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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Nino events, the warm phase of the El Nino/Southern Oscillation (ENSO), are known to affect other 
tropical ocean basins through teleconnection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ounting evidences that 
temperature variability in the Atlantic Ocean may also influence ENSO variability. Here we use reanalysis 
data and general circulation models to show that sea surface temperature (SST) anomalies in the North 
Tropical Atlantic during the boreal spring can serve as a trigger for ENSO events. We identify a subtropical 
teleconnection in which North Tropical Atlantic warming can induce a low-level cyclonic atmospheric flow 
over the eastern Pacific that in turn produces a low- level anticyclonic flow over the western Pacific during 
the following months, cooling the equatorial Pacific through the easterlies over the equatorial western 
Pacific. Especially, this process seems to favor the development of a warm pool El Nino event with a centre 
of action located in the central Pacific, rather than the canonical event. We suggest that the identification 
of temperature anomalies in the North Tropical Atlantic could help to forecast the development of different 
types of El Nino events.ty in the Atlantic Ocean may also influence ENSO variability. Here we use reanalysis 
data and general circulation models 
to show that sea surface temperature 
(SST) anomalies in the North Tropical 
Atlantic during the boreal spring 
can serve as a trigger for ENSO 
events. We identify a subtropical 
teleconnection in which North 
Tropical Atlantic warming can induce 
a low-level cyclonic atmospheric flow 
over the eastern Pacific that in turn 
produces a low- level anticyclonic 
flow over the western Pacific during 
the following months, cooling the 
equatorial Pacif ic through the 
easterlies over the equatorial western 
Pacific. Especially, this process 
seems to favor the development of a 
warm pool El Nino event with a centre 
of action located in the central Pacific, 
rather tha 

Nature Geoscience 
doi : 10.1038/NCLIMATE1785

Water Research
doi : 10.1016/j.watres.2012.10.050

Kim, MoonKoo
Oil & POP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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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im@kiost.ac

In December 2007, the oil tanker Hebei Spirit released approximately 12,547,000 liters of 
crude oil off the west coast of Korea, impacting more than 375 km of coastline. The seawater TPH 
concentrations immediately after the spill ranged from 1.5 to 7,310 µg/L, with an average of 732 µg/
L. The concentrations appeared to decrease drastically to 2.0 – 224 µg/L in one month after the spill. 
The TPH concentrations in seawater fluctuated with time thereafter because of the remobilization 
of oil by continuing shoreline cleanup activities and subsequent wave/tidal actions. Seawater TPH 
concentrations were much higher during high tide than during low tide due to the resuspension 
of stranded oil .  The 
variation of TPH levels in 
seawater also matched 
the spring-neap tidal 
c y c l e  i n  t h e  s t u d y 
areas for the first three 
weeks of  the study. 
Comparisons of  the 
gas chromatograms of 
the seawater with the 
water accommodated 
fraction and the cargo 
o i l  i n d i c a t e d  t h a t 
seawater samples were 
contaminated mainly by 
the dispersed droplets 
of spilled oil. One year 
of monitoring revealed 
that the oil content in 
seawater had clearly 
d e c r e a s e d  a t  m o s t 
sites, although some 
regional fluctuations of 
oil contamination were 
noted until June 2008.

P   etroleum hydrocarbon contaminations in the 
intertidal seawater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 Effect of tidal cycle on the TPH concentrations 

and the  chromatographic characterization of seawater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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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lationship between TPH in seawater and the spring-neap tidal cycle at Mallipo and 
Gurumpo. Higher TPH concentrations were usually noticed at higher water levels.

R ole of Atlantic SST on E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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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ompares the dynamic coupled behavior of floating structure and mooring system in time 
domain using two numerical methods for the mooring lines such as the linear spring method and the 
nonlinear FEM (Finite Element Method). In the linear spring method, hydrodynamic coefficients and forces 
on the floating body are calculated using BEM (Boundary Element Method) and the time domain equation 
is derived using convolution. The coupled solution is obtained by simply adding the pre-determined spring 
constants of the mooring lines into the floating body equation. In FEM, the minimum energy principle is 
applied to formulate the nonlinear dynamic equation of mooring system with a discrete numerical model. 
Ground contact model and Morison formula for drag forces are also included in the formulation. The 
coupled solution is obtained by iteratively solving the floating body equation and the FEM equation of the 
mooring system. Two example structures such as weathervane ship and semi-submersible structure are 
analyzed using linear spring and nonlinear FEM methods and the difference of those two methods are 
presented. By analyzing the cases with or without surge-pitch or sway-roll coupling stiffness of mooring 
lines in the linear spring method, the effect of coupling stiffness of the mooring system is also discussed.
e linear spring method, hydrodynamic coefficients and forces on the floating body are calculated using 
BEM (Boundary Element Method) and the time domain equation is derived using convolution. The coupled 
solution is obtained by simply adding the pre-determined spring constants of the mooring lines into the 
floating body equation. In FEM, the minimum energy principle is applied to formulate the nonlinear dynamic 
equation of mooring system with a discrete numerical model. Ground contact model and Morison formula 
for drag forces are also included in the formulation. The coupled solution is obtained by iteratively solving 
the floating body equation and the FEM 
equation of the mooring system. Two 
example structures such as weathervane 
ship and semi-submersible structure are 
analyzed using linear spring and nonlinear 
FEM methods and the difference of those 
two methods are presented. By analyzing 
the cases with or without surge-pitch or 
sway-roll coupling stiffness of mooring 
lines in the linear spring method, the 
effect of coupling stiffness of the mooring 
system is also discussed.

Comparison of linear spring and nonlinear FEM 
methods in dynamic coupled analysis of floating 
structure and mooring system

(Figure 2) 
Comparison of GC/FID chromatograms of seawater extracts with those of Iranian heavy crude oil and its water 
accommodated fraction (WAF). Chromatograms of seawater extracts were similar to that of cargo oil - not to WAF 
- indicating that seawater samples were contaminated mainly by the dispersed droplets of spilled oil. Weathering 
of oil in seawater was also monitored by the compositional changes of n-alkanes. x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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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 of nearshore animals to hypoxic, low pH waters upwelled from below the continental 
shelf and advected near the coast may be stressful to marine organisms and lead to impaired 
physiological performance. We mimicked upwelling conditions in the laboratory and tested the effect 
of fluctuating exposure to water with low pH and/or low oxygen levels on the mortality and growth 
of juvenile red abalone (Haliotis rufescens, shell length 5-10mm). Mortality rates of juvenile abalone 
exposed to low pH (7.5, total scale) and low O2 (40% saturation, 5 mg l-1) conditions for periods of 3 
to 6 hours every 3-5 days over 2 weeks did not differ from those exposed to control conditions (O2: 
100% saturation, 12 mg l-1 pH 8.0). However, when exposure was extended to 24 h, twice over a 15 
day period, juveniles experienced 5-20 % higher mortality in the low oxygen treatments compared 
to control conditions. Growth rates were reduced significantly when juveniles were exposed to low 
oxygen and low pH treatments. Furthermore, individual variation of growth rate increased when 
juveniles were exposed simultaneously to low pH and low O2 condition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rolonged exposure to low oxygen levels is detrimental for the survival of red abalone, whereas pH is 
a crucial factor for their growth. However, the high individual variation in growth rate under low levels 
of both pH and oxygen suggests that cryptic phenotypic plasons in the laboratory and tested the effect 
of fluctuating exposure to water with low pH and/or low oxygen levels on the mortality and growth 
of juvenile red abalone (Haliotis rufescens, shell length 5-10mm). Mortality rates of juvenile abalone 
exposed to low pH (7.5, total scale) and low O2 (40% saturation, 5 mg l-1) conditions for periods of 3 
to 6 hours every 3-5 days over 2 weeks did not differ from those exposed to control conditions (O2: 
100% saturation, 12 mg l-1 pH 8.0). However, when exposure was extended to 24 h, twice over a 15 
day period, juveniles experienced 5-20 % higher mortality in the low oxygen treatments compared 
to control conditions. Growth rates were reduced significantly when juveniles were exposed to low 
oxygen and low pH treatments. Furthermore, individual variation of growth rate increased when 
juveniles were exposed simultaneously to low pH and low O2 condition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rolonged exposure to low oxygen levels is detrimental for the survival of red abalone, whereas pH is 
a crucial factor for their growth. However, the high individual variation in growth rate under low levels 
of both pH and oxygen suggests that cryptic phenotypic plasticity.

The effects of intermittent exposure to low-
pH and low-oxygen conditions on survival and 
growth of juvenile red abalone

(Figure)  Simulation model and analysis results of a floating structure with mooring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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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intermittent exposure to low-
pH and low-oxygen conditions on survival and 
growth of juvenile red abalone

(Figure)  Simulation model and analysis results of a floating structure with mooring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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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Haliotis rufescens.Cumulative mortality (Mean±s.e.) of juveniles abalone after each exposure to control,upwelling,andl ow-oxygen 
treatments.(a) Experiment I.(b) Experiment II. Shaded days represent exposure of abalones to differentt reatments.“Day number” represents the days 
after the exposure treatment.

(a) 

(b)

(Figure 4)

(Figure 3) Haliotis 
rufescens.Daily 
proportional change in 
shell length (Mean±s.e.) of 
juveniles among control, 
upwelling,or low-oxygen 
treatment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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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gnitude of geothermal heating in the East/Japan Sea is about 100mW/m2, twice that of a 
typical abyssal plain. In addition, bottom stratification in the East/Japan Sea is much weaker than that 
typical of the open ocean. Thus, geothermal heating could have more prominent effects in the East/
Japan Sea than in the open ocean, and we tested this hypothesis via numerical modeling. With less 
than 100mW/m2 bottom heat flux, we were able to reproduce bottom mixed layers that are thicker 
than ~1000m as observed. Previously, no numerical model has been successful in reproducing such 
bottom mixedmal heating could have more prominent effects in the East/Japan Sea than in the open 
ocean, and we tested this hypothesis via numerical modeling. With less than 100mW/m2 bottom 
heat flux, we were able to reproduce bottom mixed layers that are thicker than ~1000m as observed. 
Previously, no numerical model has been successful in reproducing such bottom mixed

The effects of geothermal heating on the East/
Japan Sea circulation

(Figure 1)
Thickness of 
bottom mixed 
layer from
(a) noGH, (b) 0.1GH,
(c) 0.5GH, (d) GH,
(e) 2.5GH, and
(f) from the CTD
observations.

Shin, Hee Jae
Global Bioresources 
Research Center
•
shinhj@kiost.ac

Allergic diseases are chronic inflammatory conditions with specific immune and inflammatory 
mechanisms. Scientific interest in understanding the mechanisms and discovering novel agents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allergic disease is increasing. Streptochlorin, a small compound 
derived from marine actinomycete possesses anti-angiogenic and anti-tumor activities. However, 
the anti-allergic effects and underlying mechanisms remain to be elucidated.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streptochlorin on allergic responses in vitro and in vivo. Streptochlorin 
inhibited degranulation and production of tumor necrosis factor-alpha and IL-4 by antigen-stimulated 
mast cells. Streptochlorin also inhibited the phosphorylation of Akt and the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 including p38, ERK, and JNK. Further, streptochlorin reduced the phosphorylation 
of Syk in RBL-2H3 cells and inhibited the activity of Lyn and Fyn. Furthermore, administration of 
streptochlorin suppressed the allergic reactions in both passive cutaneous anaphylaxis reaction 
and 2, 4-dinitrofluorobenzene (DNFB)-induced allergic dermatitis in mice model. Considering the 
data obtained, we report for the first time that streptochlorin possesses anti-allergic properties. The 
underlying mechanism of streptochlorin in exhibiting potent anti-allergic activity might be through the 
inhibition of the Lyn/Fyn and Syk signaling pathways. 

Streptochlorin Suppresses Allergic Dermatitis and 
Mast Cell Activation in Cellular and Mous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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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of the brachyuran crab family, Bythograeidae, are among the most abundant and 
common crabs in vent fields. However, their identification based on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ten leads to incorrect species recognition due to a lack of taxonomic factors and the existence 
of sibling (or cryptic) species. For these reasons, we used DNA barcoding for vent crabs using 
mitochondrial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1 (CO1). However, several nuclear mitochondrial 
pseudogenes (Numts) were amplified from Austinograea alayseae Guinot, 1990, using universal 
primers (Folmer primers). The Numts were characterized in six haplotypes, with 13.58-14.11% 
sequence divergence from A. alayseae, a higher nonsynonymous substitution ratio than true CO1, 
and the formation of an independent clade in bythograeids. In a neighbour-joining tree, the origin of 
the Numts would be expected to incorporate into the nucleus at an ancestral node of Austinograea, 
and they mutated more slowly in the nucleus than CO1 in the mitochondria. This evolutionary process 
may have resulted in the higher binding affinity of Numts for the Folmer primers than CO1. In the 
present study, we performed long PCR for the amplification of CO1 in A. alayseae. We also present 
evidence that Numts can introduce serious ambiguity into DNA barcoding, including overestimating 
the number of species in bythograeids. These results may help in conducting taxonomic studies using 
mitochondrial genes from organisms living in hydrothermal vent fields. 

Nuclear mitochondrial pseudogenes in Austinograea 
alayseae hydrothermal vent crabs (Crustacea: 
Bythograeidae): effects on DNA bar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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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photo of the family Bythograeidae 
(Austinograea alayseae or Gandalfus 
puia ) were taken with a HD camera 
and video mounted on the remotely 
o p e r a t e d  v e h i c l e  ‘ R O P O S ’  i n 
hydrothermal vent fields at Tofua 
Arc during the research cruise for 
the project ‘Exploration of Seafloor 
Hydrothermal Deposits in Tongan 
Waters by Korea’ in Feb. 2012. In the 
photo, the distance between two green-
colored laser dots indicates 10cm.

(Figure 2) 
Neighbour-joining tree based on the CO1 gene of Bythograidae 
species and Numts of Austinograea alayseae. 
Bootstrap values >50% are given above the nodes. AaNumts 
(01-06) indicate the six haplotypes of A. alayseae Numts.

Lee Kyun-Woo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
kyunu@kiost.ac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ree sizes of polystyrene (PS) microbeads (0.05, 0.5, and 6-µm diameter) 
on the survival, development, and fecundity of the copepod Tigriopus japonicus using acute and chronic 
toxicity tests. T. japonicus ingested and egested all three sizes of PS beads used and exhibited no selective 
feeding when phytoplankton were added. The copepods (nauplius and adult females) survived all sizes of 
PS beads and the various concentrations tested in the acute toxicity test for 96 h. In the two-generation 
chronic toxicity test, 0.05-µm PS beads at a concentration greater than 12.5 µg/mL caused the mortality 
of nauplii and copepodites in the F0 generation and even triggered mortality at a concentration of 1.25 µg/
mL in the next generation. In the 0.5-µm PS bead treatment, despite there being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F0 generation, the 
highest concentration 
(25 µg/mL) induced a 
significant decrease 
in survival compared 
w i t h  t h e  c o n t r o l 
population in the F1 

generation. The 6-µm 
P S  b e a d s  d i d  n o t 
affect the survival of 
T. japonicus over two 
generations. The 0.5- 
and 6-µm PS beads 
caused a significant 
decrease in fecundity 
at all concentra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microplastics 
such as micro- or 
nanosized PS beads 
may have negative 
impacts on marine 
copepods.

Size-dependent effects of micro polystyrene particles 
in the marine copepod Tigriopus japonicus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doi : 10.1021/es401932b

(Figure 1) Fluorescently labeled polystyrene beads of 0.05-µm (A, D), 0.5-µm (B, 
E), and 6-µm (C, F) diameter ingested by Tigriopus japonicus including adults (A, 
B, C) and nauplii (D, E, F) for 24 h. A-1, B-1, and C-1 are fecal pellets egested 
from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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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a lot of oil and HNS spill accidents around Korean Peninsula because Korea is one 
of the biggest world trading countrie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revious oil and HNS spill 
accidents occurred during 1994 through 2005 and made risk matrix to assess the accidents. The 
worst scenarios of future oil and HNS spill accidents are established and the maximum spill amounts 
also are estimated using the previous accidents data and a correlation from IPIECA. The maximum 
spill amounts are estimated as 65,000 tonnes and 10,000 tonnes of oil and HNS, respectively. One 
third of them should be removed using recovery equipment within three days according to National 
Measure Plan. The capability of required recovery equipment can be estimated and then should be 
prepared to mitigate harmful effects of future oil and HNS accidents on human and ecosystems.d 
made risk matrix to assess the accidents. The worst scenarios of future oil and HNS spill accidents 
are established and the 
maximum spill amounts 
also are estimated using 
the previous accidents data 
and a correlation from 
IPIECA. The maximum spill 
amounts are estimated as 
65,000 tonnes and 10,000 
tonnes of oil and HNS, 
respectively. One third of 
them should be removed 
using recovery equipment 
within three days according 
to National Measure Plan. 
The capability of required 
recovery equipment can be 
estimated and then should 
be prepared to mitigate 
harmful effects of future 
oil and HNS accidents on 
human and ecosystems.

Risk assessment and national measure plan on oil 
and HNS spill accidents of Korea

T h e  f r e q u e n c y 
o f  H N S  s p i l l 
accidents with spill 
amounts between 
1994 and 2005.

The worst case scenarios of future oil spill accidents

The worst case scenarios of future HNS spill accidentsThe frequency of oil spill accidents with spill amounts between 1994 an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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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 is the ninth largest CO2 emission country in 2009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To mitigate the effect of CO2 on the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Korea 
should reduce the anthropogenic CO2 emissions from sources such as power plants and iron works. 
CO2 capture and storage (CCS) technology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reduction 
options. This study established the CO2 transport strategies from the sources to sinks for the CCS 
demonstration in Korea. Also the cost estimations were carried out with the CO2 transport strategies. 
The CO2 transport method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the pipelines for both onshore and offshore, 
and a complex concept consisting of a pipeline from the source to coastal terminal (including the 
liquefaction facility on a barge) and a CO2 carrier from the terminal to sink (including the temporary 
storage near offshore sink). Although the present study is now on-going to optimize the CO2 transport 
infrastructure for the offshore CCS in Korea, the preliminary results show the CO2 transport cost 
for the pipeline system is lower than that for the shipping in the present status.issions from sources 
such as power plants and iron works. CO2 capture and storage (CCS) technology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reduction options. This study established the CO2 transport strategies from the 
sources to sinks for the CCS demonstration in Korea. Also the cost estimations were carried out with 
the CO2 transport strategies. The CO2 transport method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the pipelines for 
both onshore and offshore, and a complex concept consisting of a pipeline from the source to coastal 
terminal (including the liquefaction facility on a barge) and a CO2 carrier from the terminal to sink 
(including the temporary storage near offshore sink). Although the present study is now on-going to 
optimize the CO2 transport infrastructure for the offshore CCS in Korea, the preliminary results show 
the CO2 transport cost for the pipeline system is lower than that for the shipping in the present status.

CO2 Transport Strategy and Its Cost Estimation for 
the Offshore CCS in Korea

Applied Energy
doi : 10.1016/j.apenergy.2013.0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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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de oils from different geological formations vary in composition, yet most crude oils contain a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PAH) fraction that would be expected to produce cardiotoxic effects 
in developing fish. To determine whether different crude oils or PAH compositions produce common 
or distinct effects, we used zebrafish embryos to directly compare two crude oils at different states 
of weathering. Iranian heavy crude oil (IHCO) spilled in the Yellow Sea following the 2007 Hebei Spirit 
accident was compared to the intensively studied Alaska North Slope crude oil (ANSCO) using two 
different exposure methods, water-accommodated fractions containing dispersed oil microdroplets 
and oiled gravel effluent. Overall, both crude oils produced a largely overlapping suite of defects, 
marked by the well-known effects of PAH exposure on cardiac function. Specific cardiotoxicity 
phenotypes were nearly identical between the two oils, including impacts on ventricular contractility 
and looping of the cardiac chambers. However, with increased weathering, tissue-specific patterns of 
aryl hydrocarbon receptor
(AHR) activation in the heart changed, with myocardial AHR activation evident when alkyl-PAHs 
dominated the mixture. Our findings suggest that mechanisms of cardiotoxicity may shift from a 
predominantly AHR-independent mode during early weathering to a multiple pathway or synergistic 
mode with prolonged weathering and increased proportions of dissolved alkyl-PAHs. Despite 
continued need for comparisons of crude oils from different sources, the results here indicate that the 
body of knowledge already acquired from studies of ANSCO is directly relevant to understanding the 
impacts of other crude
oil spills on the early life history stages of fish.

Geologically distinct crude oils cause a common 
cardiotoxicity syndrome in developing zebrafish

Chemosphere
doi : 10.1016/j.chemosphere.2013.01.019

(Figure 1) Gross morphological effects of exposure to ANSCO or IHCO. Embryos were exposed from 4 hpf 
to 48 hpf and imaged live. (A) Embryo exposed to clean system water used to make HEWAFs. Embryos 
exposed to HEWAFs of ANSCO (B) or IHCO (C). (D) Embryo exposed to clean gravel effluent. (E) Embryo 
exposed to IHCO oiled gravel effluent. Images are representative of 40.60 embryos per treatment. 
Pericardial edema is indicated by arrows (B, C and E) and intracranial hemorrhage is indicated by the white 
arrowhead (E). Scale bars are 1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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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ed to IHCO oiled gravel effluent. Images are representative of 40.60 embryos per treatment. 
Pericardial edema is indicated by arrows (B, C and E) and intracranial hemorrhage is indicated by the white 
arrowhead (E). Scale bars are 1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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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U1 is a unique family VIII carboxylesterase that displays hydrolytic activity towards the amide 
bond of clinically used beta-lactam antibiotics as well as the ester bond of p-nitrophenyl esters. EstU1 
assumes a beta-lactamase-like modular architecture and contains the residues Ser100, Lys103, 
and Tyr218, which correspond to the three catalytic residues (Ser64, Lys67, and Tyr150, respectively) 
of class C beta-lactamases. The structure of the EstU1/cephalothin complex demonstrates that 
the active site of EstU1 is not ideally tailored to perform an efficient deacylation reaction during the 
hydrolysis of beta-lactam antibiotics. This result explains the weak beta-lactamase activity of EstU1 
compared with class C beta-lactamases. Finally, structural and sequential comparison of EstU1 with 
other family VIII carboxylesterases elucidates an operative molecular strategy used by family VIII 
carboxylesterases to extend their substrate spectrum.

The one-dimensional (1-D) inverse scattering problem (ISP) is to find the local reflectivity function 
of an inhomogeneous medium when the measurement for a known exciting signal at the boundary 
are given. The 1-D continuous ISP can be solved by the Schur algorithm in the discrete-time domain 
using sampled scattering data. The sampling rate of the scattering data should be increased to 
reduce the discretization error, but the complexity of the Schur algorithm is proportional to the square 
of the sampling rate. To improve this trade-off between the complexity and the accuracy, we propose 
a Schur algorithm with the Richardson extrapolation (SARE). The asymptotic expansion of the Schur 
algorithm, necessary for the Richardson extrapolation, is derived in powers of the discretization step, 
which shows that the accuracy order (with respect to the discretization step) of the Schur algorithm 
is 1. The accuracy order of the SARE with the N-step Richardson extrapolation is increased to N + 1 
with comparable complexity to the Schur algorithm. Therefore, the discretization error of the Schur 
algorithm can be decreased in a computationally efficient manner by the SARE.

Structural basis for the beta-lactamase activity of 
EstU1, a family VIII carboxylesterase
Crystal structure of EstU1 Schur Algorithm for Inverse Scattering

Proteins-Structure Function And Bioinformatics
doi : 10.1002/prot.24334

(Figure 1) The normalized reconstruction error of the proposed extended 
Schur algorithm with the Richardson extrapolation (ESARE) is significantly 
decreased as the extrapolation depth N increases in spite of the fixed 
discretization step h, which could never be achieved by any previous 
inverse scattering methods. The normalized reconstruction error for 
h=0.02 is reduced by up to a factor of 30,000.

(Figure 2) This figure illustrates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of the 
Schur algorithm and the proposed ESARE when h=0.02. While the 
complexity of the ESARE is almost stationary in spite of the decrease 
of the discretization error by a factor of 30,000, the complexity growth 
of the Schur algorithm amounts to a factor of 109. The runtime of the 
ESARE is less than one second, but the runtime of the Schur algorithm 
is larger than 18 days for the same performance with the 5-step 
ESARE.

Ieee Transactions On Signal Processing
doi : 10.1109/TSP.2013.225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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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오염

•  본 기술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는 해양 거품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해

양 거품 제거 장치이다.

•  본 기술에 따른 해양 거품 제거 장치는 부유 파이프를 고정하기 위한 브라켓, 거

품의 이동경로와 대응하는 거품제거용 그물망, 거품에 유체를 분사하는 거품 제

거용 분사 유닛으로 구성된다. 또한 본 해양 거품 제거 장치는 거품에 공기나 물

을 유체에 분사하여 제거하고, 그물망을 통과시켜 방대한 거품을 신속하게 제거

할 수 있다.

• 해양플랜트 관련 세계 시장 : 1,949억 달러(2014년)

•  세계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양플랜트 시장은 2010년 1,400

억 달러에서 2020년 3,2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해양플랜트시장 규모는 2011년 257억 달러이며, 이는 일반 상선 등의 선박 

시장 규모인 249억 달러를 능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중국 등 후발경쟁국들이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경쟁이 다각화 될 것으로 사료됨

① 해양에서 발생 된 다량의 거품에 제1 유체를 분사하여 거품을 제거

②  제1 유체에 의하여 제거되지 않은 거품에 적어도 2개의 그물망을 통과시켜 거품 

제거

③ 그물망에 의하여 제거되지 않은 거품에 제2 유체를 분사하여 거품 제거

• 해양거품을 제거하는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규성을 가짐

•  해양경관을 해치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거품을 제거하여 해양 오염 방지

•  세계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전의 평균 수심 

또한 깊어지는 추세임

•  해양플랜트는 용도에 따라 시추용과 생산용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유전개발이 

연안에서 심해로 확대되어 가면서 심해 해양플랜트(Subsea)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기술개요 ] [ 시장규모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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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상면

다량의 해양 거품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제거

거품에 공기 또는 물과 같은 유체를 분사하여 제거

잔류 거품을 그물망을 통과시켜 다시 제거하여 성능 향상

해양에서 발생된 거품에 

제1 유체를 분사
시작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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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력을 가하여 제거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 전망

자료 : Douglas Westwood(2010)

[단위 : 억 달러]

2010년

1,400

2012년

1,652

2014년

 1,949

2016년

2,299

2018년

2,712

2020년

 3,200

개념도

기존의 거품제거 장치(개선 전)

산업화 적용 사례(개선 후)

산업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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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10-1091585

발명자 : 심재설, 김선정, 전인식, 박광순, 김진아

•  본 기술은 파일의 지지력 증가장치로 기존에 쓰이는 원형 단면이 아닌,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여 연안이나 수중 지반에 관입되고, 파일 양쪽에 하나 이상의 날

개부품을 조합함으로써 지반과의 마찰력을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지지력을 증

가시킬 수 있다.

•  지지력 증가에 따라  풍력, 파력 등 외력에 대하여 저항력을 상승시키고, 저비용

에도 회수와 재활용이 용이함에 따라 경제성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  국내 항만 점유율은 285,537톤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 사

용은 전체 강관파일 사용의 20% 점유율, 잔교 등 계류시설은 63.5%에 달하는 

사용률을 보이고 있어 그 수주가 점차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잠제, 해상풍력, 어장 구조물 등의 설치로 그 수요

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본 구조물 지지용 파일의 지지력 증가장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날개부재를 포

함하고,  내제된 고수압의 워터펌프를 사용하여 관입이 용이하도록 주변의 지반

을 무르게 한 후, 파일이 지반에 관입된 상태에서 날개부재가 상향 측방 혹은 하

향 측방으로 펼쳐져 주변 지반과의 마찰력 증가로 파일에 가해지는 외력에 저항 

용이

• 연약지반에 관입된 경우, 외력으로 인하여 정확도 높은 자료 수신이 어려움

• 파일의 단면이 단순하여 지반과의 마찰력이 저하되어 지지력 확보가 어려움

• 외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추가 장비를 제조할 경우, 이로 인한 비용 소모가 심각

•  본 기술은 수중 잠제 및 철제형 이안제로의 적용이 가능하여 파랑 제어 및 침식 

방지용 잠재의 단기간·저비용 설치가 가능하며 파일직경과 간격의 축소가 가

능하고, 신속한 시공방법과 재사용이 가능한 점을 토대로 안정성과 경제성 확

보 가능

•  본 기술 적용이 가능한 지오튜브는 보조, 한시적 시설물이나 저비용, 친환경적인 

장점을 극대화하여 이용률이 확산되고 있으며 연안침식 및 해일 침수 범람에 대

응할 수 있는 연안구조물 적용 가능

•  남·서해안의 모래특성은 점토와 모래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의 해상 구조물 설

치를 하기엔 비 경제적이나, 본 공법을 이용할 경우, 위와 같은 지반의 특성에서

도 충분한 지지력 확보가 가능하며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설치가 가능

•  이 외에도 양식장 어장구조물 설치 및 유지 관리, 현장관측장비, 공사용 커텐식 

방파제, 연안 침식/퇴적 제어 및 유도장치 등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음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 기술동향 ]

파일의 지지력 증가장치 및 그 시공방법

Pile Having Structure For Increasement Of Supporting Power And Construction Mathod Thereof

· 국내 파일 설치 규모 : 4백 만 톤(2010년)

[ 시장규모 ][ 연구개발 현황 ]

[ 대표도 ]

시공방법 및 구조물 지지 파일 신공법

파일 및 구조물 재사용이 용이한 경제적이며 친환경적 공법사용

지지력과 저항력을 향상한 경제적 파일 개발

다양한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파일에 작용하는 지지력의 증가

고압 워터펌프를 통한 관입과 회수 용이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파일의 지지력 증가장치 및 그 시공방법 10-1091585

2 부양 구조물의 보조 계류장치 10-0944243

3 부양 구조물의 계류장치 10-0941621

4 해상용 풍력발전기 설치 방법 및 그 장치 10-1013789

5 연안지역의 해도와 육도의 접합 정밀 지형도 제작방법 10-1018624

6 파랑 관측이 가능한 부이에서의 해수 연직구조 관측장치 10-1025872

7 연안지역 육도-해도 접합 지형도 제작방법 10-1019555

8 부유식 물체용 앵커 회수장치 10-1179733

본 기술의 구성 및 시공과정

국내 강관말뚝(파일) 생산 및 판매량

자료 : 건설산업정보연구원(2011)

[단위 : 톤(좌),백만 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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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강관말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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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10-1091585

발명자 : 심재설, 김선정, 전인식, 박광순, 김진아

•  본 기술은 파일의 지지력 증가장치로 기존에 쓰이는 원형 단면이 아닌,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여 연안이나 수중 지반에 관입되고, 파일 양쪽에 하나 이상의 날

개부품을 조합함으로써 지반과의 마찰력을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지지력을 증

가시킬 수 있다.

•  지지력 증가에 따라  풍력, 파력 등 외력에 대하여 저항력을 상승시키고, 저비용

에도 회수와 재활용이 용이함에 따라 경제성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  국내 항만 점유율은 285,537톤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 사

용은 전체 강관파일 사용의 20% 점유율, 잔교 등 계류시설은 63.5%에 달하는 

사용률을 보이고 있어 그 수주가 점차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잠제, 해상풍력, 어장 구조물 등의 설치로 그 수요

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본 구조물 지지용 파일의 지지력 증가장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날개부재를 포

함하고,  내제된 고수압의 워터펌프를 사용하여 관입이 용이하도록 주변의 지반

을 무르게 한 후, 파일이 지반에 관입된 상태에서 날개부재가 상향 측방 혹은 하

향 측방으로 펼쳐져 주변 지반과의 마찰력 증가로 파일에 가해지는 외력에 저항 

용이

• 연약지반에 관입된 경우, 외력으로 인하여 정확도 높은 자료 수신이 어려움

• 파일의 단면이 단순하여 지반과의 마찰력이 저하되어 지지력 확보가 어려움

• 외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추가 장비를 제조할 경우, 이로 인한 비용 소모가 심각

•  본 기술은 수중 잠제 및 철제형 이안제로의 적용이 가능하여 파랑 제어 및 침식 

방지용 잠재의 단기간·저비용 설치가 가능하며 파일직경과 간격의 축소가 가

능하고, 신속한 시공방법과 재사용이 가능한 점을 토대로 안정성과 경제성 확

보 가능

•  본 기술 적용이 가능한 지오튜브는 보조, 한시적 시설물이나 저비용, 친환경적인 

장점을 극대화하여 이용률이 확산되고 있으며 연안침식 및 해일 침수 범람에 대

응할 수 있는 연안구조물 적용 가능

•  남·서해안의 모래특성은 점토와 모래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의 해상 구조물 설

치를 하기엔 비 경제적이나, 본 공법을 이용할 경우, 위와 같은 지반의 특성에서

도 충분한 지지력 확보가 가능하며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설치가 가능

•  이 외에도 양식장 어장구조물 설치 및 유지 관리, 현장관측장비, 공사용 커텐식 

방파제, 연안 침식/퇴적 제어 및 유도장치 등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음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 기술동향 ]

파일의 지지력 증가장치 및 그 시공방법

Pile Having Structure For Increasement Of Supporting Power And Construction Mathod Thereof

· 국내 파일 설치 규모 : 4백 만 톤(2010년)

[ 시장규모 ][ 연구개발 현황 ]

[ 대표도 ]

시공방법 및 구조물 지지 파일 신공법

파일 및 구조물 재사용이 용이한 경제적이며 친환경적 공법사용

지지력과 저항력을 향상한 경제적 파일 개발

다양한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파일에 작용하는 지지력의 증가

고압 워터펌프를 통한 관입과 회수 용이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파일의 지지력 증가장치 및 그 시공방법 10-1091585

2 부양 구조물의 보조 계류장치 10-0944243

3 부양 구조물의 계류장치 10-0941621

4 해상용 풍력발전기 설치 방법 및 그 장치 10-1013789

5 연안지역의 해도와 육도의 접합 정밀 지형도 제작방법 10-1018624

6 파랑 관측이 가능한 부이에서의 해수 연직구조 관측장치 10-1025872

7 연안지역 육도-해도 접합 지형도 제작방법 10-1019555

8 부유식 물체용 앵커 회수장치 10-1179733

본 기술의 구성 및 시공과정

국내 강관말뚝(파일) 생산 및 판매량

자료 : 건설산업정보연구원(2011)

[단위 : 톤(좌),백만 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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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량        출하액

파일, 강관말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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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4 연구실 규모의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완료

시작품
5 확정된 부품/시스템의 시작품 제작 완료

6 시작품 성능 평가 완료

제품화
7 시작품의 신뢰성 평가 완료

8 시제품의 인증 및 표준화 완료

등록번호 10-1151757

발명자 : 이택견, 박소윤, 황진익, 이우진, 이윤호

•  본 기술은 국내 연안에 서식하는 해파리류를 간단하면서 신속·정확하게 종을 

판별할 수 있는 DNA 칩 및 키트이다.

•  본 기술에 따른 DNA 칩 및 키트는 국내 연안에 서식하는 해파리의 주요종의 염

기서열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제조된 폴리뉴클레오티드 프로브

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본 DNA칩 및 키트를 통해 해당 생물종에 대한 유전자형

을 간단하고 신속·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  해양산업 시장 중 그린에너지와 해양 바이오 시장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식 기반형 미래성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음

•  해양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임

•  세계 해양 바이오 시장규모는 2010년 4조 3,299억 원에서 연평균 12%의 성장세

로 2015년에는 7조 6,29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➊ 해파리류에서 추출한 DNA에 대해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수행하여 PCR 

    산물 획득

➋ PCR 산물을 서열번호 3 내지 서열번호 20 중 하나 이상의 각 DNA 서열과

    동일하거나 그에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각각 포함하는 프로브에 결합

➌ 결합 여부에 따라 상기 해파리류의 종 판별

•  미토콘드리아 DNA 중 COI 유전자를 선택하여 임의의 DNA 서열 완성

•  해파리류 종 판별용 프로브, DNA 칩, 키트를 제작하여 용이하게 판별 가능

•  다량의 시료를 짧은 시간 내에 검사 가능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대한한국 연안 해파리류의 종 판별 방법과 이에 따른 

해파리류의 종 판별용 폴리뉴클레오티드 프로브, DNA 칩 및 키트
Identifying Method of Jellyfish in Coastal Sea of Korea,  Polynucleotide Probe, 
DNA Chip and Kit for Identifying The Same

•  해양 바이오 관련 세계 시장 : 7조 6290억 원(2015년)

[ 시장규모 ]

•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인류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과 제품개발

이 꾸준히 진행중임

•  해양생물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주로 

제약, 건강기능성 식품, 기능성 화장품 제조 기술 개발 비중이 가장 큼

•  그 외에도 에너지, 소재(의료용, 연구용, 산업용), 의료 등 다양한 방면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중임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 대표도 ]

해파리류 종 판별용 DNA칩의 구조

다양한 종류의 해파리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대한한국 연안 해파리류의 종 판별 방법과 이에 따른

해파리류의 종 판별용 폴리뉴클레오티드 프로브, 

ＤＮＡ 칩 및 키트

10-1151757

세계 해양 바이오 시장 전망

자료 : European Science Foundation(2010)

[단위 : 10억 원]

2010년

4,329

2011년

 4,848

2012년

5,430

2013년

6,082

2014년

 6,812

2015년

7,629

마이크로어레이 방법을 통해 분석 시간 단축

간단하고 신속·정확하게 해파리 종 판별 가능

특정한 단염기 다형성 부위를 통해 임의의 DNA 서열 제조

성체 및 유생의 정확한 종 판별 가능

해양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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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4 연구실 규모의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완료

시작품
5 확정된 부품/시스템의 시작품 제작 완료

6 시작품 성능 평가 완료

제품화
7 시작품의 신뢰성 평가 완료

8 시제품의 인증 및 표준화 완료

등록번호 10-1151757

발명자 : 이택견, 박소윤, 황진익, 이우진, 이윤호

•  본 기술은 국내 연안에 서식하는 해파리류를 간단하면서 신속·정확하게 종을 

판별할 수 있는 DNA 칩 및 키트이다.

•  본 기술에 따른 DNA 칩 및 키트는 국내 연안에 서식하는 해파리의 주요종의 염

기서열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제조된 폴리뉴클레오티드 프로브

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본 DNA칩 및 키트를 통해 해당 생물종에 대한 유전자형

을 간단하고 신속·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  해양산업 시장 중 그린에너지와 해양 바이오 시장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식 기반형 미래성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음

•  해양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임

•  세계 해양 바이오 시장규모는 2010년 4조 3,299억 원에서 연평균 12%의 성장세

로 2015년에는 7조 6,29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➊ 해파리류에서 추출한 DNA에 대해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수행하여 PCR 

    산물 획득

➋ PCR 산물을 서열번호 3 내지 서열번호 20 중 하나 이상의 각 DNA 서열과

    동일하거나 그에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각각 포함하는 프로브에 결합

➌ 결합 여부에 따라 상기 해파리류의 종 판별

•  미토콘드리아 DNA 중 COI 유전자를 선택하여 임의의 DNA 서열 완성

•  해파리류 종 판별용 프로브, DNA 칩, 키트를 제작하여 용이하게 판별 가능

•  다량의 시료를 짧은 시간 내에 검사 가능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대한한국 연안 해파리류의 종 판별 방법과 이에 따른 

해파리류의 종 판별용 폴리뉴클레오티드 프로브, DNA 칩 및 키트
Identifying Method of Jellyfish in Coastal Sea of Korea,  Polynucleotide Probe, 
DNA Chip and Kit for Identifying The Same

•  해양 바이오 관련 세계 시장 : 7조 6290억 원(2015년)

[ 시장규모 ]

•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인류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과 제품개발

이 꾸준히 진행중임

•  해양생물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주로 

제약, 건강기능성 식품, 기능성 화장품 제조 기술 개발 비중이 가장 큼

•  그 외에도 에너지, 소재(의료용, 연구용, 산업용), 의료 등 다양한 방면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중임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 대표도 ]

해파리류 종 판별용 DNA칩의 구조

다양한 종류의 해파리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대한한국 연안 해파리류의 종 판별 방법과 이에 따른

해파리류의 종 판별용 폴리뉴클레오티드 프로브, 

ＤＮＡ 칩 및 키트

10-1151757

세계 해양 바이오 시장 전망

자료 : European Science Foundation(2010)

[단위 : 10억 원]

2010년

4,329

2011년

 4,848

2012년

5,430

2013년

6,082

2014년

 6,812

2015년

7,629

마이크로어레이 방법을 통해 분석 시간 단축

간단하고 신속·정확하게 해파리 종 판별 가능

특정한 단염기 다형성 부위를 통해 임의의 DNA 서열 제조

성체 및 유생의 정확한 종 판별 가능

해양바이오



36 KIOST S&T 37No. 6  February  2014

PATENTS PATENTS

등록번호 10-1175256

발명자 : 양찬수

•  본 기술은 해양의 변동을 이해하는데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얼음두

께 측정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  본 측정장치는 실험실 내에서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얼음 하부 바닥면과 상부에 

구비된 장치를 이용하여 전체 얼음 높이에서 각각 측정한 높이를 제외하여 얼음 

두께를 자동으로 측정하며 이로 인해 작업의 표준화, 정량화 및 자동화에 따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기후의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매년 여름철 얼음의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급량 역시 증가하는 추세 

•  단순히 공업용 얼음과 식용 얼음의 소비에서 벗어나 얼음잔이나 얼음 박람회 등 

얼음과 관련된 산업의 종류가 다양화 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해 해빙 조사연구, 강과 호수 등에서의 얼음 강도 조사 등

에서 기술 필요

•  본 얼음두께 측정장치는 얼음 하부의 바닥면에서 부터 얼음 하면까지의 높이를 

측정하는 제 1장치와 얼음 상면까지의 제2 높이를 측정하며 제1 높이 및 제2 높

이 간격 차이를 처리하는 제2 장치로 구성되어 있음

•  위와 같은 구성에 의하여 전체 높이에서 제1 높이와 제2 높이를 제외함으로써, 

얼음 두께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

•  얼음을 타공하는 과정에서 얼음이 갈라지거나 얼음 바닥까지 타공되지 못함

•  시추된 얼음 길이가 실제 얼음 두께보다 적게 시추되기도 하여 오차가 발생함

•  얼음 내에 불순물이 있을 경우 레이저나 음파 등을 사용할 때 측정 어려움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얼음두께 측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얼음두께 측정방법

Method And Apparatus For Measuring The Thickness Of Ice

•  국내 얼음 시장 규모 시장 : 2500 억 원 (2013년)

[ 시장규모 ]

•  지구 온난화에 따라 극지방의 빙하가 녹는 정도에 따른 얼음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인공위성이나 잠수함 등을 활용하는 등 기술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

•  기존의 기술들이 가지는 오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초음파, X-Band 등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임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 대표도 ]

얼음두께 측정장치 구성

얼음두께 측정장치 내의 제1장치 도면

[ 지식재산권 현황 ]

국내 얼음두께 관련 특허 출원 수

자료 : 키프리스(2013), 델타텍 재구성

[단위 : 개]

2009년

157

2010년

169

2011년

256

2012년

363

2013년

469

얼음 내 상태에 관계없이 얼음 두께 측정 가능

얼음의 손상을 방지하고 오차를 최소화

정밀모터와 로프를 사용하여 얼음의 손상 방지

각 장치와 얼음과의 거리를 전체 높이에서 제외하여 오차를 최소화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얼음두께 측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얼음두께 측정방법 10-1175256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밀착부

제2장치

얼음

제
2
높
이

제
1
높
이

전
체
높
이

바닥면 제1장치

수조

예인 레일

센서

제1측정부

정밀보정모터

로프

구동모터

정밀보정모터

제어부

전송부

두께 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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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10-1175256

발명자 : 양찬수

•  본 기술은 해양의 변동을 이해하는데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얼음두

께 측정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  본 측정장치는 실험실 내에서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얼음 하부 바닥면과 상부에 

구비된 장치를 이용하여 전체 얼음 높이에서 각각 측정한 높이를 제외하여 얼음 

두께를 자동으로 측정하며 이로 인해 작업의 표준화, 정량화 및 자동화에 따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기후의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매년 여름철 얼음의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급량 역시 증가하는 추세 

•  단순히 공업용 얼음과 식용 얼음의 소비에서 벗어나 얼음잔이나 얼음 박람회 등 

얼음과 관련된 산업의 종류가 다양화 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해 해빙 조사연구, 강과 호수 등에서의 얼음 강도 조사 등

에서 기술 필요

•  본 얼음두께 측정장치는 얼음 하부의 바닥면에서 부터 얼음 하면까지의 높이를 

측정하는 제 1장치와 얼음 상면까지의 제2 높이를 측정하며 제1 높이 및 제2 높

이 간격 차이를 처리하는 제2 장치로 구성되어 있음

•  위와 같은 구성에 의하여 전체 높이에서 제1 높이와 제2 높이를 제외함으로써, 

얼음 두께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

•  얼음을 타공하는 과정에서 얼음이 갈라지거나 얼음 바닥까지 타공되지 못함

•  시추된 얼음 길이가 실제 얼음 두께보다 적게 시추되기도 하여 오차가 발생함

•  얼음 내에 불순물이 있을 경우 레이저나 음파 등을 사용할 때 측정 어려움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얼음두께 측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얼음두께 측정방법

Method And Apparatus For Measuring The Thickness Of Ice

•  국내 얼음 시장 규모 시장 : 2500 억 원 (2013년)

[ 시장규모 ]

•  지구 온난화에 따라 극지방의 빙하가 녹는 정도에 따른 얼음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인공위성이나 잠수함 등을 활용하는 등 기술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

•  기존의 기술들이 가지는 오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초음파, X-Band 등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임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 대표도 ]

얼음두께 측정장치 구성

얼음두께 측정장치 내의 제1장치 도면

[ 지식재산권 현황 ]

국내 얼음두께 관련 특허 출원 수

자료 : 키프리스(2013), 델타텍 재구성

[단위 : 개]

2009년

157

2010년

169

2011년

256

2012년

363

2013년

469

얼음 내 상태에 관계없이 얼음 두께 측정 가능

얼음의 손상을 방지하고 오차를 최소화

정밀모터와 로프를 사용하여 얼음의 손상 방지

각 장치와 얼음과의 거리를 전체 높이에서 제외하여 오차를 최소화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얼음두께 측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얼음두께 측정방법 10-1175256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밀착부

제2장치

얼음

제
2
높
이

제
1
높
이

전
체
높
이

바닥면 제1장치

수조

예인 레일

센서

제1측정부

정밀보정모터

로프

구동모터

정밀보정모터

제어부

전송부

두께 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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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4 연구실 규모의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완료

등록번호 10-1203920

발명자 :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김상진, 권개경, 차선신, 전정호,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조요나, 노태옥, 정인순

•  본 기술은 고온의 환경에서도 활성을 갖는 고호열성 Thermococcus spp.의 포

스파타제로, 주로  진정세균류와 유리아케오타 등 고온성 생물로부터 얻을 수 

있다. 

•  본 포스파타제는 서열번호 6의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60°C 이상의 

온도에서도 불활성화되지 않을 정도로 고온에서도 열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유전

자 분석에 용이하게 사용된다. 

•  세계 DNA 진단검사 시장 규모는 2012년 173억 달러에서 2013년 205억 달러, 이

후, 12.6%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2018년에는 365억 달러의 규모에 달할 것으

로 예상됨

•  세계 DNA 진단검사 시장 중에서 중합효소 연쇄반응 관련 진단검사 시장은 2012

년 83억 달러 규모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포스파타제 암호화 유전자의 클로닝 및 재조합 효소의 발현 실시예는 아래와 같다.

➊ 균주 및 성장 조건

➋ DNA 조작 및 서열분석

➌ 포스파타제 암호화 유전자의 클로닝 및 발현

➍ TNA1 포스파타제 암호화 유전자들의 일차 구조 및 재조합 효소들의 발현

➎ 포스파타제 활성 측정방법

➏ TNA1 포스파타제들의 생화학적 특성 분석

•  다른 효소들의 경우, 고온의 환경에서 보통 활성을 갖지 않으므로, 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음

•  특정 단백질이나 DNA 대상체를 검출하기 위한 용도로 널리 활용되기 어려움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서열번호 6의 포스파타제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Phosphatase of Sequence Number 6 and Genes Encoding it

• 세계 DNA 진단검사 시장 규모 : 365억 달러(2018년)

[ 시장규모 ]

•  분자진단 기술의 핵심은 유전자증폭 기술로 일반 PCR 및 실시간 PCR 방법으로 

나뉘며, 다수의 병원체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Real-Time PCR 사용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

[ 기술동향 ][ 연구개발 현황 ]

재조합 His6-Tagged TNA1 포스파타제의 SDS-PAGE

분자진단기술 Trend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서열번호 6의 포스파타제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10-1203920

2 ＤＮΑ 중합효소 활성 증가 단백질 및 이를 암호화 하는 유전자 10-0825279

3 고호열성 디유티피아제 및 이의 제조방법 10-0777228

4
광학선택적 에폭사이드 가수분해효소 및 이를 이용한 광학순도 

에폭사이드의 제조방법
10-0803093

5 암에 대한 바이오마커 및 이를 이용한 암 진단 10-1270944

6 고호열성 카르복시펩티다아제 효소 및 이의 제조방법 10-0770664

7
고호열성 신균주 ＫＣＴＣ 10859ＢＰ 및 이로부터 생산되는

고호열성 아밀라아제
10-0757280

8 고호열성 메티오닐아미노펩티다아제 효소 및 이의 제조방법 10-0757279

9 고호열성 아미노펩티다아제 Ｐ 효소 및 이의 제조방법 10-0757278

10 고호열성 리가아제 효소 및 이의 제조방법 10-0757277

11

오플록사신 에스테르에 대한 광학선택적 에스터라아제,

이를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및 이를 이용하여 레보플록사

신을 제조하는 방법

10-0714374

12

옥플록사신 에스테르에 대한 광학선택적 리파제, 이를암호화하

는 뉴클레오타이드 및 이를 이용하여레보플록사신을 제조하는 

방법

10-0644924

포름산염이나 녹말이 첨가된 배지를 사용할 경우, 생산 효율 증가

고온에서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유전자 분석 시 용이

60°C 이상의 온도에서도 불활성화되지 않음

항체 등에 붙여져 ELISA나 IHC, Western blot 등 각종 검출실험에 이용

[ 대표도 ]

OD650nm-포스페이트 농도 간의 표준곡선 세계 DNA 진단검사 시장 규모

자료 : 글로벌인포메이션(2013), 델타텍 재구성

[단위 : 억 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73.0
205.0

237.0

269.0
301.0

333.0

365.0

CAGR : 12.6%

유전자 분석, DNA, 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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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4 연구실 규모의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완료

등록번호 10-1203920

발명자 :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김상진, 권개경, 차선신, 전정호, 김윤재, 배승섭, 임재규, 조요나, 노태옥, 정인순

•  본 기술은 고온의 환경에서도 활성을 갖는 고호열성 Thermococcus spp.의 포

스파타제로, 주로  진정세균류와 유리아케오타 등 고온성 생물로부터 얻을 수 

있다. 

•  본 포스파타제는 서열번호 6의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60°C 이상의 

온도에서도 불활성화되지 않을 정도로 고온에서도 열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유전

자 분석에 용이하게 사용된다. 

•  세계 DNA 진단검사 시장 규모는 2012년 173억 달러에서 2013년 205억 달러, 이

후, 12.6%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2018년에는 365억 달러의 규모에 달할 것으

로 예상됨

•  세계 DNA 진단검사 시장 중에서 중합효소 연쇄반응 관련 진단검사 시장은 2012

년 83억 달러 규모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포스파타제 암호화 유전자의 클로닝 및 재조합 효소의 발현 실시예는 아래와 같다.

➊ 균주 및 성장 조건

➋ DNA 조작 및 서열분석

➌ 포스파타제 암호화 유전자의 클로닝 및 발현

➍ TNA1 포스파타제 암호화 유전자들의 일차 구조 및 재조합 효소들의 발현

➎ 포스파타제 활성 측정방법

➏ TNA1 포스파타제들의 생화학적 특성 분석

•  다른 효소들의 경우, 고온의 환경에서 보통 활성을 갖지 않으므로, 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음

•  특정 단백질이나 DNA 대상체를 검출하기 위한 용도로 널리 활용되기 어려움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서열번호 6의 포스파타제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Phosphatase of Sequence Number 6 and Genes Encoding it

• 세계 DNA 진단검사 시장 규모 : 365억 달러(2018년)

[ 시장규모 ]

•  분자진단 기술의 핵심은 유전자증폭 기술로 일반 PCR 및 실시간 PCR 방법으로 

나뉘며, 다수의 병원체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Real-Time PCR 사용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

[ 기술동향 ][ 연구개발 현황 ]

재조합 His6-Tagged TNA1 포스파타제의 SDS-PAGE

분자진단기술 Trend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서열번호 6의 포스파타제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10-1203920

2 ＤＮΑ 중합효소 활성 증가 단백질 및 이를 암호화 하는 유전자 10-0825279

3 고호열성 디유티피아제 및 이의 제조방법 10-0777228

4
광학선택적 에폭사이드 가수분해효소 및 이를 이용한 광학순도 

에폭사이드의 제조방법
10-0803093

5 암에 대한 바이오마커 및 이를 이용한 암 진단 10-1270944

6 고호열성 카르복시펩티다아제 효소 및 이의 제조방법 10-0770664

7
고호열성 신균주 ＫＣＴＣ 10859ＢＰ 및 이로부터 생산되는

고호열성 아밀라아제
10-0757280

8 고호열성 메티오닐아미노펩티다아제 효소 및 이의 제조방법 10-0757279

9 고호열성 아미노펩티다아제 Ｐ 효소 및 이의 제조방법 10-0757278

10 고호열성 리가아제 효소 및 이의 제조방법 10-0757277

11

오플록사신 에스테르에 대한 광학선택적 에스터라아제,

이를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및 이를 이용하여 레보플록사

신을 제조하는 방법

10-0714374

12

옥플록사신 에스테르에 대한 광학선택적 리파제, 이를암호화하

는 뉴클레오타이드 및 이를 이용하여레보플록사신을 제조하는 

방법

10-0644924

포름산염이나 녹말이 첨가된 배지를 사용할 경우, 생산 효율 증가

고온에서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유전자 분석 시 용이

60°C 이상의 온도에서도 불활성화되지 않음

항체 등에 붙여져 ELISA나 IHC, Western blot 등 각종 검출실험에 이용

[ 대표도 ]

OD650nm-포스페이트 농도 간의 표준곡선 세계 DNA 진단검사 시장 규모

자료 : 글로벌인포메이션(2013), 델타텍 재구성

[단위 : 억 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73.0
205.0

237.0

269.0
301.0

333.0

365.0

CAGR : 12.6%

유전자 분석, DNA, 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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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10-1206361

발명자 : 오상우, 이문진, 최혁진, 이승현, 이승훈

•  본 기술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유출유의 종류와 유출범위를 측정할 수 있으며 

반복 사용이 가능한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이다. 

•  본 기술에 따른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는 △플랫폼, △유출유를 흡수하는 실리

콘 고무, △유출유 탐지센서, △스트레인 계측기로 구성된다. 또한, 본 부이형 유

출유 탐지센서는 센서 구성 부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저전력의 소비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세계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양플랜트 시장은 2010년 1,400

억 달러에서 2020년 3,2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해양플랜트시장 규모는 2011년 257억 달러이며, 이는 일반 상선 등의 선박 

시장 규모인 249억 달러를 능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중국 등 후발경쟁국들이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경쟁이 다각화 될 것으로 사료됨

➊  계류단계 : 계측된 신호를 송신하는 송신부가 내장된 스트레인 계측기를 포함한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를 해상에 계류

➋  송신단계 :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에서 측정된 스트레인 변화값을 송신부를 통

해 송신 

➌ 저장단계 :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계측콘솔에 저장

•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치 않아, 탐지 시간이 단축됨

•  기존기술 대비 소비 전력이 작아, 해상에서 장기간 유지가 가능함

•  제작 비용이 저렴하여, 분실 등의 상황 시 피해를 최소화 함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 및 이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A buoy type oil detection sensor and the method for detecting oil with thereof

• 해양플랜트 관련 세계 시장 : 1,949억 달러(2014년)

[ 시장규모 ]

•  세계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전의 평균 수심 

또한 깊어지는 추세임

•  해양플랜트는 용도에 따라 시추용과 생산용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유전개발이 

연안에서 심해로 확대되어 가면서 심해 해양플랜트(Subsea)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 대표도 ]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 응용 형태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 전망

자료 : Douglas Westwood(2010)

[단위 : 억 달러]

2010년

1,400

2012년

1,652

2014년

1,949

2016년

2,299

2018년

 2,712

2020년

3,200

센서에 흡수된 기름을 배출시켜 재사용 가능

부품이 저렴하며 저전력의 소비 특성으로 효율성 확보

탐지 센서 구성에 필요한 부품이 상대적으로 저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유출유 종류 및 범위 측정 가능

송신부

송신부

유출유

유출유

유출유
탐지센서

플랫폼

웨이트

유흡착제

센서 
삽입 홀

유출유 탐지 센서

스트레인
계측기

유출유
탐지센서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4 연구실 규모의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완료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 및 이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10-1206361

2
내압실험 시 진동을 이용한 내압용기와 고압챔버 간의 신호전달 

장치 및 방법
10-1148512

3 유출유 탐지 센서 및 그 제조방법 10-1185740

4
단일 파장의 ＬＥＤ 광원과 ＣＣＤ센서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및 장치
10-1218392

해양 유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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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 오상우, 이문진, 최혁진, 이승현, 이승훈

•  본 기술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유출유의 종류와 유출범위를 측정할 수 있으며 

반복 사용이 가능한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이다. 

•  본 기술에 따른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는 △플랫폼, △유출유를 흡수하는 실리

콘 고무, △유출유 탐지센서, △스트레인 계측기로 구성된다. 또한, 본 부이형 유

출유 탐지센서는 센서 구성 부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저전력의 소비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세계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양플랜트 시장은 2010년 1,400

억 달러에서 2020년 3,2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해양플랜트시장 규모는 2011년 257억 달러이며, 이는 일반 상선 등의 선박 

시장 규모인 249억 달러를 능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중국 등 후발경쟁국들이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경쟁이 다각화 될 것으로 사료됨

➊  계류단계 : 계측된 신호를 송신하는 송신부가 내장된 스트레인 계측기를 포함한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를 해상에 계류

➋  송신단계 :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에서 측정된 스트레인 변화값을 송신부를 통

해 송신 

➌ 저장단계 :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계측콘솔에 저장

•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치 않아, 탐지 시간이 단축됨

•  기존기술 대비 소비 전력이 작아, 해상에서 장기간 유지가 가능함

•  제작 비용이 저렴하여, 분실 등의 상황 시 피해를 최소화 함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 및 이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A buoy type oil detection sensor and the method for detecting oil with thereof

• 해양플랜트 관련 세계 시장 : 1,949억 달러(2014년)

[ 시장규모 ]

•  세계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전의 평균 수심 

또한 깊어지는 추세임

•  해양플랜트는 용도에 따라 시추용과 생산용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유전개발이 

연안에서 심해로 확대되어 가면서 심해 해양플랜트(Subsea)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 대표도 ]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 응용 형태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 전망

자료 : Douglas Westwood(2010)

[단위 : 억 달러]

2010년

1,400

2012년

1,652

2014년

1,949

2016년

2,299

2018년

 2,712

2020년

3,200

센서에 흡수된 기름을 배출시켜 재사용 가능

부품이 저렴하며 저전력의 소비 특성으로 효율성 확보

탐지 센서 구성에 필요한 부품이 상대적으로 저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유출유 종류 및 범위 측정 가능

송신부

송신부

유출유

유출유

유출유
탐지센서

플랫폼

웨이트

유흡착제

센서 
삽입 홀

유출유 탐지 센서

스트레인
계측기

유출유
탐지센서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4 연구실 규모의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완료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 및 이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10-1206361

2
내압실험 시 진동을 이용한 내압용기와 고압챔버 간의 신호전달 

장치 및 방법
10-1148512

3 유출유 탐지 센서 및 그 제조방법 10-1185740

4
단일 파장의 ＬＥＤ 광원과 ＣＣＤ센서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및 장치
10-1218392

해양 유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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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술은 선박 측위용 위성 신호 모호성 검출 시스템으로, 선위 측정에 사용되

는 위성 신호의 모호성을 검출할 수 있다.

•  본 기술은 GNSS 위성의 궤도정보와 선박의 추측항법 데이터를 각각 활용한 측

위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위성 신호의 모호성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오랜 시간동안 조금씩 누적되어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측위 정보의 오

류를 상시 감시할 수 있다.

•  글로벌 GNSS 수익 중 스마트 폰 기반의 수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글로벌 GNSS 시장은 2022년 약 2500억 유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유럽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큼

•  본 기술은 GNSS 수신부를 통하여 선위 계산에 필요한 측정값을 획득하며 거리

계산부에서 각 위성까지의 의사거리를 획득하고 선위계산부에서 선위를 계산 및 

획득함

•  또한 오류 감시단계를 통해 오차를 줄이고,' 삭제하고 '위성 궤도정보와 추측항법 

데이터로부터 예측 선위를 획득하고 비교하는 비교 공정, 마지막 오류 감시공정

을 통해 위성 신호 모호성을 검출함' 으로 수정

• 인위적 오류가 가해졌을 경우, 정확성 보장이 어려움

•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오류가 누적될 경우, 사용자의 빠른 인식이 어렵고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는 위험 상황에 처할 수 있으나 본 기술 적용으로 제거 가

능' 으로 수정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선박 측위용 위성 신호 모호성 검출 시스템 및 방법

Detection System and Method for plausibility of GNSS signal for ship's positioning

• 국내 GNSS 응용시장 : 1조 2,000억 원(2012년)

[ 시장규모 ]

•  전파를 이용하므로 정확성, 무결성 측면에서 선박에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정

보를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응용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재밍신호에 의한 인위적인 GNSS 신호의 차단, 위성 

시스템의 고장에 의한 사용자 수신기 측위의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측위 신호의 모호성(Plausibility)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가 진행 중임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 대표도 ]

선박 측위용 위성 신호 모호성 검출 시스템의 구성도 지구를 감싼 GNSS 위성 전세계 GNSS 기반 제품 규모

자료 : GNSS Market Report issue 3 (2013), 델타텍 재구성

GNSS를 활용하여 기상 상태에 관계없이 전 지구적으로 선위 획득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하며 신호의 모호성 검출 확률을 높임

복수개의 위성을 사용하여 정확성을 높임

GNSS 위성의 궤도정보와 선박의 추측항법 데이터를 비교하여 

상시적인 감시와 모호성 검출 가능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선박 측위용 위성 신호 모호성 검출 시스템 및 방법 10-1208638

위성측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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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10-1208638

발명자 : 심우성, 조득재

•  본 기술은 선박 측위용 위성 신호 모호성 검출 시스템으로, 선위 측정에 사용되

는 위성 신호의 모호성을 검출할 수 있다.

•  본 기술은 GNSS 위성의 궤도정보와 선박의 추측항법 데이터를 각각 활용한 측

위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위성 신호의 모호성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오랜 시간동안 조금씩 누적되어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측위 정보의 오

류를 상시 감시할 수 있다.

•  글로벌 GNSS 수익 중 스마트 폰 기반의 수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글로벌 GNSS 시장은 2022년 약 2500억 유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유럽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큼

•  본 기술은 GNSS 수신부를 통하여 선위 계산에 필요한 측정값을 획득하며 거리

계산부에서 각 위성까지의 의사거리를 획득하고 선위계산부에서 선위를 계산 및 

획득함

•  또한 오류 감시단계를 통해 오차를 줄이고,' 삭제하고 '위성 궤도정보와 추측항법 

데이터로부터 예측 선위를 획득하고 비교하는 비교 공정, 마지막 오류 감시공정

을 통해 위성 신호 모호성을 검출함' 으로 수정

• 인위적 오류가 가해졌을 경우, 정확성 보장이 어려움

•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오류가 누적될 경우, 사용자의 빠른 인식이 어렵고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는 위험 상황에 처할 수 있으나 본 기술 적용으로 제거 가

능' 으로 수정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선박 측위용 위성 신호 모호성 검출 시스템 및 방법

Detection System and Method for plausibility of GNSS signal for ship's positioning

• 국내 GNSS 응용시장 : 1조 2,000억 원(2012년)

[ 시장규모 ]

•  전파를 이용하므로 정확성, 무결성 측면에서 선박에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정

보를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응용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재밍신호에 의한 인위적인 GNSS 신호의 차단, 위성 

시스템의 고장에 의한 사용자 수신기 측위의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측위 신호의 모호성(Plausibility)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가 진행 중임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 대표도 ]

선박 측위용 위성 신호 모호성 검출 시스템의 구성도 지구를 감싼 GNSS 위성 전세계 GNSS 기반 제품 규모

자료 : GNSS Market Report issue 3 (2013), 델타텍 재구성

GNSS를 활용하여 기상 상태에 관계없이 전 지구적으로 선위 획득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하며 신호의 모호성 검출 확률을 높임

복수개의 위성을 사용하여 정확성을 높임

GNSS 위성의 궤도정보와 선박의 추측항법 데이터를 비교하여 

상시적인 감시와 모호성 검출 가능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선박 측위용 위성 신호 모호성 검출 시스템 및 방법 10-1208638

위성측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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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 김현주, 정동호, 이호생, 문덕수

•  본 기술은  유체 이송 파이프 조립체로, 해수를 이송하는 파이프들 간의 접속력

을 강화함과 더불어 이를 해양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해양설비이다. 

•  본  유체 이송 파이프 조립체는 일정 길이를 갖고 중공 형상을 이루고,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GFRP)으로 형성되는 다수의 파이프와 각 파이프를 서로 체결하는 

다수의 접속부로 구성된다. 

•  세계 에너지 수요 확대와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해양 에너지를 발굴, 시추, 생

산하는 해양플랜트 시장은 2010년 1,400억 불에서 2030년 5,000억 불로 성장 

전망

•  해양플랜트 설비수요가 2012년 220조에서 2020년 550조 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연간 30%의 고속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임 

•  본 유체 이송 파이프 조립체는 GFRP 파이프 사이에 각 접속부를 배치하여 일 

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다수의 유체 이송용 파이프 간의 접속력을 강화시킴

•  다수의 유체 이송용 파이프 사이의 접속부분이 안정적으로 접속됨에 따라, 각 파

이프의 유로를 통하여 유체(해수)의 이송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음 

• 고무 이음재를 사용하여 파이프를 연결하면 내구성 확보가 어려움

• 해양 환경 하중에 의해 강한 인장력에 노출되어 파이프가 쉽게 분리됨  

• 파이프 내부 단면적이 감소하여 유체 이송량이 감소됨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유체 이송 파이프 조립체 및 이를 갖는 해양 설비

Pipe Assembly For Transferring A Fluid And Sea Equipment Having The Same

•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 : 1,400억 불(2010년), 5,000억 불(2030년) 

[ 시장규모 ]

•  최근 연근해 석유자원이 점차 고갈됨에 따라 심해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

운데 심해저 플랜트(Subsea Plant)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 

•  국내 해양플랜트 기자재분야의 국산화율은  20%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별도의 연구팀을 구성하거나, 전담부서를 가동중인 것으로 알

려짐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 대표도 ]

해양 플랜트 시장 규모

자료 : Douglas Westwood & World Wind Energy Report(2010)

[단위 :  억 불]

기타(URF 등)

Subsea

해상플랫폼

372 
450

630

547

793

963

749

1,165 

1,361 

1,056 

1,898 

2,085 

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

유체 이송용 파이프 조립체를 해양에 빠른 시간에 설치

접속력 강화 및 일정한 이송량과  빠른 시간안에 설치 가능

유체 이송용 파이프들 간의 접속력을 강화

서로 접속되는  파이프에서 유체의 이송량을 일정하게 유지

유체 이송 파이프 조립체의 체결 전 상태

접속부

파이프 파이프

접속관
스크루 접속 부재스크루 접속 부재

스크루 체결 부재 스크루 체결 부재

중앙 경계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4 연구실 규모의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완료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유체 이송 파이프 조립체 및 이를 갖는 해양 설비 10-1210840

2 냉동/공조기 및 발전 플랜트용 R32/R290 혼합냉매 10-1296520

3 수질 개선 장치 10-1230963

4 다채널 장기 가속 부식실험 장치 10-1265881

5
해수 전기분해 알칼리 수로부터 마그네슘염과 칼슘염을 포함한 

미네랄 염의 분리및 이를 이용한 미네랄 정제의 제조방법
10-1295445

유체 이송 파이프 조립체의 체결 전과 후의 모습

유체 이송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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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술은  유체 이송 파이프 조립체로, 해수를 이송하는 파이프들 간의 접속력

을 강화함과 더불어 이를 해양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해양설비이다. 

•  본  유체 이송 파이프 조립체는 일정 길이를 갖고 중공 형상을 이루고,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GFRP)으로 형성되는 다수의 파이프와 각 파이프를 서로 체결하는 

다수의 접속부로 구성된다. 

•  세계 에너지 수요 확대와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해양 에너지를 발굴, 시추, 생

산하는 해양플랜트 시장은 2010년 1,400억 불에서 2030년 5,000억 불로 성장 

전망

•  해양플랜트 설비수요가 2012년 220조에서 2020년 550조 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연간 30%의 고속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임 

•  본 유체 이송 파이프 조립체는 GFRP 파이프 사이에 각 접속부를 배치하여 일 

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다수의 유체 이송용 파이프 간의 접속력을 강화시킴

•  다수의 유체 이송용 파이프 사이의 접속부분이 안정적으로 접속됨에 따라, 각 파

이프의 유로를 통하여 유체(해수)의 이송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음 

• 고무 이음재를 사용하여 파이프를 연결하면 내구성 확보가 어려움

• 해양 환경 하중에 의해 강한 인장력에 노출되어 파이프가 쉽게 분리됨  

• 파이프 내부 단면적이 감소하여 유체 이송량이 감소됨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유체 이송 파이프 조립체 및 이를 갖는 해양 설비

Pipe Assembly For Transferring A Fluid And Sea Equipment Having The Same

•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 : 1,400억 불(2010년), 5,000억 불(2030년) 

[ 시장규모 ]

•  최근 연근해 석유자원이 점차 고갈됨에 따라 심해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

운데 심해저 플랜트(Subsea Plant)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 

•  국내 해양플랜트 기자재분야의 국산화율은  20%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별도의 연구팀을 구성하거나, 전담부서를 가동중인 것으로 알

려짐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 대표도 ]

해양 플랜트 시장 규모

자료 : Douglas Westwood & World Wind Energy Report(2010)

[단위 :  억 불]

기타(URF 등)

Subsea

해상플랫폼

372 
450

630

547

793

963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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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

유체 이송용 파이프 조립체를 해양에 빠른 시간에 설치

접속력 강화 및 일정한 이송량과  빠른 시간안에 설치 가능

유체 이송용 파이프들 간의 접속력을 강화

서로 접속되는  파이프에서 유체의 이송량을 일정하게 유지

유체 이송 파이프 조립체의 체결 전 상태

접속부

파이프 파이프

접속관
스크루 접속 부재스크루 접속 부재

스크루 체결 부재 스크루 체결 부재

중앙 경계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4 연구실 규모의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완료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유체 이송 파이프 조립체 및 이를 갖는 해양 설비 10-1210840

2 냉동/공조기 및 발전 플랜트용 R32/R290 혼합냉매 10-1296520

3 수질 개선 장치 10-1230963

4 다채널 장기 가속 부식실험 장치 10-1265881

5
해수 전기분해 알칼리 수로부터 마그네슘염과 칼슘염을 포함한 

미네랄 염의 분리및 이를 이용한 미네랄 정제의 제조방법
10-1295445

유체 이송 파이프 조립체의 체결 전과 후의 모습

유체 이송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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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술은 기존 육상의 사장교를 응용하여 해중에 긴 연장의 터널을 건설하는 

시스템으로 침매터널과 부유식 터널의 장점을 혼합한 구조물이다. 수중에 설치

되는 해저터널로서, 해중터널   제작시의 건설비용과다 문제와  초장대형 구조 

건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형식의 해중터널 구조시스템이다.

•  본 사장식 초장대 해중터널은 해저지반에 설치되는 해저교각, 부력 설계된 각 터

널 유닛들이  서로 연결된 중공형의 터널과 터널 유닛들의 위치 고정을 위한 다

수의 연결부재로 구성된다.

•  세계 장대교량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10~3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

하고, 2011년 이후 계획된 장대교량은 48조 원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일본, 유럽

에 이어 한국의 시장규모가 6.7조 원으로 증가 예상됨 

•  최근 완공된 거가대교 침매터널이 국내 해저터널의 대표적인 예이며, 본 공사는 

총 공사비 1조 9천여 억 원이 소요되었고, 단위 공사비는 2,579억 원/km임

•  현재 구상단계에 있는 해저터널로는 국내에서는 300km이상의 길이를 지닌 한-

중 해저터널이나 100km가 넘는 한-일 해저터널이 있으며, 해외로는 중국-대만

을 잇는  터널, 스페인-모로코 사이의 터널 등 세계 여러 각지에서 구상 단계에 

있음. 

•  본 해중터널의 시공방법은 우선 해저 지반에 해저교각을 시공하여 중공형의 터

널 유닛의 양측 개구부를 폐쇄하여 부력을 갖도록 한 후 해중으로 이동시킴

•  해중으로 입수된 각각의 터널 유닛들을 연결부재의 한쪽으로 해저교각에 지지시

킴과 동시에 연결부재의 다른 한 쪽으로 각각의 터널 유닛들을 연결함으로써 터

널을 형성함

•  교량을 시공하는 경우 막대한 시공비용과 장기간의 시공기간 소요 

•  중량이 무겁고 이동시 배근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기가 어려움 

•  해중터널을 해저지반에 고정하기 위한 수많은 앵커를 해저지반에  필수 시공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사장식 초장대 해중터널 및 그 시공방법

Submerged floating tunnel with cable-stayed super long- span and construction 
method thereof

•  해저터널의 총 사업비 규모 : 123조 원(한-중 구간), 92조 원(한-일 구간) 

[ 시장규모 ]

•  해중터널 기술 이슈는 최근 대륙간 연결사업 추진이 증가하면서 특히 한반도 주

변  한-중, 한-일 철도, 도로 개발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공법으로 주목받

고 있음

•  해중터널을 실용화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토목기술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

술이 필요하며 수중 극한 상황에 대한 해석 및 설계, 대형해양구조물의 제작 및 

시공, 수중 부유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보다 정밀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되고 있음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세계 장대교량 시장규모 한중일 해저터널 구상안

국토균형발전 및 악천후 영향 없는 교통사회기반 시설 제공

첨단구조물로서 시공성이 용이하고 건설비용이 절감됨

해양횡단을 통한 물류네트워크 구축사업 적용

해중전망대, 해중산책로 등 관광용 해중시설물의 건설 가능

해양 교통 인프라

사장식 초장대 해중터널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사장식 초장대 해중터널 및  그 시공방법 10-1211491

2 횡강성 보강 해중터널 10-1284241

3 해중 터널 튜브의 수중 설치장치 및 그 방법 10-1316106

교량

해중터널

침매터널

해저터널

[ 대표도 ]

사장식 초장대 해중터널

터널유닛

해저교각

터널

연결부재

해저교각

연결부재

장력 조절장치

터널유닛

2011~

자료 : 한국건설기술평가원(2008)

(단위 :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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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10-1211491

발명자 : 한상훈, 박우선

•  본 기술은 기존 육상의 사장교를 응용하여 해중에 긴 연장의 터널을 건설하는 

시스템으로 침매터널과 부유식 터널의 장점을 혼합한 구조물이다. 수중에 설치

되는 해저터널로서, 해중터널   제작시의 건설비용과다 문제와  초장대형 구조 

건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형식의 해중터널 구조시스템이다.

•  본 사장식 초장대 해중터널은 해저지반에 설치되는 해저교각, 부력 설계된 각 터

널 유닛들이  서로 연결된 중공형의 터널과 터널 유닛들의 위치 고정을 위한 다

수의 연결부재로 구성된다.

•  세계 장대교량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10~3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

하고, 2011년 이후 계획된 장대교량은 48조 원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일본, 유럽

에 이어 한국의 시장규모가 6.7조 원으로 증가 예상됨 

•  최근 완공된 거가대교 침매터널이 국내 해저터널의 대표적인 예이며, 본 공사는 

총 공사비 1조 9천여 억 원이 소요되었고, 단위 공사비는 2,579억 원/km임

•  현재 구상단계에 있는 해저터널로는 국내에서는 300km이상의 길이를 지닌 한-

중 해저터널이나 100km가 넘는 한-일 해저터널이 있으며, 해외로는 중국-대만

을 잇는  터널, 스페인-모로코 사이의 터널 등 세계 여러 각지에서 구상 단계에 

있음. 

•  본 해중터널의 시공방법은 우선 해저 지반에 해저교각을 시공하여 중공형의 터

널 유닛의 양측 개구부를 폐쇄하여 부력을 갖도록 한 후 해중으로 이동시킴

•  해중으로 입수된 각각의 터널 유닛들을 연결부재의 한쪽으로 해저교각에 지지시

킴과 동시에 연결부재의 다른 한 쪽으로 각각의 터널 유닛들을 연결함으로써 터

널을 형성함

•  교량을 시공하는 경우 막대한 시공비용과 장기간의 시공기간 소요 

•  중량이 무겁고 이동시 배근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기가 어려움 

•  해중터널을 해저지반에 고정하기 위한 수많은 앵커를 해저지반에  필수 시공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사장식 초장대 해중터널 및 그 시공방법

Submerged floating tunnel with cable-stayed super long- span and construction 
method thereof

•  해저터널의 총 사업비 규모 : 123조 원(한-중 구간), 92조 원(한-일 구간) 

[ 시장규모 ]

•  해중터널 기술 이슈는 최근 대륙간 연결사업 추진이 증가하면서 특히 한반도 주

변  한-중, 한-일 철도, 도로 개발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공법으로 주목받

고 있음

•  해중터널을 실용화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토목기술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

술이 필요하며 수중 극한 상황에 대한 해석 및 설계, 대형해양구조물의 제작 및 

시공, 수중 부유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보다 정밀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되고 있음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세계 장대교량 시장규모 한중일 해저터널 구상안

국토균형발전 및 악천후 영향 없는 교통사회기반 시설 제공

첨단구조물로서 시공성이 용이하고 건설비용이 절감됨

해양횡단을 통한 물류네트워크 구축사업 적용

해중전망대, 해중산책로 등 관광용 해중시설물의 건설 가능

해양 교통 인프라

사장식 초장대 해중터널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사장식 초장대 해중터널 및  그 시공방법 10-1211491

2 횡강성 보강 해중터널 10-1284241

3 해중 터널 튜브의 수중 설치장치 및 그 방법 10-1316106

교량

해중터널

침매터널

해저터널

[ 대표도 ]

사장식 초장대 해중터널

터널유닛

해저교각

터널

연결부재

해저교각

연결부재

장력 조절장치

터널유닛

2011~

자료 : 한국건설기술평가원(2008)

(단위 : 조 원)

1981~1990 1991~2000 2001~2010

14

32

20

4850

40

30

20

10

0

해중 터널



48 KIOST S&T 49No. 6  February  2014

PATENTS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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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 오상우, 이문진

•  본 기술은 수면에 부유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수면의 영상을 촬영하고 영

상처리하여 기름의 유출여부를 탐지하는 유출유 탐지 장치이다.

•  본 기술에 따른 부이형 유출유 탐지 장치는 기름의 두께에 따라 투과율이 달라

지는 청색광을 광원으로 하여 수면의 영상을 촬영하여, 기름의 유출여부 및 유출

정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부이형 유출유 탐지 장치는 

별도의 전원공급원이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운용 가능하며, 단가 및 유지보수 비

용이 저렴하다.

•  세계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양플랜트 시장은 2010년 1,400

억 달러에서 2020년 3,2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해양플랜트시장 규모는 2011년 257억 달러이며, 이는 일반 상선 등의 선박 

시장 규모인 249억 달러를 능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중국 등 후발경쟁국들이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경쟁이 다각화 될 것으로 사료됨

➊ 영상수신단계 : 청색광을 광원으로 하여 촬영된 영상 수신

➋ 영상처리단계 : 영상을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하고 영상의 픽셀별 색상값 확인

➌ 유출여부판단단계 : 색상값에 기초하여 기름의 유출여부 판단

•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치 않아, 탐지 시간이 단축됨

•  기존기술 대비 소비 전력이 작아, 해상에서 장기간 유지가 가능함

•  제작 비용이 저렴하여, 분실 등의 상황 시 피해를 최소화 함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단일 파장의 LED 광원과 CCD센서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및 장치

Method and device for detection of spilt oil using single wavelength LED and CCD sensor

•  해양플랜트 관련 세계 시장 : 1,949억 달러(2014년)

[ 시장규모 ]

•  세계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전의 평균 수심 

또한 깊어지는 추세임

•  해양플랜트는 용도에 따라 시추용과 생산용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유전개발이 

연안에서 심해로 확대되어 가면서 심해 해양플랜트(Subsea)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 대표도 ]

단일 파장의 LED 광원과 CCD센서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 전망

자료 : Douglas Westwood(2010)

[단위 : 억 달러]

2010년

1,400

2012년

1,652

2014년

1,949

2016년

2,299

2018년

 2,712

2020년

3,200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4 연구실 규모의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완료

시작품 5 확정된 부품/시스템의 시작품 제작 완료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단일 파장의 ＬＥＤ 광원과 ＣＣＤ센서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및 장치
10-1218392

2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 및 이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10-1206361

3
내압실험 시 진동을 이용한 내압용기와 고압챔버 간의 신호전달 

장치 및 방법
10-1148512

4 유출유 탐지 센서 및 그 제조방법 10-1185740

유지보수비용이 저렴하며 장기간 운용 가능하여 효율성 확보

단가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면서 실시간 탐지 가능

장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장치 분실 방지

영상수신단계




영상처리단계

유출여부판단단계 유출유 탐지 장치 실시예

영상처리부영상촬영부

광방출부 무선통신부






기름유출 판단부

제어부

데이터 저장부

Oil

해양 유출사고

  개발된 센서의 유출유 탐지 원리 개발된 유출유 탐지 센서의 개념도



48 KIOST S&T 49No. 6  February  2014

PATENTS PATENTS

등록번호 10-1218392

발명자 : 오상우, 이문진

•  본 기술은 수면에 부유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수면의 영상을 촬영하고 영

상처리하여 기름의 유출여부를 탐지하는 유출유 탐지 장치이다.

•  본 기술에 따른 부이형 유출유 탐지 장치는 기름의 두께에 따라 투과율이 달라

지는 청색광을 광원으로 하여 수면의 영상을 촬영하여, 기름의 유출여부 및 유출

정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부이형 유출유 탐지 장치는 

별도의 전원공급원이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운용 가능하며, 단가 및 유지보수 비

용이 저렴하다.

•  세계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양플랜트 시장은 2010년 1,400

억 달러에서 2020년 3,2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해양플랜트시장 규모는 2011년 257억 달러이며, 이는 일반 상선 등의 선박 

시장 규모인 249억 달러를 능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중국 등 후발경쟁국들이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경쟁이 다각화 될 것으로 사료됨

➊ 영상수신단계 : 청색광을 광원으로 하여 촬영된 영상 수신

➋ 영상처리단계 : 영상을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하고 영상의 픽셀별 색상값 확인

➌ 유출여부판단단계 : 색상값에 기초하여 기름의 유출여부 판단

•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치 않아, 탐지 시간이 단축됨

•  기존기술 대비 소비 전력이 작아, 해상에서 장기간 유지가 가능함

•  제작 비용이 저렴하여, 분실 등의 상황 시 피해를 최소화 함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단일 파장의 LED 광원과 CCD센서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및 장치

Method and device for detection of spilt oil using single wavelength LED and CCD sensor

•  해양플랜트 관련 세계 시장 : 1,949억 달러(2014년)

[ 시장규모 ]

•  세계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전의 평균 수심 

또한 깊어지는 추세임

•  해양플랜트는 용도에 따라 시추용과 생산용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유전개발이 

연안에서 심해로 확대되어 가면서 심해 해양플랜트(Subsea)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 대표도 ]

단일 파장의 LED 광원과 CCD센서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 전망

자료 : Douglas Westwood(2010)

[단위 : 억 달러]

2010년

1,400

2012년

1,652

2014년

1,949

2016년

2,299

2018년

 2,712

2020년

3,200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4 연구실 규모의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완료

시작품 5 확정된 부품/시스템의 시작품 제작 완료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단일 파장의 ＬＥＤ 광원과 ＣＣＤ센서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및 장치
10-1218392

2 부이형 유출유 탐지 센서 및 이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 방법 10-1206361

3
내압실험 시 진동을 이용한 내압용기와 고압챔버 간의 신호전달 

장치 및 방법
10-1148512

4 유출유 탐지 센서 및 그 제조방법 10-1185740

유지보수비용이 저렴하며 장기간 운용 가능하여 효율성 확보

단가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면서 실시간 탐지 가능

장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장치 분실 방지

영상수신단계




영상처리단계

유출여부판단단계 유출유 탐지 장치 실시예

영상처리부영상촬영부

광방출부 무선통신부






기름유출 판단부

제어부

데이터 저장부

Oil

해양 유출사고

  개발된 센서의 유출유 탐지 원리 개발된 유출유 탐지 센서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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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10-1221931

발명자 : 조득재, 박슬기, 심우성

•  본 기술은 장애물로 인해 위성신호가 미약할 시, 관성센서 정보와 IGS의 위성 궤

도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위치정보를 생성하는 선박 위성 측정 장치이다. 

•  본 기술에 따른 위성 측정 장치는 관성센서를 이용하여 위성 측정치를 생성하고, 

연속적인 반송파 기반 측위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항법 수행을 가능하게 한

다. 또한 본 위성 측정 장치는 일시적인 위성신호의 세기가 미약해지거나 차단될 

시, 연속적인 항법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e-navigation의 세계시장은 2011년 직접시장 50조 원, 간접시장 250조 원으로 

매우 큰 시장으로 예측되고 있음

•  e-navigation은 선박의 구조·설비, 항법, 관제, 통신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세계 해운·조선시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e-navigation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행 될 시, 2018년에는 직접시장 300조 원, 

간접시장 900조 원 규모로 형성될 것으로 사료됨

➊ GPS 수신부를 통해 위성신호 수신 → ➋ 위성신호 신호세기의 미약/차단 판단 

→ ➌ 미약/차단으로 판단 시, 관성 센서부에서 IGS 궤도정보 제공부를 통해 위성 

궤도정보를 제공받아 현재 GPS 수신부 위치정보 계산 → ➍ 코드 측정치 생성부에

서 코드 측정치 생성 → ➎ 반송파 측정치 생성부에서 GPS 수신부의 위치정보, 위

성 궤도정보 및 미지정수를 통해 반송파 측정치 생성

•  GNSS의 고장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는 문제 방지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차가 증가하는 문제점 해결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위성신호 미약 환경에서의 관성센서를 이용한 선박의 위성측정치 생성방법 및 장치

Method And Device For Creating Satellite Measurement Of Ship Using Inertial Sensor In 
Weak Signal Environment

•  e-navigation 세계 시장 : 직접시장 300조 원, 간접시장 900조 원(2018년)

[ 시장규모 ]

•  해양 네트워크는 안전한 선박운항을 위해 선박에 설치된 각종 장치 간 실시간 

정보교환을 하는 인스트루먼트 네트워크, 선박 탑재 장치를 컴퓨터 모니터상에

서 제어하는 선박제어 네트워크, 선박의 각종 정보를 외부로 보내고 육상으로부

터 정보를 가져오는 4S네트워크로 나뉨

•  또한 세계 e-navigation 관련 기술은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세

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앞다투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반송파 측정치 생성부의 구성 본 위성 측정 장치를 이용한 측위 결과의 성능

[ 대표도 ]

세계 e-navigation 시장 전망

자료 : 해양수산부(2013)

[단위 : 조 원]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위성신호 미약 환경에서의 관성센서를 이용한 선박의 위성측정

치 생성방법 및 장치
10-1221931

2
위성신호 미약 환경에서의 반송파 위상과 관성센서 정보를 이용

한 선박의 위성측정치 생성방법 및 장치
10-1221929

3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이상위성의 판단방법 및 이를 이용한 판

단장치
10-1206364

4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전리층 지연 변칙현상의 모니터링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
10-1212119

안정적이면서 연속적인 항법 수행 가능

관성센서를 이용하여 위성 측정치 생성

연속적 반송파 기반 측위 유지 → 연속적 항법 수행 가능

제 2 거리 계산 모듈

반송파 측정치 생성부

제 2 시계 오차 계산 모듈

제 2 지연 오차 추정 모듈

미지정수 추정 모듈

반송파 측정치 생성 모듈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50
300

360
433

624

749

900

50 65 83 108
180

232
300

520

139

직접시장

간접시장

위성항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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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10-1221931

발명자 : 조득재, 박슬기, 심우성

•  본 기술은 장애물로 인해 위성신호가 미약할 시, 관성센서 정보와 IGS의 위성 궤

도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위치정보를 생성하는 선박 위성 측정 장치이다. 

•  본 기술에 따른 위성 측정 장치는 관성센서를 이용하여 위성 측정치를 생성하고, 

연속적인 반송파 기반 측위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항법 수행을 가능하게 한

다. 또한 본 위성 측정 장치는 일시적인 위성신호의 세기가 미약해지거나 차단될 

시, 연속적인 항법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e-navigation의 세계시장은 2011년 직접시장 50조 원, 간접시장 250조 원으로 

매우 큰 시장으로 예측되고 있음

•  e-navigation은 선박의 구조·설비, 항법, 관제, 통신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세계 해운·조선시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e-navigation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행 될 시, 2018년에는 직접시장 300조 원, 

간접시장 900조 원 규모로 형성될 것으로 사료됨

➊ GPS 수신부를 통해 위성신호 수신 → ➋ 위성신호 신호세기의 미약/차단 판단 

→ ➌ 미약/차단으로 판단 시, 관성 센서부에서 IGS 궤도정보 제공부를 통해 위성 

궤도정보를 제공받아 현재 GPS 수신부 위치정보 계산 → ➍ 코드 측정치 생성부에

서 코드 측정치 생성 → ➎ 반송파 측정치 생성부에서 GPS 수신부의 위치정보, 위

성 궤도정보 및 미지정수를 통해 반송파 측정치 생성

•  GNSS의 고장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는 문제 방지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차가 증가하는 문제점 해결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위성신호 미약 환경에서의 관성센서를 이용한 선박의 위성측정치 생성방법 및 장치

Method And Device For Creating Satellite Measurement Of Ship Using Inertial Sensor In 
Weak Signal Environment

•  e-navigation 세계 시장 : 직접시장 300조 원, 간접시장 900조 원(2018년)

[ 시장규모 ]

•  해양 네트워크는 안전한 선박운항을 위해 선박에 설치된 각종 장치 간 실시간 

정보교환을 하는 인스트루먼트 네트워크, 선박 탑재 장치를 컴퓨터 모니터상에

서 제어하는 선박제어 네트워크, 선박의 각종 정보를 외부로 보내고 육상으로부

터 정보를 가져오는 4S네트워크로 나뉨

•  또한 세계 e-navigation 관련 기술은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세

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앞다투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반송파 측정치 생성부의 구성 본 위성 측정 장치를 이용한 측위 결과의 성능

[ 대표도 ]

세계 e-navigation 시장 전망

자료 : 해양수산부(2013)

[단위 : 조 원]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위성신호 미약 환경에서의 관성센서를 이용한 선박의 위성측정

치 생성방법 및 장치
10-1221931

2
위성신호 미약 환경에서의 반송파 위상과 관성센서 정보를 이용

한 선박의 위성측정치 생성방법 및 장치
10-1221929

3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이상위성의 판단방법 및 이를 이용한 판

단장치
10-1206364

4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전리층 지연 변칙현상의 모니터링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
10-1212119

안정적이면서 연속적인 항법 수행 가능

관성센서를 이용하여 위성 측정치 생성

연속적 반송파 기반 측위 유지 → 연속적 항법 수행 가능

제 2 거리 계산 모듈

반송파 측정치 생성부

제 2 시계 오차 계산 모듈

제 2 지연 오차 추정 모듈

미지정수 추정 모듈

반송파 측정치 생성 모듈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50
300

360
433

624

749

900

50 65 83 108
180

232
300

520

139

직접시장

간접시장

위성항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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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10-1246722

발명자 : 최종수, 홍섭, 김형우, 여태경

•  본 기술은 와류발생실린더를 타원단면으로 형성하여 향상된 와유기진동 에너지 

추출효율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추출장치이다.

•  본 기술에 따른 에너지 추출장치는 유체역학적인 분석을 통해 최적의 단면형상

비로  형성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에너지 추출 효율을 얻는다. 또한, 본 에너지 

추출장치는 링크 구조를 단순화하여 에너지 변환 효율을 보다 향상시키고, 장치

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가 용이해진다.

•  터빈의 회전에 의해 발생되는 수중생물의 피해를 없앰

•  수중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 제거

•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방법에 비해 낮은 에너지 변환 효율 문제점 해결

[ 기술개요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타원단면 실린더 와유기진동 에너지 추출장치

Vortex induced vibration energy extraction device with ellipsoidal cross section cylinder

•  전세계 해양에너지 설비용량시장 : 9GW(2015년), 748GW(2050년)

•  전세계 해양에너지 전력생산량 시장 : 1TWh/a(2015년), 1,943TWh/a(2050년)

[ 시장규모 ]

•  와류발생실린더 : 타원형의 단면형상, 타원형의 단축길이를 장축길이로 나눈 단

면형상비가 0.3 내지 0.5임

•  발전장치 : 와유기진동에 의한 직선왕복운동에너지를 전달받아 전기에너지로 

변환

•  에너지전달장치 : 직선왕복운동에너지를 발전장치에 전달

[ 구현방법 ]

•  파력발전과 조류발전 기술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기술들은 실험실 혹은 실제 해역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만 파력발전의 경우 수년 내에 상업화로 이어질 전망임

•  해수 온도차 발전과 해수 염도차 발전 기술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발전 속도

가 더딘 상태이며, 영국,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해양에너지 기술개발을 선

도하고 있음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단위 : GW(설비용량), TWh/a(전력생산량)

2007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9.0 16.9 31.8 59.8 112.5

397.8

748.0 

 211.6 145.0
235.0

325.0
420.0

616.0

903.4 

 1,324.9 

1,943.0 

-1.0

설비용량

전력생산량

•  2007년 제로 수준에 머물던 설비 용량이 2015년 9GW로 성장하고,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50년에는 748GW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

•  연간 전력생산량 또한 2007년 1TWh/a에서 2030년 420TWh/a, 2050년 

1,943TWh/a로 급증할 것으로 사료됨

[ 시장동향 ]

전세계 해양에너지 시장

자료 : Greenpeace, WORLD ENERGY [R]EVOLUTION(2010), 델타텍 재구성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타원단면 실린더 와유기진동 에너지 추출장치 10-1246722

2
단순 왕복 피봇 회전형 와유기진동 에너지추출 장치 및 이를 이

용한 와유기진동 에너지 추출방법
10-1284106

뛰어난 에너지 변환효율과 설치/관리/유지보수가 용이

와류발생실린더의 단면 형상을 타원형으로 형성

유체역학적 분석을 통해 최적의 단면형상비 형성

와류발생실린더 이용 회전형 와유기진동 에너지 추출장치

와유기진동 조절용 탄성부재

발전장치

와류발생실린더

에너지
전달장치

발전장치

에너지 전달장치

와유기진동 조절용 탄성부재

[ 대표도 ]

타원단면 실린더 와유기진동 에너지 추출장치의 개념

에너지 전달장치  발전장치

와류

발생

실린더

에너지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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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10-1246722

발명자 : 최종수, 홍섭, 김형우, 여태경

•  본 기술은 와류발생실린더를 타원단면으로 형성하여 향상된 와유기진동 에너지 

추출효율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추출장치이다.

•  본 기술에 따른 에너지 추출장치는 유체역학적인 분석을 통해 최적의 단면형상

비로  형성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에너지 추출 효율을 얻는다. 또한, 본 에너지 

추출장치는 링크 구조를 단순화하여 에너지 변환 효율을 보다 향상시키고, 장치

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가 용이해진다.

•  터빈의 회전에 의해 발생되는 수중생물의 피해를 없앰

•  수중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 제거

•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방법에 비해 낮은 에너지 변환 효율 문제점 해결

[ 기술개요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타원단면 실린더 와유기진동 에너지 추출장치

Vortex induced vibration energy extraction device with ellipsoidal cross section cylinder

•  전세계 해양에너지 설비용량시장 : 9GW(2015년), 748GW(2050년)

•  전세계 해양에너지 전력생산량 시장 : 1TWh/a(2015년), 1,943TWh/a(2050년)

[ 시장규모 ]

•  와류발생실린더 : 타원형의 단면형상, 타원형의 단축길이를 장축길이로 나눈 단

면형상비가 0.3 내지 0.5임

•  발전장치 : 와유기진동에 의한 직선왕복운동에너지를 전달받아 전기에너지로 

변환

•  에너지전달장치 : 직선왕복운동에너지를 발전장치에 전달

[ 구현방법 ]

•  파력발전과 조류발전 기술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기술들은 실험실 혹은 실제 해역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만 파력발전의 경우 수년 내에 상업화로 이어질 전망임

•  해수 온도차 발전과 해수 염도차 발전 기술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발전 속도

가 더딘 상태이며, 영국,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해양에너지 기술개발을 선

도하고 있음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단위 : GW(설비용량), TWh/a(전력생산량)

2007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9.0 16.9 31.8 59.8 112.5

397.8

748.0 

 211.6 145.0
235.0

325.0
420.0

616.0

903.4 

 1,324.9 

1,943.0 

-1.0

설비용량

전력생산량

•  2007년 제로 수준에 머물던 설비 용량이 2015년 9GW로 성장하고,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50년에는 748GW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

•  연간 전력생산량 또한 2007년 1TWh/a에서 2030년 420TWh/a, 2050년 

1,943TWh/a로 급증할 것으로 사료됨

[ 시장동향 ]

전세계 해양에너지 시장

자료 : Greenpeace, WORLD ENERGY [R]EVOLUTION(2010), 델타텍 재구성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타원단면 실린더 와유기진동 에너지 추출장치 10-1246722

2
단순 왕복 피봇 회전형 와유기진동 에너지추출 장치 및 이를 이

용한 와유기진동 에너지 추출방법
10-1284106

뛰어난 에너지 변환효율과 설치/관리/유지보수가 용이

와류발생실린더의 단면 형상을 타원형으로 형성

유체역학적 분석을 통해 최적의 단면형상비 형성

와류발생실린더 이용 회전형 와유기진동 에너지 추출장치

와유기진동 조절용 탄성부재

발전장치

와류발생실린더

에너지
전달장치

발전장치

에너지 전달장치

와유기진동 조절용 탄성부재

[ 대표도 ]

타원단면 실린더 와유기진동 에너지 추출장치의 개념

에너지 전달장치  발전장치

와류

발생

실린더

에너지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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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 강희진, 이동곤, 최진

•  본 기술은 기존 컨테이너선을 활용하여 하이드레이트 펠릿 운송을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하이드레이트 펠릿(NGHP) 저장, 운송, 해리의 고효율화, 친환경화가 

가능하다. 

•  본 기술은 기존 벌크선 형태의 하이드레이트 펠릿 운송 시 하역 및 재기화 시간

이 일주일 이상으로 길어지고, 새로운 규정·규칙이 요구되는 별도의 선박을 개

발해야 하며,  하이드레이트 펠릿을 재기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액체류의 화학물

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 고효율, 친환경 기술이다.

•  지구에는 총 250조㎥에 달하는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동해) 

주위 바다에만도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100배에 달하는 6조㎥가 매장되어 있

는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요구됨

•  중소형 컨테이너선의 운용율 저하 및 초대형 컨테이너선 선복량 증가에 따라 가

스하이드레이트 펠릿 운송에 활용 가능성 충분 

•  가스하이드레이트 펠릿과 일반 화물 운송이 동시에 가능하여, 정기선 운항에 따

른 항로 추가 등으로 높은 수준의 선박 운용 및 자원개발 효율성 확보 가능

• 표준 20, 40 피트 형태의 컨테이너형 NGHP 용기 

• 하이드레이트 펠릿 저장을 위한 단열, 압축용기

• BOG 처리를 위한 압력 밸브와 장시간 운송을 위한 냉동기 및 열/온도 센서

• 하이드레이트 펠릿 해리를 위한 열/온수 공급 장치와 회전 베어링

• 장거리 운송시 자중에 의한 하이드레이트 펠릿 교착 발생

• 하이드레이트 펠릿 해리를 위해서 선박이 항구에 장기간 계류해야 함

• 해리를 위한 온수 투입시 계면 활성제의 투입 등에 의한 환경 오염 위협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 국내 하이드레이트 펠릿 매장량: 6조㎥ (연간 사용량의 100배, 추정치)

[ 시장규모 ]

•  세계적으로 환경 친화적 에너지자원으로  하이드레이트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저

장, 운송, 해리에 관련된 연구가 유럽, 일본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벌크선 형태의 화물창 운송 기술은 일본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이중 하이드레이트 펠릿 운송 중 자중에 의한 교착, 하이드레이트 펠릿 운송을 

위한 전용 선박 건조를 위한 관련 규정·규칙 개발, 하이드레이트 펠릿 해리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 오염 문제가 집중 연구되고 있으나 경제성, 친환

경성 측면에서 기술의 실용화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본 기술로 기존의 경제성, 친환경성 문제 극복 가능)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해리를 위한 화학물질 사용 필요가 없어 친환경적임

고효율 친환경 컨테이너형 NGHP 용기

하이드레이트 펠릿의 교착 문제 해결

짧은 하역 및 재기화 시간으로 선박 운용 효율성 향상

컨테이너형 NGHP 용기 형상

하이드레이트 펠릿 용기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선박용 다목적 임무형 모듈 장치 10-0957538

2 위치인식 및 센서네트워크 기반 능동형 비상관제 시스템 10-1006461

3 레이더횡단면 특성을 이용한 비상 조난위치 표시 장치 10-0999442

4 함정 피격성 향상을 위한 위협세력 기만선박 10-1060153

5 선박 손상 평가 및 통제 시스템 및 그 동작방법 10-1089229

6 신호 감소 기술 기반의 위장 그물 10-1127062

[ 대표도 ]

하이드레이트 펠릿의 저장, 운송, 해리 용기 및 이를 이용한 

하이드레이트 펠릿의 저장, 운송, 해리 방법
Container For Hydrate Pallet Storage, Shipping And Regasfication And Method In 
Using Same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4 연구실 규모의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완료

하이드레이트 펠릿 분포(위) 및 컨테이너선 물동량, 운임 추이(아래)

자료 : USGS(위) IMF, clarkson,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아래)

컨테이너형 NGHP 용기



54 KIOST S&T 55No. 6  February  2014

PATENTS PATENTS

등록번호 10-1255547

발명자 : 강희진, 이동곤, 최진

•  본 기술은 기존 컨테이너선을 활용하여 하이드레이트 펠릿 운송을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하이드레이트 펠릿(NGHP) 저장, 운송, 해리의 고효율화, 친환경화가 

가능하다. 

•  본 기술은 기존 벌크선 형태의 하이드레이트 펠릿 운송 시 하역 및 재기화 시간

이 일주일 이상으로 길어지고, 새로운 규정·규칙이 요구되는 별도의 선박을 개

발해야 하며,  하이드레이트 펠릿을 재기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액체류의 화학물

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 고효율, 친환경 기술이다.

•  지구에는 총 250조㎥에 달하는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동해) 

주위 바다에만도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100배에 달하는 6조㎥가 매장되어 있

는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요구됨

•  중소형 컨테이너선의 운용율 저하 및 초대형 컨테이너선 선복량 증가에 따라 가

스하이드레이트 펠릿 운송에 활용 가능성 충분 

•  가스하이드레이트 펠릿과 일반 화물 운송이 동시에 가능하여, 정기선 운항에 따

른 항로 추가 등으로 높은 수준의 선박 운용 및 자원개발 효율성 확보 가능

• 표준 20, 40 피트 형태의 컨테이너형 NGHP 용기 

• 하이드레이트 펠릿 저장을 위한 단열, 압축용기

• BOG 처리를 위한 압력 밸브와 장시간 운송을 위한 냉동기 및 열/온도 센서

• 하이드레이트 펠릿 해리를 위한 열/온수 공급 장치와 회전 베어링

• 장거리 운송시 자중에 의한 하이드레이트 펠릿 교착 발생

• 하이드레이트 펠릿 해리를 위해서 선박이 항구에 장기간 계류해야 함

• 해리를 위한 온수 투입시 계면 활성제의 투입 등에 의한 환경 오염 위협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 국내 하이드레이트 펠릿 매장량: 6조㎥ (연간 사용량의 100배, 추정치)

[ 시장규모 ]

•  세계적으로 환경 친화적 에너지자원으로  하이드레이트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저

장, 운송, 해리에 관련된 연구가 유럽, 일본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벌크선 형태의 화물창 운송 기술은 일본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이중 하이드레이트 펠릿 운송 중 자중에 의한 교착, 하이드레이트 펠릿 운송을 

위한 전용 선박 건조를 위한 관련 규정·규칙 개발, 하이드레이트 펠릿 해리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 오염 문제가 집중 연구되고 있으나 경제성, 친환

경성 측면에서 기술의 실용화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본 기술로 기존의 경제성, 친환경성 문제 극복 가능)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해리를 위한 화학물질 사용 필요가 없어 친환경적임

고효율 친환경 컨테이너형 NGHP 용기

하이드레이트 펠릿의 교착 문제 해결

짧은 하역 및 재기화 시간으로 선박 운용 효율성 향상

컨테이너형 NGHP 용기 형상

하이드레이트 펠릿 용기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선박용 다목적 임무형 모듈 장치 10-0957538

2 위치인식 및 센서네트워크 기반 능동형 비상관제 시스템 10-1006461

3 레이더횡단면 특성을 이용한 비상 조난위치 표시 장치 10-0999442

4 함정 피격성 향상을 위한 위협세력 기만선박 10-1060153

5 선박 손상 평가 및 통제 시스템 및 그 동작방법 10-1089229

6 신호 감소 기술 기반의 위장 그물 10-1127062

[ 대표도 ]

하이드레이트 펠릿의 저장, 운송, 해리 용기 및 이를 이용한 

하이드레이트 펠릿의 저장, 운송, 해리 방법
Container For Hydrate Pallet Storage, Shipping And Regasfication And Method In 
Using Same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4 연구실 규모의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완료

하이드레이트 펠릿 분포(위) 및 컨테이너선 물동량, 운임 추이(아래)

자료 : USGS(위) IMF, clarkson,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아래)

컨테이너형 NGHP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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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 이정현, 강성균, 이현숙, 권개경, 김상진, 김윤재, 황영옥, 임형순, 진욱, 조용균

•  본 기술은 암 진단 바이오마커로서, 특히 유방암과 간암에 대한 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매우 우수하다. 

•  본 암 진단 바이오마커는 암 환자의 세포 및 조직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이 증

가되는 MEST를 이용하여 생물학적 시료로부터 매우 특이적으로 암의 조기 진단 

및 예후를 판정할 수 있다. 

[ 기술개요 ]

암에 대한 바이오마커 및 이를 이용한 암 진단

Biomarkers Indicative of Cancer and Diagnosis Using the Same

•  미국 암 진단 시장 규모 : 2조 원(2015년)

•  유럽 암 진단 시장 규모 : 1조 6,000억 원(2015년)

[ 시장규모 ]

•  미국의 암 진단 시장 규모는 2007년 약 3,000억 원에서 2015년 2조 원으로 크

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 시장 역시 2008년 6,900억 원에서 2015년 1조 

6,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전세계 시장 규모의 1%의 불과하지만, 2004년부터 연평균 약 40%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시장동향 ]

•  암 진단 기술로 영상진단법과, 종양표지자 검사를 통한 조기진단법이 주로 활용됨

•  암 치료에 대한 인식이 후치료 개념에서 선진단 및 예방으로 전환됨으로써 암 

조기진단용 바이오마커가 핵심 기술로 부각됨

•  대형 제약사들이  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 맞춤의료 구현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임(2010,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보고서  III)

[ 기술동향 ][ 연구개발 현황 ]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암에 대한 바이오마커 및 이를 이용한 암 진단 10-1270944

2 서열번호 6의 포스파타제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10-1203920

3 ＤＮΑ 중합효소 활성 증가 단백질 및 이를 암호화 하는 유전자 10-0825279

4 고호열성 디유티피아제 및 이의 제조방법 10-0777228

5
광학선택적 에폭사이드 가수분해효소 및 이를 이용한 광학순도 

에폭사이드의 제조방법
10-0803093

6 고호열성 카르복시펩티다아제 효소 및 이의 제조방법 10-0770664

7
고호열성 신균주 ＫＣＴＣ 10859ＢＰ 및 이로부터 생산되는

고호열성 아밀라아제
10-0757280

8 고호열성 메티오닐아미노펩티다아제 효소 및 이의 제조방법 10-0757279

9 고호열성 아미노펩티다아제 Ｐ 효소 및 이의 제조방법 10-0757278

10 고호열성 리가아제 효소 및 이의 제조방법 10-0757277

11

오플록사신 에스테르에 대한 광학선택적 에스터라아제,

이를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및 이를 이용하여 레보플록

사신을 제조하는 방법

10-0714374

12

옥플록사신 에스테르에 대한 광학선택적 리파제, 

이를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및 이를 이용하여레보플록사

신을 제조하는 방법

10-0644924

•  외과적 수술 없이 확실성을 갖고 있는 암 진단법은 상용화되어 있지 않음

•  유전자 결함으로 인해 암 환자를 완전하게 진단하기 어려우며, 정상인 대상 진단

의 경우에도 대부분 의심되는 조직의 직접적인 샘플링이 필요함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MEST를 이용 생물학적 시료로부터 매우 특이적으로 
암의 조기 진단 및 예후 가능

암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자 진단이 가능

MEST는 암에 대한 마커로서 정확성 및 신뢰도가 우수 

유방, 간 조직의 전이암에 대한 진단이 가능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암 진단 기술

암 진단 또는 예후 분석용 바이오마커 제조 실시예는 아래와 같다.

➊ 세포 배양, 항체 및 시약 준비

➋ MEST siRNA 플라스미드 형성

➌ 역전사 PCR 반응 및 이뮤노블롯팅

➍ 바이러스 생산물 및 타겟 세포의 감염

➎ 정량적 RT-PCR 반응

➏ 면역형광법 및 면역조직화학을 통한 MEST 유전자의 발현

[ 구현방법 ]

[ 대표도 ]

마우스 및 인간 유방암 세포주로부터 MEST 발현 결과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4 연구실 규모의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완료

관련 기술명
기술 선도국 및

기업/연구소
상대적 수준(%) 기술격차(년)

핵산 기반 바이오마커 

탐색기술

미국 

Genomic Health
80~90 2년

바이오마커 유용성 및 

임상검증 기술

미국

Myriad
80~90 2년

다중마커 동시진단 기술
미국

Genomic Health
80% 3년

바이오마커 기술수준 및 격차

미국의 암 진단 시장 규모 유럽의  암 진단 시장 규모

자료 : 글로벌인포메이션(2013), 델타텍 재구성

[단위 : 십억 원] [단위 : 십억 원]

2007년 2008년2015년 2015년

2000.0 
1600.0 

300.0

690.0

진단키트, 유전자 분석,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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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술은 암 진단 바이오마커로서, 특히 유방암과 간암에 대한 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매우 우수하다. 

•  본 암 진단 바이오마커는 암 환자의 세포 및 조직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이 증

가되는 MEST를 이용하여 생물학적 시료로부터 매우 특이적으로 암의 조기 진단 

및 예후를 판정할 수 있다. 

[ 기술개요 ]

암에 대한 바이오마커 및 이를 이용한 암 진단

Biomarkers Indicative of Cancer and Diagnosis Using the Same

•  미국 암 진단 시장 규모 : 2조 원(2015년)

•  유럽 암 진단 시장 규모 : 1조 6,000억 원(2015년)

[ 시장규모 ]

•  미국의 암 진단 시장 규모는 2007년 약 3,000억 원에서 2015년 2조 원으로 크

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 시장 역시 2008년 6,900억 원에서 2015년 1조 

6,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전세계 시장 규모의 1%의 불과하지만, 2004년부터 연평균 약 40%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시장동향 ]

•  암 진단 기술로 영상진단법과, 종양표지자 검사를 통한 조기진단법이 주로 활용됨

•  암 치료에 대한 인식이 후치료 개념에서 선진단 및 예방으로 전환됨으로써 암 

조기진단용 바이오마커가 핵심 기술로 부각됨

•  대형 제약사들이  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 맞춤의료 구현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임(2010,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보고서  III)

[ 기술동향 ][ 연구개발 현황 ]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암에 대한 바이오마커 및 이를 이용한 암 진단 10-1270944

2 서열번호 6의 포스파타제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10-1203920

3 ＤＮΑ 중합효소 활성 증가 단백질 및 이를 암호화 하는 유전자 10-0825279

4 고호열성 디유티피아제 및 이의 제조방법 10-0777228

5
광학선택적 에폭사이드 가수분해효소 및 이를 이용한 광학순도 

에폭사이드의 제조방법
10-0803093

6 고호열성 카르복시펩티다아제 효소 및 이의 제조방법 10-0770664

7
고호열성 신균주 ＫＣＴＣ 10859ＢＰ 및 이로부터 생산되는

고호열성 아밀라아제
10-0757280

8 고호열성 메티오닐아미노펩티다아제 효소 및 이의 제조방법 10-0757279

9 고호열성 아미노펩티다아제 Ｐ 효소 및 이의 제조방법 10-0757278

10 고호열성 리가아제 효소 및 이의 제조방법 10-0757277

11

오플록사신 에스테르에 대한 광학선택적 에스터라아제,

이를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및 이를 이용하여 레보플록

사신을 제조하는 방법

10-0714374

12

옥플록사신 에스테르에 대한 광학선택적 리파제, 

이를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및 이를 이용하여레보플록사

신을 제조하는 방법

10-0644924

•  외과적 수술 없이 확실성을 갖고 있는 암 진단법은 상용화되어 있지 않음

•  유전자 결함으로 인해 암 환자를 완전하게 진단하기 어려우며, 정상인 대상 진단

의 경우에도 대부분 의심되는 조직의 직접적인 샘플링이 필요함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MEST를 이용 생물학적 시료로부터 매우 특이적으로 
암의 조기 진단 및 예후 가능

암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자 진단이 가능

MEST는 암에 대한 마커로서 정확성 및 신뢰도가 우수 

유방, 간 조직의 전이암에 대한 진단이 가능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암 진단 기술

암 진단 또는 예후 분석용 바이오마커 제조 실시예는 아래와 같다.

➊ 세포 배양, 항체 및 시약 준비

➋ MEST siRNA 플라스미드 형성

➌ 역전사 PCR 반응 및 이뮤노블롯팅

➍ 바이러스 생산물 및 타겟 세포의 감염

➎ 정량적 RT-PCR 반응

➏ 면역형광법 및 면역조직화학을 통한 MEST 유전자의 발현

[ 구현방법 ]

[ 대표도 ]

마우스 및 인간 유방암 세포주로부터 MEST 발현 결과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4 연구실 규모의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완료

관련 기술명
기술 선도국 및

기업/연구소
상대적 수준(%) 기술격차(년)

핵산 기반 바이오마커 

탐색기술

미국 

Genomic Health
80~90 2년

바이오마커 유용성 및 

임상검증 기술

미국

Myriad
80~90 2년

다중마커 동시진단 기술
미국

Genomic Health
80% 3년

바이오마커 기술수준 및 격차

미국의 암 진단 시장 규모 유럽의  암 진단 시장 규모

자료 : 글로벌인포메이션(2013), 델타텍 재구성

[단위 : 십억 원] [단위 : 십억 원]

2007년 2008년2015년 2015년

2000.0 
1600.0 

300.0

690.0

진단키트, 유전자 분석,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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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술은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시험을 위하여 캐비테이션 터널 용수에 포함된 

기포를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포 제거장치이다. 

•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시험 전에 물속에 있는 공기를 제거

하여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현상 재현의 정도를 향상 시켜서 모형시험의 정도를 

향상시킨다. 

•  수요산업인 조선산업의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선박핵심요소인 선박용 추진기관

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소수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업구조 상 관련 제

품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짐

•  세계 조선 산업은 세계 경제와 밀접한 경기 순환 산업으로써 , 2008년 이후 세

계 금융 위기 이후 발주량이 감소하였으나 회복세를 띄고 있음 

•  또한 전 세계적으로 크루저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2020년까지 약 2,700만 명   

으로 매년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대형화 및 고속화 경향에 맞춘 크루

즈선 및 노후선 대체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기포제거 장치는 터널내부 면에서 구동모터에 의하여 수직 상/하로 이동하며 기포

제거 시에는 터널 내부면에 돌출상태로 작동한다. 본 장치의 제조방법은 베이스 플

레이트 위에 유수의 흐름을 지연시키는 복수개의 다중 유로부를 형성하며, 유동경

로 변환 플레이트를 직각으로 설치하여 기포 혼합류를 모으고 이 장치에 연결된 압

력탱크와의 압력차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기포를 포집하여 제거한다. 

•  대형 캐비테이션터널에서 모형프로펠러 시험 시 유동 내 기포를 제거하여 프로

펠러 캐비테이션 거동재현 정도 향상  

•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유기 변동압력 및 수중방사소음 계측 정도 향상 

• 터널용수의 기포를 제거하여 시험부 유동의 안정성과 균일도를 향상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기포제거용 해치 및 이의 제조 방법

Bubble Removing Hatch And Manufacturing Method Of The Same

•  국내 선박 수주 및 점유율 : 300억 달러, 35% 점유(2012년)

[ 시장규모 ]

•  세계 조선업체 건조능력은 연평균 10%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수주잔고는 연

평균 30%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였고 이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전 

선종의  선가 상승을 이끌었음

•  Design – Model Test – Casting – CNC Machining – Grinding으로 이어지

는 제조공정의 특성 상 대형설비 및 고도의 용융, 주조, 절삭, 가공, 정도 관리 기

술이 필요하며 프로펠러 제조업체의 경우 이에 따른 기술 개발과 경쟁력이 요구

되는 상황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선박의 대형화와 고속화 경향에 따른 선박 속도 향상 가능

선박 프로펠러 개발 효율 향상

선박 프로펠러 날개 부식 방지

실험용 터널 내의 균일도 유지 및 기포 제거

캐비테이션과 순환식 캐비테이션 터널기포제거용 해치 구조 및 시제품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회전익 날개 끝 간극유동 손실 방지용 임펄스 터반 10-0720909

2 스팬 방향 비틀림을 갖는 선박의 분리형 방향타 10-1100061

3 리더 벌브를 구비하는 선박의 분리형 방향타 10-1106708

4 몸체의 일부만 이용하며 러더벌브를 구비하는 선박용 방향타 10-1106709

5
몸체의 일부만 이용하며 스팬 방향 비틀림을 갖는

선박용 방향타
10-1106710

[ 대표도 ]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4 연구실 규모의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완료

시작품
5 확정된 부품/시스템의 시작품 제작 완료

6 시작품 성능 평가 완료

국내 선박 총 수주량 전망

자료 : CEO스코어데일리(2013), 델타텍 재구성

[단위 : 천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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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술은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시험을 위하여 캐비테이션 터널 용수에 포함된 

기포를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포 제거장치이다. 

•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시험 전에 물속에 있는 공기를 제거

하여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현상 재현의 정도를 향상 시켜서 모형시험의 정도를 

향상시킨다. 

•  수요산업인 조선산업의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선박핵심요소인 선박용 추진기관

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소수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업구조 상 관련 제

품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짐

•  세계 조선 산업은 세계 경제와 밀접한 경기 순환 산업으로써 , 2008년 이후 세

계 금융 위기 이후 발주량이 감소하였으나 회복세를 띄고 있음 

•  또한 전 세계적으로 크루저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2020년까지 약 2,700만 명   

으로 매년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대형화 및 고속화 경향에 맞춘 크루

즈선 및 노후선 대체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기포제거 장치는 터널내부 면에서 구동모터에 의하여 수직 상/하로 이동하며 기포

제거 시에는 터널 내부면에 돌출상태로 작동한다. 본 장치의 제조방법은 베이스 플

레이트 위에 유수의 흐름을 지연시키는 복수개의 다중 유로부를 형성하며, 유동경

로 변환 플레이트를 직각으로 설치하여 기포 혼합류를 모으고 이 장치에 연결된 압

력탱크와의 압력차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기포를 포집하여 제거한다. 

•  대형 캐비테이션터널에서 모형프로펠러 시험 시 유동 내 기포를 제거하여 프로

펠러 캐비테이션 거동재현 정도 향상  

•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유기 변동압력 및 수중방사소음 계측 정도 향상 

• 터널용수의 기포를 제거하여 시험부 유동의 안정성과 균일도를 향상 

[ 기술개요 ]

[ 시장동향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기포제거용 해치 및 이의 제조 방법

Bubble Removing Hatch And Manufacturing Method Of The Same

•  국내 선박 수주 및 점유율 : 300억 달러, 35% 점유(2012년)

[ 시장규모 ]

•  세계 조선업체 건조능력은 연평균 10%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수주잔고는 연

평균 30%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였고 이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전 

선종의  선가 상승을 이끌었음

•  Design – Model Test – Casting – CNC Machining – Grinding으로 이어지

는 제조공정의 특성 상 대형설비 및 고도의 용융, 주조, 절삭, 가공, 정도 관리 기

술이 필요하며 프로펠러 제조업체의 경우 이에 따른 기술 개발과 경쟁력이 요구

되는 상황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선박의 대형화와 고속화 경향에 따른 선박 속도 향상 가능

선박 프로펠러 개발 효율 향상

선박 프로펠러 날개 부식 방지

실험용 터널 내의 균일도 유지 및 기포 제거

캐비테이션과 순환식 캐비테이션 터널기포제거용 해치 구조 및 시제품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회전익 날개 끝 간극유동 손실 방지용 임펄스 터반 10-0720909

2 스팬 방향 비틀림을 갖는 선박의 분리형 방향타 10-1100061

3 리더 벌브를 구비하는 선박의 분리형 방향타 10-1106708

4 몸체의 일부만 이용하며 러더벌브를 구비하는 선박용 방향타 10-1106709

5
몸체의 일부만 이용하며 스팬 방향 비틀림을 갖는

선박용 방향타
10-1106710

[ 대표도 ]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4 연구실 규모의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완료

시작품
5 확정된 부품/시스템의 시작품 제작 완료

6 시작품 성능 평가 완료

국내 선박 총 수주량 전망

자료 : CEO스코어데일리(2013), 델타텍 재구성

[단위 : 천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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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술은 가용성(availability)과 연속성(continuity) 및 무결성 감시기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이상위성의 판단장치이다.

•  본 기술에 따른 판단장치는 네트워크 RTK 환경에서 무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본 판단장치는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위성의 이상을 검출하고 이상원인을 판단

하여, 이상원인을 배제한 환경에서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➊ 위성신호 수신부가 위성신호(코드 측정치, 반송파 측정치) 수신

➋ 기준국수 판단부에서 위성신호로부터 다수 위성과 통신하는 기준국의 수 확인

➌ 이상상태 검출부에서 위성신호로부터 위성의 이상 상태 여부 검출

➍ 이상위성 식별부에서 위성의 이상 상태로부터 이상위성 식별

➎ 기준국수가 3 이상일 시 이상원인 판단부가 이상위성의 이상원인 판단

•  측위 목적의 응용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무결성, 연속성, 가용성과 관련한 

부분을 보완함

• 네트워크 RTK 환경에서도 적합한 이상위성을 감시하고 처리할 수 있음

[ 기술개요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이상위성의 판단방법 및 이를 이용한 판단장치

Method For Detecting Anomaly Satellite In Multi-Reference Stations Environment 
And Apparatus Using Detecting Method

•  전세계 위성항법시스템(GNSS) 시장 : 21억 달러(2013년)

[ 시장규모 ]

•  앞으로 10년간 설치기반 GNSS장치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그 외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4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임

•  GNSS장치는 시간과 연료 절감의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어 향후 시장 잠재력이 뛰어난 분야임

•  낮은 초기 개발 단계 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간 높은 연평균 성장을 기록

할 것으로 사료됨

[ 시장동향 ]

•  미국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로 대표되는 위성항법시스템은 정보통

신 산업의 급속한 확대와 더불어 항법, 측지, 측량, 우주, 통신, 국방, 기상, 지구

과학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러시아는 GLONASS의 현대화와 상업 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과 중국에서는 Galileo와 Beidou/Compass와 같은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미국과의 협력 체제를 통해 지역 독자 위성항법시스

템 개발을 시작하였음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 대표도 ]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이상위성을 판단하는 판단장치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이상위성 판단 시스템

지역별 위성항법시스템 시장 전망

자료 : GNSS Market Report issue 3 (2013), 델타텍 재구성

가용성, 연속성, 무결성 감시기능 향상

3개 이상의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위성의 이상 검출/판단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이상위성의 판단방법 및 이를

이용한 판단장치
10-1206364

2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전리층 지연 변칙현상의 모니터링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
10-1212119

3
위성신호 미약 환경에서의 관성센서를 이용한 선박의 위성측정

치 생성방법 및 장치
10-1221931

4
위성신호 미약 환경에서의 반송파 위상과 관성센서 정보를 이용

한 선박의 위성측정치 생성방법 및 장치
10-1221929

위성군

다중기준국

이상상태

검출부

이상위성

식별부

위성신호

수신부

이상위성

확인부

기준국수

판단부

이상원인

판단부

위성항법시스템

[단위 :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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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술은 가용성(availability)과 연속성(continuity) 및 무결성 감시기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이상위성의 판단장치이다.

•  본 기술에 따른 판단장치는 네트워크 RTK 환경에서 무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본 판단장치는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위성의 이상을 검출하고 이상원인을 판단

하여, 이상원인을 배제한 환경에서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➊ 위성신호 수신부가 위성신호(코드 측정치, 반송파 측정치) 수신

➋ 기준국수 판단부에서 위성신호로부터 다수 위성과 통신하는 기준국의 수 확인

➌ 이상상태 검출부에서 위성신호로부터 위성의 이상 상태 여부 검출

➍ 이상위성 식별부에서 위성의 이상 상태로부터 이상위성 식별

➎ 기준국수가 3 이상일 시 이상원인 판단부가 이상위성의 이상원인 판단

•  측위 목적의 응용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무결성, 연속성, 가용성과 관련한 

부분을 보완함

• 네트워크 RTK 환경에서도 적합한 이상위성을 감시하고 처리할 수 있음

[ 기술개요 ]

[ 구현방법 ]

[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이상위성의 판단방법 및 이를 이용한 판단장치

Method For Detecting Anomaly Satellite In Multi-Reference Stations Environment 
And Apparatus Using Detecting Method

•  전세계 위성항법시스템(GNSS) 시장 : 21억 달러(2013년)

[ 시장규모 ]

•  앞으로 10년간 설치기반 GNSS장치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그 외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4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임

•  GNSS장치는 시간과 연료 절감의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어 향후 시장 잠재력이 뛰어난 분야임

•  낮은 초기 개발 단계 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간 높은 연평균 성장을 기록

할 것으로 사료됨

[ 시장동향 ]

•  미국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로 대표되는 위성항법시스템은 정보통

신 산업의 급속한 확대와 더불어 항법, 측지, 측량, 우주, 통신, 국방, 기상, 지구

과학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러시아는 GLONASS의 현대화와 상업 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과 중국에서는 Galileo와 Beidou/Compass와 같은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미국과의 협력 체제를 통해 지역 독자 위성항법시스

템 개발을 시작하였음

[ 기술동향 ]

[ 연구개발 현황 ]

[ 대표도 ]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이상위성을 판단하는 판단장치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이상위성 판단 시스템

지역별 위성항법시스템 시장 전망

자료 : GNSS Market Report issue 3 (2013), 델타텍 재구성

가용성, 연속성, 무결성 감시기능 향상

3개 이상의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위성의 이상 검출/판단

구분 단계 개발범위 진행상황

기초연구
1 기초 이론/실험 완료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완료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완료

[ 지식재산권 현황 ]

No 특허명 특허번호

1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이상위성의 판단방법 및 이를

이용한 판단장치
10-1206364

2
다중 기준국 환경에서 전리층 지연 변칙현상의 모니터링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
10-1212119

3
위성신호 미약 환경에서의 관성센서를 이용한 선박의 위성측정

치 생성방법 및 장치
10-1221931

4
위성신호 미약 환경에서의 반송파 위상과 관성센서 정보를 이용

한 선박의 위성측정치 생성방법 및 장치
10-12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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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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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해양R&D실용화센터강정극 모모새비지니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S&T

KIOST, in quest of the world's best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S&T

787 Haean-ro(st), Sangnok-gu, Ansan-si
Gyeonggi-do, Korea

Tel : +82-31-400-6000   Fax : +82-31-400-7694
http://www.kiost.ac


