 35평 규모의 정

비고를 나누어 시공하였다. 정문 수위실은 안내실과 

대기실, 보일러실, 화장실, 침실을 갖추었으며 정비고

는 단층 건물로 정비실과 세면실, 사무실, 보일러실, 

대기실로 이루어 졌다. 1986년 10월부터 1987년 4월

까지는 정밀 장비 보관을 위한 337.5㎡ 102평 규모의 

옥외 창고도 제2연구동 후면에 신축하였다.

3.5.1.5 기숙사 및 유치 과학자 숙소

연구소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독신 직원들의 숙소와 

해외 유치 과학자 숙소 신축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었

다. 752.6㎡ 228평의 기숙사와 3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366.8㎡ 111평 규모의 유치 과학자 숙소의 신축 공사는 

1987년 10월 착공되어 1988년 8월 준공되었다. 

 이전 초기 나무 심기에 열중하고 있는 직원들

현재 안산 본관동의 모습,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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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3.5.1.6 폐수 처리장(배출 방지 시설)

페수 처리장 공사는 실험용으로 배출되는 폐수를 완

전히 처리하기 위하여 1991년 6월에 착공하여 10월

에 준공하였다. 2000년 초 제4연구동이 준공되어 폐

수 발생량의 처리 한도가 초과되자 폐수 처리장을 확

장하여 처리 용량을 증설하였다. 초기에는 일일 폐수 

처리량이 30톤이었는데, 현재는 100톤을 처리하고 있

다. 폐수 처리장 시설 규모도 72.7㎡ 22평에서 약 155

㎡ 47평으로 확장하였다.

  

3.5.1.7 제3연구동

연구소가 발전하면서 인원의 증가와 기구 확장으로 

연구 실험 공간의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

라 정부 예산을 배정받아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 콘

크리트 건물로 5,255㎡ 1,590평 규모의 제3연구동을 

1991년 6월 착공하여 1992년 6월 준공하였다.

3.5.1.8 옥외생물 수조실

해양생물 분야의 양식과 배양 공간의 협소로 인해 옥

외생물 수조실을 1995년 4월에 착공하여 약 1개월간

의 공기로 완료하였다. 약 196㎡ 60평 규모의 옥외생

물 수조실은 경량 철골 구조 1개 층의 단열 판넬 마감 

건물로 내부에 이동식 수조를 설치하였다.

3.5.1.9 극지 지원 창고 겸 특수 실험동

1996년 11월에는 극지 지원 창고 겸 특수 실험동 설계

가 발주되었다.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남극 세종과학

기지의 보급 물자 구매와 반입에서부터 포장 운송, 되

돌아온 기장비의 해체 등에 필요한 공간과 세종과학

기지에서 어렵게 채취해 온 시료의 보관과 연구에 필

요한 연구 실험 시설을 갖추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757㎡ 229평의 규모로 1997년 5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9월에 준공하였다. 

3.5.1.10 장비 보관 및 간이 실험실

장비 보관과 간이 실험실은 기존의 옥외생물 수조실

과 마주한 위치에 같은 구조와 재질로 만들어졌다. 경

량 철골 구조의 단열 샌드위치 판넬로 신축된 이 건물

은 약 198㎡ 60평 규모의 단층 건물로 1997년 10월부

터 1개월간 설계를 마무리하고, 1997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1998년 2월에 준공하였다.  

3.5.1.11 제4연구동

제4연구동은 해양환경 물질의 정밀 분석을 위한 독립

된 청정 실험실과 연구 사업 수행 중 채취한 코어 시

료의 변형ㆍ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료 보관 공간, 

방사성 동위 원소 전처리 시설 등 특수 기능 실험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되었다. 해양환경 연구 실험동

인 제4연구동은 국내 해양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등

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기반으로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2년에 걸쳐 36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배정 받았다. 전체 2,499㎡ 756평 규모로 1999년 4월 

공사에 착공하여 2000년 8월 준공하였다.

3.5.1.12 기장비 보관동

기장비 보관동은 해양 관련 장비의 세척 및 검ㆍ교정

과 보관을 위하여 2000년 전체 사업비 9억 1,900만 원

을 배정받아 건설을 시행하였다. 건물은 철골 구조로 

1층이 828㎡ 250.5평, 2층이 227.7㎡ 68.9평으로 연면적 

1,055.8㎡ 319.4평으로 되어 있다. 2000년 6월 착공하

여 2000년 10월 말 준공하였다.

3.5.1.13 후생관

후생관은 (구)정비고를 개조하여 새로운 식당 겸 회

의실 전용 건물로 설계를 시행하였다. 1층에는 주방

과 식당, 매점을 배치하였으며 2층에는 전용 회의실

인 서해60석, 춘봉20석, 해정20석을 설치하였다. 전체 

공사 소요 금액은 약 9억 3,300만 원이었으며 2000년 

6월에 착공하여 2000년 11월에 준공하였다.
후생관

 제4연구동

극지 창고동(현 극지 지원 창고 겸 특수 실험동) 준공식, 1997.9

제3연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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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지원 3.5.2 남극 세종과학기지 건설 사업

3.5.2.1 제1차 공사 1987~1988

정부의 남극 대륙 진출에 대한 계획은 1987년 1, 2월

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연구소는 3월부터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같은 해 6월 말 남극 과학기지 건설 사업 예산이 

확정되어 실시 설계, 자재 발주와 구매가 이루어졌

으며 10월 6일에는 남극 공사 기자재를 선적한 2만 

5,000톤급의 수송선이 울산항을 출항하여 남극으로 

향하였다. 두 달 뒤인 12월 16일에는 남극 세종과학기

지의 기공식을 가졌고, 다음 해인 1988년 2월 17일 과

학기술처 장관, 해양연구소장, 주 칠레 대사, 주변 타

국 기지 대장들과 건설 관계 요원이 참석한 가운데 역

사적인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3.5.2.2 추가 건설 및 시설 보완 보수 공사 1990~1991   

남극 세종과학기지가 준공된 지 만 3년인 1990~1991

년 제4차 월동대가 투입되는 시점에서 추가 건설과 

시설 보완 보수 공사 시행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는 

그동안 기지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ㆍ보

완하기 위한 조치였다. 1990년 12월 1일에 공사에 들

어가 1991년 1월 30일에는 신축 건물 3개 동을 준공하

고 시설 보완 보수 공사도 마무리하였다. 그 후 해마

다 시설 장비의 노후 교체와 보완ㆍ보수 공사를 계속

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지 시설을 유지ㆍ관리

해 왔다. 2004년부터는 부설 극지연구소에서 이를 주

관하고 있다.

3.5.3 남해연구소 건설 사업

남해연구소 1단계 건설 사업은 남해역 대상의 해양 

목장화와 임해 연구를 위한 현장 시험과 실습, 그리

고 태평양 광물자원 개발 등 주요 대양 탐사를 위한 

전진 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를 위해 1988년부터 1990년 9월까지 타당성 조사, 건

설 후보지 선정 조사, 사업 기본 계획 작성과 설계비 

예산 확보 등이 이뤄졌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는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어 

1995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 설계가 시행되었으며, 

1995년 9월부터 1996년 말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전체 

7개 동에 3,537㎡ 1,070여 평의 건물을 완공하였다. 부

지 면적은 약 3만㎡ 약 9,280평이고 건물 면적은 연구

동 1,781㎡ 539평, 창고동 852.8㎡ 258평, 독신자 숙소 

413㎡ 125평, 기혼자 숙소 155㎡ 47평, 식당동 135.5㎡ 

41평, 경비실 46㎡ 14평이다.

장목분소 개소기념식을 마치고, 1997

남극세종기지 건설, 1987

남해연구소 2단계 건설사업 준공식, 2003



469

건설 사업3.5.4 남해연구소 2단계 건설 사업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남해연구소 2단계 건설 사

업을 추진하였다. 남해연구소 2단계 건설 사업은 해

양 신물질 추출 연구, 해양 유류 오염 등과 같은 특

성화 연구, 해양 현장에서 직접 실험을 해야 하는 

MESOCOSM인공 생태계 등의 실험 수행과 해양환경 교

육 훈련의 기반 시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연구동 2,132㎡ 645평, 양식동 343.8㎡ 104평, 기기 정비

동 588㎡ 178평, 생활관 1,140㎡ 345평, 홍보관 135.5㎡ 

41평을 갖추었으며 해상에 피어Pier를 설치하였다.

3.5.5 안산본원 해양환경시뮬레이션센터 설치

이 사업은 2001년 8월 정부 예산 심의에서 총사업비 

79억 5,000만 원을 확정받아 추진하였다. 2002년 8월 

건설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8월 말 설계 용역을 발주

하였다. 2002년 9월 24일 조달청의 전자 입찰을 통하

여 설계 용역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2003년 7월 설계가 

마무리되었다. 해양환경 모의 연구동은 제1연구동 옆 

공지로, 해양환경 모의 실험장은 기숙사 앞 화단으로 

건물의 위치를 결정하여 설계 완료하였다. 2003년 11

월 공사에 착공하여 2005년 4월 완료하였으며 2005년 

6월 9일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3.5.6 동해연구소

동해연구소 건설은 국가해양개발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 해양개발 기본 계획」에 의거, 동ㆍ서ㆍ남해에 

해양조사와 연구 단지를 조성하여 해역별 특성에 맞

는 해양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배

타적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관할 수역권 문제, 독도 영

유권 문제, 해양자원 개발, 어업자원 개발과 관리 문

제 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장 연구

를 병행할 수 있는 동해 임해 연구 시설의 확보 필요

성이 컸다. 

동해연구소는 울진군과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

으로 받은 약 95,890㎡ 2만 9,007평의 부지에 연구 실험

동 4,905.7㎡ 1,484평, 기숙사 및 체력 단련실 1,474㎡ 

446평, 관사동 340㎡ 103평, 정문과 경비실 59.5㎡ 18평, 

동해연구소 전경

안산 본원 해양환경모의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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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지원 오ㆍ폐수 처리장 165㎡ 50평 등 6,945㎡ 2,101평으로 건

설되었다. 사업비는 189억 7,200만 원이고, 사업기간

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이었다.

동해연구소는 건설 추진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

을 겪어야했다. 2001년 7월 울진군과 약정서를 체결

하고 2003년 11월 군유 재산건설부지 무상 대부 계약 

체결 이후 건설 마스터플랜 용역계약2004.1~3,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004.7~2005.3을 거쳐, 2005년 7월 건

설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러나 2006년 3월 건축 시공

사의 부도 사태가 발생하여 6개월간 공사가 중지되었

다. 이후 시공사는 법정 관리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하

였으나 2008년 1월에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연구원

은 잔여 공사를 재발주한 끝에 2008년 8월에야 공사

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동해연구소의 건물현황은 다

음과 같다. 

•  연구동

연구동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4,905㎡ 1,484평

의 규모다. 지하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용

역원 대기실, 창고가 있고, 1층에는 연구실, 실험실, 

대강당, 통신실, 식당이 갖추어져 있다. 2층에는 대회

의실, 연구실, 실험실, 사무실, 소회의실이 있고, 3층

은 연구실, 실험실, 중회의실, 4층은 공조실과 팬룸으

로 구성되어 있다.

•  기숙사동

401.474㎡ 446평 규모의 기숙사동은 기숙사와 체력 단

련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숙소는 모두 30실이 마련되

어 있다. 지하층에는 기계실, 1층에는 체력 단련장과 

숙소, 휴게실이 있으며, 2층에는 숙소, 탁구장, 공동 조

리실, 창고가 있고, 3층에는 숙소와 세탁실이 설치되

어 있다.

•  관사동

관사동은 340㎡ 103평의 부지에 지상 1층 건물로 건설

되었다. 연구소 주변 숙박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내부 

출장자와 외부 방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었

다. 66㎡ 20평형 2실, 99㎡ 30평형 2실로 구성되어 있다.

•   경비동

경비동은 59.5㎡ 18평 지상 1층 건물로 경비실, 휴게

실, 탈의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   오·폐수 처리장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수 처리장은 

각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

하도록 처리하고 있다. 폐수 처리장은 화학적ㆍ생물

학적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폐수

를 종합하여 1차 화학적 처리 공정을 거친 후 2차 미생

물 처리를 거쳐 유기 물질을 제거한 후 방류하고 있다. 

•  체육 시설

동해연구소는 테니스 전용 코트와 다용도 코트 등 체

육 시설을 갖추고 있다. 테니스 전용 코트 1면은 규격

이 21.6m×38m로 마감은 인조 잔디로 설치하였다. 농

구, 배구, 족구 겸용 다용도 코트 1면은 20.7m×38m로  

설치하였다. 

3.5.7 남해연구소 해양시료도서관 구축

해양시료도서관 구축 사업은 한반도 주변 해양과 심

해에서 채취ㆍ획득한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해양 시

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

관ㆍ관리해야 될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였다. 더 나아

가 연구비의 효율적 집행과 연구비 절감, 연구 기간 

단축, 그리고 연구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해양시료

도서관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에 걸쳐 전체 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해양시료도서관 건설사

업은 2009년 6월 건설 위치를 확정하고 설계 경기를 발

주하여 2009년 설계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010년 1월

에 설계를 완료하였다. 지상 4층에 연면적은 5,190㎡ 

1,570평의 건물은 지질 코어 및 해양생물 저장고와 관련 

실험실, 세미나실로 구성되었으며 2010년 6월 착공하

여 2011년 12월 건설 공사를 준공하였다. 준공식은 연

구 장비 등을 설치한 후 2012년 6월 4일 시행하였다.

동해연구소 오·폐수 처리장

동해연구소 체육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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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3.5.8 안산본원 정문 경비실

안산 본원은 직원과 외부 방문자 수가 늘어나면서 차

량 관리와 경비 업무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문 경비실의 열악한 조건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되어 2010년 3월 진입부와 경비실에 대한 재건축을 계

획하여 연구원 정문 주변 보ㆍ차도 개선과, 연구원 이

미지 개선을 위한 연구원 입구의 부분 조경 공사로 이

루어졌다. 약 5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 3월에 착공, 

2010년 5월에 준공하였다. 

3.5.9 안산본원 미세 조류 바이오 플랜트

미세 조류 바이오 플랜트는 전 세계적인 대체 에너

지 개발 동향에 따른 연구실험시설로서, 약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0톤급 바이오 연료 실증실험장을 

2011년 3월 완공, 5월에 시연회를 가졌다. 이 시설은 

연간 600리터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다.

3.5.10 안산본원 해양위성센터 및 (구)극지 지원 창고동 

개축

2010년도를 정점으로 연구원의 연구 실적과 성과의 

향상, 인력의 충원 등으로 공간 부족 현상이 발생하

였다. 이에 연구원은 기존 시설의 재건축을 통해 연

구ㆍ시험실을 확충하였다. 우선 기존 기장비 보관동 

1층을 2층으로 개조하여 연구실 약 15Mo395㎡을 확

보하였다. 2011년 1월에 착공한 이 공사는 약 10억 원

을 투입하여 2011년 8월에 완공하였다. 또한 공사 완

료 후 잔여 예산 약 4억 원을 재투입하여 해양위성센

터 내 잔여 공간 약12Mo227.4㎡을 연구실로 개조하였

다. 2012년 10월에 완공된 이 공간에는 해양방위센터

가 입주하였다.

     

3.5.11 안산본원 해양과학도서관 신설

기존 도서관은 시설이 노후하고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안전 진단 결과 구조적인 문제점과하중도 지적

미세조류 바이오플랜트

해양위성센터 건물로 이전 후의 본원 해양과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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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지원 되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이전 계획이 수립되어 기·

장비 보관용으로 이용하던 기존 해양위성센터의 1층 

공간을 활용하여 약 588.4㎡ 178평의 면적을 확보하여 

해양과학도서관으로 조성하게 되었다. 기존 장비 보

관은 극지 지원 창고동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였다. 

약 10억 원을  투입한 이 공사는 2011년 10월에 착공, 

2012년 1월에 준공하였다.

3.5.12 동해연구소 기숙사 증축

2008년도 동해연구소 완공 이후 연구 분야가 확대되

고 인력이 늘어나 기존 기숙 시설로는 향후 연구 사

업의 확대와 추진이 불가능하고, 연구 인력을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동해연구소는 

2011년 7월부터 약 18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숙

사 19실701㎡을 증축, 2012년 4월에 완공하였다.

3.5.13 부산 신청사 건설 사업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시책에 따라 2005년 우리 

연구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기관’으로 확정되

었고 이후 2009년 10월 26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심

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시 동삼동 혁신 지구로 

이전 계획이 승인되었다. 최초 승인 내역은 부지 15만 

9,878㎡, 연면적 5만 100㎡, 총 사업비 2,243억 원이었

다. 그러나 이후 관계 부처의 심의ㆍ조정 등을 거쳐 

2012년도 기준 부지 15만 9,878㎡, 연면적 4만 8,700

㎡, 총사업비 1,21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부산 이전에 따른 신청사 건설 사업명은 ‘부산 혁

신 도시 해양 융ㆍ복합 인프라 건설’이며, 사업 기간

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다. 전체 사업비 1,217억 

원 중 정부 예산은 300억 원이고, 나머지 917억 원은 

안산본원이 소재한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충당하기

로 하였다.

부산 이전 계획은 원래 2009년에 승인받았다. 그

러나 본격적인 사업 진행은 예산 반영이 개시된 2012

년부터 시작되었다. 사업 1차 연도인 2012년에는 우선

증축된 동해연구소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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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적으로 건설부지가 매립지인 관계로 지반 보강을 위한 

연약 지반 개량 공사를 발주하여 2012년 8월에 착수, 

2013년 9월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건축 설계는 현

상 공모 방식으로 설계안을 선정하여 2012년 11월에 

착수하여 2013년 6월까지 진행하였고 건설 공사는 설

계와 연약 지반 개량 공사가 완료되는 2013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종전부동산 매각지연 등에 따라

서 전체 일정의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당초 계획

한 2015년 말까지의 건설사업 완료 및 부산 이전이 계

획대로 추진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5.14 태평양해양연구센터

태평양해양연구센터는 북위 6° 55＇, 동경 158° 15＇

에 위치한 미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 내 축주 섬에 위

치해 있는데, 기후는 열대성 온난 기후로 온도는 연평

균 27℃이다. 

건설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ㆍ장기 계

획에 의거 2012년 9월 부지 매립 공사약 9,917㎡를 완료

하였고 현재 연면적 약 4,297.5㎡ 1,300평, 본관동, 실내·

외 연구동, 숙소동, 시설동 규모로 총 4개 동을 신축할 예정

이며 전체 공사비 약 120억 원을 2013년부터 연차별로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3.5.15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ㆍ지원센터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ㆍ지원센터는 다양한 생물 종

과 풍부한 자원을 지닌 제주 해역의 해양생물 자원을 

대상으로 해양 생명 산업 육성과 해양바이오 관련 인

프라의 체계적 구축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이를 통해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ㆍ지원센터는 대학과 국내외 

해양생물 산업 클러스터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

고, 국제 해양환경 교육 훈련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게 될 것이다. 이 센터는 모두 6개 동으로 구성하여 

전체 196억 원건설비 161억 원, 연구 장비비 35억 원을 투입

할 예정이다. 이 건축 사업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2013년 설계를 종료하였고 건설공사는 2013년 9월부

터 착공하였다.

KIOST 부산 신청사 조감도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조감도와 배치도

태평양연구센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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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

4.1.1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종사자들은 1987년 민주화 

대투쟁 이전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한국해양개

발연구소(KORDI) 자발적으로 결성된 ‘해우회’를 통해 연

구 자율성 확보와 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연구소 사용자의 불통, 비민주적 대응에 1987

년 1월 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과학기술연구

원 및 부설연구소들이 힘을 모아 좀 더 강력한 합법적 

단체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그 결과 한국해양연구소에는 1988년 1월 20일 해양연

구소 지부가 설립되어 정갑식 지부장, 제종길 부지부

장, 이충우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되었다. 전국과학기

술노동조합의 지부들이 부러워했던 우리 소식지『물

결』과 『잔물결』은 이때부터 격주 또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발간되었다. 그러나 연구소 사용자 측은 연구

원을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조합을 인정하지 않

았다. 결국 조합원들은 연구소 마당에서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 1988년 6월 5일 본관

동 2층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었다. 이 이

후에도 사용자 측은 진행 중이던 조합 활동 보장과 임

금 협약 단체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결

국, 1988년 1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노동조합과 지

부들시스템연구소, 생명과학연구소, 해양연구소이 연합하여 

파업에 돌입하였다. 조합원들은 치열한 투쟁 끝에 12

월 말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이후 노동조합은 더욱 조

직화되어 갔다.

한편 198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한국과학기술

원으로부터 분리되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그해 7

월 13일 독립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이 조합에는 우

리 지부의 제종길 부지부장이 부위원장, 정갑식 지부

장이 감사로 참여하였다. 1990년 6월 8일에는 한국해

4.1 노동조합, 설립과 노사협력 활동사
     Union Activities and Labor Cooperation

허형택 소장과 정갑식 노조위원장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 1988

한국해양연구소 노동조합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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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활동 양연구소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독립함에 

따라 한국해양연구소의 노동조합도 독립조합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 당시 3대 김원재 지부장이 위

원장을 맡았으나 그 해 7월 유시융 조합원이 위원장으

로 선출되었고, 10월에는 상급 단체인 전국전문기술

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한국해양연구소 

노동조합은 그동안의 여러 제약에서 벗어나 독자적이

고도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 노동조합

은 노사 단체 협약을 통해 노동 조건을 상당 부분 개선

하였고, 연구소의 민주적 경영에도 기여하였다.

1994년 4월 정부 출연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의 올

바른 위상 확립, 국가 과학기술의 자주 자립을 선언하

며 우리나라 최초의 산별체제인 전국과학기술노동조

합과기노조을 결성하였다. 이는 우리 해양노조와 대덕

연구단지의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15개 등 총 

16개 단위 노동조합을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새로운 

규약을 제정하여 약 5,000명의 조합원이 소속되는 전

국 규모의 단일노조로 설립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 해

양노조도 과기노조 해양지부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는

데, 초대 부위원장과 해양지부장에 이하웅 조합원이 

선출되었다. 1999년 5월에는 대덕연구단지의 해양시

스템안전연구소가 우리 연구원에 소속됨에 따라 해양

시스템안전연구소 분회를 설치하였다. 2003년 4월에

는 거제시 장목에 남해연구소 분회를, 9월에 극지연

구소 분회, 2004년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분회를 

설치하였다. 극지연구소 분회는 2007년 6월에 극지연

구소 지부로 독립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상급 단체

인 과기노조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와 통합하

여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노조으로 확대되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은 정부와 연구

원 사용자 측의 소위 ‘노동조합 선진화’ 작업으로 말미

암아, 조합원은 2006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으며 노

동조합은 집행부조차 꾸리지 못하였다. 하지만 2011

년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조합을 이끌

었고, 2012년 9월 1일에는 제 18대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노동조합지부 집행부를 구성하여 노조 정상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4.1.2 노사 갈등과 협력

연구원 노동조합과 사용자우리의 경우, 정부 간에는 협

력보다는 갈등이 항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노동조합 

결성 초기에는 노동조합 인정이 가장 큰 갈등이었고, 

이후에는 조합원의 범위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대한 노동

조합법 조항 해석의 이견이 있었다. 조합은 가입 범위

를 가능한 확대하였고, 사용자는 축소하여 해석했다. 

2009년 이전에는 직원이면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

합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09년부터는 보직자, 인사, 

회계, 기획, 예산, 경영 정보 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직

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축소되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은 정권이 바뀌면 거의 언

제나 임금과 복지 정책의 시험장이 될 정도로 정치권

력에 매우 취약하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인한 

구조 조정 당시에는 노사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채 

우리 연구원은 명예퇴직을 강요당했다. 그 결과 1998

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자 파견법에 의해 1999년

까지 59명이 우리 연구원에서 명예퇴직을 당했다. 뿐

만 아니라, 1999년 3월 기획예산처는 「정부 출연 기

관 설립 운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5개 

연구회경제사회, 인문사회, 기초기술, 산업기술, 공공기술를 

통해 출연 연구기관들에 PBS 제도 강화, 연봉제 강요, 

계약제 확대, 정년 축소,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을 강

요하였다. 그로 인해 임금과 복리 후생 제도특히, 단체

보험, 학자금 지원 폐지가 근로기준법 이하로 크게 후퇴

하였다. 또한, 2001년 2월에는 김대중 정부의 정부혁

신위원회가 주창한 신자유주의와 국제 경쟁력 강화

를 이유로 1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파견 근로

자로 정리 해고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조 탈퇴 유도조합 가입률 50% 이하를 하는 등 부

당 노동 행위도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지부와 사용

자 간에는 지루한 갈등이 계속되었다. 단체 교섭-결

렬-농성-교섭 재개-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결렬-12

월 말 단체 협약 조인 등 긴장의 연속이었다.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감사원을 통해 연구소 간 예산 차등 분

배를 내세우며 3대 경영 개악(비법정 휴가체력 단련 휴

가, 효친 휴가, 장기근속 휴가 폐지, 연월차 수당 지급 금

노동조합 현판식

공공연구 노동조합

동해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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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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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대학 학자금 무상 지원 폐지 등)을 관철시켰다. 

현재 출연 연구기관의 기본적인 임금 구조는 이 때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IMF 외환 위기 당시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은 임

금 구조 이외 다음과 같은 병폐를 낳았다. ① PBS 제

도 확립에 따른 연구ㆍ근무 환경, 특히 인간관계가 황

폐화되어 연구실 간 장벽이 높아졌고 연구 참여자 간 

차별화가 심화되었다. ② 주로 연구 직종에 비정규직

이 확대되어 2012년 말 현재 총원 대비 60%를 상회하

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기술원 내에는 ③ 기회주의

와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폐단

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 전횡, 연구 

사업의 부실화, 2003년도 세종기지의 조난 사고와 같

은 안전대책까지 이어졌다고 평가된다. 특히, 2003년 

3월 “원장은 임기 만료와 함께 연구소를 퇴직키로 한

다.”는 정관을 “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날 아무

런 절차도 없이 자동으로 직원 신분으로 복귀한다.”로 

개정 처리한 것이야말로 개인주의와 기회주의의 본

보기를 보여 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우리 연구원의 

예산 규모가 1,000억을 초과하자,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16일간 천막농성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상임 

감사의 정부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이나 노사 협의를 통해 연구원 운영의 민주

화와 투명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오고 있다. 노사 합

의에 의해 2006년부터 노사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하였고, 그 산하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원 

간 또는 노사 간 갈등을 해소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

는 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조합원의 인사, 연구, 근로 

조건 등에 관계되는 연구원의 인사위원회, 연구심의

위원회, 기획위원회 등 주요 자문과 심의 위원회에 노

동조합 측 위원들이 참석하여 연구원의 의사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비록 공공

연구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관계 부처가 임명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지만, 2002년부터 원장 출마자의 원

내 정견 발표회가 정례화 되었고 임기 중 원장의 업무 

수행에 대해 중간 평가도 실시해 왔다. 그러나 2011

년에는 ‘강력한 선진화 작업’으로 정견 발표가 아예 폐

지되었고 중간 평가도 실종되었다. 또한, 사용자 측은 

2009년 12월에 단체 협약을 해지하고, 조합원의 범위

를 대폭 축소하여 2008년 321명의 조합원이 2011년에

는 150명으로 절반 이상 줄게 되는 가슴 아픈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우리 노동조합과 연구원 사

용자 측은 단체 교섭을 통해 IMF 위기 극복 당시 훼

손된 임금과 휴가 등 근로 조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2003년 2월부터 조합원과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매점

을 개설하였고, 그해 12월에는 보충 협약을 통해 연

구부서의 파견 노동자를 정직원 수 대비 20% 수준까

지 ‘연구 사업 계약직’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에는 기능직기사, 사무원 명칭을 

각각 기술원과 행정원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2004년 

7월 1일부터 연구원에 주 5일제토요일은 무급 휴일가 시

행되었는데, 그때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연월

차 휴가가 적게는 7일, 많게는 26일까지 대폭 축소되

었다. 이에 따라 노동 일수는 줄었으나 연월차 수당, 

대학생 자녀 학비 보조 등 보조 임금은 감소되었다. 

대신에 2005년부터 선택적 복리 후생비, 출산 장려금, 

취학 직전 보조비, 2006년도에는 비정규직 채용 제한

과 차별 금지, 단위 연구 사업 인력제 도입, 위험수당 

지급이 시행되었다. 아울러 노조 창립일을 유급 휴일

로 지정하고, 다른 유급 휴일과 중복될 경우 그 다음 

날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였다. 2007년에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원급 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2008년에 정권이 바뀌

자 기획재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 10% 감축을 목표로 

경영 혁신조직 개편, 인력 감축, 기능 외부 위탁, 성과ㆍ경쟁 

체제 강화 등을 단행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추가 인원 충원 보류 혹은 최소화, 연가 보

상 일수 감소10일, 초과 근무 수당 절감을 요구하였으

나 우리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을 통해 능률 성과급과 

선택적 복리 후생비의 지급 범위를 비정규직까지 확

대하였다. 

모든 노동자는 사용자 앞에 소수의 약자일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근로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개개인의 인권과 행복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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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활동

4.1.3 연혁

날짜 내용

1988. 1. 20 • 설립총회, 한국과학기술원(KAIST)노동조합 한국해양연구소지부 결성, 초대 지부장 정갑식, 사무국장 이충우, 사무차장 김미영

6. 5 • 노동조합 사무실 개설

1989. 1. 20 • 제2대 지부장 제종길,  사무국장 이충우, 사무차장 김미영

7. 13 • 한국과학기술원로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독립에 따라 KIST 노동조합 한국해양연구소지부 명칭 변경

1990. 1. 20 • 제3대 지부장 김원재

6.  8 • 한국해양연구소 독립으로 한국해양연구소 노동조합 결성. 초대 위원장 김원재,  사무국장 정진승, 사무차장 김미영

7. 9 • 임시총회, 제2대 위원장 유시융 선출

7. 11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가입

10. 23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탈퇴,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 가입

1991. 1. 29 • 제3대 위원장 조성록, 사무국장 박승준, 사무차장 송은숙

1992. 1. 23 • 제4대 위원장 육상섭, 사무국장 조희정, 사무차장 송은숙

9. 15 • 임시총회, 제5대 위원장 송한준 선출

1993. 1. 20 • 제6대 위원장 송한준, 사무국장 박선규, 사무차장 윤현숙

6.  8 • 제7대 위원장 이하웅, 부위원장 송한준, 사무국장 이승영, 사무차장 윤현숙 

1994.  4. 13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결성에 따라 한국해양연구소지부로 명칭 변경

6. 10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초대 부위원장, 해양지부 제8대 지부장 이하웅

1995. 5. 14 • 임시총회, 공동대표 5인 선출(강동진, 박진홍, 이하웅, 조성록, 조희정)

6. 29 • 제9대 지부장 서상대, 사무국장 신종배, 사무차장 윤현숙

1996. 6. 20 • 제10대 지부장 이하웅, 부지부장 강천윤, 사무차장 윤현숙

1997. 6. 13 • 제11대 지부장 김종근, 부지부장 박명희, 사무국장 함춘옥, 사무차장 윤현숙

1999. 6. 21 • 제12대 지부장 최희정, 부지부장 박동원, 사무국장 박진홍

2001. 1. 12 • 임시총회, 제12대 집행부 총사퇴, 비대위 구성(정갑식, 제종길, 조성록, 송한준, 이하웅, 김종근, 최희정)

3. 22 • 제13대 지부장 김종근, 부지부장 권개경, 곽태영, 사무국장 송한준, 사무차장 윤현숙

8. 1 • 수석부지부장(분회장) 엄주열

2003. 1. 17 • 제14대 지부장 김종근, 수석부지부장 엄주열, 부지부장 곽태영, 사무국장 송한준, 사무차장 윤현숙

2005. 1. 17 • 제15대 지부장 송한준, 수석부지부장 엄주열, 부지부장 이하웅, 사무국장 송한주, 사무차장 윤현숙

2007.  1. 17 • 제16대 지부장 송한준, 수석부지부장 엄주열, 부지부장 이하웅, 곽태영, 사무국장 송한주, 사무차장 윤현숙

6.  1 • 극지연구소분회, 극지연구소지부로 독립

2009. 1. 17 • 제17대 지부장 송한주, 수석부지부장 엄주열, 부지부장 곽태영, 사무국장 조승억, 사무차장 윤현숙

2010. 1.  1 • 비상대책위원회체제 위원장 이하웅, 부위원장 최성권, 조성권, 집행위원장 김종근, 사무차장 한유리

2012. 9.  1 • 제18대 지부장 이 석, 부지부장 정갑식, 부지부장 김영준, 사무차장 강주리

로자들의 각성으로 이루어 졌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이 노동조합의 근간이며, 피로 얼룩진 민주 투쟁

의 과정에서 쟁취한 근로기준법 등이 그 수단이다. 40

년의 우리 연구원 역사에서 건전한 노동조합을 건설

하고 지켜 온 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며 미래의 기

관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자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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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전협의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발전협의회는 연구 활성화

와 연구원들의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1996년 7월 19

일 창립되었다. 올해로 만 17살, 꿈 많은 청년의 나이

가 된 것이다. 연구발전협의회는 해양과학기술원의 

제반 문제에 관하여 연구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담

아 표현하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에서 출발하였다. 하

지만 지난 17년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다. 특히 

연구원들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설립된 모임인데도, 

연구에 바쁜 나머지 열정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은 못내 아쉬운 부분이다. 이러한 아쉬움 속에서도 

연구발전협의회는 해양과학기술원의 빛나는 내일을 

위해 느린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

갔다. 

 설립 초기 연구발전협의회의 가입 자격은 책임연

구원으로 국한되었다. 하지만 2009년에는 선임급까

지 확대되어, 이제는 회원수가 140여 명에 달하고 있

다. 이는 설립 초기 자율적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배 연구자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었다. 1996년 8월 9일 정기대의원회에서 정의한 연구

발전협의회의 성격과 구성을 보면 이러한 자유로운 

정신을 잘 느낄 수 있다. “회비 납부 여부를 가지고 회

원의 자격 여부를 제약하지 않는다. 회비 납부를 원하

지 않는 사람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2007년 연구발전협의회는 (사)출연(연)연구발전

협의회 총연합회이하 연총에 가입하였다. 이는 연구원

들의 문제를 전체 출연연 차원에서 공동의 문제로 인

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연총은 이

명박 정부 출범시기에, 1997년 IMF를 계기로 단축된 

정년을 원래대로 회복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이 외에

도 대다수 출연연구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였고, 연구 자율성 회복

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부처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해양과기원 창립 40돌을 맞은 이 시점에서 연구발

전협의회의 창립 정신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연구발

전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일은 의

미 있는 일일 것이다. 

해양과기원 연구발전협의회의 창립취지와 목적

을 담은 회칙은, 모두 7차의 개정과정을 거쳐 오늘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회칙 2조에 기술된 해양연발협

의 설립 목적은 종합적인 연구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 

연구 분위기 조성에 관하여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고 

각 회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여 과학기술인

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한국해양연구원의 발전에 이

바지하며, 해양 과학기술 발전 및 해양과학기술 인력

의 저변 확대, 정보와 지식 교류를 통한 연구 업무의 

협조, 해양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과 권익 옹호 및 회

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동안 연구발전협의회 회원들은 앞의 설립목적 

중 연구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 연구 분위기 조성을 가

장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해 왔다. 앞으로도 연구에 영

향을 주는 크고 작은 내·외부 환경 요인에 대응하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

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해양연구발전

협의회의 창립정신을 되살리려는 회원과 집행부 모

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회원들의 

핵심 관심사항도 변해 왔다. 2013년에 출범한 현 집

행부는 회원의 지위향상과 권익옹호에 중점을 두고, 

1월 이사회를 통해 이에 부합하는 역점사업을 추진하

기로 하였다. 2013년 역점사업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이정현 부회장을 팀장으로 한 우수 연구

원 제도 개선 분야이고 다른 하나는 윤길림 부회장을 

팀장으로 한 기관제도 개선분야다. 해양 연구발전협

의회는 이 두 가지 역점 사업에서 Task Force 팀을 운

영하여 그 결과를 해과연에 제시하기로 하였다. 우수 

연구원 제도는 정년환원 제도 마련 이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서울, 경기지역의 출연연 몇 군데에서만 

4.2 연구발전협의회: 해양과기원 40년과 협의회 17년1996~2013

     40 Years of KIOST and 17 Years of the CRD

2010년 한국해양연구 연구발전협의회 토론회, 20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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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활동 시행되고 있다. 현 여건에서는 제한된 연구자라도 혜

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제도로 평

가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연구자들 전체가 

더욱 안정된 분위기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

년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 연구

발전협의회는 2013년 4월 15일 제3연구동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공론의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2013년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해양연구발전협의

회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한국해양과학

기술원이 해양수산부 소속 산하 기관이 되면서 거버

넌스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연초 출연연 거버

넌스 문제는 연총의 큰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주로 통폐합 문제와 소관부처 문제가 중

심이 되어 왔는데, 정부가 출연연 통폐합을 추진하면

서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특

히 해양수산부 소속이 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

존의 출연연과는 다른,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관리

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폐합이나 소관부처 논의에 더

욱 예민해 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과학기술분야 

27개 출연기관에 해양과기원이 포함되는 것을 당연

시 하였으나, 이제는 신문기사에서 출연연이 거론되

면, 해양과기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상황

이 되었다. 전임 회장 재임 시 거버넌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과거의 체제를 선호하는 연구원이 약 70%

로 압도적이었고, 금년 설문조사에서도 결과는 유사

하였다. 국회에서 해양과기원법이 통과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연구원

과 회원들이 과거의 체제를 그리워한다면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해양연구발전협의회가 풀어야 할 숙

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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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1973년

2.  28    <한국해양연구소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박한웅, 이종화, 김종수, 이석우, 황해웅, 박병권) 

  과기처 제출

3.   박정희 대통령, 선박연구소 설립 지시

8.  1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에 해양연구실 신설 

  (실장 : 박한웅)   

 3   KIST 제47회 정기 이사회에서 부설해양개발연구소 

  신설안 통과

10. 29   선박 및 해양개발연구소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위원장:한상준 소장)

 30   KIST 부설 선박연구소(소장 직무대리:정만영) 및 

  해양개발연구소 설립

   KIST 제1연구담당 부소장 양재현 박사 소장 직무대행

 31 KIST 해양연구실 폐쇄

1974년

1.   제1차 연구요원 공채 (마부일, 이흥재, 한상준, 윤경식 등)

1.  8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장에 

  이병돈 박사 임명

2.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선박연구소 소장 임명 (윤정흡)

4.    한상준, 이흥재, 마부일, 이근호, 윤경식 연구원 

  프랑스 정부장학생으로 파견

9.  대덕연구단지 내 선박연구소 부지 확보

1975년

3.  22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소 건설 공사 착공

7.  제2차 훈련생 파불 (6명)

8.  8-9  제 1회 한ㆍ불해양학 심포지엄 개최 (KIST 영빈관)

1976년

2.   파불 훈련생 9명 공채(장순근, 이달수, 양동범, 

  이상룡, 변상경, 송우영, 이창복, 유홍룡, 채장원)

5.  15  KIST부설 선박(연)과 해양개발연구소 통합, KIST 부설 선박해

양연구소 (KRISO)로 발족 (초대소장 : 윤정흡.  부소장 : 

  선박연구담당 - 윤정흡 소장 겸직, 해양연구 담당 - 이병돈)

11.  4   재단법인 한국선박해양연구소 설립 및 

  상공부 산하로 소속 변경 

  (이사장 : 한상준, 부이사장:김재근, 감사 송겸호)

12.  15 선박해양연구소 제1회 정기이사회 개최

1977년

2.  1   한국선박해양연구소 선박연구담당 부소장 취임 (김극천)

6.  13 PDP-11/70 시스템 설치 가동

1978년

2.  4  한국선박해양연구소 2대 소장에 김극천 박사 임명

3.  21 심수대형수조 완공, 시험 가동

 31 대덕전문연구단지 이전 입주

4.  1   한국선박해양연구소에서 분리,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개편 (소장 : 이병돈 박사)

5.  30 제2연구동(구조용접연구동)준공

6.  25 한국선박연구소 소보 창간

12. 15   아시아개발은행 차관계획에 의한 협정서 조인 

  (160여 종의 기기도입 추진)

1979년

2.  1   한국해양자료센터(Korea Oceanographic Data Center) 설립

(센터장 : 안희수 박사)

3.  24 국가 지정 해양자료센터 설립 인가

4.  1  연구부장제도 신설, 부장에 허형택 박사 임명

  (해양생물연구실장 겸임)

4.  10 한국선박연구소 2대 소장 취임(김훈철)

4.     해양기기 도입자금으로 ADB 차관자금 323만 달러 배정

  해양개발연구소 소보 창간

8.  1   연구소 이전 (KIST ▶ 

  강남구 역삼동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관)

1980년

2.     해양조사선(65톤급) 발주(인천조선(주))  

  (ADB 차관자금 50만 달러)

 26   연구소 이전 

  (KIST → 강남구 역삼동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건물)

5.  1  한국선박연구소 해사기술동향 창간

5.  2   연구소 건설계획 최종 확정

  (과기처 및 건설부 도시계획위원회 결의)

9.  20 해양연구선 반월호(83톤) 진수식 (인천만)

 30  해양연구선 반월호(83톤) 준공식 (인천 해양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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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81년

1.  1   소속변경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부설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1.  5  한국기계연구소 대덕선박분소로 개편(분소장:김훈철)

5.  7   연구소 이전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관 → 

  강남구 역삼동 태화빌딩)  

7.  1-3  ‘동아시아에서의 해양법 현안’ 국제워크숍 개최, 미·일 

등 8개국 대표 24명 참석

  (해양연구소, 서울대, 미국 해양법연구소 공동 주최)

11.  23 해양연구소 2대 소장에 허형택 박사 취임

1982년

3.  13 반월신공업단지 내 연구소 건설부지 정지공사 착수

5.  21  전산실에 도입된 VAX-11/780 컴퓨터 시스템 가동식

7.  13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방안연구>를 위한 

  정부, 학계 관련기관 회의 개최 

 23 캐비테이션터널 준공

1983년

3.  11  경기도 반월신공업도시에서 해양연구소 건설공사 

  기공식 거행

10.  10 『해양정책동향』 창간

1984년

1.  20  태평양 탐사결과 보고회 개최 

  (학계, 관련기업, 일반기업 참석)

4.  19 미국 남가주대학교 해양연구소와 자매결연 체결

 24 UNDP사업 협정서 조인식

5.  17 다목적 구조물 시험장비 준공

1985년

3.  20  해양연구동(770평), 기계설비동(250평) 건설공사 착수

12.  17   KAIST 제 29회 정기이사회에서 3대 소장에 허형택 박사 임명

 20 OECF 종합조사선 차관 협정 체결 (41엔)

1986년

4.  30 연구소 이전 (강남구 양재동 태화빌딩 → 안산시 연구단지)

12. 20  국내 최초 개발 해저탐사용 유인 잠수정(해양250) 

  명명, 인도식

1987년

1.  28 『해양정책연구」 창간

3.  16 제 1연구부 산하에 극지연구실 신설 

6.  5   올림픽 5호 (16톤), 32호, 34호, 21호를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인수

 11  OECF 종합해양조사선 건조를 위한 가계약 체결 (일본 동경)

7.  10 남극 과학기지 건설추진사업단 발족

 24-27 ‘해양 250’ 잠항훈련 실시 (경남 진해 - 진동만)

8.  28 한국 남극과학위원회 창립

9.  12  남극 과학기지 건설계약 체결 (현대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10.  1   수산청에서 해양연구소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 

  (수산청 훈령 제379호)

 30   해양개발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137회 정기국회)

12. 16 남극 과학기지 건설 기공식 거행

 29 남극기지명 ‘세종’ 확정 (한국남극과학위원회)

1988년

2.  12 세종기지에 전화 가설 

  (Tel: INMARSAT 1660-307)

 17   남극과학기지 준공ㆍ현판식 거행, 기지와 첫 통화 

  (전두환 대통령 - 세종기지 박긍식 장관)

11. 4-5 제1회 국제남극과학학술심포지엄 개최

12.  1 기숙사 준공, 입사

1989년

1.  5 박병권 소장 취임식

6.  16  350톤급 잠수정 모선 건조계약 (코리아타코마조선소) 

7.  25 미국 동서문화센터와 양해각서 교환

8.  10 해양개발 기본법 시행령 각의 통과

9.  3  제1차 태평양 심해저 탐사팀(강정극 박사 외 9명) 

  하와이로 출발 

10. 10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해사기술연구소 발족 

  (소장 : 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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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18 한국,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지위 획득 (세계 23번째)

11.  27  잠수정 모선 기공식 거행 (마산 코리아타코마조선소)

1990년

3.  6 해양연구선 선명 ‘온누리’와 ‘이어도’로 확정

4.  13  KIST 제 4회 정기이사회, 해양연구소 분리 독립계획안 의결

5.  1 연구소 독립준비위원 13명 임명

 15   온누리호 건조사, 노르웨이 Mjellem & Karlsen 조선소로 확정

6.  1  재단법인 한국해양연구소 독립 발족, 

  박병권 박사 초대소장에 임명

 26   제1회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장에 이재철 전 중앙대총장 선

출. 연구소 조직 개편 (6개 연구부, 기획ㆍ행정부로 

  구성, 기획관리위원회와 선임연구부장 신설)

 30 한국해양연구소 개소 기념식 및 현판식 거행

7.  14 한국해양연구소 노동조합 발족

 16-20  제 21차 남극과학위원회 (브라질), 

  우리나라 세계 22번째로 정회원국 가입

 23  미국우즈홀 해양연구소와 양기관 협력 양해각서 교환

10.  1-3  국제해양학 연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정회원국 가입 (독일)

11. 1-2  미국우즈홀 해양연구소와 공동으로 21세기를 향한 

  해양정책 국제워크숍 개최 (제주)

12. 5 온누리호 기공식 (노르웨이 Karlsen 조선소)

1991년

8.  29-30 ‘해양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9.  3   잠수정 모선 ‘이어도호’ 진수식 거행 

  (마산 코리아타코마 조선소)

 9-10  한ㆍ대만해양과학세미나 개최 

  (서울대 호암관, 대만 대학 해양연구소와 공동주최)

 5-12  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와 공동으로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해양과학과 해양정책’ 심포지엄 개최 

  (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

 14 토요일 격주근무제 실시

11. 14-15 한ㆍ일 TOGA-COARE 공동워크숍 개최

 16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 (환경처 고시 제91ㆍ38호)

 25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와 양기관의 공동협력 증진을 위한 양

해각서 교환

1992년

1.  11  종합해양 연구선 ‘온누리호’ 인수, 명명식 

  (노르웨이 M&K 조선소)

 15  온누리호 처녀항해 

  (베르겐 - 지브롤터, 싱가포르 - 제주) 출항

2. 21 우수 연구기관 표창 수상 (과기처)

3. 7 잠수정 모선 ‘이어도호’ 취항식(진해부두)

 12 심해저탐사사업단 설치

 20 첨단 해양연구선 ‘온누리호’ 취항식 (인천항)

4. 25 인하대학교와 석ㆍ박사과정 개설협약 체결

 27 성균관대학교와 석ㆍ박사과정 개설협약 체결

5. 8 한양대학교와 석ㆍ박사과정 개설협약 체결

9. 1 제3연구동 준공 (건평 1,668평, 총 공사비 28억 원)

 21-23 동북아지역 국가간 해양과학국제회의 개최 

  (미국 동서문화센터와 공동주최)

1993년

1. 20   남극 세종과학기지 개설 5주년 기념식 거행 

   (남극 세종기지 : 국회 총무단, 경과위 위원단, 

  신문협 회장단으로 구성된 방문시찰단 참석)

4. 15   한국기계연구원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로 통합

  (소장:양승일)

 30  해양연구선 온누리호ㆍ이어도호 공동활용을 위한 

  전국대학 해양학과장회의 개최(전남대학교)

5. 10 송원오 제 2대 소장 취임식

7. 13-16  미국 하와이대학교 해양법연구소와 공동으로 

  제27차 해양법연차대회 개최(서울)

9. 1 일본 규슈대학교 응용역학연구소와 협정서 교환

 15 일본사가미화학연구소와 협력협정서 체결

 16  호주 태즈메니아대학교와 극지연구센터, 협정서 교환 

10. 25 - 11. 5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 

  우리나라 남극어업권 승인 (호주 호바트)

 29 ‘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식’ 거행

12. 18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 남해기지

   (조사선 지원기지 겸 임해 연구시설) 건설 기공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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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94년

4. 12  해양과학조사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정부종합청사 회의실)

6. 16 선형시험 모형선 통산500호 진수

7. 7  영광원자력발전소 온배수 이용 양식장 기공식(전남 영광)

8. 1-12  UN해양법회의 뉴욕에서 개최, 

  우리나라 선행투자가 광구 공식 승인

9. 5-9 일본 극지연구소와 극지연구협력 약정서 교환

10. 10  과기처와 중국 국가해양국 간의 

  한ㆍ중 해양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서울)

11. 4 러시아 극동수리기상연구소와 양해각서 교환

 17 압력분야 국가 교정검사기관 지정

1995년

2. 9 남해기지 중형선 부두 준공

3. 29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신해양정책방향에 관한 

  대통령 보고 (연안역관리법 제정안 등)

5. 12 한ㆍ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개소 (중국 청도)

 25 영광원전 온배수 이용 양식장 준공식 

 29  캐나다 해양연구소 J. Davis 소장 내방, 협력 양해각서 교환

6. 12-27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국에, 집

행이사에 송원오 소장 선임(파리)

8. 1-26  ‘광복 50주년 기념 남극사진전’ 개최 (서울, 부산, 광주)

 30  멸종 위기 황복치어 4만 마리 방류행사 

  (강화도 창후리 앞바다)

9.  18-24 캐나다 해양연구소 양해각서 교환

10. 14-21  “광복 50주년기념 남극사진전 안산전” 개최 

  (올림픽회관, 1만 1,000명 관람)

11.  21  한ㆍ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제1차 관리위원회 개최 (서울)

 23 수조 시험ISO9002 품질인증 획득(DNV)

1996년

1. 9 정부, 해양개발위원회에서 해양개발기본계획 발표

2.  6-13 일본 항만기술연구소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

 8  한ㆍ중 해저광케이블 개통기념식에서 건설 유공자로 

  연구소, 국무총리 기관표창 

3. 11-22  UN 국제해저기구 총회에서 우리나라 이사국에 피선 

  (자메이카 킹스턴)

 11-17  한ㆍ중해양과학공동센터 설립이후 첫 교류방문단으로 

   중국 국가 해양국(SOA)과 제1해양연구소(FIO) 실무진 8명 내방

4. 6-8  한ㆍ중 황해 공동연구조사차 온누리호와 진해항에서, 

  중국 신양홍 9호가 청도항에서 각각 역사적 출항

 15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 제2대 소장 취임(장석)

5. 15 제3대 소장 박병권 박사 취임식

 31 제1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 개최

7. 19 연구발전협의회 발족

8. 8 해양수산부 출범

9. 3  남극과학 및 해양과학 공동연구협력을 위해 

  칠레 남극연구소와 협약서 체결 

10. 10  제28회 임시이사회에서 우리 연구소 소속을

  과학기술처에서 해양수산부로 변경키로 의결

11.  해양오염방제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

12. 16 남해기지 명칭 '한국해양연구소 장목분소'로 확정

1997년

3.  6 제주도와 업무제휴협약 체결 (제주도청)

 28 남해 장목분소 준공, 개소행사

 31   한국해양대학교와 학ㆍ연 협동 연수 

  석ㆍ박사과정 설치 운영 협정서 체결

4. 2-3  한국ㆍ노르웨이 국제 공동 심해저 자원개발 워크숍 개최

 4  국무총리 직속 수질개선기획단 지원연구기관으로 지정

 21-30  미국의 우즈홀해양연구소, 버지니아해양연구소 및 캐나다 

  해양연구소와 연구협력과 공동개발을 위한 협의서(MOU) 교환

5.  한국해양환경공학회 사무국센터 설치

5.  9  부산대학교와 학ㆍ연 협동연수, 석ㆍ박사 과정 설치 운영 

협정서 체결

 15   임시 이사회에서 해양정책부 해양수산개발원으로 

  이관에 관한 안건 통과

7. 1 원격탐사실 설치ㆍ운영

 1-18  제19차 IOC(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 정기총회에서 

  3회 연속 집행이사국으로  선출 (파리)

9. 2-6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Pacific Oceanological 

Institute)와 양기관 공동연구협력 협정서 교환

10. 1 극지지원 창고 준공식

1998년

2.  3 해양공학수조 시험가동

5.  1  인하대학교 항해권수송시스템연구센터와 연구협약 체결

5. 7-6.11  해양수산부 공무원 대상 해양과학 특강 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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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6. 15-20 제8차 태평양 해양과학기술회의(PACON) 개최

11. 24 바다 목장화 사업용 치어 6만 마리 방류 (경남 통영)

1999년

1. 10  제3차 한ㆍ중해양과학공동위원회 및 제 4차 한ㆍ중 해양과

학공동연구센터 관리위원회 개최 (제주 하이야트호텔)

 29 국무총리실 산하 출연연구기관으로 이관

3. 4  한국기계연구원과 선박해양공학연구기능 이관협정 체결

 10 박병권 소장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선임

 31   공공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선박해양공학연구기능 

  한국해양연구소 이관 의결

5. 1 선박해양공학분소 설치

 19 제4대 한상준 소장 취임

6. 25  모형 프로펠러 500호 탄생 기념행사 개최 

  (선박해양공학분소)

7. 1  미크로네시아 연방정부 축 주지사(Ansito Walter) 외 8인 내방

10.  30 KORDI 동문회 창립총회 및 Home Coming Day 행사 개최 

11. 1 온누리호 대양항해 출항

2000년

3. 19  연구선 온누리호 대양연구 마치고 귀항 

  (한국 최초의 태평양 횡단 연구)

 22 NOWPAP방제 지역활동센터 현판식

 31 문헌정보실 ‘한국도서관상’ 수상

4. 20-21  APEC 해양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 (제주)

5. 30   한ㆍ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개소식 

  (미크로네시아 Chuuk)

8. 1 제4연구동(해양환경연구실험동) 준공식

 14 과학기술부 선정 5개 국가지정연구실 현판식 개최

 28 연구소 Intranet system 운영 개시

 29   해양유독미세조류의 유전자 자원화기술 

  국가지정연구실 현판식 (장목분소)

 31  국내 최초 방제시험수조 완공식 (선박해양공학분소)

11. 6 후생관과 기장비보관동 준공식

2001년

1. 1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이진태 박사, 선박해양공학분소장에 임명

   연구원 전문학술지인 『Ocean Research』와 

   『Korean Journal of Polar Research』를 『Ocean and Polar 

Research』로 통합 (연 4회 발간)

 20 내셔널 지오그래픽 남극 세종기지 취재

3. 27 한국선급과 기술협력 협약 체결

4. 6 연구원,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선정

6. 26 칠레 푼타아레나스에 남극연구지원사무소 개설

7. 6  “파력발전기 ‘주전A호’ 개발, 준공식 및 명명식” 개최

 24 동해임해연구기지 설치 약정 체결 (경상북도 도청)

8. 7  미국 국립대기과학연구소(NCAR)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양

해각서 체결

 10 하와이대학교과 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10. 5 한국 북극과학위원회 창립

11. 8  러시아 해양지질 및 광물자원 연구소와 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

12.  14 장목분원 2단계 건설공사 착공

2002년

4. 4  국내 최초 무향수조 완공 기념식 개최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10 해양과학홍보관 개관

 25  우리나라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 정회원국 가입

 29 북극 다산과학기지 개소

5. 18 제5대 변상경 원장 취임

6. 1 장목분원, 남해연구소 승격 개칭

7. 2  이화여자대학교와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 설

치를 위한 약정 체결

9. 5  위그선 실해역 시운전회 (경기도 시흥시 월곶 앞바다) 

 18  일본해양과학기술기구(JAMSTEC)와 기관간 협력을 위한 양

해각서 체결

10. 2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0 울돌목 조류발전실험 시연회

 15  국립해양조사원과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1. 26 국회도서관과 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

2003년

1. 24 해양심층수 실용화 법제검토위원회 2차 회의

 28  해양과학기술(MT)의 정체성 확립 및 추진방향 공청회

2. 15 해양심층수연구센터 현판식

3. 4 해군, 연구원 간 군ㆍ연 교류협정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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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6 한ㆍ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이전식

4. 7 중국 기상청 대표단 내방

 25  윤호일 책임연구원 제13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29 남해연구소 제2단계 건설공사 준공식

6. 11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준공식

6.23-7.13  APEC/KOICA/KORDI 해양환경보전 훈련과정 실시  (남해연구소)

7. 21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과 부지 분할 완료

8. 10  한국해양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KBS, 도전! 골든벨' 방영

 26  LG이노텍-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기관 간 협약서 체결

9. 29-10.5  대덕연구단지 30주년 기념 연구성과 전시회 참가

  (대전 국립과학관 특별전시관)

10. 1 사이버 해양과학홍보관 오픈

 6-10  제33차 해저광업연구회(UMI) 국제학회 개최 (제주하나호텔)

 21-22 제10차 극지과학 국제심포지엄 개최

 27   심해저 자원개발 10주년 기념화보집

  『자원의 보고 심해저』 발간

 28 『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 발간

   국내 최초 고속 함정용 물분사 추진시스템 개발, 

  시연회 개최 (목포 삽진산업단지) 

 29 한국해양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식 행사

 31 나미비아 해양수산부 장관 일행 내방

11. 6-7  창립 30주년 기념 한국해양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 개최

 11  해양레저용 Family Boat 실해역 시연회 및 현장 설명회 

  (화성시 전곡항)

 15-29 APEC 해양환경 전문가교육 실시 (남해연구소)

 18-20 POGO-5 회의 참가 및 회원 가입 (일본 요코하마)

 21   해양폐기물 전용 소각시스템 공개시연회 개최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25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개소 (남해연구소)

 26 방오도료 마모시험기 가동식 (남해연구소)

12. 9 일본 항만공항연구소(PARI)와 기관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

 11 다중레이더를 이용한 선박 식별기술 KT마크 획득

 16 故전재규 대원 영결식

 22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현판식

2004년 
1. 9 베트남 기획투자부 대표단 내방

 2. 11  일본 나가사키 대학과 기관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 

  동해심층수 개발ㆍ이용 심포지엄 및 법제화 공청

  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3. 3  호주 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산하 해양연구소와 

  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

 12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토양수조 건설 기공식

 19  국립수산과학원(NFRDI)과 기관간 협력 양해각서체결

 20  동아시아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 사무총장 내방

 24   한국해양학위원회(KOC) 제9대 위원회 구성 및 1차 총회 개최

 25   해양과학기술(MT: Marine Technology) 개발 계획 

  공청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4. 16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설치

 6. 3  대구카톨릭대학교와 기관간 학술ㆍ연구 교류협약서 체결

 9 20인승 WIG선 개발 평가발표회 개최

 23 중국 교통부 및 국무원 관계자 일행 내방

 7. 1 부설 극지연구소 개소식 개최

 5 극지연구부문 이관 약정서 서명

 28  해양과학기술(MT) 개발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통과

 8. 12 밸러스트수 처리 시험장치 가동식 개최

 16   일본 연안개발기술연구센터(CDIT) 이사장 일행 내방 (해양

시스템안전연구소)

 20   일본 항만공학기술연구소(PARI) NOWPHAS 연안관측 시스

템 관련 연구자 일행 내방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9. 1  러시아 태평양해양연구소(POI)와 기관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

 8  해양심층수공동연구센터 착공식 거행 (강원도 고성군)

 16-17 동해연구기지 건설 예정부지 답사

10. 5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신입생모집 공개설명회 개최

 18  유엔해양법 발효 1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서울 홀리

데이인호텔)

11. 3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한ㆍ미 공동 심포지엄 개최

 4  미크로네시아 코스레(Kosrae)주와 협력 양해각서 체결

 19   일본 큐슈대학교 교수 및 학생 내방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30 보급형 해양레저선박 개발 최종보고회 개최

12. 1-2  프랑스 국립해양연구소(IFREMER)와 한-불 공동협력사업 추

진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7 ‘해양ㆍ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단’출범

  소형 무인탐사선 실해역 자체 시연회 개최

 9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현판식, 운영위원회 및 중간 결과발

표회 개최, 한국해양학회와 『Ocean Science Journal』 공동 발간

을 위한 협약서 조인식

 15 한국해양학위원회(KOC) 제2차 총회 개최

2005년 
1. 19  경기테크노파크와 산ㆍ학ㆍ연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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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3. 7 황해 광역생태계 보전사업(YSLME) 본격 착수

 10  중국 국가해양국 Sun Zhihui 부국장 내방 (남해연구소)

 18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과 기술거래 

  업무 협약 체결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29 울릉군의회 의원단 내방

 30 영문학술지 Ocean Science Journal(OSJ)를 학국해양학회와 

  공동으로 창간

 4. 8 주한 칠레 대사관 Adolfo Cara� Melero 대사 내방

 20 Alexander Bychikov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사무국장 내방

 23 노무현 대통령 내외 통영바다목장 내방

 5. 6  한국해양학위원회(KOC) 제1차 총회 및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국내위원회 1차 회의 개최

 24 한국해양연구원 제6대 염기대 신임 원장 취임

   해양수산가족 100사100촌 자매결연식

  (해양수산부 주관, 제부어촌계와 자매결연)

 30 제11차 ‘해저자원개발협의회’총회 개최

  한ㆍ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개소 5주년 기념식 개최

 6. 9 해양환경모의연구동 및 실험장 준공

 14  안산시 고잔고등학교와 기관간 협력을 위한 협정서 체결

 24 연구원,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확정

 7. 27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Mr. Patricio Bernal 사무총장 내방

   러시아 극동해양연구소(IMTP) Mr. Naumov 소장 내방

9. 1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영문명칭 및 도메인 변경

  (KRISO → MOERI)

 15 해양연구선‘장목1호’진수식 거행 (남해연구소) 

   해양안전방제연구동 착공식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26 한국해양연구원 지방이전 설명회 개최

10. 21  국산 보급형 세일링요트 시연회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11. 2  해양연구선‘장목호’명명 및 취항식 개최 (남해연구소) 

 3-4 한국해양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 개최

 8  제1회 위그선 국제심포지엄 개최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15 동해연구기지 기공식 개최

 18 대우조선해양과 연구협력 및 기술교류 협약 체결

12. 16 가상해양환경센터 오픈하우스 행사 개최

 21  해양심층수연구센터 개소식 개최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2006년 
1. 23  황해 한ㆍ중 공동 해양부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24 해양수산부 오거돈 장관 내방 (대덕분원)

2. 3   KBS 제주방송총국과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국가 재난방송설비 설치 협약’ 체결

 17 한ㆍ노르웨이 수산협력회의 노르웨이 대표단 내방

3. 13-15  해양경찰청 현장지휘관을 위한 해양오염 방제교육 

  (대덕분원)

 23  해양공학수조 대형 제어형 예인전차(CPMC) 완공식 

  (대덕분원)

 24   강원도 고성군청과 '해양심층수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약정서 체결

4. 10 과학기술부 김우식 부총리 겸 장관 내방

 17  해양수산부 김성진 장관 고성 해양심층수연구센터 내방

5. 3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 진수식 개최 (장목분원)

 19  폐 FRP 선박 용융 안정화 처리기술 개발 시연회 개최 

  (대덕분원)

 26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 협정 체결

6. 3-25 APEC 해양환경보전 연수 과정 실시

 5-7 제9차 NOWPAP 방제당국자회의 개최 (대덕분원)

 20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와 기관간 협정 체결 (대덕분원)

8. 27  해양수산부장관배 통영바다목장 수중사진 촬영대회 개최

9. 18-22 함정설계검증 S/W 개발 환경 기술교육 개최

10. 12  대우조선해양-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선진화 정기토론회 개최

 12-13  국제해사기구(IMO) 대응기술 워크숍 개최 (대덕분원)

 25 FAO/ASFA 편집위원장 내방

 28  무인잠수정 ‘해미래’ 울릉분지에 태극기(동판) 설치

11. 6 무인잠수정 ‘해미래’ 성능시험 성공

 8 포항가속기연구소와 ‘학술연구교류협정서’ 체결

  가나공화국 수산부장관 내방

 21  저소음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기공식 개최 (대덕분원)

 23 중국 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소 대표단 내방

 23-24  2006년도 한국환경생물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대덕분원)

12. 19 전자부품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덕분원)

  노동조합 제16대 임원선거

 20  중국 국가해양국 국가해양발전전략연구소장 내방

2007년도

1. 22  미국 스크립스해양연구소(SIO) Tony Haymet 소장 내방

   국제 유전자신분증제도 컨소시엄(CBOL)과 협력각서 체결

 30 해양수산부 김성진 장관 내방

 2. 6 인도네시아 연안통합관리정책연수단 내방

 23-3.3 ‘우리 땅 독도! 특별전’ 개최 (대구 시민회관)

3. 2  한국과학문화재단과 ‘기관 과학기술앰배서더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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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16  지구해양관측시스템 조정위원회(GSSC) 제10차 회의 개최 

(서울 올림픽파크텔)

 26 중국 국가해양국 제2해양연구소 대표단 내방

 28 남해연구소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장목분원)

4. 9  한국해양연구원-(주)바이오니아 기술이전 조인식 개최

 17 경상북도와 상호협력 협약서 체결

 27 기상청과 업무협력 증진을 위한 협정서 체결

  일본 연안역학회 Toshitsugu Sakoh 회장 내방

6. 26 통영 바다목장 준공식 개최

7. 10 과학기술 혁신본부장 초청 간담회 개최

 19 해양위성센터 준공식 개최

 30 한국해양연구원 지방 이전 계획(안) 제출

8. 8  20인승급 위그선 시험선 해나래-X1 공개 시험 행사 개최 (고

성 당항포)

 16 해양수산부 강무현 장관 내방

9. 18  베트남 과학기술원(VAST) Nguyen Khoa Son 부원장 일행 

  내방, 침몰선박 잔존유 회수 시스템 기술 시연회 개최

10. 4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Javier Valladarew 의장 내방

 15  한국해양연구원 - 중국 국가해양국(FIO) 간 MOU 체결

 26  한국해양연구원 - 페루 해양수산청(IMARPE) 간 MOU 체결

11. 11 KBS 특별생방송 ‘심해대탐사’ 방영

 12 인도네시아 연안통합관리정책연수단 내방

 15 해양안전방제연구동 준공식 개최 (대덕분원)

 15-18  제5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BISFE) 참가 (부산 벡스코)

 16  중국 국가해양국 Zhou Maoping  부국장 일행 내방

12. 13  ‘허베이스피리트’ 원유 유출사고 방제 지원행사 참여 

  (학암포 해수욕장)

2008년

1. 11 한국인삼공사와 MOU 체결

 16 북극과학의원회(IASC) 의장단 일행 내방

2. 1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외 7개 기관과 

  다자간 상호협력 협약 체결

3. 6 윙쉽테크놀러지(주) 창업지원 협약 체결

4. 2 말레이시아 대학교, Terengganu 총장 일행 내방

5. 22 빙해수조 시험연구동 건설공사 안전기원제 개최

 26 한국해양연구원 제7대 강정극 원장 취임

6. 19 수중 운동체 VPMM 모형시험 최종발표회 개최

 20 중서부 아프리카 해양기구 공무원 내방

 24 터키 해군사령부 참모장 일행 내방

7. 19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위성센터 준공식 개최

8. 11 페루 기술이전 추진을 위한 민간사절 내방

 13 우리 영토 독도 심포지엄 (소공동 롯데호텔)

 20 베트남 자원환경부 차관 일행 내방

 27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내방

 29 한국해양대학교와 MOU 체결

9. 10 차세대 정지궤도 해양위성 기획회의 개최

 15  국토해양 R&D의 전략적 추진과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18 주한 페루대사 내방

 25  여수세계박람회 기본계획 공정회 개최 (서울 현대빌딩)

10. 8  국내 최초 유해 수중생물 처리설비 

  국제 해사기구(IMO)승인 획득

 16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내방 

 24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 내방, 해양자료팀, GIS맵 콘테스트 최

우수상 수상, 부경대학교와 한국해양연구원 간 

  교육 및 연구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28 군산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간 업무협약 체결

 30  동해연구소 개소 및 한국해양연구원 창립 35주년 

  기념식 개최 (동해연구소)

11. 6  선형시험구조 30주년, 해양공학수조 10주년 기념식 개최  

(대덕분원)

 6-7  2008년 하반기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조사관 

  직무세미나 개최 (대덕분원)

 7-8 한국해양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20 한승수 국무총리 내방

12. 1 해양연구원발전행정포럼(KAAF) 출범

 4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위성센터 준공식 개최

 5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MOU 체결

 9-10  전 세계 해양환경평가 정규 과정(UN Regular Process) 

  워크숍 개최 (서울 리츠 칼튼호텔)

2009년도 
1. 19-20 동해ㆍ독도 종합심포지엄 개최 (동해연구소)

 29  일본항만공항기술연구소(PARI) Kanazawa Hiroshi 

  이사장 일행 내방 

2. 11  해저열수광상 개발에 관한 협정서 체결식 (리츠칼튼)

 13 러시아 연방광물자원국 고문 카즈민 박사 내방 

 26  2009년도 한국도서관상 수상(한국도서관협회)

3. 5 농어촌공사 박해성 농어촌연구원장 일행 내방 

 26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 한국해양연구원-한국해양수산

  개발원 공동 심포지엄 개최 (메리어트호텔)

 30  한국해양연구원 - (주)월드드림피쉬간 기술이전 조인식 

4. 1 중국 당서기관 일행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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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14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환경연구기관의 활동과 정책방

향 기관장포럼 개최 (서울 롯데호텔)

 15 세계해사대학 재학생 내방 (대덕분원)

5. 6 박영아 국회의원 내방 (대덕분원)

 7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서울 그랜드하얏트)

 8  한국표준연구원과 기관 간 협력 협정 체결 

  (한국표준연구원)

 14 울돌목시험조류발전소 준공식 개최

 18  미국 해양대기청(NOAA) 연구국 Dr. Richard Spinrad 

  부청장 일행 내방

     피지 Mr. Netani Sukanaivalu 국토자원환경부장관 내방

 25 중국 해양학회 왕슈광 회장 일행 내방

6. 3 1차 동아프리카공무원 초청 연수단 일행 내방

 4 한국해양학위원회(KOC) 1차 총회 개최

 10 교육과학기술부 김중현 제2차관 내방

   이스라엘국가안전보장회의(NSC) Ilan Mizrahi 전 의장 내방

 15 해양연구원 사보 『SEE THE SEA』 창간호 발간

 29  독도 육지-해저 통합 입체조형물 제막식 개최 

  (동해연구소)

 30  심해저 채광장비 근해역 실증 시연회 및 기자간담회 개최 

(동해연구소)

7. 15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양조사기술 연구 참가단 내방

 22 국토해양부 최장현 차관 내방 

 24-26 2009 시화호 교사 연수 워크숍 개최

8. 12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 주영진 수석 전문위원 일행 내방

 17 베트남 과학기술원 대표단 내방

 28 새만금 해상관측탑 준공식 개최

 31 일본 나가사키대학교와 MOU 체결

9. 15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업무협력의향서 서명식 

  (워싱턴D.C.)

 28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한국해양연구원 지방이전계획 

  심의 의결

 29 녹색성장 해양포럼 창립 기념 강연회 개최

10. 7  한국해양연구원-일본연안기술연구센터(CDIT) 간 

  기술협력조인식

 7-20  중남미 국가대상 해양과학기술 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최 (본원, 남해연구소)

 9  아르헨티나 과학기술부 Jose Lino Baranao 장관 일행 내방

 13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준공식 개최

 14  한국해양연구원 연구개발성과의 글로벌 수준 평가를 위한 

2009년 국제진단 실시 (기초기술연구회)

 26 한국해양연구원 지방이전 계획 승인

 27  한국해양연구원 2009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 선정 

  인증서 획득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11. 4  2009 미래 유망기술 세미나 전시회 참가 (서울 코엑스)

 13 국제해저기구 Nii A. Odunton 사무총장 내방

  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 Susan K. Avery 소장 내방

 17  미국 해양대기관리청 

  James Turner 상무부 국제담당 차관보 일행 내방

12. 1 국토해양인재개발원과 MOU 체결

 24  과학기술인연금공제회와 과학기술연금 가입 협정 체결 

2010년 
1. 6 지식경제위원회 조정식 국회의원 내방

 13 한국해양연구원 - 숭실대학교 상호협력 협약식

 17-19  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 

  Asahiko Taira 부원장 일행 내방

 20 한국해양학위원회(KOC) 제1차총회 개최

2. 2 해양환경 모의실험 수조 시연회 실시

 10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 해군방위사업청 

‘함정기술교류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 (대덕분원)

3. 2  한국해양연구원 - LIG넥스원(주) 

  ‘수중무선통신시스템상용화’를 위한 기술이전 협정식

 24 해양과학 체험 전시관 ‘KORDIUM’ 개관식

 26  한국해양연구원-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 

  업무협약 체결

 30  한국해양연구원-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자간 업무협약 체결

 31  한국해양연구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4. 1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국회의원 내방

 21 베트남과학기술원 부소장 일행 내방

 22 중국해양대학교 총장 일행 내방

 29 이홍금 박사, 극지연구소장 임명

  기초기술연구회 민동필 이사장 내방

 30  한국해양연구원-한국과학창의재단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5. 3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 

  선박안전기술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대덕분원)

 18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15주년 기념식 - 

  중국청도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27  한국해양연구원-고려대학교 기술 지주회사 

  업무협력 협약식

6. 1  한국해양연구원- 국립과천과학관 상호협력 협정체결   

 16 제38회 아시아수산학회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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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국해양연구원-플리머스해양연구소 - 

  KIST 유럽연구소 3자간 업무협약 체결

 27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천리안) 발사 성공 

  (기아나꾸루 우주센터)

7. 5   한국해양연구원과 함께하는 ‘OCEANS’ 시사회 개최 

  (서울 피카디리극장)

 8 국토해양부 권도엽 제1차관 내방

 23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료도서관 기공식 

  (남해연구소)

8. 4-7 제1차한국해양연구원- JAMSTEC 양자간 협력회의

 11  한국해양연구원- ㈜한화 ‘천해용 자율무인잠수정 

  상용화’를 위한 기술이전 협정식 

 30  한국해양연구원-미크로네시아 축주상호협력협약 체결 

  (태평양해양연구센터)

9. 1-3 디지털국토엑스포 참가  (일산 킨텍스)

 10  유네스코정부간해양학위원회 Javier Valladares  

  의장 내방

 15  한국해양연구원-러시아 태평양 생유기화학연구소와 

  상호 연구 협력협약 체결

 27  한국해양연구원-중국해양대학교 연구교육에 관한 

  협약 체결 (중국청도 중국해양대학교)

 29  한국해양연구원 도서관 제47회 전국도서관대회 

  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 (대구 전시컨벤션)

10. 6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 - 국립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동남권 해양 수산분야 학ㆍ연ㆍ기관 교류협

  정식’ 개최 (경상대학교)

 26 ‘KORDI-NOAA Lab’ 현판식 

11. 14  2012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 및 

  2010세계해양 포럼 참석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12. 1 통가 국토자원부 Sione. Halatuituia 차관 일행 내방

 8  연구원사보 『SEE the SEA』, 

  2010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수상 (서울 프레스센터)

 20  정부간해양학위원회/서태평양지역위원회

  (IOC/WESTPAC) 국제과학위원회 일행 내방

2011년

1. 13 농어촌연구원 정해창 원장 내방

 23  한국해양연구원 - 우즈홀해양연구소 협약 체결 

  (서울 플라자호텔)

 23-26 전 지구해양과학협의체(POGO) 제12차 총회 개최

 25 국토해양부 김희국 제2차관 내방

  한국해양연구원 - 영국해양학센터 협약 체결

2. 9-10 UNESCO/IOC 의장단 회의 개최

 16  한국해양연구원 - 멕시코 국영석유회사연구소 

  협약 체결 (멕시코 국영석유회사연구소)

3. 16 한국해양연구원 - 베트남 생화학연구소 협약 체결

4. 1  한국해양연구원 - 영국 플리머스연구소 

  KORDI-EU Lab 설치를 위한 협약 체결

 4 KORDI-NOAA Lab 운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19  남극과학위원회 Colin Summerhayes 전 사무총장 내방

 26 한국해양연구원 - 공주대학교 협약 체결

5.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차동 제1상임위원 내방

 16 기초기술연구회 민동필 이사장 내방

 24 한국해양연구원 제8대 강정극 원장 취임식

6. 20 중국 산동성 해양어업청 Jijiasu 부청장 일행 내방

 21  한국해양연구원 - 롯데건설 - (주)애경유화 - 호남석유화학 

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 개발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피지 토지자원부 Filimone losefo Kau 차관 내방

7. 8  한국해양연구원 - LIG넥스원주식회사 수중무선통신 

  네트워크 기술이전 협정 체결 (국토해양부)

 12  워싱턴대학교 환경대학 Lisa Graumlich 학장 일행 내방

 14 미 해양국 국제협력 대표단 내방

   Stephen de Mora 영국 플리머스(PML) 해양연구소장 내방  

 18 IOC/UNESCO 의장실 현판식 개최

8. 8  2006 노벨화학상 수상자 Roger D. Kornberg 박사 내방 및 

  세미나 개최

 17  국가사회적 문제해결형 연구사업단(NAP) 현판식 개최

 31  국제원자력기구 환경연구소 Maria Betti 국장 내방 및 

  세미나 개최

9. 19 기초기술연구회 김건 이사장 내방

   한ㆍ중 해양과학기술협력 제11차 공동위원회 개최

  (제주 칼호텔)

 26  중국 국가해양국 내 국가해양기술센터(NOTC) 일행 내방

   한국해양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

   정보 공동활용 및 상호협력 협약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10. 4-6  한국해양연구원 - 영국 국립해양학센터 - 영국 플리머스해

양연구소 공동 세미나 개최

 7 지식경제위원회 이화수 국회의원 내방

 11-12  한국해양연구원 - 일본 연안기술연구센터 

  공동 워크숍 개최 (동해연구소)

 13 한국해양연구원 - 안산 청소년수련관 협약 체결

 19  해양과학도서관,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대전 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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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11. 3 제1회 연안발전포럼 개최 (서울교육문화회관)

 16  한국해양연구원 - 미국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 

  CCS 공동연구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28  연구원 사보 『SEE the SEA』, 제8회 국제비지니스 어워드 

  본상 수상 (서울 프레스센터)

 29  연구원 연보, 2011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해양연구원 - 멕시코 국영석유연구소 

  기술이전 계약 체결 

 30  한국해양연구원 - 안산시청 서해안 해양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안산시청)

   해양심층수센터 생물전시실 개소식 - 고성 해양심층수센터

   ‘2011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강성균ㆍ차선신 박사 연구성과 선정

12. 1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운영기관 지정 협약식 개최

  한국해양연구원 - 한국천문연구원 업무 협약 체결

 9   2011 과학기술창의상 국무총리상 수상 (서울 프레스센터)

 22  제7회 올해의 도시-어촌교류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 서울 수협중앙회 

 27  2011년 출연연 기관평가 우수기관 국무총리표창 수상

  (국가과학위원회)

2012년

1. 11 해양예보종합상황실 개소식

 27  해양 관련 6대 학회 초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바란다’ 워크숍 개최 

 27 한국해양연구원 - (주)아모레퍼시픽, 신소재 및 

  해양바이오 연구를 통한 신소재 개발 협약 체결 

  (㈜아모레퍼시픽기술연구원)

3. 9 신 해양시대를 선도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국제심포지엄 개최 (소공동 롯데호텔)

4. 4 해양과학도서관 이전 개관 현판식

5. 15 PICES-ICES-IOC 공동 국제심포지엄 개최 

  (여수세계박람회 엑스포홀)

 16 한국해양연구원 - 한국해양대학교,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한국해양대학교)

 17  한국해양연구원 - (주)대덕넷, 상호협력 협약 체결 

  (대덕분원)

 18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일행 내방

 21 제7차 국제 해양법 연차대회 (서울 프라자호텔)

6. 4 해양시료도서관 개관식 (남해연구소)

 19 해양바이오수소 플랜트 준공식 

 21  한국해양연구원 - 국방과학연구소, 교류협력 협약 체결

7.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설립 기념식

 19 피지 Josaia Voreqe Bainimarama 국무총리 일행 내방

8. 12 여수선언 포럼 개최 (여수세계박람회 엑스포홀)

 12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네스코 청년 포럼 참가

  (여수엠블호텔)

 1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해양경찰청, 교류협력 협약 체결

9. 5 동해연구소 기숙사 증축 공사 준공식 (동해연구소)

 11  모리셔스 교육과학기술부 Rajeshwar Jeetah 장관 내방

11. 2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사보’와  ‘연보’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수상

12.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 제9회 웹어워드코리아 

  공공기관 사이버전시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잠실롯데호텔월드)

 7 제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수상 (양재 엘타워)

 10 한국해양학위원회(KOC) 2차 총회

 26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건조계약 체결식

 27 적도해양포럼 2012년 정기총회 및 기념세미나 

  개최 (서울 올림픽파크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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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극지(연) 연표 
2004년

4. 16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설립

5. 1 부설 극지연구소 소장 임명

7. 1 극지(연) 개소식 및 현판식

8. 9 극지(연)-몽골 지질자원연구소 협약서 체결

  24 남극 세종과학기지 홈페이지 화상대화방 개설

9. 7 태평양북극그룹(PAG) 회의 개최

 8-9 제11차 국제 극지과학심포지움 개최

  10 제2차 아시아극지과학포럼 (AFOPS) 위원회 개최

10. 9  문화관광부 선정 제23회 세종문화상 

  남극세종과학기지 수상

 18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에서 호냉성 신종 세균 발견 

 29 남극 세종과학기지 보급물자 운송용 바지선건조

11. 12 고 전재규 대원 추모동판 제막식

 23 극지(연)-칠레 극지연구소(INACH) 협약서 체결

2005년

1. 19 극지(연)-경기테크노파크 협약서 체결

2. 25 아리랑 위성 남극 세종과학기지 관제소 개소식 

3. 22-29 2005 북극과학최고회의(ASSW) 참가

4. 29 극지(연)-러시아 태평양해양연구소(POI) 협약서 체결

10. 19-21  남극 연구운영자회의 의장단(COMNAP EXCOM) 회의 개최

11. 23 극지(연)-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협약서 체결

2006년

3. 23 극지(연) 과학기술앰배서더로 지정

 24-31 청사 송도 이전 

4. 6 극지(연)-국립중앙과학관 협약서 체결

7. 7-15 제18차 남극연구운영자회의(COMNAP) 참가 

  극지(연)-말레이시아 과학학술원(ASM) 협약서 체결

9. 5-6 아시아극지과학포럼 빙하학 그룹 워크숍

 21 극지(연)-강원대학교 협약서 체결

 26 극지(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협약서 체결

2007년

1. 15-25 북극과학위원회 의장단(IASC) 회의 참가

2. 16-17 아시아극지과학포럼(AFoPS)

3. 12-23 제9차 북극과학최고회의(ASSW) 참가

4. 19 한국 ‘국제 극지의 해(IPY)’ 선포식 개최 

 21-6. 20 국제 극지의해(IPY) 기념 <남·북극 사진전> 개최

 21 극지(연)-부산과학기술협의회 협약서 체결

28 -5. 11 제 30회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ATCM) 참가

5. 2 극지(연) 소장 이·취임식

 17 국제 남극대륙기지 워크숍

 31 극지(연)-국제북극연구센터(IARC) 협약서 체결

 30 극지(연)-한국산악회 협약서 체결

6. 20  이홍금 소장, 

  ‘2007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진흥상’ 수상

8. 21-9. 5 제10회 남극지구과학 국제 심포지엄 참가

11. 5-9 북극정상회의(Arctic Summit) 국제자문위원회 참가

 9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남극 세종과학기지 방문

2008년

1. 4 쇄빙연구선 ‘아라온’착공식

 5 남극 세종과학기지 대수선 및 증축공사 완공

2. 15  남극 세종과학기지 20주년 기념식 및 

  남극특별우표 증정식 개최

4. 4 중국 남극측지연구소장 연구소 방문

 23-25 ‘UN 지구의 날’ 선포식 및 극지사진 전시회

5. 7 쇄빙연구선 ‘아라온’ 기공식 개최 

 9 제1차 남극 제2기지 건설 추진위원회 개최

6. 20 이명박 대통령 극지과학홍보관 방문

8. 7 극지(연) -한양대 PMTEC 협약서 체결

 13 극지(연) -일본 신에너지자원연구센터 협약서 체결

 22 극지(연) -국가연구소재중앙센터 협약서 체결

9. 3 극지(연) -영국 남극조사연구소(BAS) 협약서 체결

 15  극지(연) -북극해 공동조사사업(SSGH) 참여 

  러시아 기관 협약서 체결

 17 극지(연) -한국천문연구원협약서 체결

 22-23 아시아극지과학포럼(AFoPS) 개최

 24-26 제15회 국제 극지과학심포지엄 개최

 29 극지(연) -러시아 호소학연구소(LIN) 협약서 체결

10. 17 쇄빙연구선  ‘아라온’ 예비 진수식 

11. 4 극지(연) -일본 극지연구소(NIPR) 협약서 체결

 20 극지(연) -영국 스콧극지연구소(SPRI) 협약서 체결

12. 10 극지(연) -한국전기안전공사 협약서 체결

 15  극지(연) -독일 알프레드베게너 

  극지해양연구소(AWIPEV) 협약서 체결

 15 극지(연) -프랑스 극지연구소(IPEV)협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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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 연표2009년

2. 16 모나코 왕자 남극 세종과학기지 방문

 26 남극 연구과학위원회(SCAR)의장 남극 세종과학

  기지 방문

3. 23  극지(연) - 

  캐나다 해양수산부 산하 과학분과(DFO) 협약서 체결

 23-27 2009 북극과학최고회의(ASSW) 참가

4. 6-18 제32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13 극지(연) - 스코틀랜드 해양연구소(SAMS) 협약서 체결

 15 극지(연) 개소 5주년 기념식 개최

 28-29 북극이사회 장관회의 정부대표단 활동

5. 22  극지(연) -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협약서 체결

6. 10 교육과학기술부 김중현 제2차관 연구소 방문

 11 쇄빙연구선 ‘아라온’ 진수식

7. 22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의장 초청 세미나

9. 25 극지(연) -한국통신(KT) 협약서 체결

 1 반기문 UN사무총장 북극다산과학기지 방문

 8 극지(연) -국토지리정보원 협약서 체결

10. 21 양도초등학교(인천 강화도)와 자매결연식

11. 11 쇄빙연구선 ‘아라온’ 인도명명식 개최

12. 10 제1차 남극대륙기지 건설 민관 협의회

 19 ‘2009 서울광장-겨울이야기’ 남극세종과학기지 전시

  (2010. 2. 15까지)

2010년

1. 25 극지(연) - 과학기술인 연금가입 협약서 체결 

3. 2 남극 제2기지 건설후보지 정밀조사 보고회

5. 3 이홍금 극지연구소장 취임식

 12 영국 남극 자연환경연구소(BAS) 소장 방문

9. 7 한미 남극 빙붕 국제 공동 워크숍 개최

11. 10 극지(연) - 이탈리아 남극연구소(PNRA) 협약서 체결

12. 22 극지(연) - 해양경찰청 협약서 체결 

2011년

1. 8-17 2010/11 남극운석탐사로 남극운석 최다(117개) 발견

2. 11 극지(연) - KT MOU 체결 

 14 남극 아문젠해 현장조사 활동보고회

 17  극지(연) 청사 건립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약식 개최

 18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미국대표 연구소 방문

3. 22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건설지 2차 정밀조사 보고회

27- 4. 1  2011 북극과학최고회의 (ASSW) 개최

4. 4 극지(연) - 연구개발인력교육원(KIRD) 협약서 체결

 14 극지(연) - 한국과학창의재단 MOU 체결

 27 극지포럼 창립 기념식 개최

5. 5  극지(연) - 독일 Federal Institute for Geosciences & 

  Natural Resources 협약서 체결

6. 9 한-노르웨이 공동 세미나 개최

 17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 7. 9 제1회 극지사진 콘테스트 개최

 21 제 34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참가

8. 1 Swedish Polar Research Secretariat MOU 체결

9. 6-8 한-이탈리아 공동 워크숍 개최

 8 극지(연) 청사 기공식 개최

 21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공동위대표단 회의 개최

10. 4-7 국제자문위원회(K-IAB) 회의 개최

 26 극지(연), 2011 공공부문 인재개발 인증기관 선정

 26 한-칠레 남극협력 공동워크숍 개최

11. 30 쇄빙연구선 ‘아라온’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12. 29 쇄빙연구선 ‘아라온’ 러시아 조난어선 스파르타호 구조

2012년

2. 22  극지(연)-이탈리아 국립연구위원회 

  지구환경국(SNR-DTA) 협약서 체결

4. 16  개소 8주년 및 북극 다산과학기지 개소 10주년   

 기념식 

6. 6-7 여수세계박람회 쇄빙연구선 ‘아라온’개방행사 

7. 13 극지(연)-인하대병원-유타인하DDS 협약서 체결

 14-15 다문화 가족과 하나되는 초등학생 과학캠프 개최

 27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가조립 팸투어 

8. 1-5 남극 장보고과학기지건설 특별전 개최 

 2-9 직원 가족 북극체험프로그램 운영

9. 12-14 북극 다산과학기지 개소 10주년 기념식 (북극 현지)

12. 14 극지(연)-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협약서 체결



조직의 변천
Changes of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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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변천

1973. 10.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1976. 5. 
KIST 부설 
선박해양연구소 
- 선박연구소와 통합 후 
 (해양부문)

1978. 4.1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 한국선박해양연구소에서 
 분리 후

소장

KIST 소장

연구지원실제2연구실제1연구실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

소장

해양제3연구실해양제2연구실해양제1연구실

해양담당 부소장

소장

자문위원회

UNDP 고문

기획실

연구관리심의회

해운항만연구실

해양지질연구실

해양생물연구실

해양물리연구실

해양화학연구실

해양경제연구실

행정실

해양공학연구실

자료관리과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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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79. 2. 1
-  해양자료센터, 해양기기실 
 설치

1983. 3. 21
-  연구부장 신설

소장

관리과

예산회계과

국제협력과

건설과

행정실

검사역

자문위원회연구관리심의회

해양물리연구실

해양화학연구실

해양공학연구실

해양정책연구실

해양생물연구실

해양지질연구실

해운항만연구실

해양정보실

연구지원실

연구부장

소장

해양기기실

자문위원회연구관리심의회

연구부장

해양자료센터

자료담당 국제협력과

기획실

자재과

행정실

해운항만연구실

해양화학연구실

해양지질연구실

해양경제연구실

해양생물연구실

해양공학연구실

해양물리연구실

도서담당 기획예산과 총무과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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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변천

1986. 5. 1 
-  연구부 분리,
 OECF사업단 설치

1988. 5. 1 
-  극지연구부 설치

해양공학연구실

해양경제연구실

연구지원실

환경공학연구실

해양정책연구실

OECF사업단

국제협력담당

예산담당

연구개발담당

연구기획담당

기획담당회계과

건설과

자재과

안전과

관리과

행정실

남극과학기지

극지지원실

극지연구부

극지연구실

해양화학연구실

생물응용연구실

해양생물연구실

해양지질연구실

해양물리연구실

제1연구부

검사역

자문위원회연구관리심의회

소장

해양정보실

전산담당

제2연구부

소장

해양화학연구실

해양응용연구실

해양공학연구실

해양생물연구실

해양지질연구실

환경공학연구실

해양물리연구실

제1연구부

검사역

자문위원회연구관리심의회

연구관리담당
OECF사업단

제2연구부

해양경제연구실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지원실

해양정보실 예산회계과

건설과

자재과

안전과

국제협력담당

관리과

행정실

도서 및 전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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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90. 7. 9
한국해양연구소 
-  KIST에서 독립, 이사회, 
 감사, 선임연구부장,
 정책개발실 설치

 행정부분은 기획부, 
 행정부로 격상

소장

이사회

연구심의위원회

정책개발실

물리특성연구실

해양화학연구실

순환역학연구실

해양생물연구실

해양생물공학연구실

응용생태연구실

해양지질연구실

해양광물연구실

해양지구연구실

검사역

감사

기획관리위원회

기술정보실

해양자료실

해양기기실

해양경제연구실

해양정책연구실

극지지질연구실

극지대기과학연구실

극지생물연구실

극지환경연구실

남극과학기지

선임연구부장

해양·물리화학연구부

천연물화학연구실

해양생물연구부

해양지질연구부

해양공학연구실

환경공학연구실

연안공학연구실

연안방재연구실

생물생산연구실

해양구조연구실

해양법연구실

해양산업연구부

극지연구센터

극지지원실

조사선운영과

남해기지

기획과

예산과

국제협력과

연구관리과

기획부

홍보과

행정부

총무과

건설과

회계과

안전과

자재과

복지관리과

조사선건조사업단

해양공학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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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변천

1993. 7. 13 
-  기술지원부 신설

소장

이사회

연구심의위원회 기획관리위원회

검사역

감사

정책개발실

선임연구부장

해양물리연구부

해양화학연구부

수치모델연구그룹

해양정책연구부

해양공학연구부

기술지원부

물리특성연구그룹

연안개발기술연구그룹

해양공학연구그룹

해양지질연구부

해양지질연구그굽

해양지구물리연구그룹

천연물동위원소화학연구그룹

화학환경연구그룹

해양생물연구부

해양생물공학연구그룹

해양생물연구그룹

해양법연구그룹

해양산업연구그룹

극지연구센터

극지지구과학연구그룹

극지생물과학연구그룹

남극과학기지

극지지원실

기술정보실

해양기기실

전산실

기획예산과

연구관리과

국제협력과

홍보과

기획부 행정부

총무과

회계과

자재과

안전과

건설과

남해기지

조사선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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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95. 4. 24 
-  해양과학자료센터 
 설치

소장

검사역

이사회

감사

연구심의위원회 기획관리위원회

정책개발실

행정부

총무과

회계과

자재과

시설안전과

기획예산과

국제협력과

홍보과

경영정보과

기획부해양과학자료센터해양물리연구부

물리특성연구그룹

수치모델연구그룹

해양화학연구부

화확환경연구그룹

천연물동위원소화학연구그룹

해양생물연구부

해양생물연구그룹

해양생물공학연구그룹

해양지구물리연구그룹

해양지질연구부

해양지질연구그룹

해양공학연구부

연안개발기술연구그룹

해양공학연구그룹

해양산업연구그룹

해양정책연구부

해양법연구그룹

극지생물과학연구그룹

극지지원실

극지연구센터

극지지구과학연구그룹

남극과학기지

해양기기실

연구관리과

남해기지

조사선운영과

선임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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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변천

1997.10.01 
-   해양자료·기기센터에 

5개실 설치, 
 연구기획부 설치 등

검사역

감사

연구기획부

이사회

소장

연구심의위원회

정책조정실

선임연구부장

해양물리연구부

물리환경연구실

해황예측연구실

해양역학연구실

해양음향연구실

해양자료·기기센터

기획예산과

총무과

회계과

시설안전과

연구계획과

연구관리과

대외협력과

홍보과

해양자료실

문헌정보실

전산경영실

해양원격탐사실

해양기기실
해양화학연구부

생지화학연구실

해양천연물연구실

해양대기화학연구실

화학환경연구실

해양생물연구부

생물자원개발연구실

저서생물연구실

표영생물연구실

미생물연구실

연안상태연구실

극지연구센터

해양지질연구부

해저환경연구실

극지해양연구실

퇴적역학연구실

해저지구조연구실

기획관리위원회

심해저자원연구센터

연안·항만공학연구센터

심해저자원환경연구실

심해저광물자원연구실

연안방재연구실

연안환경공학연구실

항만공학연구실

연구지원실

연안개발연구실

극지생물연구실

극지해양연구실

남극과학기지

극지지질환경연구실

극지대기빙하연구실

극지지원실

운영관리실

연구선운영과

장목분소

행정관리부

자재과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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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98. 11. 16 
-   해양환경·기후연구 

본부 등 연구부서와 
  행정부서 편제를 
 대폭 개편

검사역

소장

이사장

감사

정책개발실

선임연구부장

연안·항만공학연구센터

심해저자원연구센터

해양생물자원개발연구센터

문헌정보실

해양데이터운영실

해양기기실

해양물리연구단

해양지질연구단

해양화학연구단

해양환경·기후연구본부

해양생물연구단

극지연구센터

총무과

재무과

시설안전과

행정부

운영관리실

장목분소 기획부

경영기획과

연구개발과

대외협력과

남극과학기지

극지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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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변천

1999. 5. 1 
-   선박해양공학분소 
 설치

선박해양공학분소

선임연구부장

연안·항만공학연구센터

심해저자원연구센터

해양생물자원개발연구센터

해양데이터운영실

문헌정보실

해양기기실

장목분소

운영관리실

극지연구센터

기획부 행정부

총무과

재무과

시설안전과

해양운송시스템연구센터

해양개발시스템연구센터

해양안전방제연구센터

기획운영실

연구기획과

운영관리과

회계자재과

대외협력과

경영기획과

연구개발과

남극과학기지

극지지원실

해양환경·기후연구본부

해양물리연구단

해양지질연구단

해양화학연구단

해양생물연구단

검사역

정책개발실

소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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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0. 6. 1 
-   연구부문을 연구본부

체제로, 행정부문 단위

부서를 팀체제로 개편

검사역

원장

연구정책실

감사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

해양운송시스템개발단

운영관리부

 사업기획팀

연구관리팀

총무자산팀

인력관리팀

재무관리팀

경영기획팀

연구개발팀

대외협력팀

기획부

성과확산팀

선임연구본부장

 데이터운영팀

기기운영팀

문헌정보팀

MIS운영팀

해양정보 · 기기지원단
장목분소

운영관리팀

해양환경 · 기후연구본부

해저유물자원연구센터

어류생체리듬연구사업단

황 · 동중국해해황예보연구사업단

해군해양학연구센터

유독식물플랑크톤 연구사업단

연안퇴적역학연구사업단

해양생리활성물질 · 소재연구사업단

심해저자원연구센터

바다목장연구센터

해양자원연구본부

남극과학기지

극지지원팀

극지연구본부

이어도과학기지연구사업단

가상해양환경연구센터

연안 · 항만공학연구센터

인사팀

총무팀

행정부

회계팀

자재팀

시설팀

선박해양공학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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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변천

2001. 2. 26 
-   2분원, 5연구본부 
1센터, 3부, 2단, 2실

(실선조직기준)

검사역

원장

연구정책실

감사

해양환경 · 기후연구본부

해저유물자원연구센터

어류생체리듬연구사업단

황 · 동중국해해황예보연구사업단

해군해양학연구센터

연안퇴적역학연구사업단

해양생리활성물질 · 소재연구사업단

심해저자원연구센터

바다목장연구센터

해양자원연구본부

남극과학기지

극지지원팀

극지연구본부

인사팀

총무시설팀

행정부

회계팀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이어도과학기지연구사업단

연안 · 항만공학연구센터

 데이터운영팀

기기운영팀

문헌정보팀

MIS운영팀

해양정보 · 기기지원단

해양운송시스템개발단

운영관리부

 사업기획팀

연구관리팀

총무인사팀

재무자산팀

장목분원

운영관리실

건설팀

유독식물플랑크톤 
연구사업단

경영기획팀

연구개발팀

대외협력팀

기획부

성과확산팀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

선임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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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2. 6. 1 
-   장목분원을 
 남해연구소로 개편

2연구소, 8연구본구, 3부, 1단, 
2실(실선조직기준)

검사역

원장

연구정책실

감사

해양정보 · 기기지원단

 데이터운영팀

기기운영팀

문헌정보팀

MIS운영팀

선임연구본부장

해양환경·기후연구본부

해저유물자원연구센터

어류생체리듬연구사업단

황 · 동중국해해황예보연구사업단

원전해양환경연구센터

해군해양학연구센터

연안퇴적역학연구사업단

새만금해양환경연구센터

해양생리활성물질 · 소재연구사업단

황해고해양환경연구센터

심해저자원연구센터

바다목장연구센터

해양미생물다양성연구사업단

해양자원연구본부

남극과학기지

극지지원팀

극지연구본부

이어도과학기지연구사업단

가상해양환경연구센터

연안 · 항만공학연구본부

경영기획팀

연구개발팀

대외협력팀

기획부

성과확산팀

인사팀

총무시설팀

행정부

회계팀

남해특성연구본부

유독식물플랑크톤 
연구사업단

운영관리실

운영팀

건설팀

GNSS연구센터

선박해양 STEP연구사업단

NOWPAP 방제지역활동센터

 사업기획팀

연구관리팀

총무인사팀

재무자산팀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

운영관리부

남해연구소
(장목분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대덕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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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변천

2003. 11. 1
-   해양위성사업단 설치

3연구소 9연구본부 2부 
5실(1단 15팀)

수석검사역

대외협력팀

원장

정책조정실

감사

극지연구소

극지환경특성연구본부

극지운영실

극지과학기지

기획평가팀

연구개발팀

기획부

연구관리팀

총무팀

회계팀

행정부

자재팀

건설사업단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GNSS연구센터

해양심층수연구센터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

선박해양 STEP연구사업단

NOWPAP 방제지역활동센터

운영관리실

사업운영팀

총무시설팀

재무자산팀

남해연구소(장목분원)

남해특성연구본부

유독식물플랑크톤 
연구사업단

운영관리실

운영팀

기기운영개발팀

검사역

해양생물자원연구본부

바다목장연구센터

어류생체리듬연구사업단

원전해양환경연구센터

해양미생물다양성연구사업단

해저해환경 · 자원연구본부

심해저자원연구센터

 해저유물자원연구센터

황해고해양환경연구센터

연안퇴적역학연구사업단

연안 · 항만공학연구본부

가상해양환경연구센터

해양에너지실용화연구센터

해양자료 · 정보지원실

데이터운영팀

문헌정보팀

MIS운영팀

선임연구본부장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해양기후 · 환경연구본부

새만금해양환경연구센터

국가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

시스템연구사업단

해군해양학연구센터

해양위성사업단

황 · 동중국해해황예보연구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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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4. 4. 16
-   부설 극지연구소 설치

1 부설, 2 연구소, 8 연구본부, 
2부, 4실

수석검사역

원장

정책조정실

감사

부설극지연구소

기획평가팀

연구개발팀

기획부

연구관리팀

총무팀

회계팀

행정부

자재팀

건설사업단

선임연구본부장

바다목장연구센터

어류생체리듬연구사업단

원전해양환경연구센터

해양미생물다양성연구사업단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

해양생물자원연구본부

심해저자원연구센터

 해저유물자원연구센터

황해고해양환경연구센터

안퇴적역학연구사업단

해저해환경 · 자원연구본부

가상해양환경연구센터

해양에너지실용화연구센터

연안 · 항만공학연구본부

해양기후 · 환경연구본부

새만금해양환경연구센터

쇄빙연구선건조사업단

대외협력팀

국가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

시스템연구사업단

해군해양학연구센터

해양위성사업단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GNSS연구센터

해양심층수연구센터

선박해양 STEP연구사업단

NOWPAP 방제지역활동센터

사업운영팀

총무시설팀

재무자산팀

운영관리실

검사역

해양자료 · 정보지원실

데이터운영팀

문헌정보팀

MIS운영팀

황 · 동중국해해황예보연구사업단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유독식물플랑크톤 
연구사업단

남해특성연구본부

운영팀

기기운영개발팀

운영관리실

남해연구소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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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변천

2005. 7. 1
-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센터 설치,
- 연구부 하부 조직으로 
 연구사업단 설치

1부설, 2연구소, 
2해외연구센터, 1연구센터, 
6연구본부, 18연구사업단, 
2부, 5실, 17팀

수석검사역

기술정책연구실 대외협력실

원장

해양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

감사

대양연구단 독도연구단 해양위성연구단

행정부

총무팀

혁신인사팀

재무팀

자재팀

건설사업단

부설 극지연구소

기획부

혁신기획팀

예산팀

연구개발팀

성과확산홍보팀

경영정보팀

한 · 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해양자료정보실

데이터운영팀

학술정보팀

한 · 중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선임연구본부장

해양바이오신소재연구사업단

바다목장화연구사업단

심해연구사업단

항만  · 연안공간연구사업단

연안방재연구사업단

해양에너지 · 환경개선연구사업단

해양기후환경연구사업단

해양환경관리연구사업단

해양생태계보전연구사업단

해저환경연구사업단

해양환경연구본부

해양자원연구본부

연안개발연구본부

해양환경위해성연구사업단

해양생태기능연구사업단

남해특성연구본부

남해연구소

운영총괄팀

연구선운항팀

행정지원실

해양탐사장비연구사업단

해양플랜트연구사업단

해양오염방제연구사업단

해양시스템기술연구본부

해양운송안전연구본부

행정지원실

차세대운송체연구사업단

해양운송신기술연구사업단

해상교통안전연구사업단

운영계획팀

사업관리팀

관리시설팀

회계자산팀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514

부록

2006. 7. 21
-     선임연구본부장 산하에 
     독도전문연구사업단  

설치

1부설, 2연구소, 
2해외연구센터, 6연구본부, 
20연구사업단, 
2부, 5실, 19팀, 4연구단

감사역

원장 감사

행정부

총무팀

혁신인사팀

재무팀

자재팀

건설사업단

부설 극지연구소

대외협력실

정책연구실 한 · 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한 · 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기획부

혁신기획팀

예산팀

연구개발팀

성과확산홍보팀

경영정보팀

지방이전추진팀

행정지원실

운영총괄팀

연구선운항팀

남해연구소

해양환경위해성연구사업단

해양생태기능연구사업단

남해특성연구본부

선임연구본부장

해양자료정보실

데이터운영팀

학술정보팀

독도전문연구사업단

해양기후환경연구사업단

폐기물해양배출연구사업단

해양생태계 · 환경연구사업단

해저환경연구사업단

해양바이오신소재연구사업단

바다목장화연구사업단

심해연구사업단

열대해역연구단

해양자원연구본부

하구역기능회복연구단

항만  · 연안공간연구사업단

연안방재연구사업단

해양에너지 · 환경개선연구사업단

연안개발연구본부

해양위성연구단

해양환경연구본부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운영계획팀

사업관리팀

회계자산팀

관리시설팀

심층수지원팀

해양탐사장비연구사업단

해양플랜트연구사업단

해양오염방제연구사업단

해양시스템기술연구본부

해양운송안전연구본부

U-기반선단운용연구단

해상교통안전연구사업단

차세대운송체연구사업단

해양운송신기술연구사업단

행정지원실

위그선실용화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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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변천

2008. 6. 18
-     동해연구소 설치

1부설, 3연구소, 2해외센터, 
1본부, 11연구부, 3부, 8실, 
2단, 17팀, 1TFT

연구총괄본부장

원장

감사부

감사

정책본부

해양정책연구실

미래전략실

대외협력실

한 · 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한 · 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여수엑스포지원 TFT
부설 극지연구소

자료정보실 연구개발실

해양자료팀 연구관리팀

학술정보팀 성과확산팀

건설기술지원단

남해특성연구부

행정지원실

운영지원팀

연구선운항팀

경영기획팀

경영정보팀

예산총괄팀

홍보팀

기획부

건설사업단

행정부

총무 · 시설팀

인사 · 교육팀

재무 총괄팀

자재 · 계약팀

기후  · 연안재해연구부

해양환경 · 방제연구부

심해 · 해저자원연구부

연안개발 · 에너지연구부

해양생물자원연구부

해양위성 · 관측기술연구부

해양안전  ·  방제기술연구부

해양운송연구부

해양시스템연구부

운영계획팀

연구지원팀

관리자산팀

운영관리실

동해특성연구부

운영지원실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남해연구소 동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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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9. 6. 1
-   기획관리본부 신설

1부설, 3연구소, 2본부, 
13연구부(센터), 3부, 
8실(2해외센터, 18팀, 2단) - 
8개 연구단(센터) 

감사부

연구총괄본부장

원장 감사

동해특성연구부

연구개발실

연구관리팀

성과확산팀

한 · 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한 · 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해양정책연구실

전략개발실

대외협력실

여수엑스포지원단 건설 · 지방이전사업단

 기획관리본부

경영기획부

기획팀

예산총괄팀

홍보팀

경영정보팀

인사 · 교육팀

총무 · 시설팀

재무총괄팀

자재 · 계약팀

행정관리부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대덕분원)

해양안전  ·  방제기술연구부

해양운송연구부

해양시스템연구부

운영관리실

운영계획팀

연구지원팀

관리 · 자산팀

건설기술지원팀

기후  · 연안재해연구부

해양환경 · 방제연구부

심해 · 해저자원연구부

연안개발 · 에너지연구부

해양바이오연구센터

해양생물자원연구부

해양위성 · 관측기술연구부

기기검교정 · 분석센터

자료정보실

학술정보팀

해양자료팀

남해특성연구부

운영지원팀

연구선운항팀

남해연구소
(남해분원)

행정지원실

동해연구소
(동해분원)

운영지원실

정책본부

부설 극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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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변천

2010. 1. 1
-   해양과학 국제협력

센터(원장 직속) 설치

1부설, 3연구소, 2본부, 
13연구부(센터), 3부, 
8실(2해외센터, 18팀, 2단),
8개 연구단(센터) 

감사부

원장 감사

연구총괄본부장

연구개발실

연구관리팀

성과확산팀

종합연구선 건조사업단

기후  · 연안재해연구부

해양환경 · 방제연구부

심해 · 해저자원연구부

연안개발 · 에너지연구부

해양바이오연구센터

해양생물자원연구부

해양위성 · 관측기술연구부

기기검교정 · 분석센터

해양자료팀

학술정보팀

자료정보실

해양구조물 · 플랜트연구부

해양안전  ·  방제기술연구부

해양운송연구부

해양시스템연구부

총무회계팀

시설자재팀

사업기획팀

사업관리팀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대덕분원)

사업지원실

운영관리실

남해연구소
(남해분원)

남해특성연구부

운영지원팀

연구선운항팀

행정지원실

동해특성연구부

동해연구소
(동해분원)

운영지원실

한 · 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한 · 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해양정책연구실

전략개발실

대외협력실

여수엑스포지원단

정책본부

부설 극지연구소

운영관리팀

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건설 · 지방이전사업단

 기획관리본부

기획팀

예산총괄팀

홍보팀

경영정보팀

인사 · 교육팀

총무 · 시설팀

재무총괄팀

자재 · 계약팀

경영기획부

행정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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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
-     KIOST 출범

1부설, 제1·2부원장,
 3연구소(분원), 1정책연구소, 
6본부, 21연구부/센터, 5부, 
8실, 3센터, 4단, 2도서관, 
1기지

국제협력본부해양정책연구소
국제공동연구센터

국제협력실

원장

이사회

서해연구소설립추진단

정책연구부 융합연구전략실 경제분석실

부설 극지연구소

해양과학도서관

학사 · 교육지원실

인력양성 · 교육운영본부

경영기획부

행정관리부

연구사업개발부

보안 · 안전관리단

건설사업단

해양 R&D실용화센터

제1부원장 제2부원장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해양운송연구부

해양플랜트연구부

해양시스템연구부

해양안전기술연구부

산업정책협력실

운영관리부

해양 환경 · 보건연구부

해양순환 · 기후연구부

해양생태계연구부

심해저자원연구부

연안개발 · 에너지연구부

해양바이오연구부

연안재해 · 재난연구센터

해양위성센터

해양방위센터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해양과학데이터센터

기기검교정 · 분석센터

종합연구선건조사업단

운용기술연구본부

특성화연구본부

해양관측기술 · 자료본부

감사

감사부

남해연구소

남해특성연구부

해양시료도서관

연구선지원실

선박평형수센터

운영관리실

동해특성연구부

독도전문연구센터

울릉도 · 독도해양연구기지

운영관리실

동해연구소
해양기반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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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단행본 출간 실적

번호 서명 저자명 발행년도 출판사

1 바다, 인류의 마지막 보고 허형택 1981 중앙일보사

2 해양 관측 편람 송원오 1984 한국해양연구소

3 수산생물 허형택, 김종만 외 1985 문교부

4 조력발전 송원오 1985 한국해양연구소

5 한국의 조어백과 유재명 1988 조선일보사

6 해양광물자원 한상준, 박병권 1988 창조

7 학습대백과 사전 허형택 1989 계몽사

8 해양자원의 지식 허형택 1989 한국경제신문사(EM문고)

9 탄산염암 박병권, 김정율 1990 정문사

10 해양온도차 발전 문헌목록 송원오, 송기섭 1990 한국해양연구소

11 수산자원 평가론 김수암 1990 우성문화사

12 수산자원 생태학 장창익 1991 우성문화사

13 남극과학 박병권, 김예동 1991 서울 컴퓨터 프레스사

14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 권문상, 이원갑, 이용희 1991 한국해양연구소

15 일반해양학 박병권, 양재삼 1992 정문출판사

16 쇄설성 퇴적암 박병권, 정대교 1993 서울프레스

17 새로운 남극이야기 장순근 1993 수문 출판사

18 비글호 항해기 장순근 1993 전파과학사

19 조력발전 문헌목록 송원오, 송기섭 1993 한국해양연구소

20 심해저 자원 개발론 홍승용, 강정극 1993 서울프레스

21 상어 유재명, 김웅서 1993 웅진미디어

22 물고기 유재명 1993 웅진미디어

23 고래 유재명 1993 웅진미디어

24 남극과 북극 유재명 1993 웅진미디어

25 어류생태학 김수암, 장착익 1994 서울프레스

26 물과 한국인의 삶 허형택 1994 나남출판

27 글로벌 텍토닉스  스기무라 아라타 저; 석봉출 역 1994 춘광

28 바닷고둥 제종길 1994 웅진출판사

29 화석, 지질학이야기 장순근 1994 대원사

30 남극과학 이야기 김수암 1994 서울프레스

31 어류생물학

박홍양, 권혁추, 김정대, 민윤식, 배승철, 장계남, 김계웅, 

노순창, 박기영, 윤종만, 한창희, 김동수, 류동석, 이승배, 

허형택

1995 정문각

32 환경 미생물학
안승구, 김상종, 김상진, 안태석, 이거형 ,안태영, 조기성, 

권오섭, 박성주
1995 신광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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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주바다 물고기 유재명, 김성, 이은경, 김웅서, 명철수 1995 현암사

34 한인, 삶의 조건과 미래

김진현, 최정호, 김우창, 김지하, 김형국, 이철호, 한영주, 

김영자, 윤정로, 이상희, 박창규, 서정욱, 원우현, 박양호, 

허형택, 홍재학, 김상종, 오왕근, 김김도, 이창복, 고철환, 

이은철, 이동훈, 권태환, 이희성, 한승주, 정종욱, 김영호, 

한상진, 문정인, 안층영, 김성훈, 최동규, 김영평, 오연천, 

김용정

1996 나남출판

35 푸른바다를 위하여 권문상, 이원갑, 이지현, 김은희, 홍선욱 1996 한국해양연구소

36 한국의 동물 제종길 1996 계몽사

37 한국해산돌말도감 이진환, 장만 1996 자유아카데미

38 동물플랑크톤 생태연구법 오오모리 마코토, 이케다 스토무 저 ; 심재형, 김웅서 역 1996 동화기술

39 21세기와 한국의 해양개발 허형택 1996 나남출판

40 해양과학기술, 그 시작과 미래 김창식, 이동섭, 강시환 1996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41 물고기 백과 유재명 1996 행림출판

42 육지와 화석이야기 장순근 1997 책만드는집

43 태양과 우주이야기 장순근 1997 책만드는집

44 바다날씨이야기 장순근 1997 책만드는집

45 해양공학기술 핸드북 안희도 1997 한국해양연구소

46 해양생물 김웅서 1997 대원사

47 해양생물학
고철환, 박철, 유신재, 이원재, 이태원, 장창익, 최중기, 

홍재상, 허형택
1997 서울대학교 출판부

48 환경변화와 인간의 미래 Fred T Mackenzie, Judith A Mackenzie 저; 김예동,강성호 역 1997 동아일보사

49 환경창조를 지향하는 21세기 해양개발 이중우, 이명권, 신승호 1997 지문사

50 페니키아에서 인터넷까지 최영순 1997 동인

51 수산생물 유재명 1997 교육부

52 해양미생물학 김상진,이건형 1998 ㈜동화기술

53 남극일기 남기수 1998 황금가지

54 21세기 웅진학습백과사전 유재명 1998 웅진출판사

55 보리 어린이 동물도감 남상호, 박시룡, 유재명, 임현식 1998 보리

56 Health of the Yellow Sea 홍기훈, 장창익 1998 The Earth Love Publication Association

57 우주과학의 제문제 김상준 1998 민음사

58 지구 46억년의 역사 장순근 1998 가람기획

59 화석 장순근 1999 대원사

60 야! 가자, 남극으로 장순근 1999 창작과 비평

61
Biogeochemical Processes in the Bohai and 

Yellow Sea
홍기훈, 장창익 2000 한국해양연구원

62 아이들과 함께하는 환경수업활동 94가지 강성현, 김은희, 서태선 2000 우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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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해양환경영향평가 개론 홍기훈, 김석현, 정창수, 정종률 2000 시그마프레스

64 서울에서 남극까지 최석식 2000 한국해양연구원

65 바다는 왜? 장순근, 김웅서 2000 지성사

66 한국해산어류도감 김용억, 한경호, 김진구, 강충배, 김영섭, 명정구 2001 도서출판 한글

67 항만과 갯벌의 공생지침서 염기대 2001 한국해양연구원

68 해양심층수 마사유키 다카하시 저; 안희도, 천중균, 홍성곤 역 2001 도서출판 과학기술

69 한국해양생물사진도감 박흥식, 최성순 2001 풍등출판사

70 메탄하이드레이트 마츠모토 료 저; 유해수, 현상민 역 2001 춘광

71 망치를 든 지질학자 장순근 2001 가람기획

72 바다는 희망이다 Hilary Viders 저; 김웅서 역 2002 수수꽃다리

73 아름다운 바다
Alastair Forthergill, Martha Holmes, Andrew Byatt 저; 

김웅서, 정인희 역
2002 사이언스북스

74 앗! 바다가 나를 삼켰어요 김웅서 2003 삼성출판사

75 놀며 배우는 바다의 세계 제종길, 이학곤 2003 해양수산부

76 그림으로 보는 비글호 항해이야기 장순근 2003 가람기획

77 바닷가에 가 보아요 제종길 2003 해양수산부

78 플랑크톤 생태학

심재형, 김웅서, 노일, 박용철, 박종규, 박철, 신윤근, 

양성렬, 양재삼, 여환구, 유신재, 이동섭, 이원호, 장만, 

정해진, 조병철, 차성식, 최중기

2003 서울대학교 출판부

79 바다 김웅서 2003 웅진닷컴

80 난파선의 역사 Angus Konstam 저; 김웅서 역 2003 수수꽃다리

81 산호 박흥식 2003 웅진닷컴

82 문어 박흥식 2003 웅진닷컴

83 펭귄 김웅서 2004 웅진닷컴

84 남극탐험의 꿈 장순근 2004 사이언스북스

85 진화학

Monroe W Strickberger 저; 김창배, 김기중, 김원, 김희수, 

민기식, 민미숙, 박중기, 부성민, 서영배, 엄기선, 이윤호, 

이항, 장천영, 조수원, 최세웅, 한호연, 황의욱 역

2004 월드사이언스

86 콘관입시험의 활용 및 지반설계 이규환, 윤길림 2004 구미서관

87 동물의 집 박흥식, 김정규, 박진영 2004 한솔교육

88 동물의 공격과 방어 김정규, 박진영, 박흥식 2004 한솔교육

89 동물의 짝짓기 박진영, 박흥식 ,김정규 2004 한솔교육

90 경관생태학
이동근, 김명수, 구본학, 김경훈, 김동성, 나정화, 윤소원, 

이명우, 전성우, 정흥락, 조경주, 제종길, 홍선기
2004 보문당

91 미래동물대탐험 Dougal Dixon, John Adams 저; 김웅서 역 2004 한승

92 오징어 박흥식 2004 한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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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우리나라 갯벌 진승수, 우한준, 제종길, 신상호, 김종관 2005 해양수산부

94
연속간행물기사에 대한 서지 데이터요소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한종엽 2005 한국학술정보

95 바다 김웅서 2005 럭스키즈

96 바다에 오르다 김웅서 2005 지성사

9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 나카시마토미쯔 저; 김현주 역 2005 도서출판 신기술

98 태평양 바다 속에 우리 땅이 있다고?  

김기현, 강정극, 문재운, 이경용, 김웅서, 홍섭, 손승규, 

박정기, 지상범, 유찬민, 형기성, 김현섭, 김종욱, 윤치호, 

박경호, 배재류, 연영진, 이상영, 이종국

2006 지성사

99 선박설계전문가과정
신경순, 김병곤, 장승안, 손재익, 이돈출, 박대원, 최종렬, 

김은찬, 이인규, 이종갑, 김범성, 김두회, 신수원
2006 도서출판아진

100 빙하기 존 그리빈, 메리 그리빈 저; 김웅서 역 2006 사이언스북스

101 풀어 쓴 제어 시스템 설계 최현택, 여희주 2006 홍릉과학출판사

102 새만금 해양환경도 제1권 2002~2003
 이흥재, 최상화, 김성대, 김은수, 장경일, 이희준, 조철호, 

안순모, 전승수, 박수영
2006 해양수산부

103 해앙침식 우다 다카아키 저; 안희도, 김남형, 남수용, 진재율 역 2006 도서출판 과학기술

104 기후와 환경변화 신임철, 이희일 2006 두솔

105 우리땅 독도 이상태, 유해수, 윤석희, 황병삼, 남미숙, 이동엽 2006 (주) 두산

106 지구에 관한 작은책 롤프 마이스너 저; 이기화, 민동주 역 2006 시그마 프레스

107 다리가 많은 문어 박흥식 2006 웅진씽크빅

108
학술정보자원의 서지적 참조에 관한 국제

표준
한종엽 2006 한국학술정보

109 지구 제임스 루어 저; 김동희, 이동찬, 이상훈 역 2006 사이언스북스

110 해양과학기술 전문정보시스템의 이해 한종엽 2006 한국학술정보

111 우리바다 서해이야기 김웅서 2006 영림카디널

112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하구 이야기 윤성규, 우한준, 박성배, 신원태 2007 아이세움

113 선박 추진과 프로펠러 설계 이창섭, 서정천, 현범수, 김문찬, 서성부, 문일성 2007 문운당

114 Ocean Atlas of Korea 이기석, 김웅서, 박찬홍, 유신재, 전동철, 장경일 2007 National Oceanographic Research Institute

115 해양심층수이용학 후지타 다이스케, 다카하시 마사유키 저; 추용식, 안희도 역 2007 BOOKmedia

116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재미있는  

바다이야기
박흥식 2007 가나출판사

117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설계매뉴얼 홍사영, 홍기용, 신승호, 이문진, 경조현, 박성환, 김병완 2007 한국해양연구원

118 해양환경공학

현범수, 강성길, 김동명, 남정호, 유정석, 윤이용, 이두곤, 

이석모, 홍기용, 강창구, 김상진, 송무석, 윤양호, 이규형, 

이봉길, 조현서, 이규형, 양승일, 홍성윤

2008 동화기술

119 중국 해양관련 법령 이해 권문상, 양희철, 박성욱 2008 도서출판 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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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번호 서명 저자명 발행년도 출판사

120 미생물학 실험

Alfred E. Brown 저; 이건형, 김경훈, 김명국, 김상종, 김상진, 

김수기, 김정호, 문은표, 박경량, 박성주, 박진숙, 석영재, 

성치남, 안태석, 이강석, 이근광, 이오형, 이향범, 이혜주, 

조남영, 차창준, 최원자, 최형태, 현성희 역

2008 지코사이언스

121 바다
DK 바다 편집위원회 저; 이상훈, 강형구, 강래선, 강현우, 

명정구, 배성환, 손민호 역
2008 사이언스북스

122 내가 좋아하는 바다생물 김웅서 2008 호박꽃

123 독도 가는길 최낙정, 주강현, 박찬홍, 이재학, 김웅서 2008 해양문화재단

124 연어가 자랐어 명정구 2008 웅진씽크빅

125 한점 아래 큰 세상 독도 백상규, 박흥식, 박찬홍 2008 한국해양연구원

126 호기심 가득 바다야 친구하자 김웅서, 강성길, 노현정, 박정기 2008 작은키나무

127 세계의 선진해양연구소 탐방 이용희, 박한일, 권석재, 이미진 2009
(사) 해양산업발전협의회/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 연구소

128 새만금 해양환경도 제2권 2004~2006 김창식, 최상화, 이희준, 김은수, 구본주, 조철호 2009 국토해양부

129 독도의 자연 해양생태계
김웅서, 노재훈, 최동한, 조규희, 김동성, 노현수, 민원기, 

박흥식, 김억수, 정준연, 명정구, 김병일, 차정환 
2009 국토해양부

130 지구과학사전 김성렬 2009 북스힐

131 동해 숨겨진 평원 왕돌초 박흥식, 백상규, 김억수, 배세진 2009 국토해양부

132 과학 그리고 책

김두환, 김선희, 김웅서, 김정현, 김태환, 박소연, 박승덕, 

송영목, 오수영, 윤지연, 이대택, 이덕환, 이용수, 장순근, 

최현석

2009 지성사

133 서해 : 생태계가 살아숨쉬는 바다

강양순, 강영실, 김영혜, 김정년, 김진구, 박규진, 박종규, 

서영상, 서인수, 손민호, 안경호, 안용락, 유재원, 윤석현, 

이원철, 이창근, 임동일, 임동현, 한상복

2009 국토해양부

134 쓰나미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재단법인 연안기술연구센터 TSUN 저; 안희도,심재설 역 2009 동명사

135 지반구조물 설계이론과 실무 김병일, 이승현, 권오순, 김정환 2009 도서출판 새론

136 콘관입시험과 지반설계 윤길림, 이규환 2010 구미서관

137 리모트센싱을 위한 합성개구레이더의 기초 OUCHI KAZUO 저; 양찬수, 정혜선 역 2010 담솜출판사

138 직업으로 꿈꾸는 바다
신영태, 김웅서, 김형태, 신영태, 차철표, 김성귀, 

차철표, 이영대, 한선정
2010 도서출판넥서스

139 산호초 왕국의 보물 마틴 슈바바허 저; 김웅서, 김주연 역 2010 비룡소

140 문어는 먹물 뿜기 대장 김웅서 2010 교원

141 바닷속 사냥꾼 상어 김웅서 2010 교원

142 수산생물 백혜자, 조수근, 오철웅, 명정구, 남기완, 김덕재 2010 교육과학기술부

143 나무를 껴안아 숲을 지킨 사람들 김웅서, 이옥순, 이태주, 제종길, 진필수 2010 웅진주니어

144 선박추진과 프로펠러 설계 이창섭, 서성천, 현범수, 김문찬, 서성부, 문일성 2011 문운당

145 初級百科書 박흥식 2010 雲南出版集團空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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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출판 실적
번호 서명 저자명 발행년도 출판사

146 해양정보관리
김삼곤, 김상우, 최현우, 최태원, 최용규, 조성연, 윤홍주, 

류동근, 배상훈, 서영상
2011 교육과학기술부

147 독도지리지
이민부, 김영훈, 양보경, 한현철, 황상일, 윤순옥, 최영은, 

이재학, 공우석, 명정구, 윤진숙
2011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148 바다 위, 바다 속 독도의 재발견

김웅서, 노재훈, 최동한, 강정훈, 김동성, 민원기, 노현수, 

김창환, 박흥식, 노현수, 명정구, 염승식, 이재학, 손승규, 

손주원, 김문구, 주형태, 김창환, 오창환, 현상민, 유주형, 

문정언, 심재설, 정진용, 최현우, 김현욱, 최종문, 최만식, 

오창환, 윤홍주

2011 한국해양연구원

149 준설토 활용공학 윤길림, 김한선 2011 씨아이알

150 둥실둥실 동해바다물고기 명정구 2011 보리

151 남실남실 남해바다물고기 명정구 2011 보리

152 잘방발방 제주바다물고기 명정구 2011 보리

153 난·자치어 분류기술서
김진구, 유정화, 김성, 이동우, 최광호, 오택윤, 황강석, 

최정화, 김정년, 권혁준, 지환성, 오지나
2011 한글그라픽스

154 팔딱팔딱 바닷물고기 이야기 명정구 2012 보리

155 바다가 궁금해? 김웅서 2012 웅진씽크빅

156 과학은? 이덕환, 김웅서, 장순근, 김성호, 권오길 2012 지성사

157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쟁점과 대응방안 양희철, 김찬규, 김채형, 박현진, 정진석, 이창위, 이석용 2012 세창출판

158 우주에서 바다를 감시하다 강정극 20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159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 

설계·시공·관리 매뉴얼

항만공간고도화 환경연구센터(WAVE) 저; 

권오순, 오명학, 채광석 역
2012 씨아이알

160 바다 속 검은 진주,망간단괴

김경홍, 김미진, 김세주, 김종욱, 김현섭, 김형직, 문재운, 

박상준, 박정기, 손승규, 손주원, 이경용, 이근창, 주세종, 

주종민, 함동진, 형기성

20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61 앗! 바다3D 김웅서 2012 삼성출판사

162 인류 역사를 뒤바꾼 바다의 힘 Bruce Parker 저; 오현택, 이웅열, 신재영 역 2012 아진

163 지구표층환경의 진화 가와하타 호다카 저; 현상민, 김성렬 역 2012 씨아이알

164 바닷물고기 도감 명정구 2013 보리

165 중국 12.5 해양표준화 발전계획 주현희, 박성욱, 김은수, 이정한 201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66 동해,바다의 미래를 묻다 남성현, 김윤배 2013 아담북스

167 한국의 연안어류 황철희, 남윤주, 김진구, 명정구 2013 아카데미서적

168 수저 준설 물질 관리 공법 정창수, 김석현, 김경련 2013 범신사

169 해양구조물의 설계와 해석 송창용, 이강수 2013 선명출판복사

170 갯벌을 살려주세요 김웅서 2013 웅진주니어

171 해저광물자원 우스이 아키라 저; 유해수, 안희도 역 2013 범신사

172 약용어류 전중균, 명정구, 김진수 2013 효일

* 단행본의 기준은 우리 원 연구자들이 집필, 편저, 번역에 참여한 출판물로 ISBN 혹은 CIP를 부여받은 도서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KIOST에서 발간된 전문도서, 총서, 
   문고, 화보집 시리즈는 본문에 실렸기에 이 목록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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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관련법규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해양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 등)

 ① 해양과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해양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자율적 경영 등의 보장) 

해양과기원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제7조(임원)

①  해양과기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해양과기원 원장

 2.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한국해양대학교(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한국해양대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총장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사장은 해양과기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원장과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해양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⑧ 임원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①  해양과기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원장) 

① 해양과기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해양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출연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과학
기술원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145호, 
2011.12.31, 제정
2013.3.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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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해양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운영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양과기원에 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해양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2조(수익사업) 

①  해양과기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해양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연도) 

해양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제15조(지원·조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기원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②   국가는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과기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해양과기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7조(겸직) 

①  해양과기원에 근무하는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은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해양수산과학 관련 학과가 

있는 국립대학을 말한다. 이하 “관련 대학”이라 한다)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대학에 겸직할 수 있다.

②  관련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해양과기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의 겸직은 관련 대학 

총장의 요청에 따라 원장이 승인하며,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 

대학 총장이 승인하며,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부 등) 

①  누구든지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해양과기원에 

기부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 중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해양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부·접수절차 및 

공동사용과 그 밖의 기부금품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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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해양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 · 기기 등을 공동 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과기원은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제23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비밀엄수의 의무)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해양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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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145호, 2011.12.31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한국해양연구원”이라 한다)의 

해산과 해양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설립절차)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해양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는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사와 감사가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이사장 및 원장 임명의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 설립 당시의 원장은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연구원 원장으로 하되, 그 임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해양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동시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연구기관의 해산 등에 관한 규정과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의 직원은 해양과기원이 설립된 때에 그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양과기원은 설립 당시 해양과기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해양과기원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양연구원에 속하는 부설기관 등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양과기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해양연구원의 명의는 

해양과기원의 명의로 본다.

③  해양과기원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해양과기원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13호를 삭제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다른 법령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양과기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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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및 분원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해양과기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이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해양과기원이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해양과기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며, 부설기관 및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 정관

2.   제3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이전등기의 

경우 :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해양과기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9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사실을 

해양과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 

①  해양과기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한국해양과학
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12.7.1
대통령령 제23912호, 
2012.6.29, 제정
2013.3.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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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소속 직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연구비용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교육훈련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연구비용

 4. 기술기획비, 기술도입비, 기술지도비, 개발보전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비용

 5.그 밖에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해양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결산 보고)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13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해양과기원이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출연금의 결정 통보, 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결산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잉여금의 처리) 

해양과기원은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剩餘金)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5조(겸직계획의 사전협의) 

해양과기원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이하 “관련 대학”이라 한다)과의 겸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련 대학에 겸직하는 해양과기원 

직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관련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교육·지도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과기원에 겸직하는 관련 대학의 

교육공무원(이하 “겸직연구원”이라 한다)은 해양과기원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겸직교원과 겸직연구원의 보수는 각각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경우에는 각 겸직기관의 정관·학칙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해양과기원 원장과 관련 대학 총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겸직기관에서의 신분과 겸직기간에 관한 사항

 3.  겸직기관에서의 근무조건 및 시설·장비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겸직을 위하여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겸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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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과기원과 관련 대학의 정관·학칙 또는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겸직해제 등) 

①  관련 대학 총장은 겸직교원이 제16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과기원 원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 원장은 겸직원구원이 제16조제2항에 

위배되거나「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과기원의 정관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겸직이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 등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과기원 원장과 관련 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서와 해당 연도의 연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

 2.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12호, 2012.6.29

부칙

제24443호,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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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해양과학
기술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2.7.1
국토해양부령 제493호, 
2012.6.29, 제정
2013.3.24 개정

부칙

제 24443호, 2012.6.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보제공 사업

 2.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술자문 사업

 3. 해양과기원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임대 사업

 4.  해양과학기술 관련 간행물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판매 

사업

 5.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념품 제작 및 판매 사업

 6.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목적 수행 또는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관리)

①  해양과기원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사업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그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가 원하거나 기부금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해양과기원은 기부금품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해양과기원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실적서 또는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의 용도 외 

사용, 공동사용을 위한 협약의 체결, 장부의 열람 및 결산서의 

제출 등 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 1호, 201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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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3조 사무소

제4조  사업

제5조  대학원대학 설치 및 운영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6조 임원의 정수

제7조 임원의 선임

제8조 임원의 임기

제9조 원장추천위원회

제10조 원장의 직무

제11조 이사장의 직무

제12조 이사의 직무

제13조 감사의 직무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5조 임원의 해임

제16조 임원의 보수

제17조 임원의 겸직

제18조 직원의 임면

제19조 협력

제20조 겸직

제21조 겸직의 직무와 보수

제22조 겸직의 평가와 해제

제3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제25조 이사회의 개최 등

제26조 이사회내 위원회  

제27조 이사회의 의사록

제28조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 기본재산

제30조 중요재산의 처분

제31조 운영재원

제32조 회계원칙

제33조 사업연도

제34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제35조  출연금의 지급 · 관리 및 

   사용

제36조 사업계획서 등

제37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제38조 회계감사 등

제39조 결산서 등

제40조 잉여금의 처분

제41조 수익사업

제42조  기부금품의 접수 · 사용 등

제5장 직제, 

위원회 등

제43조 직제 제44조  해양과학기술자문위원회 제45조 위원회

제6장 부설기관 등 제46조 부설기관 등의 설치

제47조 부설기관의 장

제48조  예산회계, 인사의 독립

제49조 부설기관의 운영

제50조 극지연구소 설치

제7장 보칙 제51조 정관의 변경

제52조 규정의 제정

제53조 해산

제54조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제55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56조 공고

부칙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정관
제정 2012. 6. 27.
개정 2013. 4. 25.



544

부록

제 1 장 총칙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약칭 KIOST)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해양과기원은 해양과학기술의 창의적 원천기초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와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해양과기원은 주된 사무소를 경기도 안산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 분원, 해외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해양과기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연구, 응용 및 실용화연구

2. 해양 및 극지과학기술 정책, 제도연구 

3.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4. 해양관련 기기·장비기술개발과 검·교정

5. 해양과학기지 등 해양인프라 구축 및 운영

6.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수탁·위탁연구, 공동연구 

및 기술제휴

7.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및 기타 해양과기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대학원대학 설치 및 운영)

①  해양과기원은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육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하여 부설 대학원대학을 설치한다.  

②  대학원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해양과기원은 대학원대학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교직원 임면 등 대학원대학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학원대학의 장과 대학원대학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제6조(임원의 정수) 

① 해양과기원의 임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15인 이내의 이사(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

 4. 감사 1인

② 제1항의 임원 중 원장과 감사는 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선임 없이 이사 (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

 1.해양과기원 원장

 2.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한국해양

  대학교를 말한다. 이하 “해양대학교”라 한다) 총장

②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이하 “선임직 이사”라 한다)는 

학계·연구계·산업계 및 해양관련 단체 인사 중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선임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장관이 승인한다.

④  원장은 제9조의 원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장관이 승인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이사(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45

정관 및 관련법규

제9조(원장추천위원회) 

①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원장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원장의 직무)

①  원장은 해양과기원을 대표하고, 경영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②  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만료시에는 해양과기원 직제순위에 따라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은 해양과기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제12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지하고, 이사회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가 임기만료,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양과기원 소속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과기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해양과기원의 임원(원장이 아닌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양과기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하였을 때

제16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겸직)

①  상근임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임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과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직원의 정원, 임면, 승진, 보수,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협력)

원장은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등과 협력을 할 수 있다.

제20조(겸직)

①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해양수산과학 관련 학과가 

있는 국립대학을 말한다. 이하 “관련 대학”이라 한다)에서 



546

부록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겸직하는 

해양과기원의 직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관련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교육·지도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겸직하는 관련 대학의 

교육공무원(이하 “겸직연구원”이라 한다)은 해양과기원의 

정관과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겸직연구원은 관련대학 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원장이 겸직을 

명한다.

④  관련대학에 겸직하고자 하는 겸직교원은 원장이 관련대학의 

총장에게 겸직을 요청한다.

⑤   원장은 관련대학 총장과 다음 각 호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에 관한 사항

   2.겸직기관에서의 신분과 겸직기간에 관한 사항

   3. 겸직기관에서의 근무조건 및 시설·장비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겸직을 위하여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장관과 협의하여 관련대학과의 

겸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겸직의 직무와 보수) 

①  겸직교원과 겸직연구원은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겸직연구원에게 보직을 명 할 수 

있다.

③  원장이 겸직연구원에게 보직을 명하는 경우에 관련대학에서 

부여된 의무의 면제 또는 감면을 관련대학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련대학 총장이 겸직교원에게 보직을 명하면서 

해양과기원에서 부여하고 있는 의무의 면제 또는 감면을 

요구하면 원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겸직연구원이 해양과기원에 보직되었을 때는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⑥  겸직교원과 겸직연구원의 보수는 각각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겸직의 평가와 해제) 

①  겸직업무 종료 시 업무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겸직성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②  겸직연구원이 겸직기관의 규정 준수 및 성실한 업무수행 

등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원장은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장이 겸직연구원의 겸직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겸직연구원의 겸직책무 위반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④  관련대학 총장이 관련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교원에 대하여 겸직해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⑤  장관이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여 겸직해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원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3조(이사회의 구성) 

①  해양과기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서,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부설기관장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 또는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8. 장기차입금의 차입과 상환 및 연장에 관한 사항

9. 부설기관, 분원, 해외사무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이나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제 3 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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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12. 기타 원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개최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3월, 12월)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원장, 감사가 업무상의 이유로 요구한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이사장이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그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⑥  원장을 제외한 당연직이사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원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이사 전원에게 

즉시 통지하고,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26조(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는 회의의 안건,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고,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해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운영규정 등)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기본재산) 

해양과기원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당시의 설립자 출연금

2.  대한민국정부,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출연 보조받은 토지· 

건물·기자재 금전

3.  개인,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 또는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4. 한국해양연구원으로부터 이관되는 기본재산

5.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제30조(중요재산의 처분)

①  해양과기원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각, 양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토지 및 건물

 2.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제31조(운영재원)

해양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출연금, 자체수입금, 

차입금, 기본재산, 기금에서 생긴 과실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원칙)

①  해양과기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가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  회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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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업연도) 

해양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원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①  원장은 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소속 직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연구비용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교육훈련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연구비용

 4. 기술기획비, 기술도입비, 기술지도비, 개발보전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관련 비용

 5.그 밖에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의 신청으로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계획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서와 해당 

연도의 연구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

  2.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38조(회계감사 등)

①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해양과기원의 업무를 수시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결산서 등) 

①  원장은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세입·세출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40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41조(수익사업) 

①  해양과기원은 제2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시작하거나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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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보제공 사업

   2.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술자문 사업

   3. 해양과기원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임대 사업

   4.   해양과학기술 관련 인쇄물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판매 

사업 

   5.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념품 제작 및 판매 사업

   6.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목적 수행 또는 경비 조달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과기원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사업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과기원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그 사업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과기원은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해양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⑤  수익사업의 범위·절차·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42조(기부금품의 접수·사용 등) 

①  해양과기원은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 및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가 

원하거나 기부금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 중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해양과기원은 기부금품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해양과기원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실적서 또는 결산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부금품의 접수·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43조(직제) 

해양과기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부설기관 및 분원설치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4조(해양과학기술자문위원회) 

①  해양과기원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방향 및 해양과기원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

 2.  기타 해양과기원 운영과 연구수행 전반에 대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③  위원은 ‘해외 과학자’(외국거주자로 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인 자)를 포함하여 학계·연구계·산업계 및 해양관련 단체 

인사 중에서 구성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위원회 등) 

원장은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인사위원회 등 위원회 및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직제, 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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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부설기관 등의 설치) 

제3조에 따른 부설기관, 분원, 해외사무소 등의 설치 및 폐쇄에 

대하여 부지 및 건물의 확보, 인력 및 예산운영 등 사업추진계획은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부설기관의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부설기관의 장) 

① 부설기관에는 소장 1인을 둔다.

②  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하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장은 당해 부설기관을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의 책임을 진다.

④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소장이 제15조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해임할 수 있다.

⑥  소장이 임기만료,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설기관 직제순위에 따라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예산회계, 인사의 독립) 

①  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②  소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에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설기관의 회계 및 결산은 해양과기원의 회계 및 결산과 

분리하여 실시한다.

④ 부설기관 소속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행한다.

제49조(부설기관의 운영) 

①  원장은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별도 규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하고 시행한다.

②  본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과기원 정관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50조(극지연구소 설치) 

①  남·북극관련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전략의 수립과 극지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해양과기원의 

부설기관으로 극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설기관 임무는 다ㅈ음 각 호와 같다.

 1. 극지와 관련지역에서의 기초 및 첨단응용과학 연구 

 2.  극지인프라(남·북극과학기지, 쇄빙선 등) 및 

해외지원사무소의 운영과 연구활동 지원

 3. 극지과학기술 정책 및 제도 연구

 4.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우수 전문인력 양성

 5. 국내 학·연·산 극지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6. 극지활동에 관한 대국민 홍보

 7. 전 각 호의 부대업무 및 연구소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51조(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양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3조(해산) 

①  해양과기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이 해산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별도 의결이 없는 한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54조(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①  해양과기원의 직원이 그 직무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획득한 

지식재산권은 해양과기원이 소유한다. 다만, 별도 계약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식재산권 소유에 기여한 사람의 보상 및 그 절차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부설기관 등

제 7 장 보칙



551

정관 및 관련법규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과기원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①  해양과기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②  해양과기원 설립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설립 후 9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설립행위) 

①  해양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제반행위는 

해양과기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위하여 해양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가 지출한 경비는 해양과기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4조(이사 및 감사 임명의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해양과기원 설립당시의 이사와 감사는 

장관이 임명한다. 

②  설립 당시의 이사의 임기는 해양과기원 설립일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이사장 및 원장 임명의 특례)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설립당시 이사장은 해양대학교 

총장이 하고, 설립 당시의 원장은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 

원장으로 한다. 다만, 설립당시 원장의 임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업무, 재산, 권리·의무의 승계)

해양과기원은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의 부설기관 등 모든 업무, 

재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을 위하여 아래 명의의 설립자가 

현금 일백만원(￦1,000,000)을 출연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준비위원 전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12년 6월 27일에 각각 기명 날인함.

설 립 자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국토해양부 장관  권 도 엽  (인)

 정관 작성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준비위원

국토해양부 차관   주 성 호  (인)

     강 정 극  (인)

     김 진 현  (인)

        이 영 활  (인)

     신 평 식  (인)

     조 동 호  (인)

     김 경 렬  (인)

     김 동 혁  (인)

     노 영 재  (인)

     박 원 재  (인)

제55조(비밀엄수의 의무)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공고)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따라 공고할 사항은 해양과기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부칙



역대 이사장 및 감사
Former Chairmen of the Board and Au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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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관련법규

역대 이사장 
연구회체제 1
(공공기술연구회, 
1999.3~2008.2)

박병권 1대, 2대

·한국해양연구소장

최영락 3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역대 이사장

KORDI

이재철 초대

1990.6.1~1996.4.28

·감사원 감사위원

·과학기술처 차관

·교통부 차관

·인하대학교 총장

·중앙대학교 총장

이정오 2대

1996.4.29~1996.11.30

·한국과학기술연구소장

·과학기술처 장관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한국과학기술원장

조경식 3대

1996.11.30~1999.3.14

·해운항만청장

·농림수산부 장관

·환경처 장관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주」1999.3월 이후는 연구회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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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임기 (퇴임일)

감사 상임) 이윤도 90.11.12 ~ 95.01.19 (95.01.19)

감사 (상임) 차주호 95.01.20 ~ 97.01.19 (97.01.19)

감사 (비상임) 하종근 97.01.20 ~ 99.01.29 (99.01.29)

감사 (비상임) 허남 99.09.10 ~ 02.09.09 (02.09.09)

감사 (비상임) 박규석 02.09.10 ~ 05.12.11 (05.12.11)

감사 (상임) 박래군 05.12.12 ~ 08.12.11 (08.06.23)

감사 (상임) 박현수 08.10.01 ~ 11.09.30 (11.09.30)

역대 감사

감사(현)

역대 이사장

연구회체제 2
(기초기술연구회, 
2008.2~2012.7)

유희열 4대

이기룡 
2011.12.12 - 현재

·과학기술부 차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사장

민동필 5대 김건 6대

·프랑스 파리 제11대학 물리학 박사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

·�국제 순수 및 응용물리학연맹 한국 
    대표위원

·고려대 학생처장, 입학처장, 대학원장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기후분과 위원장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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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일 이사장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英런던대학교 해양공학박사

한국해양공학회장

국가과학기술(위) 거대기술 전문위원

강정극 당연직 이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佛오를레앙대학교 해양광물자원학 박사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이사

국제해저기구(ISA) 정부대표

고재호 선임직 이사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한국조선협회 회장)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 석사 
한국조선협회장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김덕현 선임직 이사

법부법인 호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한양대학교 법학

여성변호사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노영재 선임직 이사

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교수

(한국해양학회 회장)

美뉴욕주립대학교 물리해양학 박사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기초기술연구회 기관평가위원

민동주 선임직 이사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지구물리학회 이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회

신평식 선임직 이사

여수세계박람회 재단 이사장

英웨일즈대학교 해운교통학 석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한국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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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명단

박춘섭 당연직 이사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서울대학교 무역학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

기획재정부 대변인

김양수 당연직 이사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고려대학교 사학

대통령 비서실 부이사관

마산지방 해양항만청장

이근재 당연직 이사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관

단국대학교 경제학 석사

교과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설추진단장 교과부 대변인

이재완 선임직 이사

(주)세광종합기술단 대표이사

(한국해양기업협회 회장)

佛파리제1대학교 국제교통학 박사

한국연안협회 부회장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

이영활 선임직 이사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英버밍햄대학교 행정학 석사

부산광역시 정책기획실장

부산광역시 미래전략본부장

전준수 선임직 이사

서강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

英웨일즈카디프대학교 국제운송경영학 박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장

현대상선 사외이사

조동호 선임직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통신공학 박사

경희대학교 전사계산공학과 교수

한국 과학기술원 ICC 부총장

허승호 선임직 이사

동아일보 논설위원

서울대학교 경영학

동아일보 부국장

동아일보 부장



Forty Years of 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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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Chronology of Organizational Changes

The history of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dates back to October 

30, 1973, when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set up two subsidiary 

institutes: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Oceans (KRIO) and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KRIS). These two components of KIST were merged on May 15, 1976 into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KRISO), which was granted a juridical personality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and became independent from KIST on November 4, 

1976. About two years later,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Ships and Ocean (KRISO) was split up 

into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KRIS) and the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KORDI), which became reattached to KIST to enhance its functions. 

KORDI became finally independent from KIST on June 1, 1990, under the "National Law on 

Special Research Institutes," which endowed governmental grant, gratuitous conveyance of 

government properties, and governmental support on the Institute's programs of work. 

In 1981, in contrast to KORDI, KRIS was incorporated into the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KIMM) as the Ship Research Station. In 1999, the Ship Research Station became 

independent from KIMM and changed the name back to KRISO. In the same year, KRISO became 

a branch institute of KORDI. Six years later, KRISO changed its name to the Maritime and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MOERI). 

The most recent organizational reshuffling took place on July 1, 2012. KORDI changed its name to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under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Act." Also, governmental jurisdiction over KIOST has been transferred 

from the former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to the recently revived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2. Staff and Budget 

KIOST has grown rapidly in terms of personnel and budget. This is evident from having 8 

employees, when it began as part of KIST, to 473 permanent employees (265 with Ph.D.) and over 

700 full-time contract employees as of 2013. 

KIOST's annual budget has jumped from US$ 0.1 million, as requested in 1973 and US$ 15 million 

appropriated for the year of 1990, to US$ 100 million in 2003 and US$ 200 million in 2012. This 

sharp increase reflects national attention to the potential of th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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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earch Achievements 

KIOST was originally mandated for developing a basic understanding of coastal and oceanic 

properties,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acquired knowledge to industrial technologies, the study 

of laws and policies relating to the ocean and polar sciences, the advanced education in ocean 

sciences. The institute also has been focusing on public outreach, developing and maintaining 

the accuracy of oceanographic instruments,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oceanographic 

infrastructure, research collaborations and partnerships with other organizations in the field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around the world. In 1999, across-the-board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transferred KRISO from KIMM to KORDI. KIOST began developing 

technologies for maritime safety and transportation systems during these changes. 

Most of KIOST's research activities fall into three major categories according to the source of 

funding and the project objectives: government-funded in-house researches for preemptively 

developing state-of-art technologies; governmental R&D programs commissioned to enhanc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prepare for emerging markets; and research services to address 

national agendas and to provide public services related to the ocean. 

In its early years, from 1973 to 1982, at the time of the national R&D program's launch, KIOST, 

along with other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at the time, relied on service contracts, 

which accounted for about 74.3% of its revenue. During this decade, Korea was in the middle 

of constructing an industrial infrastructure, including harbors, piers and power plants along the 

coasts. Thus, KIOST's responsibilities extended to the coastline, including the basic data gathering 

on top of other investigations. Most of the principal clients were state-invested or funded utility 

companies, which requested informatio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seas near coastal power plants 

or about the optimal location for underwater cables. The construction of coastal power plants was a 

major source of increasing revenue until the mid-1990s. 

The MOST’s national R&D programs since 1980s significantly have contributed to 

accomplishments of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Meanwhile, the grant-supported in-

house research projects between 1985 and 1996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cubating researchers' 

capacities and their fresh ideas to form the driving force for national R&D projects. During this 

decade, the average budget of research projects reached US$ 53,000, allowing KIOST to expand its 

scope to the Antarctic Ocean and the Pacific seabed. 

The publication of the Oceanographic Atlas of Korean Waters, which begun as a national R&D 

project in 1982, successfully yielded a map of the southern part of the western sea of Korea in 

1987 and a map of the southern sea of Korea in 1993. In 1996, a marine environmental map, which 

illustrated the physical, chemical, biological, geological and geophysical properties of as well as 

seasonal changes in the Korean waters, was finally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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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velopment plan for mining deep-sea mineral resources began in 1984, but it was suspended 

due to the delayed ratification proces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s (UNCLOS). 

The underwater mining research project was relaunched in 1990. The national R&D program also 

supported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living marine resources, including aquaculture. By the 

early 1990s, KIOST was ready to transfer the marine ranching technology to the fishing industries. 

The establishment of the Antarctic King Sejong Research Station in 1988 indicated the beginning 

of polar research. The first half of the 1990s can be characterized by Antarctic studies, development 

of underwater mining technology, integrated oceanic observing system, evaluation of damages by 

coastal development, technology transfer for marine ranching, water-cooling for power plants, and 

the IBRD-financed development of underwater vehicles to explore deeper into the ocean. The R/V 

Eardo and R/V Onnuri were commissioned in 1991 and 1992, respectively. During this period, the 

average budget for a single project reached approximately US$ 62,000. 

The Ministry of Energy and Resources and MOST also joined a research on underwater mining by 

focusing on investigation of the sea above the mining area and development of mining equipment, 

respectively. This division in underwater mining R&D programs continued until 2001, when 

the former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OMAF) finally took over all research 

regarding underwater mining.

The first phase (1990 to 1992) of integrated ocean observing system laid a technological foundation 

for the observation network and the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The station was completed in 

2003, and began to gather and distribute data. 

In 1995, sporadic and individual studies on the Yellow Sea were combined as a national R&D 

project called the “Integrated Yellow Sea Survey and Research Project.” In the same year, a 

marine ranching project began based on available knowledge and technologies for the fish-stock 

enhancement and cultivation. The project focused on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marine living 

resources in an environment-friendly manner, aiming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s from 

overcrowded fish-farming practices.

Since the 1990s, the public awareness on the environment has been rising remarkably and disputes 

among stakeholders around coastal development were frequent. In response,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s initiative for marin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pollution alleviating 

technologies was included in the pan-ministerial G7 program, which extended to 10 years from 

1992. During this decade, KIOST was busy providing data and scientific evidences for damage 

assessements.

In 1996, MOMAF was established to address the ocean-related R&D projects, including the deep-

sea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 which was previously managed by the 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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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OMAF’s R&D projects mainly focused on marine resources 

development, environment-friendly harbor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arine environmental 

studies. These projects were implemented through government-funded programs by KIOST and the 

National Research Laboratory (NRL). Although this change resulted in increment of research funds 

and diversification of research scopes, it also led to decreased funding from MOST.

The year 2008 was celebrated with the acquisition of the exclusive right to explore and exploit 

hydrothermal deposits in a 20,000㎢ lot in Tongan EEZ where a vein of 9,000,000 tons of ore 

was dormant. Studies in this area were also conduciv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plate tectonics, 

marine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 discovery of new useful substances. 

Drs. Jong Seong Kug and Sang-wook Yeh's 2009 paper published in Nature proved a causal 

relation between the global warming and the frequent occurrence of a new type of El Niños, 

enhancing KIOST's institutional prestige. The analysis of the global climate system model adopted 

in the IPCC's Fourth Assessment Report, the comparison of CO2-caused global warming scenario 

experiments, and the current climate simulation proved the possibility of a higher frequency of new 

type of El Niños. These findings provided a prediction for global warming effect on the equatorial 

regions. 

In 2010, after 9 years of research, a marine biotechnology team led by Dr. Sung-gyun Kang 

discovered archaea inhabiting in 70-90℃ of hot waters around hydrothermal vents, 1,650m 

underneath the Pacific Ocean, producing hydrogen. This triumph, recognized by the Nature, 

held a special meaning in the sense that all processes, from the collection of samples to the 

analysis of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house. KIOST's own R/V Onnuri gathered NA1 from 

hydrothermal vents in Papua New Guinea. The MLTM-funded group for studying the molecular 

genetics of marine and extreme organisms conducted the germiculture and the genome analysis. 

The world's first geostationary ocean color observation satellite (GOCI), christened Chollian, was 

launched in June 2010 to observe a 2,500㎞-by-2,500㎞ area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t 

transmits photos 8 times a day with a 500m-by-500m resolution. Its life-span is 7.7 years. GOCI, in 

contrast to a polar orbit satellite, has the merit of the real-time observation. 

MOERI has been lead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maritime industries and public welfare, including the shipbuilding industry, underwater mining 

equipment, maritime transportation, navigational safety,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and 

scientific supports for the Republic of Korea Navy. 

MOERI is renowned as one of the world’s leading institutes in the field of performance testing 

for ships and offshore plants. Performance and design tests for 1,500 ships, 1,100 propellers, 

200 ocean engineering basins as well as offshore plant efficiency evaluation were carried out so 

far. This leadership is revealed by its certification of international-level quality of towing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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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test and its active participation in Executive Committee, Advisory Committee, and 

Technology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ITTC). MOERI also covers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submersibles, ocean energy, CO2 capture and storage, and 

underwater mineral collecting robots. Successfully developed technologies, such as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system, autonomous unmanned submersible, offshore plants, and motion 

characteristic reappearance technology, were transferred to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Additionally presentable accomplishments were a design of safe and efficient harbors and routes, 

a clarification mechanism for the cause of maritime accident, a navigation simulator, a GNSS-

based seaborne traffic infrastructure, training and education for prevention of or preparation against 

marine pollutants, technical supports to sea rescue, a regionally cooperative framework against 

the oil spill called MERRAC within the context of the UNEP's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and the Deep-Sea Water Application Research Center in Gosung, Korea. 

KIOST is currently promoting research areas in marine environment conservation, marine resources 

development, on the basis that the ocean is a part of the earth system, as well as substantive and 

efficient use of the ocean spac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KIOST is also taking 

the lead in preparing man-made tidal flats and alternative swamps, technologies to collect and 

dispose marine litters, and an assessment of pollutants' impact on the coastal environment. When 

it comes to marine resources, the Marine Biotechnology Research Division is in search of useful 

substances and genetic resources from marine organisms while the Deep-Sea and Seabed Resources 

Research Division has secured a manganese and nickel mining lots in the middle of the northeast 

Pacific Ocean. 

Currently, deep-sea water conversion and desalination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by 

KIOST to prepare against water shortages. Also, more efficient tidal and wave power generation 

technology, combined with offshore wind-farms, are being pursued. Studies and observations on 

the wat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e open oceans, and the Antarctic and Arctic oceans 

are being conducted in order to understand and predict changes in the ocean. The development of a 

6000m-class submersible, WIG crafts and hovercrafts have led to better use of the ocean space. 

4. Development Goal 2020 

KIOST aims to focus on four areas: 1) Enhance national capacity in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to lead the new ocean era; 2) Establish a world class research centers based on outstanding research 

capacity and productivity; 3) Conduct large scale research projects on the ocean, the polar region 

and the deep sea; and 4) Play a role as a global hub for ocean research. 

Also, KIOST will closely work with industries and universities to seek new opportunitie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on research capacity accumulated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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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st 40 years. In this regard, a systematic cooperation platform among industries,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will be organized. The platform will provide research vessels, facilities and 

oceanographic equipment, etc..

KIOST will nurture outstanding professional manpower by providing post-doctoral scholarships 

and joint Master's and Doctoral degree programs in collaboration with renowned oceanographic 

universities. KIOST is making an effort to seek both outstanding ocean scientists and professors 

around the world to secure excellent manpower as well as ensure enhancement of research capacity. 

KIOST will focus on supporting KIOST scientists through the 'Career Path' program, which will 

guide them to become world-class ocean experts.

KIOST will continuously step forward to become a world-class ocean research institute, writing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where mankind and the ocean can 

coexist in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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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UMMARY

Research Outcomes

Research Project Areas

Internationalization & 

Expert Training

Institutional Scope

��•�Provided�solution�to�national�and�social�issues�through�multidisciplinary�convergence�research
•�Secured�a�world�class�cutting-edge�ocean�science�technology�capacity�(established�20�centers�of�excellence)

•�Operates�a�global�scale�program�focusing�on�the�ocean,�polar�regions�and�the�deep-sea
•�Develops�core�technologies�to�create�new�marine�industries

•�Plays�a�pivotal�role�in�a�global�ocean�research�(established�8�international�research�stations�and�labs)
•�Produces�over�30�Master’s�and�Doctor’s�degree�holders�through�a�joint�degree�program�each�year

•�Aims�to�hire�1,100�full-time�personnel�and�increase�the�annual�budget�to�700�billion�KRW
•��Aims�to�establish�a�‘research-education�convergence’�infrastructure�consisting�of�facilities,�equipment,�and��world�
class�research�vessel

As of 2011 2012-2016 2017-2020

■     572�Permanent�employees
■Annual�budget:�280�billion�KRW
■3�International�research�stations
■5�Research�center�of�excellence�

Global-scale�Ocean�Research�Institution
Cooperation�Platform�for�

Industries-Academia-�Research�Institutes�
Prospective�Ocean�Experts�

Training�Center

■     800�Permanent�employees�
■Annual�budget:�400�billion�KRW
■5�International�research�stations�
■10�Research�center�of�excellence

■�����1,100�Permanent�employees�
■�Annual�budget:�700�billion�KRW
■8�International�research�stations�
■20�Research�center�of�excellence

Including�KO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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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나이 40이면 불혹.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40년사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흔들림이 적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40년사를 만들기 위해 애쓴 결과라 생각된다. 누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면 “어, 그거 좋은데!” 금방 귀가 솔깃해진 

탓이리라. 

『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를 발간할 때의 일이 생각난다.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10년이 흐른 

후 『한국해양연구원 30년사』를 다시 보니 유행이 바뀌어서인지 디자인이 덜 세련되어 보인다. 편찬위원으로 참여했

던 분들 중 거의 반 수 이상은 정년퇴직을 하였다. 이제 10년 후 50년사를 만들 때가 되면 지금의 편찬위원 중 거의 대

부분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0년사』가 후배들에게 그동안의 역사를 전해

줄 거라는 생각에 여간 신경이 쓰였던 것이 아니다. 40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일 가운데서 

어떤 것을 수록해야 할지, 목차와 디자인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놓고 고민이 깊었다. 뿐만 아니라 초안이 완성되

고 나서도 누락된 것은 없는지 신경이 쓰였다. 그나마 30년사에 지난 발자취가 잘 정리되어 있어 많이 참고되었다. 30

년사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성장·발전사를 1980년대 성장기, 1990년대 발전기, 그리고 그 이후 도약기로 나

누어 정리하였으나, 40년사에서는 연구원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시

대 (1973~1990년), 한국해양연구소 시대(1990~2000년), 한국해양연구원 시대(2001~2012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대 

(2012년~)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앞만 보고 달려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간 적지 않은 변화와 시련,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며 정말 믿음직한 연구

기관으로 우뚝 섰다. 정작 연구원에 몸담고 있어서 잘 느끼지 못했지만, 40년사를 만들며 꼼꼼하게 돌아보니 정말 자

랑할 만한 일이 많았다. 초창기 신생 기관 시절 높은 파도를 잘 헤쳐나간 선배님들과 좋은 연구결과로 화답한 후배들

이 만든 공동작품이 바로 지금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아닌가 싶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다시 직장에 들어간다면 어

디를 택하겠느냐고 묻는다면 서슴치 않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요.”라고 답할 것이다.

 

40년사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편찬위원 분들은 물론이고 각 부서에서 바쁜 틈을 내서 참고자료

를 찾고 제출해 주신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회사 홍보책자를 만든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해준 디자인인트

로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이 고생했지만, 해양과학도서관 최형태, 조정현 두 분이 특히 많은 

애를 썼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향후 부산으로 이전하여 더 힘찬 도약의 길을 걸을 것이다. 50년사에는 더욱 자랑스러운 이야기

들이 넘쳐나길 바란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바다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

대한다.

2013. 10

편찬위원장 김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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